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겨울
라브리 기독교세계관학교
날짜: 2006. 1.16-20(월-금)
장소: 라브리선교회 및 인근 펜션하우스
등록비: 120,000원
예약방법 및 마감일자:
(1)라브리 홈페이지(www.labri.or.kr)에서 등록원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1월 10일 전에 라브리로 우송
바랍니다. (2)등록비 120,000원을 라브리 통장으로 송금하기 바랍니다.(농협 249-01-205546 예금주:
라브리선교회) (3)전화예약은 받지 않으며 등록비가 모자라는 사람은 원서를 보낼 때 자필 장학금 청
구서를 동봉하시면 등록여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사진과 강의제목
SPEAKERS & SUBJECTS
(1)강의는 전체강의와 선택강의로 나누어집니다.
(2)등록한 사람에게는 강의 핸드북이 지급됩니다.
(3)외국인 강사의 강의는 한국어로 통역이 됩니다.

김정훈: 한국 라브리 간사 / 미국탈봇신학대학원 졸업 / 통역, 회계 / 상담
나의 결정과 하나님의 뜻
도둑맞은 웰빙
갈등 해결의 성경적 원리
구약, 어디까지 지켜야 하는가?
포스트모더니즘의 선구자들
박경옥: 한국 라브리 간사 / 연세대학교 졸업 / 식사, 숙소 / 상담
생활 속의 세계관 공부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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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숙: 한국 라브리 전 간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졸업 / 영화비평가 / 상담
영화 바로보기
삶을 생태적으로 디자인하라
불문학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
성인경: 한국 라브리 대표 / 총신대신학대학원 졸업 / 전체진행 / 상담
왜 기독교 세계관이 필요한가?
기독교세계관의 원리탐구
성경적 성담론(깔대기론)
기독교세계관 공부방법
영적전쟁과 기독교세계관
스툿만 (Dr. Frank Stootman): 호주 라브리 대표 / Univ. of West Australia 물리학 교수
/ 현대 물리학과 기독교와의 대화 6강좌 / 상담
"No Contest: It will take more than thinly disguised creationism to defeat Darwin"
"Designed to put God into the Gaps: Scientists are worried and religious leaders divided by
new teaching on human origins"
"Fight the good fight: Evolution vs intelligent design is a battle we cannot afford to lose"
"Darwin and Dogma: Caricaturing the conflict over intelligent design only helps creationists"
"End of the Enlightenment: Special report on Fundamentalism"
"One bad apple: People will never trust science so long as researches make up results"
신기숙: 한국 라브리 간사 / 연세대학교 졸업 / 식사, 빨래담당 / 상담
기독교와 예술
크링 (Dr. Reinhart Kring): SMT선교회 대표 / 라오스 의료 선교사 / 상담
배아줄기세포와 생명윤리
양혜원: 한국 라브리 전 협동간사 /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수료 / 번역가 / 상담
세계관으로서의 여성학(1)
세계관으로서의 여성학(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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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겨울 라브리 기독교세계관학교 일정표
오전 Morning

오후 Afternoon

저녁 Evening

첫째시간: 9:00-10:30
둘째시간: 11:00-12:30

첫째시간 : 2:00-3:00
둘째시간 : 3:30-5:00

첫째시간: 7:00-8:30
둘째시간: 8:45-10:15

등록

성인경
왜 기독교세계관이 필요한가?

1.16
Mon

라브리 간사들
국제라브리 및 라브리정신 소개

R. Kring:
배아줄기세포와 생명윤리

박진숙: 삶을 생태적으로 디자인하라
김정훈: 나의 결정과 하나님의 뜻

휴식 및 노동
성인경: 기독교세계관 공부방법

1.17
Tue

F. Stootman:
F. Stootman: No Contest

Designed to put God into the Gaps

박진숙: 영화 바로보기

성인경: 기독교세계관의 원리탐구
박진숙: 불문학과 포스트모더니즘

김정훈: 도둑맞은 웰빙
휴식 및 노동

1.18
Wed

김정훈: 갈등해결의 성경적 원리

F. Stootman:
Evolution vs intelligent design

신기숙: 기독교와 예술

박경옥: 기도
F. Stootman: Darwin and Dogma
친교
성인경: 성경적 성담론

휴식 및 노동

양혜원: 세계관으로서의 여성학(1)

F. Stootman: One bad apple

양혜원: 세계관으로서의 여성학(2)

성인경: 영적전쟁과 기독교세계관

김정훈: 구약 어디까지 지켜야 하나?

1.19
Thu
F. Stootman:
End of the Enlightenment

김정훈: 포스트모더니즘의 선구자들

1.20

에세이 쓰기 및 자기 정리

식사 겸 집담회
그리고 청소 후 집으로

Fri
박경옥: 생활 속의 세계관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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