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종교문화연구소 종교문화포럼 리스트
▶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종교문화포럼

2009.04

"생명철학에서 본 함석헌사상 연구" (김경재)

2009.04

"함석헌의 '기억'의 신학과 영성적 철학" (김대식)

2009.04

"함석헌 연구(동양전통)동향과 전망)" (김영호)

2009.03

"『삼국유사』에 나타난 관음의 여성적 이미지" (김진경/ 논평 민순의)

2009.03

"‘敎=religion(종교)’의 사유로 본 종교 개념의 경계와 외연" (심형준/ 논평 구형찬)

2009.02

"점복 사용설명서:기우 전문가 文可學과 조선시대의 占候" (윤조철/ 논평 이창익)

2009.02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본 위진남북조 불교" (차은정/ 논평 진철승)

2008.11

"인지종교학의 '전염학적 절충주의'와 문화비평" (구형찬/ 논평 이창익)

2008.11

"조선시대 제사는 성스러운 일이었을까?" (이욱/ 논평 진철승)

2008.09

"한국근대 불교사상의 세 가지 유형" (이병욱/ 논평 송현주)

2008.09

"세상현실과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에 의거한 기독교윤리사상" (양찬호)

2008.08

"한국사회의 양심적 병역거부" (진상범/ 논평 이진구)

2008.08

"조교로부터 자유로운 세상" (박광서)

2008.05

"한국민간신앙 교재 기획안" (이용범)

2008.05

" 뇌과학과 종교연구" (이길용/ 논평 이창익)

2008.04

"근대적 종교자유와 사회주의적 종교자유의 개념적 차이" (박만준/ 논평 이진구)

2008.04

"역사적 예수 연구의 종교문화적 의미" (김준우)

2008.03

"풍수 다시 읽기"(황선명)

2008.03

"독일통일과 구동독교회의 역할" (오영훈/ 논평 우혜란)

2008.01

"개신교의 문제점과 방향성" (황규학)

2007.10

"성형수술의 종교적 맥락을 찾아서" (이창익)

2007.10

"근대 한국 신화학의 태도" (하정현)

2007.09

"일본 종교교육의 역사와 현황" (송현주)

2007.09

" 한국의 중등 종교교육 제도의 비판적 고찰" (윤용복)

2007.08

"해방이후 남한 개신교의 미국화" (이진구)

2007.08

"한국민간의 저승이해" (이용범)

2007.07

"조선시대 종묘와 왕실" (이욱)

2007.07

"양주불교의 특징"(한지연/ 논평 석길암)

2007.05

"학생인권 중심의 종교교육 법제 도입의 필요성" (이정훈)

2007.05

"여말선초, 시간의식의 변이에 대하여-碑誌類와 哀祭文을 중심으로" (박성지)

2007.04

"항전(抗戰) 전후 중국의 인류학과 묘족(苗族)신화연구" (홍윤희/ 논평 장석만)

2007.04

특별강연: "민중종교사 연구의 메타히스토리" (카츠라지마 노부히로)

2007.03

"스코틀랜드 종교학의 최근경향" (안신/ 논평 임현수)

2007.03

"뉴에이지 운동의 전인주의와 한국 '웰빙' 대중문화" (전명수/ 논평 박상언)

2006.11

"'여호와의 증인'의 역사와 특성" (윤용복/ 논평 정성옥)

2006.11

"뚜바공화국의 샤머니즘과 민간신앙 의례"(이용범)

2006.10

"한국 종교생태운동의 유형과 특성"(유기쁨)

2006.10

"니체와 불트만에 있어서 예술과 신의 자리" (김석진)

2006.09

“조나단 스미스의 비교이론과 방법:이해와 비판” (임현수/ 논평 이창익)
“한국 개신교 예배의 구조와 특성: 감리교회의 주일예배를 중심으로” (박상언/ 논
평 김윤성)

2006.08

“중국 祭地儀禮에 나타난 地神의 이중적 성격” (박미라/ 논평 이욱)
“진각종의 사상과 실천체계:새불교종단으로서 의의와 문제” (송현주/ 논평 김경집)

