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엄 
“당신이 천주교인이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을 맞이하여 “2021년 유네스코 세계기념인물”
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천주교 대전교구 내포교회사연구소에서는 김대건 신부에 대한 다
양한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장으로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2021년 유네스
코 세계기념인물 김대건 신부에 대한 종합적 연구”라는 주제로 솔뫼성지에서 개최될 예정이오니 
학자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 김대건국제학술대회 주제
   『2021년 유네스코 세계기념인물 김대건 신부에 대한 종합적 연구』

2. 개최기간
   2021년 8월 17일 ~ 2021년 8월 19일
  
3. 개최장소
   대전교구 솔뫼성지

4. 주최 
   천주교 대전교구 · 당진시

5. 주관 
   내포교회사연구소 ·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 한국교회사연구소
   동북아역사재단 · 한양대학교관광연구소 · 체험학습연구개발협회   
 
6.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 충청남도

7. 학술대회 세션안내
   1) Session 1: 교회사적 의미
   2) Session 2: 순교영성 이해
   3) Session 3: 항해
   4) Session 4: 지도
   5) Session 5: 순례관광
   6) Session 6: 대학원생 논문발표
   7) Session 7: 김대건 신부를 활용한 지역활성화전략(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8) Session 8: ‘평등의 세상을 꿈꾸다’(초·중·고 경진대회)



8. 각 세션별 투고방법 및 일정
   1) 일반논문Ⅰ 

     -Session 1: 교회사적 의미

     -Session 2: 순교영성 이해

     -Session 3: 항해

     -Session 4: 지도

    

⚬2021년 05월 30일(금) : 논문 투고신청서 제출 
⚬2021년 06월 20일(금) : Proceeding 논문 제출 
⚬2021년 07월 25일(금) : 논문 완성본 제출 
※ 우수논문은 심사 후 KCI 저널인 『교회사연구』에 게재예정
※ 제출기한 : 접수기한 이후 접수가 불가하오니 기간 엄수바람
★제출 및 문의 : 김성태 신부 dds88@hanmail.net

   2) 일반논문 Ⅱ     

     -Session 5: 순례관광

   3) 대학원생 논문발표

     -Session 6: 대학원생 논문발표

    

⚬2021년 05월 30일(금) : 논문 투고신청서 제출 
⚬2021년 06월 20일(금) : Proceeding 논문 제출(5장이내, 심사 후 발표자 별도 연락)
⚬2021년 07월 25일(금) : 발표자 논문 완성본 제출(15장내외, 프로시딩 5장 이내 수록)
※ 우수논문은 심사 후 KCI 저널인 『관광연구논총』 ‘김대건신부 특별호’에 게재예정
※ 제출기한 : 접수기한 이후 접수가 불가하오니 기간 엄수바람
★제출 및 문의 : 김진옥 교수 s2924@naver.com

   4) 대학생 공모전

     -Session 7: 김대건신부를 활용한 지역활성화전략(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2021년 06월 15일(금) : 공모전 신청서 제출 
⚬2021년 07월 10일(금) : PPT 제출(사전심사 후 본선 진출자에 대해서 연락)
⚬2021년 07월 30일(금) : 최종 PPT 제출(제출 이후 변경 및 수정 불가)
※ 제출기한 : 접수기한 이후 접수가 불가하오니 기간 엄수바람
 
★제출 및 문의 : 구세주 연구원  gusi9@naver.com



   5) 초중고 경진대회

     -Session 8: ‘평등의 세상을 꿈꾸다’(초·중·고 경진대회)

    

⚬2021년 06월 30일(금) : 발표 신청서 제출
⚬2021년 07월 20일(금) : PPT 제출(심사 후 발표자에 대해서 연락)
⚬2021년 07월 30일(금) : 논문 완성본 제출 
※ 제출기한 : 접수기한 이후 접수가 불가하오니 기간 엄수바람
 
★제출 및 문의 : 김영아 국장 etran@naver.com

9. 대학생 아이디어 및 초·중·고 경진대회 심사기준
   1) 주요점수

     -주제의 참신성, 내용의 체계성, 실현가능성

   2) 예선심사

     -주제의 참신성(30), 내용의 체계성(40), 실현가능성(30) = 100점   

   3) 본선심사

     -주제의 참신성(20), 내용의 체계성(30), 실현가능성(30), 발표(20점) = 100점  

   4) 시상내역

     -대학생 :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초·중·고 : 대한민국

     *시상자에게는 소정의 상금이 지급될 예정

     

10. 기타 문의사항
     내포교회사연구소

     -연락처 : 041-362-5028

     -e-mail : djhistory@cathol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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