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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런 100년의 역사

A Proud 100 Year History

2011년도는 서울신학대학교로서는 역사의 획을 긋는 해입니다. 서울신학대학교가 개교
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100년은 획을 그을 만한 의미있는 시간입니다. 우
리나라의 지난 100년의 시간은 참으로 다양한 의미를 지닌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수많은
대학들이 모두 이 100년의 역사 이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100년은 한국 사회의 개화의
시점이었습니다. 100년 전에 이 땅에 대학이 세워졌다는 이야기는 서양문물을 그만큼 빨리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이고 선각의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200여
개 대학들 중에 100년의 역사를 지닌 대학이 몇 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우리는 오
늘 서울신학대학교의 100주년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지난 역사는 소리없이 흐릅니다. 모든 그 시대의 사실들을 조용히 품고 역사와 시간은 조
용히 흘러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역사가 잊혀지기도 하고 때로는 망각되기도 합니다. 그
러나 지난 100년간 서울신학대학교의 역사는 결코 망각되거나 잊혀질 수 없는 역사입니다.
아현동 시대에는 많은 지도자들을 배출하는 산실의 역할을 하였는데 6·25전쟁 때 훌륭한
우리의 인재들과 지도자들이 납북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배출된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오늘의 성결교단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또 전 세계로 나아가는 향도자 역
할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오늘 성결교회는 세계화를 이루었고 우리 사회에 우뚝 선
교단을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부천시대를 연 이후 신진세력들이 학문의 열정을 안고 세계로 나아가 학자가 되어 돌아
왔고, 열정을 품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역군이 되어 세계로 나아가 복음전파의 기수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신학대학교는 종합대학이 되어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꿈을 잉태
시키고 있고 현재 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100년 동안에 있었던 우리의 모습
입니다.
100년의 시간에 우리는 방점을 찍고 지난 시간의 역사를 화보를 통해서 정리하고자 이
화보집을 출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화보를 통해서 우리는 지난 100
년 역사의 길목을 눈여겨 보게 되었고 새삼스럽게 지나온 우리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게 되었
습니다. 긴 역사를 지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역사를 정리하고 소중히 전달하고 후대에 알
려주는 것도 못지 않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100주년을 기념하여 발간하게 된 화보
집의 출간은 축하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화보집을 통해서 잊혀져 가던 지난 역사
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숨겨져 있던 모습들을 발굴하여 지난 서울신학대학교의 자랑스런
100년의 역사를 가슴 뿌듯하게 간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암울하기만 했던 지난
100년의 역사 속에서 든든히 우리의 모습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모습으로 발전하게 하신 하
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2011 is a year that goes down in history for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because this
year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reached its centennial. One hundred years is a
meaningful amount of time to go down in history. The last 100 years of Korean history
were times of various meanings. Most of the universities in Korea were established less
than one hundred years ago. And one hundred years ago was the time of enlightenment
in Korean society. The fact that a college was established in this land 100 years ago shows
how quickly Korea accepted western civilization and the foresight of the leaders. That is
why today among over two hundred universities, there are very few with histories over
100 years. So we are proud of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s centennial today.
History flows without a sound. All the facts of that era are quietly embraced, and time
flows quietly. So sometimes that history is forgotten and sometimes it goes into oblivion.
But the history of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over the last one hundred years will never
be forgotten or go into oblivion. Because in the Ahyon-dong era so many leaders were
produced, during the Korean War our outstanding people of talent and leaders were
kidnapped to the North. And so many spiritual leaders produced from that place raised up
and built the Korea Evangelical Holiness Church of today. They never hesitated to play
their roles as guides going out to the whole world. As a result, the KEHC of today has
become globalized and has been built up to stand tall in Korean society.
After the Bucheon era began, new forces embraced a passion for learning and went
out to the world to become scholars, and many young people embraced a passion to
become mission workers and go into the world as flag bearers to spread the gospel. And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is now becoming a university where thousands of young
people are conceiving their dreams and preparing to incubate them. This is what our last
one hundred years was like.
We’
ve put a close to our last hundred years and published this picture album to sort
out our history through pictures. Through the clearly arranged pictures we have become
able to take a good look at the crossroads of the last 100 years and look back anew at our
footprints. A long history is important, but it is just as important to sort it out and pass it on
to the next generations. In that sense the publishing of this picture album commemorating
the centennial is worthy of congratulations. I hope that through this picture album we can
look back on the forgotten footprints of our history and unearth hidden images, and
proudly cherish the one hundred year history of STU in our hearts. We give God all the
glory for protecting us in the midst of the dark history of the last 100 years and letting us
develop to this point.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board chair

Lee Jung-Ik
서울신학대학교 이사장

이정익

간행사

President’
s Message

새 사람 새 역사

New People, New History

새 사람 새 역사로 기독교 명문대학을 꿈꾸는 서울신학대학교가 개교 100년을 맞았
습니다. 지난 100년은 진리와 사랑으로 세상을 일깨운 헌신과 희생의 100년이었습니
다. 1911년 경성성서학원으로 시작하여 1959년 서울신학대학으로 승격하기까지 반세
기는 민족의 고난을 같이한 격변의 역사였습니다. 그 후 민족복음화를 꿈꾸는 영적 지
도자를 배출하며 다시 반세기를 지나 2011년 감격의 개교 100년을 맞이했습니다. 복음
의 불모지였던 이 땅에서 100년의 역사와 전통을 갖게 된 대학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이
자랑스럽기만 합니다.
대학은 개교 100년을 맞아 기념관 건축, 인문학강좌, 세계석학초청학술대회, 명예
박사학위수여 그리고 기념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를 열고 서울신학대학교백년사, 역사
화보집, 이명직 목사 전집, 성서주석 발간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서울신학대학교 100년 역사 화보집』은 우리 대학 100년의 연륜이 생생하
게 담긴 소중한 자료입니다. 정선된 화보는 대학의 옛 모습을 추억하게 해주고, 때로는
시대와 함께 호흡하고, 때로는 시대를 선도해 온 발자취를 보여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것은 대학의 과거를 현재화시켜 우리의 위치를 가늠하게 해주고, 우리 대학의 미래
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역사는 현재를 거쳐 미래로 이어지는
디딤돌이어야 합니다.
이제 서울신학대학교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힘차게 비상하면서“개교 백년 새 사
람 새 역사”를 표어로 정했습니다. 개교 100년을 맞아 새 사람, 새 인물을 키우면 그것
이 곧 새 역사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 일을 위해 창조적인 기독교 지도자 양성, 지성·
영성·덕성이 조화된 교육 그리고 21세기가 요구하는 세계적인 기독교 명문대학을 이
루어내겠습니다. 대학의 옛 모습인 100년 역사 화보집이 미래를 향해 힘차게 비상하는
대학에 날개가 되어주리라 기대하며, 이제 역사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뜻 있는 대학 역
사를 세우는 일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00년의 역사를 화보에 담는 작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을 위해 수고하
신 역사 화보집 편찬위원장 이갑희 교수님과 집필과 화보 선정에 심혈을 기울이신 편
집위원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dreaming of becoming a renowned Christian college
with new people and a new history, has reached its centennial. The last one hundred
years have been years of devotion and sacrifice, awakening the world with truth and love.
The half century from 1911 when it started as Kyung Sung Bible School to 1959 when it
was established as Seoul Theological College were years of violent change with the
sufferings of the Korean people. Since that time we have spent another half century
producing spiritual leaders dreaming of the evangelization of Korea, and in 2011 we
celebrated the impressive centennial of the school. We are proud that this university which
started in this spiritual wasteland stands tall with a hundred years of history and tradition.
For the centennial of STU we have had many events such as building a memorial hall,
humanities lectures, an academic conference with world-renowned scholars, the
conferring of honorary doctorates, and music concerts, and we are preparing the
centennial history of STU, this historical picture book, the complete works of Rev. Lee
Myung-Jik, and a Bible commentary.
In particular, this centennial historical picture book of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is a
valuable resource vividly portraying the one hundred year history of our school. The
pictures selected bring back fond memories of the school’
s past, showing its footsteps that
have sometimes gone along with the era, and have sometimes led the era. Moreover, it
brings the school’
s past to the present to let us discern where we are now, and it gives us
an opportunity to think together about the future of our school. History must be a
stepping stone through the present to the future.
Now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has chosen the motto,“centennial of the school,
new people, new history”, as we soar energetically to a better future. As we begin a new
century, raising up new people leads to a new history. To do this, we will bring about the
training of creative Christian leaders, a harmony of academic, spiritual, and moral
education, and become a world-renowned Christian university needed in the twenty-first
century. We expect this historical picture book of the school’
s past to give wings for the
school to soar into the future, and we ask you to be the new major players of history to
build a meaningful history for this school.
It is not easy to portray one hundred years of history in a picture album. I express my
sincere thanks for Professor Kap-Hee Lee who has worked hard as the chair of the
compilation committee, and to the professors on the committee who have done their best
to write and select pictures for this book.

서울신학대학교 총장

유석성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President

Yu Suk-Sung

편집인의 글

Editor’
s Note

감사와 사랑, 그리고 소망

Thanks, Love, and Hope

2008년 말에 학교의 명을 받고 100주년 화보집을 시작한 지 어언 4년이 되었습니다. 우
리 대학의 정원에 가을이 곱게 익어가는 이 시간에 편집을 마무리하면서 이 글을 쓰게 되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지난 4년간의 여정을 무사히 끝낼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여기까지 와 준 여러 위원들께 감사와 사랑을 표하고 싶습니다.
처음에 위원들은『한국성결교단 100년사』에서 서울신학대학교 부분을 발췌하여 공부하
였고, 그 후에 전체 100년을 학교의 이름이 바뀐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다섯 부분으로 나누
어 사진을 찾기로 했습니다. 학교 이름의 변화가 학제의 변화와 함께 당시 한국 사회와 교회
의 정치 사회적인 변화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자료 수집을 위한 성결신문 광고와 홍보 그
리고 알음 알음을 통하여 사진이 모아졌습니다. 동문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평신도에 이르
기까지 많은 분들이 사진을 보내주셨고 해외에서도 이 작업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특히 초
s Bible School)에 보관 중인 소중한 자
기 부분은 동양선교회와‘하나님의 성서신학교’(God’
료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분들과 기관들에 감사를 전합니다.
위원들이 한 시대씩 맡아 사진을 정리했고 40여 차례의 회의와 세 번의 워크숍을 통하여
함께 다듬고 선별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각 시대별 역사와 사진 하나 하나에 담긴 역사적
의미를 음미할 수 있도록 총론을 시대별 머리에 실었습니다. 제1부 경성성서학원 시대는 하
도균 교수가, 제2부 경성신학교/서울신학교 시대는 허명섭 목사가, 제3부 서울신학대학 시
대는 박창훈 교수가, 제4부 서울신학대학교 시대는 이은미 교수가, 그리고 제5부 새로운
100년의 시작이 추가되면서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합류한 태수진 교수는 영문 번역
을, 정병식 교수는 디자인 감수를 맡아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어 번역은 이영 교수가,
일본어 번역은 신원선 교수가, 총론의 윤필은 홍준수 목사가 맡아 수고하였습니다. 누구보
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간사를 맡은 이수민 전도사가 수고하였습니다.
이 화보집은 가능한 한 사진들을 각 시대의 총론에 맞추어 편집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
하여 사진만 보아도 100년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진에는 영문 외에 중국어
와 일본어 번역이 들어가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화보집을 감상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과 그 지역 선교에 도움 되기를 바라는 꿈을 담았습니다. 또 다른 100년이 흐른 후, 200주년
에는 더 존경받는 인물들과 참된 목회자들로 가득 찬 역사 화보집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이 일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학교와 여러 번의 수정과 편집에 협조해 준 밀알기획
에 감사를 전합니다.

Four years have passed since the end of 2008 when I was asked by the school to start
preparing the centennial picture album. As I write this as we are finishing the editing now
when autumn is so beautiful on our campus, so many emotions go through me. First I give
thanks to God for guiding us over the last four years to finish this project. And I want to
express my thanks and love for all the committee members who have come together to this
place.
At first the committee members selected portions about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in
the“100 Year History of the Korea Holiness Church”and studied them, and then decided
to look for pictures for five periods of time based on the name changes of the school
during its one hundred years. The name changes of the school reflect changes in the
educational system as well as political and social changes in Korean society and in the
church. Photos were collected through placing ads in the Seongyeol Sinmun (KEHC
newspaper) and other publicity and word of mouth. Many alumni pastors, elders, and lay
people sent photographs, even from overseas. Especially in the early section we were able
to use valuable materials from OMS and God’
s Bible School. I will take this opportunity to
express thanks to all these people and institutions.
Four committee members were in charge of preparing the photos for one historical
period each, and through over 40 meetings and three workshops, together we went
through the process of refining and selecting. We looked at the history of each era of
pictures, and included an introduction to each era at the beginning of each section so that
the historical meaning of each and every picture can be appreciated. Prof. Ha Do-Kyun was
in charge of part 1, the Kyung Sung Bible School era, Rev. Heo Myoung-Seob was in
charge of part 2, the Kyung Sung Seminary / Seoul Seminary era, Prof. Park Chang-Hoon
was in charge of part 3, the Seoul Theological College era, Prof. Lee Eun-Mi was in charge
of part 4, the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era, and I was in charge of part 5, start of a new
century. Last year Prof. Susan Truitt joined the committee for English translation, and Prof.
Chung Byung-Sig was in charge of design. In addition Prof. Lee Young was in charge of
Chinese translation, Prof. Shin Won-Sun took charge of Japanese translation, and Rev.
Hong Joon-Soo was in charge of touching up the writing. And Lee Su-Min worked harder
than anyone throughout the whole process as staff.
We tried to edit this picture book as much as possible to match the pictures with the
introduction of each era. So those who just look at the pictures can also understand the one
hundred years of history, and the pictures include translation not only into English but also
Chinese and Japanese, so we hope that many people around the world can enjoy this
picture book and that it can be of help in missions as well. After another 100 years, I hope
that at our bicentennial a history album will come out full of more respected leaders and
true pastors.
Finally, I want to express thanks to the school for its generous support of this project,
and to Miral Design which has cooperated in various revisions and edits.

서울신학대학교 100년 역사 화보집 편찬위원회 위원장

이갑희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Centennial History Album Editorial Committee

Chair, Lee Kap-Hee

서울신학대학교 100년의 역사적 의의와 과제

2011년은 서울신학대학교(이하 서울신대) 창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국의 역사에서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신학교육기관은 많지 않으며, 대학으로서 100년 이상이 된
학교도 별로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서울신대는 한국의 신학교육뿐만이 아니라 대학의 역사에
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울신대는 동양선교회가 한국에 성결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운 교역자 양성기관입니
다. 원래 서울신대는 동양선교회 성서학원으로 시작되었다가 1940년에 경성신학교가 되었고,
1959년에 서울신학대학으로 승격되었으며, 1992년에 서울신학대학교로 교명이 변경되었습니
다. 서울신대는 창립 이래 기독교 사역자를 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처음에
는 학부의 신학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신학교육이 현재에는 신학대학원 중심체재로 바뀌
어 학부의 신학과는 신학대학원의 준비과정으로, 신학대학원은 본격적인 목회자 양성기관으
로, 신학전문대학원은 목회자를 위한 재교육과정으로, 대학원은 신학을 학문적으로 발전시키
기 위한 과정으로 보다 체계화되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의 신학교육기관이 가지는 역사적
의의를 다음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서울신대는 한국성결교회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장로교회나 감리교회
도 신학교가 있고, 그 위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서울신대가 성결교회에서 차지하는 위
치는 타 교단의 신학교육 기관보다 더욱 큽니다. 한국성결교회를 세운 동양선교회는 처음부터
성서학원을 세워 사역자를 양성하여 한국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타 교파의 선교가 전
도하여 교회를 세우는 데서부터 출발하였다면 동양선교회는 성서학원을 세워서 토착사역자를
양성하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개척하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역자 양성이야말로 동양선
교회 선교의 핵심입니다.
둘째, 서울신대는 한국 교회 부흥운동의 중심지였습니다. 한국 교회는 처음부터 체험적 신
앙을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불을 붙이고, 이 운동을 크게 확산시키는 데는 서울신대
가 기여한 바가 큽니다. 서울신대는 원래 정규적인 교과과정 못지않게 학생들의 영적 체험을
강조했으며, 학교에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본 교단을 넘어서서 한국 교회 전체에
놀라운 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이성봉 목사입니다. 그는 서울신대
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초교파적으로 활동하여 한국의 무디라고 불렸습니다.
셋째, 서울신대는 웨슬리안 복음주의의 중심지였습니다. 성결교회는 웨슬리의 성결의 복음
을 다시 강조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자는 단지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
할 수 없고, 한걸음 더 나아가서 온전한 구원, 즉 성결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신대
는 이 같은 성결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진 학교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서울신대는 세
계 복음주의 운동과 협력하여 한국에 복음주의를 전파하는 데 귀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서울신
대는 복음주의의 중요 특징인 성경의 권위와 체험적인 신앙, 그리고 전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왔습니다. 서울신대는 세상과 타협하는 진보주의도 반대했지만 동시에 학문을 적대시하는 근
본주의와도 구분된 온건한 복음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명직, 정진경, 조종남 박사와
같은 분들은 서울신대를 이끌어왔을 뿐만 아니라 한국 복음주의의 중심인물이었습니다.
넷째, 서울신대는 복음전도와 세계선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서울신대는 처음부터 능력있는

전도자 양성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성경을 공부하고, 오후에는 전도를 했으며,
저녁에는 새신자를 모아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학기가 마쳐지고 방학이 되면 전국에 돌아다니
면서 전도집회를 인도했습니다. 이 같은 전통은 해방 이후에도 계속되어서 현재에도 학생들은
정규교과 이외의 각종 전도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대가 1970년대부터 강
조하기 시작한 것은 세계선교였습니다. 서울신대에는 세계선교를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생겨났고, 여기에서 훈련받은 선교사들은 처음에는 동양선교회와 협력하여, 그 후에는 성결교
회 선교의 주역으로서, 또한 기타 선교단체들의 지도자로서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
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는 1970년대 중반을 지나가면서 캠퍼스 이전과 함께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
습니다. 과거 서울신대의 목적이 교역자 양성이었다면 1970년대 중반부터는 여기에 교회와 관
련된 기독교 사역자 및 기독교 정신에 기초한 지도자 양성이라는 보다 폭넓은 목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70년대 후반부터 기존의 신학과 이외에 종교(교회)음악, 기독교교육, 사
회사업(복지)과 같은 교회사역과 관련된 학과가 설립되었고, 90년대 이후에는 영어, 보육, 유아
교육, 중국어, 일본어과 등이 새롭게 설립되었습니다. 아울러서 대학원 교육도 강화되어 일반
대학원과 함께 사회복지대학원 및 상담대학원도 설치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신대는 교역자
양성만이 아니라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지도자 양성을 지향하는 복음주의 기독교대학으로 성
장하게 된 것입니다.
서울신대는 이런 확장을 통하여 한국 교회와 사회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교회음악, 기독교교육, 사회복지 분야에서 중요한 지도자들을 많이 배출하였고, 최근에 설립된
학과를 졸업한 학생들도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여 제 몫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서울신대
는 여러 복지관과 어린이집, 평생교육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외연의 확대는 서울신대에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학교육과
일반대학교육의 조화입니다. 과거 많은 대학들이 처음에는 신학대학으로 시작했지만 일반대학
으로 발전되는 과정에서 신학교육은 소홀해져서 결국 좋은 목회자 양성에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미 일반학과가 크게 성장한 서울신대의 상황에서 과거와 같이 신학
대학의 체재만을 강조할 경우 거꾸로 일반학과들은 서울신대에서 존재의의를 찾기가 어렵게
됩니다. 현재 서울신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신학교육을 통하여 한국 교회와 세계선교를 이끌
고 나갈 수 있는 훌륭한 사역자를 양성하는 동시에 일반학과를 통하여 기독교 정신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일반지도자를 양성하는 일입니다.
서울신대는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재발견하는 동시에 변화하는 세계
를 바라보면서 유연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새 시대를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신대 공동체가
이런 분명한 신념 위에 서 있다면 다가오는 미래는 서울신대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며, 개
교 100주년은 새로운 시대를 향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장, 교회사 교수

