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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logy’s Dialogue Partners: 
Practitioners and Scholars Conversing about the Future of Mission 

선교학의 파트너들: 

선교의미래에 관한 학계와 실무자들간의 대화 

 
 

그동안 선교의 연구는 다양한 관점에서 수행되어져 왔으며, 이제 선교와 동떨어 졌던 

분야들도 선교학과의 대화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다른 한 편에서는 일부 

선교사와 선교 행정가들은 여전히 선교학계로 부터 거리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번 컨퍼런스세는 주강사와 현장 사역자들이 자신의 학문과 사역적 관점에서  기독교 

선교의 이론과 실제, 선교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견해를 나눌 것입니다. 그중에는 정식 

선교학자나 선교 신학자가 아닌 분도 포함될 것입니다. 또한 ASM 입장에서의 논찬순서도 

준비 되어 있습니다.  

 

이번 학회에서 우리는 선교학의 경계선을 돌아보면서 그 언저리에서 들려오는 교회의 

선교적 삶과 선교의 학문적인 접근에 대한 의견들을 들어볼 것입니다.  

 
 

컨퍼런스의 전체 내용을 보기 원하시면, ASM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등록은 2017 년 1 월에 시작합니다. 

 
 

Plenary Speakers 
 
Kristin Colberg – Theology Department, St. John’s University 
Hunter Farrell – World Mission Initiative, Pittsburgh Theological Seminary 
Naomi Haynes – Social Anthropology, University of Edinburgh 
Paul Kollman – ASM President, Center for Social Concerns & Department of Theology, 
University of Notre Dame  

 
 

Call for Presentations 

http://www.asmweb.org/content/annual-meeting
https://www.csbsju.edu/theology/faculty/kristin-colberg
http://www.pts.edu/Hunter_Farrell_WMI
http://www.san.ed.ac.uk/people/faculty/naomi_haynes
http://socialconcerns.nd.edu/content/rev-paul-kollman-csc


연구 발표 안내 

 

올 해의 컨퍼런스에서는 다양한 학계와 현장사역자들이 제공하는 선교학에 대한 관점들을 

다룰 것입니다. 이를 위해 3명의 주강사와 ASM회원들은 선교학의 실천적 방안,  선교학의 

신학, 그리고  사회과학 같은 다른 학계와의 교류방안에 대하여 가능한 방법들을 모색 할 

것입니다.  

 

ASM은 현장사역자와 선교학과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연구하신 분들을 발표의 장에 

초청하기 원합니다. 발표 주제의 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교학적 접근을 위해 역사와 사회과학적 기반에서 실행한 민속학적 선교연구(Ethnographic analyses of missionary 
practice that draw upon historical and social-scientific scholarship in pursuit of 
missiological insight).  

 선교적 교회의 실현을 위해 질적 또는 양적 방법으로 사역과 자기이해를 분석한 연구(Studies of Christian churches 
pursuing missional ecclesial practice that use quantitative or qualitative data to 
understand Christian practice and self-understanding). 

 선교학적 훈련의 유무가 개인/단체가 행한 선교의 결과와 성과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Descriptions of personal or communal missionary experience that 

analyze the role of missiological training—or its absence—in understanding 
outcomes or consequences;) 

 현대 선교학의 관점에 대한 교단 소속 선교사 측면에서의 설명(An explanation 

of a denominational missionary stance that locates the stance within 
contemporary missiological perspectives). 
 
 

그외에도 선교학의 다른 분야에서의 주제도 환영합니다. 
 
 

프로포절을 제출 하실때 보통은 3-4 명이 팀으로 같은 주제의 패널을 조직하여 제출하기를 

권합니다. 연구 수준이 적절 할 경우 패널 세션과 관련이 적은 개인 연구 프로포절도 

응모가 가능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ASM 웹사이트(ASM website)를 방문하여 주십시오.  

 
 

Submitting Proposals 

제안서 제출안내 

http://www.asmweb.org/content/annual-meeting


 

모든 발표 제안서  제출은 다음의 링크를 따라가세요. 

https://goo.gl/forms/56MZXIJP8ruaM5Mv1  
 

모든 서류들의 마감일은 2017 년 3 월 12 일입니다. 

제안서 채택결과 날짜는 2017 년 3 월 18 일입니다(예정). 

 
 

 
Spanish and Korean-Language Presentations 

 
올해는 한국어와 스페인어로도 연구 발표를 접수합니다.  
Este año, ademas de ingles, también invitamos sometan propuestas para presentaciones en 
coreano y español. 
 

Questions? 

질문안내 

 

 강연 제안서는 Al Tizon (ASM 2nd VP; al.tizon@covchurch.org)와Alison Fitchett 

Climenhaga (ASM conference coordinator; afitchet@nd.edu) 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ASM 장소와 여행안내에 대해서는  Robert Danielson (ASM treasurer;  

robert.danielson@asburyseminary.edu) 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컨퍼런스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Paul Kollman (ASM President; 

pkollman@nd.edu) 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https://goo.gl/forms/56MZXIJP8ruaM5Mv1
mailto:al.tizon@covchurch.org
mailto:afitchet@nd.edu
mailto:robert.danielson@asburyseminary.edu
mailto:pkollman@nd.ed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