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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ATS 소식

 KAATS 2015년 2차 이사회

2015년 8월 5일 금요일 정오 12:00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라세느에서 2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KAATS 및 한국신학교육연구원 사업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KAATS 교수연구논문

“분단상황에서의 기독교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이란 주제로 공모한 교수논문 연구지원에서 선발

된 연구 논문은 다음과 같으며, 이 논문은 2015년 12월에 발간될 『한국신학논총』 제14집에 

실릴 예정입니다.

이 름 학 교 논 문 제 목

최상도 영남신학대학교
분단상황에서 남한개신교 순교담론을 통한 기독교 화해, 

평화, 통일교육에 관한 소고

유재덕 서울신학대학교 한반도 통일 문제와 기독교 교육

 KAATS-PTCA 국제학술세미나 석박사 논문 발표

2015년 12월 2-6일 대만 타이난의 장영기독교대학에서 개최되는 아시아상황신학 국제학술세

미나(PTCA Consultation)에 참석하여 논문을 발표할 석박사과정생 선정을 위한 공모 후 5편

의 논문 개요서가 접수되어, 3인의  심사위원(유윤종 교수(평택대학교), 조은하 교수(목원대학

교), 허호익 교수(대전신학대학교))의 심사결과 아래와 같이 두명의 발표예정자를 선정하였습니

다. 선발된 2명의 연구자는 비행기 왕복표(카츠 제공)와 숙식(주최측 제공)이 지원됩니다.



이 름 학 교 논 문 제 목

이현석 감리교신학대학교

A Theological Dialogue with the Korean Thought 

of Han: For Our Right Relationship with the 

Mother-Earth 

김윤식 한신대학교

Biblical theological reflection on the tragedy of 

Korean war by the view of retributive justice in 

the Chronicles.

 KAATS 컨퍼런스

2015년 10월 16일 제10차 카츠 컨퍼런스가 서울신학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35

명의 대의원이 참석하여 분단상황에서의 기독교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에 대한 강연을 경청하고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기조발제 : "평화와 통일", 유석성 회장(서울신학대학교 총장), 발제1 

: "분단극복과 평화구축을 위한 신학교육", 이삼열 박사 (전 숭실대학교 교수), 발제2 : "화해와 

통일을 위한 신학교육", 허호익 박사 (대전신학대학교 교수)] 강연에 이어 일본신학대학협의회

(JATE) 대위원 3명[Dr. Naozumi Eto (Japan Luther College 총장, 전 JATE 회장), Dr. 

Haruo Fukaya (Tokyo Bible Seminary 부총장), Dr Heon-Wook Park (Tokyo Union 

Theological Seminary 교수)]의 소개 순서가 진행되었습니다. 컨퍼런스 이후 유석성 회장(서

울신학대학교 총장)이 제공한 점심식사를 나누며 친교를 가졌습니다. 

 KAATS & JATE 간담회

2015년 10월 16일 제10차 카츠 컨퍼런스 이후 오후 5시 ‘풍년명절’에서 KAATS & JATE 간

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 KAATS와 JATE는 동아시아에서 신학교육 발전을 위해 함

께 노력할 것을 재확인하였으며, 이를 위해 2016년 3월 KAATS 총회와 5월 JATE 총회에 각 

협의회의 대위원을 파송 및 참석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KAATS와 JATE는 2017년 봄에 공동 

컨퍼런스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AJT 인수·배포

Asia Journal of Theology 29호 가을호를 인수하여 배포하였습니다.

 KAATS-PTCA 국제학술세미나 참석

2015년 12월 2-6일 대만 타이난의 장영기독교대학에서 개최되는 아시아상황신학 국제학술세



미나(PTCA Consultation)에 이영미 총무와 한빛 간사 외에 석박사과정생 연구발표에 선정된 

이현석 박사과정생(감리교신학대학교, “A Theological Dialogue with the Korean Thought 

of Han: For Our Right Relationship with the Mother-Earth”)과 김윤식 박사과정생(한

신대학교, “Biblical Reflection on Korean War by the View of Retributive Justice in 

the Book of Chronicles”)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발표된 논문은 <한국신학논총> 제14집에 실

리고,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2015년 석사 우수 논문 추천 안내

2015년 석사 우수 논문 추천 공문을 12월에 발송 할 예정입니다.

 <한국신학논총> 제14집 안내

『한국신학논총』 제14집이 12월 31일 발간될 예정입니다.



∥행사스케치∥

 2015년 제10차 KAATS 컨퍼런스

⦾ 주최 : 전국신학대학협의회, 한국신학교육연구원  

⦾ 일시 : 10월 16일 (금) 오전 10시 

⦾ 장소 : 서울신학대학교 백주년기념관

개회기도 이정구 부회장 사회 이영미 총무

기조발제 유석성 회장 발제 1 이삼열 박사

발제 2 허호익 박사 토크쇼 모습



토크쇼 모습 토크쇼 모습

JATE 소개 단체 사진



∥2015 KAATS 회원 대학교∥

감리교신학대학교 안양대학교 신학대학

강남대학교 인문대학 신학과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건신대학원대학교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계명대학교 기독교학과 영남신학대학교

나사렛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학부

대전신학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루터대학교 신학과 전주대학교 기독교학과

목원대학교 신학대학 중앙신학대학원대학교

배재대학교 복지신학과 침례신학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케이씨대학교

삼육대학교 신학대학 평택대학교 신학부, 피어선신학전문대학원

서울기독대학교 한남대학교 기독교학과

서울신학대학교 한민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한세대학교 신학부

서울장신대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 신학대학원

성공회대학교 신학과 한일장신대학교

성산효대학원대학교 협성대학교 신학대학

숭실대학교 기독교학대학원 호남신학대학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호서대학교 기독교학부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