박명수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Centennial of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and Related Issues
2011 was the centennial of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STU). There are not many
theological institutions in Korea with over 100 years of history, and not many universities over
100 years old. We can say from this that STU has an important place not only in the history of
theological education in Korea, but also in the history of universities.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is the pastoral training institution set up by the Oriental
Missionary Society (OMS) to spread the gospel of holiness in Korea. STU began as the OMS Bible
School and in 1940 became the Kyung Sung Seminary, then in 1959 was raised to the status of
Seoul Theological College, and in 1992 changed its name to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Since
its founding, the primary task of STU has been training Christian workers. Theological education
at first was centered on the undergraduate program, but now it is centered on the graduate
school of theology, so that the undergraduate theology department is a preparatory course for
the graduate school of theology, and the graduate school of theology is the actual pastoral
training course, while the professional graduate school of theology is a continuing education
course for pastors, and the graduate school has a course for developing academic study of
theology. I would like to examine the following historically significant points of STU’
s
theological education.
First, STU can be said to be the cradle of the Korea Evangelical Holiness Church. Of course,
the Presbyterians and Methodists also have seminaries, and their place is also very important.
But the position that STU holds in the Holiness Church is greater than other denominations’
theological institutions. The Oriental Missionary Society (OMS) which planted the Korean
Holiness Church built a Bible School from the beginning to train workers to build the church in
Korea. If other denominational missions began with evangelism and church planting, OMS built
a Bible School to train native workers, and through them plant churches. So training workers
was the core of OMS’
s mission.
Second, STU was the center of the Korean church’
s revival movement. The Korean church
emphasized experiential faith from the beginning. But the contribution of STU was great in
kindling the fire and expanding this movement. From the outset, STU emphasized the students’
spiritual experience as much as the regular curriculum, and those who experienced the grace of
the Holy Spirit at STU raised up amazing revival movements beyond the denomination to the
whole Korean church. A good example is Rev. Lee Seong-Bong. He experienced God’
s grace at
STU, and was active interdenominationally as the“Korean Moody”.
Third, STU was a center of Wesleyan evangelicalism. The Holiness church was started with
the purpose of reemphasizing the Wesleyan gospel of holiness. In other words, believers cannot
be satisfied with just receiving salvation, but must go a step further to full salvation, that is, they
must experience holiness. STU was founded to spread this gospel of holiness. In addition, STU
cooperated with the worldwide evangelical movement to contribute valuably to spreading
evangelicalism in Korea. STU opposed the liberalism that compromised with the world, but at
the same time it had a complete evangelical theology distinct from the fundamentalism that
opposed academics. People like Lee Myung-Jik, Chung Jin-Kyung, and Cho Chong-Nahm not
only led STU but also were central figures in Korean evangelicalism.
Fourth, STU was a center for evangelism and world missions. From the start STU’
s purpose
was training competent evangelists. So in the morning they studied the Bible, in the afternoon

they evangelized, and in the evening they gathered the new believers in rallies. When the
semester ended and the vacation began, they travelled around the country leading evangelistic
meetings. This tradition continued after the liberation, and even now the students are
participating in various evangelism training programs in addition to the regular curriculum. In
the 1970s, STU began to emphasize world missions. Various programs for world missions began
to appear at STU, and missionaries trained here at first cooperated with OMS, then played the
leading role in the KEHC’
s missions program, and as leaders in various missions organizations
they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spreading the gospel of Christ around the world.
After the mid-1970s, STU opened a new era with the moving of the campus. If the purpose
of STU in the past was training pastors, starting in the mid-1970s it gained a broader purpose of
training Christian workers for the church and training leaders based on the Christian spirit. So
starting in the late 70s in addition to the original theology department, other departments related
to church ministry were established, such as the church music, Christian education, and social
work departments, and starting in the 90s, the English, child care, early childhood education,
Chinese, and Japanese departments were established. Along with this, graduate school
education was also strengthened, and along with the general graduate school, the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and the graduate school of counseling were established. So STU has
grown to become an evangelical Christian university aiming not only for training pastors but also
for training leaders grounded in the Christian spirit.
Through this expansion STU has made important contributions to the Korean church and
society. So it has produced many great leaders in the fields of church music, Christian education,
and social work, and the graduates of the more recently established departments also are taking
their places in various fields. In particular, STU is contributing greatly to the local community
through various social welfare centers, day care centers, and continuing education centers.
This kind of expansion presents STU with a new task. That is the harmony of theological
education and general education. In the past, many universities began as theological
institutitions, and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into general universities, theological education
was neglected, so that in the end they failed in training good pastors. On the other hand, at STU
where general education departments have already grown a lot, if we emphasize only its
structure as a theological institution, the other majors will have a hard time finding their reasons
for existence. Now the most important task for STU is training excellent pastors to lead the
Korean church and world missions through theological education, while at the same time
training lay leaders through the general education majors to spread God’
s love and truth to the
world based on the Christian spirit.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needs to rediscover its God-given mission through history, and
at the same time as it sees the changing world it needs to have the flexibility to meet the new era
with dignity. If the STU community is standing on this clear conviction, the future will bring new
opportunities to STU, and this centennial will be an important starting point for the coming era.

Director of the Institute for the Study of Modern Christianity, church history professor

Park Myung-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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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성서학원 시대

Kyung Sung Bible School Era
(1911~1940)

I. 경성성서학원 시대(1911~1940) 서울신학대학교 100년 역사 화보집

Ⅰ

1. 경성성서학원의
시작

서울신학대학교의 전신인 경성성서학원은 1907년 한국에서 시작된 복음전도관의 성경공부

록 큰 용기를 불어넣었다.

반에서 시작되었다. 김상준과 정빈, 이 두 사람은 일본으로 건너가 동경성서학원에서 공부

성서학원 교육은 학기 중에만 한정되지 않았다. 방학이 되면 학생들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불모지로 파

하면서 한국에서도 이와 같은 학교를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송을 받았으며, 이는 성서학원에서 배운 지식을 실습하는 구체적인 기회가 되었다. 이런 열정적인 모습 때문에

이 일을 추진하게 되었다.

성서학원은 타 교단에도 소문이 나게 되었고, 다른 교파의 선교사들이 경성성서학원 학생들을 초청하여 구령

이들은 동양선교회(Oriental Mission Society)의 찰스 카우만(Charles E. Cowman)과 어니스트 길보른(Earnest A.

의 열정과 사역을 배우기도 하였다.

Kilbourne)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 1907년 염곡(현 을지로 2가 부근)에 최초의 복음전도관을 세우고 성경공부반

을 시작하였다. 김상준과 정빈은 약 25명의 학생들을 모아 매일 아침 성경을 가르쳤으며, 이것은 성서학원의
1910년 일본의 강점이 시작되면서 한국 사회에 미친 변화는 성서학원에도 뚜렷하게 나타났

시대를 여는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성경공부반이 시작되었지만, 본격적인 성서학원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이 학원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 동양선교회의 카우만과 길보른 선교사는 이를 위하여 성서에 정통하며, 한국 사역을

4. 교사(校舍) 확장과
부흥운동

토마스가 1910년 10월 초대감독으로 한국에 들어온 이후에도 얼마 동안은 이전의 성경공부반 형식을 지속
하다가, 이 학생들을 중심으로 무교정 전도관(현 무교동)에서 성서학원을 설립하고 초대원장이 되었다. 이날이
1911년 3월 13일이었으며, 서울신학대학교는 이날을 경성성서학원의 공식적인 설립일로 기념한다.

서학원은 외연의 확장을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공사는 1920년에 시작되어 1921년 3월에 완공되었는데, 지하를 포함한 5층 건물로서, 연

총괄할 수 있는 사람을 물색하였다. 이들은 마침내 한 적임자를 발견하였는데, 그가 바로 영국 출신의 존 토마
스(John Thomas) 목사였다.

다. 일본의 도로정비 계획 때문에 성서학원의 여자기숙사가 헐리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성

건평은 1,000평이었다. 이것은 당시 서울에서 매우 높은 곳에 위치한 고층건물로서 장안의 명물이 되었으며,
신학교 단독건물로는 해방 때까지 가장 큰 건물이었다.
새로운 건물이 완공된 그해 가을학기, 경성성서학원은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된다. 이명직 목사의 간증
(성결 체험)이 도화선이 되어 일어난 부흥운동은 15일 동안 지속되었고, 전교생이 성령의 빛 아래에서 은혜를

받고 자신의 죄를 낱낱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다. 이 부흥의 불길은 연이어 전국 교회들로 퍼져나갔으며,
급기야 다른 교파 교회에까지 미치어 한국 교계를 성령의 불길에 휩싸이게 하는 큰 역할을 감당하였다.

2. 최초의 교사(校舍)

그해 5월 카우만은 아현동에 성서학원 대지를 구입하여 곧 건축을 시작했고, 1912년 3월 31

경성성서학원은 1대 토마스 원장을 시작으로 외국 선교사들이 학교를 이끌어 왔지만, 1930년에는 이명직

일 헌당을 하게 되었다. 이것이 서울신학대학교의 최초의 건물이다. 당시 학생들은 25명이

교수가 원장으로 취임하여 자치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것은 오랜 역사를 자랑하던 감리교나 장로교보다 더

었으며, 건물은 강당, 남자기숙사, 여자기숙사, 식당, 그리고 선교사 숙소 등으로 구성되었

빨리 자국인이 신학교의 원장을 맡은 경우로서, 동양선교회의 토착인 사역자 양성 노력에서 기인한 획기적인

다. 특별히 강당에는 건축비용 전액을 헌금한 성도의 사별한 아내를 기념하기 위하여‘루디

일이었다.

아홀’
로 명명하였다.
건물의 완공으로 경성성서학원은 1912년 9월 21일, 성서학원 강당에서 정식으로 개원예배를 드리게 되었
다. 당시 한국에서 사역하고 있던 여러 선교단체들의 대표들이 참석한 개원예배는 매우 성대하게 치러졌으며,
바야흐로 성결교회의 사역자들을 양성하는 학원으로서 전국에 그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

성서학원의 확장으로 본격적인 학업이 가능해진 가운데, 남성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

5. 여성사역자 양성과
학제의 전환

을 누리고 사역자로 세워진 이들이 바로 여성이다. 당시 여성들이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억압당하고 또 배울 수조차 없었던 현실에서, 성서학원은 여성들에게 배움의 기회와 자아실
현의 장을 마련해 주었다.

경성성서학원의 1회 졸업생은 이명헌이다. 그는 이전 동경성서학원에서 공부했던 학점이 인

3. 초기 학제와 수업

정되어 1년간 공부하고 졸업하였다. 성서학원은 점차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어 가면서 학생

이렇게 성서학원 출신의 전도부인들이 늘어나게 되자, 자연히 성결교회는 여성들에게 좀더 효율적으로 접
근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성결교회는 확산일로를 걷게 되었다.

선발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었다. 이제까지는 지원하는 대로 받아들였지만, 이후로는 책임

한편 경성성서학원은 1932년 4월부터 3년 학제를 6년 학제로 전환하여, 각 학년에서 3개월은 공부하고 나

있는 사람의 추천을 받아 입학하도록 하였다. 또한 입학 후 2개월 동안 학생들의 소명을 확

머지 9개월은 사역하도록 하였다. 이는 사역자 양성이라는 기본 취지에 맞게 지속적으로 능력 있는 사역자들

인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그렇게 소명이 확인된 학생들만 계속 공부할 수 있었다. 수학 연한도 처음에는 일정

을 배출하기 위해서였다. 1932년에는 처음으로 이사회의 파송을 받아 50여 명의 학생들이 전국 각지로 흩어져

한 원칙이 없었지만, 예수님도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치시고, 바울도 회심 후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준비한

사역을 감당했는데, 이를 통해 여러 새로운 교회들이 개척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학제 변경은 당시 성결교회

것처럼, 3년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였다.

의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학과교육은 주로 실천적인 부분이 강조되었다. 그것은 학교 이름을 성서학원이라고 붙인 데서도 알 수 있

성서학원의 여성반은 1921년부터 분리 운영되다가, 1940년 9월 폐지되었다. 그러나 성결교회는 여교역자

다. 사실 성서학원운동은 19세기 말 미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이론 중심의 신학교육을 반대하고 실질적으로

를 양성함으로써 현장에서 균형감 있는 사역을 견지하기 위해 지방성경학교를 더욱 활성화시켰다. 지방성경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역자들을 양성하려는 것이 주 목적이었다. 경성성서학원 역시 이러한 성서학원의

학교는 성결교단이 1933년부터 전략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해 오던 것이었지만, 여성반 폐지 이후 여성들로 하

정신을 이어받아, 오전에는 성경을 각 권별로 배우고, 오후에는 실습을 하였으며, 저녁에는 전도집회를 열어

여금 성서를 공부하여 사역의 길을 걷게 하는 본격적인 통로가 되었다. 중부지방, 호남지방, 북부지방, 함남지

학생들로 하여금 실질적인 사역자가 되도록 하였다.

방, 영남지방, 서부지방 등의 성경학교가 그것이다.

이외에도 대중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부흥찬송 교육을 강조하였다. 음악교육은 토마스 부인과 옥스(Annie
Oakes) 선교사에 의하여 주도되었는데, 이는 학생들의 정서에 도움을 주었으며, 시대를 일깨워 앞장설 수 있도

Kyung Sung Bible School, the predecessor to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started
with the Bible study class of the Gospel Mission Hall begun in Korea in 1907. While
Kim Sang-Jun and Chung Bin were studying at Tokyo Bible School in Japan, they
wanted to start a similar school in Korea, and as a result they returned to Korea and
pursued this.
They were helped by Charles E. Cowman and Ernest A. Kilbourne of the Oriental Missionary Society,
and in 1907 they built the first Gospel Mission Hall in Yeomgok (in the vicinity of the present Euljiro 2 Ga) and
started Bible study classes. Kim Sang-Jun and Chung Bin gathered about 25 students and taught them the
Bible every morning, and this was an important foundation for opening the era of the Bible school.
However, the Bible study classes had started, but in order to open a full-scale Bible school someone was
needed to be in charge of it. Cowman and Kilbourne of OMS searched for someone who was well-versed in
the Bible and could take charge of the Korea ministry. Finally they found a well-qualified person to lead the
Bible school, Rev. John Thomas from Great Britain.
After Thomas entered Korea in October 1910 as the first director of the work, the Bible study classes
continued as they were for a while, and then starting with these students, the Bible school was established
at the Mugyo Gospel Hall (in presentday Mugyo-dong), and Thomas was the first principal. This was March 13,
1911, and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commemorates this date as the official establishment of Kyung Sung
Bible School.

1. Start of the Kyung Sung
Bible School

In May of that year, Cowman purchased land for the Bible School in Ahyun-Dong
and began construction, and the buildings were dedicated on March 31, 1912.
These were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s first buildings. At the time there were 25
students, and the buildings consisted of an auditorium, men’
s dormitory, women’
s
dormitory, dining room, and missionary housing. The auditorium was called“Lydia
Hall”, as one person had donated the entire construction cost in memory of his wife.
With the completion of the buildings, Kyung Sung Bible School had its official opening worship service
on September 21, 1912, in the auditorium. Representatives from various missions organizations in Korea
attended the grand opening worship service, and it became known throughout the nation as a training
institute for Christian workers for the Holiness Church.

2. The First School
Buildings

The first graduate of Kyung Sung Bible School was Lee Myung-Heon. His credits
from Tokyo Bible School were transferred, and he graduated after studying one
year. As the school gradually gained a more systematic structure, there was change
in the way students were selected. Up to this time everyone who applied had been
accepted, but later they needed the recommendation of a responsible person to
enter the school. Also, the first two months after entering the school was a time for the students to confirm
their calling, and only those students with a definite calling could continue to study. At first there were no
rules on the term of study, but since Jesus taught his disciples for three years, and Paul spent three years in
Arabia to prepare himself after his conversion, the term of study was set at three years.
The course of study mainly emphasized the practical. This can be seen also in the choice to name the
school a Bible School. The Bible school movement started in America in the late 19th century in opposition
to theoretical seminary education, and its purpose was to raise up Christian workers to actually work in the
field. Kyung Sung Bible School inherited this Bible school spirit, and in the morning they learned each book
of the Bible, while in the afternoon they went out for practical training, and in the evening they had
evangelistic meetings so that the students could become real Christian workers.
They also emphasized learning revival hymns that the masses could learn easily. The music education
was led by John Thomas’wife and Annie Oakes, and this helped the students’emotions and inspired them
with courage to take the lead in awakening the generation.

3. The Early Educational
System and Classes

The education of the Bible school was not limited to the semesters. During the vacation, students were
sent to barren lands where the gospel had not been proclaimed, and this was an opportunity for them to put
into practice what they had learned at Bible school. Because of this enthusiasm, the Bible School became
well known among other denominations, and missionaries from other denominations also invited the Bible
School students to learn from their passion for souls and ministry.

As the Japanese occupation began in 1910, the changes in Korean society could
be clearly seen in the Bible School as well. Because of Japan’
s plan to expand
the road, the Bible School women’
s dormitory was torn down, and this was a
chance for the Bible School to try to expand.
Construction began in 1920 and was completed in March 1921, and the new
building had five floors including the basement, with total floor space of 1000 pyong (about 36,000 square
feet). As a tall building on a very high hilltop, it became a famous place in Seoul, and it was the largest
seminary building in Korea until the time of liberation in 1945.
In the fall semester of the year the new building was completed, Kyung Sung Bible School experienced
an amazing revival. Rev. Lee Myung-Jik’
s testimony of sanctification was the fuse sparking a revival that
continued for 15 days, and all the students were blessed with the Holy Spirit’
s light and confessed and
repented of their sins one by one. This flame of revival spread to churches throughout the nation, and even
to churches of other denominations, so that it played a big role in influencing Korean Christianity with the
flames of the Holy Spirit.
Starting with the first principal John Thomas, foreign missionaries had led Kyung Sung Bible School, but
in 1930 Professor Lee Myung-Jik became principal and laid the foundation for autonomy. In fact, Kyung
Sung Bible School had a Korean principal ahead of the Methodist and Presbyterian Bible Schools which
boasted longer histories, an epochal event which came as a result of the efforts of the Oriental Missionary
Society to develop indigenous leaders.

4. Expansion of the Campus
and the Revival Movement

As serious scholarship became possible as the Kyung Sung Bible School
expanded, women enjoyed relatively more benefits than men and were
established as ministers. In the reality of that time when women were
oppressed by the family and society and didn’
t have opportunities to learn, the
Bible School provided an opportunity for women to learn and for selfactualization.
As the number of Bible women coming out of the Bible School grew, naturally the holiness church could
approach more women effectively and share the gospel, and holiness churches spread.
Meanwhile, starting in April 1932 the educational system of Kyung Sung Bible School changed from 3
years to 6 years, and each year the students spent three months studying and the remaining nine months in
ministry. This was in order to continue to produce powerful workers, in accordance with the basic purpose
of training workers. In 1932 for the first time over 50 students were commissioned by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holiness church and sent to various parts of the country for ministry, and thanks to their ministry new
churches began to be planted. This change of the educational system became a great help to the growth of
the holiness church at the time.
The women’
s class of the Bible School was run separately starting in 1921, and in September 1940 it was
closed. But the holiness church began to educate women through regional Bible schools to develop women
ministers for balanced ministry. The regional Bible schools were established strategically and run by the
holiness church starting in 1933, but when the women’
s class closed, they became regular channels for
women to study the Bible and walk the path of ministry. There were Bible schools in the central region,
Honam, the northern region, South Hamgyongdo, the Youngnam region, and the western region.

