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정표

■ 신청안내

■ 오시는 길

09:30 - 10:00
10:00 - 12:00
12:00 - 13:00
13:00 - 13:30
13:30 - 14:50
15:00 - 17:50
18:00 - 19:00 

등록 
대학원생 논문발표
오찬
개회 및 시상식
주제발표 및 패널토의 
분과별 발표회
저녁만찬                      * 식당이 외부에 있어 분과발표 이후 함께 이동합니다.

스타센터
스타센터 2층

스타센터 푸트코트
예술관 106호 리사이트홀
예술관 106호 리사이트홀

스타센터 1~3층

[대중교통 이용]

* 등록비 : 2만원 (학부 및 대학원생 1만원)   * 신청은 당일 등록대에서만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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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5. 28 (토)  

전주대학교 예술관 
106호 리사이트홀

2016년 기독교학문연구회 춘계학술대회 

기독교 학문은 
사회와 교회에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주최  기독교학문연구회, 전주대학교, (사)교육종합연구소, 한국기독교경제학회, 한국기독교철학회

후원  전주대학교, (사)교육종합연구소, 새로남교회

주관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독교학문과 사회운동  김병연 (서울대 교수)

·기독교학문과 정책개발  장헌일 (한국기독공공정책개발연구원 원장)

·기독교학문과 교회봉사  황영철 (성의교회 목사)

■ 대학원생 논문발표 (10:00~12:00)  스타센터 2층

발표자교육A / 201호   사회자 : 문준호 ((재)스마트IT융합시스템연구단 연구부교수)   

·교회와 사회에 봉사하는 기독교사를 위한 기독교 세계관 연구
·기독교사단체의 성장과정을 통해 본 구성원들의 확장학습 경험 사례연구
·매킨타이어 덕론의 교육적 함의

장윤석 (청주교육대 석사과정)

이상수 (아주대 박사)

곽상근 (성균관대 석사수료)

발표자세계관A / 203호   사회자 : 추태화 (안양대 교수)

·소셜미디어의 기독교적 이용에 관한 연구 - 한국교회 대학생 및 청년그룹을 대상으로
·후기고령사회 복지서비스에 관한 성경적 고찰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기독교생명윤리 연구 - 기독교세계관적 접근 -
·잠언서에 나타나는 인간의 영적지혜에 관한 고찰

황혜정 (서강대 석사수료) 

황에스더 (백석대 박사과정)

김형철 (백석대 박사수료)

전영수 (전북대 박사수료)

발표자세계관B / 204호   사회자 : 신국원 (총신대 교수)

·기독대학생 영적 안녕감 및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영화 치료 연구
·뮤지컬 <맨오브라만차> 속에 나타난 구원자 이미지 연구
·니체는 무신론자인가?

고선옥 (고신대 박사과정)

조주영 (건국대 박사수료)

엄인주 (성균관대 박사과정)

발표자교육B / 202호   사회자 : 장수영 (포스텍 교수)

·기독교인의 교회 및 사회봉사 경험이 신앙성숙도와 교회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교회봉사가 가지는 유익에 관한 교육학적 고찰

·상호문화교육의 관점에서 본 배재학당 연구
·‘인성교육진흥법’에 나타난 인성교육의 비판적 검토

박지회·주유진
(성균관대 박사수료·KC대학교 학부)

김샛별·이호담
(서울대 석사수료·석사과정)

양정아 (성균관대 석박통합과정)

서다예 (성균관대 석박통합과정)

■ 교수/일반세션 분과발표 (15:00~17:50)  스타센터 1~3층

세계관B / 107호  사회자 : 제양규 (한동대 교수)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동성결혼
·바울이 말하는 동성애와 하나님의 진노: 로마서 1:24-27을 중심으로
· 동성혼에 대한 정치-신학적 성찰
· 미국 동성혼 합법화의 과정과 과제
· 영화 <두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에 나타난 동성혼 의식 연구
· 동성혼의 정신의학적 문제
· 동성애의 선천성에 관한 최근 주장의 고찰과 반론

신득일 (고신대 교수)

이재현 (한동대 교수)

김기호 (한동대 교수)

백은석 (한동대 교수)

강진구 (고신대 교수)

민성길 (연세대 명예교수)

길원평 (부산대 교수)

김기호 (한동대 교수)

신득일 (고신대 교수)

