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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ATS 소식
 전국신학대학협의회 제50차 정기총회 개최
제50차 정기총회가 2015년 3월 27일(금) 10:00-2:00에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예배실에서 개
회예배와 주제강연을 가진 후 개최되었습니다. 이영미 총무(한신대학교)의 인도로 개회 예배를
드리고 이어서 나오즈미 에토 박사의 주제강연, “Dietrich Bonhoeffer and Theological
Education - Its Implications for East Asia in the 21st Century”을 마친 후, 12시부
터 회장 채수일 총장의 사회로 회무처리에 들어갔으며, 새로운 임원이 아래와 같이 선
출되었습니다.
회장 : 유석성 총장 (서울신학대학교)
수석부회장 : 신민규 총장 (나사렛대학교)
연임부회장 : 노영상 총장 (호남신학대학교)
신임부회장 : 이정구 총장 (성공회대학교)
연임총무 : 이영미 교수 (한신대학교)
서기 : 조은하 교수 (목원대학교)
회계 : 권수영 교수 (연세대학교)
감사 : 유경동 교수 (감리교신학대학교), 정인교 교수 (서울신학대학교)

 KAATS 2014년 1차 임원회
2015년 4월 18일 토요일 12시 30분 서울역 그릴에서 2015년도 1차 임원회를 개최하여
KAATS의 주요 사업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결의된 주요 사업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5학년도 교수연구논문공모 주제는 “분단상황에서의 기독교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으로 정
했습니다.
2) 2015년 카츠 컨퍼런스는 2015년 10월 16일(금), 10-1시 서울신학대학교에서 “분단상황
에서의 기독교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을 주제로 열기로 하고 강연은 이삼열 교수와 허호익 교
수가 맡아주기로 했습니다.

 2014년 석사 우수 논문 시상
본 협의회는 해마다 신학생들의 연구열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우수석사논문 심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시상은 구약신학, 신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기독교교육학, 기독교윤리
학, 선교학, 여성신학 기독교/목회상담학, 기독교와 문화, 교회음악학 등 12개 분야에 걸쳐 실
시하고 있으며, 학교의 추천을 받아서 논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심사는 ‘주제 및 문제 제기
의 타당성,’ ‘논문의 구성 및 논리전개,’ ‘논문의 학문성’ 등을 기준으로 하며, 시상은 해당 학교
졸업식(졸업식에 우수논문 상패 증정)에 시행합니다. 2014학년도에는 8개 분야에서 수상자가
결정되었습니다. 분야별 수상자와 학교, 논문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우수논문 수상자 *
(3분야, 8편 논문 접수)
분 야

이 름

교회사

최서윤

장 게르송(Jean Gerson)의 인식과 정감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호남신학대학교

조직신학

이현석

고백자 막시무스(Maximus the Confessor)의
신학적 인간론 연구

감리교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

Ma, Daniel
Santoso

제

목

학 교

The Roles of Christian Religion Teachers in
횃불트리니티
Indonesian Christian Elementary Schools
신학대학원대학교

* 우수논문 수상자 *
(5분야, 12편 논문 접수)
분 야

이 름

제

목

학 교

구약학

오강일

예레미야 32장에 나타난 ‘희망’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신약학

Mishra,
Menuka

Paul’s Theology of Manual Labor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Thessalonian
Correspondence

횃불트리니티
신학대학원대학교

선교신학

어대준

총체적선교의 관점에서 고찰한
상향식 접근법(Bottom-Up Approach)

감리교신학대학교

목회상담학

김인경

양육스트레스와 목회적 돌봄

감리교신학대학교

예배학

박소라

견신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2014년 총학장협의회
KAATS 총학장협의회가 2014년 12월 21~24일 중국의 상해, 항주, 주자각에서 개최되었으며,
회원교 중 7개 학교 총장님들과 사모님들께서 참석하였습니다.