5. Training of Women
Ministers and Change in the
Education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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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성서학원이 시작되기까지
Before the Start of the Kyung Sung Bible School

I. 경성성서학원 시대(1911~1940) 서울신학대학교 100년 역사 화보집

②
①

③

① 동경성서학원 최초의 한국 유학생들로 초기 성결교회와 성서학원의 주역들
Early leaders of the Korea Holiness Church and the Bible School who were the
first Korean students at Tokyo Bible School

② 유학생들이 번역한 전도지,“영원의 준비”
A tract translated by the Korean students, Preparation for Eternity

③「성결교회 약사」
에 기록된 김상준, 정빈의 입국 소식과 복음전도관 소식

①

News of the return to Korea of Kim Sang-Jun and Chung Bin and the Gospel
Mission Hall recorded in a short history of the Korea Holiness Church

⑤

④
②

③

① 김혁준 ② 정 빈 ③ 이장하
④ 김상준 ⑤ 김두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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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① 한국성결교회와 경성성서학원의 설립에 큰 영향을 끼친 카우만과 그의 부인
Charles and Lettie Cowman, who contributed greatly to establishing the Korea Holiness Church
and the Kyung Sung Bible School

② 한국성결교회와 경성성서학원의 설립에 큰 영향을 끼친 길보른 가족
E.A. Kilbourne and his family, who contributed greatly to establishing the Korea Holiness
Church and the Kyung Sung Bible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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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⑤

⑥

①

②

⑦

⑧

③

① 정빈부인 ② 안부인 ③ 이부인 ④ 김상준 ⑤ 정 빈
⑥ 카우만 Cowman ⑦ 김두엽 ⑧ 이장하

①

③

②

① 초기 성서학원 원장인 존 토마스와 그 가족
John Thomas, the first principal of the Bible School, and his family

② 하나님의 성서학원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앞줄 토마스 부부와 카우만 부부)
Missionaries sent out from God's Bible School (front row Rev. and Mrs. Thomas
and Rev. and Mrs. Cowman)

③ 초기 성결교회와 성서학원 주요 인사
Key figures in the early Korea Holiness Church and Bible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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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곡 전도관
The First Mission Hall at Yeomgok

I. 경성성서학원 시대(1911~1940) 서울신학대학교 100년 역사 화보집

사역자들의 간절한 기도로 마련된 성결교회 최초의 전도관
The First Mission Hall at Yeomgok, made through earnest pr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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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성서학원의 시작
Start of the Kyung Sung Bible School

I. 경성성서학원 시대(1911~1940) 서울신학대학교 100년 역사 화보집

경성성서학원이 시작된 무교정 전도관
Mugyojung Gospel Hall where the Kyung Sung
Bible School first sta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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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성서학원 여자성경공부반
Women Bible study students at
Kyung Sung Bible School

이들은 졸업 후 복음전도관에서 일한 최초의 여성 유급 사역자가 되었다.
After graduating they became the first paid women workers in the Gospel Mission 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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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성서학원 교수와 학생(1912)
Professors and Students of Kyung Sung
Bible School (1912)

Views of Kyung Sung Bible School

경성성서학원의 신학사가 지어지기 전까지 이곳에서 공부하였다.
Until the new building was built, students studied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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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성서학원 전경

I. 경성성서학원 시대(1911~1940) 서울신학대학교 100년 역사 화보집

무교정 전도관 신축 모습(1912)
Newly constructed Mugyojung
Gospel Hall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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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학원과 수업 전경
Views of Classes at the Bible School

I. 경성성서학원 시대(1911~1940) 서울신학대학교 100년 역사 화보집

① 경성성서학원 최초의 건물 루디아 채플
①

③

Lydia Chapel, the first building at Kyung Sung Bible School

②

② 경성성서학원의 전경(1915)
View of Kyung Sung Bible School (1915)

③ 성서학원 여자기숙사
Women's Dormitory

(남학생은 왼편 의자에, 여학생은 오른편 바닥에 앉아 공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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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학원의 수업은 우리나라 최초로 남녀가 함께 공부하였다.
The classes at the Bible School were the first in Korea to have men and women together.
(We can see the men studying on the left in chairs, and the women studying on the right on the floor.)

I. 경성성서학원 시대(1911~1940) 서울신학대학교 100년 역사 화보집

① 성서학원에서 남녀가 함께 공부하는 모습(1914)
①

②

Men and Women studying together at the Bible School (1914)

③

② 성서학원에서 열린 전국교역자 수양회 전경
Pastor's retreat at The Bible School

③ 성서학원의 여학생들
Women Students at the Bible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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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학원 학생들의 성별회 모습(1918)
Holiness Meeting with Bible School students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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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양생 중에 문준경은 전남 증도를 비롯한 신안 일대에서 복음화를 위해 애쓰다가
1950년 10월 인민군에 의해 희생당한 성결교회 최초의 여성순교자다.
One of these students, Moon Joon-Gyung, worked to evangelize Jeungdo and all over the Shinan district of South Jeolla Province,
and in October 1950 she was the Holiness Church's first woman martyr, a victim of the North Korean People's Army.

⑨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①
① 한영환 ② 최성모 ③ 이 건 ④ 이상철 ⑤ 이명직
⑥ 헤인스 Meredith Haines ⑦ 테이트 Ida Tate
⑧ 블랙 Emla Black ⑨ 문준경 ⑩ 이정환

성서학원의 추기 남녀 수양생 일동
Women and Men Bible School Students

I. 경성성서학원 시대(1911~1940) 서울신학대학교 100년 역사 화보집

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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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①

③
④

⑦

⑧

⑨

⑩

⑪

⑤

⑥

⑫
⑬

① 강시영 ② 이명직 ③ 이명헌 ④ 박제원 ⑤ 노경모 ⑥ 최석모
⑦ 카우만 부인
⑧ 카우만 ⑨ 길보른 ⑩ 왓슨
⑪ 토마스
⑫ 이장하 ⑬ 손은숙

① 성서학원에서 있었던 최초의 목사 안수 기념 촬영(1914)
①

②

First Pastoral Ordination at the Bible School (1914)

② 성서학원생들이 포함된 초기 성결교회 전도대
Early Korea Holiness Church evangelism team including Bible Schoo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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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 명부 제1회~제18회(1912~1929)
Lists of Graduates (1912~1929)

I. 경성성서학원 시대(1911~1940) 서울신학대학교 100년 역사 화보집

③ 졸업생 명부(제13~18회, 1924~1929)
List of graduates (1924~1929)

② 졸업생 명부(제7~12회, 1918~1923)
List of graduates (1918~1923)

① 졸업생 명부(제1~6회, 1912~1917)
List of graduates (1912~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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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졸업생(1924)
Graduates in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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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졸업생(1925)
Graduates in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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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학원 역대 교수와 직원
Professors and Staff of the Bible School

②
③④⑤

① 성서학원 교수 일동
Bible School Professors

②③④⑤ 성서학원 역대 교수와 직원
Professors and Staff of the Bible School

⑤
①

⑦

⑥
②

③

④

① 이 건 ② 이명직 ③ 레티 카우만 Lettie Cowman
④ 허인수 Hains ⑤ 이정원 ⑥ 최석모 ⑦ 박현모

I. 경성성서학원 시대(1911~1940) 서울신학대학교 100년 역사 화보집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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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성서학원의 확장
Expansion of Kyung Sung Bible School

I. 경성성서학원 시대(1911~1940) 서울신학대학교 100년 역사 화보집

① Oriental Missionary Standard(OMST)에 실린 성서학원 건축을 위한 기도 요청

①

④

②
③

Prayer request for the construction of the Bible School in the Oriental Missionary Standard

⑤

② 경성성서학원의 신축공사 현황
Construction of the Kyung Sung Bible School

③ 경성성서학원 신축공사 초기의 일꾼들
Early workers at the construction of the Kyung Sung Bible School

④ 경성성서학원 신축 조감도
Plans for the new construction of Kyung Sung Bible School

⑤ 경성성서학원 신축공사 모습
Construction of the Kyung Sung Bible School

At the time, this building became famous in Seoul because it was a tall building built in a high place,
and until the liberation it was the largest seminary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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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물은 당시 서울에서 매우 높은 곳에 위치한 고층 건물로 장안의 명물이 되었으며
신학교 단독 건물로는 해방 전까지 가장 큰 건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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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년 신축된 경성성서학원
Newly built Kyung Sung Bible School in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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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 명부(1930년 이후)
List of Gradu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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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졸업생(1934)
Graduates in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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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들과 재학생(1937)
Graduates and current students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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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선교회 내한 선교사들
OMS Missionaries in Korea

I. 경성성서학원 시대(1911~1940) 서울신학대학교 100년 역사 화보집

④

⑥

⑤
①

②

⑦

⑧

③

① 길보른 Edwin L. Kilbourne
② 길보른 부인 Mrs. Edwin L. Kilbourne
③ 우드 Bro. Woods ④ 모이어 Moyer
⑤ 블랙 Black
⑥ 팍스 Parks
⑦ 존스 Jones
⑧ 테이트 Tate

Activities of the Bible School Students

Ⅰ 초기 졸업생 사역자들과 주일학교 학생들(1925)
Early graduates with Sunday School students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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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학원생들의 활동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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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ly graduates with Sunday School students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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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초기 졸업생 사역자들과 주일학교 학생들(1925)

I. 경성성서학원 시대(1911~1940) 서울신학대학교 100년 역사 화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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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선교회 성서학원 중국 학생 송별기념(1925. 6)-성서학원생들은 중국 학생들과도 교분을 가졌다.
Farewell for Chinese students at the OMS Bible School (June 1925)
-The Bible School students had a friendly relationship with the Chines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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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Bong-Jin, who entered the school in 1933,
was imprisoned for refusing Japanese shrine
worship, and was martyred on August 15,
1943.

성서학원 남녀 수양회 기념사진(1933)
Women's and Men's Bible School Retreat (1933)

⑦
①

⑧
②

③

④

⑤

⑥

① 테이트 ② 허인수 부인 ③ 허인수 ④ 이상철 ⑤ 이명직 ⑥ 이건 ⑦ 블랙 ⑧ 문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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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년 입학생인 박봉진(朴鳳鎭)은 신사참배 거부
로 옥고를 치르고, 1943년 8월 15일 순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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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성성서학원 남자 수양생 일동(1933, 봄)
①

②

Male students at Kyung Sung Bible School (spring 1933)

② 경성성서학원 수양생 수학여행(박연폭포, 1939)
Kyung Sung Bible School field trip (Bakyun Waterfall,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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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① 동양선교회 신학탐승단(산성남문기념, 1939. 4. 29)
OMS Theological Excursion (Fortress South Gate, April 29, 1939)

③

② 강화도 여행기념(1940. 4. 25)
Travel to Ganghwa Island (April 1940)

③ 인천 월미도 여행(1940. 4. 26)
Travel to Incheon Wolmido (April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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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성서학원 교재
Textbooks of Kyung Sung Bible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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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성성서학원 실천신학 교재(1930)
①

②

Kyung Sung Bible School textbook (1930)

② 경성성서학원 전도학 교재(1939)
Kyung Sung Bible School textbook (1939)

Women Students of the Bible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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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학원 여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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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① 신축된 학원 앞에서 여학생들과 선교사들
Women students and missionaries in front of the newly built school

③

②③ 성서학원의 여학생들과 교수
Women Bible School students and professors

(맨 뒷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 시각장애인
이 보인다.)
(We can see a blind student on the last row,
second from the right.)

성서학원 여학생들(1931)
Women students of the Bible School (1931)

I. 경성성서학원 시대(1911~1940) 서울신학대학교 100년 역사 화보집

In this era the Bible School also provided
learning opportunities for the bl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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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대 성서학원은 시각장애인에게도
배움의 기회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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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① 서부지방 여자성경학교 학생들(1934)
Students of the Women's Bible School in the Western District (1934)

③

②③ 성서학원 남녀 졸업생(1940)
Graduates of the Bible School (1940)

I. 경성성서학원 시대(1911~1940) 서울신학대학교 100년 역사 화보집

Through the women graduates of the Bible School, Korean women learned to read and study the Bible,
and they could throw off the yoke of poverty and op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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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학원 여자 졸업생들을 통하여 조선의 여성들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며
가난과 억압의 굴레에서 나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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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신학교/서울신학교 시대
Kyung Sung Seminary/Seoul Seminary Era
(1940~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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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Ⅰ

(4년제 전문학교)

경성성서학원은 사립학교령에 따라 1940년 3월‘성결교회신학교’
로 교명 변경을 신청했다.

간판은 광풍에 겨 날리듯이 없어져 버렸고,‘민주대학’
이라는 낯선 간판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리고 복음과

그러나 인가수속 중에 총독부의 지시로‘경성신학교’
로 변경되어 1940년 5월 31일에 인가를

자유의 상징이던 교문은 철통으로 단단히 잠겨버렸다. 해방 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차곡차곡 쌓아올렸던 토대

받게 되었다. 또 교수진에 일본인을 포함해야 한다는 총독부의 규정에 따라, 일본성결교회

가 일순간에 무너져버리는 아픔을 겪었던 것이다.

한편 교단에서는 1940년 제1회 총회부터 경성신학교에 이사를 파송하기 시작하였다. 신학교 최초의 이사
는 강송수(이사장), 강시영, 박영순, 김영범, 조염구 목사, 최영택 장로 등 6명이었다.
경성신학교는 소정의 요건을 구비하고 그해 11월 5일에 개교식을 가졌다. 이제 경성신학교가 4년제 전문

서울신학교의 수난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1950년 8월 22일, 이건 교장을 비롯하여 교수 박현명과 김유
연, 사감 최석모, 유지회 총무 박형규 등이 납북된 사건은 무엇보다 가슴 아픈 비극이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서울신학교를 풍전등화의 상태로 내몰았다. 더구나 공산치하 3개월 동안 학교 건물은 무수한 포탄에 크게 파
손되어 사용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고, 각종 서류와 서적, 비품 등도 대부분 멸실되고 말았다.

학교로 새롭게 출범하게 된 것이다. 그에 따라 많은 외적인 변화가 있었다. 입학 사정이 달라졌고, 학업 내용도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교육마저 포기할 수 없었다. 이에 부산 피난총회(1951)는 신학교 개교를 결의하고,

많이 추가되었다. 학제도 4년으로 예과 1년 본과 3년으로 바뀌었다. 입학자격에 있어서도 중등학교를 졸업해

본과는 부산 온천동에서, 별과(여자부)는 마산에서 각각 문을 열고 피난지 신학교육을 재개했다. 이때 일선에

야만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전에는 자율적으로 운영되었지만, 이때부터는 국가의 교육정책에 따라 통제

서 한발 물러났던 이명직 목사가 다시 교장이 되었고, 김창근, 황성택, 장창덕, 이천영 등이 교수진에 합류하였

를 받게 되었다. 이처럼 명칭, 학제, 운영방법 등에 큰 변화가 있었지만, 경성신학교는 초기 성서학원의 복음주

다. 1952년 봄, 서울신학교는 금정산 밑에 가교사(假校舍)를 신축하여 본과와 별과를 합류시켰다. 이 과정에서

의 정신만큼은 그대로 계승하였다.

동양선교회의 지원이 큰 힘이 되었다.
환도 후(1954) 서울신학교는 착실하게 성장하기 시작했다. 해방과 전쟁을 거치면서 한국 교회는 폭발적으
로 부흥했고, 성직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도 많아졌다. 하지만 장로교 계통의 신학교는 미처 서울에 자리를 잡

2. 폐교 및 복원

경성신학교의 출범을 전후하여,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만행을 저지

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서울신학교에 입학하였다. 이를 계기로 서울신학교는 성결교

르고 있었다. 시대적인 착오로 인하여 동북아의 질서를 전시체제로 재편하고, 전쟁의 확산

회뿐 아니라 한국 교회의 교역자 양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일제는 내선일체(內鮮一體)를 앞세워 신사참배와 천황숭배를 강요하
면서 마지막 숨통마저 조여 왔다.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 대한 규제와 탄압이 거세지면서 일제는 신학교 간의 대통합을 명령하였고, 모든

당시 한국 교회 및 신학계는 성서 영감에 대한 견해차로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
었다. 그 와중에 서울신학교 교수진은‘신학선언’
을 통해 복음주의 노선을 천명하였다. 이는 성결교회 최초의
공식적인 신학선언으로, 이후 서울신학교의 신학적 전통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교파들이‘기독교조선교단’
으로 통합할 것을 종용하였다. 하지만 성결교회는‘성서적 기독교’
로부터의 일탈

1956년, 서울신학교는 학교 운영의 필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신학교 교수의 교회겸임금지제와 부교장

을 획책하는 일제의 시책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결국 그로 인해 경성신학교는 1943년 봄에 사실상 폐교가 되

제를 신설하였다. 교회겸임금지제는 신학교 교수로 하여금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려는

었고, 그해 12월 29일 교단의 강제해산과 함께 그 운명을 같이하였다.

취지에서 마련되었고, 부교장제는 학교 행정의 이원화를 꾀하는 동시에 당시 신학교 운영에 크게 기여하던 동

문을 닫은 경성신학교 건물에는 동흥실업학교, 황도선양회, 특별경찰대 등이 들어와 분할 점거하여, 그동
안 믿음의 선진들이 닦아 놓았던 거룩한 터전을 어지럽혀 놓았다. 경성신학교는 1940년부터 3년 후 폐교될 때

양선교회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신설된 부교장직에는 에드윈 길보른 (Edwin
Kilbourne) 선교사가 임명되었다.

까지 36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드디어 해방을 맞이한다. 이에 성결교회는 교단 재건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신학교 복원에도 힘을 쏟았다. 1945년 11월 20일, 마침내 경성신학교는 기존의 교정을 일신하고 새롭게 문을
열었다. 이건 목사(1945~1950)가 교장이 되었고, 이명직 목사는 명예교장으로 일선에서 물러났다. 일제하에서
신학교는 대부분 동양선교회의 도움으로 운영되었고, 한국인에 의한 재정 자립도가 취약하였다. 그러나 해방

1950년대 후반, 성결교회는 에큐메니컬 운동에 대한 논쟁에 휩싸이게 되었다. 당시 한국

4. 교단 분열의
회오리 속에서

교회의 신학노선은 복음주의(NAE), 진보주의(NCC), 근본주의(ICCC)로 나뉘어 있었다. 이들
중 성결교회는 기본적으로 복음주의 노선을 지향하면서도, 한국 교회의 연합사업을 위해

된 조국의 교회는 자신들의 힘으로 신학교를 운영하고자 노력하였다.‘경성신학교유지회’
는 그런 맥락에서 결

진보주의 진영에도 참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정작 교단 분열의 위기를 초래했고, 서

성되었고, 이성봉 목사도 월남 후 약 1년 동안 경성신학교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신학교의 재건에 크게 기여하

울신학교 교수들은 에큐메니컬 운동에 대해 반대성명을 내었다. 성결교회는 1961년 총회를 계기로 끝내 분

였다. 경성신학교는 점차 정상적인 궤도에 진입하였다.

열되어 예수교대한성결교회가 조직되었다. 서울신학교 또한 학생들의 이합집산으로 큰 진통을 겪어야 했다.

해방 이듬해인 1946년 8월 15일‘서울시 헌장’
이 발표됨에 따라 수도의 명칭이 경성에서

3. 서울신학교 시대
(전쟁의 아픔과 그
회복)

서울로 결정되었다. 1948년 8월 15일에는‘대한민국’
을 국호(國號)로 하여 대한민국 정부
가 수립되었다. 이에 발맞추어 성결교회는 1949년부터 교단 명칭을 기독교조선성결교회에
서‘기독교대한성결교회’
로 변경하는 한편, 경성신학교도‘서울신학교’
로 교명을 변경하
게 되었다.

1950년 6월 25일, 민족적 비극이 터졌다. 북한 공산군의 남침으로 한민족이 영원히 잊지 못할 6·25전쟁이
발발한 것이다. 수도 서울은 순식간에 공산군의 수중에 들어갔고, 그 여파는 서울신학교에도 미쳤다. 신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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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무라우에(村上和之)가 합류하여 일본어, 수신, 지리, 역사과목을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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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성신학교 시대

3. Seoul Seminary Era
(the pain of war and
restoration)

In the year after liberation on August 15, 1946, with the proclamation of the“Seoul
Charter”the name of the city changed from Kyung Sung to Seoul. On August 15,
1948,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established. Along with this, the
Holiness Church changed the name of the denomination in 1949 from“Christian
Chosun Holiness Church”to“Christian Korea Holiness Church”, and“Kyung Sung

From the late 1950s, the holiness church became wrapped up in th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ecumenical movement. The theological lines of the Korean
church at that time were divided into the evangelical camp (NAE), the liberal
camp (NCC), and the fundamentalist camp (ICCC). Among these, the holiness
church basically followed the evangelical lines, but also participated in the
liberal camp for joint projects of the Korean church. This brought about a crisis of division in the
denomination, and the professors of Seoul Seminary issued a statement opposing the ecumenical movement.
Finally in 1961, the holiness church was divided at its general conference, and the Jesus Korea Holiness
(Sungkyul) Church was formed. In the midst of this, Seoul Seminary also had to go through great difficulties
because of the changes in alignment of the students.

