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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신학대학교 역사와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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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신학대학교 역사
History of HTUS

1. 호남성경학원(1955-1961)
호남성경학원의 전신은 미국 남장로교 한국 선교회
광주선교부에서 1948년 설립한 광주성서학관이다.
본 학과는 1954년 중앙성경학교로 개편되었으며,
그 학교의 초대교장은 김아열(Bruce A. Cumming) 목사였다. 이어 본 중앙성경학교 제2대 교
장인 부명광(George T. Brown) 목사는 1956년
에 교명을 호남성경학원으로 개명하였다.
2. 호남신학원(1961-1971)
호남성경학원과 노회에서 운영하는 광주신학교가
1961년 통합하여 호남지역의 신학교육을 총괄하는
호남신학원이 설립되었다. 본 교단 46회 총회는
1960년에 호남신학원의 설립을 인준한 바 있었다.
호남신학원 제1대 교장으로 부명광 목사가 취임하
였는바, 당시의 재학생은 60명이었다. 1961년 12
월 9명의 첫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1965년에는 로
이스터 기념교회에서 10.000달러를 후원하여 로
이스터 기념 도서관을 건립하였고, 브라운 기념강
연회(Frank A. Brown Memorial Lecture)가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3. 호남신학교(1971-1989)
1971년은 미국 선교부가 기증한 교사를 중심으로
학교법인 장로회 호남신학을 설립하여 문교부의 인
가를 받았다. 1972년 호남신학원은 각종학교인 호
남신학교로 개편 인가되었다. 이 시기 학교의 교육
목표는 “성서적 신학에 입각하여 대한 예수교 장로
회 산하에서 농촌교회 교역자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
실시”였다. 이때부터 학교의 운영의 주체가 미국 선
교회로부터 한국인으로 변환되었다.

인도아 제3대 교장이 1974년 취임한 이후 학교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 백운동 교사부지에 도로가 생기
는 것을 계기로, 미국 선교부 부지인 현 양림동 108
번지로 학교를 신축 이전한 것이다. 봉헌예배는
1975년 9월에 있었다. 1982년 제6대 교장으로 황
승룡 목사가 취임했다. 이후 1984년 교사를 증축하
여 대강당, 도서관를 마련하였고, 1984년부터 4년
제 대학 학력인정교로 승인되었다.
4.호남신학대학(1989-1992)

5.호남신학대학교(1992-현재)
1996년에는 본관 건물을 신축하여 새로운 강의실과
행정실을 확충하였고, 신학대학원(정원 120명)과 일
반대학원을 설치하였다. 1998년에 실시한 제1주기
대학종합평가에서 영역별로 최우수, 또는 우수대학
으로 평가받았다. 1999년에는 신학박사과정을 인
가받았으며, 2000년에는 900석 규모의 도서관을
신축하였다. 2004년에는 사회복지 상담학과(정원
40명)를 신설하였으며, 2005년 개교 50주년 행사
를 성황리에 마쳤다. 2004년 제4대 총장으로 차종

1988년에는 교회음악과를 증과하고, 음악관을 신

순 박사가 취임하였다. 2010년에는 350명 수용 가

축하였다. 1989년에는 호남신학대학으로 개편인가

능한 기숙사가 완공되었고, 2012년 제6대 총장으

를 받아 정규 4년제 대학으로 승인받았으며, 초대 학

로 노영상 박사가 취임했다.

장으로 황승룡 박사가 취임하였다. 1991년에는 대
한 예수교 장로회 제76회 총회에서 총회직영신학대
학으로 인준받았다.

호남신학대학교 비전: 사도행전 프로젝트
Vision of HTUS: ACTS Project

1. 사명(Mission): 세계선교와 하나님 나라의 구현
2. 목적(Purpose): 믿음과 배움과 섬김으로 이루어 가는 신학교육의 세계화
교회교육의 지역중심화 대학교육의 개방화
3. 비전(Vision): 호남신학대학교의 총체적 선교 동력화
4. 열두 개의 프로젝트(Projects):
1) 로마(서) 프로젝트-우리가 구현하여야 할핵심가치와 복음의 핵심에 대해
연구하고 책과 디지털 데이터 및 방송자료로 편집한다.
2) 디모데 프로젝트-선교와 목회를 위한 인적 자원 개발
3) 아라비아 프로젝트 (또는 광야 프로젝트로 명명)-신학생과 평신도의 영성
개발
4) 코이네 프로젝트-새로운 미디어들을 적극 활용하여 의사소통
5)빌립보 프로젝트-교회 개척 프로젝트
6) 안디옥 프로젝트-전 세계에 권역별로 선교를 위한 전진기지를 설립
7) 디아스포라 프로젝트-이주민 교회들의 활성화
8) 고린도 프로젝트-선교지에 따른 상황화 전략
9) 예루살렘 프로젝트-장애요인들에 대한 신학적이며 행정적인 대처
10) 멜리데 프로젝트-재정적 자원 개발
11) 오네시모 프로젝트-개인적 회심을 위한 훈련 프로젝트
12) 에베소 프로젝트-전지구적인 정의와 평화 및 창조의 보전을 추구하는
우주적 샬롬 커뮤니티를 이루는 것이 목표

