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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기독교�세계관� 학교�개요(2020)

*전체�주제� : “기독교�세계관으로�세상�바로�살기”

*일시와�장소:� 2020년� 1월� 10일(금)� ~� 1월� 11일(토)

*� 대중교통: 버스� (1711,� 262,� 503,� 505,� 750A,� 750B,� 751)

� � � � � � � � � � � 지하철� (4호선� –� 숙대입구�하차�도보� 3분)� *� 자가용:� 삼일교회� B관(지하)

*주� � � � 최� : 한국�라브리�공동체�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회� � � � 비� :�전일–5만원(사전등록)� /� 하루–4만원(강의안,� 책� 별도구매)� /� 저녁강의(오픈강의)

� � � 취소�위약금� –� 15~4일(30%),� 3~1일(50%),� 당일(100%)

*사전등록� : 2019년� 12월� 2일부터(선착순� 120명)

*� 홈피바로가기:� https://scw.worldview.or.kr/

1/10� (금) 1/11� (토)
9:30~10:00

등록
결혼생활-청년사역

성인경,� 박경옥

라브리�대표

탈진� &� 회복

장윤석

현직교사

10:00~10:30

10:30~11:00 오리엔테이션

11:00~12:30

여는�강의

“왜� 기독교�세계관인가?”

김종철(변호사,어필)&박진숙(에코팜�대표)

자녀양육
- 느려도�

괜찮아

문지희
(<유럽가족소풍

>의�저자)

유튜브� &� SNS

강진구
고신대� 교수

(미디어� &� 영상)

건강& 영성관리

최현일

(샘병원�의사)

12:30~14:00 점심식사

14:00~15:50

자녀양육
-� 홈스쿨링

유경상
(기독교세계관

교육센타대표)�

재정관리

조성표
(경북대�교수,� �

회계학)

독서&글쓰기

김기현
(로고스서원�

대표,�저서�

10여권)

노년
-� 생명연장� &

호스피스

조창희
(춘천� 성심병원�

의사)

일터와�세계관

-� 직업� /� 웍샵

문준호
(전,� 렘퍼스�

이사)

김영호

(MSD� KOREA,�
부장)

종교개혁과�

평신도

박흥식

서울대�교수
(<미완의� 개혁가�

마르틴� 루터>의�

저자)

15:50~16:05 쉬는�시간

16:05~18:00

결혼�딜레마

심경미

(목사/싱글라

이프� 저자)

직업과�소명

-� 교사� /웍샵-

이상민�

(서울국제학교)� �

장슬기
(높은�뜻�

씨앗스쿨)

희년과�

부채탕감

김유준�
(서울은진교회

담임목사)

닫는�강의

“세계관:� 바로살기�현장으로”

박동열(서울대�교수,� 언어학)

18:00~19:30 저녁식사 정리

19:30~21:30

주제강연� &� 질의문답� (OPEN)

“기독교세계관으로�바로�살기”

손봉호(고신대�석좌교수,� 이사장)

사회:� 김대인(이화여대�로스쿨�교수)

등록안내� &� 홈피주소�

https://scw.worldview.or.kr/
21:30~22:00 정리



- 2 -

2020 기독교세계관학교  강사소개(*일자별 강의 순서)

2020년 1월 10일(금)

1. 김종철 / “여는 강의 : ”왜 기독교세계관인가?”

공익법센터 어필(APIL) 상근 변호사이자 라브리 공동체 이사. 대학과 대학원에서 국제법을 공부했고, 사

법시험 합격 후 라브리 간사, 법무법인 소명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난민과 인신매매 피해자 등을 지원하

는 공익법센터 ‘어필’을 설립하였다. 2018년 미국무부 선정 ‘인신매매 근절 영웅상’을 수상했다.

2. 박진숙 / 여는 강의 : “왜 기독교세계관인가?”

