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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한국전쟁과 삼육교육
(1950)

태릉에 새로운 학교기지를 세우고 삼육동의 시대를 열었을 때 거기에는 삼육교육의 
새로운 비전이 있었다는 것을 지난 편에서 언급했다. 해방 후 재림교회는 대학부지를 
마련하고 교육사업을 재개함으로써 대한민국 교육사(敎育史)의 한 부분을 담당하였
다. 특별히 삼육교육이라는 교육 정체성을 앞세워 시련기 이후의 한국 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한다는 대의를 향한 교육사의 한 장을 채워갔다. 그 역사적 과정이 쉽
지는 않았지만 결코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다. 해방 후 정착한 삼육동은 그 가능성의 
기반이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삼육교육의 주체들은 훌륭한 대학을 세
워나갔다. 삼육동은 그렇게 삼육교육의 중심 기지가 될 운명을 안고 조선왕조 500년 
동안 왕실의 관리 아래 보관되어 있었다.1

한국 현대사의 시기에 민족의 시련은 계속되었지만 더이상 삼육교육의 의지를 꺾지
는 못했다. 한국전쟁의 비극과 그로 인해 폐허가 된 조국을 재건하기 위한 필사적인 
의지와 노력으로 절망의 터널을 지나던 시기에도 삼육동의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 희
망을 찾기 위한 민족의 몸부림 속에서 삼육교육의 의지는 우리 민족의 진정한 희망이 
되고자 했다. 그런 의지와 노력으로 시련의 터널을 지나오면서 삼육교육의 주체들은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사적 사명을 잊지 않고 꾸준히 대학의 체제를 구축하고 
정체성을 확립해 왔다. 그 역사적 과정은 한국전쟁 및 그 수난의 극복과 더불어 시작
된다.

1. 한국전쟁과 재림교회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 6월 25일은 비가 내리는 일요일이었다. 한동안 가뭄으
로 고생하던 사람들은 며칠 전부터 내리는 단비에 해갈의 기쁨을 누리며 말라가던 논
과 밭을 가꾸고 있었다. 일요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농부들은 바쁜 일손을 멈출 수 
없었다. 그때 삼육동에 남아 있던 기숙사 학생들 역시 학교의 논에서 늦은 모를 내고, 
김을 매고 있었다. 그날 민족의 역사에 또 다시 깊은 시련이 닥치게 될 것이라고 생
각했던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해방 공간에서 한반도의 분쟁은 이미 잉태되고 
있었음을 역사가들은 알고 있었다.2

이미 언급했듯이 8ㆍ15 해방은 엄 한 의미에서 우리 민족에게 진정한 독립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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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다주지 못했다. 카이로 회담에서 미국은 이미 한국의 신탁통치를 염두에 둔 결정을 
내렸다. 여기에 얄타회담을 빌미로 소련이 일본 관동군을 제압하고 한반도에 진출함
으로써 우리 민족의 분할은 역사적으로 조건지어졌다. 이렇게 해서 해방되자마자 우
리 민족은 38선을 경계로 남과 북이 갈라지는 분단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특별히 남
과 북의 분단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사에 있어서 동서 냉전을 이끈 이데올로기
의 두 축이었던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각각 분리 신탁됨으로써 고착화되는 운명에 놓
이게 되었다. 이러한 양극단의 대립은 단지 분단을 넘어 민족 간의 비극인 전쟁으로
까지 비화됨으로써 다시 한 번 이 땅에 뼈아픈 시련을 안겨주었다. 1948년 남과 북이 
각각 독자적인 나라를 세운 지 2년 만에 북한은 통일전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무력
으로 남한지역을 점령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다.

전쟁이 발발하던 때는 대한민국 정부가 1950년 5ㆍ30선거를 치루고 건국 이래 제2
대 국회가 개원한 지 불과 20여 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때였다. 당시 한국정부는 
분단으로 말미암은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고, 민주주의의 실현을 통한 정치, 경제, 사
회의 발전을 위해 매진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특별히 일제의 수탈
로 인해 피폐된 백성들의 삶의 질을 회복해야만 하는 매우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
었다. 그러나 분단 정국으로 인해 사회는 매우 불안정했다. 여기에 북한의 통일전선 
전략으로 남한에서는 끊임없는 이데올로기 대립이 발생해 극도로 혼란한 상태에 처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1950년 1월에 에치슨(D. G. Acheson) 성명을 통해 한
국을 극동방위선에서 제외시킴으로 북한의 통일전술에 중대한 기회를 제공해 주었
다.1 이런 시대적 배경을 활용하여 북한은 1950년 6월 25일 새벽을 기하여 전격적으
로 남한 침략을 감행하였던 것이었다.

전쟁이 일어나던 해인 1950년은 재림교회와 삼육대학교의 역사에 있어서 의미 있
는 해였음은 전 편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그해 재림교회는 교육 부지로 마련한 삼육
동에서 삼육초급대학이라는 이름으로 학교를 열고 본격적으로 삼육교육을 실시함으로
써 위대한 교육비전의 첫 발을 내딛었다. 그리고 전쟁이 발발하기 한 달 전에는 13명
의 졸업생을 배출하여 한동안 중지되었던 사역자 양성사업을 다시 추진하였다. 재림
교회는 1948년 7월 와츠 목사 대신에 바르 목사를 합회장으로 모신 후,2 이듬해엔 
엘렌 화잇의 손자인 아써 화잇(Arthur White) 목사를 초청하여 사역자 수양회를 개
최하는 등 교회조직과 영성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3 이런 노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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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는 해산 이후의 시련을 극복하고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4일 전 루 의사와 정동심 목사, 박창욱 장로 등 세 사

람은 1950년 7월 10일부터 개최되는 제46회 대총회에 한국 대표로 참석하기 위해 미
국 샌프란시스코로 향해 가고 있었다. 그들이 탄 배가 태평양 한가운데 왔을 때 한국 
전란의 비보가 배 안에도 날아들었다.1 배 안에서 이들이 느꼈던 비통함도 말할 수 
없었을 텐데 전란의 와중에서 망연자실해야만 했던 백성들의 절망감이야 더 말해야 
무엇하겠는가!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전날인 6월 24일은 안식일이었다. 이날 서울위생병원 예배당
에서는 성경통신학교 영문과정을 마친 65명의 졸업생들을 위한 졸업식이 거행되었다. 
그리고 강원도 강릉에서는 예배당 헌당식이 있었다. 따라서 합회장인 바르 목사와 함
께 합회 및 중한대회 본부 임원 10여 명은 강릉에 가서 헌당식을 진행하였다.2 하루 
밤을 강릉에서 지낸 후 교회 지도자들은 6월 25일 아침에 전선에서 가까이에 있던 
강릉에서 북한군의 침입에 대한 급보를 전해 듣고 그날 오후 서둘러 서울로 돌아왔
다. 서울에 도착한 시간은 다음 날 새벽 2시 반이었다. 선교사들은 새벽 3시까지 대
사관으로 집합하라는 통지를 받고 교회본부를 떠났다. 이렇게 해서 그날 아침에 682
명의 부녀자들이 노르웨이 수송선을 타고 일본으로 떠났고, 남아 있던 남자 선교사들
도 6월 27일 오후 2시 반 비행기로 김포를 떠나 일본으로 향했다.3

이로써 선교사들은 다시 떠나고 한국은 지도자들의 공백 상태에 놓여졌다. 선교사
들은 27일 아침 9시에 평의원회를 열어 기관들을 맡을 임시 책임자를 선정하기로 했
으나 26일 밤 12시에 대사관의 지시를 받고 대사관에 모여 다음 날 오후 한국을 떠
남으로써 교회 책임자들을 미처 정하지 못하였다. 결국 합회본부와 시조사와 위생병
원 등의 관리는 남겨진 직원들의 몫이 되었다. 직원들은 자치대를 조직하여 기관들을 
지키고자 했지만 인민군의 서울 진입과 더불어 교회본부 및 각 기관들이 모두 저들에
게 점령당하고 말았다.

그때로부터 서울이 수복되기까지 3개월 동안 서울에 남아 있던 교인들은 인민군들
의 지배 아래서 모진 고난을 겪었다. 재림교회 본부 건물들을 점령한 인민군들은 중
선대회 사무실을 회기동 민청위원회 사무실로 썼다. 선교사 사택 두 채는 폭격에 완
파되었다. 삼육교육의 산실이 된 삼육동도 인민군의 손에 넘어가 의용병들의 훈련소
가 되어 버렸다. 이로써 삼육교육의 위기가 다시 찾아 왔다. 이 전란의 위기를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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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만 삼육교육은 이 땅에서 위대한 비전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었다. 그래서 삼
육동에 남아 있던 사람들은 전쟁이 끝나기를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암울한 시기를 다
시 보낼 수밖에 없었다.

2. 전쟁 초기 삼육동의 상황

한국전쟁이 일어나던 때, 삼육동에는 500여 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었다. 당시 
이들이 겪었던 상황들은 교회 지도자들의 회고담 속에 잘 간직되어 있다. 그 회고담
들은 거의 동일한 상황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1 

전쟁 소식이 전해지자 제임스 리 교장은 긴급 교직원회의를 소집하고 학교 관리의 
책임을 분담하는 조처를 취했다. 선교사 사택과 실업부 공장은 손재목 선생, 철공장 
및 목공장은 김성수 선생, 학교 관리는 이여식 목사에게 위임하였다. 이렇게 긴급 조
치를 한 후 선교사들(제임스 리, 미첼, 윌리암스)은 미 대사관으로 간 뒤 일본으로 피
신하였다.2 한 편 전쟁이 일어나자 학교는 휴교에 들어갔고 기숙사에 있던 많은 학
생들은 모두 귀가 조치되었다. 그러나 지방 출신들과 이북 출신들은 당장 갈 곳이 없
었기 때문에 기숙사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교직원들과 남학생들은 학교를 
지키기로 결정하고 여학생들과 어린 남학생들을 학교 트럭에 태워서 서울위생병원으
로 피난시켰다.3 그 때 대학에는 70여 명 정도의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남아 있었다.

인민군들의 서울 점령이 가까워졌을 때 삼육동 주변은 육군사관학교를 지키던 국군
들과 인민군들 간의 전쟁터가 되었다. 6월 27일 저녁에 사택에 남아 있던 교직원들과 
기숙사에 남아 있던 학생들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린 후 대책을 강구하였다. 상황이 
혼란스러워졌기 때문에 학도호국단 간부들은 육군사관학교를 지키던 군인들과 후퇴하
는 국군들로부터 전황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기로 하고, 학생들은 그날 밤 학교 뒤 골
짜기에 숨어서 지내기로 했다. 그리고 다음 날인 6월 28일 새벽에 강당에 모여 예배
를 드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한 후 학교에서 나눠주는 레이션 박스(미군용 대용
식) 1자루씩 나눠 가졌다. 그때 박격포탄이 학교 운동장에 떨어졌다. 잠시 후 한 사
람이 포탄 파편을 들고 강당으로 들어오자 모여 있던 사람들은 피난해야 한다고 판단
하고 각기 산을 넘어 달아나기 시작했다. 수십 명의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여러 방향
으로 흩어져 달아났다.

여러 자료들을 비교해 볼 때, 삼육동의 식구들은 세 그룹으로 흩어졌음을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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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첫째 그룹은 임병의 목사의 인도를 받은 20여 명의 학생들이었다. 이들은 학교 
뒤 돌산을 넘어 태릉을 지나 육사 옆으로 해서 봉화산과 아차산을 넘어서 한강을 도
강하였다. 수원까지 함께한 이 그룹은 임병의 목사가 그곳에서 가족을 만나자 각각 
호남선 방면과 경부선 방면으로 흩어져 피난길에 오르다 8월 초에 부산에 있던 부산
진교회에서 모였다. 당시 부산진 교회는 반내현 전도사가 시무하고 있었는데 피난 온 
교우들을 구호하고 돌보기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헌신하였다. 이렇게 한강을 건너서 
피난에 성공한 학생들 가운데서 남학생들은 대부분 학도병으로 군에 입대하게 되었
다. 당시 입대한 학생들 가운데 신학생들은 김응호, 김진엽, 장한식 등이었고, 중학
생들은 홍태주, 김중희, 곽용운, 김재신, 김택목, 선우만국, 채용봉, 김상억, 임운억, 
장정식, 최재석, 백정현 등이었다.1

둘째 그룹은 다소 비극적인 상황에 처해진 그룹이었다. 이들은 저수지 서쪽 산을 
넘어서 서울 쪽으로 피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국군과 인민군 간의 대대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움직일 수가 없었다. 할 수 없이 계속에서 상황이 진정
되기를 기다렸다. 그렇게 전투가 잠잠해지자 정규화 선생 부부와 김영도 선생 부부, 
그리고 신학생 2명 등은 서울 쪽으로 가기 위해 개울 둑을 타고 묵동교를 지나 중랑
교 쪽으로 갔다. 그 중간지점에서 이들은 삼육 학생 4명이 총에 맞아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서둘러 서울위생병원으로 도망쳤다. 그곳에는 죽은 4명과 함께 했던 학생 
하나가 총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위생병원까지 필사적으로 도망쳐서 정사영 박사로부
터 치료를 받고 입원 중에 있었다.2 이 그룹은 결국 피난길에 오르지 못하고 다시 
삼육동으로 돌아와 3개월간 숨어서 지내야만 했다. 특별히 이들은 삼육동으로 돌아온 
뒤에 중랑천 변에 있던 학생들의 시체를 방치할 수가 없어서 수습하기로 하고 목공소
에서 널 4개를 만들어 우차에 싣고 가서 위험한 중에서도 시체를 수습하여 학교 수위
실 동편 양지바른 언덕에 안장하였다. 이때 희생된 학생들은 용강 구룡리에서 온 중
학교 4학년생 김초목, 강서군 가장리에서 온 중학교 3학년생 김응봉, 강서군 대마리
에서 온 중학교 3학년생 김용원, 장호원에서 온 국민학생 김영배 군이었다. 후에 옛 
친구들이 이 시신들을 포천 재림공원 묘역으로 이장하였다.3

셋째 그룹은 일단 돌산을 넘어서 피난하고자 했지만 퇴로가 막혀 다시 삼육동으로 
돌아온 그룹이었다. 당시 청년선교회 회장이었던 유형환 등 일부 학생들은 돌산을 넘
어 육사 쪽으로 도망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육사 전방에서 인민군 선발대와 
국군이 교전하는 장면을 보고 전장의 반대쪽으로 피하였다. 이 전투에서 국군이 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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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결국 육사 교정에 인공기가 올라가는 모습과 오른쪽 거리에서 인민군들이 서울로 
입성하는 모습을 본 이들은 피난할 길을 찾지 못하고 다시 삼육동으로 돌아와 남아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급적 숨어서 지낼 수밖에 없었다.1

3. 북한군 치하의 삼육동

전쟁 초기에 삼육동을 떠나 피난길에 오르지 못하고 교정에 남아 있던 교직원과 학
생들은 모두 76명이었다. 사택에 살고 있던 교직원의 경우는 6호 사택의 임병의 목사
를 제외하고는 모두 학교에 남았으며 논골에서 거주하던 선생들 중에서도 정규화 선
생을 제외한 김동인 선생과 김상식 선생은 피난을 가지 못하고 그대로 남았다. 이 외
에 주로 북한 지역에서 학교에 입학해 기숙사생활을 하고 있던 학생들이 피난을 가지 
못하고 대학에 남아 있었다.2

학교는 곧바로 인민군 586부대에 의해 점령당했기 때문에 기숙사에 남아 있던 학
생들은 사택과 불암동 주변에 숨어서 지낼 수밖에 없었다. 그들 중에는 인민군들의 
꾀에 넘어가 ‘의용군’으로 끌려간 사람들도 있었다. 당시의 경험을 기록한 김재신 목
사에 따르면, 인민군들은 학교 기숙사 식당에서 준비해 놓았던 장을 다 먹은 후 “하
루는 학생들에게 장 값을 줄 터이니 실업부 인쇄실로 모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순진하기만 한 숨어 지내던 학생들이 사방에서 나와서 공장으로 집합했”는데 저들은 
“군용차를 대기시켰다가 모두 차에 싣고 의용군으로 보냈다.”3 그러나 이들 중 대부
분은 가는 도중에 도망쳐 나왔다. 그러나 도망치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 임운주, 임운
규, 이주석, 신필주, 김일섭, 이신완 등은 아직까지 행방을 알 수 없고, 이기원, 조영
묵, 홍희섭은 도망치다가 국군에게 포로로 잡혀 온갖 고생을 한 후 휴전과 함께 석방
되어 나왔다.4 이들 역시 한국전쟁이 삼육동에 안겨 준 또 하나의 상처가 되었다.

학교를 점령한 후 북한군들은 삼육동을 공산주의 혁명을 가르치는 교육의 장이자 
공산주의 혁명가 유자녀학교로 사용하였다. 그로 인해 7월 초에 북한 당국은 김안수 
교장과 이종필 교감, 이병준 교양주임 등을 파견하여 삼육학교를 자신들의 학교로 운
영하였다.5 그러나 주로 공산주의 혁명과 관련된 사상교육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되
었기 때문에 교사나 학생들 모두 특별한 흥미를 가지지 못하였다. 그래서 선생들은 
학생들에게 주로 노동을 시켰다고 당시 관련자들은 증언하고 있다.



206

8월 초순이 되자 삼육동은 춘천 방면에서 끌려온 ‘의용병’들의 훈련소가 되었다. 이
로 인해 약 1,000명의 신병들이 학교에 주둔하여 훈련을 받았다. 저들은 선교사 사택
들을 부대 본부와 야전 병원 등으로 사용하여 의용병 훈련소를 운영하였다. 주간에는 
주로 돌산 뒤에서 훈련을 했고, 야간에는 운동장에서 자동차 운전 등을 가르쳤다.1 
이렇게 해서 평화와 진리 수호의 장으로 세워진 삼육동이 전쟁과 살상의 훈련장이 되
고 말았다. 그러나 이 상황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았다. 일제가 하나님의 교회들을 
핍박함으로써 결국 패망하게 된 것처럼 북한군들 역시 주민들을 학살하고 착취함으로
써 부당한 야욕을 실현시킬 수 없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평화와 진리 수호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공간에서 전쟁을 가르치고 폭력을 휘둘렀으니 저들의 역사적 운명은 
일제의 그것과 같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개전 후 3개월 만에 북한군들은 서울에서 

려나게 되었다.

4. 서울 수복과 1ㆍ4후퇴

유엔의 도움으로 파병된 유엔군과 국군이 낙동강 전선에서 북한군의 진군을 저지시
키는 데 성공하면서 전쟁의 상황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에 유엔군 사
령관 맥아더(Douglas MacArthur)는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트루먼(Harry Shippe 
Truman)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였다. 이에 미국 제1해병사단
과 제7사단으로 이루어진 제10군단 및 5,000명에 달하는 한국해병대는 9월 15일 새
벽 인천 월미도(月尾島)에 기습상륙, 다음날 인천을 탈환하였다. 이어 미국 해병대와 
한국군은 서울 탈환을 위해 동진하고, 미국 제7사단은 남진하여 북상하는 유엔군과 
오산에서 합류함으로써 북한군은 패주하게 되었다. 인천 상륙작전으로 인천을 탈환한 
지 10일 만인 26일에 미국 해병대와 한국군은 서울로 진입하는 데 성공하였고, 28일
에 드디어 3개월 만에 서울을 수복하였다.

유엔군의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세가 불리해지자 북한군은 9월 17일부터 22일까지 
1만 명이 넘는 정치범들을 북한으로 압송하고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는 도중에 학살
하기도 했다.2 삼육동에 있던 인민군들도 마찬가지였다. 서울 탈환 직전 인민군 부대
가 급하게 떠나자 마을 사람들은 전리품들을 챙기러 왔다가 부역활동을 하던 이병준, 
이철우를 사살하게 되었다. 이에 이철우의 처남이 남아 있던 군인들과 세포위원장을 
대동해 사살에 가담한 사람을 색출하고자 하였다.3 다행히 교직원 가족들 가운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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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받은 사람들이 없어서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이에 저들은 부역자들의 부정
을 목격한 김영도 선생을 혐의자로 여기고 그를 수색하여 찾았으나 다행히 토굴 속에 
숨어 있던 김영도 선생은 발각되지 않았다.1 이 과정에서 선교사 사택을 지키고 있
던 조병서 선생과 몇 명의 학생들이 인민군 패잔병들에게 발각되어 총살될 위기에 놓
였었는데 때마침 서울을 탈환한 미군 병사가 학교까지 들어와 인민군들을 사살하고 
학생들을 구출하기도 했다.2 이로써 삼육동은 3개월간의 피를 말리는 고통을 견디고 
다시 한 번 자유의 기쁨을 만끽했다. 그러나 이것으로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통
일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100만의 중국군이 전쟁에 개입함으로써 전선은 다시 남하
하여 많은 사람들은 다시 짐을 꾸리고 남쪽으로 피난해야만 했다. 1ㆍ4후퇴가 시작된 
것이었다.

전세를 역전시킨 유엔군과 한국군은 10월 1일에 3ㆍ8선을 돌파하여 10월 10일에 
원산을 점령하고, 26일에는 평양을 거쳐 압록강에 이르렀고, 11월에는 두만강 일대까
지 진격하여 거의 전 국토를 수복하고 통일을 눈앞에 두었다. 그러나 중국군이 개입
함으로써 유엔군은 다시 남쪽으로 려 12월 4일에 평양에서 철수하였고, 26일에는 
다시 38선을 넘겨주었다. 전쟁은 다시 중국군과 북한군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게 되었
고 이에 1951년 1월 4일에 서울을 또 다시 내주게 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남한 정부
와 민간인들은 다시 피난길에 오르게 되었다.

중국군의 개입 이후 전세가 리자 북한군의 점령 하에서 고통을 겪었던 재림교회 
지도자들은 본부를 부산으로 옮기기로 결정을 하고 남하 계획을 추진하였다. 유엔군
이 평양에서 철수를 하자 또 다시 서울이 점령될 것을 우려한 한국 재림교회 지도자
들은 1950년 12월 10일 평의원회를 열고 본부급 각부 기관의 중요간부 25인을 종교
단체 소개열차로 부산까지 피난시키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이들은 다음날 서울역을 
출발하여 12월 15일 아침에 부산진역에 도착한 후 부산 수정동교회에 자리를 잡았다. 
한편 22일에 배로 인천을 떠나 부산으로 내려가려고 계획했던 기관 사역자들의 가족
들과 기타 사역자와 그 가족들 및 간호사들을 포함한 100여 명의 교인들은 루 의사
의 교섭 노력 덕분에 예정일 하루 전날인 21일에 화차 두 대에 분승하여 대구를 거쳐 
28일에 부산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기관 사역자들의 가족들과 서울 시내 사역
자들과 일반 신자 가족들 등 많은 재림교인들이 루 의사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화물자
동차 6대에 분승하여 인천으로 간 후 25일 새벽 5시에 피난민수송선 위트니
(Whitney)호에 승선하고 그날 오후 6시 30분에 인천을 출항하여 27일 오전 10시 30
분경에 부산에 도착하였다. 이렇게 수차례에 걸쳐 많은 교인들이 부산으로 피난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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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는데 그 수가 무려 1,200명에서 1,300여명에 이르렀다고 한다.1
이 엄청난 피난 여정은 루 의사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던 일이었다. 루 의사는 한

국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에 대총회 참여 차 미국으로 갔다가 전쟁 소식을 듣고 가슴 
아파 하던 중 9ㆍ28 서울수복 후 주한미국대사 무치오(J. Muccio)의 요청으로 10월 
18일에 부인 및 롭슨 간호사와 함께 다시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다.2 서울로 돌아온 
루 의사는 서울위생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냈
다. 그리고 전세가 다시 불리해지자 유엔군 지도부와 교섭하여 재림교인들을 부산으
로 피난시키고, 자신도 1951년 1월 3일에 자가용으로 한강의 인도교를 마지막으로 
넘어서 부산으로 내려가 진료소를 운영하는 등 상처 입은 한국인들을 위해 헌신하였
다. 당시에 그가 한국연합회장인 바르 목사에게 보낸 편지는 그의 헌신적인 노력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요즈음 아침부터 저녁까지 글자 그대로 눈코 뜰 사이가 없습니다.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충분히 잘 시간도 없습니다. 또 자리에 누워도 잠이 잘 오지 않습
니다. 서울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남쪽으로 입니다. … 다
음 월요일에는 부산에 합회 회계부와 중한대회를 위한 사무실을 얻을 작정입
니다. 그리고 그 후 곧 작은 치료소도 하나 세울 작정입니다. 우리의 약품과 
기타 물품들을 어떻게 건사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서울은 떠나고 있
는 직원들에게 조금씩 주어 보내고 있습니다.3

5. 제주도 정착과 교육사업 추진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부산으로 피난해 모여 있던 재림신자들을 비롯해 많은 피난민
들이 제주도로 다시 이주하게 되었다. 첫 번째는 중국군이 개입으로 북한 인민군들이 
또 다시 서울에 입성하여 계속 남진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었다. 1차 점령 때 북한
군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던 많은 사람들은 안전한 지대로 피난할 수밖에 없었고 대부
분의 사람들은 부산으로 몰려들었다. 피난민의 부산 집중이 두 번째 이유가 되었다. 
한국 정부는 피난민의 부산 집중이 작전상 지장이 많다고 판단하고 일부 피난민들을 
제주도로 이주하도록 종용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가 가장 안전할 것이라고 판
단한 많은 기독교인들은 부산을 떠나 제주도로 피난하기를 원하였다. 이것이 세 번째 
이유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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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 때문에 부산으로 피난했던 많은 기독교인들과 일반인들이 제주도로 옮겨
지게 되었다. 재림교인들을 비롯해 장로교인과 감리교인들로 구성된 6천여  명의 피
난민들은 1951년 1월 15일에 부산진항에서 철갑수송선인 LST선을 타고 거제도를 거
쳐 17일 아침 11시경에 제주도 화순포에 도착하였다. 이곳에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
은 하선하였고, 900여 명의 재림교인들은 좀 더 조용한 지역으로 이동해 1월 19일 
오후 9시경에 성산포에 도착하였다.1 재림교인들이 성산포에 도착했을 때 한국 상황
을 점검하기 위해 귀환한 연합회장 바르 목사와 회계인 스 선생 등이 미리 와서 기
다리고 있다가 피난한 성도들을 환영해 주었다. 이들은 10월 22일에 한국에 들어와
서 위생병원과 본부가 있던 서울과 임시로 본부가 옮겨진 대전을 거쳐 부산에 이르는 
등 재림교인들과 기관들을 돌아보는 중에 피난민들이 제주도로 옮겨가게 됨에 따라 
미리 제주도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다.2 저들의 환영은 고난 중에 있던 재
림교인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 성산포에 도착한 재림교인들은 우선 절반은 동
초등학교, 나머지 절반은 성산수산고등학교 교실에 수용되었다가 22일까지 부락의 민
가로 옮겼다. 교인들은 성산면과 경찰지서의 도움으로 성산면을 중심으로 해서 오조
리, 고성리, 신양리 등지로 분산되어 거주지를 정하고 성산포 정착 생활을 시작하였
다.3 이렇게 해서 시작된 약 2년간의 제주도 피난 시절은 재림교회와 삼육대학교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곳에서 재림교회는 선교, 의료사업을 포함해 
교육사업 등을 추진하였기 때문이었다.

선교사업 중 두드러진 것은 성산포교회의 설립과 교회 건축을 들 수 있다. 피난민
들로 구성된 성산포교회는 1951년 2월 10일에 유영순 장로와 노원호 집사를 초대 
수석장로와 집사로 선정한 가운데 조직되었다. 이 교회는 피난민들로 구성되었지만 
남다른 선교열을 가지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도회와 성경연구회 등을 개최하여 많
은 신자들을 얻었다.4 당시 성산포에서는 루 의사에 의해 위생병원 분원이 운영되는 
등 재림교회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난민들로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교회의 위상은 높았다. 이런 분위기와 선교열이 더해져 성산포교회는 짧은 시간에 
발전해 새로운 예배당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교인들은 교회건축위원회를 조직
하고 교인들의 헌금과 헌신을 토대로 교회 건축을 추진하였다. 이영린 교수의 기록에 
의하면 원래 그들은 명희초, 김진택, 이해성, 오석영, 박장순 등의 지도 아래서 28만 
원 정도의 자금을 마련해 작은 교회건물을 한 채 구입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뜻밖에



210

도 51만 원이 모이게 되자 용기를 얻어 오영섭 선생을 회장으로 하는 교회건축위원
회를 조직하여 성전 건축을 추진하게 되었다.1 

교인들은 성산포 고성리의 한 언덕에 땅을 사고 그해 4월 중순에 터를 닦은 후 5
월 초순부터 돌을 쌓아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시작된 건축사업에 많은 
교인들이 자원해서 참여하는 등 커다란 역사가 일어났다. 저들은 재정적, 육체적, 정
신적인 헌신을 통해 교회건축에 매진하여 드디어 9월 22일에 상량을 하고, 12월 9일
에는 그 당시 연합회장에 임명된 클린턴 리 목사의 집례로 헌당식을 거행하였다.2 
이렇게 해서 420만 원의 자금으로 42평의 석조건축물인 성산포교회가 지어졌다.3 

성산포교회는 재림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역사를 가진 건축물이다. 
그 교회는 피난 시절에 피난교인들이 세운 교회라는 점에서, 다시 말해서 고난 중에
서도 신앙의 빛을 높이 든 재림교인들의 신앙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교회라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의를 가진다. 그래서 재림교회 초창기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지도
자들은 이 교회를 회기동의 본부교회만큼이나 중요한 건물로 여기고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교회는 후에 재림교회와 무관한 개인에게 양도됨으로써 그 
역사성을 상실하였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재림교회 지도자들은 선교 100주년을 앞두
고 이 교회를 다시 매입하여 역사 기념물로 복원하고자 노력하였지만 뜻대로 되지는 
않았다.

성산포에서의 의료사업은 전란 중에 위생병원의 분원으로 시작되었다. 1951년 1월 
22일에 피난민들로 구성된 재림교인들이 지역 마을에 정착한 날로부터 4일 후인 26
일에 루 의사는 부산으로 옮겨 진료를 하던 위생병원을 다시 제주도 성산포로 옮겼
다. 그리고 성산포에 도착한 지 3일 후인 29일에 성산면 고성리에 위치한 성산서초등
학교의 한 교실에서 진료를 시작함으로써 지역주민들과 피난민들에게 의료혜택을 제
공하는 위생병원 분원을 시작하였다. 당시 의료진은 루 의사 외에 4명의 간호사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하루에 200여 명의 환자들을 돌보았다. 지역주민들은 종합병원 수준
의 의료 진료를 처음 경험하는 것이어서 병원의 활동에 매우 감사했다. 이곳에서 사
용된 의약품은 대부분 미군사지원처(CAC)에서 배당받은 것들이었는데 부족한 것들은 
서울서 가지고 내려온 것들로 보충하였다. 이 진료소는 수개월 후에 성산포의 최북단
인 시가로 이전하였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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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건축 및 의료사업의 시행과 더불어 제주도 피난 시절에 성산포에서 재림교회가 
재개한 가장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는 바로 교육사업이었다. 재림교인들은 어느 시
대, 어느 지역에서나 늘 그랬듯이 교인들이 정착한 곳에서 자녀들을 위한 교육사업을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로 여기고 그 사업을 시작하였다. 재림교회가 교육사업에 
대한 남다른 의지를 가졌던 것은 바로 삼육교육이념을 구현해야 한다는 신앙적 사명
감 때문이었다. 자녀들이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고,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신앙정신
을 가진 교직원들에 의해서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교육이념을 가진 학교
를 세우는 것 외에 달리 선택할 길이 없었다. 이런 인식 때문에 재림교회는 교인들이 
있는 곳에 가장 먼저 교육사업을 시작하는 역사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비록 피난 중
이었지만 성산포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곳에 정착한 교인 자녀들을 교육시켜야 
했기 때문에 재림교회는 경험을 살려 서둘러 교육사업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특별히 피난 중에 피난지에서 삼육중고등학교의 분교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1951
년 2월 26일에 문교부가 발표한 “전시 하 교육특별조치 요강”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정부는 “피난 학생에 대하여 피난지 소재 학교에 등록하여 학업을 계속케” 하
고, “교실 부족을 타개하기 위하여 가교실의 건축, 피난 특설학교 또는 분교장의 설
치, 교과별 미수시간제” 등을 실시하도록 특별 조치 요강을 발표하였다. 이 발표에서
는 거제, 통영, 제주 등 특별 피난 지역에 분교장 설치를 적극 장려하였다.1 이런 정
부의 조치와 재림교인들의 교육에 대한 의지로 성산포, 거제도 등 재림교인들이 정착
했던 피난지에서 삼육학교의 분교가 설치 운영되었다.

재림교회 교육자들은 성산포에 정착한 후 1951년 2월 25일에 이응준 선생 댁에 
모여 교육사업 준비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이들은 당시 성산포 포구 근처에 있던 피난
민 대책위원회 사무소에 임시개교 준비 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하고, 준비위원들로는 
장소준비 위원에 김영도, 김기방, 이용준 선생을, 교과서 교과 위원에 최명환, 노원호 
선생을, 교무등록 위원에 이창규, 정규화 선생을, 회계에는 임병의 , 정태혁 선생을 
각각 임명하였다.2 이들은 학교 건물을 확보하기 전일지라도 우선 급한 대로 교육사
업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3월 11일에 아이들을 해변 가 바위 밑과 
백사장 등에 모아서 노천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만큼 자녀들을 위한 교육은 중요한 역
사적 과업이었다. 이런 과정에서 성산포의 사업가요 유지인 부태윤 씨가 자신의 옥도
공장(沃度工場)을 교육사업을 위해 무상으로 빌려주어 정식으로 학교를 개교할 수 있
게 되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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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서 1951년 5월 7일에 학생 100여 명과 더불어 교육사업을 시작하니 이것
이 삼육중고등학교 성산포분교였다. 이 분교의 교사진으로는 이창규, 임병의, 김영도, 
한기조, 최명환, 정규화, 김기방, 이응준, 김기춘, 조돈하, 한영옥, 이용준, 문미옥 선
생 등이었으며, 1952년 2월에 이영린 선생이 가담하여 성경, 영어, 역사 등을 가르쳤
다. 분교가 시작된 지 2개월 후인 7월 11일에는 학교로 사용하던 건물을 월세 3만 원
에 정식 계약을 하고 이여식 목사를 초청하여 보다 더 체계적으로 교육사업을 추진하
게 되었다.1

한편 당시 재림교인들의 피난지로는 제주도 성산포 외에 거제도 학산에도 있었는데 
이곳에서도 삼육교육 사업이 재개되었다. 거제도 피난민들은 서울에서 마지막 피난 
행렬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부산 유입 억제 정책에 의해 대구에
서 제지당해 대구 덕산동교회에서 김관호 장로의 보살핌을 받다가 마산으로 이주한 
후 제주도로 가는 길마저 막혀 할 수 없이 최종 피난처로 거제도에 정착할 수밖에 없
었다. 이렇게 해서 거제도 동면 학산리에 정착하게 된 피난 재림교인 50여 명은 공회
당을 교회 겸 학교로 활용하여 김창수 선생의 지도아래서 학교를 운영하게 되었다.2 
거제도 학산 분교는 18명의 학생으로 시작했으나 교사가 없어 김창수 선생이 홀로 
영어 및 성경 과목만을 지도하다가 나중에 김정호, 조돈하, 양총일, 임성원 선생 등이 
가세하여 한동안 교육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하였다.3

삼육중고등학교 성산포분교는 1951년 8월 8일에 제2회와 3회 졸업식 및 진급식을 
거행하였다. 이때 중학교 제2회 졸업생(4년 졸업자)으로는 김경식, 김춘섭, 정화현, 
김재신, 조광수, 조병일, 김덕례, 김부련, 김순조 등 22명이었는데, 이들 중 군인이 무
려 16명에 이르렀다. 중학교 제3회 졸업생(3년 졸업자)은 박봉규, 방근조, 이주찬, 조
광렬, 정태목, 차도순 등 28명이었다. 아울러 고등학교 제1회 졸업생(6년 졸업자)은 
김형락, 김영희, 배명숙, 이근실, 이선희 등 9명이었다. 이 외에도 2학년 진급생 23명, 
3학년 진급생 19명, 6학년 진급생 13명 등이 진급식에 참여하였다. 한편 보름 전인 
7월 22일에는 삼육국민학교 졸업식도 거행되었는데 총 19명이 졸업하였다.4

이처럼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재림교회는 전쟁의 직접적인 위협으로부터 다소 멀
리 떨어진 제주도에서 교회사업을 재개하였다. 당시 대부분의 기독교회들 역시 전란
으로 인해 제주도를 포함해서 부산, 대구 등을 기점으로 교회사업을 추진했던 것과 
동일한 것이다. 교육사업 역시 마찬가지였다. 장로교회 신학교인 총회신학교는 1951
년 9월 18일 대구에서 개교하여 1953년 10월 서울로 이전하기까지 약 2년 간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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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절을 보냈다.1 재림교회의 경우 신학교는 정식으로 개교하지 못했지만 초ㆍ중등학
교를 성산포에서 개교함으로써 전란 중에서도 교육사업의 맥을 이어갔다. 그렇게 어
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교육사업에 대한 의지를 펼치던 중 드디어 휴전의 날
이 가까워지면서 전쟁이 중단될 기미가 보이자 서둘러 삼육동의 교육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다.