1. Mission: World Mission and Working Toward God’s Kingdom
2. Purpose:
- Globalization of theological education through faith, learning,
and service
- Church education focused on local communities
- Accessibility of university education
3. Vision: Total mobilization of HTUS for mission
4. Twelve Projects:
(1) Project Romans – Research on and publish our core values and
the heart of the Gospel through digital media and broadcasting
(2) Project Timothy – Nurture people for mission and ministry
(3) Project Arabia (or Project Wilderness) – Develop spirituality of
seminarians and lay Christians
(4) Project Koine – Communicate through active use of new media
(5) Project Philippi – Church-planting project
(6) Project Antioch – Establish region-specific forward bases around
the world for mission
(7) Project Diaspora – Activate migrant churches
(8) Project Corinth – Situational strategies for each specific mission
field
(9) Project Jerusalem – Theological and administrative care for
obstacles
(10) Project Melide – Develop financial resources
(11) Project Onesimo – Discipline for personal restoration
(12) Project Ephesus – Establish community of universal shalom in
pursuit of global justice, and peace, and preserve the Cre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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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신학대학교 사도행전 프로젝트의 비전

총장 인사말

││││││││││
호남 지역은 대한민국에서 개신교 인구분포가가장

국의 복음화와 세계선교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우

임), 황승룡 총장님, 차종순 총장님 과 나덕환 초대

높은 곳입니다. 한국교회 성장의 역사 속에서 중심

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호남지역을 넘어서 온 세계에

이사장님(순천제일교회 목사 및 본 교단 증경총회

적인 역할을 호남지역이 담당한 것입니다. 우리 호

전하는 '브라카'(히브리어로‘복’이라는 의미)가 될 것

장), 황호은 이사장님 외 여러 이사장님들과 모든 동

남신학대학교가 한국교회

입니다.

문과 지역의 목회자들의 수고를 기억하는 호남신학

성장의 한 복판에 서있다

호남신학대학교로 인하여

대학교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입니다.

21세기를 맞이하여
본교는 지난 60년의 역사위에

광주가 진정한 빛의 고을이
되며, 온 세상을 밝히게 되
기를 소망합니다.

본교는 지난 58년 동안 7

새로운 60년의 역사를

본교의 발전을 위해 많은 수

천 6백여 동문을 배출하였

쓰려고 합니다.

고를 아끼지 않으신 초대 교

습니다. 그 중에는 남정규

장

브 라 운 (George

목사(총회장), 안영로 목사

Thompson Brown) 박사

(총회장), 고훈 목사(안산

님(미국 컬럼비아신학교 교

제일교회 시무), 손성현 목사(벧엘교회 원로목사),

수 역임)을 비롯하여, 김형모 박사님(매산고 교장 및

김유수 목사(월광교회 시무) 등 훌륭한 선배님들이

본 교단 총회장 역임), 맹용길 교장님(장신대 학장 역

계십니다.
현재 본교는 대학부, 신학대학원, 각종대학원, 평
생교육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학부에는 신학
과, 사회복지상담학과, 음악학과의 세 과가 있으며,
신학대학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의 목사후보생
교육기관입니다. 대학원에는 신학을 전공하는 일반
대학원, 기독교 상담 전공의 상담대학원 그리고 교
회음악대학원 등등 다양한 석사학위 과정과 박사학
위 과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학대학원의 학년 정원은 120명으로서, 본 교단
7개 신학대학교 중 두 번째로 많은 신대원 정원입니
다. 21세기를 맞이하여 본교는 지난 60년의 역사위
에 새로운 60년의 역사를 쓰려고 합니다. 지역 교
회가 마을공동체의 행복중심이 되도록 연구하고 실
천에 옮기는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은 한

호남신학대학교

총장

노 영 상

ysro@htus.ac.kr
http://theology-ethics.net

President’s Greeting
││││││││││
general study in Theology, a specialization in

Christian population ratio in Korea. This region

Christian Care & Counseling, Church Music, and

has been in the front and center of the history

more. The Seminary annually oﬀers admissions

of Korean Christianity in terms of its growth.

to 120 people in the Master of Divinity program,

Moreover, it would be true to say that Honam

and this is the second largest seminarian group

Theological University and Seminary (HTUS)

among the 7 seminaries of the Presbyterian

stands proudly at the focal point in the growth

Church of Korea.

5_6 총장인사말

It is said that Honam region has the highest

of Korean Christianity.
In the 21st century, we are well-prepared to
For the past 58 years, this institute has pro-

open a new chapter for another 60 years build-

duced more than 7600 Christian leaders and

ing upon the proud 60 years of our history. We

alumni. And from them, we saw many great

will strive toward placing our local churches as

Christian leaders rise such as Rev. Nam Jung-

central hubs of joyfulness in our local commu-

kyu (Moderator of the General Assembly), Rev.

nities. This ministry, we believe, will become

An Young-ro (Moderator of the General Assem-

the basis for evangelization of Korea and the

bly), Rev. Koh Hoon (Senior Pastor of First Ansan

world mission. We believe that we will be 'be-

Church), Rev. Kim Yoo-su (Senior Pastor of We-

raka' ('blessing' in Hebrew) not only in Honam

olgwang Church), and many others.

region but all throughout the world. It is also
our hope and prayer

Furthermore, this

that through Honam

institute has ex-

Theological University

panded to include

and Seminary the City

Cha Jong-sun(previous President), Chairman

diverse

courses

of Gwangju will be-

Na Duk-hwan (Founding Chairman of the

consisting of the

come the city on a hill

Board, Senior Pastor of First Sooncheon

undergraduate

illuminating every cor-

Church, and the previous Moderator of this

program, the Sem-

ner of the world.