‘에코팜므’(Ecofemme) 대표. 고려대 불문과 학부, 서울대 대학원 불문과 석사, 연세대 아동가족학 석사

를 졸업했다. 2009년 환경을 생각하며, 이주 여성들의 치유, 성장, 자립을 돕는 NGO(국제비정부기구)  

에코팜므를 설립했다. 저서 <내 이름은 욤비>가 있다. 

3. 유경상 / “기독교세계관으로 자녀양육하기”(홈스쿨링)

CTC 대표. 벤쿠버 기독교세계관대학원(VIEW), 백석대 박사과정(Ph.D)에서 공부했다. 2007년 ‘기독교세

계관훈련센타’(CTC)를 설립했으며, 아세아연합신학대에서 기독교세계관을 강의하고 있다. 저서 <크리스

천 씽킹>, <하나님, 생각이 뭐예요> 등이 있다.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이다.

4. 조성표 / “그리스도인의 재정관리”

경북대 경영학부 교수. 전공은 재무회계 및 연구개발 회계이고, 그리스도인의 재정관리를 연구하였다. 기

독교학문연구회 회장, 한국 회계학회 회장, 한국 경영학회 부회장을 역임하였다. 저서 <돈 걱정 없는 가

정>,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행복한 가정생활> 등이 있고,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이다. 

5. 김기현 / “독서와 글쓰기 실재”

로고스서원 대표. 한국외대 졸업, 침례신학대에서 종교철학과 영미현대신학 전공으로 박사학위(Ph.D)를 

받았다. 저서 <공격적 책 읽기>, <공감적 책 읽기>, <가롯 유다의 딜레마>, <하박국, 고통을 노래하다>, 

역서 <포스트모던 시대의 진리>, <포스트모던 시대의 기독교세계관> 등 외 다수가 있다.  

6. 심경미 / “싱글 친화적 교회 공동체를 꿈꾸며”

<싱글라이프>의 저자. 한국외대 불어과, 이화여대 대학원에서 여성학, 장신대 신학대학원(M.Div)을 졸업

한 후, 2009년 목사가 되었다. 바른교회아카데미에서 간사(3년), 신당중앙교회 부목사(9년) 사역했다. 현

재 ‘싱글 세미나’, ‘성서 속의 여성들’ 세미나 강사로 일하며 유튜브 ‘BA좋은 친구’를 진행하고 있다. 

7. 이상민 / “직업과 소명: 교사”(웍샵)

서울 국제고 교사이자 번역가. 서울대 불어교육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자크 엘륄의 저서 <기술 체계>, <잊혀진 소망>, <이슬람과 기독교>, <하나님은 불의한가?> <굴욕당한 

말>(공역), <뒤틀려진 기독교>(공역) 등을 번역하였으며,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이다. 

8. 장슬기 / “직업과 소명: 교사”(웍샵)

높은 뜻 씨앗 스쿨 교감. 한국교원대 지구교육과와 북한대학원대학교 통일교육 석사과정에서 공부했다. 

한국협동학습연구회 과학교사 대표, 좋은 교사 운동 과학교사 대표, 소명중고등학교 교감을 역임하였으

며,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이다.

9. 김유준 / “희년과 부채탕감”

서울 은진교회 담임 목사. 연세대 신학과와 동 대학원(석사), 교회사 전공으로 박사학위(Ph.D)를 받았다. 

현재 연세대/한신대 교회사 겸임교수, 연세차세대연구소 소장이며, 캠퍼스 사역 전문가로서, 하나님나라

의 비전을 품고 교회사 연구를 통해 공평과 정의에 입각한 희년사상을 꾸준히 전파하고 있다.    

10. 손봉호 / 주제 강연 : “기독교세계관으로 바로살기”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네덜란드 자유대학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을 역임했다. 현재 

서울대 명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 기아대책 이사장으로도 섬기고 있다. 

11. 김대인 / “주제 강연 사회 : 기독교세계관으로 바로살기”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자 변호사. 서울대 법학과와 같은 대학원(행정법, Ph.D)에서 공부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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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소명 소속 번호사와 한동대 법학부 교수를 역임하였으며, 공공조달법과 민간투자법을 주로 연

구하고 있다.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이다. 