2006.07

“가정제사의 구조적 의미” (하정현/ 논평/ 엄연석)
“최근 한국사회의 종교자유 담론: 양심의 자유와 소수자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이
진구/ 논평 윤승용)

2006.05

“조선시대 시조의 상징과 조경묘 건립” (이욱/ 논평 임현수)

2006.04

“한국 관음신앙 : 발원문을 중심으로” (이효원/ 논평 송현주)

2006.03

“Mana Revisited: 力學과 疫學” (구형찬/ 논평 안연희)
“토테미즘의 재발견: 생태학적 토테미즘을 향해” (박상준/ 논평 유기쁨)
“페티시즘, 그 개념의 발명과 역사” (장석만/ 논평 조경만)

2006.01

“죽음의례의 정치-사회적 기능: 통합과 분열” (송현동/ 논평 이 욱)
“사찰과 유흥 - 식민지 시기 서울 근교 사찰을 중심으로” (서지영/ 논평 진철승)

2005.11

“종교-문화적 역동성과 ‘새로운 종교' 운동” (안연희/ 논평 박규태)

2005.10

“종교의 영도Ⅰ:《종교형태론》에 붙이는 주석” (이창익/ 논평 조현범)

2005.09

“조선후기 대보단(大報壇) 제향과 전쟁의 기억” (이욱/ 논평 김호덕)

2005.08

"한국 현대종교 연구와 종교학 개념의 문제: 영성(spirituality)에 대한 논의를 중심
으로" (우혜란/ 논평 신광철)

2005.07

“덧씌워진 종교개념에 대한 최근 논의들” (방원일/ 논평 우혜란)

2005.05

“선교사와 오리엔탈리즘 연구를 위한 이론적 성찰” (조현범/ 논평 김윤성)
“{녹동일기}에 나타난 안순환의 유교 종교화운동” (황영례/ 논평 이 욱)

2005.04

“1920년 신여성과 종교” (김윤성/ 논평 박상언)
“독립변수로서의 종교” (김일겸)

2005.02

“이능화의 종교인식과 근대” (송현주/ 논평 신광철)
“명시력의 시간관” (임현수/ 논평 이창익)

2005.01

“한국 근대 천주교 지식인의 종교인식” (윤용복)
“李王職 所藏 ≪洋裝書 圖書目錄≫에 나타난 분류체계와 종교학 관련 서적” (이
욱)

2004.11

“미국 장로교 헌법과 한국 장로교 헌법의 비교 연구” (황규학/ 논평 이진구)
“에카르트의 無 와 선불교의 空 ” (고명선/ 논평 송현주)

2004.10

“진리란 무엇인가?”

(황필호/ 논평 임현수)

“경계에 대한 기독교적 전망” (정성하/ 논평 신광철)
2004.09

“Stability and mobility in early Christianity(초기 기독교의 정주와 이동)” (최화선)
“최근 20년간 한국사회의 종교인구 변동 추세” (윤승용)

2004.08

“한국 불교의 순례공간에 대한 연구: 성지의 근대적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원/ 논평 진철승)
“원효 불교 해석의 철학적 맥락”

2004.07

(김종인/ 논평 송현주)

“최근 한국사회의 안티 기독교 운동에 대하여” (이진구/ 논평 노희정)

(이효

“11a13세기 서방기독교에서의 'Church'와 'Counter-Church' - 프랑스 남부지역의
Cathars를 중심으로- ” (김재현/
논평 김윤성)
2004.05

“대한제국기 '황실' 존숭 의례” (이 욱/ 논평 장석만)
“章太炎의 종교론과 유식학” (김영진/ 논평 김호덕)

2004.04

“말일성도예수그리스도교회의 성격과 전개” (노희정/ 논평 윤승용)
“재구성된 근세상: 강항 연구를 중심으로” (김선희/ 논평 박규태)

2004.03

“생태주의-다시 사유하는 인간의 조건, 그리고 종교” (유기쁨/ 논평 이창익)
“스크린에 비친 한국 기독교의 이미지” (신광철/ 논평 윤용복)

