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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기윤실 강사인명사전 안내

‘2017 기윤실 강사인명사전’은 기윤실과 자매·협력단체, 교회, 각종 단

체 등의 강사 섭외에 도움을 주고자 제작되었습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임원 및 위원 또는 강사로 기윤실 운동에 참

여한 경험이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크게 13개의 주제로 강

사를 분류하였으며, 강의 주제에 따른 강사를 먼저 확인하신 후 가나

다순으로 정리된 강사인명록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윤실은 강사 섭외와 관련하여 연결 혹은 개입하지 않습니다. 본 문

서는 필요와 장소에 따라 강사를 섭외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기윤실은 섭외와 관련된 어떠한 책임도 없음을 알려드

립니다. 

강의 의뢰는 기재된 이메일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강사님의 연락처가 필요하실 경우에는 기윤실 사무처(02-794-6200, 

cemk@hanmail.net)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017. 4.

mailto:cem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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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인명사전

Q & A

자세한 문의는

02-794-6200

070-7019-3758

cemk@hanmail.net

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mailto:cem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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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강사인명사전

  윤리학(기독교윤리), 세계관(사상,철학)

강영안 서강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이사

기독교윤리, 세계관, 신앙과 문화, 무신론, 다원주의

고재길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기독교윤리적 모색

김은혜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기독교윤리학, 생태생명신학, 문화신학, 포스트모던신학, 여
성신학, 비판이론, 결혼과 가정, 대중문화, 환경·대안에너지

김의수 티엔브이어드바이저
‘돈걱정없는 우리집'저자

기독교인의 재테크, 과연 정당한가?

노영상 호남신학대학교 총장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이사

기독교윤리와 사상, 철학, 영성과 윤리, 예배와 인간행동,
기독교문화

박상은 안양샘병원 대표원장
전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이사

첨단과학과 생명윤리,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의 윤리

손봉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자문위원장

기독교 윤리, 교회의 사회적 책임, 기독교와 문화, 
기독교적 가정교육,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와 현대과학

신동식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성경적 세계관, 그리스도인의 정치색깔, 자발적불편운동, 
건강한 교회 세우기, 청년 내가 가야할 길

신원하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전 기독교윤리연구소 소장

양희송 청어람아카데미 대표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와 한국사회, 종교개혁, 가나안 성도, 
청년세대, 사회여론의 양극화·극단화와 한국교회

유해신 관악교회 담임목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이사

그리스도인의 삶과 윤리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

이상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전 기독교윤리연구소 소장

이장규 에티오피아 아다마대학 총장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자문위원

교회·교인의 사회적 책임, 자발적불편운동, 세계관,
기술사회와 신앙 

이장형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윤리연구소장
백석대학교 기독교학부 교수

기독교의 인간이해, 기독교인의 직업관·직업윤리,
기독교의 정치참여, 납세 문제

정석오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인공지능 시대의 기독교윤리

정재영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종교사회학, 목회사회학, 교회와 협동조합

조성돈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본부장
라이프호프 기독교자살예방센터 대표

기독교윤리, 세계관, 사회참여, 시민운동, 사회복지,
신앙일반·신학·교회

주광순
부산대학교 철학과 교수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이사
전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공동대표

한기채 중앙성결교회 담임목사
전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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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회자윤리

고직한 청년목회자연합(Young2080) 상임
대표

목회자의 성 스캔들

신기형 이한교회 담임목사 목회자의 경제윤리

신동식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성경적 세계관, 그리스도인의 정치색깔, 자발적불편운동, 
건강한 교회 세우기, 청년 내가 가야할 길

이장형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윤리연구소장
백석대학교 기독교학부 교수

기독교의 인간이해, 기독교인의 직업관·직업윤리,
기독교의 정치참여, 납세 문제

하재성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실천신학 목회자의 성적 위기와 극복자원

  결혼·가정(자녀교육)

권장희 놀이미디어교육센터 소장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이사

결혼, 가정, 자녀교육, 문화, 미디어중독

김경섭 한국리더십센터 회장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자문위원

리더십, 코칭방식으로 전도하기, 제자훈련과 자녀교육

김영식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교사모임 대표

김은혜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기독교윤리학, 생태생명신학, 문화신학, 포스트모던신학, 여
성신학, 비판이론, 결혼과 가정, 대중문화, 환경·대안에너지

문정아 그레이스 상담센터 자녀와의 관계, 어떻게 풀까?

