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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사학회

회장

김 주 한

존경하는 한국교회사학회 회원 여러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 올립니다.
1. 2016년 5월 28일 한신대학교(수유리 캠퍼스)에서 정기학술회의 및 정기총회를 잘 마쳤습니
다. 바쁘신 가운데도 36분이 참석해 주셔서 귀한 시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한신대학교 총
장님과 수고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 5월 28일 진행된 정기총회의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회장: 김주한 교수(한신대학교) / 부회장: 서원모 교수(장신대) / 총무: 김선영 교수(실천신대)
편집위원장: 박창훈 교수(서울신대) / 학술부장: 박경수 교수(장신대)
서기: 박형신 교수(남서울대) / 회계: 서종원 교수(감신대)
윤리위원장: 정병식 교수(서울신대) / 감사: 이충범 교수(협성대); 양신혜 교수(대신대)
분과위원장: 고대-이은혜 교수(영남신대) / 중세-이준섭 교수(호남신대)
종교개혁-권진호 교수(목원대) / 근대-김태식 교수(침신대)
한국교회사-양현혜 교수(이화여대) / 아시아교회사-하희정 교수(감신대)
수고해주실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3. 정기총회 결정 사항 공지해 드립니다.
현 한국교회사학회 조직에 전직 회장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2015년 정기총회의 결정에 따라 재직 중인 전직 회장들로 자문위원을 구성하다.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경림, 임희국, 이후정, 박명수, 이정숙, 김문기, 홍지훈
4. 교회사학회지 제44집의 원고마감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원고는 한국교회사학회 웹사이트(kchs.or.kr)에서 투고하시면 됩니다.
이를 위해 먼저 회원 가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학회지 --> 투고안내 --> 온라인 논문투
고 시스템 바로가기”를 클릭한 후, 논문투고시스템에서 다시 한 번 “회원 가입”(오른쪽 상단에
있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로그인을 하시고 논문투고를 하시면 됩니다. 적극적인 참
여 부탁드립니다.
5. 학회 연회비
학회 연회비를 부탁드립니다. SC(구 제일) 378-20-050823. 예금주: 서종원(교회사학회)

2016년 전반기(2016. 1. 1-5. 21)에 연회비를 내신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문기
최상도
장문강

박형신
이은재
김칠성

정용석
정병식
이재근

홍지훈
배덕만

김선영
이연승
한영신대

안교성
박창훈
한신대

송인설
양승환
감신대

서원모
안수강
고려신대

6. 차후 학술대회
1) 한국교회사학회 학술대회 및 한국기독교학회 제45차 학술대회
일시: 2016년 10월 21일(금) - 22일(토)
장소: 소망수양관(경기도 곤지암)
주제: 종교개혁과 후마니타스―기독교는 “헬조선”에 희망이 될 수 있는가?
발표자:
- 주제발표: 최영근(한남대학교) - 한국사회에서 기독교와 민족주의 관계(논찬: 양현혜)
- 자유발표: 박형신(남서울대학교) -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회 만주선교사 존 로스의
1887년 한국방문 재고 (논찬: 하희정)
김민석(게렛대학교 사강사) - 삶의 목적으로서 행복 추구: 계몽주의와 존 웨
슬리 관점 비교 (논찬: 박창훈)
2) 제130차 정기학술대회
12월 학회
발표를 원하시는 분은 김선영 총무(ksyoung010@gmail.com)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
수님들께서는 주변의 신진학자들과 박사논문을 마무리 한 학생들에게 논문 발표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7. 학회 홈페이지 회원가입
학회 홈페이지가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http://www.kchs.or.kr/에 가셔서 회원가입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영육 간에 강건하시기를 기도드리며, 우리 모두가 함께 학회를 만들어 나가는 만큼 학회를
위해 회원 여러분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6월 3일

한국교회사학회장 김주한
부회장 서원모
총무 김선영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