4. In the Whirlwind of the
Division of the Deno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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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ound the time of the start of Kyung Sung Seminary, Japan’
s militarists were
brandishing unlimited authority and committing acts of brutality. Due to the mistakes
of the times, Northeast Asia was reorganized into a wartime system, and they were
trying frantically to expand the war. In the midst of this, the Japanese Empire
promoted the union of Japan and Korea and emphasized shrine worship and worship
of the emperor, and strangled the last breath out of Korea.
Not only that, but as control and oppression of the Korean church intensified, the Japanese Empire
ordered the merger of all seminaries, and persuaded all denominations to merge into the“Christian Korean
Church”. But the Holiness Church could not accept the Japanese Empire’
s policies of scheming to deviate
from biblical Christianity. Finally, because of this the Kyung Sung Seminary was closed in the spring of 1943,
and faced the same fate as the Holiness Church which was forced to disband on December 29 of that year.
Dong Heung Business School, Hwangdosungyanghoi (an organization for the promotion of shrine worship), a
special police school, and other things occupied parts of the buildings of the closed Kyung Sung Seminary,
and the holy land built up by our forefathers in the faith became polluted. Kyung Sung Seminary produced 36
graduates from the time it opened in 1940 until it was closed three years later.
On August 15, 1945, Korea was finally liberated. As the Holiness Church which had been forced to
disband hurried to rebuild itself, it also worked to restore the seminary. On November 20, 1945, finally Kyung
Sung Seminary renovated its original campus and opened the doors again. Rev. Lee Gun (1945-1950) became
the principal, and Rev. Lee Myung-Jik retired to become honorary principal. Under the Japanese occupation,
the seminary had been run mainly with the help of the Oriental Missionary Society, and its Korean financial
self-support was weak. But the church after the liberation tried with its own strength to run the seminary. The
Kyung Sung Seminary Maintenance Foundation was established, and Rev. Lee Seong-Bong for about a year
after coming to the South served as the chair of the board and contributed greatly to the restoration of the
seminary. Kyung Sung Seminary gradually got on track.

2. School Closing and
Restoration

Seminary”also changed its name to“Seoul Seminary”.
Then on June 25, 1950, the Korean tragedy broke out. The North Korean communist army attacked the
South, and the Korean War that the Korean people can never forget broke out. The capital Seoul entered the
hands of the North Korean communist army in an instant, and the aftermath influenced Seoul Seminary as
well. The seminary signboard disappeared as if in a violent gale, and an unfamiliar sign saying“College of
Democracy”took its place. And the school gate, which had symbolized the gospel and freedom, was locked
tight in an iron container. The foundation that had been built up neatly in the midst of the difficult conditions
after the liberation crashed down in one painful moment.
The ordeals of Seoul Seminary didn’
t stop there. The biggest tragedy was when on August 22, 1950, the
principal Lee Gun, professors Park Hyeon-Myeong and Kim Yoo-Yeon, dormitory supervisor Choi Seok-Mo,
General Secretary of the Maintenance Foundation Park Hyoung-Gyu, and others were kidnapped to North
Korea. This put Seoul Seminary into a very precarious situation. Moreover, under three months of communist
rule, the school buildings were damaged greatly by innumerable artillery shells and became unusable, and
various documents, books, and furnishings were destroyed.
However, seminary education could not be abandoned because of this. In the general conference in
evacuation in Busan (1951), it was determined to open the seminary there. The regular course was opened in
the Oncheon district in Busan, and the special (women’
s) course was opened in Masan, so seminary education
was resumed in this place of refuge. At this time Rev. Lee Myung-Jik, who had retired from the front lines
earlier, became the principal again, and Kim Chang-Geun, Hwang Seong-Taek, Jang Chang-Deok, Lee ChunYoung and others joined the faculty. In the spring of 1952, Seoul Seminary built a temporary building at the
foot of Geumjeong Mountain and the regular course and special course joined together. In this process the
support of the Oriental Missionary Society was a great help.
After returning to the capital (1954), Seoul Seminary began to grow steadily. As the Korean church went
through the liberation and the Korean War, explosive revival arose, and more people decided to become
pastors. But the Presbyterian Seminary was not in Seoul, so more people entered Seoul Seminary. This was a
chance for Seoul Seminary play an important role in training pastors not just for the holiness church but for the
whole Korean church.
At that time in the Korean church and seminaries there was a sharp conflict between conservatives and
liberals over their views of the inspiration of scripture. In the midst of this, the professors of Seoul Seminary made
their evangelical line clear through the“theological manifesto”. This was the first public theological manifesto of
the Korean holiness church, and it became the theological position of Seoul Seminary from then on.
In 1956, Seoul Seminary established the system of a vice principal, and disallowed professors from being
pastors of churches, because of the needs of the school administration and to improve efficiency. The system
of disallowing professor from being pastors of churches was arranged for the purpose of letting professors
give their full attention to research and teaching, and it can be said that the vice principal’
s office was arranged
to strive for duality in the administration of the school, and also in consideration of the Oriental Missionary
Society which had contributed greatly to the running of the school. OMS missionary Edwin Kilbourne was
named to the position of vice principal.

96 • 97

Kyung Sung Bible School applied to change its name to“Holiness Church
Seminary”in March 1940 according to the private school law. However, in the
(4-year professional school)
process of approval the governor-general ordered it to be changed to“Kyung Sung
Seminary”, which was approved on May 31, 1940. According to the regulations of
the government-general that the faculty needed to include Japanese people, Muraue
from the Japanese Holiness Church joined the faculty and taught Japanese, ethics, geography, and history.
Meanwhile, the holiness denomination from the time of its first general conference in 1940 started to appoint
the board members for Kyung Sung Seminary. The first board members were Pastors Kang Song-Soo (chair), Kang
Si-Young, Park Young-Soon, Kim Young-Beom, Cho Yeom-Goo, and Elder Choi Young-Taek.
Kyung Sung Seminary fulfilled the necessary conditions and had its official opening ceremony on
November 5. Now Kyung Sung Seminary had newly begun as a four-year professional school. As a result
there were many outward changes. The entrance requirements changed, and many things were added to the
curriculum. As a four-year school, the system was changed to a one-year preliminary course and a three-year
regular course. As far as the entrance requirements, graduation from secondary school became a requirement
to enter the school. And before this time it was run autonomously, but from now on it was controlled by
national education policies. In this way the name, educational system, and methods of administration had a lot
of changes, but Kyung Sung Seminary inherited the evangelical spirit of the original Bible school.

1. Kyung Sung Seminary Era

98 • 99

경성신학교 시대
The Kyung Sung Seminary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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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년 5월 1일 경성신학교 시대가 막을 올렸다.
일제의 시책에 따라 신학교 인가를 받게 되면서, 지난 30여 년의 역사를 이어왔던
성서학원 시대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The curtain was raised on the Kyung Sung Seminary Era on May 1, 1940.
As it was approved as a seminary according to the policies of the Japanese Empire,
the past 30 years as a Bible School faded into the back roads of history.

③④⑤
① ②

⑥

①②「활천」(1940. 4)
Living Waters (April 1940)

③「활천」(1940. 5)
Living Waters (May 1940)

④「활천」(1940. 6)
Living Waters (June 1940)

⑤「활천」(1940. 7)
Living Waters (July 1940)

⑥ 신학교 인가 후의 변화：입학자격「활천」(1940. 12)
Changes after becoming a seminary: entrance requirements
(Living Waters, December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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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신학교 인가와 함께 운영자금 조달 문제가 발생했다.
일제시책에 의해 선교사들이 강제 출국을 당하게 되면서 선교부의 유입 자금도 끊어지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신학교재단기금기성회가 자구책의 일환으로 결성되었다.

③
① ②

④

①「활천」기사(1940. 12)
Living Waters article (December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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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ong with accreditation as a seminary came the problem of raising funds.
As missionaries were forced to leave the country by the policies of the Japanese Empire,
funds from the mission also were cut off.
The Seminary Endowment Foundation was formed to remedy the situation.

②「활천」광고(1941. 8)
Living Waters advertisement (August 1941)

⑥

⑤

⑧

⑦

③ 경성신학교 제1회 졸업기념(1941)
First graduation of Kyung Sung Seminary (1941)

①

②

③

④

⑤

① 최석모 ② 이명직 ③ 이 건 ④ 박현명 ⑤ 김영순
⑥ 박용현 ⑦ 최 헌 ⑧ 최창도

④ 1941년도 신입생들-금위봉상, 대림광수, 신정정일, 금원명곤, 이흥수, 산본강민, 금택광전, 송천신경,
금원정성, 금택인섭, 송소희택, 신택성도, 금성수남, 유형우, 금택윤수, 궁본영문, 금택효정(창씨개명)
New students in 1941

⑤ 경성신학교 제2회 졸업기념(1942, 두 번째 줄 왼쪽에서 두 번째 이천영, 오른쪽 첫 번째 김경식)
Second graduation of Kyung Sung Seminary (1942)

Pastors and Fruits of Salvation

Before the school was forced to close,
Kyung Sung Seminary produced over 300 men and women as pastors.
Armed with fiery faith and a passion for souls,
they brought revival wherever they went.

①
②

①② 성결부흥의 열매들
Fruits of the Holiness Rev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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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폐교를 당하기 전,
경성신학교는 300여 명의 남녀 사역자들을 배출하였다.
뜨거운 신앙과 구령의 열정으로 무장되었던 그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 부흥의 주역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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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역자들과 구령의 열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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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사역자들이 주력했던 주일학교 활동(맨 윗줄 가운데 안경 쓰고 콧수염 있는 분 천세봉[천세광])
Early workers' Sunday School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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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폐교의 아픔을 털어내고
Shaking off the Pain of the Forced School Closure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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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이 되자, 경성신학교는 강제 폐교의 아픔을 털어내고 재흥의 기치를 높이 들었다.
새 교장에는 이건 목사가 선임되었고,
그간 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했던 이명직 목사는 일선에서 물러났다.
After the liberation, Kyung Sung Seminary shook off the pain of the forced closure of the school,
and raised high the banner of restoration. Rev. Lee Gun was selected as the new principal,
and Rev. Lee Myung-Jik who had contributed greatly to the development of the school retired from active work.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① 전혜완 ② 김유연 ③ 박현명 ④ 최석모 ⑤ 이 건 ⑥ 이명직 ⑦ 배가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해방 후 최초의 졸업기념(1946. 5)

① 한영환 ② 박현명 ③ 이 건 ④ 최석모 ⑤ 이명직 ⑥ 김유연 ⑦ 황성택

①

③

First graduation after liberation (May 1946)

②

② 졸업생들에게 졸업장을 수여하는 이건 교장, 해방 후 첫 졸업식(1946. 5)
Principal Lee Gun giving diplomas to the graduates at the first graduation after liberation (May 1946)

③ 여자부 제1회 졸업생 일동(둘째 줄 오른쪽 배가례, 1947)
First graduates of women's department (1947)

Seminary in Evacuation in Busan

서울신학교는 6·25전쟁의 와중에 부산에서 피난신학교를 개교했다.
사정은 매우 열악했지만 복음의 일꾼을 키워내는 일이 국가 및 사회에 공헌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피난신학교 개교에는 동양선교회(OMS)의 지원이 큰 힘이 되었다.

②

③

④

⑤

①

① 전혜완 ② 이천영 ③ 김창근 ④ 황성택 ⑤ 이명직

①

①

②

③

④

⑤

① 이명직 ② 최석모 ③ 이 건 ④ 박현명 ⑤ 김유연 ⑥ 전혜완

⑥

②

① 여자부 제2회 졸업생 (1950)：6·25전쟁 직전에 가진 졸업식으로 이건 교장, 김유연, 박현영, 최석모 교수 등이
1950년 8월 이후 납북됨.
Second graduation of the women's department (1950) This graduation was just before the Korean War broke out;
in August 1950, President Lee Gun and Professors Kim Yu-Yeon, Park Hyun-Myung, and Choi Seok-Mo were
abducted to the North.

② 서울신학교 별과 제3회 졸업생 및 재학생(마산 1회 졸업, 1951. 8. 28)
Graduates and students in Seoul Seminary's third special course (August 2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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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ng the Korean War, Seoul Seminary opened a seminary in evacuation in Busan.
It was very primitive, but they thought that the work of raising up workers for the gospel was a way
to contribute to the nation and society.
The support of OMS was a great help in opening the seminary in evac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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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피난 신학교 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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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난 서울신학교 전경(가운데 이명직 목사, 1952)

①

③
②

View of Seoul Seminary in evacuation (1952)

④

② 피난 서울신학교 사무실 광경(임시교사, 1952)
Office of Seoul Seminary in evacuation (temporary building, 1952)

③ 피난 서울신학교, 노트필기(김성호 목사 제공)
Seminary in evacuation hand-written notes

④ 피난 서울신학교 수업 광경(좌측 첫 번째 조병두 목사, 1952)
Class at Seoul Seminary in evacuation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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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학교 학생교회(부산 피난 시절, 1953. 6. 24)
Seoul Seminary Student Church (during evacuation in Busan, June 24,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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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의 상흔
Moving Forward from the Scars of the Korean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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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쟁 직후 서울신학교(아현동 소재, 왼쪽부터 황성택, 한영환, 이명직)
①

②

Seoul Seminary just after the war (Ahyun-dong)

② 세계구호위원회를 통해 들어온 구호물자의 보급소(여자기숙사)
Distribution center for aid coming in through the World Relief Commission (women's dormi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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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① 메리데드 헤인스 교수 환송음악예배
③

Farewell music service for Prof. and Mrs. Meredith Haines

②

② 여자부 졸업(마산, 1955. 3. 10)
Women's department graduation (Masan, March 10, 1955)

③ 서울신학교 신학부 입학기념(1955. 5. 20)
New theological students at Seoul Seminary (May 20,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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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① 전수과 재학생
Students in the special course

③

② 전수과 제4회 졸업기념(1957. 3. 7)
Fourth special course graduation (March 7, 1957)

③ 본과 제15회, 전수과 제4회 졸업기념(1957. 3. 7)
15th regular course graduation and 4th special course graduation (March 7,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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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① 서울신대 학도호국대(1956)
③

Seoul Seminary Student Defense Corps (1956)

②

② 학도호국단운영위원회(1958. 6. 10)
Student Defense Corps Steering Committee (June 10, 1958)

③ 제7회 찬양의 밤(1958. 11. 27)
7th Night of Praise (November 27,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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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①
③

① 헌트 선교사의 강의 광경
Missionary Ev Hunt's Class

② 남자부 학생들의 수업 광경
Men's class

③ 이명직 학장의 명예박사학위 취득기념
(에드윈 길보른 선교사와 함께, 1959)
President Lee Myung-Jik receiving an honorary doctorate
(with Edwin Kilbourne,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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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활동 이모저모
Various Student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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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④

③

⑤

① 경주 첨성대(왼쪽부터 이종무, 양태동, 이석규, 박종환, 김영철, 1959. 10)
At the Gyoungju Observatory (October 1959)

② 속리산 수학여행 중 버스 앞(1959. 10)
In front of the bus on the way to Songni Mountain (October 1959)

③ 관악산 등정(왼쪽부터 최종국, 권흥식, 구임호, 한상헌, 이영복, 유복열)
At the peak of Kwanak Mountain

④ 신학과 제18회 및 전수과 제7회 졸업(1960)
18th graduation of the theology department and 7th graduation of the
special course (1960)

⑤ 신학본과 2학년 진급기념(1957. 6. 14)
Sophomore theology students (June 14, 1957)

Ⅲ
서울신학대학 시대
Seoul Theological College Era
(1959~1992)

1959년 2월, 서울신학교는 서울신학대학으로 정규대학 인가를 받았고, 명예박사학위를 취득
한 이명직 목사가 초대학장에 취임하였다. 이것은 이제 신학교가 일반교육법에 따라 대학으
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을 의미했다. 따라서 교수는 학위를 소지해야 했고, 학생의 입학자
격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제한되었다.
1960년대 급박했던 한국 역사의 회오리는 서울신학대학의 학제와 지도력의 변화에 큰 요인이 되었고, 여기
에 분열과 합동이라는 교단의 지각변동에도 서울신학대학은 그 중심에 있었다. 이후 교단 및 한국 교회와 사회
발전의 중심에는 항상 서울신학대학 졸업생들이 있었다.
1960년 4·19혁명이 일어나고, 시위를 통한 학생의 요구가 강해지면서 이것이 점차 서울신학대학에도 영향
을 주었다.‘교수자격령’
에 따라 몇몇 교무직원이 대학을 떠날 것을 강요받았고, 학생들로부터도 사직 압력을
받았다. 1961년 5·16혁명으로 갑작스럽게 집권한 정부에 의해 서울신학대학의 정비는 외부의 압력으로 굴절되
고 말았다.
1961년 9월 공포된‘교육에 관한 임시특별법’
과 1962년 2월에 발표된‘신학대학’
을‘신학교’
로 하는‘신학
대학 개편과 통폐합을 규정하는 개정안’
으로 인해, 서울신학대학은 다른 교단의 신학대학들과 함께 대학 인가
가 취소되고, 제도적으로는 각종학교의 수준으로 환원되었다. 그러나 1961년의 대학정비안은 결국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1963년에 백지화되었으며, 서울신학대학도 1964년 다시 허가를 얻게 되었다.
1959년 이후 학장으로 재임하였던 이명직 박사는 70세가 넘어 퇴임하였고, 한국인으로는 학장의 직임을 수
행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구비한 이가 없었기에, 외국선교사였던 에드윈 길보른(Edwin Kilbourne) 목사가 1961
년 학장서리로 선임되었다. 길보른 목사는 1964년 서울신학대학이 학교법인이 되면서, 제2대 학장으로 취임하
였고, 이에 따라 서울신학대학은 동양선교회와 더욱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성장하게 되었다.
한편 대학의 운영권을 둘러싸고 점증하는 한국인들의 독립 요구와 외국인 이사가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한
법률에 따라, 한국인들이 다수로 참여하는 이사회가 구성되었다. 그리하여 1963년 10월 이사회는‘재단법인 야
소교동양선교회 유지재단’
을‘학교법인 서울신학대학재단’
으로 개편 결의하였고, 그다음 총회에서 인준을 받
았다. 1968년 총회에 보고된 개정정관에 따르면,“서울신학대학은 동양선교회의 교리와 정책과 활동에 일치하
여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되고,“기독교대한성결교회의 정신에 입각한 기독교 교역자 및 교회 지도자를 양성”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교단이 운영의 주체임을 분명히 했다.(1998년 이후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게 된 동

1. 정규대학 인가

양선교회는 교수요원을 파견하고,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계속 지원하면서 현재까지 서울신학대학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
고 있다.)

대학 재정의 자립적인 기반이 잡혀가면서, 1968년 초 서울신학대학 이사회는 바로 그 전해 미
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여 교수가 된 조종남 목사를 제3대 학장으로 선임하였다. 41세의 소
장학자를 학장으로 뽑았다는 것은 매우 획기적인 조치였고, 이는 교단 교육의 개혁에 대한 기
대를 반영한 것이었다. 조종남 학장은 1968년 3월 1일 취임하여, 학칙과 행정규범의 개정을
통해 대학행정을 체계화하였다. 조 학장은 웨슬리안 전통을 구체화하여 높은 학적 수준과 깊
은 신앙체험 간의 균형을 추구하였는데, 그가 제시한 5개항의 교육이념과 신조는 복음주의 신학교육의 산실임
을 증언하는 것이었다.1)
그는 선교하기 위하여 지식에 덕을 더하는 훈련이라는 교육목표를 정하고, 1970년 10월 선교문제연구소를
설치하였으며, 이어 대학출판부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1972년 5월부터 교수단의 연구의욕을 증진하기 위해 간

2. 대학원 인가

행한 학술지의 제목도“선교와 신학”으로 정하게 되었다.
서울신학대학은 1971년부터 대학원을 인가받아 Th.M., M.A. 등의 학위를 수여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학문
적 역량을 높이며, 대학원 중심 교육으로 이전하는 토대를 이루게 되었다. 또 1972년 6월에는 교직과정을 두어
학원선교를 담당할 교목을 양성할 수 있게 되었고, 1973년 6월에는 부설기관으로 교역자양성원, 목회대학원, 평
신도훈련원 등을 설치하였다.

