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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여름

라브리 기독교세계관학교

------------------------------------------------------------------------

첫째주: 7월 9일(월요일) - 15일(일요일) 세계관의 필요성

    왜 기독교 세계관이 필요한가 - 성인경

    덕 인식론 (virtue epistemology) - 김정훈

    종교 언어 - 김정훈

    기독교 세계관의 철학적 근거 - 김정훈 

    변증적 전도 - 김정훈 

    Film & Book Study: 쉐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제1,2장

    성경읽기: 소선지서 (1)

    주일 영화 감상

    노동

둘째주: 7월 16일(월요일) - 22일(일요일) 리더쉽: IPC 가족과 함께

    복수 리더쉽 - 이진섭

    대통령 선거에 임하는 기독인의 자세

    우리 시대가 필요로 하는 경제윤리

    나의 목회 철학 (1), (2)

    내가 본 한국 교육 - Joseph Cerquitella  

    Film & Book Study: 쉐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제3,4장

    성경읽기: 소선지서 (2)

    주일 영화 감상

    노동

셋째주: 7월 23일(월요일) - 29일(일요일) 기독교 세계관 기초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 성인경

    기독교 세계관의 원리 - 성인경

    기독교 세계관 공부방법 - 성인경

    기독교 세계관 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 - 성인경

    기독교 세계관 공부의 최고학교: 공동체 - 박경옥

    Film & Book Study: 쉐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제5,6장

    성경읽기: 소선지서 (3)

    주일 영화 감상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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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주: 7월 30일(월요일) - 8월 5일(일요일) 비 기독교 사상 이해

    한국 전래 동화 속에 나타난 세계관 - 박경옥

    중국 문화와 사상 이해 (1), (2) - 서은철

    다원주의의 칵테일 - 성인경

    유학이 가정에 미치는 영향 - 성인경

    Film & Book Study: 쉐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제7,8장

    성경읽기: 소선지서 (4)

    주일 영화 감상

    노동

  

다섯째주: 8월 6일(월요일) - 12일(일요일) 기윤실, 좋은교사 모임과 함께

    생태교육의 실험실 - 장석근

    생태주의 - 성인경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는 공동체 - 성인경

    토지정의 - 김진우

    대안교육: 홈스쿨링 - 박경옥

    Film & Book Study: 쉐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제9,10장

    성경읽기: 소선지서 (5)

    주일 영화 감상

    노동 

여섯째주: 8월 13일(월요일) - 19일(일요일) 정치,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기독인의 사회적 책임 (프란시스 쉐퍼를 중심으로) - 신동식

    한국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역사 - 신동식

    조용한 혁명 - 성인경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방향 - 신동식

    기독교 세계관 운동과 목회 - 신동식

    Film & Book Study: 쉐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제11장

    성경읽기: 소선지서 (6)

    주일 영화 감상

    노동 

일곱째주: 8월 20일(월요일) - 26일(일요일) 바른 영성을 찾아서

    기도 - 박경옥

    영성의 바다 - 성인경

    이원론적 영성을 주의하라 - 성인경

    바른 영성이란? - 성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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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의 철학 - 성인경

    Film & Book Study: 쉐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제12장

    성경읽기: 소선지서 (7) 

    주일 영화 감상

    노동

여덟째주: 8월 27일(월요일) - 30일(목요일)

    집담회 1 

    집담회 2 

    Film & Book Study: 쉐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제13장

    성경읽기: 소선지서 (8)

강사 소개

    김정훈: 전주대학교 교수, 전 라브리선교회 간사

    김진우: 기윤실 좋은교사모임 회장

    박경옥: 라브리선교회 간사

    서은철: 상해한인연합교회 목사 

    서큐텔라 요셉 Joseph Cerquitella: 헝가리 그레이트그레이스 국제학교(GGIS) 교장

    성인경: 라브리선교회 대표 

    신동식: 빛과소금교회 목사, 기독교윤리운동 실행위원

    이진섭: 에스라성경대학원 교수, 한국IPC 노회장

    장석근: 속초고성양양 환경운동연합 의장

    생활비 및 등록방법은 라브리 웹사이트(http://www.labri.or.kr)의

    “예약 및 등록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정의 교재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