6. 교단 복구와 교육사업의 재개

비록 1951년 1월 4일 서울이 북한군에 의해 재점령당하여 1ㆍ4후퇴의 시련이 시
작되었지만 이번 점령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잠시 리던 유엔군은 1951년 1월 
25일부터 대반격을 개시하여 2월 10일에 인천과 김포를 탈환했고, 3월 24일에는 38
선을 다시 돌파하였다. 이때부터 전쟁은 국지적으로만 진행되었는데 그 이유는 미국 
정부가 휴전을 모색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중국의 만주 공격을 주장했던 맥아더 사
령관이 해임되던 4월에 북한군은 한때 서울 북부까지 진격하기도 했지만 또 다시 한
국군에게 격퇴되어 동부전선은 고성, 서부전선은 연천, 중부전선은 철원 너머로 려
났다. 이렇게 38선을 사이에 두고 전세가 역전 및 재역전 되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6월에 이르러서 북한은 전세가 불리하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유엔을 통해 정전
을 제의해 옴으로써 휴전회담이 진행되기 시작했다. 그 때가 1951년 7월 10일이었
다.2 

물론 회담이 처음부터 원활한 상태로 진행되지는 못했다. 경계선 책정과 포로송환 
문제로 양측의 회담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동안 국지전이 계속되었지만 더 이상 
전면전으로 확대되지는 않았다. 이는 곧 전쟁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얘기였다. 이런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휴전의 분위기가 무르익
게 되자 교회 지도자들은 각 교회 기관들과 사업들을 재개하기 위해서 속속 서울로 
귀환하였다. 역사적인 한국전쟁의 휴전협정은 최초의 휴전협정이 시작된 이후로 2년
이 지난 1953년 7월 27일에 가서야 이루어졌지만 휴전협상이 시작되면서 이미 남북
한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전쟁의 참화를 복구하는 일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재림교회 역시 이런 역사적인 상황에 따라 서둘러 교회사업을 복구하기 위해 단계적
으로 절차를 진행하였다.

1) 기관들의 복구와 조직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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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군과 한국군이 서울을 수복하고 38선을 다시 돌파하자 피난지에 있던 교회 지
도자들은 서울에 있는 기관들을 복구하는 일을 위해 우선 선발대를 파견하기로 결의
하였다. 이에 제1차로 4월초에 선발대를 파견하였으나 저들은 여의치 않아 피난지로 
되돌아왔다. 38선 이북으로 렸던 북한군이 4월에 전세를 역전시켜 다시 서울의 북
부인 우이동 지역까지 진격해 왔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5월에 들어서서 유엔군 방어
선이 완벽하게 구축되고 한국군이 38이남 지역에서 대부분의 북한군을 격퇴하여 북
한군의 전세가 급격하게 기울었고, 그로 인해 6월부터 휴전회담에 대한 분위기가 고
조되자 다시 기관 복구를 위한 선발대들이 서울로 입성하였다. 

기관들 중에 가장 먼저 복구사업이 진행된 곳은 위생병원이었다. 1차 선발대로 파
견되었던 박근응, 오치운, 박혁석 등 3인은 서울 북부까지 북한군이 왔을 때 피난지
로 되돌아가지 않고 전투 중인 유엔군의 뒤를 따라 서울로 입성하여 병원 복구 사업
에 헌신하였다. 그 후 전세가 호전되자 임병의, 손재목, 이주복 선생 등은 삼육동으
로, 한인갑 선생은 시조사로 각각 복귀하여 기관 복구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들은 이
렇게 교단 기관들을 수호한 공로를 인정받아 1년 후 청주에서 진행되었던 제16회 연
합회 총회에서 표창을 받았다.1

피난 중에 있었던 연합회 본부가 서울로 다시 복귀한 시점은 1951년 11월이었다. 
그때는 38선 부근에서 여전히 전투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더 이상 연합회의 서울 복
귀를 미룰 수가 없었다. 일단 유엔군의 방어선은 든든했고 북한군의 공격은 소강상태
에 접어들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은 어느 정도 안정을 유지해가고 있었다. 그런 상황
에서 부산이나 제주도와 같이 지리적으로 외진 곳에서 전국사업을 이끌어가기 어렵다
고 판단한 교회 지도자들은 선발대원들의 기관 복구 과정을 고려하여 그해 11월 연
합회 본부를 서울로 복귀시켰다. 그러나 본부 사무실이 폭격으로 심하게 파손되어 있
었기 때문에 당장에 복구를 할 수가 없어서 당분간 서울위생병원 사무실과 시조사 사
무실을 빌려 사무를 보았다. 특히 그해 2월 원동지회 춘계 평의원회에서 한국연합회
장에 피선된 클린턴 리 목사는 서울위생병원 구내에 있던 사택에서 주로 업무를 수행
하였다.2

휴전 협정이 진행되면서 전쟁의 위기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되자 재림교회는 총회
를 통해 조직을 재정비하기에 이른다. 제16회 총회는 지난 1948년 6월에 서울 본부
교회에서 열렸던 제15회 총회 이후 4년 만에 개최되었다. 당시의 관례에 따르면 총회
는 매 2년마다 개최되었다. 그러나 1950년에는 전쟁이 일어남으로써 총회를 개최할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제16회 총회가 미뤄졌다. 그 후 2년이 경과된 1952년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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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은 끝나지 않았지만 조직을 재정비하여 전쟁 이후의 교회사업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총회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이에 교회 지도부는 1952년 5월 19일
부터 24일까지 청주주성국민학교 대강당에서 교회 대표자들과 함께 제16회 총회를 
개최하였다.1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총회가 서울이 아닌 청주에서 개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인들이 총회에 참석하였다. 특별히 4년 만에 열리는 총회였고, 또 전쟁 중에 개최
되는 총회였기 때문에 교인들의 총회에 대한 관심은 비상했다. 교회 지도부는 총회가 
개최되기 전부터 약 한 달 동안 연합회장 클린턴 리 목사의 지도로 사역자수양회, 문
서전도자수양회, 전도대강연회 등 각종 영적 집회를 개최하였다. 아울러 총회 기간 
동안에는 원동지회의 임원들이 대거 참석하여 각종 수양회 등을 진행하였다. 총회 전
과 총회 기간 동안에 이처럼 많은 강연회와 수양회를 개최한 이유는 그 동안 전란으
로 인해 피폐해진 교인들의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신앙의 분위기로 교회를 이끌어가
기 위한 지도자들의 의지 때문이었다. 특별히 이 총회 기간 동안 청주교회와 청주시 
당국의 특별한 배려가 총회의 모든 순서와 분위기를 북돋아 주었다. 당시 총회의 준
비상황을 박창욱 장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가두에는 총회 선전탑과 현수막이 설치되어 지방에서 찾아 온 교인들을 환
영하였다. 청주교회에서는 미리부터 내빈의 숙소를 다 준비하여 불편 없이 쉬
게 해 주었고, 식사는 공동식당에서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들의 우정과 교제를 
더욱 돈독하게 해 주었으며, 특히 청주시 당국은 20가마니의 양곡을 배급하여 
줌으로써 재림신자들을 환영하는 뜻을 표하였다. 관청에서는 선교사들이 유숙
할 집과 식당으로 사용할 천막 등을 빌려주었고, 라디오와 신문은 광고의 편의
를 도모하여 주었으며, 학교에서는 피아노, 풍금, 책상과 걸상까지 무상으로 사
용할 수 있는 호의를 베풀어 주었는가 하면, 이발소와 목욕탕까지 요금을 할인
하는 등, 온 청주시가 대표자들을 환영하는 듯하였다.2

전쟁이라는 상황이 백성들의 마음을 서로 열어주고 함께 배려해주는 마음을 더욱 
더 깊이 갖게 해 주었다. 이러한 호의와 열성으로 진행된 제16회 총회에서 지도자들
은 38이남 지역을 3개의 대회, 즉 중한, 영남, 호남으로 나누고 각각의 대회 임원들
을 선출하였다.3 그리고 북한 지역은 대회장만 두고 선교의 문이 열리면 그때 가서 
세부 임원 및 평의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결의했다. 이 결의가 재림교회의 역사에서 
북한 지역을 위한 최종 결의가 되었다. 이는 곧 한반도에 분단 상황이 완전히 고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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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북한 지역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고립지대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결의에서 북한지역 책임자로 임명된 임성원 목사를 포함해 북한 지역 사역자들은 더 
이상 북한사업이 불가능해지자 1954년 춘기 정기 평의원회에서 연합회, 삼육신학원, 
영남대회 등에 편입되었다.1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총회를 통해 교회조직이 재정비되고, 기관들의 복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피난 
성도들의 귀환 시점이 가시화되었다. 이에 연합회에서는 미군측에 요청하여 LST선을 
제주도로 보내 1952년 11월 23일 오후 6시에 모든 피난 신자들을 태우고 성산포를 
떠나 통영을 거쳐 서울을 향해 귀향길에 오르도록 지도하였다. 그렇게 해서 피난성도
들은 5일 후인 28일에 서울로 돌아왔다. 연합회는 대총회로부터 1953년에 10월에 4
만5천 달러, 1954년 10월에 다시 4만3천 달러 등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소된 교회들
을 복구하고 연합회 본부 건물도 복구하였다.2 특별히 본부 건물은 1954년 5월에 복
구를 마침으로써 전쟁으로 입은 외관상의 피해들은 어느 정도 정리되었다.3

2) 교육사업의 재개
연합회 본부와 각 기관들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 가운데 하나였던 

삼육동의 학교를 복구하는 일을 빼놓을 수는 없었다. 지도자들은 연합회의 본부를 서
울로 옮겨올 즈음에 신학교의 개교를 신중하게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1951년 
10월 23일 평의원회에서 “신학교를 11월 15일에 서울에서 개교하기로 결의”하고 신
학교 입학 지원자를 받았다.4 지금까지 신학교의 운영에서 늘 그래 왔던 것처럼 신
학과정의 경우에는 지원하는 학생들을 평의원회에서 결의하여 입학을 허락하였다. 전
쟁 후 다시 시작하는 신학교 교육도 마찬가지였다. 11월 15일에 개교를 앞두고 여러 
학생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신학과에 지원했는데 그 때마다 평의원회에서는 결의를 
통해 입학을 허락하였다. 

1951년 신학교 개교를 앞두고 평의원회 결의를 받은 학생들은 최초에는 29명이었
다. 이들 중 남학생이 20명이었고, 나머지 9명은 여학생이었다. 특별히 북한대회 출
신이 12명이었고, 중한대회 출신은 15명, 남한대회 출신은 2명이 지원하였다.5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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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의 학생들의 입학이 추가로 허가되어 총 38명의 학생들이 새롭게 시작되는 신학
교 교육과정에 참여하였다.1 평의원회는 신학교 학비를 입학금은 5만 원, 수업료는 
매월 5천 원으로 정하여 결의하였다.2 

교회 지도부는 학교수업을 재개하자마자 평의원회의를 통해서 학교의 명칭을 삼육
신학원으로 개칭하였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중학교 4년 과정과 신학교 2년 과정
을 묶어 삼육초급대학이라는 명칭으로 학교가 운영되었었다. 그러나 1950년 3월 10
일 새로운 교육법이 공포되어 초급대학 4년제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전후에 회복된 학
교의 명칭을 더 이상 초급대학으로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이때 공
포된 학제 개정안에서는 그 동안 6년제-4년제-6년제로 운영되었던 중등교육을 중학
교 3년, 고등학교 3년의 단선제로 확정함으로써 오늘날과 같은 6-3-3-4제의 단선형 
학제가 확립되었다. 따라서 재림교회의 교육도 이러한 학제에 맞추어서 개편되었다. 

교회 지도자들은 우선 학교의 명칭을 삼육신학원이라 개칭하고 이 신학원 내에 국
민학교, 중학교, 고등부, 전문부(신학과)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신학과를 전문부로 
구분한 이유는 신학과정이 4년제 대학 수준의 과정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2년제 전문 
과정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이었다. 신학과정이 4년제 과정으로 인가받은 때는 1954년
에 이르러서였는데 그것도 여전히 각급학교로서 인정을 받았던 것이었다. 재림교회 
신학교가 정규 4년제 대학과정으로 시작되는 때는 1961년이었다. 1951년 삼육신학원 
개원 당시의 원장은 제임스 리 목사가 계속해서 맡게 되었다. 그는 1951년 4월에 개
최된 일본연합회 총회에서 목사로서 안수를 받음으로써 안수목사의 직임도 같이 수행
할 수 있게 되었다.3 연합회 평의원회는 박원실 목사를 임시로 삼육신학원의 교사로 
채용하기로 결의함으로써 제임스 리 목사, 임병의 목사와 더불어 삼육신학원을 이끌
어가도록 하였다. 아울러 1952년 11월 말에는 삼육신학원 이사회를 개최하여 학교를 
이끌어갈 교직원들을 선출하였는데, 원장엔 제임스 리 목사, 학감엔 박원실 목사,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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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에 임병의 목사, 회계에 정태혁 선생이 각각 선임되었고, 작업주임에는 손재목 선
생, 등록주임에는 조돈하 선생, 고등부 교감엔 이창규 선생, 초등부 교감엔 노원호 선
생, 그리고 남녀 사감에 이영린 선생과 문미옥 선생이 각각 임명되었다.1

학교가 삼육신학원이란 이름으로 개교되어 삼육동의 교육 시대를 다시 열어감으로
써 재림교회의 교육비전은 이제 새로운 출발대에 서게 되었다. 이 새로운 출발대는 
과거 50여 년 간의 삼육교육의 역사와 더불어 현재 삼육동이라는 공간적, 정서적 여
건을 힘입어 미래 삼육대학교의 비전과 이상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었다. 당시 삼육교
육의 주체들은 이러한 사실을 직시하고 비전을 향해 단계적으로 교육사업을 전개해 
나갔다. 앞서 언급했던 1952년 5월에 개최된 한국연합회 제16회 총회에서 제임스 리 
원장은 삼육신학원 보고를 통해서 학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자세히 설명하였다. 
그 보고에 따르면 이전 총회인 제15회 총회 보고 당시 학생수는 신학과 40명, 중학
교 120명이었으며, 교사는 5명이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49년에 학교를 삼육동으로 
이전할 때 학생수는 초등학교 35명, 중학교 307명, 초급대학 48명으로 총 390명이었
다. 당시의 교사수는 21명이었다. 특별히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의 학생 
총수는 500명을 넘었었다.2 그러나 전쟁으로 인해 학교가 휴교상태에 처해졌다가 
1951년 11월에 다시 개교할 당시에 신학교 학생수 38명으로 시작되었다. 피난 신자
들이 모두 서울로 돌아오는 1952년 12월 3일에는 고등학교가 개교되어 삼육신학원
에서 고등학교 교육도 다시 시작되었다.

3) 신학교 제13회, 제14회 졸업식
학교를 정상적으로 개교한 후 1952년과 1953년에 신학과 제13회 졸업식과 제14회 

졸업식이 거행되었다. 한국전쟁이 발발되기 한 달 전인 1950년 5월에 제12회 졸업식
이 있었고, 전란으로 인해 2년 동안 졸업식을 거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13회 졸업
식은 2년 만에 갖게 되었다. 당시 졸업식은 강릉 야외 노천강당에서 거행되었다. 이
때 신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본과에 송권, 특과에 김두유, 김왕목, 김장출, 신갑송, 이
성옥, 최명기, 김성애, 방선일, 이정자 등 모두 10명(남 7명, 여 3명)이었다. 이들은 
모두 한국전쟁 이전에 입학하여 1년간 수업하고 전쟁 후 다시 2년간 공부하여 영예
의 졸업장을 받게 된 것이었다.3

이듬해에 개최된 제14회 졸업식은 1953년 8월 2일에 강당으로 사용되던 목공장 강
당에서 거행되었다. 이들은 모두 삼육동의 교육사업을 재개하기로 했을 때 입학을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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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받은 학생들이었다. 저들은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성경과목 중심의 공부를 한 후 모
든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때 졸업한 학생들로는 본과
에 고문경, 김병재, 김선억, 김지환, 김형락, 노승익, 유형환, 이기돈, 조병서, 주상
규, 최형국, 홍현소, 김영희, 이선희, 장육희 등 15명과 특과에 송삼길, 안태식, 이달
훈, 이남식, 임운경, 임운서, 최성훈, 허  진, 김한주, 김화복, 이의순 등 11명이었다. 
이들 26명은 삼육신학 교육이 4년제 대학 과정으로 정식 인가를 받기 전에 교육을 
받고 졸업한 격동기 신학교육의 마지막 주자들이었다. 이후 삼육신학원은 정식으로 4
년제 각종학교로 인가를 받음으로써 기본적인 대학교육 체제를 확보하게 된다. 이 때 
졸업한 제13회, 제14회 졸업생들 중에는 대학 교수, 교사, 목사, 연합회장 및 부장, 
학장 등 이후 한국 재림교회를 이끌었던 주요인물들이 많았다.1

한편 교단에서는 신학원과 병원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목적으로 6명의 유학생
들을 1953년 5월말에 미국으로 파견하였는데 이때 파견된 학생들은 김근응, 김학경, 
이병훈, 이창규, 최희만, 한영옥 등이었다.2 어려운 중에서도 미래 교회와 기관들을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유학의 길까지 열어 놓은 것은 재림교회의 교육 정책
이 도 있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렇게 전쟁의 후유증에도 불구하
고 교육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감으로써 삼육동엔 이제 정식으로 인가받은 4년
제 대학의 체제를 확립할 때가 도래하게 되었다. 삼육신학원 시대는 그 첫 과정이 시
작된 시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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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삼육신학원 시대
(1954-1960)

일제의 사역자양성소 폐교와 교단의 해산에 이어 두 번째로 재림교회와 삼육교육사
업에 위기를 가져다 준 한국전쟁은 다행히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그러나 짧은 시간
이었지만 한국사회에 끼친 영향은 너무나도 컸다. 전쟁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230만 
명에 이르렀고, 전쟁 이재민의 수만도 200만 명에 이르렀다. 물적 피해도 만만치 않
았다. 학교, 교회, 사찰, 병원, 민가 등의 건물들이 파괴되었고, 교량, 도로, 공장 등
의 기간산업들도 대부분 파괴되었다. 1년여의 전면전과 그 후 2년여의 국지전이 벌어
진 3년 1개월 동안에 남북한 모든 도시와 지역들은 폐허나 다름없는 공간이 되어버리
고 말았다. 역사가들은 한국전쟁이야말로 7년 동안 벌어진 조일전쟁 이래 최대의 피
해가 발생한 전화(戰禍)이자, 민족 대참상의 비극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다.1

재림교회 역시 인명 피해는 물론이고 본부 및 교회 건물들, 학교들의 파괴로 막대
한 손해를 입었다. 무엇보다도 피난 시절 겪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1ㆍ4후
퇴는 혹한의 겨울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많은 교인들은 난방도 되지 않는 곳에서 입을 
옷도 없이 지낼 수밖에 없었다. 선교사들의 글에 보면 이런 참상에 대한 기록들이 자
주 등장하고 있다. 이 상황을 목격한 선교사들은 의류 등의 구호품을 보내줄 것을 미
국 교인들에게 호소하였고, 그들로부터 도착한 구호품들을 나눠줌으로써 이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하였다.2 아울러 이미 언급한 것처럼 재림교회는 대총회의 도움으로 
교단본부와 병원 등을 재건하고, 무너진 교회들과 학교 건물들을 보수하여 전쟁의 상
처를 씻어내면서 다시 한 번 도약의 길을 모색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삼육교육의 재
개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했다. 특별히 재림교회의 고등교육을 위하여 4년제 대학과정
을 인가받기 위해서 노력함으로써 교육사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런 
노력의 결실로 삼육신학원이 4년제 각종학교로 인가를 받게 되었다.

1. 삼육신학원의 초기 상황

삼육신학원 개원 초기에는 신학교만 수업을 하였다. 교과목은 고등교리, 선지서, 
편지서, 다니엘 연구, 계시록 연구, 사경법, 교회정치, 본교회사, 기독교회사, 전도
법, 각부서업, 구약총론, 신약총론, 중등교리, 고고학, 영어, 부기, 심리학 등이었으
며, 졸업 필수과정으로 문서전도와 전도활동 등이 첨부되어 있었다. 이 과목들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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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전 사역자양성소에서 가르치던 과목들과 거의 동일하였다. 각 과목별 교재 역시 
사역자양성소 시절에 만들어진 복사본을 다시 등사하여 활용하였다. 

개원 초기의 신학교 교수진으로는 제임스 리 목사와 이여식 목사, 박원실 목사가 
있었으며 연합회장 클린턴 리 목사와 임병의 목사가 몇몇 강좌들을 도와주었다. 특별
히 클린턴 리 목사는 선지서, 편지서 등의 강의를 주로 맡았는데 학자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갖추었던 그의 강의는 많은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이 외에도 미첼 부인
이 영어를 가르쳤고, 임병의 목사는 재무를 맡아 수고하면서 상업부기와 경제학 등을 
가르쳤다. 나중에 이영린 선생이 교수 요원에 편입되어 영어와 역사 등을 맡아 가르
쳤다. 이영린 선생은 1948년 12월 5일에 필리핀으로 교비 유학을 떠났다가 1952년 1
월 말 성산포에 도착해서 삼육중학교 분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리고 신학교가 
개교되자 신학교 교사로 서울로 올라왔다.1 

삼육신학원이 개교할 당시 학교의 분위기는 아직 어수선했다. 학생들은 삼육동으로 
모여 전쟁으로 인해 파괴된 학교와 공장 등을 임시로 수리하여 사용하였다. 학교 건
물은 임시교실과 남학생들의 기숙사로 사용하고, 여학생들은 선교사 사택을 수리하여 
기숙사로 사용하였다. 공장 서편의 목공장은 수리를 하여 강당 겸 예배당으로 사용하
였다. 고등학교 교실은 공장 사무실을 수리하여 사용하기도 하고, 야외 나무그늘 밑을 
임간교실로 사용하기도 했다. 그리고 6호 사택은 임시식당으로 사용하였다.2

당시의 학교생활 모습을 전해주는 몇몇 이야기들이 남아 있다. 임정혁 교수는 학비
와 생활비가 없어서 스스로 해결해야만 했던 학생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준다.

그들은 한 주일에 나흘만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금요일 하루는 모든 학생들
이 트럭을 타고 시내로 나가 문서전도를 해서 돈을 벌었다. 그 날 번 돈을 모
아 쌀과 부식을 사 가지고 돌아와 6호 사택에서 자취를 해서 나누어 먹고 간
신히 살 수가 있었다. 일요일에는 온종일 학교 구내 농장 등에서 일을 하여 조
금씩 번 돈으로 학비와 용돈을 충당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백절
불굴의 정신으로 전쟁에 임하듯 일하고 공부하고, 공부하고 일했다. 그들의 마
음에는 오직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는 일념이 불탈 뿐이었다.3

해방 직후와 마찬가지로 이 시기에도 학생들은 대부분 노동을 통해서 학비와 식비
를 충당해서 공부를 하였다. 당시의 학생과 선생들은 이렇게 일하면서 돈을 벌어 공
부하는 것을 “노동(勞動)한다”라고 했다.4 신학생들은 고등학교 수업이 진행되는 오
전 7시 40분부터 12시 50분까지 노동을 하였고,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는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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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했다. 고등학교 학생들은 이와 반대로 하여 교대로 노동과 공부가 이루어졌다. 당
시 학생들이 참여했던 노동의 내용에 대해서 송숙자 교수는 이렇게 알려준다.

노동부서는 목장에서 소 기르고 젖 짜기, 짜낸 젖 처리하여 판매하기, 닭장에
서 닭 길러 알 받아 팔기, 목공실에서 학교에 쓰이는 기구들과 건물 수리, 매점
에서 학용품과 생활필수품 판매하기, 등사실에서 교재로 쓰이는 인쇄물 찍어내
기, 각 선생님 사무실에서 비서로 일하기, 재무실과 교무실에서 사무 처리, 도
서관에서 책 정리 및 대출, 야경, 산감, 수위, 건물 청소, 퍼내기식 변소 푸기, 
재봉실에서 학생들 옷 수리, 식당에서 밥 짓고 설거지하기, 기숙사 도방장 등 
다종다양하였다.1

물론 이런 다양한 종류의 노동들이 개교 초기부터 모두 실시된 것은 아니었다. 그
것은 대학의 체계가 자리 잡히면서 발전된 형태의 노동 분야들을 모두 포함한 것이
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을 통한 교육방침은 처음부터 삼육교육이 강조하던 교육내용
이었다. 순안의 의명학교로부터 시작해서 삼육동의 삼육대학교에 이르기까지 노동을 
통해서 자급하면서 교육을 받는 이러한 제도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이는 삼육교
육이 지향하던 바를 실천하기 위한 하나의 큰 교육의 틀이었기 때문이었다.

초기 삼육신학원의 풍경 중에서 많은 학생들의 의식 속에 남아 있던 광경은 단연 
함께 예배드리고 신앙 활동을 한 것이었다. 기독교학교로서의 이상을 키워가기 위해
서 만들어진 학교이었기 때문에 학교생활의 중심엔 항상 신앙 활동이 있었다. 그 중
에서도 저녁예배와 아침기도 시간은 힘들게 공부하고 일하던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되
어주었던 시간들이었다. 첫 개교 시에 학생들은 목공장 시멘트 바닥에 블록 몇 장을 
포개어 놓고 널판자를 그 위에 놓아서 만든 의자를 사용하여 예배를 드렸다. 당시는 
자가 전기시설을 복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녁 예배시간이 되면 사택에서 사용하는 
남포등을 각 가정에서 하나씩 가져다가 예배장소에 걸어놓고 예배를 드렸다. 예배가 
마치면 각기 남포등을 떼어 가지고 밤길을 밝히며 집으로 돌아가곤 했는데 이때의 상
황을 “전도자들이 각기 복음의 빛을 받아가지고 임지로 향해 분산되는 것을 연상케 
하는 낭만적인 풍경이었다”고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었다.2 

이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지만 그래도 희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간 삼육학도
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다. 해방 직후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삼육동에서 학생들의 
활동은 주로 안식일학교와 청소년선교회(MV)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청년선교
회의 조직은 회장에 유형환, 부회장에 김선억, 지육부장에 이기돈, 선교부장에 김충
희, 신덕부장에 최성훈, 음악부장에 김병재, 사교부장에 조병서 등이 활동했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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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선교회 조직은 매우 최근까지도 삼육대학교회와 각 교회 조직체계 속에 그대로 
남아 있다.1 학생들의 활동은 주로 안식일에 이루어졌다. 특별히 안식일 오후가 되면 
전교 직원과 학생들이 10여 명씩 조를 짜서 인근 동리로 나가 집집방문, 어린이 지
도, 시청각 자료와 노래로 구성된 프로그램 진행 등 다양한 선교 및 봉사 활동을 전
개하였다.2 이 안식일 오후 활동은 삼육대학교의 특별한 사회 봉사활동으로 자리매
김하였다. 그 시작이 삼육신학원 초기부터 이미 진행되었다.

2. 신학원장의 교체와 삼육신학원 인가(1954)

초기의 삼육신학원의 운영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당시 학교 운
영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1951년 11월 15일에 개교할 당시에는 
신학교만 개교되었다.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교육법의 개정과 그에 따른 삼육동의 교
육체제의 개편에 의해서 삼육동의 교육사업은 삼육신학원이란 이름 아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부(신학교)를 종합적으로 운영하였다. 이 중에서 가장 먼저 개
교한 부서는 전문부, 즉 신학교였다. 2년제로 운영하는 신학교는 11월 15일에 제임스 
리 목사, 이여식 목사, 박원실 목사 등을 교수진으로 하여 개교하게 되었다. 그리고 
신학교를 개교한 지 약 3주일 후인 12월 9일에 초등학교도 개교하였다. 당시 초등학
교는 노원호 교감의 지도 아래 운영되었고, 당시 신학생이던 고문경 선생과 오명숙 
선생이 노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교사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초등학교는 1953년 
5월에 이르러 삼육신학원 부속 국민학교로 제도를 정비하고, 필리핀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노사라 선생을 교장으로 임명하여 새롭게 운영하였다. 초등학교에 이어 고등
학교도 개교하게 되었는데 그 때는 1952년 12월 3일이었다. 고등학교 개교는 이미 
언급한 대로 제주도와 거제도 피난신자들이 서울로 전원 귀경함으로써 이루어졌다. 
당시 고등부의 교감은 이창규 선생이 임명되었다. 이렇게 해서 휴전 전후의 삼육신학
원은 신학교 개교를 시작으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를 개교하였다.

1951년 11월 26일에 연합회 평의원회에서 결의된 결의문에는 삼육신학원 중학교 
과정도 있었지만 삼육동에서 중학교의 개교가 곧바로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그 이유
는 당시 연합회의 정책이 중학교는 각 대회가 직접 경영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었
기 때문이었다. 피난생활과 더불어 삼육중학교는 제주도 성산포와 거제도 학산에서 
분교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피난민들이 다시 서울로 귀경하면서 삼육중학교도 
다시 서울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러나 삼육중학교 분교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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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형편상 서울로 돌아오지 못하고 통영 등지에 남아있게 되자 교회 지도부는 삼육
중학교의 운영을 지역별로 나눠서 대회가 관할하도록 결정한 것이다. 이로 인해 서울
로 올라온 서울삼육중학교는 중한대회의 관할 하에 회기동에서 개교를 하게 되었고, 
통영에서는 영남대회의 관리 하에 영남삼육중학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1952
년 봄에 강원도 묵호에서도 삼육중학교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삼육중학
교가 운영되면서 중등교육이 지역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서울삼육중학교
는 김창수 선생, 영남삼육중학교는 김영도 선생, 묵호삼육중학교는 이용준 선생이 각
각 교장으로 임명되어 학교를 운영하게 되었다.1

중학교가 각 대회들의 관리 아래서 지역별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삼육신학원 내에 
중학과정은 당분간 설치되지 않았다.2 개원 당시 삼육신학원은 원장이 제임스 리 목
사였다. 제임스 리 원장은 고등부 교감 이창규 선생과 부속국민학교 교감 노원호 선
생 등과 더불어 삼육동의 교육사업을 이끌었다. 그렇게 1년 정도 교육사업의 복구를 
위해 노력하던 그는 1953년 9월 1일에 안식년을 맞이하여 미국으로 귀국을 하게 되
었다. 삼육동의 기초를 놓은 인물답게 제임스 리 원장은 전란 이후 삼육동의 재건을 
위해서도 물심양면으로 헌신하였다. 그는 원장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군부대
에 다니면서 철물, 파이프 등과 같은 건축 자재는 물론이고 책상, 걸상, 트레이, 수저 
등 학교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모을 수 있는 데로 모아서 재활용하는 
지혜를 보여주었다. 초창기 엘리야관앞 편의 길 가에는 그가 모아 놓은 건자재들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었다.3 이 건축자재들은 후에 대학의 건축, 농장 운영 및 학교 
조경 등에 매우 요긴하게 사용되었다.

제임스 리 목사가 귀국하게 되자 연합회 평의원회에서는 한시적으로 당시 연합회장
인 클린턴 리 목사를 삼육신학원장에 겸임하도록 하고, 부원장 겸 고등부 교장에 정
동심 목사를 임명하였다.4 그리고 약 6개월 후인 1954년 2월 15일에는 정동심 목사
를 삼육신학원장에 임명하여 도날드 리(Donald S. Lee, 李旦悅) 선교사가 원장에 취
임하기까지 약 6개월간 원장 임무를 수행토록 하였다. 정동심 목사가 원장으로 시무
하는 짧은 기간 동안 신학원 운영에는 두 가지 큰 변화가 이루어졌다. 첫째 변화는 
정규 학기를 9월이 아닌 4월에 시작하도록 하는 학기 변경이었고, 둘째 변화는 삼육
신학원이 문교부로부터 4년제 각종학교로 인가를 받게 된 것이었다. 특별히 대학령에 
의한 삼육신학원의 4년제 인가는 삼육대학교의 체제 구축 및 발전 과정에 있어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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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역사가 되었다.
삼육신학원이 문교부로부터 4년제 각종학교로 인가를 받게 된 때는 1954년 7월 20

일이었다. 당시 한국의 교육정책은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부산에 임시 사무처를 마련하여 “전시 하 교육특별조치요강”을 통해 교육사업을 이끌
던 문교부는 휴전과 더불어 1953년 8월 10일에 사무처를 서울로 다시 복귀시킨 후 
시급한 교육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썼다. 이 시기에 가장 두드러진 과제로는 교
육제도의 정비, 교육시설의 정비, 교육과정의 개편 등이었다. 특별히 교육인구의 급
격한 증가로 인한 학교의 증설, 교원양성, 전후의 학생생활지도 등은 매우 시급한 과
제로 떠오르고 있었다.1 이런 상황에서 문교부장관이 제3대 김법린 장관에서 제4대 
이선근 장관으로 교체되는 시기인 1954년 4월 13일에 교회 지도부는 유지재단 명의
로 삼육신학원의 4년제 인가를 신청하였다. 이는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한 시도였다. 
아직까지 학교의 규모가 대학과정을 신청하기는 부족했기 때문에 우선 4년제 각종학
교로 인가를 얻은 후 발전의 추세에 맞춰 단계적으로 4년제 대학으로 인가를 받고자 
했던 전략은 삼육대학교의 발전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이 되었다.

문교부는 재단의 인가신청서를 검토한 후 그해 7월 20일 이선근 문교부장관 명의
로 최종 인가를 승인해 주었다. 인가증에는 경기도 양주군 노해면 공덕리 산 223번지
의 1에 설립된 삼육신학원을 4년제 각종학교로 허가하고 학과는 신학과, 학생정원은 
160명으로 하는 구체적인 허가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아울러 학생들의 입학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정도로 규정하였다.2 이로써 삼육신학원은 대학수준의 신학과 160명 
정원을 가진 각종학교로 공식적인 인정을 받았다. 아울러 이 인가증에는 이런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두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경비와 유지방법: 본 법인에서 유지 경영하되 경비는 5백만 환 이상으로
부터 점차 증가하여 완성년도 이후에는 8백만 환 이상을 학생수입 이외로써 
지변하는 동시에 필요한 임시비를 법인에서 부담할 것. 단, 금액은 물가지수의 
변동에 따라 증가할 것.

6. 교지, 교사, 체육장, 실습지, 공장, 기숙사, 사택 기타의 시설을 계획대로 
2년 이내에 완성할 것.3

유지 경비와 시설 마련 등의 내용이 담긴 이 유지방법 내용은 삼육신학원이 필연적
으로 발전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제공해 준 것과도 같은 조건이었다. 삼육신학원은 이
러한 조건 하에서 문교부로부터 4년제 인가를 획득함으로써 의미 있는 체제를 구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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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본격적인 고등교육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
요한 시설과 제도 등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으로써 삼육신학원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했다. 이미 확보된 학교부지 위에 필요한 여러 건물들을 짓
고, 정규적으로 학생들을 모집해 학교를 운영하는 데에는 보다 체계적인 운영시스템
이 요구되었다. 이 모든 필요에 부응하면서 재림교회의 고등교육 사업은 본격적인 발
전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그리고 이 역사적인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적합
한 지도자가 필요했는데 때마침 그런 지도자가 미국에서 날아왔다. 바로 도널드 리 
선교사였다.

3. 도널드 리 원장과 신학원의 교육 체제 구축

제임스 리 원장의 공백을 메웠던 정동심 목사는 6개월 만에 한국에 내한한 도널드 
리 선교사에게 삼육신학원장의 자리를 넘겨주게 된다. 도널드 리 선교사는 한국의 교
육사업을 위해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후 그의 아내와 두 자녀[Cheryle, Sandra]와 
함께 1954년 7월 19일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해 한국에 입국했다. 그는 한국에 도착한 
후 곧바로 삼육신학원 원장으로 부름을 받고 8월 25일에 원장에 취임하게 된다.1 앞
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도널드 리 원장은 바로 직전 삼육신학원장으로 수고하다가 안
식년이 되어 귀국한 제임스 리 목사의 동생이었다. 따라서 그는 한국의 초기 선교사 
중의 하나로 삼육신학원의 전신인 의명학교의 교장을 오래 역임하여 교육사업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남긴 하워드 리 목사의 아들이 되기도 했다. 도널드 리 선교사가 한국
에 입국해 삼육신학원장을 역임함으로써 이 부자(父子) 및 형제는 한국의 교육사업을 
위해서 대대로 헌신하는 가족이 된다.

아버지의 선교사 활동으로 인해 도널드 리 원장 역시 제임스 리 목사와 같이 한국
에서 태어나 순안에서 성장하였다. 도널드 리 원장은 8학년까지 어머니 밑에서 공부
를 하였으며 그 후 형의 뒤를 따라서 상해의 원동아카데미에서 유학생활을 했다. 이
후 퍼시픽 유니언 대학교(PUC)에서 예비학교를 마친 뒤 신학과 본과에 진학하여 
1941년에 그 대학을 졸업하였다. 대학 재학시절인 1940년에 가정과를 전공한 찰스 
위니거(Charles Weniger) 박사의 딸 블랜쉬(Blanche)와 결혼한 그는 이듬해인 1941
년에 앨버타(Alberta) 주 소재 한 대학[Canadian Junior College]의 교사로 부름을 
받아 아내와 더불어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이곳에서 첫 딸인 셰릴(Cheryle)을 얻었
다. 1943년에 워싱턴 주 밴쿠버 시에 있는 방위산업체인 카이저 조선소에서 징집연기 
프로그램으로 군복무를 마친 그는 1950년에 오리건 주 유진에 위치한 오리건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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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of Oregon)에서 교육학 석사과정을 시작하여 1951년에 학위를 취득하였
다. 학위 취득 후 오리건 주 캐스턴의 로럴우드 아카데미(Laurelwood Academy)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그는 한국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내한하게 되었다.1

도널드 리 원장의 취임은 여러 면에서 삼육신학원의 발전에 큰 계기가 되었다. 무
엇보다도 그는 재림교회 고등교육기관을 이끄는 지도자들 가운데서 최초의 석사학위 
소유자였다. 더욱이 교육학을 전공한 교육행정자였기 때문에 그는 학문적 소양을 가
지고 삼육신학원 발전과 근대화를 위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다. 그가 원장으로 부
임하자마자 추진한 첫 번째 사업은 학교에 전기를 끌어오는 일이었다. 당시 삼육동은 
자가발전 시설에 의해 전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가발전은 늘 불안하였기 때
문에 좀 더 안정적인 전력공급 시설이 필요했다. 이에 도널드 리 원장은 한국전력회
사와 협의하여 전기시설을 가설하고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이뤄지도록 했다. 초기에
는 시간제로 전기를 공급받았고, 전기공급 대상 시설도 학교와 선교사 사택을 시작으
로 교직원들의 사택까지 점차적으로 확대하였다.2 전기시설의 설비는 삼육동 생활에 
일대 변혁을 가져다주었다. 학생들이 밤에도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실업부의 기
계들도 안정적으로 작동해 전보다 업무처리 효율이 더욱 더 극대화되었다. 그야말로 
삼육동의 근대화가 이룩된 것이다. 그러나 이런 변화들은 도널드 리 원장이 추진했던 
다른 일들에 비교하면 미미한 일에 불과했다. 그가 삼육신학원의 발전에 기여한 분야
는 이런 설비적인 분야보다는 사실상 교육의 내용적인 분야에 있었다. 임정혁 교수는 
그의 가장 중요한 업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이단열(도널드 리) 학장은 학교 건축보다는 학교 체제개혁에 공헌이 컸다. 
모든 학년마다 가르쳐야 할 교과목 선정과 배열, 교과 요강과 개학과 방학을 
포함한 제반 학칙, 시간표 작성 등, 연중 아침부터 저녁까지 진행될 모든 사항
을 혁신했다. 그래서 학교가 학교답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질서 있게 움직이게 
되는 한편, 자격을 미비한 교사들에겐 공부를 더하여 자격을 제대로 구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3

도널드 리 원장이 이룩한 학교 체제구축의 첫째 내용은 학사행정을 개혁한 것이었
다. 그는 우선 매 학년별 교과목을 선정하여 학점별로 이수하도록 학점제를 도입하였
다. 학기도 2학기제로 확립하고 개학과 방학을 포함한 제반 학칙들을 만들었으며, 매 
학기별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교과과정 및 일과표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도록 제도화하
였다. 아울러 학생들의 출결사항을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강의시간



228

을 엄격히 지키도록 관리하였다.1 신학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입학원서를 제출해야 
했고, 전공필수와 선택과목 등을 선택해야 했으며,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에게는 우등
상이 수여되었다. 이러한 학사행정은 전란 직후 각종학교로 운영되는 학교들에 있어
서 전문성이 돋보이는 행정이었다. 도널드 리 원장이 이렇게 학사행정 전반을 확립하
는데 있어서는 교육학이라는 그의 전공이 큰 역할을 했다. 몇 년 후에 도널드 리 원
장은 미국에 있는 재림교회 산하의 각 대학으로부터 대학요람들을 가지고 와서 교육
이념과 교육목적, 학칙 등을 제정하고, 대학체제 및 교과과정 등을 수립하는 등 삼육
신학원에 정규 대학에 걸 맞는 체제를 구축하는 대 역사를 창출하였다.