손봉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자문위원장

기독교 윤리, 교회의 사회적 책임, 기독교와 문화, 
기독교적 가정교육,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와 현대과학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교육 양극화

신산철 크리스천라이프센터 기독교가정상담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소장

교육 양극화

이의용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소통, 교수법, 인생설계, 건강한 교회와 문화,
크리스천 직장인 셀프리더십, 교사와 커뮤니케이션,
행복한 가정 만들기

정병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이사·공동대표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오디세이학교 교사

청소년 이해, 그리스도인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인도



7

  인간관계·심리·상담

권장희 놀이미디어교육센터 소장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이사

결혼, 가정, 자녀교육, 문화, 미디어중독

문정아 그레이스 상담센터 자녀와의 관계, 어떻게 풀까?

이의용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소통, 교수법, 인생설계, 건강한 교회와 문화,
크리스천 직장인 셀프리더십, 교사와 커뮤니케이션,
행복한 가정 만들기

정병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공동대표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오디세이학교 교사

청소년 이해, 그리스도인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인도

조성돈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본부장
라이프호프 기독교자살예방센터 대표

기독교윤리, 세계관, 사회참여, 시민운동, 사회복지,
신앙일반·신학·교회

  대중문화·미디어·저작권

곽수광 푸른나무교회 담임목사 음악저작권

권장희 놀이미디어교육센터 소장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이사

결혼, 가정, 자녀교육, 문화, 미디어중독

김은혜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기독교윤리학, 생태생명신학, 문화신학, 포스트모던신학, 여
성신학, 비판이론, 결혼과 가정, 대중문화, 환경·대안에너지

김혜창 한국저작권위원회 팀장 소프트웨어 저작권

남형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국교회와 저작권

문애란 G&M 글로벌문화재단 대표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이사

조성실 문화선교 연구원
전 교회영상네트워크 대표

영상이미지 분야

조희정 EBS 작가 방송,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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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직장·소명·리더십

김경섭 한국리더십센터 회장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자문위원

리더십, 코칭방식으로 전도하기, 제자훈련과 자녀교육

김은혜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기독교윤리학, 생태생명신학, 문화신학, 포스트모던신학, 여
성신학, 비판이론, 결혼과 가정, 대중문화, 환경·대안에너지

김창성 한국기독실업인회 사무총장
전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이사

박제우 아이티엘 엔터프라이즈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이사

기독교인의 직장생활, 기윤실 회원의 삶,
기윤실 회원운동·회원 모임 관련

방선기 직장사역연구소 소장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이사

크리스천의 직업과 직장, 청년의 진로와 소명,
성경적인 직업관, 일터사역, 일상생활의 영성

이의용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소통, 교수법, 인생설계, 건강한 교회와 문화,
크리스천 직장인 셀프리더십, 교사와 커뮤니케이션,
행복한 가정 만들기

  정치·국제·경제

권오재 전 대한민국 국회의원 보좌관
서울시장 정책기획비서관

현장에서 보는 정치

김형수 서울녹색당 내가 녹색당원이 된 이유

박찬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연구위원
인공지능 발전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
기술경제, 기술경영

백종국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이사장
경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시민운동, 정치, 사회참여

신동식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성경적 세계관, 그리스도인의 정치색깔, 자발적불편운동, 
건강한 교회 세우기, 청년 내가 가야할 길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반도평화연구원 부원장

양극화 정부의 경제정책 분석, 국제경제학

전병길 예스이노베이션 경영컨설팅 대표 사회적 경제

정관영 지역대안협동경제연구소 사회적 경제

조성찬 통일북한센터 센터장 전월세대란 원인분석과 기독인의 대응자세

조흥식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회복지위원장

사회복지, 복지국가, 양극화, 빈곤, 장애인정책,
지역사회복지

차세원 대한민국 국회
제19대 국회의원 이자스민 보좌관

보수와 정치

한헌수 전 숭실대학교 총장
전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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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참여·시민운동·복지·공동체

고석동 전국세입자협회 사무국장 주거 양극화

김성우 동서울IVF 대표간사 천왕동 주민 혜민 아빠 이야기

김영철 생명평화마당 사회위원장
타원형교회

전월세대란시대의 교회의 역할 모색, 작은교회운동,
기독교사회경제론, 마을교육공동체운동

김태훈 지역스토리텔링연구소 동네청년 스토리메이커

김현대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국내외 협동조합 사례

김형수 서울녹색당 내가 녹색당원이 된 이유

두재영 사랑실천공동체 대표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회복지위원

기윤실 사회복지위원회의 역할과 교회와의 협력방안

라창호 ㈜반석제로파 대표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회복지위원장

박종근 서울모자이크교회 담임목사 사회참여, 크리스천 라이프, 남북통일관련

박종운
법무법인 하민
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복음과상황 이사장

가난과 법·제도, 교회개혁, 소명, 사회선교,
하나님나라운동, 화해와 중재

백종국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이사장
경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시민운동, 정치, 사회참여

