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체일정표

 1일차: 2021. 08. 17.(화)

 2일차: 2021. 08. 18.(수)

 3일차: 2021. 08. 19.(목)

2021년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엄 세부일정표

시간 구분 세부구분 장소
11 : 00 개막미사 주례 대전교구 한정현 주교 기억과 희망성당
12 : 00 중식

13 ; 00
13 : 05
13 : 20
13 : 25
13 : 35

13 : 45

개회식

국민의례 및 귀빈소개
기념공연 정건영 교수 외 “신부 김대건을 노래하다Ⅰ”
개회선언 내포교회사연구소 김성태 신부 
기 념 사 대전교구 한정현 주교 
축    사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양낙규 총장
         국회의원, 당진시장, 당진시의회의장, 충남도의회의장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등

기억과 희망성당
메인무대

기념강연 
 유네스코 주재 교황대사 프란치스코 폴로 몬시뇰
 파리외방전교회 총장 뱅상 세네샬 신부
 유네스코 인문사회과학 사무총장보 가브리엘라 라모스

14 : 30 휴식

15 : 00 세션
세션1. 교회사적 의미 기억과 희망성당
세션2. 순교영성 이해 대건홀
경진대회1. 초등학생 창의적 체험활동 성모경당

시간 구분 세부구분 장소
07 : 00 미사 주례 춘천교구 김주영 주교 기억과 희망성당

10 : 00 세션
세션3. 항해 대건홀
경진대회2. 중학생 창의적 체험활동 성모경당

12 ; 00 중식
13 : 00

세션

세션4. 지도 대건홀
13 : 00 세션5. 순례관광 기억과 희망성당
15 : 00 세션6. 대학원생 논문발표 기억과 희망성당
13 : 00 경진대회3. 중학생 창의적 체험활동 성모경당

시간 구분 세부구분 장소

10 : 00 세션
세션7.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 대건홀
경진대회4. 고등학생 창의적 체험활동 성모경당

12 : 00 중식
13 : 00 경진대회5. 고등학생 창의적 체험활동 성모경당
14 : 00
14 : 15
14 : 30

14 : 40

폐회식

기념공연 정건영 교수 외 “신부 김대건을 노래하다Ⅱ”
폐 회 사 대전교구 김종수 주교
시 상 식 순례관광/대학원생 논문발표/대학생 아이디어공모
         대상/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공로상 등
폐회선언 내포교회사연구소 김성태 신부 

대건홀



■ 연구논문 세부일정

 세션1. 교회사적 의미                                                   8월 17일(화)/15:00~18:00 

 세션2. 순교영성 이해                                                   8월 17일(화)/15:00~17:30 

 세션3. 항해                                                            8월 18일(수)/10:00~13:00 

 세션4. 지도                                                            8월 18일(수)/14:00~17:00 

장소 시간 발표자 논문제목 토론자 좌장

기억과
희망성당

15:00~15:40 김성태(내포교회사연구소) 김대건 신부의 전기 자료 검토: 
『수선탁덕 김대건』을 중심으로 양인성(한국교회사연구소)

방상근
(내포교회사

연구소)

15:40~16:20 차기진(양업교회사연구소) 『기해·병오 순교자 교황청 수속록』과
김대건 신부 관련 기록 원재연(인천학연구원)

16:20~16:40 휴식

16:40~17:20 조한건(한국교회사연구소)
송란희(한국교회사연구소)

해외 간행물에 나타난 김대건 신부 
관련 기록과 특징

피에르 엠마뉘엘
(Université de Paris)

17:20~18:00 김수태(충남대) 김대건 신부의 한국 천주교회사 연구 김규성(인천가톨릭대)

장소 시간 발표자 논문제목 토론자 좌장

대건홀

15:00~15:30 한진욱(순교영성연구소)
김대건 신부의 순교영성에 관한
체험적 의미: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 접근

김정찬(해미국제성지)

백남일
(한국순교복자
성직수도회)

15:30~16:00 강창근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오늘날 순교의 의미 한장호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16:00~16:30 휴식

16:30~17:00 엄상일(창설자영성연구소) 순교의 현대적 의미와 영성 김영숙
(한국순교복자수녀회)

17:00~17:30 김성태(내포교회사연구소)
한진욱(순교영성연구소)

Estimating the preservation 
value the Solmoe shrine: 
Focusing on spiritual well-being
and recovery experience

김진옥(세한대)

장소 시간 발표자 논문제목 토론자 좌장

대건홀

10:00~10:40 남지우(臺灣大) 1842년 2~6월 김대건의 에리곤호 항해와 
아편전쟁:마닐라, 臺灣, 定海, 吳淞口

조현범
(한국학중앙연구원)

김용한
(전, 국립문화
보존과학센터장)

