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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독교학문연구회 춘계학술대회

2015. 5. 30(토) 오전 10시~오후 6시

평택대학교 경기도 평택시 서동대로 3825번지

주최  기독교학문연구회, 평택대학교 피어선기념성경연구원, 한국기독교경제학회  

주관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후원  새로남교회, 평택대학교

09:30 - 10:00 등록
10:00 - 12:00 대학원생 세션 발표
12:00 - 13:00 오찬 및 등록
13:00 - 13:20 개최식 및 시상식
13:20 - 14:50 주제발표 및 토론
15:00 - 18:00 분과별 세션 발표
18:00 - 19:00 만찬

대학원동 3층
대학원동 3층

대학원동 소강당 100호
대학원동 소강당 100호
대학원동 2,3층
제2피어선빌딩 6층 연회장

* 각분과 구성 및 안내사항은 진행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발표논문명 발표자분과명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사랑' 대화 : 기독교와 이슬람을 중심으로 박종원 (아신대 박사과정) 
다원주의 사회와 소통 : 기독교 가치의 세속화를 중심으로 이지은 (이화여대 석사과정)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기독교 변증 : C.S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를 중심으로
          장인숙 (연세대 박사과정) 
신사고운동과 번영신학  이원석 (중앙대 박사수료)

세계관 A

 좌장 : 문준호
(스마트IT연구단 박사)

 대학원생 세션 분과별 발표 (10:00~12:00  / 대학원동 3층)

* 등록비 : 20,000원 (학부 및 대학원생 10,000원), 신청은 당일 등록대에서만 접수합니다.  

* 문의 : 02-754-8004,3272-4967 / E-mail : gihakyun@daum.net

신청안내

[대중교통] 
지하철/기차 :  평택역 하차 AK앞에서 시내버스 2,2-2,50,1-1 등 이용,  
 ‘평택대학교 정문 앞’ 하차 (약 15분 소요)

* 캠퍼스맵

오시는 길   _ 경기도 평택시 서동대로 3825번지 평택대학교 (구. 용이동 111번지/ 031-659-8114)

비행청소년의 일상생활에 대한 문화기술지 연구: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박용성 (고신대 박사) 
고등교육 국제화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다문화 교육 가능성 검토 양정아 (성균관대 석사과정)
기독교유아교육기관의 실제와 발전방안에 대한 질적 연구 도미화 (고신대 석사)
개혁주의 세계관에서 본 성경교수에서의 심리학 통합 근거 김남임 (총신대 박사과정)
다문화사회에서의 배려교육  서다예 (성균관대 석사과정)

세계관 B

 좌장 :  임춘택
(경남대 교수)

다원주의 시대의 대안으로서의 교정복지 박혜련(서울대 박사수료) 
미디어교육을 위한 언론보도의 공존성 탐구 : 드라마 '피노키오'를 중심으로
       백은미 (고신대 석사과정) 
기독대학생 자존감향상을 위한 긍정적영화치료  고선옥 (고신대 박사과정)

세계관 C

  좌장 :  장수영
(포스텍 교수)

프뢰벨과 칼빈의 교육사상 비교 연구 이현정 (총신대 석사) 
종교다원주의 사회에서 개혁주의 기독교 교육의 목적과 역할에 관한 연구
 이민욱 (성균관대  박사과정) 
세속대학에서의 기독교적 교육의 가능성과 한계 김수홍 (성균관대 박사과정) 
다원주의 사회에서 종교교육의 목적  정문선 (성균관대 박사수료)

세계관 D

 좌장 : 유재봉
(성균관대 교수)

발표논문명 발표자 논평자분과명

복식부기 교회회계의 가능성과 패러다임 변화  이선복 (동서대 교수) 조성표 (경북대 교수)  
카이퍼의 재정정책관 : 아담스미스와의 비교 이명헌 (인천대 교수)  황의서 (서울시립대 교수)
쌍곡선 할인과 선호역전 신성휘 (서울시립대 교수)  권명중 (연세대 교수)
1%의 국제개발협력과 십일조 김태황 (명지대 교수)  이재희 (가천대 교수)
 * 본 세션은 한국기독교경제학회와 함께 합니다.