신성식 전 아이쿱 생협 대표 협동조합

정선철 서울 동북4구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사무국장
한신대학교 사회혁신경영대학원 초빙교수

도시지역 공동체 세우기,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 회복

정재영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종교사회학, 목회사회학, 교회와 협동조합

조경열 아현감리교회 담임목사 도시지역 교회의 지역공동체 사례

조성돈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본부장
라이프호프 기독교자살예방센터 대표

기독교윤리, 세계관, 사회참여, 시민운동, 사회복지,
신앙일반·신학·교회

조흥식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회복지위원장

사회복지, 복지국가, 양극화, 빈곤, 장애인정책,
지역사회복지

조희정 EBS 작가 방송, 공동체

최규창 이레하우스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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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재정·법률

김남홍 법무법인 소명 변호사
전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감사

김의수 티엔브이어드바이저 센터장
'돈걱정없는 우리집'저자

기독교인의 재테크

김일수 고려대학교 법학과 명예교수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자문위원

김홍섭
인천대학교 무역학부 교수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이사
인천기윤실 대표

성경적 경영, 존 웨슬리의 경영·경제사상,
존 칼빈의 경제·경영사상

남형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국교회와 저작권

박정윤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명예교수
교회와 투자, 행복한 부자학, 사회책임투자,
복음적 기업재무경영, 통합적 연구와 교육선교

박종운
법무법인 하민
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복음과상황 이사장

가난과 법·제도, 교회개혁, 소명, 사회선교,
하나님나라운동, 화해와 중재

박찬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연구위원
인공지능 발전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
기술경제, 기술경영

배종석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이사·공동대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그리스도인의 기업이해, 경영의 기독교철학적 이해,
건강한 교회경영 

심요섭 정읍시의회 고문 변호사
정읍성광교회 장로

깨끗한 총회, 교회법

우창록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
전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이사장

이상민 법무법인 에셀 대표변호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감사

전재중 법무법인 소명 대표변호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이사

최호윤 나눔과 셈 회계사 비영리영역에서의 양극화

  환경·대안에너지

김은혜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기독교윤리학, 생태생명신학, 문화신학, 포스트모던신학, 여
성신학, 비판이론, 결혼과 가정, 대중문화, 환경·대안에너지

김정욱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핵에너지를 넘어 대안으로

김형수 서울녹색당 내가 녹색당원이 된 이유

이동근 전 대안기술센터 대표 적정기술을 통한 대안에너지운동

최영수 전 서울시 에너지정책팀장 에너지 절약을 통한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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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평등·인권·노동

김은혜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기독교윤리학, 생태생명신학, 문화신학, 포스트모던신학, 여
성신학, 비판이론, 결혼과 가정, 대중문화, 환경·대안에너지

김혜령 이화여자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우리사회와 교회에서의 성 인식변화

박일준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 남성의 눈으로 본 여성혐오

백소영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외래교수 여성신학

우상범 평화누리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원

노동 양극화

  양극화

고석동 전국세입자협회 사무국장 주거 양극화

고재길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기독교윤리적 모색

김근주 기독연구원느헤미야 교수 구약에서 살펴본 공평과 정의의 개념

김영철 생명평화마당 사회위원장
타원형교회

전월세대란시대의 교회의 역할 모색, 작은교회운동,
기독교사회경제론, 마을교육공동체운동

김회권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 교수 성경적 관점에서 본 전월세대란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부동산 소득과 양극화

두재영 사랑실천공동체 대표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회복지위원

기윤실 사회복지위원회의 역할과 교회와의 협력방안

박종운
법무법인 하민
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복음과상황 이사장

가난과 법·제도, 교회개혁, 소명, 사회선교,
하나님나라운동, 화해와 중재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이사

교육 양극화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소장

교육 양극화

양희송 청어람아카데미 대표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와 한국사회, 종교개혁, 가나안 성
도, 청년세대, 사회여론의 양극화·극단화와 한국교회