10:40~11:20 도진순(창원대) 1842년 김대건의 南京條約 참관
과 ‘나그네길’ 최병욱(강원대)

11:20~11:40 휴식

11:40~12:20 홍순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라파엘호 規模에 관한 고찰 이석원

(수원교회사연구소)

12:20~13:00 윤종관(대전교구) 라파엘호는 강경항구에 입항했다 서종태(전주대)

장소 시간 발표자 논문제목 토론자 좌장

대건홀

14:00~14:40 김종근(동북아역사재단) 김대건 신부 제작 「조선전도」 및
모사본 지도의 지도학적 연구

신효승
(동북아역사재단)

박한민
(동북아역사재단)

14:40~15:20 양윤정
(성신여대한국지리연구소)

김대건 신부의 「조선전도」의 모본으로 추정되는 
정상기의 동국지도(소형전도) 유형에 대한 연구

장상훈
(국립진주박물관)

15:20~15:40 휴식

15:40~16:20 정인철(부산대) 프랑스 학계에서의 김대건 신부의 
「조선전도」 소개 및 활용에 대한 연구

박선영
(서울대학교아시아연구소)

16:20~17:00 김순배(흥덕고) 김대건 신부의 「조선전도」 및 모사본
에 기재된 지명의 로마자화 방식 연구 김선일(부경대)



 세션5. 순례관광                                                        8월 18일(수)/13:00~15:00 

 세션6. 대학원생 논문발표                                               8월 18일(수)/15:30~17:30 

 세션7.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                                            8월 19일(목)/10:00~12:00

 경진대회1~5: 상세 발표 일정은 홈페이지 참조                         

장소 시간 발표자 논문제목 토론자 좌장

기억과
희망성당

13:00~13:25 김송이(청운대) 성지의 정체성과 순례경험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안소현
(국토연구원)

정철
(한양대)

13:25~13:50 오세원(숭실대) 위기의 시대, 지역 문화자원을 활
용한 관·학 상생 협력 방안 조혜영(세한대)

13:50~14:10 휴식

14:10~14:35 김정찬(해미국제성지) 솔뫼성지 순례객의 회복환경지각이 회복경험
과 만족을 통해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한승훈(호남대)

14:35~15:00 진보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프로그램 논리모형을 적용한 국내
김대건신부 관련 성지에 대한 정책적 함의 김송이(청운대)

장소 시간 대상 미션 개인/팀

성모경당

경진대회1 초등학생 평등과 관련한 도서 읽고 발표자료

개인발표 39명
팀 발 표 17팀

          (122명)

경진대회2 중학생 평등과 관련한 홍보활동 기획하고 실천

경진대회3 중학생 평등과 관련한 홍보활동 기획하고 실천

경진대회4 고등학생 평등한 세상에 기여한 인물, 장소, 책, 영화 중 하나를 찾아
서 읽고 자신이 갖게 된 생각을 정리하기

경진대회5 고등학생 평등한 세상에 기여한 인물, 장소, 책, 영화 중 하나를 찾아
서 읽고 자신이 갖게 된 생각을 정리하기

장소 시간 발표자 논문제목 토론자 좌장

기억과
희망성당

15:30~15:55 정원지
(University of Surrey)

The effect of the decision making 
process for applying the model of 
goal-directed behavior on the value 
of pilgrimage site

정철(한양대)

김진옥
(세한대)

15:55~16:20 구세주(공주대) IPA를 이용한 한국천주교 성지순례지의  
선택속성에 관한 연구: 솔뫼성지를 중심으로 한진욱(순교영성연구소)

16:20~16:40 휴식

16:40~17:05 김현지(한양대)
김영아(한양대)

성지순례의 동기, 만족도가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솔뫼성지 순례객을 대상으로 김정찬(해미국제성지)

17:05~17:30 서혜승(경희대)
안은숙(경희대)

성지순례지의 장소애착이 의사결정
과정에 미치는 영향: 솔뫼성지 순례객을 대상으로

진보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장소 시간 발표자 제목 좌장

대건홀

10:00~10:20 손혜영·김민경·오정윤(세한대) 김대건신부를 활용한 지역활성화 방안: 솔뫼성지를 중심으로

정건영
(빈국립대)

10:20~10:40 이나은·최은정(한양대) 당진을 넘어 세계로: 종교를 넘어 평등으로

10:40~11:00 김예진·김가연·윤예지(세한대) 유네스코 지역활성화 홍보전략: COVID19 상황에서의 관광

11:00~11:20 휴식

11:20~11:40 김승연·김지윤(한양대) 김대건신부를 활용한 지역활성화전략

11:40~12:00 나진희·백인서·신동혁·
최운용(세한대) 김대건 신부를 활용한 당진홍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