둘째는 교수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도널드 리 원장은 
삼육신학원의 교수들 가운데 학위가 없는 사람들은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였
다. 당시 한국의 교육 현실에서 자격을 갖춘 교사진들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 당시 한
국 내에 대학원 설립이 보편화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석사학위를 가진 교수들을 찾아
보기는 힘들었으며 학사학위가 없는 사람들도 많았다. 학문과 실력만 인정된다면 대
학에서 강의를 할 수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이었다. 이런 이유로 당시의 대부분의 대
학들에서 강의하는 교수들도 학사학위 정도를 가진 분들이 대부분이었다. 이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삼육신학원의 교수들도 역시 학위를 갖추기는 쉽지 않았
다. 이영린 선생과 임정혁 선생 정도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도널드 리 원
장은 교단 본부와 원동지회에 호소하여 교수 양성 자금을 확보한 후 교사들에게 장학
금을 주어 차례로 학위를 취득하게 하였다. 원래는 필리핀으로 차례로 유학을 보내 
학위를 취득하게 하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자 국내 대학으로 선생들을 보내 학위를 취
득하도록 하였다. 한편 교수 양성의 일환으로 학사 편입제도를 도입하였는데, 각급 대
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학생이 신학공부를 희망하면 그의 전공에 따라 입학 후에 
학교에서 가르치게 하고 학비를 면제하는 제도가 바로 그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자격
을 갖춘 선생들을 확보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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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는 신앙교육 프로그램을 새롭게 정비하였다. 도널드 리 원장은 신실한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신앙교육에 관한한 철저한 원칙을 고수하였다. 이런 개인적
인 신앙의식에 따라 삼육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서의 종교교육 프
로그램에 더욱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전체 프로그램들을 새롭게 정비하였다. 우
선 예배의 분위기와 순서 및 예배 형식에 큰 변화와 개선을 이룩하였다. 특별히 안식
일예배의 개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안식일이 다가오면 구내 환경정리와 
청결상황을 점검하였고, 학생들은 정장을 하고 교회에 출석하도록 장려하였다. 이 일
을 위해 직접 연합회 구호부의 협조를 얻어 양복과 넥타이 등을 구해다가 학생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신학생들은 안식일학교 교사 및 임원, 청년선교회 임원으로서의 경
험을 반드시 거치게 했으며, 학생 집사의 경험도 하게 하는 등 실질적인 종교교육도 
함께 병행하였다.1

교과과정 중에서 주 3회 채플을 운영했으며, 매주 화요일 저녁에 진행되는 3일예배
와 안식일 예배를 철저하게 운영하여 기독교교육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철저하게 진행하였다. 그리고 학교 내 종교행사를 위해 청년선교회의 프로그램들을 
다양화시켜 학생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도록 지도하였다. 뿐만 아니라 절제회를 조직하
여 매년 봄과 가을에 정기적으로 절제주간을 운영함으로써 삼육교육이념을 구현하는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발전시켰다. 이 외에도 예절과 교양을 가르치기 위한 예절 주
간을 운영하는 등 인성과 신앙교육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2

도널드 리 원장이 삼육신학원 재임시에 이룩한 학교 체제의 개혁 내용을 구체적으
로 정리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우선 그가 부임하기 직전 삼육신학원은 4년제 각종학
교로 인가를 받게 되면서 대학 체제로 가기 위한 전문교육 기관이 되었다. 이후 곧바
로 학장에 임명된 도널드 리 원장은 분리해서 운영하던 신학교와 고등학교를 단일행
정 체제로 묶어 행정이 상호 보완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4년제 신학교 과정을 1년에 
2학기제로 바꾸고 4월에 첫 학기가 시작되도록 학제를 확립하였다. 아울러 신학교는 
신학과와 교육과로 나누어 교단의 사역자를 양성하는 과정과 성경 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운영하였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에게는 신학과나 교육과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고, 2년 과정을 마칠 때 소정의 자격증을 주었다. 그러나 고등학교
를 마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서는 “특과”를 신설하여 보충 영어교육 등으로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그러나 이 경우 자격증은 주어지지 않았다. 
삼육신학원은 4년제 각종학교로 정식 인가를 받았지만 아직까지 4년제 교육을 실시



230

하지 못하고 2년제 전문교육 과정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4년제 과정을 인가받은 이
유는 결국 이곳에 대학교육을 시키기 위한 원대한 뜻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도널드 
리 원장의 학교 체제 구축은 바로 그 일을 위한 과정 중의 하나였다.

이처럼 대학의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변화를 이룩한 도널드 리 원장의 노력 
덕분에 삼육동의 근대화가 이루어졌다. 이에 송숙자 교수는 “54년 당시 재학했던 학
생들은 이단열(도널드 리) 원장님을 이구동성으로 삼육대학 근대화의 아버지로 존경
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1 실제로 도널드 리 원장으로 인해 삼육신학원은 4년
제 각종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정규 대학 수준의 교과과정 및 학사행정의 틀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교육체제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각종 시설들을 확보하
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다.

4. 삼육동의 건설(1954~1958)

이 시기에 삼육동에 각종 건축사업이 이루어진 것은 기본적으로 삼육신학원이 4년
제 각종학교로서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인가
증에 나타난 인가 조건 가운데는 “교지, 교사, 체육장, 실습지, 공장, 기숙사, 사택” 
등의 시설을 2년 이내에 완성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었다. 삼육신학원은 이
러한 조건에 따라서 인가를 받은 직후부터 본격적으로 삼육동의 건설사업을 추진하여 
2년 내에 교육사업에 필요한 각종 건물들을 완공하여 모범적인 교육기관으로서 삼육
동의 위용을 갖추게 된다. 이 많은 건축 사업들도 역시 삼육동의 근대화를 이룬 도널
드 리 원장에 의해서 추진되었다.

1) 기숙사와 식당 건축(1954~1955)
전쟁 직후 폭격당한 구교사와 공장을 수리하여 학교와 기숙사로 사용하던 삼육신학

원에 본격적으로 건축이 시작된 것은 기숙사를 건축하면서부터였다. 지금은 현대식 
기숙사 건물들이 들어서 이 시기에 지어졌던 기숙사들은 모두 사라지고 없어졌지만 
사실상 이때 건축된 남녀 기숙사들은 40여 년 이상 삼육대학교의 역사의 현장을 굳
건히 지킨 의미 깊은 건물들이었다. 당시 신축된 기숙사는 고등학교 남기숙사(의명
사), 고등학교 여기숙사(장미사), 대학교 남기숙사(시화사) 등 3동이었다. 이 건물들
이 공식적으로 준공된 때는 1955년 10월(의명사)과 11월(장미사, 시화사)이며, 건축
물 대장에는 1959년 9월 29일자로 등재되어 있다.2 그러나 실제로 준공 및 개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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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루어진 때는 그 보다 더 빨랐다. 기숙사 세 채 가운데 시화사와 학교 식당은 실
제 준공일보다 이른 1954년 11월 18일에 개관식을 하고 정식으로 사용하기 시작했
다. 가장 먼저 건축된 기숙사(107평)와 식당(89평)은 주한미군원조기구인 
AFAK(Armed Forces Assistance Korea)와 미 62공병단의 원조 및 1953년도 대총
회의 재건지원비에 힘입어 건축되었다.1 

기숙사는 연건평 107평의 규모로 평당 33,000원의 건축비가 소요된 목조 흙블록 
건물이었다. 건물은 ⊃자형으로 입구 우편엔 예배실이 있었고, 좌편엔 사감실이 있었
다. 한 방에 3~4명씩 수용할 수 있어 총 68명까지 수용이 가능하였다. 난방은 최초
엔 아궁이가 있어 나뭇잎을 주어다가 연료로 사용했으며, 후에 연탄보일러로 구조를 
변경하였다가 1980년대 후반에 와서 기름보일러로 교체되었다.2 이 시기에 기숙사에 
거주하던 학생들은 삼육동 뒷산에서 마른 낙엽과 소나무 삭정이 등을 채취하여 절반
은 학교의 연료로 바치고 나머지 절반은 자신들의 기숙사 난방을 위해 사용하였다.3 
화장실과 세면실은 건물의 중앙에 공동시설 형태로 마련되어 있었다. 첫 번째로 지어
진 이 기숙사는 처음에는 여자 학생들이 사용을 하였다. 그러나 이듬해에 장미사가 
건립되자 여학생들은 원래 여기숙사로 예정된 그곳으로 옮기고 남학생들이 이 기숙사
로 옮기게 되어 계획대로 남자 기숙사(시화사)가 되었다.

시화사와 동일한 시기에 식당이 준공되었다. 식당은 총 89평 규모로 평당 28,000
원에 건축한 콘셋 건물이었다. 식당에는 좌우에 출입구가 있어서 좌측(남쪽) 문은 여
학생들이 우측(북쪽) 문은 남학생들이 주로 활용하였다. 이 건물 역시 준공일로 등재
된 것은 1955년 7월이었으므로 기숙사와 마찬가지로 개관식을 일찍 해서 사용하였
다. 이 건물의 용도는 최초에는 기숙사생들의 식당이었다. 그러나 후에 실험실로도 사
용되었으며, 빵을 굽는 작은 공간도 있었다. 카페테리아 식으로 운영되었던 이 식당은 
나중에 교실 등 다목적으로도 사용되다가 1994년도에 선교90주년기념관을 건축할 때 
헐렸고 곧바로 멸실(1994년 8월 27일)되었다.4

최초에 건축된 시화사와 거의 동일한 형태와 동일한 규모로 여기숙사인 장미사, 신
학생들을 위한 전용 기숙사인 의명사가 각각 1955년 10월과 11월에 건축되었다. 이렇
게 해서 장미사에는 여학생들이, 시화사에는 남자 고등학생들이, 의명사에는 남자 신
학생들이 각각 거주하게 되었다. 아울러 1961년도에는 백합사, 1962년도에는 동명사
를 각각 지어, 백합사는 신학교 여학생들의 전용 기숙사로, 동명사는 남자 고등학생
들의 기숙사로 사용되었다. 이로써 삼육신학원이 삼육신학대학 시대를 지나 삼육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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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발전하면서 동명사와 장미사는 각각 남녀 고등학생들의 기숙사로, 시화사와 백
합사는 각각 남녀 대학생들의 기숙사로 사용되었다. 1961년 여름방학에 완성된 백합
사는 85.5평에 평당 52,000원에 건축되었고, 1962년 11월 15일에 준공된 동명사는 
연건평 89.2평으로 건축되었다. 이렇게 새로 지어진 남녀기숙사의 사감으로는 송숙자 
선생(여사감)과 하덕헌 목사(남사감)가 각각 임명되었다.1 

2) 강당건축(1955)
강당은 연건평 94평의 목조 슬레이트 단층 건물로서 평당 52,000원의 경비로 건축

되었다. 강당 건물이 준공된 것은 1955년 10월이었다. 건축 초기에 이 강당 입구 왼
편에는 종각이 세워져 있었다. 높이 5m의 목조 구조물이었던 이 종각 위에 종은 없
었고 서치라이트(search light)와 스피커가 달려 있었다. 이 종각은 1977년에 철거되
기 전까지 그 옆 잔디밭에서 학생들이 모임을 가질 때 매우 유용한 탑이었다. 강당의 
전체 모양은 정면에서 보면 가운데 창문, 양 옆에 나무로 된 벽이 있어서 삼육을 뜻
하는 의미로 지어졌음을 알게 해주었다. 나중에 이 전면에 돌을 붙여서 양 옆으로 웅
장한 기둥의 효과를 내기도 했다. 강당의 출입구는 앞부분에 두 개의 출입문이 있었
고, 무대 쪽으로 양 옆면에 각각의 문이 달려 있었다.2 이 건물은 예배 등 각종 학교
행사에서 매우 요긴하게 사용되었다. 그리고 초기에는 이 강당의 뒤에 한 칸을 막아
서 복도를 내고 도서관으로 사용하기도 하여 삼육대학교 도서관의 효시가 되기도 했
다.3

1955년에 지어진 강당은 삼육대학교의 역사가 지속되는 동안에 외부적인 변화를 
겪으면서도 그 역사적 자리를 지켜 왔다. 1980년에 이르러 선교70주년 기념 건축물
인 대강당이 완성되었을 때에도 소강당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적인 역할을 다하던 이 
건축물은 1993년에 이르러 철거되었다. 강당이 철거되기 전까지 삼육대학교를 거쳐 
간 많은 동문들에게 이 건축물은 많은 추억과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기념물이기도 했
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강당이야 말로 각종 은혜로운 예배 순서는 물론이고 다양한 
세미나와 강좌가 개설되기도 했던 곳이고, 입학식과 졸업식, 나아가 축제 등 각종 행
사가 진행되었던 곳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학생들은 이 강당 옆 잔디밭에서 
기도회, 명상, 대화 등을 통해 친구들 및 선후배들과 많은 추억을 만들었던 곳이기도 
했다. 이런 추억이 깃든 곳이었기 때문에 건물이 철거될 당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장
소에 이 건축물을 복원하자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그러나 그 제안은 결국 이뤄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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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고 이 뜻 깊은 강당은 안타깝게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1 

3) 남교사, 북교사(1955)
1955년도에 건립된 남교사와 북교사는 건축양식, 건축연대 등은 동일하고 건축 구

조도 거의 비슷했다. 이 교사는 현재 사무엘관이 있던 자리에 세워진 건물로 1978년 
사무엘관 건축으로 인해 철거되었다. 처음에 지어진 남교사와 북교사는 각각 신학생
들과 고등학생들을 위해서 지어졌다. 남교사는 연건평 101평에 평당 33,000원의 재
정을 들여 건축한 건물로 1955년 10월에 준공하였다. 교실 4개를 갖춘 이 건물은 주
로 신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사용되었다. 남쪽은 유리벽으로 창문이 나 있었기 때문
에 채광이 잘되어 실내가 무척 밝았다. 아울러 북교사는 남교사 북쪽, 즉 강당 좌편 
뒤쪽에 위치한 교사로 연건평 67.30평 건물로 역시 평당 33,000원에 지어졌다. 이 
건물의 구조는 남교사와 거의 비슷하였지만 교실은 3개가 있었고 고등학생들이 사용
하였다.2

강당과 함께 지어진 이 교사들은 삼육신학원 학생들의 학문과 열정의 공간이었다. 
이 두 건물의 사이에는 약 50~60m 정도의 공간이 있었는데 그곳에 잔디를 심어 학
생들이 휴식 시간에 함께 모여 추억을 나누던 장소가 되었다. 이곳과 강당 옆의 잔디
밭은 학생들의 휴식과 교제를 위한 공간이었다. 이미 설명한 것처럼 지금은 이 건물
이 있던 자리에 삼육대학교의 또 하나의 역사적 건물인 사무엘관이 세워져 있다.

4) 본관(1955)
강당 및 남북교사와 더불어서 본관도 같은 시기에 건축되었다. 본관은 강당 서쪽 

편에 연건평 51평의 규모로 세워졌다. 본관엔 원장실을 포함하여 학감실, 총무 및 회
계실, 등록실, 교수실 등이 자리한 건물로 삼육신학원의 행정의 중심이 되었다. 이로
써 가운데 잔디밭을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강당, 서쪽으로는 본관, 남쪽으로는 남교
사, 북쪽으로는 북교사가 갖춰져 삼육동의 중심이 되었다. 이 당시의 학교의 중심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김재신 목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강당과 남북교사, 그리고 본관 가운데는 진디로 입혀 5, 60년대 신학원의 
대ㆍ소행사와 여름에는 종각의 서치라이트 불을 켜고 안식일 환영예배와 일몰
예배, 그리고 때로는 안식일 성만찬 예식도 거행하였다. 또한 외부 손님이나 
교직원 중에 새로 오시거나 떠나실 때, 환영회나 송별회 장소로도 잘 이용되었
다. 특히 기도주간에는 그룹 기도반이 여기 저기 모여서 기도드리는 장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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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되었으며, 결혼 장소로도 사용하였다. 그러기에 삼육신학원을 졸업하거나 
거쳐 나간 동문이거나 교직원들의 낭만과 향수가 얽힌 장소이기도 하다.1

5) 목장 건축
삼육동에 교육사업을 시작하던 초기부터 운영되던 실업장에는 목공장, 철공장, 농

장과 더불어 목장이 있었다. 대학에 부지를 마련하자마자 학교는 젖소 7마리와 말 2
마리로 목장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 목장은 현재 신학관이 위치했던 건물 좌
편 공간에 판자로 지은 조그만 건물에서 시작하였다. 당시 목장의 책임자는 이주복 
장로였고 안문헌, 이철 선생 등이 목장을 관리했다. 이들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피난
길에 올랐을 때 젖소들을 몰고 대구를 거쳐 부산까지 피난을 갔다가 다시 서울로 돌
아오기도 했다.

젖소들을 이끌고 서울로 돌아온 이들은 현재 학생회관 동편 쪽에 콘크리트조 와즙
의 목장건물 35평을 건축하고 젖소들을 길러 우유를 생산하였다. 이것이 우유생산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지어진 첫 번째 목장 건물이었다. 1953년 11월에 지어진 이 건물
은 문서상에는 실습교실(식품공장)로 되어 있었으며 평당 30,000원에 건축되었던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2년 후인 1955년 10월에는 학생회관과 도서관 사이에 2
층 건물의 목장을 추가로 건립하였다. 1층 91평, 2층 45.50평의 철근 블록 건물로 평
당 30,000원에 건축한 이 건물은 한국 낙농산업의 역사를 창출한 건물로서 그 역사
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건물이었다.2

목장을 통한 낙농사업의 첫 시작은 매우 미미한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부터 낙농사업은 삼육대학교의 교육 사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업
으로 발전하게 된다. 1950년대 삼육신학원은 농장과 목장을 운영하여 채소, 과일, 우
유 등의 농산품들을 생산해 판매하였다. 당시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았다. 그러나 1960
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낙농 사업을 전개하면서 실업부는 삼육대학교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남기게 된다. 이에 대한 상세한 역사는 그 시대에 가서 정리하도록 하겠다. 
암튼 이 시기에 목장 건물을 짓고 열악했던 한국의 낙농산업을 이끌기 위한 기초를 
놓은 것은 삼육대학교의 교육사업에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다. 이 목장 건물
들은 1984년 유가공 실습장(일명 우유처리장)이 들어서면서 그 기능을 잃고 1993년에 
선교90주년기념관 건립으로 인해 철거되었지만 삼육대학교의 발전 역사에서 매우 의
미 있는 건물들이었다. 대학 행정자들은 목장 건물들의 철거 시에 삼육대학의 낙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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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중요성을 기념하기 위해 사일로는 철거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 보존해 오고 있
다. 지금 그 사일로 앞에는 “한국 최초의 낙농산업의 요람”이라는 타이틀 아래 낙농
산업의 시작을 이끈 삼육동의 역사를 기록한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

6) 과학관의 건축(1958)
1958년에는 과학관이 건축되었다. 연와조 와즙 실험실 97평의 규모로 등재되어 있

는 이 건물은 1958년 19월에 83평으로 준공하였는데 건축 당시 건축비는 평당 
48,000원이 소요되었다.1 이 건물에는 3개의 강의실이 있어 다양한 건물로 활용되었
다. 초기에는 음악 및 특별교실로도 활용되었으나, 나중에는 전문대학 실험실, 예배
군 중대장 사무실, 동아리 방 등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1950년대 지어져 지금까지 남
아 있는 건물로 삼육대학교의 역사를 지켜가고 있다.

7) 기타 건물들
1955년 8월에 매점 및 공장 사무실로 사용되었던 건물이 71평 규모로 건축(건축

비 평당 32,000원)되었다. 일명 저장고로 알려진 이 건물은 현 선교70주년 기념관
(대강당) 자리에 있던 건물로써 농장에서 생산되는 모든 채소, 과실, 우유처리제품 등
을 냉각 처리하여 신선도를 유지하도록 해주는 건물이었다. 이 건물에서 직접 생산품
들을 판매하는 매점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일부가 사무실로 사용된 이 건물은 1979
년에 선교70주년기념관이 건축될 때에 철거되었다.2

같은 해 정문 수위실과 발전실도 건축되었다. 당시 정문 수위실은 현재의 정문 수
위실 위치에 설립되었다. 앞쪽에는 수위실이 있었고 뒤편에 큰 방 1개, 주방, 창고 등
이 있어서 수위장이 수위실에서 기거하도록 했다. 1955년 3월에 준공한 이 건물은 
5.20평 규모로 만들어졌다. 한 편 발전실도 만들어졌는데 이 발전실은 현재 제1실습
관이 지어진 자리에 위치하였다. 총 7평으로 건축된 이 건물은 평당 10,000원의 건축
비로 건축하였다. 당시 발전실은 삼육동의 불을 밝히는 일에 일조하였다. 도널드 리 
원장이 전기시설을 끌어들였지만 그 시설은 사택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도입되었고, 
또 시간제로 전기가 공급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필요한 시간과 시설들에는 이 발전실
의 자가 발전에 여전히 의존하고 있었다. 따라서 발전실을 통해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항상 밝은 전등 아래서 공부하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었다.3

이듬해인 1956년에는 양계사업을 위해 계사 3동을 건축하였다. 계사는 현재 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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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방문 내용
1957년 4월초 서울대 문리과대학 이숭녕, 이희승, 이민재 교수 시찰함.
1957년 5월 7일 문교부 대학교육과 한내원, 박성구, 박희안 선생 내방함.
1957년 5월 8일 숙명여자대학교 임숙자 총장과 신창신 교육과장이 교육과 학생 

120명을 인솔하여 견학함.
1957년 5월 15일 강원도 학무과장 김동근 선생과 도장학사 2명, 각군 장학사 여

러 명이 견학함.
1957년 5월 22일 교육행정연구협회원 일동(전국 중학교장) 42명이 미국 교육시찰

단 지미멘(R. G. Gimimen), 이돈창 선생 등과 함께 견학함.
1957년 9월 23일 충북 영동군의 정  현 교육장 인솔 하에 영동군 관내 초등학교 

교장 15명이 견학함.
1957년 9월 30일 보성여자중고등학교 김선량 교장 이하 610명의 학생들이 견학

이 있는 위치에 건설되었다. 세면 블록 도단 계사로 27평짜리 세 동이 있었지만 후에 
양계사업을 하지 않게 됨으로써 한 동이 있던 자리에는 온실을 지었으며, 그 주위에
는 원예학과와 낙농자원학과 등의 실습지 등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아울러 닭 사육
을 멈춘 이후 이 건물들은 농기구 창고, 사무실, 실험실 등으로 사용되다가 원예학과 
실습실 및 온실을 건축하면서 완전 철거되었다.1

이 외에도 1956년 3월에 야경실을 지었는데 이 야경실은 완전 목재건물로 지붕은 
슬레이트로 올린 약 3평 규모의 이동 가능한 건물이었다. 나중에 이 건물은 야경실로
서의 용도가 무의미해지자 주경실, 연탄창고 등으로 사용되다가, 5공화국 이후에는 
대학에 파견된 정보요원 사무실로 사용되기도 했다.2 학교 건물의 건축은 1960년대 
들어서도 계속되었는데 이 부분은 그 시대의 역사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다시 살펴보
게 될 것이다.

5. 주목받는 삼육신학원(1957)

1950년대 중반 이후의 삼육신학원의 발전상은 한국 교육계에 신선한 감동을 불러
일으켰다. 삼육신학원의 교육 환경이 입소문으로 퍼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학교 시설과 학사 행정 등에 관심을 가지고 학교를 견학하는 등 특별한 관심을 보이
기 시작하였던 기록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히 1957년을 전후로 
해서 교육계의 많은 인사들이 삼육교육의 이모저모를 살펴보기 위해서 삼육신학원을 
방문하였는데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3

[표 22] 삼육신학원 방문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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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1957년 10월
대구시 교육위원회 윤치두 장학사 외 11명과 순천고등학교 김용
철 선생, 충북간부학도 시찰단 62개교의 71명, 충북 학무과 장
학사 안장헌 샌생 외 국군 교육청 교육장 7명 등이 본교를 견학
함.

1957년 11월 전국 재림교회 사역자 100명과 전국 문서전도자 120명이 본교를 
견학함.

1959년 12월 9일 전라북도 각급 교장단 700명이 교육감, 장학사의 인솔로 10여대 
버스로 본교를 방문함.

1960년 2월 3일 문교부 최재유 장관 내방.
1960년 9월 육군사관학교 이한림 교장 내방
1960년 10월 18일 50여 교장단이 본교를 방문함.
1960년 10월 19일 한국일보사 기자들이 내교 탐방하고 경제신문에 “일하고 배우는 

믿음터”라는 제목으로 기사 실음
1961년 4월 28일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박충집 교수 인솔로 80명이 견학함.
1961년 4월 29일 흥사단에서 25명 내교 견학함.
1961년 5월 5일 경북지역 고등학생 100명이 본교를 견학함.
1961년 5월 14일 미대사관 직원 그라우즈(E. W. Grouse)외 5명, 김기석 교수가 

방문 견학함.

1957년 이후 삼육신학원을 방문하고 견학하는 교육관련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난 이
유 중의 하나는 도널드 리 원장의 활발한 활동 때문이었다. 리 원장은 문교부가 주관
하는 교육자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삼육교육의 의미와 상황을 강조함으로써 많은 사
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이로 인해 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종사하는 교육자들이 
한번쯤 찾아와 보고 싶어 하는 학교로 알려졌다. 이런 이유로 많은 교육관련자들이 
삼육신학원을 방문하게 된 것이었다.1

특별히 1957년 1월에는 대한교육연합회에서 발행한 월간지인 새교육에서 “삼육신
학원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학원 방문기가 게재되면서 방문자들이 많아졌다. 당시 
월간 새교육의 1957년 신년호인 1월호(제9권 제1호)에 실릴 학원 방문기 특집이 삼
육신학원 취재로 결정된 이유는 이 잡지의 기자가 중앙교육연구소 박희병 소장과 성
래운 교수로부터 본 신학원을 추천을 받아 이루어진 결과였다. 기자는 이 두 분이 평
택에 종합고등학교를 세우기 위한 벤치마킹으로 삼육신학원을 방문할 기회에 맞춰서 
함께 삼육신학원을 찾아 다양한 교육 환경 등을 취재한 후에 4페이지짜리 신년호 특
집 기사를 소개하였던 것이다.2

기자는 신비의 대자연 속에 위치한 삼육신학원을 방문한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하였
다. 도널드 리 원장의 자상한 소개로 학교 상황을 취재한 후 기자는 삼육신학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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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신학과, 교육과), 고등학교(한 학급당 22명), 초등학교 33명 등 200명 미만의 학
생들이 있다고 소개하면서 당시로서는 매우 선진적인 개가식(開架式) 도서관과 강당 
및 기숙사 등의 시설을 둘러보고 느낌을 소개하였다.

특별히 기자는 삼육신학원이 추구하는 교육이념에 입각해서 기숙사, 식당, 교과과
정, 노작교육 등의 내용을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함으로써 삼육교육이념의 구체성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주기도 했다. 기자는 우선 전 학생이 모두 기숙사 생활은 한다
는 것에 깊은 인상을 가졌다. 기숙사와 식당에 대해 그는 이렇게 소개하였다. 

식당을 중간에 두고, 남녀별로 두 채의 기숙사가 서 있다. 각 기숙사마다 사
감실 및 기도실과 학생이 유하는 방이 20개씩 있는데 학생은 한 방에 3명씩 
잔다 하며 건물은 교실과 마찬가지로 단층이지만 아주 현대식인 멋쟁이다. 식
당은 미 제8군이 지어 준 콘셋인데 미국대학의 카페테리아처럼 되어 있어서 
식사 시간이 되면 학생은 제각기 접시를 들고 자기가 원하는 음식을 식권을 
내고 받아 가는데 차례차례로 테이블에 둘러 앉아 누가 대표로 기도하면 식사
를 시작한다.1

기자는 방값은 월 850환이고, 식사는 매끼 약 100환 정도면 충분한 영양을 취할 
수 있다고 소개하면서 식당에는 “밥 25환, 김치 20환, 버터 20환 등 메뉴와 정가표를 
보고 원하는 만큼 식권을 내고 사 먹게 되”어 있었다고 자세하게 설명하였다.2

학점 관리, 교과과정, 교육이념 등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소개하였다. 졸업 요건은 
대학의 경우 20학점을 이수한 자, 고등학교의 경우 12단위를 이수한 자에게 졸업장
을 수여하였다. 여기서 한 단위(單位)란 45분 수업을 210일 이상 받고 성적이 C 이
상 되는 경우를 말한다. 교과과정은 문교부의 정한 바에 따랐고 그 외에 성경과 실업
교육이 더해진다고 소개하였다. 여기서 성경과 실업교육이란 삼육교육이 지향하는 신
체와 지성과 영성의 균형진 발달을 위해서 실시했던 기독교교육과 노작교육이 추가된 
것을 말한다. 기자는 이러한 삼육교육 이념을 “지, 덕, 체 삼육의 완전히 조화로운 교
육”이라고 소개하였다.3 학교 운영에 있어서도 오전에는 학과 오후에는 실습을 중심
으로 매주 학과 20시간, 실습 20시간을 부과했으며, 출석체크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3
일 이상 무단결석 시에는 제명 처분한다는 사실도 강조해 두었다. 

기자는 탐방기사를 통해서 삼육신학원은 “잡목 우거진 야산에 터를 잡고 인간 교육
의 본질을 파악하여 일사불란 정진하여 마지않는” 거룩한 모습으로 교육에 임한다고 
평가하였다.4 이것은 삼육교육이 추구하는 교육의 본질을 잘 설명해 주는 평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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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에 삼육신학원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바야흐로 삼육교육이념의 가치를 
세상에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한 것을 의미하였다. 그리고 그런 교육의지는 삼육
신학원의 운영자들이 정식으로 인가된 대학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열정을 의욕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던 상황에서 더욱 더 강력하게 표출되었다. 도널드 리 원장의 의욕적
인 학교 운영으로 삼육동의 교육자들은 비로소 삼육대학이라는 이름 아래 대학교육의 
뜻을 매우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6. 각종 교내 잡지의 발간(1957~1959)

삼육신학원의 체제 구축과 발전은 합리적인 학사행정의 정착과 우수한 교사진의 양
성, 각종 학교 시설들의 설치 및 학교의 근대화와 같은 제도적인 부분 이외에 학생들
의 다양한 활동 속에서도 진행되었다. 특별히 이 시기에 주목할 만한 것은 다양한 교
내 잡지들이 발행되기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학교의 정신적인 힘이 다양한 인쇄물들
을 통해서 드러난다면 이때야 말로 삼육대학교의 원창조적 능력이 폭발적으로 발현되
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가장 먼저 발행된 교내잡지로는 청년의용선교회
에서 발행한 개혁이었다.

1) 개혁(1957)
개혁은 1957년 초에 제1호가 발행되었다. 팸플릿 형태의 이 인쇄물은 원래 청년선

교회의 주보 형태로 발행되었다. 청년선교회에서는 매주 활동을 안내하기 위한 주보
(순서지)를 발행하였는데, 17호에 이르러서는 20면 분량의 팸플릿 형태로 발행을 하
기 시작하면서 명칭을 개혁으로 하였다. 현재 보관되어 있는 개혁 13호(주보 30호)는 
1957년 5월 31일에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 팸플릿의 발행인은 정석우, 편집 
겸 인쇄인은 조문양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학생들이 청년선교회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낸 팸플릿인 것을 알 수 있다.

제호에 나타나는 것처럼 학생들은 청년선교회 활동을 개혁과 근대화에 초점을 맞추
었던 것 같다. 이는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적 유산을 반영하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전
후 피폐했던 한국사회를 개혁을 통해 발전시키고자 했던 민족정신을 반영하기도 했
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인적 변화와 개혁을 추구했던 당시 학생들의 신앙
정신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개혁은 1958년 3월에 발행된 특집호(주보 46호)까지 보관
되어 있으며 그 이후의 출판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2) 목자(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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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자는 삼육신학원 목자 편집부에서 1957년 초에 발행한 잡지였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것인 제2호의 발행 상황을 보면 1957년 5월에 발행되었고, 편집인은 먼슨
(George Munson, 文善一), 발행인은 삼육신학원 목자 편집부, 인쇄는 삼육신학원 인
쇄소로 되어 있다. 49면 분량의 등사본으로 만들어진 이 잡지는 삼육신학원이 격월간
으로 발간한 목회 잡지였다. 먼슨 목사는 1950년대 한국 재림교회 내에서 매우 유명
한 공중설교가였다. 그는 1955년에 삼육신학원에 공중전도법 등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수로 부임하였다. 그가 신학원의 교수로 있는 동안 이 잡지는 학생들의 목회 준비
를 돕기 위해서 발행되었다. 김재신 목사의 기록에 따르면 삼육신학원 내에서 1961년
에 “목회” 조직이 만들어지고 그해 7월 12일 목회회보라는 4면 분량의 팸플릿이 창간
호로 발행되었는데 이 팸플릿이 발행되기 전까지는 목자가 목회 준비를 하는 학생들
을 돕는 역할을 했다.

3) 절제(1957)
도널드 리 원장의 시절에 절제회 등이 활발하게 운영되었다는 내용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절제회는 삼육신학원 내에서 안식일학교부, 청년선교회 등과 더불어서 중
요한 신앙 활동 조직 가운데 하나였다. 절제회는 신학원 내에서 일년에 2번 절제주간 
등을 운영하면서 영혼과 육체의 건강을 지켜주는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 조직의 목적
을 더욱 더 구체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회지인 절제를 1957년 10월 4일에 창간하였
다. 창간 당시 절제의 발행인은 절제회 회장 설영철, 편집 겸 인쇄인은 서옥주 등의 
학생이 맡았다. 14면 분량의 소책자 형태로 발간된 이 회지는 셜(H. E. Shull) 선교
사의 지도 아래 만들어졌다.

4) 탁마(琢磨, 1957)와 삼육(三育, 1957)
탁마는 삼육신학원의 공식 회보 발행에 대한 도널드 리 원장의 지시로 1957년 초

에 만들어진 잡지였다. 이 잡지는 1호와 2호만 남아 있고 그 이후의 발행 여부는 알 
수 없다. 대신 1957년 6월에 삼육이 발행되었는데 이것이 삼육신학원의 공식 기관지
가 되었다.

삼육은 17면 분량의 등사본 잡지로 창간호에는 원장의 인사말씀, 삼육신학원 연혁, 
교육이념, 시설, 영적교육 내용, 지적교육 내용, 건강교육 내용, 기숙사 하루의 생활, 
SDA교육이념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 잡지는 1959년 3월 5일 졸업 특집호의 발행을 
끝으로 발행이 중단되었는데 매 호수에 실려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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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발행일 편집자 주 요 내  용 면수
제1호 1957. 6.

인사말씀, 연역, 교육이념, 시설, 영
적교육, 지적교육, 건강교육, 기숙사 
하루의 생활, SDA교육이념 등

17면

제2호 1957. 8. 5.
신앙생활(박원실), 등록사무 몇가지
(김동기), 봉사노동(손재목), 달란트
(이재명), 소식 등

21면

제3호 1957.10.15.
“우리학교에 규칙이 왜 필요한가?”(이
창규), 여학생의 학교생활(고익순), 
“우리학원의 대외적 명성(조돈하), 소
식 등

13면

제4호 1957.11.26.
우리학교의 음악교육(유정식), 학생에
게 역사를 가르치는 이유(이영린), 수
학교사의 소견(김병택), 소식 등

21면

제5호 1957.12.
특집: 제18회 총회 보고, 각보부고, 
1956~1957년간의 청년선교회, 목회, 
안식일학교, 절제회 임원들 소개.

졸업특집 1958. 3. 1.
제6호 1958. 5.21. 오재윤 신학원의 각 조직체와 임원 소개 24면
제7호 1958. 7.20. 조돈하 안교 분교활동 구역과 책임자 소개 29면
제8호 1958. 8.31. 조돈하 청년의용선교회의 유래(유정식) 등 29면
제9호 1958.10. 5. 조돈하

절제특집호. 삼육신학원 절제회 회
칙, 금주운동소고, 절제에 관한 예언
의 신 색인 등 수록

59면

제10호 1958.11.

전시회 특집호. MV사업계획(오봉렬), 
교회목사(박형종), 안식일학교사업(장
기성), 내일의 교수 TOT(이창규), 
TOT(김석권), TOT 전반기를 보내면
서(김영태), 훈민정음 변천개황 일람
표(민병효) 등

40면

제11호 1958.12.21. 김재신 각부 임원명단 소개 34면
졸업특집 1959. 3. 5.

