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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꿈꾸는 기윤실

담 당 자 : 이명진 간사 (cemk@hanmail.net, 02-794-6200, 070-7019-3757)

문서번호 : 기윤실(보도)2022-0509-01 날짜 : 2022년 5월 9일(월)

발    신 :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이사장, 공동대표

수    신 : 기독언론, 종교부, 사회부, 문화부 담당기자 귀하

기윤실-크리스챤아카데미, 대화모임 “새 정부에 바란다” 개최

▪ 일시: 2022년 5월 24일(화) 오후 2시 ~ 5시30분 

▪ 장소: 대화의집(서울 종로구 평창6길 35)

▪ 주최: 기독교윤리실천운동, 크리스챤아카데미

▪ 발제1: 박상훈 대표(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후마니타스 대표) 

▪ 발제2: 정경일 교수(성공회대 신학연구원 학술연구교수)

▪ 논찬1: 송진순 박사(이화여대, 크리스챤아카데미 객원연구원) 

▪ 논찬2: 고세훈 교수(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 종합토론: 사회-조성돈 교수(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기윤실 공동대표)

□ 기윤실-크리스챤아카데미, 대선 이후 정치 개혁을 모색하는 대화모임 개최

□ ‘0.73%’ 근소한 차이로 당선인이 결정된 20대 대통령 선거, 이를 반추하며 기존 정치 제도를 평

가하고, 향후 한국정치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토론 진행

<대화모임: 새 정부에 바란다 – 정치 개혁에 관한 한국 개신교계의 기대>

오랜 시절 묵묵히 한국개신교의 개혁을 선도했던 ‘기독교윤리실천운동’과 ‘크리스챤아카데미’가 손

을 잡고 양극화 된 한국개신교의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한 대화마당을 계속해서 개최합니다. 특별히 

양 기관은 그동안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칼 진영에서 한국 개신교의 개혁을 선도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0년 연말에 민세상 사회통합부분 수상자로 공동 선정되었습니다. 민세상 수상을 계기로 한국 

사회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대화마당을 정기적으로 꾸준히 마련하자는 취지하에 이번 모

임이 기획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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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대화모임의 주제는 <새 정부에 바란다 – 정치 개혁에 관한 한국 개신교계의 기대>

입니다. 2022년 3월 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0.73% 라는 근소한 차이로 당선인이 결정

되는 보기 드문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는 양극화된 우리 사회를 극명하게 보여주었고, 기존 정치 

제도가 국민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다시 성찰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정

부의 출발을 맞이하는 지금, 한국사회가 분열과 갈등의 상처를 딛고 보다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가

기 위한 정치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 개신교계 인사들이 함께 모여 새 정부

에 제언할 정치 개혁 관련 사안들을 논의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오셔서 소중한 의견

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5월 9일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이사장 백 종 국

크리스챤아카데미 이사장 채 수 일

 본 행사는 5월 24일(화) 오후 2시부터 기윤실 유튜브(www.youtube.com/giyunsil)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첨부 _ 프로그램 개요

       대화모임 “새 정부에 바란다” - 웹자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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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개요

 (1) 일시: 2022년 5월 24일(화) 오후 2시 ~ 5시 30분

 (2) 장소: 대화의집(종로구 평창6길 35)

 (3) 주제: “새 정부에 바란다: ‘정치 개혁’에 관한 한국 개신교계의 기대”

 (4) 세부 주제 및 발제자(안)

시간 주제 담당

14:00~14:10
(10분)

양 단체 이사장 인사말, 행사 및 발제·논평자 소개

인사말: 기윤실-백종국 이사장
       크.아-이삼열 이사장
소개: 사회자 - 조성돈 교수
     (실천신대원, 기윤실 공동대표)

14:10~14:35
(25분)

발제1. “한국 정치,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박상훈(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14:35~15:00
(25분)

발제2. “모든 정부에 바란다” 정경일(전 새길기독사회문화원 원장)

15:00~15:15
(15분)

논찬1. 발제1 논찬
송진순(이화여대, 크리스챤아카데미 객원

연구원)

15:15~15:30
(15분)

논찬2. 발제2 논찬 고세훈(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15:30~15:45
(15분)

휴식

15:45~17:00
(75분)

전체 토론 사회: 조성돈(실천신대원 교수)

17:00~17:25
(25분)

시청자 질의 응답 온라인 질문(사회자)

17:25~17:30
(05분)

마무리 발언 사회자, 발제자

17:30~ 사진촬영

 *발제 순서와 시간은 조금씩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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