2004.02

“한국 신화 담론의 등장” (장석만/ 논평 하정현)
“식민지 조선에서 (동방)이라는 경계와 민족지의 형성” (강해수/ 논평 조현범)

2004.01

“성스러움의 테크닉 - 세시기를 통해본 우주론적 시공간의 형태” (이창익/ 논평
임현수)
“종교공간의 문제” (진철승/ 논평 이 욱)

2003.11

“神佛分離의 종교사적 의미” (박규태/ 논평 이진구)
“민중신학, 대로에서 헤매기”

2003.10

(김진호/ 논평 신광철)

“지방별 문화적 특성과 근현대 신종교의 전개: 지리종교학을 위하여” (황선명/ 논
평 이용범)
“한국 고대의 유불 공존의식” (오지섭/ 논평 김호덕)

2003.09

“몸의 영성과 몸의 정치: 조선 후기 천주교에서 개인과 사회” (김윤성/ 논평 박상
언)
“조선 후기 사회의 맥락에서 본 향촌 의례와 신앙” (정승모/ 논평 진철승)

2003.08

“개신교에 대한 개화사상가들의 태도와 근대성 수용의 문제” (류대영/ 논평 이진
구)
“근대 중국의 지식인과 종교 문제” (양일모/ 논평 장석만)

2003.07

“한국 근현대 불교의 연구현황과 전망” (김광식/ 논평 송현주)
“천도교의 근대화운동과 천도교계의 분화” (조규태/ 논평 고건호)

2003.05

“근대 계몽기 종교의 '번역'과 문명론” (정선태/ 논평 장석만)
“한말 천주교회와 향촌사회-'교안'을 중심으로” (박찬식/ 논평 김윤성)

2003.04

"한말 계몽운동과 신문"(최기영/ 논평 조현범)
"기독교와 내면의 수사학"(권보드래/ 논평 유기쁨)

2003.03

"일제하 기독교와 사회주의"(김권정/ 논평 신광철)
"한국 근대성에서 종교의 위치"(장석만/ 논평 김윤성)

2003.02

"일제하 일본 교파신도의 포교와 민간신앙의 대응"(최석영)
"원측은 유식의 아류인가, 당불교의 개혁가인가?"(이민용)

2003.01

"단군상 논쟁을 통해 본 신화와 역사 담론"(이진구/ 논평 고병철)
"근대 한국 불교의 기독교 이해" (송현주/ 논평 조현범)

▶ 한국 종교문화연구소 월례발표회

2002.11

"미국의 불교학연구 동향"(이민용)
"신도시개발이 종교지형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 - 분당신도시를 중심으로- "(허
남진/ 논평 임현수)

2002.10

"삼국유사 소재 '신이한 이야기'들에 대한 유형적 접근" (하정현/ 논평 이용범)

2002.09

"조선시대 立後와 傳統의 의미에 대하여" (박종천/ 논평 김호덕)

2002.08

"초기 그리스도교 순례기 속의 시간과 공간" (최화선/ 논평 임현수)

2002.07

"조선후기 천주교의 유해신앙연구-시신 매장과 시신 기적을 중심으로" (김윤성/
논평 이 욱)
"현대신종교 치유의례의 성격" (박상언/ 논평 이진구)

2002.04

"주체사상의 영생이해와 민족 -수령관의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정대일/ 논평 이
창익)
"갑오개혁과 국가사전의 변화" (이 욱/ 논평 김호덕)

2002.03

"일본근세의 종교와 국가권력: 도쿠가와 막부의 '사원법도'를 중심으로" (박규태/
논평 김석근)
"원측사상의 회통적 구조 : 중관 유식의 비판적 종합" (안환기/ 논평 진철승)

2002.02

"19세기 천주교 선교사들의 조선인식" (조현범/ 논평 신광철)
"길가메쉬의 통과의례: 신-레케-위닌니의 표준 바빌로니아 판본" (배철현/ 논평
최화선)

2002.01

"손병희의 문명론" (고건호/ 논평 이진구)