[표 23] 삼육의 호수별 내용

5) 삼육주보(삼육학보, 1959)
삼육주보는 삼육대신문의 전신으로 삼육학보에 이어 최근에 삼육대신문이 되었다. 

삼육주보가 제일 처음 발행된 것은 1959년 11월 6일이었다. 창간호는 국배판 크기의 
2면 등사본 형태로 만들어졌는데 발행인은 도널드 리 원장이고 편집인은 조돈하 선
생, 인쇄소는 삼육신학원 인쇄소로 되어 있다. 창간사에서 도널드 리 원장이 밝힌 것
처럼 삼육주보는 “삼육신학원 공보 사업을 충실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졌으며, 
“매주 발간되는 이 주보는 매 금요일 채플 시간에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배부” 되었
다. 주보에는 “예정행사, 뉴스, 기타 일반에게 흥미 있는 사항들이 보도”되는 신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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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요 매체로 발행되었다.1
1호부터 104호까지는 삼육주보라는 제호로 발행하였으며, 1964년 4월 13일에 발

행된 105호부터는 제호를 삼육학보로 개명하였다. 그리고 126호부터는 등사본이 아
닌 인쇄본으로 발행하였다. 등사본 시절 삼육주보는 횡서로 발행되다가 126호부터 
129호까지는 종서로, 130호부터 148호까지는 다시 횡서로, 149호부터 192호까지는 
또다시 종서로 발행되었다. 이렇게 여러 차례 변경을 거듭하다가 193호부터 다시 횡
서로 발행되었다. 1964년부터 삼육학보란 제호로 발행된 이 소식지는 점점 대학신문 
형태로 발전하여 본격적인 대학 저널리즘을 구현하였으며, 결국 1998년 9월 14일 제
272호에 이르러 제호를 삼육대신문으로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2 이처럼 대학 
저널로 자리잡게 되는 이 간행물은 1962년 2월 2일 84호 발행에 이어 5.16군사정권 
하에서 1년 여 정도 폐간되었다가 1963년 4월 8일에 복간되었다.3

6) 돌단(1959)
삼육주보와 더불어 또 하나의 중요한 저널인 돌단이 1959년에 창간되었다. 삼육주

보는 삼육대신문의 전신으로 정기 소식지였다면, 돌단은 매년 발행되는 교지, 즉 학
교 문예지였다. 돌단의 창간호는 1959년 10월 17일에 창간되었는데, 발행인에 도널드 
리 원장, 편집고문에 조돈하 선생, 편집인에 한만선으로 등재되었다. 창간호는 90면 
분량의 등사본 형태로 발행되었다. 돌단에는 재학생과 졸업생 동문, 그리고 교수들의 
논문과 수필, 회고담, 학교의 소식 등 다양한 학술자료들과 문학 작품들과 취재기사 
등이 실렸다.

삼육주보는 대학 신문으로서, 돌단은 교지로서 지금까지 그 역사가 지속되고 있는 
삼육대학교의 양대 매체이다. 최근에 와서는 다양한 매체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고 있
지만 초기 삼육신학원 시절부터 지금까지 삼육대학교의 역사를 지키고 있는 삼육주보
와 돌단의 발행은 삼육신학원이 매우 체계적으로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주
는 가장 중요한 자료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7. 학생들의 활동

삼육신학원 시절의 학생들의 활동은 과거 의명학교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
던 교내 학생활동의 영역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 활동의 규모와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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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비해 보다 더 조직적으로 확대되었고 많은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하였다. 이 
시기의 학생 활동들은 주로 종교 및 신앙활동과 관련이 있는데 이런 대부분의 활동들
은 다소 변형된 형태이기는 하지만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
다. 이는 삼육대학교가 추구하는 기독교교육 이념이 학생들의 활동들을 통해서도 구
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1950년대 삼육신학원의 학생활동은 청년의용선교회, 안식일
학교부, 목회부, 절제회, 편집부 등으로 나누어진다.

청년의용선교회는 의명학교시절부터 진행되어 오던 학생들의 활동 중 가장 두드러
진 활동이었다. 청년의용선교회는 삼육신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구성된 교회 청
년회 모임을 말한다. 이 선교회는 지육부, 신덕부, 선교부, 사교부, 음악부, 체육부 
등의 부서를 갖추고 안식일(토요일) 오후 활동 등을 통해서 청년들의 신앙과 삶을 이
끌어주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였다. 청년의용선교회에서 주로 하는 활동들은 단계별
로 다양한 활동들을 이수해가는 향상급 프로그램에서부터 음악, 연극, 문화의 밤 등 
다양한 예배와 문화 프로그램 등이 있었다. 삼육신학원에서 진행된 청년의용선교회의 
활동은 학생들로 하여금 여러 문화 프로그램들을 접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자 
기회였다. 특별히 1950년대 한국 사회에서는 좀처럼 경험하기 힘든 시청각 프로그램
이나 연극 등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익한 통로가 되었다.1

안식일학교부는 청년의용선교회만큼이나 활발한 활동을 했던 부서였다. 삼육신학원
은 매 안식일에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참여하는 안식일 예배를 진행하였는데 매 안식
일마다 안식일학교 순서 진행을 담당한 부서가 바로 안식일학교부였다. 안식일학교부
는 지도고문을 비롯해, 교장, 부교장, 서기, 부서기, 반주자, 지휘자, 분교장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구성된 안교 임원들은 안식일학교 반을 편성하고 매 안식일에 안
식일학교 순서를 진행했다. 안식일학교부는 삼육신학원 교회의 중심 부서였으므로 주
중에도 모여서 순서를 준비하는 등 매우 활발하게 활동을 하였다.

안식일학교부서에서 특별히 담당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오후분교 프로그램이었다. 
오후분교란 안식일 오후에 삼육동 주변의 마을들로 나가서 지역에 사는 아이들을 모
아 놓고 신앙과 문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던 프로그램을 말한다. 당시의 안식일 오
후분교 활동은 참가하는 학생들에게 크나큰 유익을 가져다주었던 프로그램이었다. 
1957년 전반기 안식일학교 부교장을 맡았던 신현철 목사는 오후분교 활동의 유익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주고 있다.

안식일 오후의 선교활동은 가장 흥미롭고 재미있는 시간 중에 하나였다. 사
람들에게 구주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성경의 진리를 증거하는 것, 거룩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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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락명 책임자 교사 부락명 책임자 교사
육골 김갑제 전경희 담터 임복록 주선화, 정근숙, 정사

덕
식송 민병효 고창자, 강명희 태능 양  훈 임화신, 안수옥, 김귀

자
화접리(상) 이남주 김국혜, 김귀자 갈매 임춘택 이명자, 김복희, 문정

자
화접리(하) 이근택 최풍자, 이성자 사로리 정태목 이중애, 김은순
불암동 원경식 장정권, 김경옥 평양골 한만선 선우진주, 임매자
묵동(상) 하평장 권경린, 조옥자 공덕리 김영호 최순업, 이경숙
묵동(하) 허정구 이선의, 김정자

래를 부르는 것, 사람들과 사귀면서 친근하게 지내는 것, 그리고 활동 대원들
과 친 한 우정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상당한 학생들은 서로의 재능을 발휘
하여 상대방의 사상, 신앙, 재능 등도 알게 되고 자기의 배우자로 선택하는 기
회도 된 것이다. 그 당시에 학생들의 선교 활동으로 삼육대학 주변에 동리마다 
교회가 세워졌다. 예를 들면 퇴계원, 사로리, 삼안리, 사능, 송산, 덕송리, 묵
동, 공릉동, 태릉, 신내동, 갈매, 상계동, 중계동 등이다.1

신현철 목사는 삼육신학원을 졸업한 후 삼육대학의 교수로서 대학 발전에 동참하였
던 인물이다. 그가 1950년대 삼육신학원 시절에 경험했던 안식일 오후분교 활동은 
그 활동의 목적과 의의 및 결과 등을 자세하게 소개해 주고 있다. 안식일학교부는 삼
육신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활동 가운데 가장 역동적이고 흥미로운 활동들을 진
행하던 부서였다. 여기에 언급된 지역들은 그 당시의 학생들의 분교 활동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지금은 모두 든든한 교회들로 성장하였다. 이 시기의 분교 활동이 학생들
에 의하여 얼마나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자료가 1958년 분
교반 사업 보고 자료에 나타나고 있다.2

[표  24] 분교반 사업보고(1958)

삼육신학원 시절에는 학생들의 활동 중에 목회부라는 부서도 있었다. 1956년부터 
조직된 목회부는 고문과 회장, 부회장, 목사, 서기, 회원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주로 
삼육신학원 분교로 운영되던 교회 담당 및 하기방학 전도대 활동 등을 주관하던 부서
였다. 1950년대에 예배소는 계속 증가하였지만 목회자의 수는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
에 많은 교회들에 목회자가 부재하였다. 특별히 삼육신학원의 학생들이 선교 활동 등
을 통해서 삼육동의 주변 지역들에 교회들이 탄생되었지만 이들 대부분은 교회를 지
도할 목회자를 파송할 수 있는 규모가 안 되는 예배소들이었다. 이에 이 교회들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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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별

항목별
남해도 여수 신태인

안면도 A팀 안면도 B팀 총보

고승언리 정당리 신야리 고남리 영항리

참가

대원수
9 6 6 6 1 4 5 3 39

결심자수 98 155 110 50 162 20 114 20 720

성경학교 

졸업생수
189 160 300 140 134 112 308 66 1409

치료

환자수
450 300 200 180 300 1430

전도지

분배수
2000 1100 2900 4000 700 600 3500 200 15000

통신학교 

입학생
89 40 85 20 20 43 4 301

총경비 150000 128500 120000 110000 130000 638500

해 신학생들이 목회부를 통해서 배치되어 밤 집회와 안식일예배를 지도하게 되었다. 
이러한 분교교회들을 담당하는 신학생들이 목회부에 편성되어 매 안식일마다 지역교
회를 돌보았다.1

목회부의 두 번째 활동은 매년 하기방학을 맞이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한 전도대 활
동이었다. 당시엔 많은 대학들이 하기방학 기간 동안 농활을 통해 농촌봉사활동을 하
던 시기였다. 삼육신학원 학생들 역시 하기방학이 되면 농촌지역에 봉사활동 겸 전도
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였는데 이 활동을 주관하던 부서가 바로 목회부였다. 참고로 
하기방학 전도대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1960년도의 기록에 보면 다음과 같은 
활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2

[표 25] 하기방학 전도대 보고(1960)

하기방학 전도대 활동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특별히 21세기 세계화의 
시대에 들어서서 삼육대학교의 하기방학 선교활동은 그 영역을 더욱 더 넓혀 해외로
도 나아가고 있다. 이런 전통에 입각해서 지금도 삼육대학교는 수많은 국내외 선교활
동들을 하기 및 동기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펼치고 있다.

목회부에서 주관한 또 하나의 활동은 학기 중에 지역에서 전도회를 직접 운영하는 
것이다. 이미 의명학교 신학교 시절과 조선합회신학교 시절부터 추진되어 오던 신학
생 전도회 프로그램은 삼육신학원 시대에 이르러서도 계속되었다. 특별히 1950년대 
들어서서 학교의 운영 체제가 확립되면서 전도회 프로그램이 학생 자치 활동의 한 부
서인 목회부에서 지도교수들의 지도 아래서 직접 진행되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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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1960년
일 정 연  제(강사) 일  정 연  제(강사)
11.10 인생이란 무엇인가?(엄기웅) 11.13 인생과 종교(김성길)
11.11 세상의 종말은 어찌될까?(엄기웅) 11.14 죄의 기원과 결과(이근호)
11.12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가?(정영근) 11.15 세계의 위기(안천수)
11.13 죽음과 괴로움은 어디서왔는가?

(정영근) 11.16 예수는 누구신가?(신우균)
11.14 예수는 누구신가?(김재신) 11.17 재림(박병규)
11.15 인류의 가장 큰 희망은?(김재신) 11.18 지구상 회복 신천신지(안철주)
11.16 하늘나라는 어디인가?(오근석) 11.19 안식일 저녁 헌신설교(신계훈)
11.17 하늘가는 사다리(오근석)
11.18 하늘나라의 헌법(이해룡)
11.19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이해룡)

있었다. 목회부를 통해서 신학생들은 주로 2학기에 한 지역과 기간을 정해 놓고 학생
들이 직접 운영하는 전도회를 개최하였다. 1959년에는 11월 10일부터 19일까지 사로
리 지역에서 “이 세상의 운명은 장차 어찌될까?”라는 제목으로 전도회를 개최하였으
며, 1960년도에는 11월 13일부터 19일까지 묵동 지역에서 전도회를 개최하였다. 당시 
전도회의 일정과 연제 및 강사는 다음과 같다.1

[표 26] 전도회 일정 및 연재(1959, 1960)

학생들의 활동 중 주목할 만한 또 하나의 조직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절제회였
다.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삼육대학교에는 이 조직이 운영되고 있을 
만큼 절제회는 매우 독특하면서도 중요한 학생 활동 중 하나였다. 절제 잡지의 창간 
주체가 바로 이 절제회였다는 사실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절제회는 삼육신학원 
내의 학생들이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학문에 정진하도록 계몽하기 위
해서 만들어진 학생 자치 조직이었다. 1957년 절제회가 구성되면서 만들어진 회칙에
는 본 회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해 놓고 있다.

제2장 목적
1. 본회는
a. 술, 담배 및 마약이 끼치는 나쁜 영향에 관한 제반 사실을 합당한 교육을 

통하여 널리 알리고,
b. 학생들이 음주 흡연의 나쁜 습관에 빠지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이미 희

생된 사람까지도 좋은 생활로 인도하도록 학생들을 장려 지도하며,
c. 합법적인 방법으로 여론을 환기하며, 주류, 연초의 판매를 근절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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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신학원 절제회는 재림교회가 추구하는 건강기별을 중심으로 올바른 건강생활습
관을 계몽하고자 하는 학생 활동 기구였지만 재림교회 한국연합회 절제부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절제회는 금연 및 금주와 관련된 활동들을 하였는데, 매주 토요일 밤 절
제회 모임, 매 학기 절제주간 운영 등을 통하여 유관 사업들을 추진하였다. 주로 절
제 웅변, 논문, 포스터, 만화, 표어 대회 등을 운영하였으며 학생들과 주변 마을 사
람들의 절제생활들을 돕기 위한 상담도 했다. 아울러 금연, 금주를 위한 국가적인 캠
페인에도 참여하여 국민건강보건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절제회의 활동은 삼육대학교의 교육적 특징을 두드러지게 부각시켜주는 중요한 활
동이었다. 재림교회의 건강기별의 핵심인 뉴스타트의 원리에 따라서 삼육교육 기관들
은 절제생활을 매우 중요한 가치와 덕목으로 강조해왔다. 절제회는 그런 가치를 드러
내는 활동의 중심이었다. 이러한 가치에 따라서 삼육교육은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동
일한 건강 원칙을 학교 운영에도 적용하여 금연, 금주를 장려하고 있다. 이 전통은 
100년에 이르는 지금까지 살아 있어 가장 아름답고 깨끗한 캠퍼스를 유지하는 밑거
름이 되고 있다.

TOT (Teachers of Tomorrow)로 명명된 학생들의 야학 활동 역시 이 시기에 빼놓
을 수 없는 학생 활동 중 하나였다. 1958년에 발족된 이 모임은 이창규 교수를 고문
으로 하여 지역사회 계몽운동의 일환으로 야학을 운영하였다. 본 회를 조직한 후 학
생들은 1959년 7월부터 불암동에 야학을 운영하였다. 야학은 안식일 저녁인 금요일 
저녁을 제외하고 매일 밤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진행되었는데 초창기 프로그램에는 
약 15명의 학생들이 야학에 등록해 삼육신학원 학생들로부터 공부를 했다. 이 해 
TOT 계몽부에서 문을 연 야학에 참여한 교사들로는 조정완(과학, 토요일), 이상록(성
경, 일요일), 강대곤(영어, 월요일), 한만선(국어, 화요일), 김영태(수학, 수요일), 한
상우(국사, 목요일) 등이었다.1

이 외에도 4H 클럽, 문서전도반, 편집부(대학 주보) 등의 학생 활동 조직들이 구성
되어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하였다. 삼육신학원의 학사 운영체계가 확립되고, 학교 환
경이 구축되면서 본격적인 대학 수준의 교육이 진행되자 학생들은 그에 맞게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대학 캠퍼스의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과정들과 더
불어서 이제 삼육신학원은 정식으로 인가받은 4년제 대학으로 도약하는 일만을 남겨
두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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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학생들의 신앙양심

삼육신학원 시대에 학생들의 모습과 관련해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
나는 학생들이 신앙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하였던 생생한 역사이다. 분단국가의 
현실에서 군복무생활을 해야만 했던 재림청년들은 비무장 전투원(non-combatancy)
의 입장에 따른 집총거부와 안식일 준수라는 신앙양심의 문제로 인해 많은 고통을 당
해야 했다. 특별히 이런 고난의 역사의 중심에는 신학생들이 있었다. 따라서 삼육대
학교 100년사에 있어서 이들의 신앙정신과 그 고난은 대학의 정체성 확립과 관련된 
의미 있는 역사가 되었다. 이 문제는 당시 청소년부장이었던 이여식 목사의 회고록과 
이영린 교수 및 오만규 교수의 연구 자료들, 최이권 교수와 박해종 교수, 조규술 목
사의 논문 등에 다양한 형태로 소개되고 있어 당시의 역사를 이해하게 해 준다.1

재림교회 청년들이 비무장 전투원 신념과 안식일 신앙으로 시련을 겪기 시작한 것
은 한국전쟁의 발발 전후였다. 북한지역에서는 1950년 3월에 이창수, 김봉락, 박영락, 
최순영이 북한 군대에 강제 징집되어 집총거부로 귀가조치를 받은 사례가 최초의 사
례였고, 남한에서는 1952년 4월에 춘천교회 박재식 청년, 6월에는 김제교회 김인용 
청년 등이 입대하여 집총거부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2 이후 많은 재림청년
들이 군에 입대하여서 신앙양심의 문제로 고통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게 되었다.3 특
별히 이들 가운데는 삼육신학원에 재학 중이던 신학생들이 많았다.4

신학생들을 포함한 재림청년들의 군복무와 신앙양심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자 
한국연합회 청소년부장 이여식 목사는 이 문제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처하였다. 우선 
재림청년들에게는 신앙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군에 있는 청년들에게 격려문과 위
문품을 보내 신앙정신을 독려하였다. 그리고 군 당국에 재림교회의 군복무관을 홍보
하고 설득하여 재림청년들이 비무장 전투원으로 복무하며,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해주기를 거듭 진정하였다.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는 의무대 훈련 등을 통하여 비
무장전투원으로 군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림청년들을 준비시켰다.5 특별히 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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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신앙양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핵심 교육장이 바로 삼육신학원이었다. 오만규 
교수는 이렇게 정리했다.

재림청년들에게 안식일 준수와 비무장의 신념을 고취시키는 제일의 교육장
은 삼육신학원이었다. 각종 의무대 교육 훈련이 삼육신학원 운동장에서 이루어
졌다. 그리고 또 연합회와 합회 야영회와 별도의 의무대 훈련을 통하여 재림교
회의 군복무관이 교육되었다. 신학교와 각 교회들은 청년들이 군대에 입대할 
때마다 별도의 예배 집회를 개최하여 입대하는 청년들을 격려했다.1

 이처럼 삼육신학원은 재림청년들의 신앙양심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교육의 중심
지가 되었다. 이로 인해 많은 신학원 학생들이 군복무 기간 동안에 육체적, 정신적 고
통을 경험했다. 심지어 부대 영창에 갇히거나 군법에 회부되어 형 집행을 받는 사례
들도 빈번히 발생하였다. 이런 사례를 시대적으로 살펴보면 1950년대에 만도 집총거
부와 안식일 준수 문제로 옥고를 치룬 재림청년들 가운데 삼육신학원 출신이 10여 
명에 이른다.2

삼육신학원 학생들이 이처럼 군대에서 신앙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한 것은 삼육
교육이념이 강조하는 사랑과 평화의 사상을 구현하기 위함이었다. 재림교회는 평화주
의적 신념을 가지고 비무장 전투원을 신앙 전통으로 유지하였는데, 그 신앙정신이 삼
육신학원에서도 교육이념과 더불어 가르쳐짐으로써 불가불 고난과 역경이 따르게 된 
것이었다. 이러한 신앙정신은 당시 지식인들에게도 매우 의미 있는 신앙 행위로 비춰
졌다. 실례로 당시 감리교회 신학교장이었던 홍현설 박사는 한 기고문을 통해 “안식
교도는 엄 한 의미에서 양심적인 반전론자는 아니고 양심적인 협력자이며 애국적인 
비전투원”으로서 평화주의의 원칙에 입각해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라고 소개함으
로써 재림교회의 군복무관을 변호하기도 하였다.3 

이렇듯 삼육신학원은 신앙양심에 따른 평화주의적 신념을 교육이념에 간직한 채 학
생들을 가르쳐왔다. 학생들은 그 고상한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가기 위해서 노력하였
다. 이런 학생들의 노력들은 삼육교육의 체제를 보다 더 확고하게 구축하고 정체성을 
유지시켜 가도록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정신이 되었다. 1950년대에 시작된 이 신앙양
심의 투쟁 역사는 삼육대학교 100년 역사에 면면히 이어져오고 있다.

9. 삼육신학원 시절의 졸업식(1954~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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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날  짜 졸 업 생 비  고
제15회 1954. 9. 1.

본과: 김기혁, 김상도, 김상억, 김영도, 박신
관, 오봉도, 이재찬, 임경범, 정익로, 허은구
특과: 김례억, 유한종

장소: 강릉 야
외 노천강당

제16회 1955. 7.24.
본과: 김경식, 김동기, 김상용, 김춘섭, 서영
주, 임형창, 장기형, 정윤화, 정화현, 조영
묵, 한숙희
특과: 권병홍, 양광수, 이원규, 이종욱, 임창
일, 정덕현, 정창생, 정춘홍, 한정선, 홍태식

장소: 강당
우등: 김동기

제17회 1956. 3.18.

본과: 김상철, 김성준, 김용대, 김희만, 문창
길, 박봉규, 박재식, 원경연, 이경송, 이재
명, 이진원, 정남석, 조광렬, 차도순, 허형
만, 홍현태, 황동백, 김영자, 송숙자
특과: 강병택, 배정학, 장신규, 김경자, 최정
옥, 고득선
방청: 이창수, 윤복남

우등: 송숙자, 
      박봉규

제18회 1957. 3.10.

신학과: 강영준, 고익순, 김정희, 김충희, 김
회수, 박영해, 배석원, 설영철, 설재현, 손범
수, 신상섭, 윤대화, 이승일, 이창희, 임홍
순, 은광현, 전병덕, 정금배, 하덕현
교육과: 강정숙, 구성휴, 김동선, 김순안, 박
성우, 이영심, 이종직, 최창섭
특과: 이영숙, 인동환, 전수월, 홍미영
방청: 박성섭, 심재숙

우등: 고익순, 
      전병덕

제19회 1958. 3. 9.

신학과: 권병현, 김복전, 서옥주, 신문균, 신
현철, 오수철, 윤선영, 이영민, 이한봉, 전성
대, 정석우, 정원채
교육과: 김순화, 김요한, 김희은, 박영우, 박
영준, 손은수, 안금옥, 양문석, 오강기, 오재
삼, 유정희, 이성주, 임성옥, 장근청, 조광
림, 조문양, 조수영

우등: 김희은,
      정석우

전 장(章)에서 삼육신학원 시절에 거행된 제1회(신학 13회)와 제2회(신학 14회) 졸
업식을 소개하였다. 전쟁 이후 개교된 삼육신학원은 과거 조선합회신학교나 사역자양
성소처럼 필요와 상황에 따라서 개교와 휴교를 반복하지 않고 지속적인 교육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삼육교육사업을 안정적인 궤도에 올려놓아 주었다. 이처럼 지속적인 교
육사업이 전개됨에 따라 매년 졸업식이 거행되었고, 많은 신학생들이 배출되었다. 삼
육신학원이 확고한 교육체제를 구축하고 발전하는 과정에 있었던 1954년부터 1959년
까지 진행된 삼육신학원 졸업식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1

[표 27] 삼육신학원 졸업식 상황(1954～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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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 이정식

제20회 1959. 3.22.
신학과: 김군준, 김중만, 박형종, 오봉열, 오
의훈, 이영숙, 이진석, 임성근, 임운철, 정두
영
교육과: 고수자, 김기곤, 김석권, 김진기, 봉
정일, 이경희, 이선자, 정영희, 정정희

우등: 박형종,
      이선자

위의 졸업식과 졸업생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졸업 요건과 관
련된 학교의 규칙이었다. 처음에는 본과와 특과로 나누어서, 본과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가진 학생들이 입학하였고 2년 과정을 수료하면 졸업장을 주었다. 그러나 
특과의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갖추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1년간의 예과 
과정을 통해 선수과목을 공부한 후 신학 2년 과정을 졸업하게 하여 본과와 동일한 졸
업 자격을 인정해 주었다. 그러나 이미 언급한 것처럼 1955년부터는 삼육신학원이 단
지 목회자들만을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사업에 종사할 교사를 양성할 필요성도 
제기되어 신학원을 신학과와 교육과로 나누어 운영하였다. 아울러 특과는 단계별로 
폐지하고 방청제도를 두어서 운영하게 되었다. 신학과와 교육과는 동일한 자격을 가
진 학생들이 입학하여 2년간의 동일한 과정을 이수하면 졸업을 한 후 신학과의 경우
는 일선 목회로 교육과의 경우는 각종 삼육초중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할 수 있는 자격
을 부여해 주었다.

그러나 1959년 제20회 졸업식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4년제 인가를 받은 삼육
신학원을 2년제로 운영하여 2년 만에 학생들에게 졸업장을 수여한 것이 문제가 되어 
문교부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원칙적으로 학생들은 졸업장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수료증으로 대체해야 했다.1 이 일은 삼육신학원의 교육 체계를 더욱 더 
구체화하게 해 주었고, 결국 삼육신학원은 몇 년 전부터 추진해왔던 대학 인가 절차
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학교 운영자들은 우선 원동지회의 승인을 얻어 
1959년 4월 1일부터 삼육신학원에 3학년 과정을 설치하기로 결의하고 4년제 교육과
정을 향한 본격적인 학사 행정을 운영하기 시작했다.2 이러한 변화는 결국 삼육신학
원을 4년제 정규 대학인 삼육대학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되었다.

10. 학원안내 발간(1959)

도널드 리 원장의 학사행정 체계 확립은 1959년에 발간된 학원안내라는 책자를 통
해서 가장 구체화된다.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교육학 석사 출신인 그는 미국 내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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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구분 교과목 학        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계

교양

일반심리 2 2
체육(M.C.C.) 4 4
일반국어 4 4
국어학개론 3 3
문학개론 3 3
영어 6 6 12
문화사 4 4
음악(약전) 2 2
자연과학개론 4 4
교도 2 2
소계 28 12 40

전공필수

*교육원리 2 2
*그리스도인 교육원리 2 2
*생리학 2 2
건강원리 2 2
*예수의 생애와 교훈 4 4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6 6
*선지서 6 6
*바울의 편지서 6 6
*일반 편지서 2 2
성경역사 2 2

는 재림교회 교육기관들의 대학 요람들을 참고하여 삼육신학원 학사요람을 최초로 만
들었다. 1959년 3월 30일에 삼육신학원 인쇄부에서 등사본으로 발행된 이 책자들은 
삼육고등학교 안내와 삼육신학원 안내 등 두 권으로 출판되었다.

이 학원안내에는 학사 일정, 이사회와 소평의원회와 직원회 조직, 교수진 및 교직
원 안내가 들어 있고, 삼육교육이념 및 학칙이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다. 학칙 부분에 
있어서도 목적과 편제, 수업 연한과 재학 연한, 입학 자격 및 절차, 전과, 휴학 및 
퇴학과 제적 절차, 교과과정과 수업 등을 포함한 교재와 이수, 시험 성적, 직제, 교
수회, 수업료 및 입학금, 외국인, 청강생 등 특종생과 공개강좌 규칙, 학교 행정 표
준 및 직원의 임무, 학원의 부속 설비 안내, 졸업 자격, 출결 석, 학생활동 조직 등 
학사 운영체제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1

이 안내 책자에는 교과과정 및 교과과정에 대한 규정이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어 당
시 학사 행정이 매우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삼육신학원은 교육 전
공(교육과)과 신학 전공(신학과)으로 나눠서 운영되었는데 그 각각의 과정에 대한 교
과과정은 다음과 같다.

[표 28] 교과과정(교육과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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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고고학 4 4
고등교리 6 6
*그리스도교 확증 2 2
조직신학 6 6
비교종교학 2 2
교회정치 2 2
*각부사업 2 2
*예언의 신 2 2
강연법 2 2
*생물학 2 2
*종교와 과학 2 2
*논문 2 2 4
*국어작문 2 2
*국사 4 4
*그리스도교회사 6 6
*본교회사 2 2
음악(지휘법) 2 2
실업 4 4 8
소계 8 28 24 34 94

전공선택

*교육과정 2 2
*교육사 2 2
*교육방법 3 3
*시험과 교육평가 3 3
*학교행정 3 3
*교육심리 3 3
*교육실습 6 6
*성경개론 4 4
*구약배경 (2) (2)
*성지지리 (2) (2)
소계 4 16 6 26

합       계 40 40 40 40 160

교과구분 교과목 학        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계

교양

일반심리 2 2
체육(M.C.C.) 4 4
일반국어 4 4
국어학개론 3 3
문학개론 3 3
영어 6 6 12
문화사 4 4

※ 전공과목 중 과목명 앞에 *표한 것은 학위 얻기 위하여서는 C 이상의 성적이 요
구된다

[표 29] 교과과정(신학과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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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약전) 2 2
자연과학개론 4 4
교도 2 2
소계 28 12 40

전공필수

교육원리 2 2
*그리스도인 교육원리 2 2
생리학 2 2
*건강원리 2 2
*예수의 생애와 교훈 4 4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6 6
*선지서 6 6
*바울의 편지서 6 6
*일반 편지서 2 2
성경역사 2 2
*성경고고학 4 4
*고등교리 6 6
*그리스도교 확증 2 2
*조직신학 6 6
*비교종교학 2 2
*교회정치 2 2
*각부사업 2 2
*예언의 신 2 2
*강연법 2 2
*생물학 2 2
*종교와 과학 2 2
*논문 2 2 4
국어작문 2 2
*국사 4 4
*그리스도교회사 6 6
*본교회사 2 2
음악(지휘법) 2 2
실업 4 4 8
소계 8 28 24 34 94

전공선택

*성경개론 4 4
*구약배경/성서지리 2 2
*설교법 2 2
*개인전도법 3 3
*공중전도법 3 3
헬라어(초등) 8 8
헬라어(중등) 6 6
외서강독 (8) (8)
소계 4 16 6 26

합       계 40 40 40 40 160
※ 전공과목 중 과목명 앞에 *표한 것은 학위 얻기 위하여서는 C 이상의 성적이 요

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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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원안내 책자에 나타난 학칙이 “삼육대학 학칙”으로 명기되어 있고 모든 내용
이 대학 수준의 학칙을 보여주고 있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업연한도 4년으
로 되어 있고, 교과과정에도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총 160학점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
다. 특별히 과정을 이수한 후 “문학사 학위”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문학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① 총 160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② 전공과목 중 지정된 과목은 반
드시 C 이상의 성적과 평균 성적 점수는 1 이상을 받아야 하며, ③ 청년선교회 향상
급 최고등급을 마쳐야 하며, ④ 2학기 이상 안식일학교(영아, 유치, 유년, 소년, 장년
반 포함)를 지도하여야 하며, ⑤ 졸업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⑥ 전공과목에 대하 논
문이 통과되어야 하며, ⑦ 신학과 전공자는 150시간 이상의 문서전도 경험(단 여학생
은 150시간의 그리스도인 봉사 경험, 교육부 전공자는 150시간의 부락 교화 사업 봉
사 경험)을 가져야만 하는 요구 조건이 있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이 때 
발간된 학원안내에 나타난 학칙은 대학 수준의 학칙이었다.

그렇다면 아직 대학 인가를 정식을 받지 못한 채 4년제 각종학교로 운영하고 있던 
삼육신학원의 안내와 이 학칙은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이 자료에 들어있는 삼육
대학 학칙의 마지막 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삽입되어 있었다. “본 신학원이 삼
육대학으로 문교부의 인가를 받을 때까지 명칭은 삼육신학원으로 계속 사용하되 이 
학칙을 따른다.”1 학교 운영자들은 삼육신학원을 삼육대학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었
던 것이었다. 사실 도널드 리 원장의 취임과 더불어 학사 행정을 확립하면서 삼육신
학원은 삼육대학으로 인가를 받아 운영하고자 했지만 여러 여건상 일단은 대학령에 
따른 4년제 각종학교로 인가를 받아서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학교 행정자들은 삼
육신학원을 실질적으로 삼육대학으로 인식하고 학교를 운영하였던 것이다. 이 때 만
들어진 ‘학원안내’는 결국 4년제 대학 운영을 염두에 두고 만든 “학칙”과 “학교 행정 
표준”을 제시함으로써 삼육신학원이 궁극적으로 삼육대학으로 운영될 것임을 보여주
었던 것이다. 행정자들의 이러한 염원은 조만간 실현되었다. 1960년대 들어서면서 4
년제 대학 인가 신청을 문교부에 제출하였고, 곧 대학 인가를 받게 되었다. 이 역사
는 다음 장으로 넘기도록 하겠다. 대학 인가의 역사를 살펴보기 전에 1960년대 들어
서 나타난 몇 가지 변화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다.

11. 삼육신학원의 변화들(1960)

삼육신학원이 4년제 대학으로 인가를 받아 삼육신학대학으로 면모를 일신하기 직
전인 1960년에 학교에는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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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수진의 변화
1960년 2월초에 개최된 삼육신학원 이사회에서는 유학 후에 귀국하는 이기돈 교수

를 교육과 주임 및 교육과목 담당교수로, 존스턴(Robert M. Johnston, 張守敦) 교수
를 신학과 주임으로 임명하고, 학감으로 있던 박원실 목사를 성경통신학교로 옮기고 
대신 이창규 교수를 학감으로 임명하였다. 이기돈 교수는 당시에 미국 유학 중에 있
었는데 석사 과정이 거의 마쳐가고 있었기 때문에 교육과 주임으로 우선 임명하고 귀
국을 기다리게 되었다. 이기돈 교수는 초창기 삼육교육을 담당했던 이성의 목사의 아
들로 1953년에 삼육신학원(제14회)을 졸업한 후, 1955년 7월에 미국 유학길에 올라 
네브라스카 주 유니온 대학과 워싱턴 D.C.의 포토맥 대학 대학원 및 테네시 주 내슈
빌의 피바디 대학교(Peabody University) 대학원에서 교육학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고 1961년 3월 24일에 귀국하였다.1 귀국하자마자 삼육동에 와서 교육과 주임(교
육과장)으로 봉사하였다. 존스턴 목사는 1956년에 퍼시픽 유니언 대학교(Pacific 
Union College)에서 신학 석사학위를 받은 후 1958년 3월에 삼육신학원 교수로 부임
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1960년 신학과 주임(신학과장)을 맡게 된 것이었다.2 박
원실 목사는 의명학교 신학교 2년 과정을 졸업하고 사역을 하다가 삼육신학원 개교와 
더불어 학감으로 임명되어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였지만 나이 때문에 향학을 할 수 
없어서 성경통신학교장으로 전임하게 되었다.3 이창규 교수는 경성제국대학 법학과 
출신으로서 삼육고등학교 교사를 역임하다가 1953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1954
년에 1년간 퍼시픽 유니언 대학교에서 교육학을 공부하고, 앤드루스 대학교 대학원에
서 문학석사 학위를 받고 1957년에 귀국하여 학감직과 함께 교수로 일하게 되었다.4

당시 삼육신학원은 교수들의 자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향학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던 때였다. 이런 과정 속에서 조병서 교수가 1957
년 6월 25일 한국을 떠나 필리핀 유니언 대학교에서 ‘종교와 역사’ 과목을 전공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960년 3월 25일에 귀국하여 전임강사로 활동하였고, 이영린 
교수는 1958년 6월 19일에 필리핀 마닐라시의 필리핀 대학교 초청 장학생으로 선발
되어 동 대학원에서 역사학 및 사회학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959년 10
월 6일에 귀국하여 1960년 이사회로부터 조교수에 임명되게 되었다.5 이러한 향학 



257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삼육신학원의 교사진들의 질적 수준은 급격하게 향상하게 되었
다. 도널드 리 원장의 당시 보고에 따르면 삼육신학원은 1960년 이전의 3년간 “교사
의 자격 향상을 위하여 5,518.04 달러를 소비하였”으며, 그로 인해 “1954년도에는 총 
직원 11명 가운데 석사가 2명, 학사가 3명”에 불과하던 것이 1960년도에 이르러 “총 
직원 22명 중에 석사 5명, 학사가 8명이 되었”을 만큼 질적으로 발전하였다.1

이러한 질적 발전과 더불어서 이사회는 삼육신학원의 교사들을 교수로 공식 칭하기
로 결의하고, 교수에 도널드 리, 조교수에 이영린, 이창규, 임정혁, 존스턴 등을 임명
하였다. 아울러 지속적인 교사 양성 계획에 따라서 교수에 임명되지 못한 전임강사급 
교사들의 지속적인 향학을 지원하였다. 뿐만 아니라 1959년 이후부터 3학년을 받기
로 한 결의에 따라서 삼육신학원 3학년에 진학하는 학생들 전원에게 수업료와 후원회
비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2 이처럼 교사진들의 자질 향상을 위
한 계획은 삼육신학원이 정규대학 과정으로 가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
다.

2) 행정관 건축(1960)
1950년대 중반에 여러 건물들이 새롭게 준공되면서 삼육신학원의 시설들이 보완되

었던 것처럼, 1960년대 들어서서도 많은 건물들이 추가로 건축되었다. 과거의 건축물
들이 삼육신학원의 토대가 되었다면 1960년대의 건축물들은 삼육신학대학과 초등학
교 및 고등학교의 발전과 연계되어 이루어진 건축이었다. 이 두 건축과정의 시대를 
가르는 가교 역할을 한 것이 1960년도에 건축된 행정관이었다.

