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브리 테이블 시즌 3 안내 (L’Abri Table Season 3)
1.

개요 (Introduction)

• 기간 - 2022. 11. 5 ~12. 17 (From 5th of November to 17th of December)
• 횟수 - 총 7회 (7 Lectures)
• 시간 - 토요일 저녁 7시
7pm on every Saturday evening (Korean Standard Time, KST),
5am (Central Daylight Time, CDT) / 6am (Central Standard Time, CST) on every Saturday morning
• 테이블 시간 - 1시간 30분 (강의 40분이내, 질문과 대답 1시간 이내)
About 90 mins (less than 40 mins. for lecture and less than an hour for Q&A)
• 장소 - 라브리 공동체(양양)와 온라인 동시 연결 (L’Abri Fellowship Korea & Zoom meeting)
• 언어 - 한국어와 영어 (Korean & English - translation service available)
• Zoom 링크 - https://us06web.zoom.us/j/86756624477?pwd=cFdXN09mc2pQck9mTjdjazVNTkhXdz09

회의 ID (Meeting ID): 867 5662 4477 / 회의 참가 비밀번호는 참석을 신청하신 분에게 직접 배포 예정
참석 신청 이메일은 missiodei278@gmail.com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2.

프로그램 (Program)
날 짜 (Date)

11월 5일

12th of
November

강의 제목 (Lecture Title)

강의 방법

승리하는 삶 - 이길 수 있어 사마귀
(Victory of spiritual life)

온라인 (Zoom)

Cordell
Schulten
(코델 슐튼)

The In uence of the English Bible on the
Development of Common Law and
Principles of Democracy
(영미법과 민주주의 발전에 미친 영어 성경의 영향
력)

온라인 (Zoom)

김복기

북리뷰: 프란시스 쉐퍼의 <낙태, 영아살해, 안락사
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
(Book Review: What-ever happened to the
human race?, Francis Schae er)

온라인 (Zoom)

조미정

창세기 1-3장과 스가랴 14장을 비교한 구약의 종
말론 (Comparative study of eschatology
btw Gen.1-3 and Zechariah 14)

온라인 (Zoom)
라브리 강의 (온
라인 동시 연결)
L’Abri & Zoom

권영희

11월 19일

19th of
November

11월 26일

26th of
November

12월 3일

3rd of
December

이관형

종교 중독, 신앙의 열심으로 포장된 보이지 않는
질병
(Addiction to Religion)

12월 10일

10th of
December

김종원

사랑안에서 진리(정의)를…?
(Truth and Justice in Love)

온라인 (Zoom)

12월 17일

17th of
December

김종철

초보농부, 마음밭을 가꾸다
(Cultivating Spirituality in the Farm)

라브리 강의 (온
라인 동시 연결)
L’Abri & Zoom

ff

fl

11월 12일

5th of
November

강사
(Lectur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