denomination), Chairman Hwang Ho-eun

inary in theology,

(Chairman of the Board of Directors), all of the

the graduate pro-

This institute is forever

Directors on the Board, and numerous alumni

gram in various ac-

indebted to the tireless

and ministers. With grateful heart, Honam

ademic areas, and the continued education

works of Dr. George Thompson Brown, the first

Theological University and Seminary will

program. There are three departments of The-

Principal of HTUS (previous professor at Colum-

move to the future in God.

ology, Music, and Social Welfare & Counseling

bia Theological Seminary, USA), Dr. Kim Hy-

in the undergraduate program. And the Semi-

oung-mo (Principal of Maesan High School and

nary currently trains ministerial candidates for

the past Moderator of the PCK), Dr. Maeng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Tonghap). At

Yong-gil(previously Principal of PCTS), Dr.

the moment, the graduate schools include a

Hwang Seoung-ryong (previous President), Dr.

President

YoungSang Ro

한국기독교 200년을 향한
인재양성의 요람 호남신학대학교
HTUS, Leading Institue in Theological Education

Pistis • Didache • Diakonia
School Motto, Engraved in Stone

신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음악학과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기독교상담대학원
교회음악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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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소개

학문과 영성을 겸비한 지도자 양성
Educating leaders by integrating Theology and spirituality

신학과
Department of Theology

멘토 및 학년 지도교수

(Bachelor of Theology)

Mentors & Advisors

신학과는 한국교회의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영적훈련과 전문 신학수업을 제공하고 있다. 신학인식의 깊

김선종 Kim, Sun Jong
구약학 Dr. en Theol. Strassburg, France

이를 더하기 위하여 교양과정은 문학, 역사학, 철학 중심의 인문학 수업, 영어, 독일어 등의 외국어를 비
롯하여 히브리어와 헬라어 등의 고전어 교육을 포함하고 있다.
교회 현장사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에 필요한 전산 실무교육과 미디어 제작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신학과의 주요한 교육과정이다. 또한 성서지리 현장탐방, 기독교 역사유적지 탐방, 그리고 종교개혁지 탐
방등 기독교 역사적 현장을 온 몸으로 체험하는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인격적으로도 올바른 학생의 성
장과 그 지도를 위하여 4년 재학기간 동안 담당 멘토 교수제를 두어 운영하고 있다. 대학 학업성적이 우수
한 학생은 ‘신학대학원 성적 우수자 특별전형’으로 진학이 보장되며, 대학 재학 동안 교회봉사나 사회봉사
에 업적이 있는 학생은 ‘봉사특별전형’으로 신학대학원에 무시험 진학할 수 있다.
The Department of Theology is designed to educate leaders of Korean churches by integrating professional theological education and spiritual formation. For further theological studies, the Department provides students with biblical languages (Hebrew and Greek), foreign languages (English,
German), and humanities (Literature, History, Philosophy). For the ministry of church, the Department
also oﬀers administrative courses (Computational Practices, Visual Arts Production). It also provides
field education courses (Biblical Geography, Early Christian Heritages, and Reformed Heritages).
Besides curriculum, the Department provides a mentoring service as a means of oﬀering a variety of
services to students throughout their educational career at HTUS.
Students excelled in colleges are guaranteed to be accepted under ‘Special Admissions for Academic
Excellence for Seminary’. Furthermore, students with excellent records of church activity and/or social
services may be given the admissions to the Seminary without further exams under ‘Special Admissions for Excellence in Services’.

김병모 Kim, Byung Mo
신약학 Dr. Theol. Heidelberg, Germany
김금용 Kim, Keum Yong
설교학 Ph. D. Aberdeen, England
송인동 Song, In Dong
영어학 Ph.D. Chonnam, Korea
신재식 Shin, Jae Shik
조직신학 Ph.D. Drew, USA
오현선 Oh, Hyun Sun
기독교교육 Ph.D. Clermont, USA
이준섭 Yi, Jun Seop
교회사 Dr. Theol. Wuppertal, Germany
정기철 Chung, Ki Cherl
철학 Dr.Phil. Bochum, Germany
최광선 Choi, Kwang Sun
영성신학 Ph.D. Toronto, Canada
홍지훈 Hong, Ji Hoon
교회사 Dr. Theol. Bonn, Germany
황민효 Hwang, Min Hyo
조직신학 Th.D. Union-PSCE,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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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상담학과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nd Counseling

사회복지상담학과
(Bachelor of Arts)
사회복지상담학은 무한한 매력을 지닌 전공분야로서 한 인간의 행복한 삶(life)을 설계하는 학문이다. 이론과
실제의 균형있는 교육을 통하여, 졸업 후 사회복지사와 상담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지자체 상담실, 복지담당 공무원 종합병원, 기독교 단체. 평생교육원 등등에서 활동하게 된다.
협회와 학회의 공인 자격증을 졸업과 동시에 취득하도록 지도한다.
학부과정에서 인문학 교양교육과 인성교육을 통하여 기초훈련을 받고 전공과목을 통하여 사회복지사의 길이
나 전문상담사의길 교역자의 길로 나가게 된다.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은 복수전공제도를 통하여 신학을 함께
공부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목회나 전문상담목회를 위한 기초를 쌓을 수 있다.
Th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nd Counseling explores the wellbeing of human life. The department educates students who wish to earn a degree in social welfare and in counseling. After graduating, students will be qualified to work at social institutions such as community social welfare centers,
community rehabilitation centers, local counseling centers, hospitals, Christian institutions, continuing education centers, etc.
The students are guided to gain oﬃcial certifications of professional associations and academies upon
graduation. During the undergraduate program, the basic training is provided through general education in humanities and character training, and the students will be guided to the path of social
worker or professional counsellor or pastor. Students who are enrolled in the major of Social Welfare
can also study theology as a double major.