1955년에 강당 및 남북교사와 더불어 건축된 본관이 삼육신학원 시대를 열었다면 
1960년대 신축된 행정관은 삼육신학대학과 삼육대학 시대를 열어갈 상징적인 건축물
이 되었다. 삼육신학원의 행정자들은 삼육대학 인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그에 
걸 맞는 본관 건물의 필요성에 부응하여 과학관 건립이 마쳐진 이후 그 맞은 편 위치
에 행정관을 건축하였다. 이 행정관의 건축과 관련해서는 여러 일화가 전해져 내려올 
만큼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시공자가 자살을 기도한 일도 있었다. 건
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기초를 놓고 벽돌을 쌓아 올리는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한 것을 블랜쉬 여사(원장 사모)가 발견하였다. 당시 도널드 리 원장은 필리핀 
세미나리의 강사로 출장 중에 있었다. 블랜쉬 여사는 설계도와 건물 방향이 다른 것
을 발견하고 지적하자 시공자는 쌓아 올린 벽돌을 허물고 다시 짓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상황이 여의치 않았던 지 시공자는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 이에 학교 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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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학생들을 동원하여 시공자를 찾아 나셨는데 숲 속에서 목을 메어 자살하려던 시공
자를 가까스로 발견하여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1 

이후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드디어 건축 시작한 지 9개월 만인 1960년 5월 10일에 
준공식을 거행하였다. 새 행정관은 1층 105평, 2층 13평의 규모로 평당 48,000원을 
들여 건축한 것으로 총 공사비는 8백만 원이 소요되었다. 그 자금 중에는 조선합회신
학교 소장 및 조선합회장을 역임했던 클린턴 리 목사의 건축 기금(10만원)도 포함되
어 있었다. 건축이 완성된 후 각 행정부서들은 그해 6월 12일에 구 본관으로부터 신 
본관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였다. 완공 초기에 이 행정관에는 원장실, 학감실, 총무실, 
사무실, 등록실, 교환실 등이 있었고, 복도 끝의 큰 교실은 강의실과 회의실로 사용했
으며, 2층은 문서 보관실 및 창고로 사용되었다.2 이 건물은 1987년에 행정관이 완
공될 때까지 대학의 본부로 사용되다가 그 이후에는 대학원 및 신학대학원 건물로 사
용되었고, 최근에는 보건사회복지학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3) 삼육신학원장의 교체
삼육신학원의 시대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나타난 또 한 가지의 변화는 원장의 교

체였다. 1954년에 교육학 석사 출신으로 삼육신학원 원장에 부름을 받은 도널드 리 
목사3는 5년 9개월간의 헌신적인 봉사를 마치고 1960년 5월 12일에 삼육신학원을 
떠나 미국으로 영구 귀국하였다. 도널드 리 원장은 아버지 하워드 리 목사와 형 제임
스 리 목사의 뒤를 이어 한국 재림교회 교육사업에 많은 공헌을 남기고 돌아가게 됐
다. 특별히 도널드 리 원장은 학칙 및 학교행정, 교육시설 등 전란 이후 열악한 삼육
동의 교육 환경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대학 수준에 걸맞는 환경을 갖추는데 큰 역할
을 담당하였다. 이런 공로에 입각해 도널드 리 원장은 1959년 10월 8일 서울 영락교
회에서 정부 공보실 주관 아래 거행된 기독교 한국선교 75주년 기념식에서 재림교회 
선교사로는 루 의사와 더불어 유공자 표창장을 받았다.4 보수적이고 철저한 성격 덕
분에 교직원들과 학생들로부터 엄격한 원장으로도 알려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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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삼육동 근대화의 아버지”로 불릴 만큼 많은 업적을 남기고 떠났다.1
도널드 리 원장이 떠난 자리는 테이트 짓코스키(Tate V. Zytkoskee, 池古石) 목사

에 의해서 대체되었다. 짓코스키 목사는 1960년 4월 14일에 대총회로부터 한국 삼육
신학원장으로 임명을 받고 그해 7월 2일에 내한하여 신학원장에 취임함으로써 한국 
고등교육사업의 발전에 동참하였다. 짓코스키 목사는 1912년 9월 25일 로마린다에서 
태어나 위스콘신 주와 미네소타 주에서 소년시절을 보낸 후 1941년 미육군에 징집되
어 군 생활을 하였다.2 1945년 제대 후 네브라스카 주 링컨 시에 있는 유니언 대학
교(Union College)에서 신학을 전공하였으며, 부전공으로 교육, 스피치, 역사 등도 공
부하였다. 대학 재학시절이던 1948년 8월 11일에 비서학과 메디컬 테크놀로지 코스
를 공부하던 매리(Mary, 池美惠)와 결혼한 그는 1949년 5월 29일에 유니언 대학을 
졸업한 후, 그해 7월 10일에 볼티모어 시에 있는 에지콤 아카데미(Edgecombe 
Academy)의 교장으로 부임하여 교육 사업에 참여하였다. 이때 재키(Jacquie)와 태릴
(Taryl) 두 딸을 낳았다. 그 후 1950년부터 1958년까지는 체사픽 합회(Chesapeake 
Conference, 1950-1955)와 뉴저지 합회(New Jersey conference, 1955-1957)와 
포토맥 합회(Potomac Conference, 1957-1958)에서 교육, 청소년, 절제부장 등을 역
임한 후,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석사과정을 이수하여 1959년 7월 31일에 학위를 취득
하였다. 석사학위 취득 후 곧바로 인도네시아 연합회 교육부장 겸 선교부장으로 부임
하여 8개월 동안 선교사로 활동하던 짓코스키 목사는 1960년 4월에 대총회의 임명을 
받고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다.3

삼육대학교의 역사에서 도널드 리 원장의 역할이 삼육신학원의 체제를 확립하는 것
이었다면 짓코스키 목사의 역할은 그 동안 추진해오던 대학 인가를 실현시키고 그에 
합당한 발전을 이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일이 만만치는 않았다. 대학 인가는 곧
바로 나왔지만 1960년대 초 삼육동의 경제적인 상황은 매우 열악했다. 새로운 원장으
로 취임한 짓코스키 목사는 처음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고초를 겪어야 
했다. 그 역경을 성공적으로 극복해야만 삼육대학교의 체제가 확립되고 나아가 발전
의 기틀을 잡게 되는 것이었다. 이제 이러한 역사적 과제를 짓코스키 목사와 그 이후
의 대학 운영 책임자들이 어떻게 극복함으로써 삼육대학교의 발전을 이끌어내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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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삼육신학대학의 인가 및 재인가
(1961~1964)

1960년은 한국의 역사와 교육사에 있어서 새로운 성찰이 요구되는 시기였다. 1948
년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함께 반공 민주국가를 국시로 내건 자유당 정권은 정권의 
연장을 위해 비민주적인 방법을 동원해 3ㆍ15부정 선거를 자행하게 되었고, 이로 인
해 학생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민주항쟁이 발생하였다. 이 4월 혁명이 4월 19일에 이
르러 절정에 달하자 자유당 정권은 더 이상 국민들의 뜻을 거스를 수 없어서 퇴진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4월 29일 허정(許政)을 수반으로 한 과도정부가 들어섰다.

자유당 정권의 몰락과 새로운 정부의 출현을 이끌어낸 세력의 중심은 학생들이었
다. 민주주의의 역행에 분노를 느낀 학생들의 참여로 대한민국 정부에는 새로운 시민 
의식이 형성되어 민주주의로 가는 길목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캠퍼
스에서 학업에 정진해야 할 학생들이 거리로 정치투쟁에 나서면서 학원의 정치 구도
화 및 경찰의 학원 간섭 등의 문제도 드러나게 되었다. 이에 당시 과도정부의 문교부
장관에 취임한 이병도(李丙燾) 장관은 “젊은 학도가 흘린 고귀한 선혈이 헛되지 않도
록 진정한 민주학원의 육성과 우리 문화의 앙양 및 뿌리박힌 학원의 부패상을 시정”
한다는 취지아래서 학원의 정상화, 사도의 확립, 교육의 중립성 확보 등을 3대 교육 
방침으로 천명하면서 혁명 이후의 교육 정책을 이끌었다.1 이후 1960년 7월 29일 
총선거에서 민주당 주도 아래 제2공화국이 수립되었고, 그 결과로 오천석(吳天錫) 장
관이 제8대 문교부장관에 취임하였다. 오 장관 역시 학원의 민주화와 교육 행정의 지
방 분권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교육 정책의 핵심으로 제시하였다.2

이처럼 1960년대 한국의 교육 정책은 한 편으로는 학원 민주화를 성취하면서 다른 
한 편으로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이루기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시켜야만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었다. 이 시기 한국의 경제 상황은 매우 열악했고, 많은 국민들이 서
방국가들의 원조와 구호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형편에 있었기 때문에 교육의 질
을 높인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한 원동력이 교육에 있었기 때문에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
력을 뒤로 미룰 수도 없었다.

삼육대학교는 바로 이런 시기에 대학의 인가를 받았다. 국가적으로는 경제적인 어
려움이 산적해 있었고, 행정적으로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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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대학 인가를 받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였다. 그러나 삼육교육의 주체들은 
삼육동에 터전을 마련하고 희생과 헌신을 바쳐서 대학 인가를 받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기록상으로 보면 행정자들은 이미 삼육신학원을 세울 때부터 본격적인 대
학 교육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여러 사정이 있어서 정식 대학 인가를 받지 
못한 채 대학령에 의한 각종학교 수준에서 신학원을 운영하다가 드디어 1960년대에 
이르러 정식 대학으로 인가를 받게 된다. 이제 이 감동적인 역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삼육신학대학 인가(1961)

삼육신학원은 1961년 2월 2일부로 문교부로부터 4년제 정규 신학대학으로 인가(문
교 제596호)를 받아 삼육신학대학(Korean Union College)으로 개명하고 정식 대학
의 시대를 열게 되었다.1 이처럼 교육의 질을 강조하는 제2공화국의 문교행정 시대
에 대학 인가를 받게 된 것은 그 이전부터 대학 인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
과였다.

1) 삼육대학 운영의 꿈
삼육대학교 100년사의 자취를 더듬다 보면 학교 관계자들의 기록 속에 대학 인가 

훨씬 이전부터 삼육대학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특별히 이 명칭
은 삼육신학원 시대에 들어서서 비공식적으로 자주 사용되어 왔다. 한 예로 1949년
에 삼육신학원에서 발행된 교재 중 하나인 사경법(査經法)의 발행처가 삼육대학 신학
과로 되어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당시의 공식적인 학교명은 삼육신학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재를 발행하면서 “삼육대학 신학과”로 명기한 것은 이 시기의 학교 운영
자들이 삼육신학원을 삼육대학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2 실제로 삼육신학
원의 교사들과 학생들은 삼육동의 고등교육 과정을 대학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삼육신학원이 대학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삼육신학원으로 운영되었던 
것은 대학 인가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1954년에 도널드 리 원장의 취임 후 대
학 인가를 위해 노력했지만 일단 대학령에 준하는 4년제 각종학교로 인가를 받았을 
뿐이었다. 그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학교로 인가를 받은 이유
는 아마도 당시의 대학 설치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1950년대 중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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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정부가 대학 설치를 엄격하게 통제하던 때이기도 했다. 특별히 1955년 8월 4일에 
대통령령 1063호로 공포된 “대학 설치기준령”은 대학 설치 시 교원 배치 기준, 시설 
기준, 자산과 경비, 대학조사위원회에 대한 기준 또는 조직에 대한 기준 등을 엄격하
게 명시해 대학 설립에 대한 매우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게 되었다.1 이런 엄격한 기
준으로 인해 1950년대 후반기에는 몇몇 대학들이 오히려 모집정지 처분을 받고 학과 
폐지 등을 당하면서 모집정원도 감축되었으며, 대학 신설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2

이런 상황에서 삼육대학의 꿈은 결코 요원한 것이 아니었다. 대학 인가를 받기 위
해서는 교원 확충, 시설 확보, 자산과 경비 확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았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삼육신학원 운영자들은 대학 인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몇 가지 더 
절박한 이유들이 있었다. 당시 삼육신학원은 정식으로 인가받은 대학이 아니었기 때
문에 삼육신학원의 운영은 몇 가지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우
선 학생들은 아무리 공부를 하여도 일반 대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군복무기한의 특전
을 받을 수 없었다. 그리고 남들과 같이 학자금을 내고 공부를 해도 학위를 받을 수 
없었다. 학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졸업 후에 아무리 재림교회 내 교육부나 목회부
에서 일을 한다고 하도 정부로부터 정식 자격을 얻을 길이 없었다.3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 이사회에서는 대학 인가를 받기 위한 본격적인 노력을 기울이
기로 결의하였다.

우선 1957년 2월 8일부터 17일까지 본부 회의실에서 개최된 한국연합회 정기평의
원회에서는 “재림청년을 양성하는 우리의 교육기관들의 내용을 충실케 할 것”을 결의
하고 나아가 각 교육기관들이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 결의
에서 정부의 인가를 추진하기로 한 교육기관은 “삼육대학, 서울삼육고등학교, 영남삼
육고등학교, 호남삼육고등학교, 서울위생병원간호학교” 등이었다.4 이 내용에 따르면 
이사회 임원들은 4년제 각종학교로 운영되고 있던 삼육신학원의 대학 인가를 추진하
는 데 있어서 그 명칭을 삼육대학으로 하기로 결의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도
널드 리 원장의 삼육신학원 안내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그는 대학 인가 문제가 삼
육신학원의 발전을 위한 첫째 의제임을 강조하면서, “1954년 7월에 대학령에 의한 인
가를 받기는 했지만 그것은 정규 대학이 아니라 각종 학교로 된 것이므로 완전하다고 
볼 수 없”다고 전제한 후 “이제 삼육대학으로 명칭도 고쳐서 정규 대학의 인가를 받
고자 문교부에 교섭을 시작했”다고 소개하였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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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 중한대회 영남대회 호남대회 합  계
1956 1957 1956 1957 1956 1957 1956 1957 1956 1957

국민
학교

학교 12 14 9 10 3 3 25 27
교사 42 45 22 25 6 6 70 76
학생 892 832 389 386 114 105 1395 1323

중
학교

학교 4 4 2 2 1 1 7 7
교사 15 26 9 8 4 3 28 37
학생 330 358 104 76 45 27 479 561

고등
학교

학교 1 1 1 1 1 1 3 3
교사 5 5 5 4 3 5 13 14
학생 136 125 67 48 10 24 213 197

대학 학교 1 1 1 1

삼육대학 인가는 당시 삼육동 교직원들의 매우 구체적인 비전이었다. 이 비전을 실
현시키기 위해 각종 시설과 교육 환경을 확립하는 한편 정부와의 교섭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특별히 삼육신학원 운영을 위한 조건으로 제시된 각종 학교 시설들을 완
성시킨 이후 대학 인가를 위해서 필요한 각종 학사 제도 및 학칙 등을 확립하고, 나
아가 과학관, 의무실, 도서실, 예배당 등을 중축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대학 
인가를 위한 세부적인 준비를 갖추어 나갔다.1 이런 일련의 노력 덕분이 이미 언급
한대로 1957년 들어서 삼육신학원은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져 많은 사람들이 견학을 
오는 기관이 되었다. 이런 대중적인 이미지는 본교가 대학 인가를 받는데 있어서 중
요한 요소가 되었다. 바야흐로 인가받은 삼육대학 운영의 꿈이 무르 익어가고 있었
다. 그 전에 삼육동에 있던 삼육고등학교가 먼저 인가를 받게 되었다.

2) 삼육고등학교 인가(1958)
삼육동의 교육 기관들의 인가 획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먼저 문교부 인가가 나온 

것은 삼육고등학교였다. 아래의 표에서 나타나듯이 1957년도에 재림교회 내에는 초
등학교 27개교, 중학교 7개교, 고등학교 3개교, 대학(신학원) 1개교 등이 있었다.2 
한국연합회 교육부에서는 이 학교들 가운데 어느 정도 규모가 갖춰진 학교들은 정식 
인가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특별히 삼육신학원의 대학 인가와 고등학교들
의 인가를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3개의 고등학교는 연합회가 운영하는 삼육동
의 고등학교와 영남, 호남 고등학교가 각각 있었는데 이들 가운데 삼육동에 있는 삼
육고등학교가 가장 먼저 정부의 인가를 받기에 이른 것이다.

[표 30] 한국연합회 교육부 대회별 통계표(1956～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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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4 6 4 6
학생 86 89 86 89

삼육고등학교의 인가는 1958년 2월 21일부로 문교부(문보 70호)로부터 받았다.1 
당시 인가받은 정원은 3학급 150명이었다. 1957년 삼육고등학교의 학생 수가 125명
임을 감안할 때 적절한 정원이었다. 정식 인가를 받은 후 본격적인 교육사업이 진행
되면서 삼육고등학교는 1959년 4월 1일 재림교회 중등교육 사업에 많은 기여를 남긴 
김영도 선생을 새로운 교장으로 맞이하였다. 김영도 교장은 경성삼육원 시절부터 교
사로 중등교육을 이끌었다. 삼육동의 삼육중학교는 물론 피난민 시절 삼육중학교 성
산포 분교의 교사로도 활동했던 그는 농과를 전공하여 농업 및 화학을 가르쳤다. 
1952년 삼육중고등학교가 지역적으로 분리되고 각 대회의 관리 아래 놓이게 되었을 
때, 김영도 선생은 통영에 있던 영남삼육중학교의 교장으로 임명되었고, 1959년에는 
삼육동의 삼육고등학교의 교장에 취임하게 되었다.

김영도 교장이 취임한 후 삼육고등학교는 56쪽 분량의 교지, 삼육(1959)을 창간하
였다. 학교의 발전에 따라 이듬해인 1960년 2월 5일에는 학칙의 일부를 변경하고 학
급수를 3개 늘여서 6학급으로 학급 증설 인가를 받아 정원은 배로 늘어나게 되었
다.2 이때까지만 해도 삼육고등학교는 삼육신학원과 같은 학생 조직 체제 아래서 운
영되었다. 그러나 1960년 3월 신학원과 고등학교의 학생회 조직을 각기 독립하기로 
하여, 고등학교 학생회는 1961년 5월 중순에 독립적인 조직을 갖추게 되면서 행정적 
분리에 이어서 학생회 조직까지 독립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1963년 3월 16일에는 교
명을 한국삼육고등학교로 변경 인가를 받아 오늘의 한국삼육고등학교가 되었다.3

1961년 12월 9일에는 초등학교 역시 경기도로부터 3학급의 설립인가를 받으면서 
독립하여 삼육신학원과 삼육고등학교와 삼육초등학교가 각각 독립된 기관으로 발전하
게 되었다.4 이런 과정에서 삼육신학원의 대학 인가가 결정됨에 따라 재림교회는 정
식으로 인가받은 대학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3) 삼육신학대학 인가(1961)
1957년 이래 삼육신학원의 삼육대학으로의 전환은 절대적인 과제가 되었다. 학교의 

여러 분야에서 이미 대학 인가를 받기 위한 여건은 마련되었다. 이제는 정식 인가를 
받기 위한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의 절치가 있었다. 첫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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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본부로부터 대학 설립을 허가받는 것이었다. 그 후 인가 신청서를 내어 정부 인
가를 받아야 했다. 행정자들은 우선 대총회로부터 대학 설립 허가를 받기 위해서 다
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로 인해 1959년 연말에 대총회 교육부장 카존틴 목사가 한
국에 들어와서 삼육신학원을 시찰 검열하였다. 시찰 결과 카존틴 목사는 삼육신학원
의 고급대학 승격을 허락하였다. 이 허락에 따라서 이사회는 그해 삼육신학원의 대학 
인가를 신청하기로 결의하였다.

대학 인가 신청 결의가 나자 삼육신학원 행정자들은 신청 서류를 준비하여 1960년 
1월 5일에 문교부에 대학승격 인가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당장 인가를 받는 데는 
실패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유당 정부의 정
권 연장 정책으로 인한 정국 불안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4월 혁명이 발
생하였고, 그 결과 과도 정부가 수립되자 행정자들은 인가 서류를 다시 정리하여 그
해 7월 1일에 과도정부 문교부에 재차 신청하였다. 과도 정부는 그 서류를 7ㆍ29 총
선을 통해서 수립된 제2공화국 정부로 인계시켰다. 이에 제2공화국 문교부는 삼육신
학원의 실태조사를 통해 대학 인가를 허락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역사적인 사건에 대
해서 당시 삼육신학대학 총무였던 임병의 목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문교부의 실태조사 끝에 본교의 내용과 설비를 잘 평가할 뿐 아니라 특수대
학으로 인정을 받아 금년(1961) 1월 9일에 열린 대학조사위원회에서 가결되고 
1월 24일 전국에서 모인 30인으로 구성된 중앙교육위원회에서 제2차로 가결되
어 지난 2월 2일자 문고 제196호(596호의 오기)로 정식 인가증을 받게 되었습
니다.1

오천석 문교부 장관 명의로 된 대학 설립 인가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① 명칭: 삼육신학대학
② 위치: 경기도 양주군 노해면 공덕리 223
③ 편제: 신학과 200명
④ 수업연한: 4년
⑤ 삼육신학원의 폐지: 본 대학의 설립에 따라 종래 유지 경영하던 삼육신학원을 

현존 재학생 졸업과 동시에 폐지한다.
⑥ 실시연월일: 본 건의 실시는 단기 4294(1961)년도 4월 1일부터로 한다.
⑦ 학칙: 학칙을 별첨과 같이 할 것.
이렇게 해서 정식 대학 허가를 받은 삼육신학대학의 초대 학장으로는 당시까지 삼

육신학원장이었던 짓코스키 목사가 취임하였다. 우선은 신학과 4년 과정으로 총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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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편제 하에서 운영되었고, 입학금은 3,000환이었다. 제출된 학칙에 따르면 학생
들은 매 학기 18학점 이상 24학점 이하를 이수하여 4년 동안 총 160학점(졸업 논문 
8~10학점)을 이수하게 되면 신학사의 학위를 받게 되었다(학칙 제4절 제41조).

4) 삼육신학대학의 초기 상황
4년제 대학으로 인가를 받은 삼육신학대학에는 4명의 석사 출신 교수와 그 외 학

사 출신의 교수 및 강사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교과과정은 4년 과정으로 체계를 확립
하였고, 그에 맞는 교재들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학생회 조직도 만들어져 자치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우선 인가 당시 삼육신학대학의 교직원은 다음과 같았다.

① 교수진: 짓코스키(학장, 담당과목-종교), 이창규(학감, 조교수, 담당과목-교육, 
종교), 이영린(조교수, 담당과목-역사, 영어, 종교), 임정혁(조교수, 담당과목-영어, 
가정), 존스턴(조교수, 담당과목-종교, 성서원어).

② 전임강사: 김동기(교무과장, 전임강사, 담당과목-국어, 발성법), 조병서(전임강
사, 담당과목-종교, 역사, M.C.C.), 헤일리(George S. Haley, 하정식, 전임강사, 담
당과목-실업).

③ 강사: 김병택(강사, 담당과목-수학, 물리), 김영도(강사, 담당과목-자연과학, 실
업, 문화사), 먼슨(강사, 담당과목-전도), 정태진(강사, 담당과목-타자, 속기), 조돈
하(강사, 담당과목-국어, 국사, 한문), 존스턴 부인(madeline Johnston, 張美道, 강
사, 담당과목-영어), 클라임스 부인(Anna Klimes, 具恩明, 강사, 담당과목-교육, 가
정), 헤일리 부인(Jane Haley, 강사, 담당과목-보건, 위생), 박신관(강사, 담당과목-
음악).

④ 사감: 송숙자(여사감), 하덕헌(남사감)
⑤ 사무직원: 임병의(총무), 김상철(회계), 이재명(실업부 부부장), 안금옥(회계 장

부 계원), 고수자(현금 출납원).
⑥ 도서관: 이영숙(도서관장).
⑦ 실업부 직원: 헤일리(실업부장), 이재명(실업부 부부장), 지이준(농장감독), 봉만

복(양계장 감독), 이주복(목장 감독), 조중만(목공장 감독), 김동해(철공장 감독), 박
수산(영선계 감독).1

인가 당시 삼육신학대학은 신학과 단일과로 운영되었다. 4년 동안 총 160학점을 
이수해야 했기 때문에 매년 40학점씩(학기당 20학점 이상)의 교과과정이 편성되었다. 
인가 원년에 운영된 대학의 교과과정 이수표준 및 학년별 편성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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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구분 교과목 학        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계

교양필수

일반국어 4 4
일반영어 6 6 12
철학개론 4 4
문화사개론 4 4
심리학 4 4
자연과학개론 4 4
체육(가정간호) 4 4
교도(학점 없음)
소계 26 10 36

전공과목

*신약개론 3 3
*구약개론 3 3
*고등교리 6 6
*예수의 생애와 교훈 4 4
*다니엘과 계시록 4 4
*선지서 6 6
*바울의 편지서 6 6
*일반편지서 2 2
*예언의신 2 2
*종교와 과학 2 2
*비교종교학 2 2
성경고고학 2 2
*성경역사 2 2
*그리스도교회사 6 6
*본교회사 3 3
*생물학 2 2
*국사 4 4
논리학 2 2
사회학 2 2
법학개론 2 2
경제학개론 2 2
*그리스도인 교육원리 2 2
음악 2 2 4
*건강원리 2 2
실업 4 4 8
*교회정치 2 2
각부사업 2 2
강연법 2 2
논문작성법 2 2
헬라어I 8 8
(외서강독) (8)
헬라어II 6 6
(외서강독) (6)

[표 31] 교과과정 이수표준(신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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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논문 2 2
소계 12 30 35 30 107

선택과목

*조직신학 6 6
교육원리 2
교육방법 3
교육과과정 2
교육사 3
시험과 평가 3
교육심리 3
*설교법 3 3
*개인전도법 3 3
*공중전도법 3 3
교육행정 3
고대역사 2
생리학 2 2
독일어 4
그리스도인 확증 2
교육실습 6
소계 2 3 12 50

합       계 40 40 40 40 160

교과구분 교과목 학점 교과구분 교과목 학점

필수

교도

선택

조직신학 6
성경개론 6 비교종교학 2
예수의 생애와 교훈 4 교회정치 2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4 각부사업 2
고등교리 6 교육원리 2
예언의신 2 음악(지휘법) 2
그리스도 교회사 6 강연법 2
본교회사 3 소    계 28
바울의 편지서 6 교직희망자

선택
외서강독 8

일반편지서 2 교육방법 3
종교와 과학 2 시험과 교육 평가 3
건강원리 2 교육심리 3

※비고: 과목명 앞에 *표한 것은 학위 얻기 위하여서는 C 이상의 성적이 요구된다

삼육신학대학 과정에는 정규 신학과 과정 외에 특별 편입생 규정도 두어 신학과정
을 이수하도록 제도화하였다. 특별편입생은 4년제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학사 학위 
소지자로 삼육신학대학에 편입할 경우 특별과정에 편입하여 총 81학점 이상을 이수하
면 본 대학의 4년 졸업생으로 인정받게 되었다.1 특별 편입생을 위한 교과과정은 다
음과 같다.

[표 32] 특별편입생 교과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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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2 소    계 17
실업 4 전도부희망자

선택

외서강독 (8)
그리스도인교육원리 2 설교법 3

             소     계 51 개인전도법 3
선택 그리스도인 확증 2 공중전도법 3

선지서 6 헬라어I 8
성경역사 2 소    계 17

※비고: 이수할 학점은 다음과 같다.
        필수 51학점, 선택 12학점, 희망에 따른 선택 17학점 (총 80학점).

이상과 같은 엄격한 교과과정 이수 표준에 따라서 학생들은 매 학년마다 설강된 과
목들을 철저하게 이수해야만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삼육신학대학이 이러한 교
과 이수과정을 확립할 수 있었던 것은 도널드 리 원장이 재직시절에 이러한 과정들을 
체계화시켜 놓았기 때문이었다. 이로써 과거 2년 과정으로 운영되었던 신학과는 이제 
학점 이수 체계와 시간표를 갖춘 4년제 대학과정으로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였다.

2. 학생 자치기구의 조직(1961)

학교가 정식 4년제 대학으로 승격됨에 따라 학생들의 자치단체도 조직되었다. 학생
회는 학생들이 학내에서의 제반 활동을 자치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조직된 최고 
학생기구로서 전체 학생 총회에서 선출되었다. 삼육신학 학생회 조직은 1961년 5월 8
일 강당에서 진행된 전교생의 투표 하에서 선출된 임원들로 최초 조직되었다. 당시 
선출된 제1대 학생회 임원들은 회장에 안철주, 부회장에 서정식, 서기에 안천수, 회
계에 이재춘, 무임소간부에 류을기 등 5명이었다. 총회에서는 대학 학생회 회칙 초안
을 마련할 7인 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선출된 위원들은 안철주(학생회장, 4), 김재신
(4), 임성옥(4), 신계훈(3), 신재철(2), 장정권(2), 김균(1)으로 이들은 함께 모여 학생
회 회칙 초안을 작성하여 교수회의에 회부하였고, 그 결과 9월 21일에 회칙 안(案)이 
통과되어 학생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되었다.1

대학 내 학생자치기구인 학생회가 각 대학 내에 본격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도 이후이다. 그 이전에 대학 내에서는 학도호국단 체제로 운영되었다. 학도호
국단은 사상통일과 애국심 함양을 통해 국가를 위한 헌신 봉사의 목적을 가진 학생자
치 훈련 단체로서 자유당 정권 아래서 1949년 9월 28일에 대통령령 제186호로 ‘학도
호국단 규정’이 제정 공포되면서 발족되었다. 그러나 이 단체는 학생들의 자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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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가 아닌 훈련 단체였다. 따라서 4월 혁명 이후 학생들은 대학 내에서 학생들의 
자치 활동을 위한 학도호국단의 해체를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이에 허정 과도정부는 
1960년 5월 3일에 학도호국단 해체를 의결하였다.1 이로 인해 각 대학마다 자치기구
인 학생회가 출범하게 되었고 삼육신학대학도 이런 추세에 따라서 학생회를 조직하게 
되었다.

학생회는 유신체제 이후 학원 내 군사 훈련을 목적으로 한 학도호국단 제도가 대통
령령으로 명령되어진 1975년 6월 7일까지 대학 내 학생 자치기구로서 교내외적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유신 정부의 학도호국단 제도 부활로 인해 자치
기구로서의 학생회는 사라지고 말았다. 이는 대학 내의 학생 활동들을 통제함으로써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강화하고자 했던 유신 정권의 정책적 결과였다. 이렇게 해서 
학생 자치기구로서 학생회는 10년간 학도호국단 체제로 유지되다가 제5공화국 때에 
발표된 잇따른 학원자율화 조치와 맞물려 1985년 3월 1일자로 학도호국단제도가 폐
지됨으로써 새롭게 부활하게 되었다.2

삼육대학교의 학생회(총학생회)도 역시 이러한 역사적인 과정에 따라서 학생 자치
기구의 운명이 변하였다. 1961년부터 학생회가 조직된 이후 1974년까지 1대부터 14
대까지는 학생 자치기구로서 학생회 또는 총학생회로 운영되었다가 1975년에 학도호
국단체제로 변하여 이후 10년 동안 학도호국단 제도로 운영된다. 그리고 1985년에 
학생 자치기구인 총학생회가 다시 회복되어 그 후로 지금까지 총학생회가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다.3

초창기 학생회는 종교부, 공보부, 문예부, 체육부, 사교부, 음악부, 향토계발부, 선도
부 등을 두어 종교 활동과 문예학술 활동, 학생 보건 및 친목 활동, 지역 봉사 활동 
등 일체의 학생 활동들을 주관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과거 종교적 학생활동 중심으
로 운영되던 기존의 학생 활동들을 더 확대 발전시켜 체계적이고 자발적인 활동들을 
이끌어 내었다. 아울러 삼육신학대학은 학생회 조직 외에 통학생회와 기숙사회도 조
직하여 운영하였는데, 통학생회는 통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조직한 자치조직으로, 기
숙사회는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생활을 지도하는 조직으로서 각각 활동하였
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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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 표어, 교가, 배지 등의 제정

학교의 대학 승인과 학생회 조직 등 행정적인 측면에서 대학의 체제가 구축되던 
1960년대에 교내에서는 대학 문화의 틀을 잡는 몇 가지 의미 있는 이벤트들이 발생
하였다. 그 이벤트들은 교가를 제정하고, 대학 배지를 만들고 학생들의 제복과 모자
를 지정하고, 학생증을 발급하는 것 등이었다. 이런 일련의 문화적 토대들이 형성되
기 전에 먼저 대학의 표어를 제정하는 이벤트가 있었다. 삼육신학원 시절 도널드 리 
원장은 취임 직후에 학교의 표어 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 아래서 모든 교직원들에게 
표어를 응모하게 하였다. 이 대학 표어 제정 이벤트에서 임정혁 교수가 응모한 “진
리, 사랑, 봉사”가 채택되어 대학의 표어가 되었다. 임정혁 교수는 “(교육은) 지, 덕, 
체의 능력의 원만한 발달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사상에서 힌트를 얻어 이 표어를 제
출하였다고 설명했다. 그녀에 따르면 “지육은 진리이신 주님을 알기 위해, 덕육은 그
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체육은 그분의 뜻에 따라 봉사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할 교육이념”이기 때문에 “진리, 사랑, 봉사”를 표어로 응모하였다.1 
당시 심사위원들은 이 표어를 당선작으로 뽑아 대학의 표어로 삼았다. 이렇게 해서 
“진리, 사랑, 봉사”는 삼육대학교의 표어가 되었다.

1960년 여름에는 교가를 제정하기 위하여 교직원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가에 
들어갈 노랫말(가사)을 모집하는 공모대회가 있었다. 이 공모전에서 당시 학생들을 
가르치던 김동기 교수가 응모한 가사가 당선이 되어 작곡가 김희조 씨가 곡을 붙여 
교가로 확정하였다.2 이렇게 만들어진 교가는 1961년부터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 해
가 4년제 정규 대학으로 인가된 해이기에 더욱 뜻 깊다. 김동기 교수는 “맘과 몸과 
슬기를 고루 닦아서 그 이름 빛낼지라 삼육학원”이라는 교가의 후렴구를 통해서 삼육
교육의 정체성과 목표를 드러내 주었다. 이 교가는 교육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이룩
하고 새로운 백년을 꿈꾸는 21세기 모든 삼육인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교육적 이상과 
꿈을 불러일으켜 주고 있다.

대학 문화의 틀을 정해 준 세 번째 이벤트는 대학 배지 공모전이었다. 삼육대학교 
역사에서 배지를 처음 만든 것은 1952년 삼육신학원 시절이었다. 당시 배지는 3(三)
을 나타내는 삼각형과 육(育)의 한자 도형이 결합된 형태로 만들어졌고 育자의 문양
에 신학을 의미하는 신(神)자가 한자로 그려 넣어져 있었다. 삼육신학대학 인가를 받
은 후 학생과에서는 대학을 상징하는 배지를 만들기로 결의하고 배지 문양을 현상 공
모하였다. 이 공모전의 결과는 1961년 4월에 나왔는데 심사위원들은 당시 실업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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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으로 수고하던 이재명 선생의 도안을 최종 선정 작품으로 뽑아 배지 도안으로 사
용하였다. 이 첫 번째 배지의 도안은 가운데 성경과 횃불을 두어 진리의 횃불이 되어
야 한다는 삼육교육의 중심 이념을 담고 횃불 좌우에는 삽과 펜촉을 도안해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의 도야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둘레의 원형에는 삼육신학이라는 
글자 도안을 놓고 아랫면 사각형 안에 대학이란 두 글자를 넣었다.1 이렇게 해서 대
학 배지가 만들어져 활용되면서 학생들의 자긍심을 심어주었다. 그 후 대학 배지는 
삼육대학으로 교명이 바뀐 후 1967년에 새롭게 바뀌어 30여년 이상을 사용하였으며, 
그 후 2002년 남대극 박사가 총장으로 재임하던 시절에 새로운 UI (University 
Identity)를 제정하여 오늘의 배지가 만들어졌다.2

배지 제정에 이어 대학 운영자들은 학생들의 제복 및 제모를 제정하기 위한 이벤트
를 진행하였다. 우선 1961년 6월 초에 대학 직원회의를 통하여 제복 및 제모 제정위
원회를 구성하였는데 위원장은 교무과장이었던 김동기 교수, 위원들로는 임정혁, 존스
턴, 하덕헌 교수 등이 선임되었다. 이 위원들은 협의를 통해 남학생들의 하복으로는 
흰색 또는 청색의 남방 샤스(상의)와 흑색, 회색, 곤색의 바지로 결정하고, 여학생들
의 것으로는 흑색, 곤색 스커트에 흰 블라우스로 결정하였다. 이 통일된 제복과 더불
어 왼쪽 가슴 위의 호주머니에 배지를 달도록 하여 삼육신학대학의 학생임을 나타내
는 신분의 표지가 되게 하였다. 이렇게 결정된 제복과 제모는 1961년 9월부터 착용
하였다.3 한편 대학에서는 본교 학생들의 신분을 증명하도록 학생증을 발급하였는데, 
그 첫 발급일은 1961년 4월 27일이었다.4

4. 다양한 행사들

1) 연합회 강당 준공 및 음악회(1960)
1960년에는 재림교회 본부인 한국연합회 내에 대강당이 신설되었다. 교회의 규모

가 확대됨에 따라 총회와 같은 대형집회를 치룰 때 많은 사람들이 모일 공간이 마땅
치 않아 주변의 시설들을 대여해서 운영하던 연합회는 본부 경내에 대강당을 지으려
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특별히 이 대강당 건축 프로젝트는 1959년 12월 18일부터 24
일까지 개최된 제19회 연합회 총회에서 발의되었다. 당시 총회 운영 시에도 많은 사
람들이 모일 공간이 없어서 광신상업고등학교 강당을 빌려서 사용하였다. 이 총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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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총회장 피규어(R. R. Figuhr) 목사도 직접 참석한 총회였다. 피규어 목사의 총회 
안식일 설교 후 총회 참석자들은 대강당 건축을 위한 특별 헌금을 드렸는데, 방례두 
장로가 250만 환을 드리는 등 풍성한 헌금이 모아져 강당 건축이 가능하게 되었다.1

이렇게 해서 시작된 강당 건축은 약 6개월간의 공사기간이 걸려 1960년 가을에 완
성되었다. 건물의 규모는 총건평 250여 평으로 약 2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크기였
다. 강당이 완공되어지고 난 후에 곧 바로 두 개의 큰 행사가 개최되었다. 하나는 연
합회 선교부에서 주최한 대전도회였다. 그 해 10월 6일부터 11월 5일까지 약 70여명
의 사역자들이 동원된 이 전도회는 연합회 목회부장이었던 먼슨 목사가 강사가 되어 
진행된 전도회였다. 먼슨 목사는 공중전도에 매우 탁월한 능력을 가진 선교사로서 
1947년 7월 28일에 조선합회 회계인 스(R. C. Mills, 馬一瑞) 목사와 함께 내한하
였다.2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시조사 총무로서 왕거린 여사를 도와 출판사업을 
돕다가 1954년부터 삼육신학원 교수 및 전도 목사로 활동하였다. 특별히 제18회 연
합회 총회(1957년 12월)에서 목회부 및 방송부장에 선임되어 전국적인 전도 목사로
서 활동하면서 그는 탁월한 전도부흥 강사로 활동하기도 했다.3

연합회 강당 준공기념 전도회가 개최될 당시 먼슨 목사는 성경통신학교 및 목회부
장을 역임하고 있었다.4 뿐만 아니라 연합회의 주요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삼육신학
원의 강사로 전도(공중전도, 개인전도) 과목을 가르쳤다.5 이런 이유로 인해서 당시 
전도회에는 여러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사역지망생들, 즉 삼육신학원의 학생들이 조력
자로 참석하였다. 이처럼 탁월한 강사와 헌신적인 조력자들의 노력으로 한 달 동안 
개최된 전도회의 결과는 풍성하였다.