1960년 이후 서울신학대학의 가장 큰 변화는 교사(校舍) 이전이다.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3
가 35번지에서 경기도 부천시 소사동 101번지로 옮긴 것이다. 학교의 규모가 점점 커지게 되
면서, 조종남 학장은 새로운 장소로 교사를 이전할 계획을 수립하였고, 국내와 국외에서 모금
을 시작하였다. 국내에서는 기성회가 교단 부흥대책위원회와 협력하여 2,500만 원을 목표로
1969년부터 모금에 힘썼으며, 국외에서는 동양선교회 국제남전도회의 헌신이 있었다. 1971
년 7월에는 길보른(J. Elmer Kilbourne) 선교사와 조 학장이 도미하여 모금활동을 하였으며, 이러한 여러 노력을
통해 부천시 소사동 24,048평 부지에 새로운 교사를 짓게 되었다. 사실 김포가도에 교지를 확보하여 기공예배를
드리기까지 했으나, 당국의 녹화정책 강화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는데, 당시 학교 기성회에서 자원봉사를 하
던 아현교회 이계무 장로가 자신의 농장인 부천 소사삼거리의 복천암(福泉庵)을 대학부지로 기증하면서 교사 이
전의 활로를 찾은 것이다. 새로운 교사는 1973년 6월 28일에 기공하여 15개월이 지난 1974년 9월 25일에 본관
및 기숙사 한 동이 준공되어, 서울신학대학의 첫 건물로 자리하게 되었다.
서울신학대학은 교사 신축과 이전, 학과 증설, 교가 제정 등 교육이념과 신조를 살리는 노력을 계속하여,
1976년 12월에는 종교음악과, 1977년 12월에는 기독교교육과, 1980년에는 신학박사 과정을 4개 신학대학 공동
으로 인가받았다. 1980년에는 신학대학원이 인가되어 신학석사학위를 수여하게 되었으며, 1981년 10월에 졸업
정원 40명의 사회사업과가 인가되어 좀더 다양한 기독교 지도자 양성이 가능하게 되었다.
1980년 한국 사회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증폭된 시기이다. 서울신학대학도 교수와 학생들이 특별기도,
시위참여 등으로 이런 민주화의 요구에 부응하였고, 이는 특히 학내 민주화에 대한 요구와 함께 진행되었다.
1982년 11월 19일 제7대 학장으로 이상훈 박사가 취임한 후 학교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교수진이 강화되었고,
1983년에는 일선 목회자들의 재교육을 위해 목회대학원을 설치하고, 그해 9월에는 신학과 야간부를 받았다. 교
수진은 계속 보강되어 신학과뿐 아니라 기독교교육과, 교회음악과, 사회사업학과에도 전공학위를 받은 우수한
교수들이 포진하게 되었다. 1989년 조종남 박사가 제9대 학장으로 다시 취임하였고, 그해 총회에서 목사안수 자
격이 대학원 졸업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그해 12월부터『교수논총』이 발간되어 교수들의 연구를 자극했을 뿐
아니라, 이를 통해 공동연구 업적이 성과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1991년은 커다란 시련의 때였다. 오랜 시간 학교를 운영해온 조 학장에 대해 학생들이 학내 민주화를 요구
하고, 일인 장기 경영에 대한 교수들의 반대서명과 92학년도 대학입시 문제지 도난사건 등으로 1992년 1월 23일
조종남 학장이 사임하였다. 이사회는 학교 운영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후임학장을 선임하였으니, 그가 바로
제10대 학장인 강근환 박사였다.
한편 이 시기에 새로운 교사가 건축되었다. 대학원에서의 좀더 철저한 학문연구와 경건훈련의 필요성을 절
감하고 대학원 및 신학대학원 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기도하던 중 이사, 전국 교회, 대학 후원회, 특히‘한국도자
기’김동수 장로의 헌신으로 1989년 10월 30일 대학원 신교사의 신축기공을 하고, 1991년 2월 28일 교사, 강당
(성봉기념관), 생활관(김종호기념관) 등을 준공하였다. (대학원 건물은 목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사업학과 대학

3. 교사(校舍) 이전과
비약적인 발전

원을 위해 1995년에 2개 층을 증축하게 된다.)
1) 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다. ② 신구약 경전은 전체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기독교 신학의 권위와 그
리스도인의 생활의 규준이 됨을 믿는다. ③ 웨슬리안 해석을 따라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써 거듭나고 성화를 받아
야 하며 또한 그리스도인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온전한 성화, 곧 온전한 사랑의 상태에로 나아가야 함을 믿는다. ④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증거를 통하여 그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는 특권이 있음을 믿는다. ⑤ 믿는 자에게는 소망이며 불신자에게는 심판인 예수 그리
스도의 재림을 믿는다.

종교음악과(현 교회음악과)에서는 1981년부터 매해‘메시아’발표회를 통해 문화예술을 통한 복음전파를 시
도하였는데, 공영방송(KBS)으로 중계되기도 하여 서울신학대학의 위상을 한층 끌어올렸다. 그리고 1990년 6월
에는 지역사회 종합사회복지관이 준공되어, 사회사업학과 학생들이 현장실습으로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배려를 통한 복음전도를 이루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In February 1959, Seoul Seminary was accredited as a formal college, Seoul Theological
College, and Rev. Lee Myung-Jik who had an honorary doctorate became the first
president. This meant that now the seminary had to fulfill the conditions of a college
according to educational law. Therefore, now professors had to have degrees, and
students were required to have graduated from high school in order to enter.
The strong whirlwind of history in the 1960s in Korea was a big factor of change in the educational system and
leadership of Seoul Theological College, and the school was also in the center of the earthshaking changes of division
and unity in the denomination. After this graduates of Seoul Theological College were always at the center of the
development of the denomination, the Korean church, and society.
In 1960, the April 19 Revolution arose, and as students’demands grew stronger through demonstrations, this
gradually exerted an influence on Seoul Theological College as well. According to the“teaching qualification law”,
some school staff were pressured to leave, and they were also pressured by the students to resign. Due to the sudden
coup d’
etat of May 16, 1961, the organization of Seoul Theological College was made to bend to outside pressures.
Due to the“temporary special law on education”declared in September 1961, and the“revised bill stipulating the
reorganization, merger and abolition of theological colleges”declared in February 1962 which changed theological
colleges to seminaries, Seoul Theological College along with the theological colleges of other denominations lost it
accreditation as a college, and institutionally was reduced to the level of a general school. However, the college
organization bill of 1961 in the end was not put into effect and was revoked in 1963, and Seoul Theological College was
accredited again in 1964.
Dr. Lee Myung-Jik who had been president since 1959 retired after the age of 70, and as there was no Korean with
the qualifications and ability to take the office of president, foreign missionary Rev. Edwin Kilbourne was selected as
acting president in 1961. As Seoul Theological College became an educational foundation in 1964, Rev. Kilbourne was
installed as the second president, and so Seoul Theological College developed a closer relationship with OMS and grew.
Meanwhile, because of Koreans’increasing demands for independence regarding the operation of the college, and
the law that foreigners could not compose more than one-third of the board, a board was formed with Koreans in the
majority. Then in October 1963 the board was reorganized from the“Yasugyo OMS Maintenance Foundation”to the
“Seoul Theological College Educational Foundation”, which was approved at the next General Conference. According
to the revised articles of association reported at the 1968 General Conference, the line that“Seoul Theological College
must be in agreement with the doctrines, policies, and activities of OMS”was deleted, and by clearly stating that it was
for the“training of Christian workers and church leaders based on the spirit of the Korea Evangelical Holiness Church”,
it was made clear that the denomination was the operating agent. (OMS, which has not participated on the board since 1998,

1. Accreditation as a
Formal College

has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to this day through providing professors and scholarships for
students.)

As the college was gaining economic independence, at the beginning of 1968 the Seoul
Theological College board named Rev. Cho Chong-Nahm, who had just returned the
previous year from studying in the United States and had become a professor, as the third
president. Naming a young scholar 41 years of age as the president was an epochal step,
and this reflected the denomination’
s expectations for educational reform. Dr. Cho became
the president on March 1, 1968, and through revising the school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standards, he systematized the college administration. President Cho embodied the Wesleyan tradition
and pursued balance between high academic standards and deep spiritual experience, and the five educational
principles and articles of faith that he proposed testify to being the cradle of evangelical theological education.1)
He established the educational goal as training adding the virtues of knowledge for missions. In October 1970 he
established the Mission Issues Research Center, and then founded the college publishing department. And the academic
journal begun in May 1972 to promote faculty research was named Missions and Theology.

2. Accreditation of the
Graduate School

In 1971 Seoul Theological College’
s graduate school was accredited and it began to confer degrees such as Th.M.
and M.A. Through this the school aimed to raise its academic level, and it laid the foundation for graduate schoolfocused education. Also in June 1972 a teacher training course was established to raise up school chaplains for
educational missions, and in June 1973 the pastoral training institute, graduate school of ministry, and lay training
institute were established as affiliated institutions.
The biggest change to Seoul Theological College after 1960 was the campus relocation. It
moved from 35 Choongjungro 3 ga, Seodaemun Gu, Seoul, to 101 Sosa Dong, Bucheon,
Kyounggi Province. As the size of the school gradually grew, President Cho Chong-Nahm
made plans to move the campus to a new location, and began to raise funds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Domestically, the denomination’
s growth committee cooperated to
raise a goal of 25,000,000 won starting in 1969, and internationally there was the
dedication of OMS’
s Men for Missions. In July 1971 missionary Elmer Kilbourne and President Cho went to America to
raise funds, and through all these efforts the new campus was built on 24,048 pyong (about 855,000 square feet) of land in
Sosa Dong in Bucheon City. Actually land was found on the road to Gimpo and a groundbreaking ceremony was held,
but because of the government’
s strong greenbelt policy it could not proceed. At that time Elder Lee Gye-Moo of Ahyun
Church who volunteered on the planning committee donated his farmland at the Sosa intersection in Bucheon, and the
way was made for the campus move. The ground was broken on the new land on June 28, 1973, and 15 months later
on September 25, 1974, the main building and one dormitory were completed, as the first buildings.
Seoul Theological College continued to work to build the new campus, to establish new majors, and to make a
school song to give life to the educational principles and articles of faith, and the Church Music department was
established in December 1976, the Christian Education department in December 1977, and in 1980 a doctoral program
in theology was accredited as a joint program of four seminaries. In 1980 the graduate school of theology was
accredited and master’
s degrees in theology were conferred, and in October 1981 the social work department was
accredited for 40 new students a year, so that the training of more varied Christian leaders became possible.
1980 was a year when the fervor for democracy was amplified in Korean society. Even at Seoul Theological College,
the professors and students met these calls for democracy with special prayer meetings and participation in
demonstrations, and this proceeded along with demands for democracy in the school. After Dr. Lee Sang-Hoon was
installed as the 7th president on November 19, 1982, the faculty was strengthened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school,
and in 1983 the graduate school of ministry was established for continuing education of pastors on the front lines. In
September of that year the theology department added an evening program. The faculty continued to be strengthened
so that not only the theology department but also the Christian education, church music, and social work departments
were filled with excellent professors with degrees in their majors. In 1989, Dr. Cho Chong-Nahm was reinstalled as the
9th president, and that year at the General Conference the qualifications for pastoral ordination were raise to having
graduated from the graduate school. Starting in December that year, the journal Professors’Treatises was published,
which not only stimulated the professor’
s research, but also joint research projects began to appear.
1991 was a great of great trials. Because of things like students’demands for democracy in the school regarding
President Cho’
s long-term running of the school, professors’signature campaign against the long one-man
administration, and the burglary of the 1992 national entrance exams, on January 23, 1992, President Cho Chong-Nahm
resigned. The board named his successor in order to bring speedy normalization to the school administration, and that
was the 10th president Dr. Kang Keun-Hwan.
Meanwhile new buildings were built. While feeling keenly the need at the graduate school for more thorough
academic study and spiritual training, and praying for new buildings for the graduate school, through the support of the
board, churches throughout the nations, the college supporters association, and especially Elder Kim Dong-Soo of
Hankook Chinaware, on October 30, 1989, the groundbreaking for the new graduate school buildings took place, and
on February 28, 1991, the classrooms, auditorium (Sung Bong Memorial Hall), and dormitory (Kim Jong-Ho Memorial Hall)
were completed. (In 1995 two more floors were added to the building for the graduate school of ministry and the graduate school

3. Campus Relocation and
Rapid Development

of social welfare.)
1) ① We believe in the Triune God. ② We believe that the scriptures of the Old and New Testaments in their entirety are God’
s Word recorded by the
inspiration of God, and are the standards for the authority of Christian theology and Christian life. ③ We believe according to Wesleyan interpretation
that man must be born again by God’
s grace through faith and be sanctified, and that while the Christian lives on earth he must move toward a state of
entire sanctification which is perfect love. ④ The Christian has the privilege of knowing he is God’
s child through the witness of the Spirit. 5. We believe
in the return of Jesus Christ as hope for the believer and judgment for the unbeliever.

In the church music department starting in 1981 every year through the“Messiah”performance, efforts were made to
s
share the gospel through the arts, and it was even shown on public broadcasting (KBS) so that Seoul Theological College’
status was raised. And in June 1990 the social welfare center for the local area was completed, so that through social work
students’practical experience of concern, love, and care for their neighbors, a model was presented for sharing the gosp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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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를 위하여
Making Impro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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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초 서울신학대학은 이전의 혼란스러운 시대의 모습을 빠르게 극복하였다.
그 증거가 바로 졸업생의 배출이었다.
이들은 새롭게 일어서는 한국 사회를 이끌고 갈 신앙의 인물들이었다.
In the early 1960s, Seoul Theological College quickly overcame the chaos of the previous era.
The proof of that is in the graduates.
They were people of faith who rose up to lead Korean society.

⑰

⑯

⑮
⑬

⑳

⑲

⑱

⑭

① 졸업기념예배(1961)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④

⑫

① 정명화 ② 정진경 ③ 엘마 길보른 Elmer Kilbourne ④ 박상증 ⑤ 길인규 ⑥ 이명직 ⑦ 김재철 ⑧ 에드윈 길보른 Ed Kilbourne
⑨ 장창덕 ⑩ 임종우 ⑪ 김석규 ⑫ 구두희 ⑬ 김승호 ⑭ 손덕용 ⑮ 완상원 ⑯ 한철우 ⑰ 김해문 ⑱ 황명식 ⑲ 제정훈 ⑳ 박동원
최창혁
김삼관
오정호
서광석
윤영기
임현수
박병옥
이상복
이춘일
송 진

①

②

①

②

Graduation (1961)

③

② 졸업식 행렬(1969~1970)
Graduation procession (1969~1970)

① 에드윈 길보른 Ed Kilbourne
② 조병두 ③ 김정호 ④ 박원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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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초 교단이 분열의 과정으로 혼란을 겪을 때,
부흥사였던 이성봉 목사와 이명직 목사는 통합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을 하였다. 말씀, 기도, 찬양, 성찬 등의‘은혜의 수단’
을 통해
거룩한 학문 공동체를 이룬 서울신학대학이
그 화해와 회복의 중심에 있었다.

① 부흥사의 거목 이성봉 목사

①
②

Great Revivalist Rev. Lee Sung-Bong

③

② 미국 오리건 주 상원의원으로 활동한 56학번 임용근 의원
John Yonggeun Lim (class of 56) who was a member of the Oregon State
Senate in the USA

③ 학교 동산에서 학생들과 교수들(1960년대 후반)
Students and professors on the school property (late 1960s)

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 이용원 ② 이기홍 ③ 이천영 ④ 이상훈 ⑤ 조종남 ⑥ 웨슬리 듀엘 Wesley Duewel
⑦ 임종우 ⑧ 허경삼 ⑨ 엘마 길보른 Elmer Kilbourne ⑩ 제이비 크라우스 J.B. Crouse
⑪ 안창준 ⑫ 권성만 ⑬ 류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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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the denomination went through chaos during its division
in the early 1960s, revivalists Rev. Lee Sung-Bong and Rev. Lee Myung-Jik
made devoted efforts for unity. Seoul Theological College,
which became a holy academic community through“means of grace”
like the Word, prayer, praise, and Holy Communion,
was at the center of reconciliation and restoration.

⑬
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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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⑤

①
②

① 실습하는 여학생들-어린이들과 함께
Women students in training with children

③

② 배구 경기에 앞서 준비 운동하는 학생들
(왼쪽 두 번째 이준학)
Students warming up before a volleyball game

③ 교수가족 야유회
Professors' family outing

④ 성찬식
Holy Communion

⑤ 소그룹 모임에서의 뜨거운 찬양
Fervent praise at a small group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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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약을 꿈꾸며
Dreaming of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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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윈 길보른 학장의 취임은
서울신학대학과 동양선교회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졌음을 의미했다.
The inauguration of Edwin Kilbourne as president meant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Seoul Theological College and OMS had become more intimate.

⑩

⑬

⑫

⑪

⑭

⑥

①

⑦

②

③

④

⑧

⑮
⑨

⑤

① 오영필 ② 김창환 ③ 에드윈 길보른 Edwin Kilbourne
④ 길보른 부인 Mrs. Edwin L. Kilbourne ⑤ 이명직 ⑥ 임종우
⑦ 박명원 ⑧ 이천영 ⑨ 이기홍 ⑩ 임동선 ⑪ 헌트 Ev Hunt
⑫ 정진경 ⑬ 김석규 ⑭ 김지환 ⑮ 안창기

⑱
⑮

⑲

⑰

⑯

⑫

⑪

⑬ ⑭
⑨

① 학장 취임식(1964. 5. 12)
①

②

Presidential Inauguration (May 12, 1964)

⑤
①

②

③

④

⑩
⑥

⑦

⑧

② 제2회 하기 신학대학 수강생(1·2학년, 1964. 7. 6~10)
STU students (1st and 2nd year, July 6~10, 1964)

① 조기함 ② 김희택 ③ 문이호 ④ 정진경 ⑤ 이천영 ⑥ 김석규 ⑦ 김경식 ⑧ 임종우
⑨ 홍순윤 ⑩ 이우호 ⑪ 임사순 ⑫ 황대식 ⑬ 전문규 ⑭ 박승은 ⑮ 안창기 ⑯ 박창근
⑰ 김태구 ⑱ 권홍식 ⑲ 한명우

140 • 141
Ⅲ. 서울신학대학 시대(1959~1992) 서울신학대학교 100년 역사 화보집

①

① 서울신학대 학보 1호(1964. 11. 3)
③

The first Seoul Theological Seminary Bulletin (November 3, 1964)

②

② 조종남 학장 취임식(1968. 9. 24)
Presidential inauguration of Cho Chong-Nahm (1968)

③ 직원 수련회(불광동 수양관, 1972)
Staff retreat (Bulgwangdong Retreat Center,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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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① 허경삼 교수
④

Professor Heo Kyoung-Sam

③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
Students taking a test

③

② 정진경 교수
Professor Chung Jin-Kyung

④ 강의 시작 전 수업을 준비하는 학생들
Students preparing for class

②
①

③

④

① 졸업생들의 긴장과 각오에 찬 모습(1969년 졸업)
Graduates full of tension and determination (1969)

④ 합창단의 발표
Choir performance

⑤

② 노방 전도하는 학생들
Students doing street evangelism

③ 성화제 - 전국남녀고교웅변대회
Spring holiness festival-nationwide high school speech contest

⑤ 학생 식당에서 함께하는 식사
Eating in the student dining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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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eyes of those graduating,
we can see that a healthy mind toward their neighbors is developing through their various school activities.
The spring holiness festival is a student festival held every year to commemorate
the conversion of Rev. John Wesley (May 24) who started the holiness movement in Eng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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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하는 이들의 눈매에서,
재학 중의 여러 활동을 통해 이웃에 대한 건강한 마음이 풍성하게 싹트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성화제는 영국에서 성결운동을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의 회심일(5월 24일)을 기념하여 매해 열리는 학생축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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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국신학대학 체육대회
①

②

National seminary athletic meet

② 체육대회 응원단(1967년경)
Cheering party at an athletic meet (around 1967)

①

②
③

④
⑤

① 채플시간에 특별찬양하는 학생들“노래하는 전도자들”
(유기성, 박현규, 장자옥, 이성우, 1967)
Students singing a special song in chapel (1967)

② 체조를 하는 학생들
Striving for health through exercise

③ 개교 58주년 기념 초청음악회(1969)
Music concert for the 58th anniversary of the school (1969)

④ 체육대회
Athletic meet

⑤ 1969학년도 학생교련 검열
Inspection of student military training,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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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the end of the 1960s with the division of the nation and the cold war,
military training was compulsory at all colleges, and Seoul Theological College was no exception,
so there were regular insp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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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말 분단과 냉전 상황으로 인해 교련과목은 모든 대학의 필수과목이었고,
서울신학대학도 예외는 아니어서 정기적인 검열을 받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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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3대에 걸쳐 헌신한 길보른 선교사 가정 보도 기사
①

③

Newspaper article about the devotion of three generations of the Kilbourne family

②

② 예방주사를 놓는 선교사(왼쪽 크라우스 선교사 사모, 가운데 엘마 길보른 사모)
Missionaries giving innoculations (Bette Crouse on the left and Ella Ruth Kilbourne in the middle)

③ 설교를 하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는 웨슬리 듀엘 선교사
Missionary Wesley Duewel praying fervently before preaching

① 재정의 자립과 새로운 교사를 위한 모금을 독려하는 포스터
①

②

Poster urging financial self-support and funds for new buildings

② 서울신학대학 휴게실
Seoul Theological College lou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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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1969 a big issue in the KEHC was self-support.
The campaign“my denomination with my strength”to manage the denominational headquarters and
theological education without the support of OMS was an opportunity for a planning committee
to be formed at Seoul Theological College and publicity went out from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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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 성결교회의 주요 관심은 교단 자립이었다.
동양선교회의 보조 없이 총회본부와 신학교육을 감당하자는“내 교단은 내 힘으로”운동은
서울신학대학에 기성회를 결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에 대한 홍보도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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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현동 학사

Ahyun-dong cam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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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생들의 봉사활동
②

①
③

Student service project

④

② 노인전도
Students sharing the gospel with an old man

③ 축호전도
Students doing door to door evangelism

④ 버스 안내양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학생들
Students sharing the gospel with bus conductor gir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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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가 내려다보이는 아현동 선교사 사택
Ahyun-dong missionary houses overlooking
downtown Seoul

새로운 땅에서
On New Land

①
②

③

① 신 교사
New building

② 서울신학대학 교사 신축 기공(부천 소사)
Groundbreaking for the Seoul Theological College campus

③ 서울신학대학 교사 봉헌식
Dedication of the new Seoul Theological College campus

경인로에서 바라본 서울신학대학 신 교사
View of the new campus of Seoul Theological College from Kyoungin 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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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①

① 신학주일을 인도하면서(부평신촌교회, 1975)
Seminary Sunday (Bupyoung Shinchon Church, 1975)

③

② 교련 훈련 중의 식사시간
Meal time during student military training

③ 채플에서 열정적인 찬양을 드리는 학생들
Students praising the Lord fervently in chap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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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학대학의 영혼에 대한 사랑은 학생들로 하여금 교정에만 머물게 두지 않았다.
이웃과 함께 하는 시간과 낙도에서의 활동은 봉사 목록에서 항상 첫 항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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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Theological College's love for souls didn't let students just stay on the campus.
Time with neighbors and activities on remote islands were always first on the list of service opportunities.