지도교수 Mentors & Advisors
김진영 Kim, Jin Young
목회상담 Ph.D. Drew, USA
박일연 Park, Yill Youn
사회복지 Ph.D. Soongsil. Korea
오오현 Oh, Oh Hyun
목회상담 Ph.D. Keimyung, Korea

교회와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될 사회 봉사자 양성
Educating Students to Serve Church and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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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Mentors & Advisors
강양은 Kang, Yang Eun
성악 M.A. Chosun, Korea
구재향 Koo, Jae Hyang
피아노 D.M.A. Cincinnati, USA
박수용 Park, Soo Yong
색소폰 M.A. New York, USA
박종화 Park, Jong Hwa
재즈피아노 M.A. New York, USA
임해철 Lim, Hae Chul
성악 M.A. Santa Cecilla, Italy
한정숙 Han, Jung Sook
피아노 M.A. Chonnam, Korea
황양숙 Hwang, Yang Sook
오르간 M.M. Manhattan, USA

음악학과
Department of Music

아름다운 선율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망을 담는 음악인 양성
Educating Students as Musicians who express Christ’s love and hope

(Bachelor of Music)
음악학과에는 피아노,성악,오르간,관현악,작곡,실용음악(재즈피아노,섹소폰,드
럼,기타,보컬,미디작곡) 전공이 있다.쾌적한 환경과 좋은 시설, 실력 있는 교수
진을 자랑하는 우리 대학에서 음악학도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최상의 교수법을 통
해 성장하고 있다. 1988년에 개설된 음악학과는 전국에서 손꼽을 수 있는 쾌적

The Music Department oﬀers various majors: Piano, Voice, Organ,
Orchestra, Composition, Jazz & Contemporary Music (Jazz Piano, Saxophone, Drums, Guitar, Vocals, MIDI Compositions). This Department provides well-established facilities and has widely-known faculties for
educating musicians.

한 환경과 좋은 시설, 우수한 교수진 및 강사진을 갖추고 학생 개인별 전공실기 연
마와 알차고 내실 있는 음악교육을 위해 정진하고 있다.
피아노, 성악, 오르간, 관현악, 작곡, 실용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전문적이
고 수준 높은 음악 교육을 하며 전공별로 매주 국내외의 유명 강사들을 초빙하여
실시하는 마스터 클래스와 신입생 음악회, 전공별 연주회, 정기연주회, Weekly
Recital, 등의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좀 더 다양하고 폭넓은 교
육과 연주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콘서트콰이어와 보컬 앙상블에 의한 교
회 순회예배와 미션스쿨 방문예배, 오라토리오나 성가곡을 중심으로 연주하는 합
창 정기연주회 등은 교회음악 발전에 꾸준히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날로 국제화 되어가는 교육현실에 발맞추어 1989년 이태리 G. Frescobaldi 음악대학, 1998년 Re Manfredi 음악대학, 미국의 Carson Newman College와 자매결연을 맺어 학생들을 파견 교육하고 학술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그리고 보다 전문적인 음악인을 길러내기 위해서 1997학년도부터 교회음
악대학원을 신설하여 교회음악. 피아노. 피아노반주. 오르간. 성악. 오페라. 합
창지휘, 실용음악 등으로 전공분야에서 음악학 석사과정을 두고 있으며, 전문음
악교육을 담당하는 예비학교로서 호신콘서바토리를 운영하고 있다.

Opened in 1988, the Music Department is devoted to guide individual
students in their specialized area, and to provide substantial and practical music education. For this purpose, we oﬀer the Master Class, which
invites famous musicians. We also attempt to provide the students the
space needed to nurture their area of interest by subjecting them to
more diverse and extensive training and opening frequent
opportunities to perform, such as Freshman concerts, Major concerts,
Annual concert, Weekly Recital and other various training programs.
In particular, this Department has contributed in developing Christian
music through performances such as Concert Choir, Vocal Ensemble, and
Symphonic Choir.
We also have sister-relations with schools such as G. Frescobaldi since
1989, Re Manfrede school in Italy since 1998, and Carson Newman College in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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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예수교 장로회(통합)의
바른 목회자 양성의 요람
A Theological Institute for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Tonghap)

신학대학원
Theological Seminary

멘토 및 학년 지도교수

(Master of Divinity)

Mentors & Advisors

신학대학원은 학사학위를 받고 노회의 신학
후보생 추천을 받은 자가 입학하여 3년간 경
건훈련과 신학교육을 거쳐 신학석사학위
(M.Div.)를 받는 전문목회자 양성과정이다.
대한 예수교장로회(통합) 직영신학대학인 본
교에서는 매년 120명의 신학대학원생이 입학
하여 성실하게 신학과 경건 훈련을 받고 있
다. 구약학, 신약학, 역사신학, 조직신학, 기
독교 윤리 등등의 성서와 이론신학 훈련뿐만
이 아니라, 설교학, 예배학, 선교학, 기독교
교육학, 목회상담학, 영성신학 등등 실천신
학 전과목의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하고 있다.
신학대학원생은 누구나 영성교수가 인솔하는
영성훈련에 참여해야하며, 입학과 동시에 멘
토 지도교수가 배정되어 3년간 신학생활과 경
건생활을 인도한다. 본교에서 운영하는 미니
스트리 카페를 통하여 졸업생과 교회현장을
연결하며, 재학 중에도 교회 교육부서를 담당
하는 교육전도사로 봉사한다. 각종 장학제도
를 통하여 목회자의 소명이 성취되는 일에 도
움을 주고 있다.