오찬호 <진격의 대학교>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저자

세대 양극화

우상범 평화누리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원

노동 양극화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반도평화연구원 부원장

양극화 정부의 경제정책 분석, 국제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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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찬 통일북한센터 센터장 전월세대란 원인분석과 기독인의 대응자세

조흥식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회복지위원장

사회복지, 복지국가, 양극화, 빈곤, 장애인정책,
지역사회복지

최호윤 나눔과 셈 회계사 비영리영역에서의 양극화

  신앙일반·교회·신학

강영안 서강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이사

기독교윤리, 세계관, 신앙과 문화, 무신론, 다원주의

고재길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기독교윤리적 모색

김근주 기독연구원느헤미야 교수 구약에서 살펴본 공평과 정의의 개념

김경섭 한국리더십센터 회장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자문위원

리더십, 코칭방식으로 전도하기, 제자훈련과 자녀교육

김양재 우리들교회 담임목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이사

김은혜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기독교윤리학, 생태생명신학, 문화신학, 포스트모던신학, 여
성신학, 비판이론, 결혼과 가정, 대중문화, 환경·대안에너지

김혜령 이화여자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우리사회와 교회에서의 성 인식변화

김회권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 교수 성경적 관점에서 본 전월세대란

노영상 호남신학대학교 총장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이사

기독교윤리와 사상, 철학, 영성과 윤리, 예배와 인간행동,
기독교문화

박일준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 남성의 눈으로 본 여성혐오

박종근 서울모자이크교회 담임목사 사회참여, 크리스천 라이프, 남북통일관련

백소영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외래교수 여성신학

손인웅 덕수교회 원로목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자문위원

신기형 이한교회 담임목사 목회자의 경제윤리

신동식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성경적 세계관, 그리스도인의 정치색깔, 자발적불편운동, 
건강한 교회 세우기, 청년 내가 가야할 길

신원하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전 기독교윤리연구소 소장

심요섭 정읍시의회 고문 변호사
정읍성광교회 장로

깨끗한 총회, 교회법

양희송 청어람아카데미 대표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와 한국사회, 종교개혁, 가나안 성
도, 청년세대, 사회여론의 양극화·극단화와 한국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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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신 관악교회 담임목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이사

그리스도인의 삶과 윤리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

이동원
지구촌교회 원로목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자문위원
전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이사장

이문식 광교산울교회 담임목사

이상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전 기독교윤리연구소 소장

이원규 감리교신학대학교 은퇴교수
종교사회학의 이해, 인간과 종교, 기독교영성,
한국교회와 사회

이장형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윤리연구소장
백석대학교 기독교학부 교수

기독교의 인간이해, 기독교인의 직업관·직업윤리,
기독교의 정치참여, 납세 문제

임성빈 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
전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공동대표

정성진 거룩한빛광성교회 담임목사 깨끗한 총회와 공명선거

정재영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종교사회학, 목회사회학, 교회와 협동조합

정현구 서울영동교회 담임목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이사·공동대표

조경열 아현감리교회 담임목사 도시지역 교회의 지역공동체 사례

조성돈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본부장
라이프호프 기독교자살예방센터 대표

기독교윤리, 세계관, 사회참여, 시민운동, 사회복지,
신앙일반·신학·교회

조재호 고척교회 담임목사
전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이사

진재혁 지구촌교회 담임목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이사

최상태 화평교회 담임목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이사

하재성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실천신학 목회자의 성적 위기와 극복자원

한기채 중앙성결교회 담임목사
전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이사

홍정길 남서울은혜교회 원로목사
전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이사장

황광민 석교교회 담임목사 깨끗한 총회, 총회 제도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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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 >

강석창 이사 소망글로벌 회장

id1004ran@naver.com

강영안 이사 서강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 기독교윤리, 세계관, 신앙과문화, 
무신론, 다원주의 

yakang@sogang.ac.kr

고석동 사무국장 전국세입자협회 사무국장 주거 양극화 양극화 포럼-양극화와 한국
사회의 갈등현상

housing-rights@hanmail.net

고재길 교수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기독교
윤리적 모색

양극화 해소를 위한 성서적 
실천

intersarams@naver.com

고직한 대표 청년목회자연합(Young2080) 목회자의 성스캔들 그 이후, 어떻
게 할 것인가?