 교수논문연구지원
2015년도 전국신학대학협의회 회원교 교수님들의 연구 논문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였습니다.
1) 논문 개요 A4 용지 2매 정도(연구제목, 목적, 간략한 내용, 활용성 등)
2) 연구내용 (1) 지정주제 : “분단상황에서의 기독교 평화교육과 통일교육”
(2) 자유주제 : 신학교육 전반
3) 개요제출 기간 : 2015년 5월 30일
4) 논문의 양 : 원고지 120-150매
5) 논문제출 마감 : 2015년 10월 15일
6) 연구비 - 개인 150만원 (연구비 100만원/ 논총 원고료 50만원)
7) 연구비 지급방법: 착수시 연구비, 완료시 원고료 지급

 <한국신학논총> 제14집 원고 모집
12월에 발행 예정인 <한국신학논총> 제14집에 실릴 원고를 모집합니다. 주제는 “신학교육”과
관련된 자유로운 주제입니다.

 컨퍼런스 안내
전국신학대학협의회에서는 2015년 컨퍼런스를 “분단상황에서의 기독교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이
라는 주제로 다음과 같이 개최 할 예정입니다. 회원교 교수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
다.
* 날짜 : 2015년 10월 16일(금), 10:00-1:00
* 장소 : 서울신학대학교
* 일정: 주제 강연(가제) 및 패널
1) 이삼열 박사 - "분단상황에서의 평화구축을 위한 신학교육" (평화교육)
2) 허호익 박사 - "화해와 통일을 위한 신학교육" (통일교육)
3) JATE 대표 - “일본신학대학협의회와 평화를 위한 일본의 신학교육”

4) 이영미 총무 - 논찬 및 전체 패널 진행
이번 컨퍼런스는 강연이 아니라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하며 발제자들의 간단한 핵심 소개(10
분) 후 전체 참여자들의 토론을 통해 실제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 발제문은 참가자들이 읽어올 수 있도록 미리 배포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석과 유익한
토론의 장이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일본신학대학협의회(JATE) 대표단 방문
2015년 10월 15-17일 동안 한국과 일본의 신학교육의 발전을 위해 JATE 대표단이 카츠를
방문하여 두 나라 간의 학술교류 및 동북아시아신학대학협의회(NEAATS)의 활동 재게를 위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대표단의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Naozumi ETO 총장, Japan Lutheran College (총장, 조직신학)
Haruo FUKAYA 교수, Tokyo Bible Seminary (구약학교수)
Heon-Wook PARK 교수, Tokyo Union Theological Seminary (기독교 교육 및 신약학교수)

 한국신학논총 제13집 발간
『한국신학논총』 제13집이 발간되어 배포 되었습니다.

 AJT 인수 ⦁ 배포
Asia Journal of Theology 29호 봄호를 인수하여 배포하였으며, 다음 학기에 가을호를 배포
할 예정입니다.

 2015년 총학장협의회 안내
KAATS 총학장협의회가 2015년 6월 30일(화)~7월 3일(금) 중국 하얼빈/대련/여순에서 개최
되며, 회원교 중 5개 학교 총장님들과 사모님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KAATS 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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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영 교수
연세대학교

유경동 교수
감리교신학대학교

정인교 교수
서울신학대학교

∥행사스케치∥
2015년 제50차 KAATS 정기총회 & 연구협의회
⦾ 일시 : 3월 27일 (금) 오전 10시
⦾ 장소 :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예배실

개회예배 사회 이영미 총무

개회예배 설교 채수일 회장

개회예배 기도 신민규 부회장 (나사렛대학교)

성찬집례 유석성 부회장 (서울신학대학교)

강연 Naozumi Eto 박사

단체사진

2014년 총학장협의회
⦾ 일시 : 2014년 12월 21-24일
⦾ 장소 : 중국 상해/항주/주자각 공자유적지와 태산

∥2015 KAATS 회원 대학교∥
감리교신학대학교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강남대학교 인문대학 신학과

안양대학교 신학대학

건신대학원대학교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계명대학교 기독교학과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그리스도대학교

영남신학대학교

나사렛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학부

대전신학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루터대학교 신학과

전주대학교 기독교학과

목원대학교 신학대학

중앙신학대학원대학교

배재대학교 복지신학과

침례신학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평택대학교 신학부, 피어선신학전문대학원

삼육대학교 신학대학

한남대학교 기독교학과

서울기독대학교

한민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한세대학교 신학부

서울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한신대학교 신학대학, 신학대학원

서울장신대학교

한일장신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신학과

협성대학교 신학대학

성산효대학원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

숭실대학교 기독교학대학원

호서대학교 기독교학부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