The Seminary of HTUS is designed for students with a Bachelor’s degree who will be
serving in the ministerial life of the church
and society and who will take a three-year
course in theology and practice of spirituality. The Seminary annually oﬀers admissions
to 120 people in the Master of Divinity program, and this is the second largest seminarian group among the 7 seminaries of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A Master of
Divinity degree will be conferred at the completion of this program.
The seminary has faculties in the areas of Old
Biblical Studies (O.T and N.T), and Theoretical Theology of History, Systematic, and
Christian Ethics. It also has faculties of Practical Theology (Missiology, Worship, Homiletics, Spirituality, Christian Education, Pastoral
Counseling, and Social Welfare).
The seminary oﬀers spiritual formation program as a compulsory for students and mentorship as well as Ministry Cafe which will
help seminarians to serve society, church and
country.

강성열 Kang, Sung Yul
구약학 Th.D. PCTS, Korea
김금용 Kim, Keum Yong
설교학 Ph. D. Aberdeen, England
김동선 Kim, Dong Sun
선교학 Ph.D. Edinburgh, Scotland
김병모 Kim, Byung Mo
신약학 Dr. Theol. Heidelberg, Germany
김형민 Kim, Hyung Min
기독교윤리 Dr.Theol. Münster, Germany
김충환 Kim, Choong Hwan
설교학 Dr.Theol. Regensburg, Germany
최승기 Choi, Seung Gi
영성신학 Th.D. Toronto, Canada
최흥진 Choi, Heung Jin
신약학 Th.D. Keimyung, Korea
하동안 Hah, Dong An
신약학 Th.M. PCTS, Korea
홍지훈 Hong, Ji Hoon
교회사 Dr. Theol. Bonn,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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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Graduate School

학문적 신학연구의 산실
Graduate School for Theoloical Studies

(Master ofTheology, Doctor ofTheology)
호남신학대학교는 기독교 신학의 모든 과정에 걸
쳐 훌륭한 교수진을 확보하고 다양한 과정들을
개설하고 있다. 구약학, 신약학, 역사신학, 조
직신학, 기독교 윤리학, 예배학, 설교학, 목회
상담학, 선교학, 영성신학, 기독교 교육학, 목
회학 등 모든 전공과정에서 전문 신학자 과정인
신학석사(Th. M.)와 신학박사(Th. D.)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The Graduate School has outstanding faculties, and it has established many areas of
Christian theological study. The degrees of
Master of Theology (Th.M.) and Doctor of
Theology (Th.D.) for students interested in
advanced theological studies are oﬀered in
the fields of Biblical Studies, History, Systematic Theology, Christian Ethics, Missiology,
Liturgics(Worship), Homiletics, Spirituality,
Christian Education, Pastoral Counseling,
and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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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상담대학원
Graduate School of Christian Counseling

전문 목회상담 사역자 양성
Educating Professional Christian Counsellors

기독교상담대학원
(Master of Art)
기독교 상담 대학원은 전문 목회상담 사역자를 양성
하는 과정으로 현재 60 여명이 석사과정(M.A.)을
밟고 있다. 특히 지역 목회자와 목회자 사모 등 기독
교 상담학의 전문지식 습득을 위하여 학문과 상담실
습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We also oﬀer Master of Arts program in Christian Counseling, training students to serve as
professional pastoral counsellors. Currently,
there are about 60 students including local pastors and pastor’s wives enrolled in the M.A. program engrossed in the study and counselling
practicum in order to learn professional knowledge of Christian counselling.

교회음악대학원
Graduate School of Church Music

기독교 음악 지도자 양성
Educating Christian Music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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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음악대학원
(Master of Music)
1997년에 개설된 본 교회음악대학원은 음악에 관한
고등교육 및 교회음악에 관한 전문적인 훈련을 통하
여 유능한 연주능력을 갖춤과 동시에 기독교 음악문
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우수한 교회음악 지도자를 양
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학부에 개설된 피아
노, 오르간, 성악, 관현악, 작곡, 실용음악 외에 교
회음악, 합창지휘, 피아노 반주, 오페라를 전공할 수
있으며, 4학기 동안의 모든 과정을 마치면 음악학 석
사 (Master of Music) 학위를 취득하게 된다. 특
히 우수한 실기성적으로 졸업하는 학생들은 본교 콘
서바토리의 강사로 임용되는 특전이 있다.

호신콘서바토리
The Ho-Shin Conservatory
Graduate School of Church Music, established
in 1997, has contributed on enriching Christian
music on a higher level. The Graduate School
specializes in the areas of Church music, Piano,
Organ, Voice, Conducting, and Jazz & Contemporary Music. Students will have a Master of
Music after completing four semesters of curriculum. Furthermore, those who graduate
with distinction will have a chance to teach in
the Ho-Shin Conservatory.

호신콘서바토리는 전문음악교육을 위해 1999년에
이 지역 최초로 개설된 음악 예비학교이며, 대학의
사회봉사와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음악학과의 우수한
강사진과 좋은 시설을 이용하여 지역 사회의 음악교
육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학기제로 운영되며 주
1회 개인렛슨과 국내 외 유명 강사 마스터클래스, 우
수학생 향상음악회, 실기우수학생 장학 특전 등이 있
고, 음악 전공생들의 발전 기회와 저변 확대를 위하
여 매년 전국 호신음악콩쿠르를 개최하고 있다.