<목회자윤리>연속심포지엄
2-목회자와 성

young2080@gmail.com

곽수광 목사 푸른나무교회 담임목사 음악저작권 한국교회 저작권문제, 어떻
게 할 것인가?

greentreechurch21@gmail.com

권오재 보좌관 전 대한민국 국회의원 보좌관
서울시장 정책기획비서관

현장에서 보는 정치 제2회기윤실학교-기독교윤
리, 정치가에게 묻다

vacsoj@daum.net

권장희 이사 놀이미디어교육센터 소장 결혼, 가정, 자녀교육, 문화, 미디어
중독

helper@norimedia.com

김경섭 자문위원 한국리더십센터 회장 리더십, 코칭방식으로 전도하기, 제
자훈련과 자녀교육

kengimm@eklc.co.kr

김근주 교수 기독연구원느헤미야 교수 구약에서 살펴본 공평과 정의의 
개념

양극화 해소를 위한 성서적 
실천

kjkim1001@gmail.com

김남홍 전 감사 법무법인 소명 변호사

nhk@somyoung.com

김성우 간사 동서울IVF 대표간사 천왕동 주민 혜민 아빠 이야기 TNA<동네청년 공개강좌>청
년, 동네로 돌아가다

trustksw@hanmail.net

김양재 이사 우리들교회 담임목사

qtyjk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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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교사모임대표

jimgal@hanmail.net

김영철 목사 생명평화마당 사회위원장
타원형교회 담임목사

전월세대란시대의 교회의 역할 모
색, 작은교회운동, 기독교사회경제
론, 마을교육공동체운동

전월세 대란시대, 그리스도
인은 어떻게 볼 것인가

cathian@hanmail.net

김은혜 교수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와 
문화’ 교수

기독교윤리학, 생태생명신학, 문화
신학, 포스트모던신학, 여성신학, 비
판이론, 결혼과 가정, 대중문화, 환
경·대안에너지

여성혐오'에 대한 개신교의 
반성

uhk@pcts.ac.kr

김의수 센터장 티엔브이어드바이저 센터장
'돈걱정없는 우리집'저자

기독교인의 재테크 제1회기윤실학교-일상의 도
전과 기독교윤리의 응답

pfms@tnvadvisors.com
ijkim@tnvadvisors.com
김일수 자문위원 고려대학교 법학과 명예교수

simon4608@cuk.edu

김정욱 교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핵에너지를 넘어 대안으로 교회, 핵에너지를 넘어 대안
을 생각하다.

kimjw@snu.ac.kr

김창성 전 이사 한국기독실업인회 사무총장

cbmc@cbmc.or.kr

김충환 전 이사 다니엘새시대교회 장로

김태훈 소장 지역스토리텔링연구소 소장 동네청년은 스토리 메이커 TNA<동네청년 공개강좌>청
년, 동네로 돌아가다

botzzim@gmail.com

김현대 기자 한겨례신문 선임기자 국내외 다양한 협동조합 사례 2012교회의 사회적책임 심
포지엄-협동조합과 교회

koala5@hani.co.kr

김형수 상근자 서울녹색당 내가 녹색당원이 된 이유 제2회기윤실학교-기독교윤
리, 정치가에게 묻다

everydaypeace4u@hanmail.net

김혜령 박사 이화여자대학교 호크마교양대학 우리사회와 교회에서의 성 인식변화 <목회자윤리>연속심포지엄
2-목회자와 성

theoing@hanmail.net

김혜창 팀장 한국저작권위원회 소프트웨어 저작권 한국교회 저작권문제, 어떻
게 할 것인가?

hyechang@copyright.or.kr

김홍섭 이사
인천기윤실 대표

인천대학교 무역학부 교수 성경적 경영, 존 웨슬리의 경영·경
제사상, 존 칼빈의 경제·경영사상

존 칼빈의 경제·경영사상과 
현대적 적용(인천기윤실)

hongskim@inu.ac.kr

김회권 교수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 교수 성경적 관점에서 본 전월세대란 전월세 대란시대, 그리스도
인은 어떻게 볼 것인가

haekwonkim@ssu.ac.kr

mailto:pfms@tnvadviso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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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 ㄷ, ㄹ, ㅁ >
남기업 소장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부동산 소득과 양극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실천과

제 모색 내부좌담회
namgi-up@daum.net

남형두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국교회와 저작권 한국교회 저작권문제, 어떻
게 할 것인가?