일반/교수 세션 분과별 발표 (15:00~18:00  / 대학원동 2층, 3층)

기독교 대학 신입생을 위한 ‘고전읽기와 창의적 글쓰기’ 교과목 개발 김세광 (고신대 교수) 류혜옥 (고신대 교수)
교육과 치료로서의 문학활동에 관한 질적 연구  임춘택 (경남대 교수) 양영자 (서울교대 교수)  
가정에서 기독교세계관 교육 최승호 (춘해보건대 외래교수) 장유정 (횃불트리니티 외래교수)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평화교육 김현정/유재봉  임정연 (교육역량개발센터)
 (성환초교 교사/성균관대 교수)  

노인문화콘텐츠 분석과 전망 : '님아 그강을 건너지마오'와 '꽃 보다 할배'를 중심으로 강진구 (고신대 교수)  
기독교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경향 분석 강동진 (경성대 교수)  
먹을거리에 대해: 육식과 채식 사이에서 균형 잡기 강상우 (고구려대 겸임교수)  
A study of Christian involvement in politics in postmodern world  : From an early Christian understanding of Salvation
 최성호 (대신대 교수) 
『네 사중주』에 나타난 시간 개념 김경철 (경북대 박사) 
포스트모더니즘과 기독교 역사 이해 권태경 (총신대 교수) 장성민 (총신대 교수)

교회의 탈북선교에 관한 설문조사 연구 강은주 (총신대 교수) 권태경 (총신대 교수)
다문화사회 이주민 선교의 특성과 한국교회의 대응방향 정봉현 (전남대 교수) 조재신 (전남대 교수)
선교학적 배타주의, 포괄주의. 다원주의 연구 이병수 (고신대 교수)  
Understanding the Concept of ‘Family’in Mexican and African Culture 배아론 (고신대 교수)  

교회성장을 위한 제자훈련의 운영실태와 발전방향 조재신/정봉현 (전남대 교수) 정봉현 (전남대 교수)
하나님의 이동성과 이스라엘의 다문화 사회 정중호 (계명대 교수)  
구약과 다문화가정 신득일 (고신대 교수) 이성혜 (웨스트민스터신대 교수)
레슬리 뉴비긴의 삶을 통해 살펴보는 다원주의 사회 속의 교회가 직면해야 하는 도전들
 허성식 (장신대 초빙교수)   
The Place of Cultural Sensitivity in Cross-culture Ministries in Busan, Korea Benson K. Kamary (동명대 교수)   

교역자를 위한 은급정책의 실현 가능성 고찰 손병덕 (총신대 교수) 박인영 (총신대 강사)
기독교인이 말하는 간호의 의미 윤미선 (백석대 교수) 김병국 (백석대 교수)
고통에 관한 정신분석적 성찰 및 치유상담적 활용 안석 (크리스찬치유상담대학원대 교수) 고유식 (협성대 외래교수)
교정상담에 있어서의 기독교상담적 실천 방향 류혜옥 (고신대 교수) 김세광 (고신대 교수)

마레주의 기독교비판의 논조에 대한 연구 :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을 중심으로 박만준  마민호 (한동대 교수)  
한국기독교철학의 연구 방향 신상형 (안동대 교수)  
레싱의 『라오콘』 텍스트에 관한 비교예술론적 고찰 : 조형예술에 대한 기독교철학적 해석을 중심으로
               안용준 (목원대 겸임교수)  
상고대 동양형이상학의 형성과 후대에 미친 영향 주시영 (백석대 박사) 오유석 (백석대 교수)
대화적 자아와 내러티브: C.S. 퍼스의 사랑 개념을 중심으로  이윤희 (한국외대 연구교수)  
고갱과 고흐의 작품속에 나타난 세계관에 관한 연구 라영환 (총신대 교수) 

경제/경영
한국기독교경제학회

사회자 : 이윤재

(숭실대 교수)

교육
 사회자 : 박영주

(아신대 교수)

세계관A
통합

 사회자 : 박진규

(서울여대 교수)

세계관B
선교

 사회자 : 박신현

(고신대 교수)

세계관C
신학

사회자 : 최용준

(한동대 교수)

상담심리/의료보건
/사회복지

 사회자 : 이상무

(평택대 교수)

철학
 사회자 : 양성만

(우석대 교수)

SPRING CONFERENCE 2015

대학원동 : 발표장소

만찬장소: 제2피어선빌딩

정문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기독교학문
강영안 (고신대 이사장)

-논평자 : 박동열 (서울대 교수)-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선교
신국원 (총신대 교수)

-논평자 : 황영철 (성의교회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