① 노인초청잔치
①

③

Party for the elderly

②

② 봉사활동 중인 학생들
Students in a service project

③ 잔디밭에 함께 모인 여학생들
Women students gathered on the lawn

학교 약수터(1976)
School mineral springs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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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① 교내에서 찬양 중인 학생들
Students singing praise to the Lord on campus

④

② 기숙사에서 공부하는 학생
Student studying in the dormitory

③ 생활관 김장(왼쪽 세 번째 조종남 학장 부인,
왼쪽 네 번째 배가례 교수)
Preparing kimchi for the winter

④ 종강시간(1974)
Finishing the semester (1974)

① 육체미를 과시하는 학생

①
②

④

Student showing off his body

③

② 기마전을 통한 단결
Unity through a mock cavalry battle

③ 국민체조‘적극적인 시범’
Citizens' exercises‘enthusiastic demonstration’

④ 축제기간 중 마라톤
Marathon during the festival

소사동의 봄소식은 흐드러지게 피는 복숭아꽃만이 아니었으니,
성화제 기간에 학교가 위치한 성주산 주위를 도는 학생들의 마라톤으로
주민들은 또 한 해의 봄소식을 전해 들었다.
The news of spring in Sosa-dong didn't just come with the blooming of the peach blossoms.
The citizens heard the news of spring through the students' marathon running through
the area of Sungju Mountain near the school during the spring holiness festival.

1980년대 서울신학대학의 교정에도“민주화의 봄”
에 대한 소망은 피어났고,
진리와 정의를 요구하는 목소리로 인해 학생들이 경찰들과 대치하는 날들도
많았다.
시대의 아픔을 함께하고자 한 젊은이들의 몸짓은 사회에 대한 교회의 역할에
소중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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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1980s the hope for a“spring of democracy”blossomed even on the
campus of Seoul Theological College, and due to their voices demanding truth
and justice, the students spent many days fleeing the police.
The actions of young people joining the pains of the era raised valuable issues
about the church's role i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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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문에서 전경들과 대치 중인 학생들
①

Students confronting riot police at the school gate

②

② 가방 검사(불심검문)
Bag inspection (questioning)

① ②
③

① 종교음악과 합창연주회 제1회(1977)
First choral concert of the church music department (1977)

② 합창연주회 메시아(1982)
Messiah choral concert (1982)

③ 서울신학대학 종교음악과 정기 연주회(1986)
Seoul Theological College church music department regular
performance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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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oir concert of the church music department begun in 1977 took its place as a“Messiah”performance on
a regular basis, and for those living in a dark, gloomy era, it proclaimed the good news that the true Savior had
been born to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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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부터 시작된 종교음악과의 합창연주회는 이후 정기적인 메시아 공연으로 자리를 잡았고,
어둡고 암울한 시대를 사는 이들에게 세상에 진정한 구주께서 태어나셨음을 알리는 기쁨의 소식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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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학대학교 시대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Era
(1992~2010)

Ⅳ. 서울신학대학교 시대(1992~2010) 서울신학대학교 100년 역사 화보집

Ⅳ

1. 작지만 알찬
종합대학

1992년은 서울신학대학에 있어 의미 있는 한 해였다. 서울신학대학을‘서울신학대학교’

아울러 100주년을 향한 세계화의 기틀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그는 미국의 Haggard School of

로, 학장을‘총장’
으로 변경하여, 작지만 알찬 종합대학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게 되었기

Theology at Azusa Pacific(2003. 5), North Dakota State University(2004. 5), 캐나다의 Knox College(2004. 5)

때문이다.

등과 자매결연을 이끌어냈다. 또한 교육 및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 신축과 증축도 이루어졌는데, 2002년

1992년 2월 취임한 제10대 강근환 총장은 자생적인 교단과 창조적인 신학을 강조하며
1995년 5월까지 학교를 이끌어갔다. 이후 제11대 총장으로 취임한 최희범 총장은 세계화에 부합하는 교육정

에는 이명헌 목사의 손자이며 이계무 장로의 아들인 이대범 집사가 우석기념관(선교센터)을 건축, 헌납하여 많
은 학생들의 학업과 교수진의 연구, 선교활동을 위한 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책과 커리큘럼, 장단기 발전계획의 성실한 수행 등을 위해 노력하면서 1996년 6월까지 시무하였다.
1990년대 중반부터는 학과 신설과 대학원 증설이 활발해졌다. 1995년 선교영어학과(현 영어과), 1996년 보
2004년 9월 제14대 총장으로 취임하여 2010년까지 6년간 재직한 목창균 총장은 실력 있고

육학과, 2002년 유아교육과, 2005년 중국어과가 설립인가를 받게 되어, 기존의 신학과, 기독교교육과, 교회음
악과, 사회복지학과를 포함하여 총 8개 학과에 이르게 되었다. 이처럼 학부에 다양한 학과가 신설되는 동시에
1995년에 목회대학원과 사회복지대학원이, 1996년에는 선교대학원과 임상목회대학원이 설립 인가를 받게 되

4. 국제적 교류를 통한
위상 제고

었다. 이로써 목회자 또는 예비목회자들을 위한 심도 있는 교육이 가능하게 되었고, 복지선교를 꿈꾸는 교회
지도자들과 지역의 복지기관 종사자들이 복지전문가로서 훈련받을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마련된 것이다.

진실한 목회자 양성을 위한 신대(원)생들의 영성교육과 기독교 계열 학과 학생들의 사회
지도자 및 전문가 양성, 그리고 학교 특성화와 장단기 발전계획의 보완 및 실행을 통해 대
학 발전에 기여하였다. 아울러 대학 행정의 합리화를 통해 내실을 다지고, 재정을 안정시

키며, 동시에 공정한 심사를 통하여 우수한 교수들을 선발함으로써 교수 확보율을 제고하였다.
또 2005년 실시된 제2기 대학종합평가와 2009년 자체평가를 통해 서울신학대학교의 강점과 약점을 분야
별로 면밀하게 분석, 평가함으로써 향후 대학이 주력하고 개선해야 할 영역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노력할 수

2. 성결인의 집 봉헌

1996년 9월 제12대 총장으로 취임한 한영태 총장은 대성전(성결인의 집) 건축 등 장단기 발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런가 하면 2005년에는 정문 오른편에 교육복지센터를 준공하여 평생교육과 지역

전을 위한 모금 및 대학평가를 준비하였다. 특히 대성전 건축은 학교 내·외부의 혼신의 힘

주민을 위한 교육의 장소를 마련하였고, 2006년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기숙사, 강의실 등을 대대적

을 모아 이룩한 결과물이다. 당시에는 전교생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했고, 교

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2009년 하반기에는 학생들의 복지시설, 기숙사 및 도서관 편의시

회음악과 학생들의 실습공간이 부족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전국의 성결교

설 등을 개선하여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회와 교역자들, 학생, 동문, 학부모, 교직원, 그리고‘한국도자기’와‘신원’등의 기업들이 기도와 물질로 적
극 참여함으로써 2000년 8월에‘성결인의 집’을 봉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목창균 총장 또한 외국 대학들과의 활발한 교류에 힘을 쏟았는데, 대만의 聖光神學院(2005. 2), 미국
Asbury Theological Seminary(2006. 4), Azusa Pacific University(2008. 12), 중국의 동방대학(2007. 7), 하얼빈

그런가 하면 1997년 IMF라는 국가적 위기를 겪으면서 상담교육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고, 따라서 1998년

이공대학 원동대학(2009. 4), 연변과학기술대학(2010. 4) 등, 재임 6년간 총 12개에 달하는 외국 대학들과의 협

부터 임상목회대학원을 상담대학원으로 변경함으로써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게 되었다. 1998년부터는

약을 통해 국제적으로 서울신학대학교의 위상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외국 대학에서의 수학 기회를 제공하여

목회대학원을 신학대학원으로 통합하였고, 2000년부터는 학부 졸업생들에게 허락했던 신학대학원 2년 과정

왔다. 또한 베트남, 중국, 미얀마, 이란, 터키, 미국, 탄자니아, 우간다 등의 외국인 학생들이 서울신학대학교

을 3년 과정으로 조정함에 따라 소위‘4·3학제’
를 시행하게 되었다.

학부와 대학원에서 유학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외국인학생생활지도위원회를 발족하여 이들의 학교생활 및

이와 같이 서울신학대학교는 학과 및 대학원 증설과 전문화를 통해 외연을 넓히는 동시에, 기독교신학연

적응을 지원하기도 했다.

구소, 교회음악연구소, 기독교사회복지연구소, 보육연구소, 선교영어연구소 등을 신설 또는 통합하면서 각

한편 이 시기에는 다양한 사회적 변화와 함께 복지수요가 증가하였다. 이에 1990년 부천종합사회복지관

분야별 전문연구를 활발히 진행하는 등, 내실을 다지게 되었다. 특히 고 김영익 집사 가족들의 유산 기부로 성

위탁을 시작으로, 1997년 부천시 삼정복지관, 1999년 부천시 보육정보센터, 2007년 대학부설 어린이집 등의

결교회역사연구소(현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가 설립되어 성결교회 역사와 신학을 정립하고 복음주의 신학을

위탁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에 복지 및 보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대 지역사회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또

자리매김하는 데 공헌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학교 내부의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여 교육과 연구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외국 대학들과의 자

한 1991년부터‘사회교육원’(2005년‘평생교육원’으로 개명)을 개소하여 평생교육의 욕구가 있는 지역주민들과
예비 학습자들에게 좋은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매결연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예컨대 캐나다의 Providence College and Seminary(1996. 11), 미국의

또 학생들의 사회 공헌 의식을 고취시키고,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1997년 사회봉사

Washington Bible College(1997. 12), 호주의 The University of Newcastle(2000. 11), Alan Walker College

단을 창단하면서, 학생들의 사회봉사 과목을 교양필수 과목으로 의무화하고, 봉사 동아리들을 지원하며, 해

of Evangelism(2001. 7) 등이다.

외 및 국내 봉사를 실시하는 등 사회봉사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2005년에는 아동발달지원센터, 2009년에는
한국카운슬링센터를 개소하여 지역의 아동, 청소년, 성인들을 위한 심리상담 및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2001년 9월 제13대 총장으로 취임한 최종진 박사는 복음주의 신학을 견지하며 학문과 영성

3. 개교 100주년의
기초석

개교 90주년을 맞은 2001년, 전 학과가 참여한 90주년 기념 학술대회는 서울신학대학

의 조화를 강조하였고, 특히 다양한 학과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였다. 그는 또 우수한 교
원을 확보하여 수준 높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다가오는 서울신학대학교 100주년을 준비
하기 위해 장단기 발전계획 실행에 힘을 쏟았으며, 특히 2002년부터 교단과 함께 1인 1평

운동, Viva Centennial 2011 모금활동을 전문화된 방식으로 시도하였다. 2003년 비전선포식에 즈음해서는 학
교 발전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얻게 되었는데, 그중 하나가 학교 부지를 마련한 것이다.

5. 전문성과 경쟁력 있는
교육기관으로의 도약

교 전 구성원이 성결교회 고유의 신학적 정체성을 공유하는 동시에, 각 분야별 전문성
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다짐의 기회가 되었다. 그러나 90년이라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좀더 전문적이고 경쟁력 있는 교육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부

분도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학 발전전략 및 비전’영역에서는 최우수 학교로 평가를 받게 되어, 향후 대학 발전의 가능성이 높은 학교로
대외적인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내부감사제도의 실적과 활용, 전임교수들의 연구실적, 학생들의 교단
및 기독교 이외의 전문직종 취업, 학생상담체제 및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 등의 부분에서 계속 보완하고 개선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계기로 서울신학대학교는 지적된 문제점을 꾸준히 개선해 나갔으
나, 2009년 제3기 자체평가를 실시한 결과, 교육 및 사회봉사 영역은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제2
기 평가와 마찬가지로 교수들의 연구실적과 연구지원, 산학협동 실적은 향상시켜야 할 필요가 높은 것으로 드
러났다.
서울신학대학교는 설립 초기부터 100주년에 이르는 현재까지 신학과 외에 다양한 학과들이 개설돼 왔지
만, 모든 학과의 학생들이 학문과 신앙을 균형 있게 갖출 수 있도록 매 학기 신앙수련회를 개최하고, 매주 2회
씩 예배에 참석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서울신학대학교가 다른 일반 대학들처럼 전공교육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영성을 갖춘 기독교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목표를 잘 드러내는 것
이다.
이상과 같이 서울신학대학교는 1992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과 증설, 대학원 과정의 다양화, 사회복
지 및 보육 관련기관 위탁운영, 교육환경 개선, 외국 대학들과의 교류 등의 변화를 통해 그 지평을 넓혀 나갔

The year 1992 was meaningful to Seoul Theological College. The name of Seoul
Theological College was changed to“Seoul Theological University”, and the
president of the college was changed to the president of the university. The
school was stretched to become a small but substantial university.
President Kang Keun-Hwan was installed as the 10th president on February
1992, and he led the school until May 1995 emphasizing the autogenesis of the denomination and creative
theology. After that Choi Hee-Bum was inaugurated at the 11th president, and he worked for globalized
educational policy and curriculum, long-term and short-term development plans, and faithful performance
during his term until June 1996.
Starting in the mid-1990s, the addition of new majors and expansion of the graduate school became
active. In 1995 the Mission English department (now English department), in 1996 the Child Care Education
department, in 2002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department, and in 2005 the Chinese Language
department were established, making eight departments including the existing departments of Theology,
Christian Education, Church Music, and Social Welfare. As these various new majors were added to the
undergraduate school, in 1995 the Graduate School of Ministry and the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and in 1996 the Graduate School of Missions and Graduate School of Clinical Ministry were
established. In this way more in-depth education became possible for pastors and future pastors, and a
forum for education was prepared to train church leaders dreaming of social welfare ministry and social
welfare professionals.

1. Small but Substantial
University

다. 복음주의 신학대학교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동시에, 각 분야별 전문인 양성에 뜻을 같이하는 많은
후원자들의 참여를 기초로 매해 신임교원을 충원하며, 또 교양교육 강화와 내실 있는 커리큘럼 개발을 통해
전문적이고 경쟁력 있는 교육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열매를 맺기 위
해서는 변화하는 대·내외적 교육환경과 사회적 요청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인 발전계획이 수립되고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President Han Young-Tae who was inaugurated as the 12th president in
September 1996 raised funds for long-term and short-term development like the
House of Holiness chapel building, and prepared for the college accreditation. In
particular, the construction of the chapel building was the result of the dedication
of forces within and outside of the school. At the time there was no place for the
whole student body to gather and worship at one time, and the church music department was suffering
from lack of practice rooms. Through the active participation in prayer and financial support by the KEHC
churches and pastors, students, alumni, parents of students, faculty and staff, and businesses like
Hankook Chinaware and Shinwon, the House of Holiness could be dedicated in August 2000.
However, as the nation faced the IMF crisis in 1997, the demand for counseling education grew, and
as a result in 1998 the Graduate School of Clinical Ministry changed its name to the Graduate School of
Counseling to respond to the demands of the era. In 1998 the Graduate School of Ministry was united
with the Graduate School of Theology, and in 2000 the 2-year graduate school of theology course for
graduates of the STU undergraduate program was changed to a 3-year course, leading to the“4-3
educational system”.
As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broadened through expanding its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it strengthened internally through active research in various fields by establishing research
centers like the Christian Theology Research Center, Church Music Research Center, Christian Social
Welfare Research Center, Child Care Education Research Center, and Mission English Research Center. In
particular, through a donation from the inheritance of the family of the late Deacon Kim Young-Ik, the
KEHC Historical Research Center (now Institute for the Study of Modern Christianity) was established, and it
has contributed to defining the history and theology of the holiness church and evangelical theology.
While bringing about various internal changes in the school and raising the quality of education and
research, STU also began making sister relationships with foreign universities. Some examples are
Providence University College and Seminary, Canada (November 1996), Washington Bible College, USA
(December 1997), The University of Newcastle, Australia (November 2000), and Alan Walker College of
Evangelism, Australia (July 2001).

2. Dedication of the House
of Hol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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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학대학교는 제1기(1998년)와 제2기(2005년), 두 번에 걸쳐 대학종합평가를 받게 되었는데, 이는 외부
기관으로부터 받은 공식적인 평가였다. 그 결과 여러 가지 강점을 가진 학교로 인정을 받았는데, 특별히‘대

Dr. Choi Jong-Jin who was inaugurated as the 13th president in September 2001
held to evangelical theology and emphasized the harmony of academics and
spirituality, and in particular pursued balanced development of the various major
departments. He also poured his efforts into hiring excellent faculty and building
a quality educational environment, along with long-term and short-term
development plans to prepare for the centennial of STU. Especially in 2002 he worked with the
denomination on the“1 person 1 pyoung”movement and the Viva Centennial 2011 fundraising activities
in a professional way. At the Vision Proclamation Ceremony in 2003 the school gained tangible results for
development, including expanding the campus land.
Along with this in order to strengthen the global base in preparation for the centennial, he brought
about sister relationships with schools like the Haggard School of Theology at Azusa Pacific University,
s Knox College (May 2004). In
USA (May 2003), North Dakota State University, USA (May 2004), and Canada’
addition was the construction and expansion of buildins for education and missions, such as the
construction of the Woosuk Mission Center contributed by Deacon Lee Dae-Bum, the son of Elder Lee
Kye-Moo and grandson of Rev. Lee Myeong-Heon in 2002, which is being used for student learning,
faculty research, and missions.