2020년 1월 11일(토)

12. 성인경 / “청년사역”

한국 라브리 공동체 대표. 총신대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라브리 사역과 많은 강연, <나의 세계관 뒤집

기>, <대답은 있다>, <진리는 살아있다>, <청년연가>(공저) 등 저서를 통해 30여 년간 많은 청년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다.

13. 박경옥 / “청년사역”

한국 라브리 공동체 간사. 연세대 영문과를 졸업했다. 수잔 맥콜리의 <아이들을 위한 교육(라브리의 가정

교육)>을 번역하여 한국에 샬롯 메이슨을 소개했다. 세 자녀를 홈스쿨링했으며, 저서 <엄마가 엄마에게>, 

<청년연가>(공저)가 있다. 

14. 장윤석 / “탈진 & 회복”

현직 초등학교 교사이자 라브리 공동체 연구원. 도전하고 절망하고 실패하고 또 도전하는 시골선생이다. 

청주교대와 동 대학원에서 공부했고, 줄곧 충북 영동에서 근무하였으며, 특별히 프란시스 쉐퍼의 사상에 

깊은 영향을 받아, 기독교 세계관을 교육현장과 연결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15. 문지희 / “자녀 양육: 느려도 괜찮아”

현직 주부. 연세대 국문과 졸업 후 장애를 가진 아이와 유럽을 여행하며 쓴 책 <유럽 가족 소풍>의 저자

이다. 

16. 강진구 / “유튜브 & SNS”

고신대 국제문화선교학과 교수. 서강대 종교학과와 동 대학원(석사), 한남대에서 문화연구로 박사학위

(Ph.D)를 받았다. SFC 문화연구소장을 역임했고, 현재 영화 평론가, 유튜브와 SNS 등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한 문화관련 사역을 전방위적으로 왕성히 펼치고 있다.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이다.  

17, 최현일 / “건강과 영성관리”

효산의료재단 샘병원 연구원장 & 산부인과 전문의. 샘여성병원 원장과 연세대 원주의과대학 교수를 지냈

으며,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감사이다. 

18. 조창희 / “노년: 생명연장과 호스피스”

한림대 춘천 성심병원 응급학과 전문의. 고신의대를 졸업하고 군의관, 국립중앙의료원 인턴, 강동성심병

원 응급학과 레지던트를 수료했으며, 한국 라브리 공동체 연구원이다.  

19. 문준호 / “일터와 세계관”(웍샵)

전 렘퍼스 이사. KAIST 물리학과에서 광학을 전공했고(Ph.D.),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에서 신학을 공부했다(M.A.) (주)렘퍼스, KAIST 스마트IT융합시스템연구단, 중앙기독중학교, 

삼성전기, LG전선에서 일했으며,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이다. 

20. 김영호 / “일터와 세계관”(웍샵)

미국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인 MSD(Merck Sharp & Dohme) KOREA 부장. 카이스트 물리학과에서 공

부했고(Ph.D), 재학시절 기독동아리 렉스(RACS)에 줄곧 활동하였으며, 졸업 후 삼성 SDS에서 수년 간 

근무하다 현재 직장으로 이직했다.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정회원이다.     

21. 박흥식 / “종교개혁과 평신도”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 독일 괴팅엔대에서 중세사 전공으로 박사학위(Ph.D)를 받았으며, 전 100주년기

념교회 양화진문화원장을 지냈다. 저서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한 한국교회에 작은 개혁의 힘을 보테

고자 집필한 <미완의 개혁가 마르틴 루터> 외 다수가 있다.

22. 박동열 / 닫는 강의 : “세계관 – 바로 살기 현장으로”

서울대 사범대 부학장 & 불어교육과 교수.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언어학으로 박사학위(Ph.D)를 받았고, 

현재 한국 자끄 엘륄 협회 대표와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장으로도 섬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