최용준 (한동대 교수)

김정우 (숭실대 및 백석대 강사)

김광수 (안양대 교수)

길원평 (부산대 교수)

민성길 (연세대 명예교수)

발표자                    논평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기조강연

※ 서울 남부터미널 -> 전주대학교 : 고속버스 2시간 40분
※ 대구, 인천 : 고속버스 2시간 30분
※ 대전, 광주 : 고속버스 1시간
※ 여수, 목포 : 직행버스 3시간, 기차 3시간
※ 순천 : 직행버스 2시간, 기차 2시간 30분

※ 택시요금 : 전주역에서 7,000원
                  고속·직행버스 터미널에서 4,500원 

※ 전주대학교와 고속·직행버스터미널, 전주역을 잇는 시내버스가 
    2-3분 간격으로 운행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효자동 2가, 전주대학교) 55069 

* 분과발표 시‘결혼과 가정을 세우는 연구모임’(결가연)의 창립총회가 있습니다.

기조강연 장소 
예술관 리사이트홀

분과발표 장소 
스타센터 구정문

신정문

버스 정류장
(남부터미널-전주대)



  유난히 추웠던 겨울도 지나고, 어김없이 올해도 생명이 움트는 봄이 왔습니다. 신록의 계절에 

열리는 기독교학문연구회의 춘계학술대회를 앞두고, 학문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일에 헌신하시는 동역자 여러분에게 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16년 춘계학술대회는 오는 5월 28일(토) 전주대학교에서 “기독교학문은 사회와 교회에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리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학문연구회와 DEW                                      

(현‘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를 통해 기독교학문의 씨앗이 뿌려진지 어느 듯 30여년이 

지났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기독교학문은 기존의 학문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기독교학문은 또한 적지 않은 교회 안팎으로부터 

비판을 받아오기도 하였습니다. 그 비판의 요지는 기독교학문이 지나치게 지성인들의 지적 

유희에 그쳐 교회와 사회를 섬기는데 무관심하거나 무기력하다는 점입니다. 기독교학문이 

교회와 사회로부터 관심이 멀어지고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기독교학문의 정체성과 

생명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기독교학문이 교회와 사회 실천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춘계학술대회 전체세션에서는“기독교학문과 교회봉사”라는 주제로 황영철 

박사님께서,“기독교학문과 사회참여”라는 주제로 김병연 교수님께서,“기독교학문과 

정책개발”이라는 주제로 장헌일 박사님께서 주제 발표를 해주실 것입니다. 전체 세션 후에는 

각 분과로 나누어 다양한 연구자들이 기독교학문의 향연을 펼치게 됩니다. 

기독교학문연구회 회장 

                      유 재 봉 올림

■ 개회 및 시상 (13:00~13:30)   예술관 106호 리사이트홀

■ 주제발표 및 패널토의 (13:30~14:50)   예술관 106호 리사이트홀

기독교학문은 사회와 교회에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사회자  송태현 (기독교학문연구회 연구부회장/이화여대 교수)

개회기도 및 환영사  유평수 (전주대 사범대학장/(사)교육종합연구소 소장)

개회인사         유재봉 (기독교학문연구회 학회장/성균관대 교수)

시     상          <새로남청년 우수논문상> 시상
                    새로남교회에서 후원하는 <새로남청년 우수논문상>은 본 학회의 대학원 세션에서 발표한 논문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선정된 우수한 논문의 연구자에게 소정의 상금과 상장을 수여합니다.

사회 및 광고     임춘택 (기독교학문연구회 총무/경남대 교수)

■ 교수/일반세션 분과발표 (15:00~17:50)   스타센터 1~3층

경제 (한국기독교경제학회) / 301호   사회자 : 이대식 (부산대 교수)

·사회영향채권(Social Impact Bond)과 희년경제의 해법
·아돌프 다마슈케와 20세기초 독일의 토지개혁론
·초월인가 정복인가? - 기독교경제학의 영역과 과제
·앤디 워홀(Andy Warhol)의 소비자주의 사상과 영향에 관한 연구

김대영 (융합경제연구소 대표)

김성은 (광운대 외래강사)

이홍구 (건국대 교수)

양희석 (국립 한국교통대 교수)

발표자                      

철학 (한국기독교철학회) / 302호   사회자 : 추태화 (안양대 교수)