hdn@yonsei.ac.kr

노영상 이사 호남신학대학교 총장 기독교윤리와 사상, 철학, 영성과 
윤리, 예배와 인간행동, 기독교문화

ysro@htus.ac.kr

두재영 사복위원 사랑실천공동체 대표(목사) 기윤실 사회복지위원회의 역할과 
교회와의 협력방안

기윤실 월례포럼-사회양극화
3 "가난한 사람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사회복지
편>

djy1013@hanmail.net

라창호 사복위원장 ㈜반석제로파 대표

bszeropa@naver.com

문애란 이사 G&M 글로벌문화재단 대표

armoon53@gmail.com

문정아 상담사 그레이스상담센터 자녀와의 관계, 어떻게 풀까? 제1회기윤실학교-일상의 도
전과 기독교윤리의 응답

lunahime@hanmail.net 

< ㅂ, ㅅ >
박상은 전 이사 안양샘병원 대표원장 첨단과학과 생명윤리,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의 윤리
sangpark90@hanmail.net

박은조 전 공동대표 은혜샘물교회 담임목사

joyyj1988@hanmail.net

박일준 교수 감리교신학대학교 연구교수 남성신학자로서 바라본 강남역 사
건과 여성혐오

여성혐오'에 대한 개신교의 
반성

iljoon85@naver.com

박정윤 교수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명예교수 교회와 투자, 행복한 부자학, 사회
책임투자, 복음적 기업재무경영, 통
합적 연구와 교육선교

<목회자윤리>연속심포지엄
2-목회자와 돈

jypark@ynu.ac.kr

박제우 이사 아이티엘 엔터프라이즈 부장 기독교인의 직장생활, 기윤실 회원
의 삶, 기윤실 회원운동·회원 모임 
관련qmark@dreamwiz.com

박종근 이사 서울모자이크교회 담임목사 사회참여, 크리스천 라이프, 남북통
일관련

ckpark52@hanmail.net

박종운 변호사 법무법인 하민
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복음과상황 이사장

가난과 법·제도, 교회개혁, 소명, 사
회선교, 하나님나라운동, 화해와 중
재

기윤실 월례포럼-사회양극화
3 "가난한 사람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법과제도
편>pjuni3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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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수 연구위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인공지능 발전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

제3회기윤실학교-인공지능시
대의 기독교윤리

pcs1344@stepi.re.kr

방선기 이사 직장사역연구소 소장 크리스천의 직업과 직장, 청년의 
진로와 소명, 성경적인 직업관, 일
터사역, 일상생활의 영성sunki@eland.co.kr

배종석 공동대표
이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공동대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그리스도인의 기업이해, 경영의 기
독교철학적 이해, 건강한 교회경영 

johngbae@korea.ac.kr

백소영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외래교수 강남역 사건에 대한 여성들의 반
응과 여성신학의 입장

여성혐오'에 대한 개신교의 
반성

sybaik@ewha.ac.kr

백종국 이사장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이사장
경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시민운동, 정치, 사회참여

jgback@gnu.ac.kr

손봉호 자문위원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기독교 윤리, 교회의 사회적 책임. 
기독교와 문화, 기독교적 가정교육,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와 현대과학,  
나눔, 자원봉사

bongson@snu.ac.kr

손인웅 자문위원 덕수교회 원로목사

iwsohn@hanafos.com

송인수 이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교육양극화 문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실천과
제 모색 내부좌담회

noworry815@hanmail.net

신기형 목사 이한교회 담임목사 목회자의 경제윤리 목회자윤리세미나

skihyoung@gmail.com

신동식 상집위원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성경적 세계관, 그리스도인의 정치
색깔, 자발적불편운동, 건강한 교회 
세우기, 청년 내가 가야할 길shinds3927@hanmail.net

신산철 사무총장 크리스천라이프센터 사무총장 　 제1회기윤실학교-일상의 도
전과 기독교윤리의 응답

home377@hanmail.net

신성식 대표 전 아이쿱 생협 대표 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 2012교회의 사회적책임 심
포지엄-협동조합과 교회

a0sungsik_sin@hanmail.net

신원하 전 연구소장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whshin97@hanmail.net

심요섭 변호사 정읍시의회 고문 변호사
정읍성광교회 장로

깨끗한 총회를 위해, 총회대의원이 
바뀌어야 한다.

