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기독교 사회문화아카데미
2019년도 춘계학술대회
| 주제 | 3.1운동 100주년과 호남지역 기독교의 역할
민족독립운동 참여에서 촛불시민혁명으로

일시 | 2019년 5월 20일(월) ~ 24일(금)
장소 | 한일장신대학교 진리관, 사랑관

주최 | 21세기기독교사회문화아카데미
주관 | 한일장신대학교 기독교종합연구원, NGO정책연구소
후원 |

5/20 월
11:00
학생회관

5/21 화

축하 성경판소리 공연
- 출애굽에서 독립선언문으로

5/23 목
<개회식>
사회: 김태훈 교수(한일장신대)
개회사: 이남섭 교수(학회장)
축사: 구춘서 교수(한일장신대총장)
환영사: 차정식 교수(기독교종합연구원장)

13:30~
16:00
진리관 3층 발표1: 삼일독립운동과 서서평선교사
사회복지 발표자: 이혜숙 교수(한일장신대)
발표2: 전북교회의 인권운동과 민주화운동
실습실
발표자: 백남운 목사(전 전북인권선교협회장)
토론: 이화자교수(전주대), 김인교수(한일장신대)

5/22 수
13:30~
16:00
진리관3층
2306호

5/22 수
13:30~
16:00
진리관3층
2302호

5/22 수
13:30~
16:00
진리관2층
2212호

좌장: 김훈 교수(한일장신대)
발표1: 생성기 기독교의 부활신앙 모티프와 전개과정
발표자: 차정식 교수(한일장신대)
발표2: 3.1독립운동과 광주양림교회
발표자: 송인동 교수(호남신대)
발표3: 식민지시대 호남교회의 협동조합운동
발표자: 진방주 목사(영등포산업선교회)
토론: 정창교 교수(대전신대), 백승우 교수(전북대),
백상훈 교수(한일장신대)

<석학 초청 기조발제>
주제: 21세기 민족의 새 역사변혁 동력과
호남교회의 삼일만세운동
강사: 김용복 박사(한일장신대 초대총장)

9:20~
11:30
사랑관 3층 특강1: 3.1운동을 통해서 본 교회와 민족
대회의실 강사: 노치준 목사(전 광주양림교회)
특강2: 평신도의 민족독립운동과 촛불시민 교회개혁운동
강사: 백종국 교수(경상대)

5/23 목
13:30~
16:00
학생회관

사회: 임희숙 교수(한신대)
특별전시: 호남지역 기독교의 3.1운동 사진 전시회
특별공연: 3.1운동관련 독립영화(동주) 상영

<종합토론: 지역의 역사에서 한국교회사 다시쓰기>
주제: 호남지역 3.1운동과 기독교: 연구 성과와 과제
발표자: 한규무 교수(광주대)
좌장: 권진관 교수(성공회대)
5/23 목 패널토론자:
16:00~
강정희(한일장신대) - 기독교윤리학의 관점에서
18:30
김은수 교수(전주대) - 선교학의 관점에서
사랑관
3층
좌장: 차성환 교수(한일장신대)
김은주 교수(한일장신대) - 기독교교육학의 관점에서
대회의실
발표1: 군산의 3.1운동과 기독교학교의 참여
이진구 교수(서울대) - 종교학의 관점에서
발표자: 김은주 교수(한일장신대)
임희숙 교수(한신대) - 여성신학의 관점에서
발표2: 호남정신과 최흥종 목사의 일제강점기 활동
전명수 교수(고려대) - 종교사회학의 관점에서
발표자: 서재룡 박사(그리스도의 교회)
최영근 교수(한남대) - 교회사의 관점에서
토론: 김정준교수(성공회대), 임희모 교수(한일장신대)
좌장: 김은수 교수(전주대)
발표1: 순천중앙교회의 삼일만세운동 전통
발표자: 홍인식 목사(순천중앙교회)
발표2: 3.1운동의 정신과 전북의 시민사회운동
- 자주독립과 자치정신의 관점에서
발표자: 강정희 교수(한일장신대)
토론: 조철민교수(경희대), 김대용 교수(예수대)

5/24 금
10:00~
10:30
사랑관3층
대회의실

<폐회식>
사회: 조흥국 교수(부산대)
폐회선언: 강원돈 교수(한신대)

* 문의 : 010-8794-2645(학회 총무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