2001.12

"商代 甲骨文에 나타난 紀時法" (임현수/ 논평 이 욱)
"순교자의 몸과 고통: 조선 후기 가톨릭의 경우" (김윤성/ 논평

2001.11

"13세기 고려불교계의 동향과 <삼국유사>" (하정현/ 논평

2001.10

"한국 무속에 있어서 조상신의 위치 "(이용범/ 논평 이 욱)

조현범)

송현주)

"파리 외방전교회 고문서고 소장 한국관련자료 소개 "(조현범, 특별 발표)
2001.09

"금강대도의 정체성 변화 과정: 의례의 변천을 중심으로 "(고병철/ 논평 박규태 )
"이능화의 불교학과 근대적 종교인식 "(이재헌/ 논평 신광철)

2001.07

"시간의 의례화와 의례의 시간화" (이창익/ 논평 임현수)
"혼합현상"(syncretism)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방원일/ 논평 이진구)

2001.06

"신인간 형성을 위한 의례와 종교: 단학선원을 중심으로" (박상언/ 논평 박규태)
"종교언어로서의 公案(話頭) 이해" (강은애/ 논평 류제동)

▶ 한국 종교연구회 월례발표회

2001.03

"요한복음과 대승기신론: 구원론적 구조의 비교" (이찬수/ 논평 신광철)

2001.02

"근대 한국사회의 종교자유 담론: 개인(양심)의 자유와 종교집단(교회)의 자유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진구/ 논평 윤승용)

2001.01

"한말 개화기 역사서술의 시간성: 중화적 시간성의 陰影" (임현수/ 논평 장석만)

2000.12

“종교와 과학의 관계 지도그리기”(신재식)
“개인의 자율과 승단의 유지 : 붓다의 유훈을 중심으로”(안양규)

2000.11

“인도의 용신앙”(윤용복)

2000.10

“조선후기 기복제 설행의 의미 : 장서각 소장 ≪사직서의궤≫와 ≪등록≫을 중심
으로”(이욱)

2000.09

“한국무속의 신관에 대한 연구”(이용범)

1999.10

“동학과 서학”(고건호)
“고대 중동 문화 소개”(배철현)

1999.09

“동중서 춘추학 연구”(이연승)

1999.08

“고대 중국의 시간”(임현수)

1999.07

“종교학 공부와 인생 공부는 양립할 수 있는가”(장석만)

1999.05

, “G. Dumezil의 3기능 이데올로기 : 아폴론신화, 마하바라타서사시 분석”(김현
자)

1999.04

“슬라이드로 본 석전대제”(진철승)

1999.03

“한국 무당의 유형에 관한 연구 : 강신무와 세습무 구분을 중심으로”(이용범)

1999.02

“조선시대 유교의 신관”(이욱)

1999.01

“태양들의 반란 : 신화분석을 통해서 본 고대 중국의 기우의례”(김현자)

1998.12

“일제 강점기 한국개신교의 천주교관 : ≪성서를 통하여 본 천주교의 오류≫의 사
례”(신광철)

1998.11

“한국불교의식의 역사와 현황”(진철승)

1998.10

“별자리 사천의례”(김일권)

1998.09

“불교건축을 중심으로 본 불교의 세계관”(한정갑)

1998.08

“인도문화의 이중적 여성상과 힌두여신 상징체계”(류경희)

1998.07

“한말 서양력 도입의 종교사적 의미 : 요일 주기를 중심으로”(조현범)

1998.06

“조선전기 산천제의 정비”(이욱)

1998.05

“무당 기우제 연구 : 국가의례에서의 무당의 배제화”(최종성)
“한국 민족주의와 종교”(윤승용)

1998.04

“禹步의 생성과 변천에 관한 연구 : 신화, 사상, 의례의 역동적 상호작용”(김현자)
“질병과 근대”(김윤성)

1998.03

“그리스도교의 이중적 종말론의 딜레마 : 몸과 죽음을 중심으로”(박상언)

1998.02

“한국인의 죽음관 : 커뮤니케이션 과정으로 본 죽음의례”(한경애)
“에도시대 불교문화와 대중신앙 : 기도와 놀이의 통일성”(허남린)

1998.01

“고대인의 ‘하늘' 경험과 天孫 신앙”(하정현)

