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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윤신일 간사 (010-8630-1610, 070-7019-3758, cemk@hanmail.net)

문서번호 : 기윤실(보도)2020-0423-01 날짜 : 2020년 4월 23일(목)

발신 :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이사장

수신 : 기독언론, 종교부, 사회부, 문화부 담당기자 귀하

[긴급좌담]포스트코로나19 시대의 교회: 위협과 기회

  □ 기윤실, “포스트코로나19 시대의 교회: 위협과 기회” 온라인긴급좌담 개최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교회마다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는 등 ‘예배’, ‘교회’,

‘목회’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해석이 제기됨

  □ 이외에도 사회·경제적 흐름의 변화와 위기가 예측되는 가운데 교회는 어떤 부

분을 주목해야 할 것인지 토의

  □ 기윤실 페이스북 라이브 중계 및 추후 편집영상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은 “포스트코로나19 시대의 교회: 위협과 기회” 온라인 

긴급좌담을 개최한다.

  □ 일시 : 2020년 5월 7일(목) 오후 7시~9시

  □ 채널 : 기윤실 페이스북, 유튜브 생중계 (촬영 장소: 기윤실 회의실)

좌담회에서 다룰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코로나19 국면 이후 사회·경제적 흐름의 변화에 따라 교회는 무엇을 주목할 것인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교회마다 온라인 예배·성례전을 진행함에 따라 ‘예배’, ‘교

회’, ‘목회’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해석이 제기들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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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면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일부 교회를 돌이켜보

며, 사회가 재난을 직면했을 때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지 토의한다.

  □ 이 외에도 온라인 시청자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시간을 갖는다.

본 좌담회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발제: 10~12분씩, 패널토의 및 질의응답 40분)

  □ 인사말: 조성돈 본부장(기윤실 교회신뢰운동본부장, 실천신대원 교수)

  □ 발제(1): “코로나19 이후의 사회” - 권선필 교수(목원대 행정학과)

  □ 발제(2):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 이윤재 교수(숭실대 경제학과)

  □ 발제(3): “코로나19 이후의 교회” - 최진봉 교수(장신대 예배설교학)

  □ 발제(4): “코로나19 이후의 사회” - 조주희 목사(성암교회 담임)

  □ 패널토의 및 질의응답: 진행 - 조성돈 본부장(기윤실 교회신뢰운동본부장, 실천신대원 교수)

기윤실 긴급좌담은 기윤실 페이스북(facebook.com/giyunsil)과 유튜브(youtube.com/giyunsil)

에서 실시간 중계로 확인할 수 있으며, 추후 편집영상이 기윤실 홈페이지(www.cemk.org)

에 게시될 예정이다.

※ 문의 : 기윤실 윤신일 간사 (02-794-6200, cemk@hanmail.net) 

※ 첨부 : [긴급좌담] 포스트코로나19 시대의 교회 웹자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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