The Ho-Shin Conservatory is the preparatory
professional music institution, the first of its
kind in this province, which has been providing a definitive standard of excellence in
Christian music and performance training.
With excellent musicians and professors, the
Ho-Shin Conservatory has been a quintessential part of local communities through Christian music. The Conservatory provides private
lessons, Master Class and performing opportunities and holds the Ho-Shin music Competition annually on national level.

도서관 & 생활관
Dormitory & Library
Housings
HTUS provides students with clean and beautiful rooms. The new dormitory, built in 2010,
includes 150 rooms. Visitors can use guest rooms in the dormitory.

Library
The library of HTUS oﬀers 900 seats for research, and houses books, journals, magazines,
and other periodicals on various subjects as wells as many audio-visual resources.

생활관
2010년 완공한 호남신학대학교 기숙사는 객실
마다 욕실이 딸린 약 150 객실로 2인실과 4인실

도서관

로 구성되어있다. 또한 7층에 게스트 룸을 운영

호남신학대학교 도서관은 900석의 열람석과 수

기숙사 전면은 무등산이 보이는 방향이며, 8층

십 만권의 장서를 갖춘 대규모 도서관이다. 동시

T. Brown II 카페에서 보이는 무등산 전경과 광

에 각종 미디어 자료와 해외저널 검색 시스템을

주시내 야경은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내게

갖추고 있다. 도서관에는 3개의 자유열람실이 있

한다.

으며, 모든 도서를 개가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탁월하며, 학문연구의 심
장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고 있어서 방문객에게 실비로 제공하고 있다.

자매결연대학

자매결연대학
이태리 프레스코발디 음악대학
G.Frescobaldi

Sister Relationship with Prestigious Universities around the world

볼리비아 기독교대학교
Universidad Christiana de Bolivia
미국 뉴브런스윅 신학교
New Brunswick Theological Semi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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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워드대학교
Howard University
이태리 레 만프레디 음악원
Re Manfredi
러시아 모스크바 장로회신학대학
Moscow Presbyterian Theological Academy
미국 칼슨-뉴먼대학
Carson-Newman College
인도네시아 세꼴라 개혁신학교
Sekolah Tinggi Reformed Injili Indonesia
캐나다 낙스 대학
Knox College
대만옥산신학교
Yu-Shan Theological College and Seminary
미국 조지아 크리스천 대학
Georgia Christian University
필리핀 아반젤리컬 미션 대학
Evangelical Mission College

학제안내
대학교
신학과
(주간, 야간)

사회복지
상담학과

음악학과

계

입학 정원

80

40

50

170

수업연한

4

4

4

Th. B.

B.A.

B.M.

구분

학위명

대학원
대학원

신학대학원

기독교
상담대학원

석사

입학 정원

120

30

26

4

20

수업연한

3

2

2

3

2

M.Div.

M.A.

구분

학위명

교회음악
대학원
박사

Th.M. Th.D.

M.M.

계
200

평생교육원
Continuing Education Center

신학교육원 Institute for Theological Education for Lay Ministry
교회지도자 양성기관으로 2년간 성서와 신학일반에 관한 32 과목을 수강하고
교회지도자로 활동하게 하는 과정이다. 광주지역의 노회가 인정하는 신학교육
과정이다.
The Institute aims to develop lay-leadership by providing biblical and theological foundations. The Institute, recognized by the Presbyteries of
Gwangju, oﬀers 32 courses in a 2 year program in order for lay leaders to
become active.

장로리더십아카데미 The Leadership Academy for Elders
교회 평신도 지도자인 장로를 대상으로 기독교 신앙과 신학의 핵심을 소개하고
지도력을 강화하는 교육과정이다. 매주 월요일 저녁에 신학자와 목회자들의 강
의와 특강으로 진행되며, 국내외 기독교 역사 탐방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
행을 하고 있다.
The Leadership Academy for Elders aims at fostering the elder leadership.
It introduces them with a core understanding of Christian faith and theology. This program led by general and special lectures of theologians and
pastors runs on Mondays and provides various programs including the
chance to explore domestic and international Christian history.

여성리더십아카데미

he Leadership Academy for Women

기독교 여성 지도자를 위한 평생 교육 기관으로써 깊이 있는 신학적 교양 강의를
통해 여성 지도력 향상과 친교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내와 해외의 기독
교 역사 탐방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학기제로 운영하며 매주 월요일
에 강의를 개설하고 있다.
This Leadership Academy for Women is a continuing education institute
designed to empower women leadership through an in-depth theological
education and as a site of fellowship. Each term, this program runs on Mondays and provides various programs including the chance to explore domestic and international Christian history.