전도회가 마친 후 신축 강당에서 개최된 두 번째 행사는 특별음악회였다. 삼육신학
원 합창단은 1960년 12월 29일에 송년음악회를 새로 지은 연합회 대강당에서 개최
하였다. 한국연합회의 후원을 받아 진행된 이 특별음악회는 몇 가지 점에서 의미 있
는 행사였다. 첫째는 삼육신학원의 합창단의 실력을 대중 앞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삼육교육이 추구하는 전인교육의 우수성을 합창과 같
은 전문 음악활동 등을 통해서 드러내주는 기회가 되었다. 이후 삼육교육 기관들은 
다양한 합창 및 음악활동들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실력과 명성을 얻는 기회를 많이 만
들었는데 이 모든 결실들이 일관된 삼육교육의 문화적 자양분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
들이었던 것이다. 둘째는 삼육신학원 합창단의 공연을 통해서 새로 지어진 연합회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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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이 지역사회의 문화를 이끄는 중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이 음악회는 
기관의 건물이 지역주민들의 문화의 공간으로 활용되는 계기를 창출해 주었다. 그리
고 또 하나의 의미는 이 음악회의 개최 목적과 관련된 것이었다. 당시 특별음악회의 
개최 목적 가운데는 재림청년들이 신앙 문제로 군대에서 당하는 고충을 돕기 위한 것
도 있었다. 삼육신학원과 한국연합회는 음악회를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금을 “신앙과 
진리를 위하여 용감하게 싸우는 청년들의 위문금”으로 쓰기로 결정하였다.1 이 전 장
에서 신학생들과 신앙양심을 다루면서 삼육신학원의 학생들을 포함한 재림청년들이 
신앙양심의 문제로 군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살펴보았다. 특별음악회가 
개최된 1960년에도 여러 청년들이 비무장 전투원 신념 때문에 육군 형무소에서 복역 
중에 있었으며, 그 외의 많은 청년들이 신앙상의 이유로 군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
다.2 이 시기의 재림교회 청소년부와 삼육신학원의 행정자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특
별한 관심을 가지고 청년들을 돕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음악회는 그런 노
력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즉 고통 가운데 있는 신학생들과 재림청년들을 위문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행사로 진행된 의미 있는 행사였다.

2) 하기신학(1961)
삼육신학원이 개원되기 이전부터 재림교회는 통신학교 등을 통해서 교회 지도자들

의 계속 교육을 추진하였다. 특별히 삼육동에 신학원을 세우고 본격적인 고등교육을 
실시하면서 이런 교육 형태는 계속 이어졌다. 통신학교를 통해서 지속적인 교육이 이
루어졌다. 그러나 1961년도에 삼육신학대학으로 인가를 받은 후부터는 삼육동에서 새
롭게 하기 신학의 형태로 사역자들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하기신학이 개최된 때는 1961년 7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였다. 하기신학은 주
로 초ㆍ중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이 외에도 고등학교 졸업생이나 
삼육신학대학 재학생, 현직 사역자 등이 모두 참여할 수 있었다. 당시 개설된 강좌 및 
학점으로는 초등성경교수법(2), 시청각교육(2), 구약개론(3), 그리스도인 교육원리
(2), 교육심리(3), 예언의신(2) 등이었다.3 강의는 이창규 교수, 존스턴 교수, 이기돈 
교수 등이 각각 담당하였으며, 원동지회 교육부에서 근무하는 페리 여사가 특별 강사
로 초빙되어 시청각교육 등을 가르쳤다.4

이 하기신학에는 주로 전국의 “중등학교와 초등학교 교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총 
115명이 등록을 하여 교육을 받았다. 이 프로그램은 무엇보다도 “최근에 우리 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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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와서 교육사업에 참가한 많은 교사들에게 그리스도인 교육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도록 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나아가 “아직까지 주님의 사업에 참가하여 일할 
완전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문적인 교육 방법과 종교적 과정에 
대하여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1 이때부터 시작된 삼육동의 하기신
학은 지금까지 수십여 년 동안 지속되어 오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재림교회
는 교사들에게 삼육교육의 이념과 정체성을 뒷받침할 학문적 이해를 심화시키는 기회
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그로 인한 교육 이념구현에 최선을 다해오고 있다. 이런 점
에서 하기신학은 삼육교육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가 
되고 있다.

3) 개교 55주년 기념행사(1961)
삼육신학원이 삼육신학대학으로 인가를 받은 1961년은 삼육대학교의 역사에 있어

서 매우 뜻 깊은 해이기도 했다. 이때가 개교 55주년이 되는 해였기 때문이었다. 매
년 10월 10일에 개교기념일 행사를 진행해왔던 본 대학은 4년제 대학으로 정식 인가
를 받은 1961년에 마침 개교 55주년이 되는 해였기 때문에 이 특별한 개교기념일을 
기념해 성대한 행사를 개최하였다. 사실 이보다 5년 전인 1956년도에는 개교 50주년 
기념식이 거행되었지만 역사적으로는 50주년 기념식보다는 55주년 기념식이 더욱 더 
성대하게 거행되었음을 보여준다.2

개교기념일 행사는 본 대학의 이사장인 데이비스(C. H. Davis, 泰比秀) 목사와 다
수의 귀빈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삼육동의 교육적 성과
가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진 데 이어 학교가 4년제 대학으로 승격되었던 시점에서 
개최되었기 때문에 삼육신학대학을 중심으로 한 재림교회의 교육사업의 특색과 발전
상을 보여주는 매우 유익한 계기가 되었다.3 개교기념식 행사는 1961년 10월 10일 
오전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학교 강당에서 거행되었다. 특별히 55주년 기념행사로 
시낭독회, 모의 총회, 음악 예배 등 다채로운 행사가 하루 종일 계속되었다.

개교 55주년 기념행사에서 특별히 주목을 받았던 행사가 시낭독회, 식품전시회, 모
의 총회 등이었다. 우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강당에서 개최된 시 낭독회는 당시 
사교위원장이었던 이영린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이 행사를 위해서 학교 측에서
는 노산 이은상(李殷相) 선생을 초청하여 문학개론 특강을 개설하였다. 특별히 이은
상 선생을 위해서 김창무 선생의 가고파(이은상 작사) 독창도 있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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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식품전시회와 가사실습이 56교실에서 진행되었다. 이 전시회
는 임정혁 교수가 2학년 여학생들과 함께 준비한 행사였다. 전시회를 준비하게 된 주
요 목적은 “전분식사” 위주로 된 한국 식단을 개혁하고 좀 더 균형진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개혁식단을 전시해서 보여주고자 함이었다. 이 행사는 1961년도 한국 사회의 
열악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앞서가는 프로그램이었다. 이는 올바른 식생활 문
화를 정착시키고자 했던 삼육교육의 또 다른 장점이자 가치로서 중요한 행사였다. 이 
때 드러난 식생활 개선을 위한 여러 노력들이 삼육대학교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지
속적으로 전개되었다. 그것은 삼육교육이 지향해왔던 건강한 생활습관 확립을 위한 
이상과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개교 55주년 기념행사의 으뜸은 단연 “모의총회”였다.1 이날 신학과 4학년 졸업반 
학생들은 강당에서 모의 한국연합회 총회를 개최하였다. 모의총회는 목회 현장에서 
경험하게 될 총회를 미리 경험하고 나아가 올바른 총회 문화의 의미를 얻기 위해서 
기획된 행사였다. 총회란 대의제를 중심으로 한 재림교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사업
을 검토하고, 새로운 경영안들을 마련하며, 사업을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들을 선출
하기 위해서 헌장에 규정된 시기에 개최되는 정기회의를 말한다. 재림교회는 이 총회
를 통해서 새로운 교회 임원들을 구성하고 새로운 회기동안의 사업안들을 마련하게 
된다. 따라서 총회는 교회의 리더십을 선출하는 매우 중요한 모임인 것이다.

4학년 졸업생들은 일반 총회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총회 준비위원을 선출하고 학
장 및 신학과장의 지도에 따라서 모의총회를 진행하였다. 임시로 이전 회기의 한국연
합회 임원들과 각 대회 임원 및 기관장들을 선출하고 임시위원회, 총회위원회 등을 
선출한 후 총회에서 진행되는 선거와 경영위원회 등을 원안에 입각하여 진행하였다. 
특별히 모의총회를 기록하기 위한 사진반과 기자단도 구성하여 모의총회에서 진행된 
내용들을 정리하기도 했다.2

총회에서는 목회자들의 안수를 결정하고 안수식을 거행하기도 한다. 물론 모의총회
에서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모의총회가 있은 뒤 2개월 후에 개최
된 한국연합회 제20회 총회에서는 삼육신학대학의 존스턴, 이창규, 임병의, 이영린 교
수 등 4명의 목사 안수를 결의하고 12월 23일에 안수식을 거행함으로써 신학을 졸업
한 대학의 교수들이 목사 신임서를 받기도 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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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날  짜 졸 업 생 비  고
제21회 1962년 

2월 11일
남자: 김재신, 서정식, 성낙원, 신우균, 안철
주, 이호재, 주한승 (7명)
여자: 이선자, 임성옥 (2명)

본교 강당

제22회 1962년
12월 23일

남자: 강광섭, 강문수, 김동성, 김상철, 김성
익, 김순조, 김웅수, 김인곤, 김형근, 박영준, 
안천수, 오수철, 이원우, 장근청, 전병덕, 정
일구, 조광진 (17명)
여자: 천경자 (1명)

본교 강당

제23회 1963년
12월 22일

남자: 구기양, 김가일, 김현영, 김흥식, 명계
수, 문요식, 박병규, 박채운, 송기섭, 안동일, 
윤영성, 임종서, 장길준, 정석찬, 정수영, 정
영수, 정희목, 조근호 (17명)
여자: 오영순 (1명)

본교 강당

4) 삼육신학원의 마지막 졸업식(1962, 1963)
삼육신학원은 1959년 이후 학제의 변화에 따라서 당분간 졸업생을 배출하지 못하

였다. 과거 2년 과정으로 운영했던 신학과와 교육과의 경우 4년제 각종학교로 인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년 만에 졸업생을 배출한 것이 지적이 되어 1959년부터는 불
가불 4년제로 운영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그 해에 2학년이 되었던 재학생들은 
나머지 2년을 더 공부해야만 졸업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삼육신학원 제21회 
졸업식이 1962년 2월 11일에 거행되었다. 아울러 그해 12월 23일에 제22회 졸업식이 
있었고, 이듬해인 1963년 12월 22일에 제23회 졸업식이 거행되었다. 1959년 제20회 
졸업식 이후에 4년제 교육과정을 마치고 졸업한 졸업식과 졸업자는 다음과 같다.

[표 33] 삼육신학원 졸업생 명단(1962~1963)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시기는 삼육신학대학의 인가 승인을 받은 시기였다. 따라서 
학교는 정식 대학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대학 인가 직전 삼육신학원으로 입
학한 학생들은 삼육신학원 이름 아래서 졸업하게 되었다. 이들은 이전의 신학원 학생
들처럼 2년제가 아닌 4년제 학제에 따라서 교육을 받고 졸업을 했기 때문에 모두 4
년 과정을 이수하였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1959년 이후 2년제 운영방침을 4년제로 
환원했기 때문에 이들은 나머지 기간 동안 전액 장학금을 지급받으면서 공부하는 특
권을 누리는 경우도 있었다. 아울러 이들은 학교가 삼육신학원에서 삼육신학대학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학교의 발전을 실질적으로 목격한 산 증인들
이었다. 이들은 졸업 후 대부분 목회와 교육 현장 등에 사역자로 채용되어 교회의 발
전을 위해서도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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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각종 건축물들의 낙성식(1962)
삼육동은 삼육신학원 시절에 4년제 각종학교로 인가를 받으면서 그에 합당한 시설

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건물들을 지어 학교의 외형적 발전을 도모하였다. 1960년대 
들어서도 건축은 계속되어 이미 설명한 대로 그해 행정관이 건축되면서 삼육신학원의 
행정의 중심이 되었다. 이후 삼육신학원은 삼육신학대학으로 인가를 받으면서 또 필
요한 건물들을 지어 낙성식을 거행하였다.

우선 앞서 설명한 것처럼 1961년도에 여기숙사인 백합사를 건축하였다. 백합사는 
오얏봉 서북쪽, 선교90주년기념관 남쪽, 사무엘관 서쪽 편에 지어진 건축물로 여대기
숙사 건물이었다. 이 건물은 1층 246.24m2(약 74.6평) 규모로 평당 52,000원에 건축
되었다. 기숙사의 구조로는 동쪽에 기도실이 있고, 이어서 방과 복도가 일직선으로 
되어 있으며 서쪽 끝에서 북쪽으로 구부러지면서 세면장, 화장실이 이어져 있었다.1 
백합사는 넓은 잔디밭을 갖춘 여대 기숙사로서 신기숙사(에덴관) 건물이 지어지기까
지 여대생들의 사랑을 받으며 삼육대학교의 역사를 지켜왔다.

한편 1962년 8월에는 남대기숙사인 동명사도 완공되었다. 동명사는 시화사 동쪽, 
대강당 서쪽에 위치한 건물이었다. 지금은 신 기숙사(시온관)가 건축됨으로써 철거된 
동명사는 1층 161.92m2의 규모로 지어졌다. 동명사는 두 동의 쌍동이 건물로 지어졌
는데 한 동은 한국삼육고등학교 기숙사로 사용되었다. 이 기숙사 건물은 복도가 밖으
로 노출되어 있어서 겨울엔 추운 편이었지만 남향으로 지어져 햇볕은 잘들었다.2

이 시기에 또한 대학 내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건물 하나가 지어졌는데 그것이 바
로 도서관 건물이었다. 1984년에 지금의 도서관이 건축되면서 구 도서관 또는 구 유
치원 건물로도 명명되었던 이 건물은 1962년 완공 당시 삼육동에서 유일한 2층짜리 
건물이었다. 이 도서관 건물은 오얏봉 동쪽, 현 대학원 동남쪽에 위치한 ㄱ자형 건물
로써 전면은 2층으로 되어 있고, 한쪽 날개는 단층으로 되어 있었다. 문서상으로 
1962년 3월에 건축된 이 건물은 1층 98.3평(339.42m2), 2층 57.4평(148.14m2)의 
규모의 건물로 평당 47,000원에 건축되었다.3 이 건물은 1984년 7월에 새 도서관이 
완성되기 전까지 삼육신학대학과 삼육대학의 도서관 및 강의실로 활용되었다. 그 후 
새 도서관이 완공됨에 따라 일반교실 및 교수연구실로도 활용되었고, 유치원으로도 
활용되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신학관(2000년)이 들어섬에 따라서 멸실되었다.

이 건물들을 위한 낙성식은 1962년 11월 15일에 진행되었다.4 한편 이 시기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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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별 대장(인원) 고  문 활동장소 특이사항
1팀 안천수(7) 주한승 완도 안천수 대장, 재건국민운동본부로부

터 감사장 받음
2팀 신병호(9) 하덕헌 묵호 강릉방송국에서 감사와 치하의 방

건물들 외에도 몇몇 건축물들이 삼육동 내에 설치되었다. 1963년에는 소들의 마른사
료를 보관하기 위해 사일로를 세웠다. 1963년 6월 10일에는 208평(평당 42,000원)
의 고등학교 교사(校舍)를 지었으며, 1955년에는 초기의 초등학교 건물 81평을 평당 
30,000원에 건축하였다. 1962년에는 온실 2동(84평)을 지었으며, 1964년에 다시 온
실 1동(48평)과 온상 1동(28.4평)을 지었다. 이외에도 우유소독실 38평(1964년)과 
6평의 김치독 건물(1963년), 후문, 봉사문, 호수의 탈의실 등이 이 시기에 건축되었
다.1 아울러 사택들도 계속해서 지어졌다. 1956년에 2동, 1957년에 3동, 1958년에 
3동을 지었으며, 1961년에는 논골에 5동의 사택을 지어 교직원들의 사택이 더 늘어
나게 되었다. 이 사택 건물들은 특정 건축물들을 정리할 때인 1985년 6월 17일에 초
등학교 사택 2동과 함께 정리되었다.2

6) 신학생들의 선교활동
의명학교 신학교 시절과 조선합회신학교 및 사역자양성소 시절에 그랬듯이 삼육신

학원 재학 중에 있던 신학생들의 다양한 선교활동들은 한국교회에 큰 기대감을 갖게 
해 주었다. 재림교회의 교육사업이 사역자양성학교를 위하여 시작되었기 때문에 교육
에 있어서 선교적 사명을 고취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매우 요긴했다. 그래
서 과거 의명학교 신학교시절부터 학생들은 다양한 선교 및 봉사활동에 참여했으며, 
특별히 졸업반 학생들에겐 졸업요건으로 전도회 참여가 필수적이었다.

삼육동의 교육사업이 삼육신학원에서 삼육신학대학으로 발전해가는 과정에서도 이 
활동들은 지속되었다. 1962년 여름에 하기방학을 맞이해서 삼육신학대학의 학생들은 
총 9팀의 “전도계몽대”를 구성해 전국적으로 농촌계몽활동 및 선교활동을 실시하였
다.3 봉사활동팀은 크게 4부서, 즉 삼육신학대학 목회부(5팀), 삼육신학대학 교육연
구회(1팀), 삼육실업초급대학 농촌계몽대(1팀), 자원봉사대(2팀)으로 나누어서 진행
되었다.4 이 봉사활동에 참여한 각 팀별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5

[표 34] 하기 봉사활동 내용(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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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을 내보냄
3팀 박영준(8) 박신관 진해 고급장교 여러 명이 교회에 출석함
4팀 김영환(8) 오재윤 안면도

본대학과 자매부락을 결연한 지역
으로 교회 건축비 2만원과 염소한
쌍을 기증함

5팀 김가일(6) 존스턴 제주 
서귀포

미국 선교사인 존스턴 목사가 고무
신을 신고 새벽 마을 청소 및 집집
방문을 해 지역인들의 존경을 받음

6팀 김태용(7) 이기돈 광천 교육연구회에서 보낸 유일한 팀으
로 지역봉사에 헌신함

7팀 정인채(7) 이진석 보은
실업초급대학 농촌계몽대로 조직된 
팀으로 교량 수리, 양재, 가사 무료
강습회 등 실업 계몽활동을 함

8팀 곽명덕(8) 김순조 통영 통영출신들이 경비를 자담하여 고
향에서 활동함

9팀 윤영성(7) 채수석 제주 
성산표

제주 지역계몽 및 선교활동과 더불
어 한라산을 등반함

주차 일  정 장소 제  목 결심자
1주 11.16~11.21 사로리 “인간의 유일한 희망” 28
2주 11.22~11.29 퇴계원 〃 32
3주 11.30~12.07 중말 〃 48

   계 108

한편 1963년 11월에는 4년 신학과정을 마치고 졸업하는 졸업생들이 졸업을 앞둔 
공중전도회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실질적인 선교활동 및 결과를 얻기도 했다. 11월 16
일부터 12월 7일까지 3주간에 걸쳐서 진행된 졸업반 전도회는 10여만원의 전도회 비
용을 들여 조직적이고 세련된 방식으로 운영된 효과적인 전도회로 평가될 만큼 당시 
교회의 주목을 받았다.

본 공중전도회는 조병서 교수의 지도 아래 대장 김  균, 서기 겸 회계 윤영성 등 
총 14명의 대원들에 의해서 운영되었다. 3주간에 걸쳐 대학 인근의 세 지역에서 각각 
일주일씩 진행되었는데, 첫 번째 집회는 사로리에서 11월 17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
었고, 두 번째 집회는 퇴계원에서 11월 22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세 번째 집
회는 중말에서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개최되었다. 각각의 전도회의 결과는 다
음과 같다.

[표 35] 졸업반 공중전도회 결과(1963)

5. 실업부의 발전

삼육교육에 있어서 실업부의 운영은 몇 가지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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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부는 삼육교육이념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서론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재림교회의 교육기관들은 삼육교육이념에 따라 신체의 발달을 위
해 노작교육을 강조해 왔는데 실업부는 이 부분의 교육과정을 담당하였다. 초창기 삼
육교육기관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노작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
기 위하여 여러 분야의 노동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였다. 이 프로그램들은 실업부에 의
해서 관리 운영되었기 때문에 실업부가 삼육교육이념 구현을 위한 중요한 한 축을 담
당하게 된 것이었다.

실업부는 대학과 학생들의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데 있어서도 많은 기여를 했
다. 당시의 기록들에 나타난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것은 분명한 사실로 드러난다. 
1996년에 개교90주년 기념으로 출판된 “삼육동 이야기”에 기고한 글들에는 실업부가 
학생들의 경제적인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었음을 알게 하는 많은 내용들이 실려 있
다. 초창기 의명학교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많은 학생들은 학교에서 운영하는 각종 실
업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학비와 생활비를 해결하면서 공부를 마칠 수 있었다. 이러한 
실업 프로그램들은 삼육대학교 100년의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학생들에
게 큰 도움을 주었다.1

아울러 수익이 점차적으로 증대됨에 따라서 실업부는 대학 운영에도 큰 기여를 하
게 되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실업부의 수익이 증대되어 대학의 운영에 큰 기여를 하
는 시점은 1970년대 이후였다. 그러나 그 발전의 토대를 놓은 것은 1960년대였다. 삼
육동에 교육 부지를 마련하고 교육 사업의 각종 기반들을 설치해 대학교육의 체계를 
잡은 이후 실업부도 체계적인 활동을 통해 점점 발전하게 되었다. 

삼육동의 정착 초기에 실업부는 미첼 선생의 지도아래 목공장과 철공장, 농장과 목
장 등을 운영하였다. 부책임자로 손재목 선생이 있었으며, 농장은 지이준 선생, 목장
은 이주복 선생이 관리 책임자로 있었다.2 이 실업부의 각 분야가 활발하게 활동하
기 시작한 것은 한국전쟁 이후였다. 전쟁 이전까지의 실업부는 초기 단계에서 정착하
는 과정에 있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 젖소는 피난을 통해 손해를 입지 않았지만 
기타 대부분의 시설과 농장들은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 전쟁 피해들을 복구하
고 새롭게 각 기관들을 정비하는 노력을 통해 삼육동의 실업부는 비로소 발전의 토대
를 구축하게 되었다.

1) 목공장과 철공장
목공장은 이기원 선생과 조중만 선생이 책임자로 일하였다. 주로 학교와 사택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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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년도 1962 1963 종류/년도 1962 1963
배추 980관 1,982관 파 380 458
무 1,100 9,564 고추 245 316

상추 4,850 3,500 가지 610 450
미나리 242 501 오이 400 316
캐비지 1,230 1,310 호박 279 210
당근 630 790 고구마 100 250
감자 1,400 2,700 기타 780 1,320

고 학교의 사무용 비품을 직접 제작하는 일을 하였다. 이로 인해 학교 운영상의 비용
을 어느 정도는 줄일 수 있었다. 그리고 목공장은 학생들의 실업교육 및 실습의 기회
를 제공해주기도 하였다.

철공장은 전쟁 이전부터 김성수 선생이 책임자로 수고하였다가 서울 수복 이후 박
창옥, 김동해, 이경열, 홍성기, 홍성용, 임동규 선생 등이 수고하였다. 철공장 역시 
목공장과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필요한 다양한 물건들을 만들고 학교 내의 건축, 용
접, 기타 영선에 필요한 철공 업무들을 수행하였다. 철공장에서는 학생들이 실습뿐만 
아니라 직접 노동 아르바이트를 하여 경제적인 도움을 얻었다.

2) 농장
농장은 한국전쟁 전후 지이준 선생이 책임자로 오랫동안 수고하였다. 당시 삼육동

의 농장은 각종 과일과 야채들을 청정농법으로 재배하였다. 농업기술이 발달하기 이
전에 적은 시설이지만 미국식 농법을 도입해 운영함으로써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기도 했다. 특별히 미첼 선생이 실업부의 책임자로 있던 시절에 저수지에서
부터 농장까지 4인치 파이프 배수관(미국서 수입한 관수용 아연관)을 묻고 스프링클
러(sprinkler)를 설치하여 갈수기에도 충분한 물을 공급하여 청정재배가 가능하였다. 
이러한 농사시설은 당시 한국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것이었다. 

삼육동의 농장에서 생산된 제품들은 각종 채소(무, 배추, 양상추, 캐비지 등)와 옥
수수, 배, 복숭아, 포도, 딸기 등이었다. 이 제품들은 목장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우유
와 함께 미국인 가족과 대사관 직원 가족 및 시내 유지들의 가정에 배달될 만큼 품질 
좋은 제품으로 인정을 받았다. 한편 대학 내에도 매점을 운영해 생산된 제품들을 직
접 팔기도 하였다. 학교의 확장과 발전으로 지금은 거의 다 사라져 버렸지만 삼육동
의 농장은 한 때 많은 생산품들을 판매하여 경제적으로 학교에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1960년대 농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생산고는 다음과 같다.1

[표 36] 농장의 생산고(1962, 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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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은 학생들이 일을 해서 생활비를 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었다. 1960년
대 실업부의 책임자였던 헤일리 선생은 “농장에서 나는 채소와 우유 등의 생산품들은 
시내에 있는 가정들에 팔아서 학생들의 노동 임금을 지불하고 대학의 재정을 크게 도
왔다”고 설명하고 있다.1 뿐만 아니라 농장은 1962년부터 삼육실업초급대학이 설립
되면서 농업과의 실습장으로 요긴하게 활용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농장의 책임자로 
수고한 분들은 지이준, 권장원, 이종욱, 장일현, 이만응, 이상인 선생 등이었다.2

3) 목장
삼육대학교 실업부의 역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부서가 바로 목장이

었다. 삼육동에서 목장은 1949년부터 이주복 장로가 젖소 7마리를 가지고 시작하였
다. 이후 1ㆍ4후퇴 때 5마리의 젖소를 데리고 부산까지 피난을 갔다가 돌아온 얘기를 
이미 기술한 바와 같다. 당시 부산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중에 새끼 한 마리를 낳아서 
젖소는 6마리가 되었다. 초창기 목장의 운영상황은 매우 미미하였다. 김재신 목사는 
그때의 목장 운영상황을 이렇게 설명해 준다. “이주복 선생은 손수 젖을 짜서 큰 솥
에서 저온으로 병균을 소독하고 말 두 마리로 역마차를 만들어 신설동 외읜 주택가까
지 배달하였다. 당시 목장 일을 도운 학생은 장한식, 노대의, 조정완 등으로 수고가 
많았다.”3

이렇게 미약하게 시작된 목장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헤일리 선생이 
삼육동의 실업부 책임자로 부임하면서부터였다. 삼육동에 터를 잡고 토목공사를 포함
해 각종 건물들을 설계하고 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업부의 기초까지 든든하게 놓
은 미첼 선생은 1958년 안식년이 되어 미국으로 귀국하게 되었다. 헤일리 선생은 그
의 후임으로 부임하게 되었다. 헤일리 선생은 1958년 5월에 한국에 들어 온 미군 부
대 제일 의무단(First Medical Army) 소속의 병사였다. 그는 한국에 파견된 미군들 
중 재림교인 군인들의 신앙활동을 지원하던 연합회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재림교회와
의 인연을 맺게 되었다. 특별히 위생병원에서 간호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제인(Jane 
Rittenen, 李道淵)과 결혼하게 되면서 선교사의 길을 걷게 되었다. 당시 한국연합회장
이었던 데이비스 목사는 결혼 후에 미국으로 돌아가려는 헤일리와 제인에게 삼육동에
서 일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에 이들은 선교사로 한국에 머물게 되었다.4 이렇게 해
서 1960년 봄부터 헤일리는 삼육신학원 실업부의 책임을 맡게 되었고, 제인은 보건
과 위생을 가르치는 강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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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일리 선생이 실업부의 책임자로 부임했을 때 목장의 젖소는 12마리였다. 아울러 
위탁하는 젖소까지 총 20마리였다. 그러나 삼육동의 우유가 우수한 품질의 제품이라
는 것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우유의 수요는 증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대학우유의 생산을 높이려면 우유 처리 기계를 도입
하고 목장의 규모를 넓혀야했다. 그러나 대학에 마땅한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이 과
제를 해결하는 길은 쉽지 않았다. 헤일리 선생은 우선 우유 처리에 필요한 기구를 구
입하기 위해 미국의 한 식품회사[Beatrice Food] 사장인 컨스(Mr. Kernes) 씨를 포
함해 여러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 놀랍게도 컨스 씨는 그 편지를 
받은 후 기계를 구입해 한국에 무상으로 보내주겠다고 회답함으로써 1963년 봄에 우
유처리 기계를 확보할 수 있었다. 당시 삼육신학대학의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기계를 들여놓을 새 건물을 지을만한 여유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에서는 어렵게 건물을 세우고 우유처리 기계들을 설치하였다.1

둘째 과제인 목장의 규모를 넓히는 문제는 결국 젖소의 보유량을 늘려야 하는데 한
국에서 젖소를 사는 일은 불가능했다. 헤일리 선생의 말에 따르면 1960년대 한국에
는 2,000여 두 정도의 젖소가 있었을 뿐이었기 때문에 국내에서 젖소를 구입할 수는 
없었다. 더욱이 재정적인 여유도 없었기 때문에 젖소를 들여오는 문제도 거의 미국에
서 기증받는 길 밖에 없었다. 이에 헤일리 선생은 1963년 5월에 휴가 차 미국으로 
들어가서 젖소를 기증할 사람들을 물색하였다. 미시간 주립대학교 농과대학에서 공부
를 하면서 젖소 기증자를 물색해오던 헤일리 선생은 드디어 안식년이 거의 마쳐지는 
때에 친지 몇 분으로부터 5천 달러를 기증받아 미국의 한 재림교회 대학인 라시에라 
대학교(La Sierra College) 목장에서 선발한 젖소 20두를 한국에 들여오게 되었다.2

당시 라시에라 대학교는 젖소 300마리를 보유하고 있던 목장을 축소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으로 젖소를 판매할 수 있었다. 헤일리 선생은 존스턴 부인의 부친인 스
틸(Dr. Steele) 박사의 도움으로 농장에 필요한 트랙터와 우유 처리기계들도 기증받
았다. 그러나 젖소 20두를 포함해 이 모든 기계들을 한국으로 보낼 운송료도 없었기 
때문에 고민하게 되었는데, 이 문제는 당시 미국에 와 있던 원동지회장 소렌슨(C. P. 
Sorenson)의 배려로 해결되었다. 그는 흔쾌히 운송비를 빌려주었고 이로 인해 장장 
6,000마일의 긴 여행 끝에 목장에 새로운 젖소들을 들여오게 되었다.3 이런 기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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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같은 과정을 통해서 3배로 확장된 목장과 새로운 시설을 갖춘 우유처리실을 확보
하게 됨으로써 우유 생산 능력은 기존의 300쿼트(1Quart는 약 1.16ℓ)에서 1,200쿼
트로 늘어났다.1

이렇게 든든한 기반이 놓임에 따라서 70년대 이르러서 대학의 목장과 우유사업은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특별히 1972년 이후 정부에서 목장의 우유, 아이
스크림 등과 같은 축산 가공식품 산업을 정책적으로 장려함에 따라서 삼육대학의 우
유사업은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이 대학우유의 발전과 그것이 대학 발전에 끼친 영
향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보다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다. 여기서는 이렇게 대학의 
우유사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계기를 만든 헤일리 선생의 노력과 그 역사적 
의의를 우선 기술하였다. 목장과 대학우유의 발전은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매우 고무
적인 일이었다. 특별히 대학우유가 발전함에 따라서 고학생들로 하여금 우유처리실에
서 노동을 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주기도 했다.

4) 그 외의 실업부 시설들
이 시기에 실업부에 속한 시설 및 사업들은 양계장, 영선부, 모터풀, 마트 등도 있

었다. 양계장은 1950년 후반부터 시작되었으며 봉만복 선생이 책임자로 수고하였다. 
그리고 양계사업 말기에는 임봉록 선생이 책임을 맡았다.

영선부 역시 1950년대부터 있었는데 초기부터 책임자로 임명된 박수산 장로가 정
년퇴임 때까지 수고하였다. 그 후에는 정광석 장로가 위임을 받아서 영선부의 책임을 
맡았다. 

모터풀은 차량의 수송업무와 관련된 일들을 맡은 부서로서 한국전쟁 전후에는 김성
수 장로가 책임자로 있었으며 그 이후 김동인, 김갑용, 김동해, 이용학, 권오성 장로 
등이 업무를 인계해서 수송부 책임을 맡았다.

농장, 과수원, 양계장, 목장 등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과일, 계란, 우유, 아이스크
림 등을 판매하기 위해 설치된 마트(College Mart)는 농장 한 가운데 설치된 건물에
서 운영하였다. 마트의 본격적인 운영은 196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는데 책임자로는 
이종욱, 박영기, 김윤선, 백문수 선생 등이 수고하였다. 나중에 마트는 대학 매점으
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외에도 전기, 경비 업무에 조동헌 선생, 섭외 활동에 박귀섭 장로, 인쇄 업무에 
김진섭, 신창휴, 손영진, 유명수 선생, 미화부에 김택목 장로 등이 대학 실업부 산하
에서 각 부서의 책임을 맡아 수고하였다.2 이들의 헌신적인 수고와 노력도 대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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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부서명 인원수 No 부서명 인원수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 국민학교 1 1 15 미화부 12 18
2 교무실(고교) 6 2(9) 16 야경실 7 11
3 목장 5 2 17 의무실 3
4 등록실 3 18 영선부 10 7
5 인쇄실 8 14 19 산감 3 5
6 발전실 3 3 20 양계장 2 2
7 도서실 4 4 21 농장 19 9
8 등사실 1 1 22 온실 2
9 수위실 2 23 기숙사 7 4
10 회계실 5 5 24 총무실 2
11 미술실 4 25 비서실 3
12 식당 9 6 26 주보기자 2
13 실업부 사무실 3 1 합  계 23부서

131명
21부서
113명14 목공(철공) 2 (3)

체제 구축과 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다.

5) 실업교육과 노동 현황
실업부가 대학 발전의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노동 프로그램을 제공

해줌으로써 학문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사실은 언급한 바와 같다. 실제로 이 시기에 
집계된 통계를 보면 삼육신학대학에 다니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노동을 통해 경
제적인 도움을 얻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961년 당시의 부서별 노동생 배치 상황
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37] 부서별 노동생 배치상황(1961)

재학생 수가 1960년에 99명, 1961년에 123명, 1962년에 143명인 것을 감안할 때 
위의 표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노동생으로 등록되어 경제적인 활동을 해왔음을 알게 
해 준다.1 이 통계표는 과거 의명학교가 고학생들의 낙원으로 일간지에 소개되었던 
역사를 반추해준다. 삼육교육은 처음부터 줄곧 노작교육과 노동 프로그램으로 전국적
인 명성을 얻었다. 이런 유명세에 힘입어 당시 본 대학의 노작교육은 한 유명한 학자
의 저서에도 인용되었다. 교육사회학(지역사회와 학교)의 작업학습 란에서 황종건 교
수는 삼육신학원이 노작교육을 이렇게 소개하였다.

이 학교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재단으로 운영되고 있는 종교계 학교
로서 이 학교의 교육이념은 지능면에서 활발하고, 도덕면에서 건실하며, 육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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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건강한 것이다. 도덕교육은 종교생활을 통해서, 지적교육은 일반교실 학습
을 통해서, 체육교육은 작업학습을 통해서라고 명문화되어 있지만 이 작업학습
이 비단 신체적인 면만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직업교육을 위주로 하
고 있다. 이와 같은 작업학습을 위주로 하는 이 학교의 생활계획을 대충 들어 
보기로 하자. 오전(7:30~12:10) 중에는 학과공부(지식중심)를 하고, 오후
(13:30~17:30)에는 작업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그래서 1주일 평균 20시간 이상
의 작업시간을 갖는다. 그 작업은 그의 능력차에 따라서 보수를 주고 있으며 농
장, 목공소, 인쇄실, 자동차부, 발전소, 사진실, 양계장, 목장, 이발소, 매점, 
세탁소 등의 실습장에서 행하고 있다.1

삼육신학원이 이렇게 노동 프로그램을 통한 실업교육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 교육이
념에 명시된 신체의 발달을 위한 것임은 이미 여러 차례 설명하였다. 이러한 실업교
육의 의미와 목적은 1961년에 발간된 “대학 안내”에도 구체적으로 등장한다. 교과과
정을 규정한 항목에서 실업교육 과정을 소개하기 전에 “왜 교육기관에서 실업을 과하
는가?”라는 제목으로 설명된 실업교육의 이유에 대한 내용을 보면, 재림교회에서 경
영하는 학교들에서의 실업교육은 엘렌 화잇의 교육철학에 기반을 두었다고 명시되어 
있다. 실업 교육 혹은 노작교육에 대한 엘렌 화잇의 권면은 교육(Education) 제4절 
노작교육 편에 자세하게 소개되었다. 그 중 “대학안내”에 인용된 한 구절에는 다음과 
같은 권면이 있다.

