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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 그리스도인 · 신뢰 받는 교회 ·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  Ⓐ 04382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54길 30 401호  Ⓗ cemk.org  Ⓣ 02-794-6200  Ⓕ 02-790-8585  Ⓔ cemk@hanmail.net

담당자 : 최진호 간사 (010-9521-0821, 070-7019-3757, cemk@hanmail.net)

문서번호 : 기윤실(보도)2020-0615-01 날짜 : 2020년 6월 15일(월)

발신 :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공동대표

수신 : 기독언론, 종교부, 사회부, 문화부 담당기자 귀하

기독교윤리실천운동, 크리스챤아카데미

분열된 사회와 교회의 책임

  □ 때 : 2020년 6월 19일(금) 오후 2시30분 ~ 6시

  □ 곳 :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대화의 집(473-6)

  □ 주최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크리스챤아카데미 

  □ 순서 :

    - 발표 1: 김경재 박사(한신대 명예교수)

    - 발표 2: 손봉호 박사(기윤실 자문위원장)

    - 논찬 1: 발표 1에 대하여_배종석 박사(기윤실 공동대표)

    - 논찬 2: 발표 2에 대하여_이상철 박사(크리스챤아카데미 원장)

    -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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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모임>

분열된�사회와�교회의�책임

교회가 사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오히려 교회를 걱정해야 하는 풍토 속에서 

한국교회의 위기는 일정 수위를 넘어선지 오래입니다. 2019년 광장을 분할했던 태극기와 

촛불집회, 그리고 2020년 코로나 19 현실에서 보여준 한국 개신교의 모습은 사회통합의 

메시지보다는 분열과 대립이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을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화해와 상생의 종교인 그리스도교가 대립과 증오의 종교로 추락한 상황 속에서 이를 극복

하기 위한 개신교내 폭넓은 대화의 마당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오랜 시절 묵묵히 한국개신교의 개혁을 선도했던 ‘기독교윤리실천운동’과 ‘크리스챤아카데

미’가 손을 잡고 이러한 한국개신교의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한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고자 

합니다. 한국 교회의 새 길과 새로운 상상을 도모하는 대화의 마당에 함께하시어 고견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프로그램 개요를 첨부합니다.

  □ 당일 취재를 원하시면 사전에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의 

    - 최고권 연구원 : 010-5525-5114

    - tagung@daemuna.or.kr http://www.daemuna.or.kr 

    - 크리스챤아카데미 서울시 종로구 평창 6길 35(03003) 02-395-0781

※ 첨부 1 : <분열된 사회와 교회의 책임> 당일 순서 1부 (끝)

※ 첨부 2 : <분열된 사회와 교회의 책임> 웹자보 1부 (끝)

mailto:tagung@daemuna.or.kr
http://www.daemun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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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1 : <분열된 사회와 교회의 책임> 당일 순서 1부 (끝)

-�분열된�사회와�교회의�책임� -

  □ 개요

    - 때 : 2020년 6월 19일(금) 오후 2시 30분 – 6시

    - 곳 : 평창동 대화의 집(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473-6)

    - 주최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크리스챤아카데미

  □ 프로그램

구분 시간 발표자

개회인사 14:30
백종국(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이사장)

채수일(크리스챤아카데미 이사장)

발표 1. 14:40 김경재 박사

발표 2. 15:05 손봉호 박사

논찬 1. 15:30 배종석 박사

논찬 2 15:40 이상철 박사

종합토론 16:00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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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2 : <분열된 사회와 교회의 책임> 웹자보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