·<Tractatus>의 기독교철학적 변용
·선하고 필연적인 귀결
·행복 철학과 행복 과학 - 행복의 비교 연구 

신상형 (안동대 교수)

양성만 (우석대 교수)

김요한 (전북대 교수)

발표자                  

교육 / 303호      사회자 : 박영주 (은혜샘물학교 교장)

·  Research on the Philosophy of Christian Education 
   in the Netherlands: A Historical Approach
·교육공동체에서의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경영과정으로서의 
    Portfolio 작성과 평가 I
·놀이를 통한 성품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다문화선교 허브로서의 목회자와 그 교육을 위한 커리큘럼 연구
·Distinctiveness of Christian Educators Professional 
   Development Standards

최용준 (한동대 교수)

강은주 (총신대 교수)

김보경 (전주대 교수)

안영혁 (총신대 교수)

Benson Kamary (동명대 교수)

류재신 (월광드림기독학교 교감)

조현섭 (총신대 교수)

신재홍 (전주대 교수)

정경호 (총신대 강사)

맹번욱 (중국안휘이공대 교수)

발표자                       논평자 

사회복지 / 201호      사회자 : 이상무 (평택대 교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의 지원에 관한 연구 동향 분석
·윤동주의 십자가에 나타난 실존적 자기완성

차유림 (서울대 선임연구원)

배지연 (한국실존연구소 소장)

이상무 (평택대 교수)

이상무 (평택대 교수)

발표자                       논평자 

세계관A / 204호     사회자 : 송태현 (이화여대 교수)

·'기독교 지성'의 역할과 소명에 대한 연구
·아브라함 카이퍼와 기독교세계관 개념의 네 원천
·The Issues of Climate Change: From a Theological Perspective
·하나님의 형상과 선교
·음식규제와 종교
·인간다움에 관하여 - 유교와 기독교

이정일 (동국대 선임연구원)

최태연 (백석대 교수)

최성호 (대신대 조교수)

이병수 (고신대 교수)

강상우 (박사)

성현창 (백석대 연구교수)

이유혁 (부산대 교수)

신국원 (총신대 교수)

송태현 (이화여대 교수)

강진구 (고신대 교수)

최성호 (대신대 조교수)

최태연 (백석대 교수)

발표자                        논평자 

■ 교수/일반세션 분과발표 (15:00~17:50)   스타센터 1~3층

2016년 춘계학술대회 초청의 글

사회학·법학 / 202호      사회자 : 고세일 (충남대 교수)

·성경에 나타난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사상
·America’s New Internationalists? The Rise of Contemporary 
    Evangelical Transnational Activism and U.S. Foreign Policy
·사회과학적 시각에서 구약성경번역의 문제점에 관한 일고찰
·청소년 정직 윤리 의식 현황과 기독교의 대응 방안 모색 연구
·우리나라 중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독교의 역할

김재민 (경일대 교수)

신찬웅 
(Indiana Wesleyan University 조교수)

심종석 (대구대 부교수)

안종배 (한세대 교수)

조현섭 (총신대 교수)

양신철 (전주완산경찰서 과장)

고세일 (충남대 교수)

한영희 (남서울대 교수)

이민영 (전북도민일보 논설위원)

강은주 (총신대 교수)

발표자                        논평자 

사회운동  김병연 (서울대 교수)

정책개발  장헌일 (한국기독공공정책개발연구원 원장) 

교회봉사  황영철 (성의교회 목사)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시편 111:2 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아는 우리 모두가 

춘계학술대회에 발표, 토론 등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기독교학문의 향연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기독교학문은 이론적·실천적 토대를 굳건히 하게 되고,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로부터 주목과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문학  / 203호     사회자 : 임춘택 (경남대 교수)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본 고대 유대교 문헌과 근현대 예술에 
    나타난 창세기 22장의 이삭 번제의 이미지에 관한 연구
·시편 8편의 한국 수용사
·  딤즈데일을 위한 변명: [주홍글자] 다시 읽기
·그림으로 읽는 이야기성경

오성호 (총신대 조교수)

정중호 (계명대 교수)

김철수 (조선대 조교수)

이상랑 (전주대평생교육원 강사)

정중호 (계명대 교수)

오성호 (총신대 조교수)

임춘택 (경남대 교수)

유경상 (CTC 대표)

발표자                        논평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