연구소
Aﬃliated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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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선교연구소
본 연구소는 도시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모금 활동을 통하여 여름철이면 “농어촌
교회 어린이 초청 무료 여름성경캠프”를 실시하고, 겨울철에는 “농어촌 교회 어린
이 초청 서울 나들이” 행사를 실시함과 아울러, 다양한 형태로 “우리 농산물 도농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총회 국내선교부와 도시 교회들의 지원을 받
아 신학대학원 안에 <농어촌선교현장과 생명목회>라는 팀티칭(team teaching)
선택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농어촌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를 수시 개
최하는 한편으로, 봄철과 가을철의 농번기 때에는 학생들과 함께 농어촌 지역을
방문하여 무료 자원 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본 연구소는 매학기
농어촌교회에서 전임사역자로 시무하는 신대원 학생들에게 일정액의 장학금을 지
급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사명감을 가지고서 농어촌교회를 평생 정주(定住) 목
회의 장으로 삼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학생생활연구소
학생생활연구소는 대학생활과 대학원생활 중 겪게 되는 여러 심릭적 문제들을 해결하
는데 도움을 주기위하여 각종 심리검사와 상담을실시하고 있으며 신입생 실태조사, 「학
생생활연구」지 발행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역사와 신학연구소
역사와 신학연구소는 대학의 조직신학, 역사신학, 기독교 윤리학 분야의 교수들이 참
여하는 연구소로 다양한 신학적 주제를 기독교 역사와 문화의 맥락에서 연구하고 있다.

생명과공명 · 기독교 사역과 교육연구소
본 연구소는 2012년 설립된 호남신학대학교내 부설연구소이다. 변화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생명지향적 가치를 존중하는 교회의 사역가 교육을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세계교회, 총회, 노회, 지역교회와 함께 공명할 수 있는 다양한 인재의 양성
과 교육내용의 연구, 개발, 확산을 꿈꾸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주요 활동은 다음
과 같다.
다문화사역자 양성학교: 총회 국내선교부, 호남지역다문화 선교회와 협력하에 다
문화 사회에 준비된 사역자를 양육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해석학연구소

광주 씨앗학교: 광주 청소년 씨앗센터와 함께 다문화 씨앗캠프와 지역 중학교의

성서신학이나 이론신학과정에서 성서주석학의 기본지식으로서 객관주의적 인식

멘토링 방과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론과 역사주의, 선험적 주체성의 철학적 관념론으로서 해석학을 극복하고 정신과

여성과 목회교육: 교회내 여성지도력의 성장을 위해 신대원 팀티칭 수업으로 진

학의 철학적 해석, 사회과학적 해석학으로 신학교육의 기본교육 패러다임을 제공

행하고 있다.

하고 전문신학대학으로서 철학적, 신학적 논문 및 연구물 제작의 학문적 근거와

교회교육 프로그램 연구와 개발

방향을 제시한다.

학생활동과 장학지원
Student Life & Scholarship

학생활동 Student Life

동아리 명단
H.F.K(축구), HCMI(예배인도자), SU 동아리(Scripture Union Korea), 개척 선교회, 굿네이버스(대학생 자원봉사),

우리 학교의 학생활동은 총학생회와 그 산하의 각

농어촌 미자립교회, 루체(커피 선교동아리), 아나크리스, 엑시드(Axceed), 여름성경학교 봉사회, 예수만나 성경연구 동

과학생회를 중심으로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이

아리, 예수전도단, 오이코스(Oikos), 이땅, 탁우회, 평화를 여는 사람들,

루어지고 있다. 1학기에는 갈멜제 축제를 통해
대학문화를 즐기고, 2학기에는 종교개혁제를 통
해 이 시대의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갈 길을
모색한다. 또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 재능을
개발하고, 취미를 살리고, 여가를 활용하고, 교
회를 돕고, 사회를 섬기고, 내일을 준비한다. 우
리 학교의 학생활동의 목표는 단순한 대학활동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새로운 생활공동체를
모색하는 대학활동이다.
Many student activities of our School are actively and voluntarily ran by the Student Council and various student associations of diﬀerent
department. You can find the Festival of
Carmel in Spring semester and the Festival of
the Reformation in Fall semester, through
which the students find a new way for the new
age. Many clubs in HTUS also help student ease
into campus life, and discover and gain access
to academic, personal and ministerial resources.

장학제도 Scholarship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배움과 훈련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양한 장학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급하
는 성적장학금, 근로장학금, 공로장학금, 보훈장학금, 복지장학금, 생활보호대상자장학금, 외부장학금 등은
물론, 교역자 자녀에게 지급하는 교역자자녀장학금, 가족에게 지급하는 가족장학금, 교회의 지정장학금에 학
교가 10%를 더해서 지급하는 매칭펀드장학금 등이 있다. 우리 학교는 학생들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많
은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Many diﬀerent kinds of scholarship are avaliable
from HTUS,churches,alumni and faculty,the government, andother sources, including Semester
Honours, Work Scholarship, National Scholarship,
and etc.

캠퍼스 맵
Campus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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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선교관1 Mission Hall 1

➐ 보건진료실 Nursing Room/Center

 멀티미디어실 Multimedia Room

➋ 선교관2 Mission Hall 2

➑ 시청각실 Audio-Visual Center

 정문 Main Gate

➌ 선교관3 Mission Hall 3

➒ 선교사 묘역 Burial Site for Missionaries

 본관 Main Building

➍ 선교관4 Mission Hall 4

➓ 대강당 Main Lecture Hall

 명성홀 Myung-Sung Hall

➎ 컴퓨터 연습실 Computer Room

 예음홀 Yae-Eum Hall

 기숙사 Dormitory

➏ 학생회관 Center for the Studen Council

 음악관 Music Hall

주변 양림동 문화유적
Cutural Heritage of Yangrim-dong around HTUS

② 선교기념비
Monument for Honam
Mission

③ 우일선 선교사 사택
Missionary Wilson’s House

④ 피터슨선교사 사택(5.18운동유적) ⑤ 호랑가시나무
Missionary Peterson’s House Holly Tree
(Ilex Cornuta Tree)