3. Groundwork for the
School Centennial

President Mock Chang-Gyoon who was inaugurated as the 14th president in
September 2004 and served for six years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the
school through supplementing and executing the long-term development plan
and specialization of the school, with spiritual education for theology students to
develop skilled and sincere pastors, and development of professionals and leaders
for society among the students in other majors. Along with this, he ensured internal stability through
streamlining the administration, stabilized the finances, and raised the faculty-student ratio by selecting
excellent professors through a fair evaluation process.
Also through the General College Evaluation in 2005 and the Self-Evaluation of 2009, the foundation
was laid to choose and concentrate on the areas of the school that need improvement for the future by
carefully analyzing and evaluating STU’
s strong and weak points in each area. At the same time in 2005
the Educational Welfare Center was built on the right side of the front gate to provide a place for
continuing education and education for the local citizens, and in 2006 as a part of the project to improve
the educational environment, the dormitories and classrooms were extensively remodeled to form a
pleasant environment. In the second half of 2009, student welfare facilities, the dormitories, library, and
convenience facilities were improved and the students’response was very positive.
President Mock Chang-Kyoon also put a lot of effort into active exchanges with foreign universities,
raising the status of STU internationally and providing opportunities for students to study in overseas
universities through making agreements with 12 universities during his six-year term, such as Holy Light
Theological Seminary in Taiwan (Feb. 2005), Asbury Theological Seminary in the USA (April 2006), Azusa
Pacific University in the USA (Dec. 2008), East University of Heilongjiang, China (Feb. 2005), The Far East
Institute of Harbi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China (April 2009), and Yanbi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April 2010). And more and more foreign students from countries such as
Vietnam, China, Myanmar, Iran, Turkey, the USA, Tanzania, and Uganda are attending the STU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so that a foreign student life guidance committee has been formed
to support them in their school life and adjustments.

4. Raising Status through
International Exchange

Meanwhile during this period the demand for welfare has increased along with various social changes.
So through the consignment of the Bucheon Social Welfare Center in 1990, the Bucheon Samjung Welfare
Center in 1997, the Bucheon Child Care Information Center in 1999, and the university day care center in
2007, STU is fulfilling its mission toward the local community as it provides welfare and child care related
services. Also, the Social Education Center (now Continuing Education Center) started in 1991 is providing

good learning opportunities to future students and local citizens with the desire for life-long education.
Also, as the Social Service Corps was established in 1997 to inspire students to a sense of contributing
to the society and to train them to be capable for the needs of the local society, social service became a
required course, and it has supported student service clubs and contributed positively to social service
through overseas and domestic service activities. In 2005 the Child Development Support Center was
opened, and in 2009 the Korea Counseling Center was opened to provide local children, teens, and adults
with needed psychological counseling and treatment.

At the 90th anniversary of STU in 2001, the 90th anniversary academic
conference including all major departments shared the holiness church’
s
theological identity with all the constituents, and it was an opportunity to
make a commitment to continue to develop expertise in each field.
However although we had a long history of 90 years, we realized that in
order to become a more professional and competitive educational institution
there were areas that needed to be improved.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was evaluated for college accreditation in 1998 and 2005, which were
formal evaluations by outside institutions. As a results the school was recognized as having several strong
points, and in particular in the area of“college development strategy and vision”STU was evaluated as
“most excellent”. So STU was recognized by outsiders as a school with high possibilities for development.
However in the areas of internal auditing systems, faculty research, employment of graduates in
professional jobs outside of church, student counseling systems and lab facilities, it was shown that
improvement is still needed.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took this opportunity to continue to improve
these areas, but in the results of the 2009 self-evaluation, the educational and social service areas received
relatively high scores, but as in the 2005 evaluation professors’research and industrial cooperation still
have a great need for improvement.

5. Taking Off as a Professional,
Competitive Educational
Institution

From its foundation 100 years ago until today,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has set up various majors
besides theology, but in order for the students in all majors to have a balance of academics and faith, each
semester there is a spiritual emphasis week, and chapel is held twice a week. This shows that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is not just interested in education for each major like other universities, but has a
goal of helping students to grow to be spiritual Christian leaders.
As we’
ve seen, from 1992 to the present,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has broadened its horizons
through changes like new majors, various graduate programs, social welfare and child care-related
institutions, improvement of the educational environment, and exchanges with foreign universities. While
keeping its identity as an evangelical theological university, each year new faculty have been added with
the participation of many supporters with the same mind for training professionals in each area, and
through strengthening liberal arts studies and developing substantial curriculum, STU is making efforts to
grow as a professional and competitive educational institution. However, for these efforts to bear fruit,
strategic development plans need to be set up and carried out to respond positively to the internal
educational environment and the demands of society.

Taking off as a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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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대학으로의 도약

Ⅳ. 서울신학대학교 시대(1992~2010) 서울신학대학교 100년 역사 화보집

한울제 달리기대회
Fall festival (short marat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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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역(서울신대 역) 개통(1997. 4. 30)
Opening of Sosa Station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Station)(April 30, 1997)

New and Enlarged Buildings for Education and Missions

성결인의 집 기공예배(1997)
Groundbreaking for the House of Holiness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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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선교를 위한 건물 신·증축

Ⅳ. 서울신학대학교 시대(1992~2010) 서울신학대학교 100년 역사 화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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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결인의 집 봉헌예배(2000)
Dedication service of the House
of Holiness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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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석기념관(2002)
①

②

Woosuk Mission Center (2002)

② 교육복지센터(2005)
Education Welfare Center (2005)

비전선포식 전경(2003)
Vision Proclamation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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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설된 학과들
Establishment of New Departments

Ⅳ. 서울신학대학교 시대(1992~2010) 서울신학대학교 100년 역사 화보집

①
②

③
④

① 선교영어학과 증설(1995)
Mission English department established in 1995
(changed to English department in 2009)

② 선교영어학과 영어웅변대회
Mission English Department English Speech Contest

③ 보육학과 증설(1996)
Child care education department established in 1996

④ 보육학과 동극
Child care education department's children's dr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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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①
②

④

①② 유아교육과 증설(2002)과 창의 캠프
Early childhood education department established in 2002
and Creativity Camp

③ 중국어과 증설(2005, 제1회 졸업생들)
First graduates of the Chinese Language Department (2010)
after it was established in October 2005

④ 중국어과 학술제
Chinese language department's sympos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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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공익기관 위탁운영 및 사회봉사 실천
Serving the Local Society, Commissioned institutions and Social Service

Ⅳ. 서울신학대학교 시대(1992~2010) 서울신학대학교 100년 역사 화보집

④

①
②

③

⑤

① 부천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1990)
Running the Bucheon Community Welfare Center (1990)

② 삼정복지회관 위탁운영(1997. 9)
Running the Samjung Welfare Center on Consignment
(September 1997)

③ 부천시 보육정보센터 위탁운영(1999. 5)
Running the Bucheon City Child Care Information Center
(May 1999)

④ 개교 90주년 기념, 전국 장애인 복음성가 경연제(2001. 4)
National Gospel Song Contest for the Disabled,
for STU's 90th anniversary (April 2001)

⑤ 부천지역 독거노인 초청위로회(2004)
Event for senior citizens in the Bucheon area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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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① 베트남 해외봉사활동 집짓기(2005. 12)
③

House-building project in Vietnam (December 2005)

②

② 필리핀 해외봉사활동 건물보수 노력봉사(2008. 6)
Repairing buildings in the Philippines (June 2008)

③ 서울신대 연합 봉사동아리 동계자원봉사 발대식(2009. 12)
STU service clubs' winter volunteer service campaign (Decembe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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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학어린이집 위탁운영(2007)
①

②

Running the College daycare center (2007)

③

② 아동발달지원센터 개소(2005)
Opening of the Child Development Support Center (2005)

③ 한국카운슬링센터 개소(2009)
Opening of the Korea Counseling Cente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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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대학과의 자매결연 및 교류활동
Sister Relationships and Exchanges with Foreign Univers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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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미국 North Dakota State University 자매결연 체결 (2004. 5. 5)
①

③

Establishing a sister relationship with North Dakota State University, USA
(May 5, 2004)

②

② 성광신학원(聖光神學院)과 자매결연 체결(2005. 4. 1)
Establishing a sister relationship with Holy Light Theological Seminary
(April 1, 2005)

③ 미국 Azusa Pacific University 자매결연 체결(2008. 12. 5)
Establishing a sister relationship with Azusa Pacific University in the USA
(December 5, 2008)

① 외국인학생 CARE 프로그램(2004)

①
②

③

CARE 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s (2004)

② 아주사퍼시픽대학교 합창단 공연(2007)
Azusa Pacific University choir performance (2007)

③ 아주사퍼시픽 합창단과의 축구시합(2007)
Soccer game with Azusa Pacific University choir members (2007)

Various Student Activities

신학대학원 신앙수련회(1999)
Graduate school of theology retreat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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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다양한 활동

Ⅳ. 서울신학대학교 시대(1992~2010) 서울신학대학교 100년 역사 화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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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회음악과 사은회(1994)
Church music department teacher appreciation banquet (1994)

①
②

② 남자생활관 오픈하우스, 성화제 기간
Men's dormitory open house, during the spring holiness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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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① 성화제 노래자랑(1994)
③

Spring holiness festival singing
contest (1994)

② 고엽제(1997)
Fall festival (1997)

③ 성화제 태권도(2004)
Spring holiness festival
taekwondo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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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식을 마치고

After the grad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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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교정

STU winter cam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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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 아현학사 철거 전 마지막 열린 교수퇴수회(2010. 8)
①

②

Last faculty retreat at the old Ahyun-Dong building before it was torn down (August 2010)

Fall on the cam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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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의 가을

Ⅳ. 서울신학대학교 시대(1992~2010) 서울신학대학교 100년 역사 화보집

Ⅴ
새로운 100년의 시작
Start of a New Century
(2010~

)

서울신학대학교가 개교 100년을 맞았다. 대학은 2011년 3월 13일 개교 100주년에 즈음하여
“개교 100년, 새 사람, 새 역사”라는 표어를 정하였다. 개교 100년을 맞아 새로운 인물을 키워
새 역사를 창조하자는 뜻이다. 또한 시편 36편 9절의“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는 말씀을 교육표어로 정하였다.
2010년 9월 취임한 제16대 유석성 총장은 지성·영성·덕성이 조화된 교육을 하여 창조적 그리스도인 지도
자를 양성해 세계적 기독교 명문대학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고, 2011년 3월 100주년 기념식에서 100주년
의 역사적 의미를 이렇게 강조했다.

1. 개교 100년,
새 사람, 새 역사

우리 학교의 역사 속에서 기록된 최초의 일과 자랑스런 일들을 소중하게 기억하며, 찬란히 빛나는 영광된 최
고의 일들을 만들어 내고자 합니다. 100년의 역사가 자랑스러운 것은 우리에게 다시 100년을 향해 달려갈 의
지와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처음 선배들이 내세웠던 전도표제인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복음
의 정신을 이 시대에 맞게 현재화시키고 사회적으로 구체화시켜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
으로 순교한 동문들의 숭고한 정신과 얼을 가지고 사회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사랑은 실
천입니다. 실천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정의로써 구체화하고 정의가 행해짐으로써 평화가
실현됩니다.

2010년 10월, 100주년 비전선포식을 시작으로 하여 100주년 기념사업 준비를 본격화하였고, 2011년 3월 15
일 교단 및 동문 등 5천여 명이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뜻 깊은 100주년 기념예배를 드렸다. 이 역사적인 예
배와 기념식에서 다음과 같이‘서울신학대학교 100주년 비전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하나, 서울신학대학교는 세속화된 현대인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의 고귀함을 전파할 것이다.
둘, 서울신학대학교는 실용적 지식에 기초한 통섭적 지성인을 양성할 것이다.
셋,

서울신학대학교는 덕성을 갖춘 지도자를 키운다는 요람이 될 것이다.

이 기념행사에서는 대학 설립과 발전에 기여한 10명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그리고 100년의 역사 동안 학교
에 크게 공헌한 인물들에게 공로상 및 특별 공로상을 수여하였다. 대학은 지나온 100년을 기억하며 세계 석학초
청 학술대회, 기념음악회 및 KBS 열린음악회, 인문학강좌 및 영성강좌, 사회복지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여 100
주년의 역사를 기념하고, 학교를 대내외에 알리는 기회로 삼았다. 특히 2011년 4월‘세계화와 사회적 성결’이라
는 주제로 개최된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는 미국, 독일, 중국, 일본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석학들이 참여하
여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모색하는 깊이 있는 학문적 자리였다. 총 10층 규모의 백주년 기념관은
성결교회와 동문의 모교 사랑의 결정체이다. 기념관은 도서관, 강의실, 회의실, 연구실 및 연구소 등을 갖추고
제2의 창학을 향한 도약의 초석이 될 것이다.
대학은 100주년을 기념하며 성결을 사회적 사랑으로 이어가고자 뜻 깊은 선교 및 봉사 프로젝트를 진행했
다. 지역사회 의료센터인 세종병원과 연계하여 심장병 학생을 후원하고, 서울신학대학교 공동체 전체가 장기기
증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2011년 6월에는 남·북한과 동·서독 청년들이 함께 독일 통일 현장을 돌아보고
한반도 통일을 염원하는 퍼포먼스와 청년선언, 통일포럼 등의 사업이 시행되었다. 또한 대학이 가지고 있는 전
문 지식과 정보를 교회와 사회에 전파하여 교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교수들이 일선 교회들을 방문하여 교역자
와 성도들을 위한 교육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한편, 의미 있는 기념문집 사업들이 그 결실을 보고 있다. 이명직 목사 전집 발간이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에
서 4년간의 노력으로 2012년 11월에 완성되었다. 또한 성결교단이 처음으로 시작한 성서주석이 집필되고 있으
며, 교내 교수들에게 100주년 학술연구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2013년 말에는 우수한 저서와 논문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대학사(大學史)에서 학교 설립 100년은 그 역사만으로도 큰 의미를 지닌다. 한국의 200여
개 종합대학 중에서 100년 역사를 지닌 대학은 10개 대학이며, 서울신학대학교는 역사를 기
준으로 하면 10대 대학에 속한다.
서울신학대학교의 지난 100년의 역사는 민족의 수난과 함께 한 고난의 역사였다. 일제식
민지가 시작된 이듬해인 1911년 3월 13일 개교하여 1943년 사중복음의 재림의 교리가 국체에 위배된다고 하여
일제에 의해 성결교회 교단이 해단되고 학교는 폐교되었다. 1945년 해방의 감격 속에서 다시 학교는 문을 열었
으나, 1950년 6·25 한국전쟁 중 교수들의 납북으로 지도력 공백의 어려움을 겪었다. 우리의 동문 중에 일제하
에서는 박봉진 목사가, 6·25 한국전쟁 중에는 문준경 전도사가 순교의 피를 흘렸다. 일본에 나라를 빼앗겼던 암
울한 시대에 이 나라의 작은 횃불로서 25명의 학생으로 시작한 경성성서학원은 이제 3,500명의 재학생을 가진,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신학대학교로 성장하였다. 서울신학대학교의 100년 역사는 성결교회사와 한국기독교
사의 흐름을 주도하면서, 기독교적 소명으로 충만한 수많은 목회자와 각 전문분야의 기독교 지도자를 배출하여
민족과 이웃에 대한 헌신과 사랑을 실천해 왔다.
이제 개교 100년을 맞아 제2 창학의 정신으로 지성·영성·덕성이 조화된 최고의 목회자와 기독교 전문인
을 배출하는 세계 최고 복음주의 기독교 명문대학으로의 비상을 꿈꾸고 있다. 또한 미국의 에즈베리 대학교와
에모리 대학교, 일본의 동지사 대학 그리고 중국의 길림사범대학과 업무교류 및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대학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 글로벌 시대에 해외 명문대학과의 이러한 학문 및 인적 교류는 국제적인 기독교 명문대
학의 성취를 앞당기는 신호이다.
서울신학대학교는“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라는 요한복음 17장 17
절을 현관 초석에 새김으로써‘진리와 성결’이 체화된 하나님의 일꾼들을 길러낼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였다.
앞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날마다 새롭게 하면서 세계와 함께 호흡하는 글로벌 리더, 진실하고 실력있는 목회자,
창조적인 기독교 전문인을 양성하는 세계 최고의 기독교 명문대학으로 영원히 웅비해 나갈 것이다.
서울신학대학교의 오늘의 모습은 내일의 성결교회, 한국 교회 그리고 세계 교회의 모습이며, 나아가 한국 사
회와 인류의 모습이 될 수 있다. 100주년을 계기로 서울신학대학교는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일꾼을 양성하고,
인류사회에 크게 기여할 영적 지도자 배출의 요람이 되고자 하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예수 그리
스도의 가르침을 따라‘두 손 모아 기도하는 영성공동체, 열심히 공부하는 학문공동체,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자 한다.

2. 세계적인 기독교
명문대학을 향하여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has reached its centennial. On the occasion of the
centennial on March 13, 2011, STU adopted the motto“Centennial of the School,
New People, New History”. It means that we want to raise up new people and
create a new history. And Psalm 36:9,“For with you is the fountain of life; in your
light we see light”,was chosen as the educational motto.
President Yu Suk-Sung, who was inaugurated as the 16th president in September 2010, presented the
vision of making STU a distinguished global Christian university nurturing creative Christian leaders with
education that harmonizes academics, spirituality, and morality, and at the centennial celebration in March
2011, he emphasized the historical meaning of the centennial as follows.

1. Centennial of the School,
New People, New History

We remember and value the firsts and proud parts of our school's history, and we plan to continue to
produce great and glorious things. We are proud of our one hundred year history because it gives us the
determination and hope to move forward in the next one hundred years. We want to take the spirit of the
fourfold gospel of regeneration, sanctification, divine healing, and the second coming of Christ, which was
the motto of our forefathers, and modernize it for this generation and embody it in society so that we can be
salt and light in society with the lofty spirit of our alumni martyred with hearts full of God’
s will and the love
of Jesus Christ. Love is action. Love that is not practiced is not love. Love is embodied in justice, and when
justice is carried out, peace is attained.

Starting with the centennial vision proclamation in October 2010 the preparations for the centennial projects
began in earnest, and on March 15, 2011, over 5000 people from the denomination, alumni, and other guests
gathered for a meaningful centennial worship service giving glory to God. At this historical worship service and
ceremony, the“Seoul Theological University Centennial Vision Declaration”was adopted as follows.
1.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will spread the value of life with God to modern worldly people.
2.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will train integrated intellectuals based on practical knowledge.
3.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will be a cradle for“leaders with moral character”.

