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2007년 겨울학기 (1.8-2.22) 기획안

※ 첫째주(1.8-12)는 기독교세계관학교, 나머지(1.15-2.22)는 일반 학기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주제 설악산에서 보내는 7주간의 기독교 세계관 여행

생활비 (1) 첫째주 (1.8-12) : 100,000원 

(2) 둘째주-마지막주 (1.15-2.22) : 7일 이상 하루에 10,000원; 7일 미만 하루에 15,000원;

    6주간 모두 등록시 380,000원

(3) 겨울학기 전체 (1.8-2.22) : 480,000원 

(4) 장학금 문의 혹은 장학금 기탁 환영 

인원 라브리 합숙 10명, 청강 및 통학 가능

기타 토론, 휴일 (day off), 기도회, 영화관람, 채플, 노동 등 기타 프로그램이 있음

      

첫째주: 1.8(월)-12(금) 테마별로 공부하는 기독교 세계관

1. 8 PM Book Study: [진리는 살아있다] (성인경 저) 제1장 구조적인 문제인가 가치관의 문제인가?

1. 8 PM 왜 기독교 세계관이 필요한가? - 성인경 (라브리 대표)

1. 9 AM 갈등 해결(Conflict Resolution)의 성경적 원리 - 김정훈 (라브리 간사)

1. 9 AM 한국 설화 속의 희생 모티프 - 강형선 (양양 수리교회 목사)

1. 9 PM 의심의 정체와 해결 - 성인경 (라브리 대표)

1. 9 PM 벽난로 좌담회 - 김정훈 (라브리 간사)

1.10 AM 내가 본 한국 그리고 한국 문화 - 라인하르드 크링 (선교사, 의사)

1.10 AM 개척 목회의 애환과 보람 - 전인석, 장혜원 (양양 중앙감리교회 목사 부부)

1.10 PM 고통당한 사람을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 김정아 (선교사, 상담가)

1.10 PM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 감상법 - 성인경, 박경옥 (라브리 간사)

1.11 AM 전래 동화 속의 세계관 - 박경옥 (라브리 간사)

1.11 AM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 김정훈 (라브리 간사)

1.11 PM 청교도 정신 - 이성규 (양양 중앙장로교회 목사)

1.11 PM 기독교 세계관과 선교 - 성인경 (라브리 대표)

1.12 AM 세계의 선교 공동체 - 이승혁 (라브리 협동간사)

1.12 AM 바하와 헨델의 비교 - 신기숙 (라브리 간사)

1.12 PM 성형수술은 어디까지 가능한가? - 성인경 (라브리 대표)

1.12 PM 명사초청 - 김정식 (정림건축 회장)

1.13 AM 좌파 지식인의 지도 - 백성욱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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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주: 1.15(월)-20(토) 기독교 세계관 기초 닦기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 김정훈 (라브리 간사)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인가? - 성인경 (라브리 대표)

기독교 세계관의 철학적 기초 - 김정훈 (라브리 간사)

기독교 세계관의 프린키피아 - 성인경 (라브리 대표)

기독교 세계관 공부 방법 - 성인경 (라브리 대표)

기독교 세계관 공부의 최고학교 - 박경옥 (라브리 간사)

Book Study: [진리는 살아있다] 제4장 진리의 기준이 무엇인가, 5장 지식의 대통합이 가능한가? 

셋째주: 1.23(화)-28(일) 세상 바로 알기 

종교 다원주의의 여러 얼굴 - 김종철 (라브리 이사, 예비 변호사)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 김종철 (라브리 이사, 예비 변호사)

성경적 법철학의 기초 - 김종철 (라브리 이사, 예비 변호사)

부드러운 폭력 vs. 거친 사랑 - 박진숙 (연대대학원 재학중, 전 라브리 간사)

자연주의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 - 박진숙 (연대대학원 재학중, 전 라브리 간사)

명사초청 - ?

Book Study: [진리는 살아있다] 제3장 지식 시장의 인기 상품들

넷째주: 1.30(화)-2.2(금) 동양의 마음 바로 알기

다산 정약용  - 김한식 (WEM 이사, 전 국방대학원 교수)

한국인의 정치사상 - 김한식 (WEM 이사, 전 국방대학원 교수)

민족주의와 선교 - 김한식 (WEM 이사, 전 국방대학원 교수)

헨델의 메시야 감상 - 성혜옥 (WEM 이사, 전 정신여고 교사)

한국 여성 리더십의 현실과 장래 - 성혜옥 (WEM 이사, 전 정신여고 교사)

유학이 가정에 미치는 영향 - 성인경 (라브리 대표)

Book Study: [진리는 살아있다] 제2장 동서양 상대주의와 감성주의의 흐름

다섯째주: 2.6(화)-9(금) 성경적 페미니즘 모색

기독교 세계관으로 이해하는 성, 사랑, 결혼 - 양혜원 (전문 번역가)

여성의 노동과 섬김에 대한 이해 - 양혜원 (전문 번역가)

페미니즘 바로 알기 - 심경미 (바른교회아카데미 간사)

독신 청년들의 멋과 영향력: 심경미 (바른교회아카데미 간사) 

여자가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구요? - 김정훈 (라브리 간사)

유학의 여성관: 성인경 (라브리 대표)

Book Study: [진리는 살아있다] 제7장 부록1 깔때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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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주: 2.13(화)-16(금) 세계관 적용하기

청년 지도자로 자라기 1 - 김병년 (다드림교회 목사, 전 IVF 신입간사 훈련대장)

청년 지도자로 자라기 2 - 김병년 (다드림교회 목사, 전 IVF 신입간사 훈련대장)

청년 지도자로 자라기 3 - 김병년 (다드림교회 목사, 전 IVF 신입간사 훈련대장)

투란도트 이해와 감상 - 신기숙 (라브리 간사)

성경 공부의 재미와 유익 - 이예리 (라브리 협동간사, 약사)

기도 - 박경옥 (라브리 간사)

Book Study: [진리는 살아있다] 제6장 기독교세계관의 적용과 실천

일곱째주: 2.19(월)-21(수) 세계관 집담회 및 종강 파티

세계관대로 살기 집담회 1 - 학생 혹은 강사 

세계관대로 살기 집담회 2 - 학생 혹은 강사

책떨이 파티 - 학생, 간사, 강사들과 함께

라브리 또는 강사의 사정에 따라 프로그램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소정의 교재비가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등록 방법, 찾아오시는 법은 홈페이지(http://www.labri.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