깨끗한 총회를 바란다 포럼

okjoseph@hanmail.net

mailto:skihyo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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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ㅈ >
안상진 소장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

연구소
교육 양극화 양극화 포럼-양극화와 한국

사회의 갈등현상

korlife@hanmail.net

양희송 대표 청어람아카데미 대표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와 한국사회, 
종교개혁, 가나안 성도, 청년세대, 
사회여론의 양극화/극단화와 한국
교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실천과
제 모색 내부좌담회

yangheesong@hotmail.com

오찬호 작가 <진격의 대학교>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저자

세대 양극화 양극화 포럼-양극화와 한국
사회의 갈등현상

och7896@hanmail.net

우상범 실행위원 평화누리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

노동 양극화 양극화 포럼-양극화와 한국
사회의 갈등현상

wodragon@naver.com

우창록 전 이사장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

crwoo@yulchon.com

유해신 이사 관악교회 담임목사 그리스도인의 삶과 윤리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

haeshin@healingpeace.org

윤덕룡 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반도평화연구원 부원장

양극화 정부의 경제정책 분석, 국
제경제학

한국경제 양극화 진단과 대
안

dryoon@yonsei.ac.kr

이동근 소장 전 대안기술센터 소장 적정기술을 통한 대안에너지운동 교회, 핵에너지를 넘어 대안
을 생각하다.

lj7788@daum.net

이동원 자문위원
전 이사장

지구촌교회 원로목사

dongwon45@jiguchon.org

이문식 이사 광교산울교회 담임목사

ttend@chollian.net

이상민 감사 법무법인 에셀 대표변호사

selight2@hotmail.com

이상원 전 연구소장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swlee@chongshin.ac.kr

이원규 교수 감리교신학대학교 은퇴교수 종교사회학의 이해, 인간과 종교, 
기독교영성, 한국교회와 사회

2013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발표 
세미나wonlee31@hanmail.net

이의용 이사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소통, 교수법, 인생설계, 건강한 교
회와 문화, 크리스천 직장인 셀프
리더십, 교사와 커뮤니케이션, 행복
한 가정 만들기

yyii@kookmin.ac.kr

이장규 자문위원 에티오피아 아다마대학 총장 교회/교인의 사회적 책임, 자발적
불편운동, 세계관, 기술사회와 신앙 

jgl032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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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형 윤리연구소장 백석대학교 기독교학부 교수 기독교의 인간이해, 기독교인의 직
업관·직업윤리, 기독교의 정치참여, 
납세 문제janghyung@bu.ac.kr

임성빈 이사 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

president@puts.ac.kr

전병길 대표 예스이노베이션 경영컨설팅 대표 우리 주변에 사회적경제는 뭐가 
있지?

TNA<사회적경제 공개강좌>
사경을 헤매는 경제를 구하
라holiman@hanmail.net

전재중 이사 법무법인 소명 대표변호사

jjj@somyoung.com

정관영 소장 지역대안협동경제연구소 소장 사회적경제가 대체 뭐지? TNA<사회적경제 공개강좌>
사경을 헤매는 경제를 구하
라

cqy24@naver.com

정병오 대표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공동대표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오디세이학교 교사

청소년 이해, 그리스도인의 부르심
과 하나님의 인도

jungpaul1@naver.com

정석오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인공지능, 너의 정체가 뭐냐? 제3회기윤실학교-인공지능시
대의 기독교윤리

seokohj@gmail.com

정선철 교수 서울 동북4구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사무국장
한신대학교 사회혁신경영대학원 초빙교수

도시지역 공동체 세우기, 도시재생
과 마을공동체 회복

교회와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세우기

socialde@naver.com

정성진 목사 거룩한빛광성교회 담임목사 깨끗한 총회를 위해, 공명선거가 
이뤄져야 한다.

깨끗한 총회를 바란다 포럼

ppastor@kwangsung.org
kspastor@naver.com
정애주 이사 홍성사 대표

ajjc@hsbooks.com

정재영 교수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종교사
회학 교수

교회는 협동조합을 어떻게 볼 것
인가

2012교회의 사회적책임 심
포지엄-협동조합과 교회
기윤실 월례포럼-사회양극화
3 "가난한 사람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법과제도
편>

ccyong@gspt.ac.kr

정현구 이사
공동대표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공동대표
서울영동교회 담임목사

gippum517@gmail.com

조경열 목사 아현감리교회 담임목사 도시지역 교회의 지역공동체 사례 교회와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세우기

ahyun2022@naver.com

조성돈 상집위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윤리(기독교윤리), 세계관,  사회참
여, 시민운동, 사회복지, 신앙일반·
신학·교회huios@gspt.ac.kr  

조성실 목사 문화선교 연구원
교회영상네트워크 전대표

영상이미지 분야 한국교회 저작권문제, 어떻
게 할 것인가?