1997.12

“조선전기 사전체제에 나타난 귀신관 : ?祭를 중심으로”(이욱)

1997.11

“퇴계의 禮인식에 대한 일고찰 : 예의 가변성과 가능성 문제를 중심으로”(김호덕)

1997.10

“죽은 자에 대한 기억과 성스러움의 재생 : 근대초기 한국가톨릭의 성인숭배”(김
윤성)

1997.09

“중세 유럽 마법의 역사적 변천 연구”(박명건)

1997.08

“1930-40년대 한국천주교회 정체성 형성 : 위령, 순교, 조상제사를 중심으로”(조
현범)

1997.07

“국가기우제와 민간기우제의 비교 : 시체처리와 제물처리를 중심으로”(최종성)

1997.06

“한국 민간신앙 의례 연구사 검토”(이용범)

1997.05

“개항기 한국사회의 그리스도교관과 그리스도교의 포교전략”(신광철)

1997.04

“김시습의 ≪연경별찬≫에 나타난 佛身觀 연구”(차차석)

1997.03

“종교연구에서의 주체의 문제 : 멀치아 엘리아데를 중심으로”(김창한)

1997.02

“한국 천주교도의 독립운동”(윤선자)

1997.01

“맑스 종교비판의 재검토”(김윤성)

1996.12

“대화를 위한 해석학”(이찬수)

1996.11

“일본종교의 현세주의적 성격”(박규태)

1996.10

“이능화의 종교사학과 한국기독교사 연구”(신광철)

1996.09

“지구화와 종교의 변동”(강인철)

1996.08

“고대 중국의 산악숭배 : 그 신앙과 제반 관행”(김현자)

1996.07

“단발령 연구”(장석만)

1996.05

“중국의 사회변동에 따른 조선족 종교인식의 변화에 관한 연구”(장형진)
“근대한국 개신교의 타종교 이해 : 비판의 논리를 중심으로”(이진구)

1996.04

“전래 초기 동아시아에서의 그리스도교 신관 연구 : ‘천주' 명치 기원과 그 이해
문제를 중심으로”(이순자)
“에도초기 일본신종교의 구원관에 대한 연구 : 현세적 초월의 사상”(박규태)

1996.03

“복음이란 무엇인가? : ‘복음'(Gospel)과 ‘교리'(Dogma)의 관계성에 대한 소고”
(장창진)
“해석학적 주체에 관한 일고찰”(장창진)

1996.02

“박형룡 박사의 신학을 연구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론적 제안”(장동민)
“서당과 소학교 : 身體의 문제를 중심으로”(김윤성)
“일제하 한국 천주교회의 개신교관에 대한 연구”(신광철)
“조선시대의 귀신론”(이욱)

1996.01

“한국개신교가 전통종교들을 바라보는 시각 또는 그 반대의 것을 비판적으로 재
검토하는 연구”(이진구)
“삼국의 불교초전과 관련된 몇 가지 사실과 문제”(진철승)
“한국고대 仙관념 고찰”(김일권)

1995.12

“민속과 불교신앙 : 세시풍속을 중심으로”(진철승)
“세계종교사분과 기독교연구반 연구 방향성 정립을 위한 보고서”(장창진)

1995.11

“모더니즘 공동체론에 대한 포스트모더니즘의 비판과 WCC 교회론의 의미에 관한
연구”(장창진)
“백제의 미륵사상 : ≪삼국유사≫ 소재 미륵사 창건 연기설화를 중심으로”(하정
현)
“금석문에 나타난 삼국시대 미륵신앙 소고”(김일권)

1995.10

“가톨릭과 개신교의 상호이해에 대한 연구: 개항기 한국사회의 경우”(신광철)
“한국의 종교의례”(윤승용)
“근대일본 기독교의 정착과정”(小關康之)

1995.09

“일제하 한국개신교의 종교자유에 대한 이해-국가권력 및 타종교와의 관계를 중
심으로”(이진구)
“친일종교인과 대아시아주의”(조현범)

1995.08

“신화와 역사”(임현수)
“한국 무속의 인간이해에 대한 연구 : 신관 분석을 중심으로”(이용범)