학생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자급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가장 귀한 훈련이 
될 것이다. 빚을 지거나 부모의 희생에 의지하는 대신에, 청년 남녀들은 자립
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 그들은 돈이나 시간, 힘, 기회의 가치를 알고, 게으
름에 빠지거나 돈을 낭비하는 습관의 유혹을 받는 일이 훨씬 적어질 것이다. 
경제, 근면, 극기, 실제적인 사업 경영, 확고한 목적 등과 같은 교훈이 이렇게 
얻어지고, 삶의 투쟁을 위한 그들의 준비가 가장 요긴한 일부분이 될 것이다. 
학생들이 자조(自助)의 공과를 배우게 되면, 많은 학교들을 고전케하고 학교의 
유용성을 너무도 마비시켜 온 빚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학교 기관들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2

삼육신학원의 실업교육 정신은 바로 이런 교육이념에 기초한 것이었다. 삼육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립과 자조의 공과를 배우도록 노동 프로그램을 중요한 교육과정으
로 인식하고 있었다. 실업부는 바로 그런 교육을 실제적으로 담당하였던 것이다. 삼
육대학교가 100년이 지나오는 동안 이런 교육정신은 지속적으로 계승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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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학 명칭 변경 및 재인가(1962~1964)

1961년 2월 2일부로 4년제 정규대학으로 인가를 받았던 삼육신학대학은 이듬해인 
1962년에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에 의해 삼육신학교로 명칭 및 학칙이 변경되어 
다시 각종학교로 운영하게 되었다. 이는 5ㆍ16혁명 이후에 수립된 군사정권이 제정한 
“학교정비기준령”에 따른 결과였다.1 이 문제를 역사적으로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
해서는 5ㆍ16 군사혁명과 혁명정부의 교육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60년에 7ㆍ29 총선거를 통해서 수립된 제2공화국은 민주당이 집권한 정부였다. 
그러나 민주당 내 구파와 신파의 대립은 정부의 주체를 갈라놓았다. 구파의 윤보선 
대통령과 신파의 장면 국무총리로 주도된 정부의 분열은 결국 구파가 민주당을 떠나 
신민당을 발족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이로 인해 국정은 정쟁으로 인해 마비되었다.2 
이렇게 정부가 기능을 잃고 표류하게 되면서 국정의 최우선 과제인 각종 개혁과 민생 
안정이 도외시되었다. 이런 정부의 무능과 혼란의 와중에서 1961년에 5ㆍ16군사혁명
이 일어나 군부가 실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이 군사정부의 주체들은 1963년 10월 15
일 제5대 대통령선거와 11월 26일 제6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공화당 체제 아래서 
정권을 장악하고, 그해 12월 17일에 새 헌법을 발효함으로써 제3공화국을 수립하였
다.

혁명 세력들은 선거를 통한 제3공화국 수립 이전까지의 약 2년간 국가재건최고회
의를 구성해 국정을 이끌었다. 이 때 혁명정부는 조국의 근대화를 슬로건으로 내건 
채 인간개조와 사회개혁운동이라는 교육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특별히 군사정부 초
기의 문교부 수장을 맡았던 문희석 장관은 혁명이 일어난 해인 1961년 9월 1일에 법
률 제 708호로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을 공포하여 교육개혁의 의지를 천명하였
다.3 군사정부는 이 특례법을 통해  일대 교육개혁을 단행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 교
육 개혁안에는 교원의 정년 단축(65세에서 60세로), 명예교수제, 학사자격고시제 등 
매우 이례적이고 중요한 개혁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내용 가운데에는 
학원의 질서를 바로 잡고 교육의 정상화를 촉진한다는 명목으로 사립학교들에 대한 
정비 내용도 들어 있었다. 

이런 의도에 의해 만들어진 학교 정비기준령 제17조에 보면 신학대학은 특별한 교
파의 목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신학교로 개편하기로 명문화되어 있었다. 아울러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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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교파에서는 2개 이상의 신학교를 둘 수 없게 되었다.1 이 법령에 의거해 신학대
학은 1962년 2월 17일부로 각종학교인 신학교로 개편되었으며, 이에 삼육신학대학도 
학칙을 개정하여 그 해 3월 1일부터 삼육신학교란 명칭으로 다시 운영하게 되었다.2 
아울러 당시에 공포된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에는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재단법인
이 “이사 또는 감사를 임명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 자격이 없는 자는 임명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3 특별히 재단법인의 이사는 3분의 2 이상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고 
외국인은 이사장이 될 수 없다고 명문화하였다. 이로 인해 외국인 선교사가 삼육학원
의 재단 이사장이 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삼육학원의 이사
장은 교단의 최고 지도자가 맡았다. 그러나 임시특례법이 의해 이 관례가 불가능해지
자 교회는 연합회장 대신 정동심 목사를 재단 이사장으로 임명 등록하였다. 이로써 
1963년과 1964년에는 재단의 이사장이 정동심 목사로 나타나게 되었다.4

그러나 5ㆍ16군사혁명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란 이름으로 초법적 국정 운영을 단
행한 혁명정부가 임시로 마련한 이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은 한시적인 교육정책일 
뿐이었다. 1963년 말에 새 헌법을 통과시켜 제3공화국을 창출한 공화당 정부는 1964
년도에 이르러서 교육제도 심의회 규정(1964년 3월 30일, 대통령령 1775호) 등의 
법률을 제공하여 교육 행정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였다. 그 결과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이사 임명 조건이 완화되어 외국인이 다시 이사장에 임명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1965년부터는 삼육학원의 이사는 다시 한국연합회장이 맡게 되었다.5

제3공화국의 출범과 더불어서 삼육신학교는 삼육신학대학으로 재인가를 받게 되었
다. 대학이 신학교로 재편된 지 약 1년 4개월 후인 1963년 6월 5일에 재림교회는 재
단법인 삼육학원 이사장의 명의로 삼육신학대학 설립 인가를 다시 신청하였다. 그해 
6월 26일 법률 제1362호로 “사립학교법”을 공포한 혁명 정부는 연말에 이르러 제3공
화국을 출범하게 되었고, 이듬해인 1964년 1월 21일자로 삼육신학대학 설립 인가를 
승인하여 주었다. 이로써 삼육신학대학이 4년 과정의 신학과를 200명 정원(학년당 
50명)으로 다시 개교하게 되었다.6 이 인가서에 준하여 삼육신학교는 1964년 3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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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로 삼육신학대학으로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 삼육신학교는 폐교 시점인 1964년 
3월 1일 당시 잔존 학생의 졸업년도까지 존속시킨 후 자동 폐교되도록 하였다. 

7. 재단법인의 변천

여기서 잠깐 재단법인의 변천과정을 살펴보자. 삼육교육의 주체인 재림교회가 최초
로 유지재단을 조직한 것은 1922년 2월 20일이었다. 이때 조선합회 합회장이었던 버
터필드 목사를 재단 이사장으로 한 재단법인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조선합회 유지
재단이 법적 승인을 받았다. 당시 유지재단의 설립 목적은 재림교회의 “종교교육과 
자선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고 관리하며 이러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공급”하기 위함이었다.1 초기 유지재단 설립 당시 재단사무소는 재림교회 본부인 회
기리 66번지(경기도 고양군 숭인면 회기리 66번지)에 위치해 있었으며 재단 이사로는 
오버그, 클린턴 리, 바우어스, 어쿼하트, 클로즈(J. C. Klose, 具致欣), 정문국, 김병
룡 등 7명이었다.

이렇게 해서 설립된 재단법인은 1943년 12월 28일에 일제의 탄압에 의한 교회 해
산과 더불어 해산되었다. 교회 청산 위원들은 재단법인이 관리하고 있던 재산들을 처
분하고 남은 자금을 법률고문이었언 신태악 변호사에게 맡겼는데 그는 그 자금으로 
재단법인 자동의숙(自東義塾)을 조직하였다. 그리고 그 법인을 주체로 하여 경성삼육
원 자리에서 자동농사학교를 경영하였다. 이 재단법인 자동의숙은 1944년 8월 30일
에 승인되었다. 해방 후 이 자동의숙의 이사진들은 원래의 주체인 재림교회 지도자들
로 변경되었다. 1948년 6월 7일자로 교체된 재단법인 자동의숙의 이사진으로는 이사
장에 와츠 목사, 이사에 스 목사, 박창욱 목사, 이여식 목사, 제임스 리 목사, 김명
길 목사, 신태악 변호사 등이었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됨에 따라 재단법인
에 소속된 모든 재산들을 돌려받고 본교단의 재단법인을 확립하기까지는 좀 더 시간
이 지체되었다. 

해방 후 유지재단을 되찾은 재림교회는 재단에 소속된 재산들을 돌려받기 위해 많
은 노력을 기울였다. 우선 1947년 10월 10일에 감리교회, 성결교회와 공동 명의로 
미군정청에 재단 소유 재산들을 돌려줄 것을 건의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 내었다. 
그러나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전쟁이 발발하므로 재산의 환원은 미뤄지게 되었다. 
전쟁 후 교회 지도부는 재단 이사진을 새롭게 개편한 후 전란 중에 분실되었던 재단
등기를 회복하였다.2 아울러 막바지 휴전 협상이 진행되던 1953년 4월 7일에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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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장이었던 클린턴 리 목사는 또 다시 서울위생병원과 한국연합회 건물들을 속히 
한국연합회 재단으로 환원해 줄 것을 탄원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렇게 해서 
1953년 8월 18일에 미군정 관리청장으로부터 전 재산의 관리 이전 및 책임 해제 증
명서를 받았고, 그해 10월 23일에 동대문구청에 등기를 완료함으로써 교회 해산 전
의 모든 재단 소유의 재산들을 회복하게 되었다.1

재단의 등기업무 등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궤도에 이르자 교회 지도자들은 유지재
단에 포함된 학교 재산들을 분리할 필요성을 인지하게 되었다. 이에 교단 지도자들은 
1959년 2월 5일에 개최된 연합회 행정위원회의의 결의를 통해서 재단법인 자동의숙
의 명의를 삼육학원으로 변경(결의번호 #59-44호)하고, 삼육신학원의 재산을 연합
회 유지재단으로부터 신설된 재단법인 삼육학원에 이관하기로 결의(#59-45)하였
다.2 이와 더불어 1961년에는 혁명정부가 들어서서 교육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각 재단법인의 이사장을 한국인 명의로 이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한국연합회 유지재
단과 재단법인 삼육학원의 이사장은 정동심 목사로 등록되었다.3

그리고 정부가 1963년 6월 26일에 제정한 “사립학교법”과 그 후 발표한 시행령에 
따라 학교법인 설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대학 이사회에서는 1964년 4월 13일에 
위의 시행령에 따라 학교법인을 조직하기로 결의(#64-136)하였다. 이 결의를 통해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설치되어 본교회가 경영하는 인가받은 모든 학교(23개교)가 학
교법인 아래서 운영하게 되었다. 한편 문교부는 법인 변경인가 신청을 받은 후 4월 
22일자로 재단법인 삼육학원을 학교법인 삼육학원으로 변경하려는 제안을 수락하고 
인가서(문고대 104.1-1632호)를 보냈다.4 이렇게 해서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대학을 
포함한 재림교회의 모든 교육기관의 운영주체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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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삼육실업초급대학의 시작
(1962~1966)

1961년에 4년제 대학으로 정식 인가를 받고 본격적인 대학 시대를 열었지만 5ㆍ16
군사혁명 정부는 “교육에 관한 임시특별법”을 제정하여 모든 교단의 신학대학들을 각
종학교인 신학교로 개편하였다. 이로 인해 삼육신학대학은 1년 후인 1962년에는 다시 
각종학교인 삼육신학교로 바뀌게 되었다. 물론 이런 조치는 제3공화국 수립과 더불어 
다시 환원되었음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1962년에 본교단의 고등교육이 4년제 대학으로 각종학교로 개편되었지만 그와 더
불어 혁명정부는 재단법인 삼육학원에 삼육실업초급대학의 병설을 허가해주었다. 이
로써 재림교회는 삼육실업초급대학이라는 새로운 고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
게 되었다.1

1. 삼육실업초급대학의 인가(1962)
삼육신학대학이 혁명정부의 “교육에 관한 임시특별법”에 의해 교단 신학교란 이유

로 각종학교인 신학교로 개편될 상황에 이르자 교회 지도자들은 1962년 1월에 실업
초급대학을 설치할 것을 의결하고 정부당국에 설립 허가를 신청하였다. 그 결과 그해 
2월 27일자로 문교부로부터 삼육실업초급대학 인가를 받았다.2 인가증 사본에 따르
면 인가받은 대학의 명칭은 삼육실업초급대학이며 수업연한은 2년제로 되어 있고, 설
치학과 및 학생정원은 농업과 80명, 가정과 80명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총 
160명 정원의 실업초급대학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실업초급대학의 인가를 받으면서 제출한 학칙에 따르면 본 대학의 설립 목적이 다
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본 대학은 대한민국의 교육정신과 그리스도교 정신에 입각하여 고상한 품성
과 강건한 체력과 건전한 지력을 함양하는 동시에 실업정신을 앙양하고 그 기
술을 연마하여 산업부흥과 자주경제 건설에 공헌할 수 있는 실천적 인재를 양
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3

위의 목적에는 삼육교육이 지향하는 기본이념과 더불어 학생들에게 실업정신을 고
취시켜주고, 나아가 국가의 산업부흥과 자주경제 건설에 공헌할 실업인을 양성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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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이 함유되어 있다. 이는 혁명정부와 제3공화국이 추구했던 조국근대화의 기치에
도 부합했다. 이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서 삼육실업초급대학에는 농업과와 가정과가 
개설되었다. 삼육학원이 운영하는 최초의 실업초급대학에 농업과와 가정과가 제일 처
음 개설된 것은 삼육교육이 추구하는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것과 무관하지 않았다. 
우선 농업과의 경우 당시 대학 지도자들은 엘렌 화잇의 권면을 통해서 농업과의 설치
를 추진하였다. 교회증언 6권에서 엘렌 화잇은 “농업 분야에 대한 연구(study in 
agricultural lines)가 우리 학교에서 주는 교육의 기초(A, B and C of the 
education given in our schools)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착수하여야 
할 으뜸가는 일인 것이다”라고 권면하였다.1 이 권면에 따라서 대학의 지도자들은 
실업초급대학에 최우선적으로 농업과를 신설하였다. 농업은 1차 산업으로서 모든 국
가가 근대화로 가는 첫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였기 때문에 농업기술의 발전을 위
해 실업초급대학에 농업과를 신설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매우 필요한 것이었다. 이
런 필요와 목적이 부합하여 삼육실업초급대학에 농업과가 신설되었다. 

이와 아울러 가정과도 신설되었는데 그 설립 취지에는 매우 중요한 실용적 이유와 
교육 이념적 요소들이 포함되었다. 초기 실업초급대학 설립에 주요 역할을 했던 임정
혁 교수는 재림교인들의 신앙 원칙대로 “식생활 철학과 의생활 원칙을 … 가르”치기 
위해서 가정과를 개설하였다고 설명하였다.2 삼육실업초급대학을 소개하면서 당시 
교무과장을 맡았던 김동기 목사도 여성들의 지식 교육 못지않게 “좋은 떡을 만들고
(밥을 짓고) 몸에 알 맞는 옷을 짓고 그 밖에 가사에 속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충분
히 이행”할 수 있도록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가정과가 설립되었다고 강조
하고 있다.3 가정과가 설립될 당시 삼육동에는 요리실습실, 재봉실습실 등을 갖추고 
있어 이미 다양한 가정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가정과는 농업과와 더불어 재림교
회의 실용적인 교육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과정으로 인식되어 실업초급대학의 첫 번
째 과정으로 개설된 것이다.

2. 교과과정

삼육실업초급대학 설립 당시의 농업과와 가정과의 교육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과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년 과정으로 개설된 대학의 졸업 요건은 총 80학
점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한 학기에 20학점에서 22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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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과목 학점 과목 학점

교양과목
성경 12 사회생활(법제) 2
국어 2 체육 2
영어 2 국사 2
화학 4 소계 26

전공필수

생물학 4 원예와 실습 5
생물실습 2 토목과 실습 2
*토양비료 4 보통작물과 실습 3
사료작물 2 과수재배와 실습 5
농촌위생 2 육종 2
*농장경영 4 농업과 실습 2
*농작물 판매 2 가금 3
*가축 6 소계 48

선택과목

목공 2 양잠 1
양봉 1 보통작물과 실습 2
토목 4 공예작물 3
양어 1 가금 2
화훼 2 소계 22
임업 4 총계 82

※ 22학점 중 14학점 선택. *표한 과목은 실습이 병행되는 과목이며 실습 2.5시간은 
강의 1시간과 같이 다룬다.

구분 과목 학점 과목 학점

교양과목
성경 12 사회생활(법제) 2
국어 2 체육 2
영어 2
가정과 과학 4 소계 24

전공필수

한식 조리법과 실습 2 영양원론 2
양식 조리법과 실습 4 식의법과 실습 1
중국식 조리법과 실습 1 식품가공과 실습 2
건강식 조리법과 실습 1 양재법 6
결혼과 가족관계 3 *가정관리법 2
가정경제 1 *인간성장발달 4
*수예 2 *한재법 2

다. 모든 과정을 이수하여 졸업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삼육실업초급대학장 명의의 졸
업장을 받았다. 교과과정은 이론과 실습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일반적으로 실습 2.5
시간을 강의 1시간과 동일하게 취급하였다. 초창기 삼육실업초급대학의 교과과정표는 
다음과 같다.

[표 38] 교과과정표(농업과)

[표 39] 교과과정표(가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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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론 1 피복 재료학 1
*가정간호와 위생 2 착념법과 실습 1

소계 38

선택과목

타자 8 자연과학개론 4
화학 2 복식사 1
농촌사회학 2 작문 2
주거학 1 이야기법 1
공예 2 음악 4
양재 2 실용미술 2
원예 2 그리스도인교육 2
영어 2
성경 4 총계 82

※ 선택과목 41학점 중 20학점 선택. *표한 과목은 실습이 다르는 과목이며 실습 2.5
시간은 강의 1시간과 같이 다룬다.

위의 교과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실습장소와 실습기자재들이 
필요하였다. 무엇보다도 삼육동에는 우수한 농장이 있어 농업과 실습을 위해서는 최
적의 조건이었다. 사실 농업과가 설립된 이유 중의 하나로 삼육동의 우수한 농장시설
을 둘러본 문교부 당국자들의 농과 신설에 대한 추천이 있었음을 감안할 때 농장시설
은 우수한 실습장이 되었다.1 농장 이외에도 과수원, 목장, 양잠, 양봉, 양어 등의 
시설을 갖춤으로써 농업과의 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었다.

한편 가정과를 위해서도 “15대의 재봉틀, 수십 대의 타자기, 4개의 대형 요리대와 
스토브" 등 실습교육을 위한 기자재들을 확보하여 양질의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였
으며, 식당제과부를 통해서 제빵제과 실습도 가능하였다.2 이런 다양한 실습장소 및 
실습기자재는 위의 교과과정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 주어 전문인 양성에 큰 
도움이 되었다.

3. 교수 요원의 보강

삼육실업초급대학에 농업과와 가정과를 신설하게 됨에 따라 교수요원의 충원이 불
가피했다. 1963년도에 발간된 삼육신학교와 삼육실업초급대학의 교직원 명단을 살펴
보면 이 시기에 농업과와 가정과의 강사들이 여러 명 임명된 것을 알 수 있다. 농업
과에는 기존의 신승욱 선생(담당과목: 축산), 이재명 선생(실업), 헤일리 선생(농업) 
이 외에도 김응용 교수(과수학), 주한승 선생(농업), 임운억 선생(생물학) 등이 대우교
수 및 강사로 임명되었고, 가정과에는 임정혁 교수(가정) 외에 김인숙 선생(가정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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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 졸업일 학과 졸업생 계
제1회 1963.12.22 가정과 김선희 외 15명 30농업과 김광소 외 15명
제2회 1965.01.10 가정과 김부미 외  7명 17농업과 김영제 외 10명
제3회 1965.12.26 가정과 임선자 외 21명 30농업과 기영송 외  9명
제4회 1966.12.25 가정과 강영일 외 16명 25농업과 김성섭 외  9명
제5회 1967.12.24 가정과 김남순 외 16명 40농업과 구권자 외 24명

총계 142

강사로 임명되었다. 아울러 이진석 선생(화학, 체육), 임병의 목사(경제학), 조돈하 
선생(국어, 국사), 채수석 선생(체육)이 교양과목을 담당하게 될 강사로 임명되었다.1

4. 삼육실업초급대학의 졸업식

삼육실업초급대학은 전문적 기술을 가진 직업인들을 양성하기 위한 2년제 과정이
었기 때문에 개교 이듬해인 1963년 12월부터 첫 졸업생을 배출해 내었다. 이후 
1966년 농업과와 가정과를 4년제 과정으로 통합하기 위해서 학교를 폐지할 때까지 
매년 졸업생들을 배출하였다. 그 동안 개교 초기부터 5년간 배출한 졸업생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2

[표 40] 삼육실업초급대학 졸업생 상황

삼육실업초급대학 설립 당시의 입학 정원은 농업과 80명, 가정과 80명으로 인가받
았지만 입학생 수는 정원에 미치지 못했다. 개교 2년차 때부터 배출된 졸업생들의 숫
자를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졸업 첫 해에 30명이 졸업했으며, 대학이 폐지되고 
마지막 입학생까지 졸업하는 5년 동안 총 142명이 과정을 마치고 졸업생 명단에 포
함되었다. 이처럼 비록 학생 수는 정원에 크게 미치지 못했지만 짧은 기간 동안에 삼
육실업초급대학은 전문 직업인들을 양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 했다.

본 대학의 졸업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교회와 사회에 전문지도자나 관련분야의 실무 
책임자, 혹은 자급전도인으로 봉사하게 되었다.3 농업과와 가정과는 실제적인 분야에
서 일할 수 있는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매우 요긴한 과정이었다. 특별히 이 두 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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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림교회의 직업철학에 부합하는 전문영역이었다. 농업과는 당시 농업인구가 전체 인
구의 70% 이상을 차지하던 한국사회 뿐만 아니라 교인들의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
던 사람들임을 감안할 때 매우 중요한 전문직업과정이 되었다. 당시 농업과를 지도하
던 교사들은 이러한 시의성을 적절하게 분석하고 전문적 자영농업자를 배출함으로써 
자급사역의 길을 열고자 하는 사명을 가지고 교육과정을 지도하였다.1 가정과 역시 
재림교회가 지향하는 가족중심주의를 구현하고, 교회 내의 가정전문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교육과정이었다. 이 과정을 마친 사람들은 재림교회가 추구하던 
전문적인 가정회복 운동을 이끄는 전문직업인으로서 조국 근대화를 위해 실질적으로 
이바지했다. 이런 관점에서 삼육실업초급대학의 교육과정은 재림교회 내의 청년들을 
전문직업인으로 양성하는 적절한 과정이 되었다.

5. 삼육실업초급대학 폐지(1966)

전문 직업인 교육을 통한 자급사역자의 양성 등의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삼육실업
초급대학은 5회 졸업생을 배출한 후 1966년 12월 30일부로 폐지되었다. 본 초급대학
이 폐지된 이유는 실업초급대학 과정으로 운영하던 농업과와 가정과를 “4년제 대학에 
통합”하기 위함이었다.2 당시 대학 운영자들은 전문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해 시작된 
농업과와 가정과의 교육과정이 너무 짧아서 전문가를 배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고 4년제 승격을 모색하고 있었다. 주한승 선생은 교회지남에 게재된 
한 기고문을 통해서 삼육실업초급대학 운영의 목표를 밝힌 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해서는 현재의 2개년이라는 세월은 너무 짧아서 4년제로 승격시키기 위해 학장 
이하 모든 직원들이 기도하며 힘쓰고 있”다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다.3

이사회는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여 1966년 3월 1일에 초급대학을 정규대학으로 통
합시키면서 학과를 증설하기로 결의하고 문교부에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1966년 12
월 21일자로 문교부에 신청한 인가 사항은 삼육실업초급대학의 폐지, 농업학과와 가
정교육학과 등의 증설 및 정원 조정, 삼육신학대학을 삼육대학으로의 명칭변경 등이
었다.4 이 신청서류들은 1966년 12월 30일부로 문교부의 인가를 받게 되어 1967년 
3월1일부로 시행하게 되었다. 이로써 삼육실업초급대학의 농업과와 가정과는 대학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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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제 과정으로 승격되어 대학으로 편입되었고, 삼육신학대학이란 명칭도 삼육대학으
로 바뀌어 운영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시작된 삼육대학 시대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삼육실업초급대학이 운영되던 시기에 삼육신학원이 4년제 대학인 삼육신학대학
으로 재인가를 받은 후의 역사인 삼육신학대학 시대의 역사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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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삼육신학대학 시대
(1964~1966)

1961년 4년제 정규대학인 삼육신학대학으로 승격했던 본 대학이 혁명정부에 의해
서 모든 교단의 신학교와 더불어 각종학교인 삼육신학교로 변경되었던 상황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1963년에 제3공화국을 수립한 혁명정부는 이듬해인 1964년 1월에 
다시 삼육신학대학 설립을 인가함으로써 짧지만 의미 있는 삼육신학대학 시대를 다시 
열었다. 학교 운영자들은 본 대학이 신학교로 개편된 지 1년 후인 1963년 6월 5일에 
삼육신학대학 설립 인가를 재신청하였고, 이것이 신정부에 의해서 수락되면서 1964년 
3월 1일부로 삼육신학대학을 신학과 200명 정원(학년 당 50명)으로 다시 승격된 것
이었다.1

본 대학이 삼육신학대학이란 명칭을 가지고 본격적인 교육 사업을 추진한 것은 불
과 몇 년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이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 본 대학은 대학의 
체제를 완전하게 구축하고 명실상부한 대학으로 확장 도약하기 위한 나머지 요소들을 
준비하게 된다. 이 일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운영자
들은 열정적인 노력과 헌신으로 여러 장애요인들을 해결하고 삼육신학대학의 발전을 
이끌어 내었다.

이 시기에 삼육신학대학의 운영자들이 극복해야 했던 가장 힘든 과제는 무엇보다도 
재정적인 문제와 전문 교수인력 확충이었다. 1964년 당시에 학감이었던 이기돈 교수
는 이 시기에 대학이 겪었던 이 두 가지 문제로 학교운영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전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가정, 기숙사, 교실, 강당, 또 오얏봉과 뒷동
산 등등 삼육동 구석구석”에서 기도함으로써 그 위기들을 극복했다고 회고하고 있
다.2 이제 이 장에서는 삼육대학으로 가는 과정에서 대학의 체제 구축을 위한 마지
막 요건들을 준비한 삼육신학대학의 시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신학대학 인가의 의의

삼육신학대학이 정부로부터 4년제 대학으로 정식 인가를 받은 것은 삼육교육의 역
사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무엇보다도 교단의 신학을 가르쳐 사역자와 교사를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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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는 신학교를 정규 4년제 대학인 신학대학으로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고등교육에 
대한 교단의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당시 교단 안에는 정부의 인가를 
받고 신학교를 운영하려는 입장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에 
당시 삼육신학대학의 총무였던 임병의 목사는 대학의 인가를 받게 된 경의를 설명하
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데 정부의 인가나 자격증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
지만 세상의 기관들보다 높은 수준과 지위를 차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정규 신학대학으로 인가를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하였다.1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이 시기에 한국에서 운영되는 대부분의 신학교들이 신학대학
으로 정식 인가를 받고 운영하였다. 서울신학대학과 감리교신학대학은 1959년에, 대
한예수교장로회신학대학은 삼육신학대학과 같은 1961년에 정규 4년제 대학으로 인가
를 받았다. 그러나 이 신학대학들은 1962년 혁명정부에 의해서 일제히 각종학교인 
신학교로 개편되었다. 당시 정부는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의과대학도 6년간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인간의 심령을 치료하는 신학교 역시 6년 과정을 마쳐야만 신학사의 학
위를 수요할 수 있다는 논리로 신학대학들을 각종학교인 신학교로 개편하였다.2 그
러나 이런 입장은 2년 후에 곧바로 수정되어, 대부분의 신학교들은 다시 정규 4년제 
대학인 신학대학으로 개편되었다. 

이로써 다른 신학대학들과 마찬가지로 삼육신학대학은 4년제 과정으로 신학사 학
위를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교육공무원법에 입각하여 고등학교 준교사 
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대학의 인가로 인해 학생들이 학위를 받게 
됨에 따라 교회 중고등학교의 교사 문제가 해결되었고 나아가 졸업생들은 다른 대학
으로의 편입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들은 학교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기본요소들이었다. 대학의 지도자들이 학교의 정부 인가 신청에 대한 일부의 부정적
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정식 인가를 신청한 것은 바로 이런 의의가 있었기 때문이었
다.

특별히 삼육신학대학의 정규대학 인가는 아시아권의 재림교회 대학에서는 상당히 
앞선 것이었다. 당시 일본과 대만에 있던 재림교회 대학들도 정부의 인가를 받기 위
해서 노력했지만 아직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삼육신학대학은 충분
한 시설과 교수진들을 확보함으로써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당시 삼육신학대학
의 교수진과 학교시설 등 전체적인 교육환경이 원동지회 안에 있는 모든 대학들 가운
데 2~3위권에 속할 정도로 삼육신학대학은 대학으로서의 교육체제를 확립하게 되었
다.3 학교인가와 더불어 대학은 단순한 신학대학을 넘어서 음악과, 상과, 영문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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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증설하여 재림청년들을 포함해 한국의 청년들에게 더 많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자 하는 것이 인가받은 당시의 대학 운영자들의 목표였다. 이런 목표는 1966년 
삼육신학대학 명칭을 삼육대학으로 바꾸면서 학교를 신학대학을 넘어서 일반 대학으
로 발전시키고자 했던 지도자들의 계획 속에서 더욱 더 구체화된다.1

2. 첫 신학사들의 배출(1965)

1965년 1월 10일은 삼육대학교의 100년 역사에서 주목할 만한 해였다. 이 날 삼
육신학대학 제1회(신학 24회) 졸업식이 초급대학 2회 졸업식과 함께 거행되었기 때
문이었다. 삼육신학대학은 1961년 2월에 4년제 대학으로 인가를 받고 학생들을 모집
해 그해 3월 1일부로 대학과정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혁명정부의 등장과 대학의 신학
교로의 변경 등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1964년에 다시 4년제 대학 인가를 받게 됨에 
따라 지난 4년 동안 정상적으로 신학교육을 받은 학생들에게 정식 신학사의 학위를 
수여하는 역사적인 첫 졸업식(학위수여식)을 거행하게 된 것이었다. 이로써 1919년 
이래 신학교육을 시작한지 47년 만에 첫 학사학위 취득자 50명을 배출하게 되었다.2

이들은 학칙이 규정한 학위 또는 졸업 요건을 완전히 충족시키고 당당하게 문학사
(B.A.) 학위를 취득하게 되었다. 학칙에는 “장래 목회사업 방면이나 교육사업 방면에 
종사하고자 하는 학생이 문학사 학위를 얻기 위하여서나 4년 졸업을 위하여서는 다음
과 같은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

① 164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전공과목 중 지정 과목에 C 이상의 성적과 평균성적 점수 1.00 이상 요구된다.
③ 청년선교회 향상급 최고등급을 마쳐야 한다.
④ 2기 이상 안식일학교(영아, 유치, 유년, 소년, 장년반 포함)를 지도하여야 한다.
⑤ 졸업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⑥ 전공과목에 대한 논문이 통과되어야 한다. 논문심사에는 면접 질문이 따른다.
⑦ 신학부 전공자는 150시간 이상의 문서전도 경험을 가져야 한다. 단 여학생은 

150시간 이상의 그리스도인 봉사 경험을 가져야 한다. 교육부 전공자는 150시간의 부
락 교화사업에 봉사하여야 한다.

⑧ 연합회 목회 방면에 나갈 학생에 대하여서는 재학 중 400시간의 문서전도를 하
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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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에 학위를 취득한 50명의 신학생들은 이 모든 졸업요건을 충족시키고 영광
의 졸업식에 참여하게 되었다. 특별히 이들은 교과과정은 물론이고 졸업시험과 논문
까지도 정식으로 통과하여 학위를 취득하였다. 졸업생들은 거의 대부분 전공에 따라
서 목회 전공자들은 목회자로, 교육 전공자들은 교육자로서 사역을 시작하였다.

3. 클라임스 박사 제2대 학장에 취임

삼육신학대학의 4년제 인가를 확립하고 초대 학장에 취임했던 짓코스키 목사는 
1964년 2월 2일부터 9일까지 회기동 본부예배당에서 개최된 제21회 연합회 총회에
서 청소년부장에 임명되었다.1 그는 원래 미국의 체사픽 합회와 포토맥 합회에서 교
육부장 및 청소년부장 등을 역임한 교육사업과 청소년사업 전문가였다. 이런 경력 때
문에 1960년 4월에 한국 삼육신학원장으로 임명을 받아 내한한 짓코스키 목사는 정
규 신학대학 인가를 받기까지 교육사업을 위해 헌신하던 중 새롭게 청소년부장으로 
임명된 것이다. 하지만 당시 결의에서는 후임학장을 선임하지 못했기 때문에 짓코스
키 목사는 청소년부장과 삼육신학대학 학장직을 1년간 겸임하였다. 그 후 이사회는 
짓코스키 목사의 후임으로 클라임스(Rudolf E. Klimes, 具仁書) 박사를 삼육신학대학 
학장으로 임명하였다. 이렇게 해서 1965년 1월 18일에 제2대 학장으로 클라임스 박
사가 취임하였다.2

클라임스 박사는 1932년 1월 9일에 체코슬로바키아(Czechoslovakia)의 스테른베르
크(Sternberk)에서 태어났다. 3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그는 5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Jan Klimes)의 양육을 받고 성장했다. 당시 체코슬로바키아는 정치적으로 독
일과 러시아의 점령을 받으면서 매우 불안한 상황 속에 있었다. 독일 점령 아래서 클
라임스 박사의 부친은 지하운동을 하다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1948년 캐나다로 가족들을 데리고 탈출하게 된다. 부친과 함께 공산권에서 자유 진
영으로 망명한 가족의 전력은 한국에서의 선교사 사역에 큰 도움이 되었다. 혁명을 
통해 수립된 제3공화국은 반공을 국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삼육신학대학장인 클라
임스 박사가 동구권에서 망명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주목해 청와대에 초청하는 등 특
별한 대우를 해주었다.3 이로 인해 클라임스 박사는 학장 시절 박정희 대통령을 예
방하기도 했다.

아버지를 따라 캐나다에 정착한 클라임스 박사는 1955년 벤쿠버에서 애나 호멘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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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a Homenchuk)과 결혼한 후 왈라왈라 대학교(Walla Walla College)에서 학사학
위와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 후에 싱가포르에 있던 원동지회 고등학교의 교사, 동남아
시아 유니언 대학교의 교수, 태국의 방콕 고등학교 교장 등으로 봉사한 후, 1959년 
인도네시아 삼육대학에서 교수로 일하던 중 한국연합회로 발령을 받고 그해 9월 18
일 내한하였다.1 한국에서 그가 맡은 첫 번째 직임은 교육부장과 청소년부장이었다. 
한국연합회는 1959년 12월 18일부터 24일까지 서울 본부교회에서 개최된 제19회 연
합회 총회에서 클라임스 선교사를 교육부장 등에 선임하였기 때문이었다.2 그 때로
부터 수년간 한국연합회에서 교육부장과 청소년부장을 역임하던 그는 1963년에 안식
년 차 미국에 들어가서 박사학위 과정을 밟았고, 결국 1965년에 인디애나 대학교
(Indiana University)에서 교육행정학박사(Ph.D.) 학위를 취득하였다.3

학위 취득 후 삼육신학대학 학장에 임명을 받은 클라임스 박사는 1965년 1월 18
일 삼육대학교 최초의 박사 학장으로 부임해서 대학의 체제를 마무리 짓는 데 큰 역
할을 하였다. 특별히 클라임스 박사가 대학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삼육신학대학과 다른 
대학들 및 정부 관련기관들과 교류의 문을 활짝 열어 놓은 것이다. 클라임스 박사는 
가까이에 있는 육군사관학교 및 서울여자대학과의 교류는 물론이고 정부의 총리 및 
장관들도 삼육동에 초청해 만찬을 나누는 등 광범위한 교류를 추진하였다. 그의 교류 
확대로 당시 국무총리였던 정일권 총리의 기념식수와 대통령 친필 휘호 등의 기념물
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다. 아울러 클라임스 박사는 전국 신학대학협의회 창립총회의 
회원 대학으로 본대학도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데 있어서 공헌을 하였다.4

이 외에도 대학의 재정을 흑자로 전환시키고, 삼육신학대학을 삼육대학으로 개명하
고 학과를 증설하는 등 대학의 내적 발전과 외적 영향력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
런 교육사업에 대한 헌신적 공로가 인정되어 클라임스 박사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부
터 1969년에 국민훈장인 동백장(冬栢章)을 받았다.5

4. 활발한 대내외적 활동

삼육신학대학과 삼육실업초급대학이 운영되면서 학교의 대내외적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특별히 클라임스 박사가 학장에 취임하면서 다양한 대외 활동들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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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물론 이런 대외 활동을 통한 대학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클라임스 
박사 이전부터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삼육신학대학이 정규 대학으로 승격됨으로써 본
격적인 대내외 교류 활동의 일환으로 대외활동이 강화된 것이다. 특별히 클라임스 박
사는 이런 점에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여러 활동들을 전개함으로써 삼육신학대학의 
대내외적 이미지를 구축하고 대학의 역량을 강화시켰다.