choross@hanmail.net
조성찬 센터장 통일북한센터 센터장 전월세대란 원인분석과 기독인의 

대응자세
전월세 대란시대, 그리스도
인은 어떻게 볼 것인가

landjustice@hotmail.com

mailto:pastor@kwangsu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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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호 전 이사 고척교회 담임목사

servcho@gocheok.or.kr

조흥식 이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회복지위원장

사회복지, 복지국가, 양극화, 빈곤, 
장애인정책, 지역사회복지

chohs@snu.ac.kr

조희정 작가 EBS다큐프라임'우리WE' 작가 공동체, 방송 제1회기윤실학교-일상의 도
전과 기독교윤리의 응답

writingholic@naver.com

주광순 이사
전 공동대표

부산대학교 철학과 교수

ksjoo@pusan.ac.kr

진재혁 이사 지구촌교회 담임목사

mok@jiguchon.org

< ㅊ, ㅎ >
차세원 보좌관 대한민국 국회 보수와 정치 제2회기윤실학교-기독교윤

리, 정치가에게 묻다
holyjump@nate.com

최규창 이레하우스 공동체 제1회기윤실학교-일상의 도
전과 기독교윤리의 응답

sysepa@gmail.com

최상태 이사 화평교회 담임목사

styng@hanmail.net

최영수 박사 전 서울시 에너지정책팀장 에너지 절약을 통한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

교회, 핵에너지를 넘어 대안
을 생각하다.

choiys070@seoul.go.kr

최호윤 회계사 나눔과 셈 비영리영역에서의 양극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실천과
제 모색 내부좌담회

ngo114@gmail.com

하재성 교수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목회자의 성적 위기와 극복자원 <목회자윤리>연속심포지엄
2-목회자와 성

jaesungha@hanmail.net

한기채 전 이사 중앙성결교회 담임목사

han3530@hanmail.net

한헌수 자문위원 전 숭실대학교 총장

hahn@ssu.ac.kr 

홍정길 전 이사장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전 이사장
남서울은혜교회 원로목사

jkhongbs@gmail.com

황광민 목사 석교교회 담임목사 깨끗한 총회를 위해, 제도개혁이 
필요하다.

깨끗한 총회를 바란다 포럼

seokkyo@korea.com

mailto:mok@jiguchon.org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민주화에 대한 열기가 절정을 이루던 1987년 12월, 
손봉호, 김인수, 이만열, 장기려, 원호택, 이장규, 강
영안 등 함께 성경공부를 하던 기독교인들이 뜻을 
모아 시작한 기독시민운동입니다. 기윤실은 하나님
의 말씀인 성경과 정통적 기독교신앙을 기본이념으로 
복음에 합당한 윤리적 삶을 살아가는 정직한 그리스
도인과 신뢰받는 교회가 되도록 섬기며, 정의롭고 평
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을 사명으로 합니다.

기윤실은 지난 28년 간 좋은교사운동, 기독법률가
회, 공명선거운동, 국정감사모니터시민연대, 공의정
치실천연대, 교회개혁실천연대, 놀이미디어교육센터, 
크리스천라이프센터, 대한민국교육봉사단 등 우리 
시대에 필요한 다양한 운동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울러, 기윤실은 네트워크운동으로 기독교윤리를 각 
지역 현안에 맞게 전개하기 위해 지역기윤실 운동
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2017년 기윤실 주요운동
기윤실은 창립30주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기독교적 가치를 가지고 우리사회의 
절박한 문제를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운동을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자발적불편운동”, “한국교회의 사회적신뢰도 여론조사”, “부채해방운동”, “종교개혁 500
주년 회개기도회”, “대선공명선거운동” 등을 전개합니다.

○ 후원안내
기윤실은 조직운영에 있어 더 깊은 투명성, 더 높은 책무성, 더 넓은 공공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윤실 운동은 정부에 의지하지 않고, 
개인·단체 회원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울러 1999년부터

외부 공인회계감사를 통해 재무적 투명성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 후원문의 : 02-794-6200
• 후원계좌 : 국민은행 037-01-0504-979(예금주: 기독교윤리실천운동)
• 기윤실 홈페이지에서 직접 후원약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54길 30, 401호(세대빌딩)
Tel: 02-794-6200 Fax: 02-790-8585
E-mail: cemk@hanmail.net / 트위터,페이스북: @giyunsil / www.cemk.org

기윤실 
홍보영상

mailto:cemk@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