1995.07

“근대한국 개신교의 종교자유에 대한 인식”(이진구)

1995.06

“무속의 굿에 나타난 제차의 연속성 연구”(최종성)

1995.05

“근대성, 탈근대성, 종교”(김윤성)
“상징연구에 대한 비판적 고찰”(장주경)

1995.04

“흑인 아프리카의 근대와 종교”(이은숙)
“허목의 재이관”(이욱)

1995.03

“단군론의 역사적 변천연구”(김일권)

1995.02

“미륵사상과 삼국의 사회적 이상형성에 관한 연구”(옥경호)
“중국 도교”(동아시아분과)

1995.01

“정경옥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연구 및 자료의 정리”(신광철)

“증산교를 통해 본 만남의 한국종교사”(김탁)
1994.12

“고대사회의 동명에 대한 인식”(하정현)
“한국개신교의 타자인식에 관한 연구”(이진구)

1994.11

“종교와 曆”(임현수)

1994.10

“한국종교사 서술에 관한 종합보고”(한국종교사분과)

1994.09

“한국종교의 전통과 근대(3)”(김호덕, 고건호, 신광철)
“여말선초 누정건립을 통해서 본 사대부들의 性情개발”(이욱)

1994.08

“한국종교의 전통과 근대(2)”(김호덕, 고건호, 신광철)
“1932-33년 천도교와 사회주의 간의 논쟁의 추이”(고건호)

1994.07

“한국종교의 전통과 근대(1)”(김호덕, 고건호, 신광철)
“한국신화에 관한 연구 : 개국신화를 중심으로”(이용범)

1994.05

“개항이후 유교문화의 확산과정에 관한 연구 : 기독교와 관련하여”(박정해)

1994.04

“동서양의 이상세계관에 대한 비교연구”(윤승용)

1994.03

“여말선초 신앙의례의 변동에 관한 메모”(진철승)

1994.02

“한국개신교의 수용에 관한 연구 : 관서지방을 중심으로”(이진구)

1994.01

“개항기 의료선교 담론연구”(김윤성)

1993.12

“현대 중국대륙의 종교정책 연구”(안효열)

1993.11

“산업화 이후 한국사회에서의 민속담론에 관한 연구”(조현범)

1993.10

“유교 천인관계론 연구”(김호덕)

1993.09

“시베리아의 샤만 및 민속에 관한 비디오 상영 및 소개”(윤승용)

1993.08

“서주시대의 천관에 관한 연구 : 詩.書를 중심으로”(박미라)

1993.07

“북아프리카에서 겪는 문화충격”(송도영)

1993.05

“한국 천주교와 개신교의 상호의식 : ≪예수진교사패≫와 ≪예수텬쥬량교변론≫을
중심으로”(신광철)

1993.04

“≪삼국유사≫ 설화연구사와 그 문제점”(하정현)

1993.03

“한국 개신교전례 토착화운동에 관한 고찰”(진철승)

1993.02

“시간과 영원의 이분화 경향에 관한 일고찰 : 기독교, 이슬람, 힌두교를 중심으
로”(임현수)

1993.01

“현대한국 불교종단의 현황과 성격 : 1945년 이후 현재까지”(송현주)

1992.12

“계룡산 종교촌의 민중신앙”(윤승용)

1992.11

“구소련의 종교와 민족주의‘(김일겸)

1992.10

“조선시대 기층신앙 조직의 구성에 관한 일고찰”(진철승)

1992.09

“일제의 종교정책에 대한 한국종교의 대응양상 연구 : 천도교와 개신교를 중심으
로”(이진구)

1992.08

“중국신화연구 방법론 및 자료검토”(김현자)

1992.07

“C.G.Jung의 Psyche 개념과 W.C.Smith의 Person개념의 비교연구”(김재영)

1992.05

“이황의 서원론을 통해서 본 16세기 사림의 성격”(이욱)

1992.04

“<종교>담론의 제도적 장치 및 <종교>담론과 다른 근대적 담론과의 연관성”(장
석만)

1992.03

“동학운도의 전개과정에 대한 연구 : 종교적 혁신과정을 중심으로”(고건호)