1) 학생들의 활동
학생들의 활발한 활동은 삼육신학대학이 인가를 받고 학생회가 조직되면서 더 조직

화되었음은 이미 전 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1964년 들어서 학생회 활동은 더욱 더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고 학생들의 의식 향상과 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 하였다. 1965
년 학생회장단부터는 부회장에 대학생 1명, 초급대학생 1명을 두고, 신문사 편집인을 
신설하여 활자로 된 삼육주보를 발해하는 등 발전된 활동 모습을 보여 주었다. 아울
러 대의원회도 구성되어 학생들의 활동을 위한 예산의 심사 및 결산 등을 주관하는 
등 학생 자치활동의 체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시작했다.

한편 1965년 3월 19일에는 교회행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학생지구대회
가 창설되기도 했다. 학생지구대회란 학교 주변에 있는 9교회와 20여 개의 분교 안
식일학교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일선에서의 교회행정 사역을 미리 실습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창설된 조직이었다. 이 조직의 초대 회장으로는 신계훈(대 4) 학
생이 선출되었다.

이 시기의 학생들의 활동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학생회 주최로 재림교회의 미
래를 진단하는 특별 좌담회를 개최한 것이다. 1964년 11월 7일에 학생회관에서 오만
규 학생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좌담회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한국 교회의 진상
과 내일에 이 땅의 주추가 될 신학도의 바른 자세”란 제목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1964년 당시에 한국 재림교회의 당면과제를 교회 지도자 대표들과 학생 대표들이 진
지하게 논의함으로써 신학도들이 가져야 할 시대적 정신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개
최되었다. 당시 좌담회의 토론자로 참석한 교회지도자들은 조병서, 오근석, 이윤희, 
김재신, 임홍순, 김종화, 오재윤 목사였고, 학생 대표들은 송시호, 신현철, 안금영, 
임춘택, 오만규, 심태섭, 오강남이었다.1

1964년에 재림교회 내부에서는 구호품 보급과 관련해 신자들의 영적 수준 하락을 
포함해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교회 내부에서 논쟁이 첨예
하게 발생하자 학생들은 그 문제를 좌담회의 주제로 삼아 교회의 미래를 전망하고자 
했다. 이런 시도는 당시의 신학생들이 살아 있는 시대정신을 가지고 미래를 전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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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었다.

2) 다양한 초청강연회 개최
대학의 체제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 정규 대학 인가, 제도와 시설의 확립, 안정된 

학생수의 확보 등과 더불어 학문의 질적 향상도 중요한 과제였다. 이 과제를 완성하
기 위해서 지도자들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학자들을 초청해 통찰력 있는 강의를 듣는 
시간들을 마련하기도 했다. 당시 초청강연회의 성격은 대부분 신학적인 깊이나 학문
적인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기 때문에 주로 채플시간이나 특별한 
집회시간을 할애하여 진행되었다. 강연회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다.1

1964년 5월 23일에는 절제부에서 주최한 초청강연회가 진행되었다. 오후 7시 30분
에 강당에서 진행된 이 강연회의 강사는 연세대 철학과 김형석 교수였다. 그는 “현대
에 처한 기독교인의 신앙과 절제”란 제목의 강연을 통해 학생들에게 기독교 신앙과 
절제생활이 현대 사회인들에게 희망적인 인생관과 봉사정신을 갖게 해 준다는 사실을 
철학적 통찰력으로 제시해 주었다.

같은 해 12월 5일 밤에는 연세대 신과대학 민경배 교수를 초청해 “프로테스탄트와 
로마 가톨릭의 대화”란 제목의 강연회가 개최되었다. 이 강연은 종교개혁 이후 대립
하고 있는 프로테스탄트와 로마 가톨릭교회가 대화를 통해 화해를 모색할 수 있는 지
에 대한 교회사적 통찰력을 제공해 주는 강연회였다. 이 강연회는 가톨릭의 예언적 
역할을 잘 알고 있던 재림교회 신학생들에게 저들의 역사적 상황들을 현대신학적으로 
재해석해보도록 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1965년 4월 21일 오전 채플시간(8:30)에는 한신대 이장식 교수를 초청해 강의를 
들었다. 이장식 교수는 “개혁파 교회 신앙고백의 역사와 성격”이란 주제의 강연을 통
해 장로교회가 분리될 수밖에 없었던 신학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다.

이런 일련의 강연회가 삼육신학대학에서 개최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무엇보다도 강연회의 내용이 재림교회의 신학적 스펙트럼을 넘어서는 내용들
로 구성되었다는 것이다. 김형석 교수의 강의는 근대사회 이후 신학과 철학이 미묘한 
대립관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학생들에게 일반철학자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해 주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민경배 교수와 이장식 교수의 강
의는 모두 재림교회의 신학적 스펙트럼을 넘어서는 종교간 대화나 자유주의 신학을 
주제로 하고 있었다. 이런 주제들이 선택된 이유는 삼육신학대학 학생들로 하여금 보
다 더 높은 수준의 학문적 이해를 토대로 해서 재림교회 신학을 확립하도록 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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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적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상반된 학문적 스펙트럼을 가진 학자들을 
초청하여 강의를 듣게 함으로써 대학을 학문의 장으로서 만들어가려는 노력은 대학 
발전의 또 한 요인이 되었다.

초청 강연은 주로 채플시간이나 저녁 예배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는 그러한 
시간들이 종교교육을 통한 교육이념 구현을 위해 만들어진 시간들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미 설명한 것처럼 본 대학은 의명학교 시절부터 교육이념의 핵심인 기독교교육 이
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채플과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삼육신학대학 시대에 발
간된 학교 안내에 따르면 “모든 학생은 매주 4회의 채플 지도반 및 기도반에 참석하”
도록 되어 있으며, 한 학기에 “5회 이상 결석한 자는 제적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
어 있다.1 채플시간은 주로 오전 학과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진행되었는데, 이 시간
들을 이용해 다양한 신앙교육이 진행되었다. 초청강연회는 이런 시간들을 활용하였는
바, 이는 채플을 통한 종교적 교양교육을 강화하고자 하는 계획의 일환이었기 때문이
었다.

3) 전국신학대학협의회 가입(1965)
클라임스 박사의 업적을 설명하면서 다양한 섭외 활동을 강화한 것과 그 일환으로 

삼육신학대학이 전국신학대학협의회의 창립 멤버로 참여하게 된 것에 대해 언급하였
다. 전국에 산재해 신학교육의 요람으로 신학교육을 실시하고 있던 신학대학들은 
1965년 5월에 대한기독교서회 회의실에 모여 전국신학대학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하
게 되었다. 이 창립총회에는 전국 9개 신학대학의 대표들이 참가하여 진행되었다. 여
기에 삼육신학대학도 참여하였다.

그러나 당시 몇몇 신학대학들에서는 삼육신학대학의 참여를 반대하였다. 삼육신학
대학은 한국 기독교계에서 이단으로 지목받고 있는 교단이 운영하는 학교이기 때문이
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클라임스 박사는 당시 한신대학의 김정준 학장, 이장식 박사 
등과 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몇몇 분들의 적극적인 찬성으로 협
의회에 무난히 가입하게 되었다.2

삼육신학대학이 전국신학대학협의회에 창립멤버로서 가입하게 되었다는 것은 한국 
기독교적 배경에서 볼 때 의미 있는 일이었다. 우선 재림교회가 신학적으로 다른 기
독교단과 교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다. 이는 재림교회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도 한국 기독교 사회의 신학적 의제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



307

다. 특별히 이단 시비에 있어서 보수적인 한국 기독교계에서 이단적 평가를 받고 있
는 상황에서 신학적인 참여가 가능해 짐에 따라 다양한 학문적 교류를 통해 우리의 
신학적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었다. 삼
육신학대학이 전국신학대학협의회에서 활동하게 됨으로써 한국 기독교계의 주도적인 
신학자들이 재림교회를 동등한 입장에서 우호적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다.1

4) 일본 삼육학원대학과의 자매결연(1966)
아시아권에서 재림교회의 삼육교육이념을 가지고 고등교육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은 

여러 나라에 있었다. 원동지회 내에서도 중국, 일본, 대만, 필리핀 등 여러 지역에서 
고등교육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외국 내 재림교회 대학들과 실질적인 
교류는 그리 많지 않았다. 삼육신학대학에 소속된 선생들이 학위를 받기 위해 필리핀 
대학 및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예가 대표적인 교류 형태였다.

이런 상황을 인식한 클라임스 박사는 1966년 10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일본 
문교당국의 주선으로 동경과 동경 근교에 있는 다섯 개의 주요 대학들을 시찰하는 기
회에 일본 삼육학원대학(Japan Missionary College)에 들려 자매결연을 체결을 협의
하였다.2 클라임스 박사가 시찰한 학교는 동경대학 농업대학과 도쿄 농업대학, 여자
대학 등 동경 주변에 있던 주요 대학들 중에 농업관련 대학들이었다. 그는 삼육신학
대학의 학교 운영 및 교육 프로그램에 필요한 내용들을 연구할 목적으로 특별한 기회
를 이용해 일본 시찰에 나섰던 것이었다.

하지만 이 기회에 일본 삼육학원대학도 둘러보게 되었다. 클라임스 박사는 일본 삼
육학원대학장 야마가다(山形後夫) 박사로부터 자매결연 제안을 받고 구체적인 내용들
을 협의한 후 한국에 돌아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정식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하였다. 
자매결연 체결에 포함된 내용들로는 교수교환 계획(여름방학 또는 1학기), 교환강의
(학술적인 것, 기도주간 등), 도서교환(자료교환, 교수안, 도서 등), 출판물 교환(학교
신문, 학교안내, 교지, 학술기사), 연구시찰 여행, 학습 재료 습득의 상호협조, 학생교
환 계획, 실업교육의 강조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3

자매결연 협의 내용에는 비용 부담 문제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여비는 보내는 학교 
측에서 부담하고, 접대비 및 체재비는 받는 학교 측에서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자매결연을 체결한 후 그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1967년 9월 24일부터 1주일간 일본 
삼육학원대학장 야마가다 박사를 초청하여 추계 기도주일을 진행하였다. 야마가다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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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란 주제로 학생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여 은혜를 나누
었을 뿐만 아니라 자매결연으로 인한 하나의 결실을 맺기도 했다.1

5) 교수들의 해외유학 및 연구 활동
대학의 직접적인 대외 활동은 아니지만 대학에 소속된 교수들이 연구를 위해 외국

으로 공부하러 가는 연구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삼육대학교 역사에서 본격적인 
해외유학의 문을 연 첫 번째 인물은 이기돈 교수였다. 이기돈 교수는 1955년에 자비
로 미국 유학길에 올라 네브라스카 유니언 대학교에서 교육학 학사학위와 1959년에 
포토맥 대학교에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961년에 귀국하여 삼육신학대학의 
교수로 봉직했다.2 이기돈 교수에 이어 송권 교수도 1955년에 도미하여 퍼시픽 유니
언 대학교에서 자비로 신학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1960년에는 앤드루스 대학교에서 
신학석사 학위를 시작하여 1962년에 학위를 취득하였다. 학위를 마친 송권 교수는 
1963년에 귀국하여 삼육신학대학의 강사로 성경과 성서원어 등을 강의하기 시작하였
다.3

삼육신학대학이 정식으로 4년제 인가를 받고 본격적인 대학 체제로 운영되기 시작
하던 1964년부터 교수들의 해외유학은 더 활발해졌다. 존스턴 교수는 1964년 7월 2
일에 안식년을 맞이하여 가족들과 더불어 미국으로 돌아가 앤드루스 대학교에서 신학
사(B.D.)학위를 공부하였다. 그는 1953년에 퍼시픽 유니언 대학교(Pacific Union 
College)에서 문학사(B.A.), 1955년에는 앤드루스 대학교에서 문학석사(M.A.) 학위
를 취득한 후 1958년에 한국에 선교사로 부임해서 삼육동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왔다. 
학생들을 가르치던 중에 안식년을 맞이해 못다 한 신학사(B.D.)과정을 공부하여 학위
를 받은 후 1965년 3월 7일 다시 가족과 함께 삼육신학대학으로 돌아왔다.4

역사와 영어 등을 주로 가르치던 이영린 교수도 1964년 8월 20일 국비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영국의 레딩대학교(Reading University)로 연구차 떠났다. 이영린 교수는 
1958년에도 필리핀 마닐라에 있던 필리핀 대학교의 초청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동 대
학원에서 역사학 및 사회학을 전공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삼육동으로 돌아와서
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1961년에 철학석사 학위를 이수하여 삼육신학대학의 부교
수로 봉직하고 있었다. 그는 레딩대학교에서 1년간의 연구를 마치고 1965년 7월 2일
에 귀국하였다. 그 후 3년간 삼육신학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던 이영린 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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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8월 21일에 다시 로마린다 대학에 교환교수로 파송되었다.1
한 편 조병서 교수와 오재윤 강사도 1965년에 앤드루스 대학교로 자비 유학길에 

올랐다.2 삼육신학원 시대에서도 이미 다룬 것처럼 조병서 교수는 1957년에 필리핀 
유니언 대학교로 유학길에 올라 “종교와 역사”를 전공한 후 귀국하여 초대 신학과장
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오재윤 강사도 1965년 1월말 앤드루스로 유학을 떠났다.3 이
처럼 교수들의 해외유학 및 연구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 외에도 대학의 대외적 활동 및 홍보와 관련해 고위 정치인들이 본 대학을 방문
한 일들이 이 시기에 있었다. 우선 1966년 6월 8일에는 정일권 국무총리가 본교를 
방문했는데 정 총리는 방문 기념으로 본관 앞에 “기념식수”를 하고 학교의 교육이념
을 높이 평가하였다. 아울러 그해 7월 1일에는 권오병 문교부 장관이 또 본교를 방문
하여 교직원들과 학생들을 격려해주기도 했다. 이들 외에도 1950년대 후반에 전국 
각지에서 많은 교육자들이 본 대학의 교육시설을 관람하던 상황이 1960년대 중반 이
후에도 계속 이어졌다. 1966년 4월 8일에는 춘천 사범대학 학생 560명과 교직원 20
명이 삼육신학대학을 방문하였고, 14일에는 “유솜”(USOM)의 직업교육 고문관으로 
있던 라일 펨퍼(Lyle B. Pemper) 박사와 박대현 박사가 본 대학을 방문하여 농업 분
야의 발전과정을 관람하고 큰 인상을 받고 돌아갔다.4

5. 학교부지 소송사건(1961-1969)

삼육대학의 교육사업이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몇 가지 어려운 점들도 있었다. 그 중
에서도 학교부지 소유권과 관련된 소송문제는 행정자들에게 여러 고통을 안겨준 사건
이 되었다. 학교 부지 마련을 위해 교단 지도부와 학교 운영자들이 얼마나 노력을 많
이 했는지는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그런 노력을 통해서 1948년에 구황실의 땅 20
여 만 평을 구입하여 삼육동의 시대를 열었다. 그렇게 해서 1961년에 정식 대학 인가
를 받기까지 삼육동의 교육사업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대학 인가를 받았던 그 해에 이 소송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시 이왕직 관리
국의 직원이 경질되면서 황실 소유의 재산이 개인에게 매매된 것에 대한 의혹이 제기
되었고, 이는 결국 매매에 대한 원인무효 소송으로 번졌다. 이왕직 관리국에서는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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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능지를 개인에게 매도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원인무효 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이 소송은 8년간 5번에 걸친 재판 과정이 지속되었으며, 1969년에 가서야 
최종적으로 결론이 내려질 만큼 힘든 법정 투쟁이 되었다. 소송이 발생되자 재단에서
는 이학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소송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1차 서울지방법원
에서 패소하였다. 이에 법인은 다시 고등법원에 항소하여 결국 승소하였다.

이 사건의 경위는 1970년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서울삼육중고등학교 강당에서 
진행된 한국연합회 제24회 총회 시에 재단 보고에서 대략적으로 보고되었다.1 이왕
직 관리국은 몇 가지 이유를 근거로 왕의 능지를 개인이나 사적 법인에게 매도할 이
유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기본적으로 왕릉지를 팔 이유가 없다는 것이 첫째 이유였다. 
그러나 왕릉의 부지가 이미 경희대학과 외국어대학에 매도한 사실이 있어 그 이유는 
명분이 없었다. 둘째 이유는 왕실의 규정에 따르면 왕릉의 홍살문 울타리 경계에서 
100m 이내는 매매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삼육대학의 부지는 그 
경계로부터 200m 이상 떨어져 있다는 것이 확인됨으로써 매매 사유가 가능하다는 결
론이 내려졌다. 셋째는 매매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 문제는 당시 매
매계약서가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되었는데, 그때 영문으로 번역하여 증인 서명을 했
던 분이 계약 사실관계를 부친(이영훈, 문화재관리국 회계과장 역임)에 의해 증언해 
줌으로써 계약의 사실 관계를 입증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1948년 7월에 체결한 매
매계약서가 보존되어 법원에 제출됨으로써 계약서의 신빙성이 입증되었다. 또 한 가
지의 승소 이유는 당시 문화재관리국에 보관되어 있던 관리국 재산관리 대장에 명시
된 “삼육신학원” 소유의 부지 21만여 평에 대한 도면과 실측결과가 동일하게 나타난 
것이었다.2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본 재단은 결국 8년간의 지루한 소송에서 승소하
여 학교부지에 대한 등기 소유권을 되찾게 되었다.

학교 부지 소송 사건이 승소에 이르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들은 당시 재단 
사무책임자였던 오석영 목사와 삼육대학 총무였던 임병의 목사와 재판의 실무를 담당
했던 박귀섭 장로 등이었다.3 오석영 목사는 한국전쟁 당시 분실 또는 행방불명된 
부동산 관계 서류를 찾아내고 등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헌신하는 과정에서 당시 인민
군에 의해 화장실 휴지통에 버려진 종이뭉치에서 삼육동의 학교부지에 관한 증빙서류
를 찾아내었다. 이 서류들은 전쟁 이후 학교부지에 대한 등기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증거물이 되었다. 이 서류뭉치들 가운데 들어 있던 매매 계약서를 소송과정에서 법원
에 제출하게 되었는데 그 서류는 승소를 이끌어내는 열쇠가 되었다. 임병의 목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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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필요한 모든 서류의 보완과 증빙서류 수집에 크게 헌신하였다.1
한편 박귀섭 장로는 문화재 관리국에 보관된 재산관리 대장에 대학부지 21만 여 평

의 토지가 “삼육신학원” 소유로 명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복사해서 변호사와 재
판관에게 제출하였다. 당시 재판부 김영준 재판관은 제출된 이 사본을 가지고 2번씩
이나 현지답사를 통해서 측량해본 결과 실면적과 도면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삼
육학원에 최종 승소 판결을 내리게 되었다. 매매계약서가 승소의 열쇠 역할을 했다면 
이 재산관리 대장 사본은 결정적 쐐기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
들의 헌신과 교회 지도자들의 간절한 기도로 8년간의 지루한 법정 소송은 끝나고 등
기 소유권을 되찾아 가라는 법원의 통지를 받고 재단은 삼육동의 학교부지를 완전하
게 소유하게 되었다.

재판에서 승소한 후 재단에서는 연합회의 도움으로 측량비를 해결하였고, 학교부지
를 다시 측량하여 대학,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부지 등으로 분할한 후 임야를 대지로 
전환하여 관리하게 되었다. 이 일련의 과정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한 박귀섭 장로는 한
국연합회 제24회 총회에서 윌콕스 연합회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2

6. 삼육신학대학의 변화와 발전

삼육신학대학이 정식 인가되고 난 이듬해에 클라임스 박사가 학장에 취임하면서 대
학은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때까지는 신학대학 설립인가가 주된 
목표였지만 조만간 대학은 새로운 학과들을 신설해 신학대학을 넘어서서 일반 대학으
로의 운영을 꿈꾸게 되었다. 대학이 발전하게 됨에 따라 이러한 삼육대학 운영의 꿈
은 생각보다 빨리 실현될 수 있었다. 그 과정으로 가기 위해서 대학의 조직 및 각종 
시설의 보완이 이루어졌다.

1) 대학 기구의 개편
대학의 발전에 따라 대학기구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런 필요에 의해서 행정자

들은 1965년 8월 삼육신학대학과 삼육실업초급대학의 기구를 다음과 같이 개편하기
에 이르렀다.

우선 학사, 총무, 생활지도 등으로 부서를 나눠 학사는 학감이 담당하고 총무는 총
무와 경리, 실업부 등을 담당하고, 생활지도는 학생과장의 지도하여 학생지도와 기숙
사 지도를 담당하던 체제를 대학의 행정부서 체제로 바꾸었다. 따라서 학사, 총무, 



312

생활지도 등의 행정부서명을 교무과, 서무과, 학생과로 바꾸었다. 교무과는 종래 학
감이 하던 업무를 대신해서 학적계, 도서관, 시청각부, 출판부로 나누었고 교무과장
의 지도 아래 각 부서별 주임을 두어 효율적인 행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편
했다. 서무과는 서무과장의 지도 아래 실업부, 시설부, 식당, 보건양호부에 각각 주
임을 두어 운영했다. 그리고 학생과는 원래대로 학생과장의 지도 아래 남기숙사, 여
기숙사, 학생지도부의 주임이 책임을 맡았다. 특별히 대학 내에 종교사회과학 연구소
를 두어 이 분야의 전문적인 연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 기구 개편의 큰 특징
으로 나타난다.1

대학기구를 개편한 뒤 클라임스 학장은 1966년도 신학기를 위한 각 부서별 보직 
교수들을 새로 임명하였다. 우선 교무과장엔 그 동안 학감으로 수고했던 이기돈 교수
가 미국으로 유학을 감에 따라 서울삼육중고등학교 교장으로 시무하던 김종화 교수를 
임명하였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제3대 삼육대학 학장에 임명되는 김종화 교수가 삼
육신학대학으로 오게 되었다. 서무과장엔 지난 16년 동안 본 대학의 회계와 총무로 
수고하던 임병의 목사가 중동대회장으로 옮겨감에 따라 당시 재무로 있던 이재찬 선
생이 임명되었다. 아울러 학생과장엔 역시 유학차 도미한 조병서 교수 대신 남사감으
로 시무하던 홍현소 목사가 남사감을 겸임하여 임명되었다.2

이처럼 대학의 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더욱 더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대학은 보다 안정된 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이는 곧 삼육대학으로의 변화와 발전을 
향해 가는 중요한 과정이었다.

2) 교직과정
1965년에 본 대학에 교직과정이 인가를 받음으로써 교육사업에 새로운 전기를 마

련하였다. 삼육신학대학은 신학과 단일과로 운영되었지만 신학과를 신학부와 교육부 
과정으로 나누어서 과정을 이수케 하였다. 이렇게 해서 신학부를 전공한 학생들은 목
회 사역을 하게 하고, 교육부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각급 삼육초중등학교에서 교사
로 일할 수 있게 하였다. 이 때 교사들은 교단이 발부한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교육사
업에 임했다.

원래 교단의 교육기관에서 일하는 교사로 일하기 위해서는 삼육신학대학 신학과의 
교육부 과정을 이수한 후 지회 교육부가 지급하는 교사자격증을 발부받아야 했다. 
1960년대 들어서서 한국연합회는 교사자격증 지급 권한을 한국연합회 교육부에 일임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동지회는 1959년에 지회교육협의회를 통해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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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증은 한국연합회 교육부가 지급하고, 중등학교 교원자격증은 지회 교육부가 
지급하도록 결의하였다. 이러한 규정에 의거해 한국연합회는 1960년에 처음으로 초
등학교 교사자격증을 발부하였다.1 그러나 자격 검토 및 규정 내용이 불투명하여 교
사자격증 지급에 어려운 점이 많아 제도적인 수정이 필요하였다. 1963년에 이르러 
원동지회 교육협의회는 모든 교원에 대한 자격증 업무를 한국연합회 교육부에 이관하
였다. 이에 연합회 교육부는 1964년을 연구기간으로 정하여 교원양성을 위한 자격증 
제도를 깊이 있게 연구한 결과, 현재의 자격증 제도는 교단 내의 학교에서만 활용될 
수 있을 뿐 국가 자격증으로서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연합회 교육부는 
본 교단의 대학 내에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교원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교직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의하고 1965년부터 삼육신학대학 내에 교직과
정을 설치 운영하게 되었다.2 한편 초등학교 교사의 구제를 위하여서는 3년증 제도
를 마련하였다. 이는 현직 교사들로 하여금 5회 정도의 하기학교에서 소정의 신학과
목 및 교직과목을 이수하여 3년증 혹은 표준증을 획득하도록 한 것이었다.3 이렇게 
하여 1965년부터 재림교회 대학에서 정식 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원들을 양성할 수 
있게 되었다.

삼육신학대학이 인가를 받아 운영하게 된 교원양성 과정인 교직과정에 대한 역사적
인 이해를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교원양성 제도의 변화에 대해서도 이해할 필요가 있
다. 우리나라에서 초중등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사범교육은 개화기 이후부터 설치된 
사범학교를 통해서 실시되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사범대학은 1946년에 경성사범전문
학교와 경성여자사범학교를 통합하여 서울대 내에 사범대학이 설치됨으로써 시작되었
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사범대학은 처음에는 중학교 교사양성과정 2년제와 고등학교 
교사양성과정 4년제로 나누어 운영되다가 교사 양성 교육과정이 정비되는 1962년에 
4년제로 일원화되었다. 아울러 이 해에 초등학교 교사 양성을 위하여 교육대학이 개
교됨으로써 초중등교사 양성기관이 분리되었다. 특별히 사범대학만으로는 중등교사들
을 양성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서 부족한 교원을 채우기 위해 1955년부터 일반대학에 
교직제도가 설치되어 운영되었다. 따라서 일반대학에서도 교직제도에 따라서 교직과
정을 이수하면 중등교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4

이렇게 중등교사가 되기 위한 과정으로 사범대학과 일반대학 교직제도가 운영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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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역 교 과 목 학점 영    역 교 과 목 학점
역사, 사회, 
철학

교육원리 I, II
교육사

4
2

교육 내용 
및 방법

생활지도
교육평가

3
3

심리학
아동발달
청년발달
학습심리

2
2
3

각과 지도법 성경과 윤리교수법 2
교육실습 교육실습 I, II 6

있었기 때문에 삼육신학대학도 대학 인가를 받자마자 교직과정을 신청하였다. 이렇게 
해서 본 대학에도 교원자격 검정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 자격증 취득을 위
한 과정으로서 교직과정을 신설하게 되었다. 이에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
들은 2학년 1학기 등록 시에 이수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임교수와 학감의 승인을 얻
어 교직과정을 이수할 수 있게 되었다. 학칙에 나타난 교직과정 이수 요건은 전과목 
평균 성적이 1.00(C) 이상, 교직과 각 과목과 전공과목은 평균성적이 2.00(B) 이상
이어야 했다. 특별히 교직과정을 이수하여 정식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후 재림교회가 
운영하는 중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정한 제 규정도 충족
시켜야했다.1 기본적으로 교직과정을 신청한 사람들은 다음의 교과목을 최소 30학점 
이상 이수해야만 했다.2

[표 41] 교직과정 교과목표

정부로부터 정식 교직과정이 인가를 받게 됨에 따라 신학과 교육부 과정으로 등록
한 학생들은 그해 나머지 과정을 이수한 후 중등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
다. 주로 윤리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는데 인가 첫 해에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
들 모두 9명에 이르렀다.3 이처럼 교직과정이 정식으로 운영됨에 따라서 이후 농업
과와 가정과도 교직을 이수하여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농업교육과와 가정
교육과로 신설할 수 있게 되었다. 신학과의 경우 교육부 전공을 별도로 운영하였기 
때문에 1965년부터 정교사 자격증 취득자가 나왔지만 농업교육과와 가정교육과의 경
우는 1970년부터 교사 자격증 취득자가 나왔다.

3) 학교의 시설 보강
1965년에 발행된 한 자료에는 당시 삼육신학대학 캠퍼스의 규모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통계 자료들이 소개되었다. 삼육학보 제129호에 당시 총무였던 임병의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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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만평 캠퍼스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글을 통해 소개한 삼육동의 시설은 대략 다
음과 같이 요약된다.1

우선 토지는 전 면적이 212,622평인데 이를 세분하면 교지가 27,200평, 체육장은 
5,500평(운동장 3,000평, 미지정 운동장 2,000평, 수영장: 2,000평), 기숙사 용지 
5,000평, 공장용지 3,000평, 부속농장 59,362평(채소밭 28,600평, 과수원: 9,000평, 
뽕밭 1,100평, 논 19,139평, 기타 1,523평), 임야 112,560평, 기타 28,700평 등이다. 
보고 자료에 따르면 논에서는 매년 평균 벼 450가마를 수확하고 있다.

건물은 총 76동이며 건평은 3,188평이었다. 이를 세분하면 교사가 15동에 1,004평, 
실업부 부속건물이 18동에 885평, 기숙사가 13동에 691평, 사택이 26동에 592평이며 
기타 건물이 4동에 16평이었다.

가축 수는 젖소가 30두(성우), 송아지 12두, 한우 1두 등 모두 43두로 매일 약 
300kg의 우유를 생산하였다.

이러한 학교의 시설 규모는 당시 삼육신학대학과 삼육실업초급대학의 교육 환경을 
위해 적정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학교가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시설들이 더 많이 필
요하게 되었는데 그 때마다 건축을 통해 학교의 규모를 키워갔다. 이 시기에는 교육 
환경을 위해 필요한 시설들이 거의 다 구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건축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지는 않았다. 다만 대학 식당이 필요함에 따라서 1966년에 식당을 신
축하였다.

대학 식당은 남녀 대학기숙사 중간에 세워졌다. 건평 104평에 270만원의 공사비를 
투자하여 건축하기 시작한 이 건물은 1966년 3월 11일에 기공식을 한 후, 6월 2일에 
문교부 고등교육국장 이원설 박사의 배석 하에 기초공사를 완료한 정초식(定礎式)을 
거행하였고, 그해 9월 19일에 준공 및 헌당식을 거행함으로써 완공되었다.2 이때 건
축된 식당 건물은 시멘 블록 세면 와즙기와 지붕 단층 건물로 104평(311.41m2)의 
규모로 등재되었다. 이 건물은 기숙사 학생들과 외부 손님들의 식사를 제공하는 식당
의 기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교제의 장으로도 활용되었다.3

4) 개교 60주년 기념식(1966)
삼육신학대학의 변화와 발전은 60주년을 맞이하는 1966년의 개교기념식에서도 나

타났다. 10년 전 개교 5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식은 전쟁 이후 삼육동을 건설하는 작
업들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성대하게 치루지 못했다. 그러나 5년 후인 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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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4년제 대학으로 정식 인가를 받고 삼육신학대학 시대를 열게 되면서 맞이한 개
교 55주년 기념식은 나름대로 성대하게 진행되었음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다시 5년 
후에 맞이한 개교 60주년 기념식은 교육사업의 발전상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성대한 
잔치로 진행되었다.1

1966년 10월 10일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된 개교기념 행사는 축제의 형태로 치
뤄졌다. 우선 많은 내외 귀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이 성대하게 개최되었고, 이와 
더불어 미술전시회, 서적전시회, 청소년 기능전시회, 시화전, 사진전시회, 농작물 및 
농기구 전시회, 음악회 및 체육대회 등 다채로운 축제 순서들이 진행되었다.2 교내외 
귀빈들이 참석한 오전 기념식에는 클라임스 학장의 섭외로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방
문하기로 예정되어 있어서 학교는 이에 대비해 상당한 준비를 했었지만 결국 대통령
의 참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대통령은 “三育敎育”이라는 친필 휘호를 보내왔
다.3 대통령 휘호와 더불어 노산 이은상 선생이 개교 60주년에 부쳐 “한 그루 나무
를”이라는 축시를 헌정해 삼육교육의 60주년 역사를 축하받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다. 
그 축시는 삼육교육을 한 그루의 나무에 비유해 60년의 역사가 이 민족에게 끼친 영
향을 축하하는 시어로 구성되어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삼육교육에 대한 자부심을 갖
게 해 준다.

한 그루 나무를
             노산 이은상
여기
언젠가 사태진 언덕에
한 그루 나무를 심었다.
가지 뻗고
줄기 뻗고
우거져 그늘진 한 그루 나무
편안히 쉴 곳 없어
꿈을 잃어버린
산새 들새들에게
보금자리를 주었다.
세월은 흘러 60년
고목은 해가 갈수록 더 미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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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공을 날으며 지친 날개들
즐거이 모여들어 노래 부른다.
나도 따라
오늘 아침
한 그루 나무를 심었다.
주님 와서 깃드시라
무너진 내 마음 언덕 위에
한 그루 나무를 심었다.

기념행사로 거행된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들은 학생 자치부서들의 다양한 참여로 진
행되었다. 가정 연구부에서는 의생활부와 식생활부로 나누어 행사를 진행하였다. 의
생활부에서는 바자회를 열어 다양한 의복과 멋진 수공예품들을 염가로 판매하는 부스
를 운영하였고, 식생활부에서는 1일 식당을 개설하여 국밥, 카레라이스, 머핀 등을 
판매하였다. 교육연구부(TOT)에서는 미술전시회를 열고 회원들에게 배지를 수여하는 
행사 등을 진행하였으며 부스 옆에 전용게시판을 만들어 참가자들의 피드백을 받기도 
했다. 농촌 연구부에서는 농기구, 과채료, 화훼, 사진, 차드 등을 전시하는 다양한 전
시회를 한 강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 전시회는 학생들에게 농업의 신기술들을 소개
하는 유익한 행사가 되었다.

한편 총학생회 음악부와 체육부에서도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음악부에서는 개교
기념일 전날인 10월 9일 저녁에 강당에서 1시간 20분 동안 음악회를 개최하였다. 합
창과 중창 등 다양한 규모의 찬양팀의 연주가 진행되어 참석자들에게 뜨거운 감동을 
안겨 주었다. 이 음악회는 10월 14일 저녁 서울위생병원에서 앙코르 공연을 열기도 
했다. 체육부에서는 학생들의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농구, 배구, 핸드볼, 자전거 경
주, 마라톤, 단거리 달리기, 탁구 등의 행사가 개최되었다. 학생회가 주최하는 개교
기념일 행사는 나중에 천보축전이라는 명칭으로 대학의 축제가 되었다. 개교 60주년 
기념행사는 그렇게 대학 축제의 기원이 되었다.

이상의 다양한 축제 행사 이외에도 문서전도부 주최의 예언의 신 전시회도 있었는
데 예언의 신을 특별 할인가에 판매하는 행사도 마련하였다. 특별히 개교기념일 당일 
저녁 시간에는 교수와 학생들 간의 간담회가 강당에서 개최되었고, 이어서 8시부터는 
졸업반 주최로 성경 퀴즈대회가 동일한 장소에서 개최되었다. 이런 다양한 행사들은 
대학이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창조적인 축제의 장에서 보다 더 역동적으로 
창출되었다.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민족적인 과제를 해결해야 했던 시기였지만 이 개
교기념을 축제는 학생들에게 대학의 낭만을 경험할 수 있는 뜻 깊은 기회를 제공하였
다.

한편 개교 60주년 기념식에서는 본교에 15년 이상 근무한 근속자들에 대한 표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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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는데 조돈하 교수(16년 6개월), 이창규 교수(15년), 임정혁 교수(16년 6개월), 박
수산 장로(16년 7개월), 조중만 선생(16년 1개월) 등이 영예의 수상자로 선정되어 표
창패를 받기도 했다.1

7. 학과 증설 및 교명 변경(1966)

삼육신학대학이 4년제 정규대학 과정으로 인가를 받은 지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
아서 학교 운영자들은 대학운영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을 느꼈다. 이 시기에 삼육동에
는 정규 4년제 대학인 삼육신학대학과 2년제 삼육실업초급대학이 함께 운영되고 있
었다. 그러나 삼육실업초급대학의 폐지를 다루면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학교 지도자
들은 초급대학의 농업과와 가정과를 정규 대학과정으로 승격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끼
게 되었다. 아울러 삼육신학대학을 일반대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게 되었다. 이에 개교 60주년이 되는 1966년에 이르러 대학의 일대 변모를 꾀하기 
위해 학과 증설 및 교명 변경을 추진하여 또 한 번의 도약을 예비하였다.

그러나 학과를 증설하고 대학의 교명을 변경하는 과정이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초
급대학을 승격시켜서 학과를 늘린 후 삼육신학대학을 삼육대학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교인들이 있었다. 특별히 일부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는 교명변경과 
학과의 증설은 삼육신학대학을 세속화시키는 조처라며 교명 변경 반대운동을 벌이기
도 했다. 저들은 삼육대학의 다양화를 곧 세속화로 이해하며 대학을 순수하게 신학대
학만으로 운영하기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학 운영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대학의 
발전이 곧 삼육교육의 정체성을 확대하는 길이라고 확신하고 저들을 설득하여 결국 
삼육대학 발전의 기반이 마련되었다.2 이 역사적인 논쟁은 대학의 발전과 대학 정체
성의 유지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갈등의 요소들 중의 하나였다. 그때마다 삼
육대학교는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에 따라서 쟁점들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오늘의 모습
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논쟁을 해결한 후 대학 이사회에서는 1966년 3월 1일 이사회에서 초급대학을 
정규대학으로 승격시키는 일과 학과를 증설하는 일 등을 문교부에 신청하기로 결의하
였다. 이 결의에서 신학과 50명, 농업과 30명, 가정교육과 30명, 상학과 20명, 간호
과 30명을 증설하기로 했다. 그러나 문교 당국은 삼육실업초급대학을 폐지하고 대신 
농업과와 가정과를 대학과정인 농업교육과와 가정교육과로 승격시키고, 대학 명칭도 
삼육신학대학에서 삼육대학으로 변경하는 안을 승인하는 것으로 조정하였다.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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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은 1966년 12월 21일자로 학과들의 4년제 통합을 조건으로 삼육실업초급대학 폐지 
및 삼육신학대학의 명칭변경을 신청하였다. 이에 문교부는 12월 30일부로 초급대학 
폐지 및 명칭변경(12월 31일)을 인가해 줌으로써 삼육대학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1967년부터 새롭게 출발하게 된 삼육대학은 신학과 50명 외에 농업교
육과 30명과 가정교육과 30명 등 총 110명의 입학 정원을 받아 4년제 정규 일반대학
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는 곧 본 대학이 체제를 구축하고 정체성을 확립한 이후 확
장 및 발전의 시대로 들어섬을 말해주는 것이다. 삼육대학교 100년의 역사에 있어서 
이후 펼쳐질 삼육대학의 시대는 여러 면에서 본 대학이 명실상부한 고등교육 기관으
로 도약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제 그 희망찬 시대의 역사로 들어가 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