호남신학대학교
미국 남장로교 광주 선교부 사택, 교
회, 학교, 병원 등이 설립되면서 선
교사들의 묘지 형성

서양길189
904년미국남장로교광주
선교부가지역민과 함께 첫 예배를
드린 자리 (1982년 건립)

선교길68
1910년전후건축된것으로전쟁고
아보육이시작되어사회복지와도
관련이큼

선교길 64
1980년 5월 피터슨목사가 광주상공
의 헬기 기총소사를 목격한 곳으로,
신군부 폭력에 관해 국내외에 증언

선교길 68
1904년 오웬선교사등이 호랑가시나
무를 보호하고 심어 100년이상의 수
령이 됨

⑥ 커티스 메모리얼 홀
Curtis Memorial Hall

⑦ 3.1만세운동 기념 동상
Monument for March First
Movement

⑧ 수피아 홀
Speer Hall of Speer Girl’s
High School

⑨ 옛 수피아 강당
Small Auditorium of Speer
Girl’s High School

⑩ 윈스보로우 홀
Winsbrow Hall

양천 1길 222
1921년 미국 남장로교 광주선교부
터에 건축

양천길222
수피아 교사와 학생들의 3.1운동 기
념동상으로 1995년 건립

양천길 222
고제니수피아기념헌금으로1911
년지어진건물로네덜란드식건축
양식의건물이며, 수피아학교의모
태가된건물임

양천길 222
1935~37년경 건물로 1944년 광주
의전(현 전남대 의대)개교식을 가진
현장임

서양길 189
윈스보로우 여사 기부금등으로
1927년 건물로서 광주 근대 건축의
변천사를 보여줌

⑪ 어비슨 기념관
Oliver R. Avison Memorial
Hall

⑫ 기독병원
Kwangju Christian Hospital

⑬ 오웬기념각
Monument Pavilion of
Clement C. Owen

⑭ 다형 김현승 시비
Monument for Poet Kim
Hyun-seung

⑮ 충현원
ChoongHyun Babies’ Home
Memorial

백서로 66-1
1926년 미국 YMCA어버슨이 광주
YMCA에 합류하면서 1933년 농촌
소년실습학교 탄생

양림로 190
1905년배유지선교사임시사택에
제중원이설립되면서광주의근대
의료시작

선교길 7
1909년 순교한 오웬선교사와 그 할
아버지를 기념하기 위해 친지의 성
금으로 1914년 건립

서양길 106
시인 김현승 선생의“가을의 기도”
시비

서양길 165
고 박순이 선생이 1949년 선교사들
의 도움으로 45명의 고아를 보호하
는데서 출발 6.25전 당시 수많은 전
쟁고아를 보육하였음

⑯ 이장우 가옥
Yi Jang-u’s House

⑰ 최승효 가옥
Choei Seunghyo’s House

⑱ 정공엄지려
Monument of Jung Goum
Filial Piety

⑲ 양파정
Yangpijung Pavilion

⑳ ㉑ 정율성
Jung Yulsung’s House

민속길 59
1899년 건축되었고, 기와집으로 안
채가 문화재로 지정됨

민속길 107
1920년 지어진 독립운동가 최상현
의 집으로 규모가 큰 한옥임

민속길 119
승정원 동부승지를 지낸 정엄의 효
행을 기리는 정려로 1611년에 지어
졌으나 퇴락되어 1975년에 후손들
이 재건하였음

천변좌로 751
홍수를 다스린 석서정을 추억하며
1914년 양림산 바위 언덕에 건축
불로동 163, 양림동 79
중국의3대음악가인 정율성의 가옥
은 당시 호적이나 친지의 증언에 의
해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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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호남신학대학교선교사묘역
HTUS Missionary Cemetery

honam theological university & seminary

후원방법
후원약정서를작성하시어우편혹은팩스로보내주시면됩니다.
우편 :503-756광주광역시남구제중로77호남신학대학교대외협력처
Fax :062-672-3100호남신학대학교비서실
www.htus.ac.kr
후원문의
후원에 관한 문의나 조언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 혹은 메일로 연락주세요.
대외협력처 ☎062-650-1578 / htuslove@htus.ac.kr
총장실
☎062-650-1555 / 노영상 총장 ysro@htus.ac.kr

호남신학대학교

후원안내

호남신학대학교는여러분의후원으로
아름답게자라나고있습니다.
계좌번호
광주은행 040-127-004802 / 농협 301-0071-1016-71 /
우체국 501221-01-002472

후원자예우및혜택
●후원자예우
●총장명의의감사장및감사카드발송,기부영수증을발급해드립니다.
●발전기금홈페이지와간행물에후원내용을소개하여드립니다.
●감사장과감사패(1천만원이상)를증정해드립니다.
●호남신학대학교에서발행하는간행물을보내드립니다.
●학교에서열리는각종행사에초청하여드립니다.
●본인과배우자,자녀에게도서관이용,교내교육기관및교육시설등을
사용할경우편의를제공해드립니다.
●목적하신내용에따라은인명의의목적사업기금을설치하겠습니다.
●현물기증시기증물품에기부자의명패를부착해드립니다.
●강의실이나실습실을위한후원을하실경우후원자이름으로명명하며,
이름이새긴동판을만들어부착해드립니다.
●세제혜택
●호남신학대학교의발전을위해출연한기부금은법정기부금으로처리되어
세법상혜택을받으실수있습니다.
●개인이출연하신금액에대해서는연말정산시소득공제혜택을받으실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