1992.02

“≪禮記淺見錄≫을 통해 본 권근의 예학 사상”(김호덕)

1992.01

“무속의 신관”(이용범)

1991.12

“조선중기 이후 불교의식의 변천”(진철승)

1991.11

“여성신화의 의미에 관한 연구”(박정해)

1991.10

“한국 개신교사 연구의 검토”(신광철)

1991.09

“종교와 생명과학 : 진화의 합목적성을 중심으로”(최미화)

1991.07

“과정신학과 화엄사상에서의 ‘악'의 문제”(송현주)

1991.06

“고대인도 윤회관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윤용복)

1991.05

“초기 천도교의 교단조직에 관한 연구”(이진구)

1991.04

“한국사회변동에 따른 종교의 대응양상”(윤승용)

1991.03

“국가신도의 형성과정과 그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박진원)

1991.02

“개항기 한국사회에서의 ‘종교범주' 형성”(장석만)

1990.12

“여성학에 있어서 인식론의 문제”(박정해)

1990.11

“일본신화에 대한 일고찰”(박규태)

1990.10

“20세기 종교사상사 : 종교철학방법론의 모색”(송현주)

1990.09

“인도종교에 있어서 고통의 문제”(류경희)

1990.08

“종교사회사 방법론의 모색”(이진구)

1990.07

“80년대 한국종교 상황과 변화”(윤승용)

1990.04

“미륵, 그 피난과 변혁의 통일”(진철승)

1990.03

“한국근대 종교운동과 민족주의의 관계에 대한 연구”(강돈구)

1990.02

“혁거세신화연구 : 오체산락의 상징성을 중심으로”(박규태)

1990.01

“종교와 권력에 대한 사회과학적 비판”(이용범)

1989.12

“러시아혁명 직후의 종교정책”(진철승)

1989.11

“신화연구 동향 : ≪Sacred Narrative≫를 중심으로”(하정현)
“듀메질 신화학 : ≪The New Comparative Mythology≫를 중심으로”(박규태)

1989.10

“초기 한국개신교의 종교론에 대한 일고찰 : ≪기독신보≫를 중심으로”(신광철)
“해방신학과 민중불교의 비교분석”(황필호)

1989.08

“소련에서의 과학적 무신론의 전개와 종교연구”(이진구)
“한국여성신학의 방법론 모색연구”(박정해)

1989.07

“마르크시즘과 종교”(박규태)
“중국에 있어서의 유불도 논쟁사에 대한 일고찰”(송현주)

1989.06

“중국에서의 유불도 교섭사에 관한 일고찰”(송현주)

1989.05

“한국 근대종교운동과 민족주의의 관계에 관한 연구”(강돈구)
“서구에서의 ‘종교와 여성'에 관한 연구”(김정주)

1989.04

“실학연구의 현황과 문제점”(이진구)

1989.03

“폴 리쾨르의 해석학에 관한 일고찰”(박규태)
“개항기 종교 범주의 형성에 관한 연구”(장석만)

1989.02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힌두교와 기독교의 태도 비교”(류경희)

1988.11

“중국의 근대화와 유학의 새로운 시도 : 풍우란에 대하여”(이용주)

1988.07

“창조와 사랑 : 종교와 예술, 그 만남의 자리에서”(박규태)

1988.06

“불교의식과 무속의 비교연구”(진철승)
“백교회통사상과 이능화의 한국종교사 연구”(신광철)

1988.05

“종교와 도덕의 관계 연구”(전인철)
“개화기 기독교의 남녀평등 이념연구”(김정주)

1988.04

“종교와 도덕의 관계”(류성민)

“공교육에 있어서 종교와 교육의 관계”(윤승용)
1988.03

“시간의 공간화와 질적 시간의 문제”(임현수)

1988.02

“종교다원현상과 상대주의적 태도”(류경희)

1988.01

“신사참배에 대한 조선기독교계의 대응양상 연구”(이진구)

1987.12

“70년대 이후 종교학 연구동향에 대한 비판적 검토”(장석만)
“종교연구 방법론에 대한 재검토”(강돈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