At this commemorative event, ten people who have contributed to the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the school received honorary doctorates, and awards for meritorious service were given to those who have
contributed greatly to the school throughout its one hundred year history. Also world-renowned scholars were
invited to a centennial academic gathering, and a series of concerts, the KBS Open Concert, humanities lectures
and spirituality lectures, a social welfare symposium, and other events were held to commemorate the
centennial, and these were opportunities to publicize the school more widely. In particular, in April 2011 the
centennial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 was held, with the theme“globalization and social holiness”.
Prominent scholars from the USA, Germany, China, and Japan participated, and it was an in-depth academic
gathering exploring the social responsibility and roles of Christians. The ten-story centennial memorial hall is
the result of the love of alumni and the KEHC for the school. This building contains a library, classrooms,
offices, meeting rooms, and research centers, and will be the cornerstone for a leap toward the second
foundation of the school.
Meanwhile, meaningful collections of works for the centennial are bearing fruit. The complete works of
Rev. Lee Myung-Jik were completed in November 2012 after four years of hard work by the Institute for the
Study of Modern Christianity. Also, the first Bible commentary of the Korean holiness church is being
compiled, and the centennial academic research support project for STU faculty is taking place, and we should
see excellent books and articles coming out at the end of 2013.
In commemoration of the centennial, meaningful missions and service projects were carried out to spread
holiness through love for society. In cooperation with the local Sejong Hospital, STU has supported students
with heart disease, and the whole STU community has participated in the organ donation movement. In June
2011 a project was carried out for young people from North and South Korea and East and West Germany to
visit the location of German unification together; this included a performance longing for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 young people's declaration, and a unification forum. Also, professors from every major
with various topics received applications from across the nation to visit churches to hold educational seminars
for pastors and lay people, to share the university’
s professional knowledge and information with the church

and society and contribute to church development.
In the history of Korean universities, having a history of one hundred years in itself
has great meaning. Among the over 200 universities in South Korea, there are just
ten with a history of over one hundred years, and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is
one of them.
The last 100 years of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s history have been a history
of suffering together with the ordeals of the Korean people. STU was founded on
March 13, 1911, the year after the Japanese colonial era began, and in 1943 the Korean holiness church was
disbanded and the school was closed by the Japanese Empire because the doctrine of the second coming of
Christ violated national policy. In 1945 the school's doors were opened again in the excitement of the
liberation, but during the Korean War which started in 1950, the school suffered a leadership vacuum when
several professors were kidnapped by North Korea. Among our alumni, Rev. Park Bong-Jin was martyred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and Evangelist Moon Joon-Gyung was martyred during the Korean
War. Kyung Sung Bible School which began with 25 students as a small torch in the dark era when the nation
was snatched away by Japan, has now grown to be Korea’
s largest theological university with 3500 students.
We can see that in its 100 year history,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has taken the lead in the trends of the
Korean church and Christianity.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has practiced love and devotion for neighbors
and the Korean people through producing numerous pastors and Christian leaders in every professional field
filled with a Christian calling.
Now as we have met the centennial of the school's founding, we are dreaming of soaring to be a
distinguished global evangelical Christian university producing the best pastors and Christian professionals with
a balance of academics, spirituality, and moral character, in the spirit of the school's second founding. Also
STU's international status has been raised through sister relationships and exchanges with schools like Asbury
Theological Seminary and Emory University in the United States, Doshisha University in Japan, and Jilin
Normal University in China. Academic and personnel exchanges with distinguished universities overseas are a
sign of advancing toward becoming a distinguished international Christian university in this global era.
Like the verse inscribed on the cornerstone of the main building,“Sanctify them by the truth; your word is
truth”(John 17:17), we once again commit ourselves to raising up workers for God filled with truth and
holiness. In the future,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will fulfill the task entrusted to us by God newly every
day, and we will eternally leap to become a top global Christian university training global leaders in step with
the world, sincere and capable pastors, and creative Christian professionals.
The state of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today is the state of tomorrow's Korea Evangelical Holiness
Church, the Korean church, and the global church, as well as the state of Korean society and humanity. The
centennial is an opportunity for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to nurture workers of love, justice and peace, to
become a cradle producing spiritual leaders contributing greatly to humanity, and to become a spiritual
community of prayer, an academic community of diligent study, and a loving community of service following
the teachings of Jesus Christ and embracing the hope of God’
s kingdom.

2. Toward a Distinguished
Global Christia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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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교 100주년 비전선포식(2010. 10)
STU Centennial Vision Declaration (October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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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회음악과 정기연주회
Church Music Department Performance

② 교수음악회
Faculty Rec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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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제학술대회
①

②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

② 개교 100주년 기념 동문친선테니스대회
STU Centennial Alumni Tennis Tourna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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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인문학강좌(김동길 교수)
Third Term of Humanities Lectures (Professor Kim Dong-G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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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② 100주년 기념관 기공식
Groundbreaking for the Centennial Memorial Hall

) 서울신학대학교 100년 역사 화보집

① 100주년 기념관 조감도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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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① 세계 석학초청 국제학술대회(2012. 5)
World renowned scholars'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 (May 2012)

② 강연하는 몰트만 교수(2012. 5)
Professor Moltman (May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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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교 100주년 기념 KBS 열린음악회
KBS Open Concert STU Centenn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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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①

③

① 홍보대사 위촉 - 김범수와 선우(2011. 9)
Appointing publicity ambassadors - Kim Bum-Soo and Sunwoo (September 2011)

② 이남열·박용연 장학재단 추가 기금 전달식(2011. 3)
Ceremony donating funds for the Lee Nam-Yeol/Park Yong-Yeon Scholarship
Foundation (March 2011)

③ 동혜장학재단 설립(2012. 2)
Establishing the Donghye Scholarship Foundation (February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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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길림사범대학 자매결연 체결(2012. 4. 25)

①
②

③

Made a sister relationship with Jilin Normal University (April 25, 2012)

② 에모리대학교 교류
Exchanges with Emory University

③ 국내외 신문에 나온 100주년 관련 기사들
Articles about STU centennial in domestic and overseas newspa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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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교직원이 한자리에
(2011)

Faculty and staff (2011)

1911. 3. 13

성서학원 개교(서울 무교동에서) 제1대 원장 존 토마스 씨 취임

1919. 4

제2대 원장 헤슬렙 씨 취임

March 13, 1911
April 1919
April 1920
April 1921
April 1926
1929
1930
May 31, 1940

1920. 4

제3대 원장 어니스트 길보른 씨 취임

1921. 4

충정로로 교사 신축 이전

1926. 4

제4대 원장 웃스 씨 취임

1929

제5대 원장대리 이명직 목사 취임

1930

제5대 원장 이명직 목사 취임

1940. 5. 31

경성신학교로 개칭(구제 전문학교령에 의한 4년제) 제1대 교장에 이명직 목사 취임

1943. 12. 29

일제의 탄압으로 교단 해체 및 폐교당함

1945. 11. 20

조국 광복으로 개교, 서울신학교로 개칭, 제2대 교장에 이건 목사 취임

1950. 6. 28

6·25전쟁으로 임시 휴교, 제2대 교장 이건 목사 및 교수 다수 납북당함

1950. 12

부산으로 이전하여 개교 제3대 교장에 이명직 목사 취임

1953. 4

서울로 환도하여 개교

1959. 2. 26

서울신학대학으로 인가(신학과 정원 200명) 제1대 학장에 이명직 박사 취임

1961. 1

제2대 학장에 에드윈 길보른 박사 취임

1964. 4. 22

학교법인 서울신학대학으로 설립

1965. 9. 20

이명직 박사 명예학장 추대

1968. 3. 9

제3대 학장에 조종남 박사 취임

1970. 10

선교문제연구소 및 출판부 설치

1971. 1. 25

서울신학대학 대학원 인가(신학석사 정원 40명)

1971. 6

교직과정 설치 인가

1972. 3. 1

제4대 학장에 조종남 박사 연임

1973. 6

부설기관 설치 인가(교역자 양성원, 교역자 연수원, 평신도 훈련원)

1974. 9. 25

경기도 부천시로 교사 신축 이전(본관 및 생활관)

1976. 3. 1

제5대 학장에 조종남 박사 연임

1976. 12

종교음악과 설립 인가

1977. 12

기독교교육과 설립 인가(입학 정원 30명)

1980. 3. 1

제6대 학장에 조종남 박사 연임

1980. 3. 15

신학박사 과정 인가(정원 6명)

1980. 9. 26

대강당 신축 봉헌 및 본관 3층 증축

1980. 11. 3

서울신학대학 신학대학원 인가(신학석사 100명)

1981. 10. 20

사회사업학과 설립 인가(입학 정원 40명)

1981. 11. 25

대학원 학과 증설(기독교교육과, 종교음악과：현재 정원 50명)

1981. 12. 30

조종남 박사 명예학장 추대

1982. 11. 19

제7대 학장에 이상훈 박사 취임

1983. 9. 8

신학과 야간부 설립 인가(졸업 정원 30명)

Bible School established in Mugyo-Dong Seoul; Rev. John Thomas installed as 1st principal
Rev. Heslep installed as 2nd principal
Rev. Ernest Kilbourne installed as 3rd principal
Moved to new campus in Choongjungro, Seoul
Rev. Woods installed as 4th principal
Rev. Lee, Myung-Jik installed as acting 5th principal
Rev. Lee, Myung-Jik installed as 5th principal
Name changed to Kyung Sung Seminary (4-year college according to the old law of professional
schools); Rev. Lee, Myung-Jik inaugurated as 1st president
December 29, 1943 Denomination and School closed by the Japanese occupational government
November 20, 1945 Reopened upon restoration of Korean national government, name changed to Seoul
Seminary; Rev. Lee Gun inaugurated as 2nd president
June 28, 1950
Closed temporarily due to Korean War; President Lee Gun and several professors abducted to
North Korea
December 1950
Reopened on temporary campus in Busan; Rev. Lee, Myung Jik inaugurated as 3rd president
April 1953
Moved back to Seoul and reopened
February 26, 1959 Accredited by Korean government as Seoul Theological College; Dr. Lee, Myung-Jik
inaugurated as 1st college president
January 1961
Dr. Edwin Kilbourne inaugurated as 2nd college president
April 22, 1964
Seoul Theological College Educational Foundation formed
September 20, 1965 Dr. Lee, Myung-Jik installed as President Emeritus
March 9, 1968
Dr. Cho, Chong-Nahm inaugurated as 3rd college president
October 1970
Established Missions Issues Research Center and Publishing Department
January 25, 1971
Seoul Theological College Graduate School accredited
June 1971
Established teacher-training courses
March 1, 1972
Dr. Cho, Chong-Nahm inaugurated as 4th college president
June 1973
Accreditation of Affiliated Institutions (Pastoral Training Institute, Graduate School of Ministry, Lay
Training Institute)

September 25, 1974
March 1, 1976
December 1976
December 1977
March 1, 1980
March 15, 1980
September 26, 1980
November 3, 1980
October 20, 1981
November 25, 1981
December 30, 1981
November 19, 1982
September 8, 1983

Moved to new campus in Bucheon, Kyounggi Province (main building and dormitory)
Dr. Cho, Chong-Nahm inaugurated as 5th college president
Established Religious Music Department
Established Christian Education Department
Dr. Cho, Chong-Nahm inaugurated as 6th college president
Accreditation of Doctorate of Theology program
Dedication of new chapel bulding and 3rd floor addition to main building
Accreditation of Seoul Theological College Graduate School of Theology
Established Social Work Department
Added graduate school degree programs (Christian Education, Religous Music)
Dr. Cho, Chong-Nahm installed as honorary president
Dr. Lee, Sang-Hoon inaugurated as 7th college president
Established evening school program in the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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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학대학교 연혁

제8대 학장에 이상훈 박사 연임

1984. 11. 22

이명직기념도서관 신축 봉헌
제2생활관(여학생 생활관) 준공
제9대 학장 조종남 박사 취임

1989. 10. 28

종교음악과를 교회음악과로 명칭 변경

1989. 11

신학대학원 정원 증원(200명)

1990. 11

신학대학원 정원 증원(현재 240명)

1990. 12

대학원 교사 신축 완공(본관, 소강당, 생활관)

1991. 11

대학원 정원 증원(현재 60명)

1992. 2. 27

제10대 학장 강근환 박사 취임

1992. 4. 1

서울신학대학교로 교명 변경, 교명 변경에 따라 학장에서 총장으로 변경

1993. 9. 4

대학원 정원 증원(현재 70명) 신학대학원 정원 증원(현재 260명)

1994. 10. 21

신학대학원 정원 증원(현재 330명)

1995. 4. 5

제11대 총장 최희범 박사 취임

1995. 10. 4

선교영어학과 설립 인가(입학 정원：주간 40명, 야간 60명)

October 21, 1994
April 5, 1995
October 4, 1995

사회사업학과 설립 인가(입학 정원：야간 60명)
1995. 10. 18

대학원 학과 증설(사회사업학과 정원 15명)

October 18, 1995

목회대학원 설립 인가(정원 120명)
사회복지대학원 설립 인가(정원 65명)
1996. 9. 2

제12대 총장 한영태 박사 취임

1996. 10. 24

보육학과 설립 인가(입학 정원：야간 60명)

1996. 11. 2

선교대학원 설립 인가(정원 75명)

September 2, 1996
October 24, 1996
November 2, 1996

임상목회대학원 설립 인가(정원 75명)
1996. 11. 27

Providence College and Seminary와 자매결연 체결

1997. 5. 27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봉사단 창단

1997. 7. 8

부천시 삼정복지관 운영위탁 받음

1997. 10. 25

대학원 사회사업과정을 사회복지과정으로 명칭 변경

1997. 11. 5

학부 사회사업학과를 사회복지학과로 명칭 변경

1997. 12. 16

Washington Bible College와 자매결연 체결

1998. 10. 19

보육학과 설립 인가(입학 정원：주간 40명)

1998. 11. 13

임상목회대학원을 상담대학원으로 명칭 변경

November 27, 1996
May 27, 1997
July 8, 1997
October 25, 1997
November 5, 1997
December 16, 1997
October 19, 1998
November 13, 1998

신학대학원, 목회대학원을 신학대학원으로 통합
1999. 5. 17

부천시 보육정보센터 위탁 운영

2000. 8. 24

성결인의 집 신축 봉헌

2000. 11. 15

The University of Newcastle과 자매결연 체결

2001. 6. 22

삼정복지회관 재위탁 운영(2001. 7. 1~2006. 6. 30)

2001. 7. 16

Alan Walker College of Evangelism과 자매결연 체결

2001. 7. 26

목회선교전문대학원 설립

2001. 9. 2

제13대 총장 최종진 박사 취임

2002. 7. 6

우석기념관 신축 봉헌

May 17, 1999
August 24, 2000
November 15, 2000
June 22, 2001
July 16, 2001
July 26, 2001
September 2, 2001
July 6, 2002

Dr. Lee, Sang-Hoon inaugurated as 8th college president
Dedicated Lee Myung-Jik Memorial Library
s dormitory)
Completed construction of second dormitory (women’
Dr. Cho, Chong-Nahm inaugurated as 9th college president
Name of Religious Music Department changed to Church Music Department
Graduate School of Theology increased to 200 per class
Graduate School of Theology increased to 240 per class
Completion of Graduate School Building (main building, auditorium, dormitory)
Graduate School increased to 60 students per class
Dr. Kang Keun-Hwan inaugurated as 10th college president
Name changed to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increased to 70 students per class, Graduate School of Theology increased to
260 students per class
Graduate School of Theology increased to 330 students per class
Dr. Choi, Hee-Bum inaugurated as 11th university president
Established Mission English Department
Established evening school program in Social Work Department
Established Social Work department in Graduate School
Established Graduate School of Ministry
Established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Dr. Han Young-Tae inaugurated as 12th university president
Established Child Care Education Department
Established Graduate School of Mission
Established Graduate School of Clinical Ministry
Made sister relationship with Providence College and Seminary
Established STU Volunteer Service Corps
STU entrusted with administration of Bucheon City’
s Samjung Welfare Center
Graduate School Social Work program renamed to Social Welfare
Undergraduate Social Work Department renamed to Social Welfare Department
Made sister relationship with Washington Bible College
Established Child Care Education Department Daytime program
Graduate School of Clinical Ministry renamed Graduate School of Counseling
Graduate School of Theology and Graduate School of Ministry combined into Graduate
School of Theology
Management of Bucheon Educare Information Center entrusted to STU
Dedication of the newly built House of Holiness
Made sister relationship with the University of Newcastle
Management of Samjung Welfare Center reentrusted to STU (July 1, 2001 - June 30, 2006)
Made sister relationship with Alan Walker College of Evangelism
Established Graduate School for Ministry and Missions
Dr. Choi Jong-Jin inaugurated as 13th university president
Dedication of the newly built Woosuk Memorial 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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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10. 15
1988. 3. 1

March 16, 1984
November 22, 1984
October 15, 1987
March 1, 1988
October 28, 1989
November 1989
November 1990
December 1990
November 1991
February 27, 1992
April 1, 1992
September 4,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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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3. 16

Haggard School of Theology at Azusa Pacific University와 자매결연 체결

2003. 9. 4

대학원 학과 증설(보육학과：신설)

2004. 2. 6

CTS기독교TV와 산학협력 체결

2004. 3. 2

목회선교전문대학원을 신학전문대학원으로 명칭 변경

2004. 5. 5

미국 North Dakota State University와 자매결연 체결

2004. 5. 6

캐나다 토론토 Knox College와 자매결연 체결

2004. 5. 10

United Theological College와 자매결연 체결

2004. 5. 14

부평구 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활동 협약 체결

October 25, 2002
May 23, 2003
September 4, 2003

신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증원(15명), 대학원 박사과정 증원(6명)

2004. 5. 28

부천시 보육정보센터 재위탁 운영(2004. 6. 1~2007. 5. 31)

2004. 9. 2

제14대 총장 목창균 박사 취임

2004. 10. 29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와 자매결연 체결

2005. 2. 3

교육복지센터 준공

2005. 2. 21

聖光神學院(Holy Light Theological Seminary)과 자매결연 체결

2005. 10. 20

중국어과 신설(입학정원：35명)

2006. 2. 1

University of the Holy Land와 자매결연 체결

2006. 4. 19

성결대학교와 자매결연 체결

2006. 4. 25

Asbury Theological Seminary와 자매결연 체결

2007. 5. 26

Calcutta Bible Seminary와 자매결연 체결

2007. 7. 17

동방대학과 자매결연 체결

2007. 9. 2

제15대 총장 목창균 박사 취임

2008. 5. 9

California Baptist University와 자매결연 체결

2008. 8. 27

Nyack College와 자매결연 체결

2008. 9. 29

호서대학교와 자매결연 체결

2008. 12. 5

Azusa Pacific University와 자매결연 체결

2009. 1. 23

Nusantara Bible Seminary와 자매결연 체결

2009. 4. 24

하얼빈이공대학 원동대학과 자매결연 체결

2009. 8. 31

선교영어학과를 영어과로 명칭 변경

2009. 9. 20

International Evangelical College와 자매결연 체결

2010. 4. 23

Yanbi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연대과학기술대학)와 자매결연 체결

2010. 7. 20

Simpson University와 자매결연 체결

2010. 9. 2

제16대 총장 유석성 박사 취임

2010. 10. 12

일본어과 신설(입학정원：30명)

2010. 11. 24

경인교육대학교와 자매결연 체결

2011. 3. 15

개교 100주년 기념예배

2011. 9. 16

대학원 학과 증설(석사과정：유아교육학과, 박사과정 : 사회복지학과, 교회음악학과)

2012. 4. 25

길림사범대학과 자매결연 체결

2012. 6. 18

부천시와 도서관 상호 협력 협약체결

2012. 11. 16

실용음악과 신설(입학정원：20명)

February 6, 2004
March 2, 2004
May 5, 2004
May 6, 2004
May 10, 2004
May 14, 2004
May 28, 2004

Established Early Childhood Education Department
Made a sister relationship with Haggard School of Theology at Azusa Pacific University
Established Childcare Education Department in the Graduate School
Added doctoral program in Professional Graduate School of Theology, and doctoral program
in Graduate School
Made an industry-academic agreement with CTS Christian TV
Graduate School for Ministry and Missions renamed to Professional Graduate School of
Theology
Made a sister relationship with North Dakota State University, USA
Made a sister relationship with Knox College in Toronto, Canada
Made a sister relationship with United Theological College
Made an agreement for volunteer service with Bupyoung-Gu Volunteer Service Center
Management of Bucheon Educare Information Center reentrusted to STU (June 1, 2004 - May
31, 2007)

September 2, 2004
October 29, 2004
February 3, 2005
February 21, 2005
October 20, 2005
February 1, 2006
April 19, 2006
April 25, 2006
May 26, 2007
July 17, 2007
September 2, 2007
May 9, 2008
August 27, 2008
September 29, 2008
December 5, 2008
January 23, 2009
April 24, 2009

Dr. Mock Chang-Gyoon inaugurated as 14th university president
Made a sister relationship with Asia Center for Theological Studies and Mission
Education Welfare Center completed
Made a sister relationship with Holy Light Theological Seminary
Established the Chinese Language Department
Made a sister relationship with the University of the Holy Land
Made a sister relationship with Sungkyul University
Made a sister relationship with Asbury Theological Seminary
Made a sister relationship with Calcutta Bible Seminary
Made a sister relationship with East University of China
Dr. Mock Chang-Gyoon inaugurated as 15th university president
Made a sister relationshp with California Baptist University
Made a sister relationship with Nyack College
Made a sister relationship with Hoseo University
Made a sister relationship with Azusa Pacific University
Made a sister relationship with Nusantara Bible Seminary
Made a sister relationship with The Far East Institute of Harbi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August 31, 2009
Mission English Department renamed to English Department
September 20, 2009 Made a sister relationship with International Evangelical College
April 23, 2010
Made a sister relationship with Yanbi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July 20, 2010
Strategic Alliance begun with Simpson University
September 2, 2010 Dr. Yu Suk-Sung inaugurated as 16th university president
October 12, 2010
Japanese language department established
November 24, 2010 Sister relationship with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March 15, 2011
Centennial worship service
September 16, 2011 New departments in the Graduate School (masters: early childhood education; doctoral: social
welfare, church music)

April 25, 2012
Sister relationship with Jilin Normal University
June 18, 2012
Cooperative agreement between the City of Bucheon and STU library
November 16, 2012 Practical music department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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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과 설립 인가(입학 정원：주간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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