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년 ASM(American Society of Missiology)대회 참가자 및 연구 발표자를 위한 안내
시간: 2022 년 6 월 17-19 일

장소 : Saint Mary’s College in South Bend, Indiana, U.S. 또는 Online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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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16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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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18
장소:(The
Whea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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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a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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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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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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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rsion
of Illinois
the Missiology)’이며
아래의 주제들을 중심으로 한국어 패널을 발표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행사
홈페이지를(https://www.asmweb.org/annual-meeting) 참조하십시오.

Call for Panel Presentations (패널 발표 주제)
• What are the dynamics of spiritual growth and how can this affect •
those to whom missionaries have been sent to be on mission?
• What helps the missionary to be sensitive to how the Holy Spirit is
working in their life?
• How can political bipartisanship lead to more sustained opportunities•
that call us to ongoing conversion?
• What might be unexpected challenges to the integrity of persons
facing issues of ongoing conversion?
•
• How does utilizing Spiritual Direction aid a person’s growth who is
dedicated to transformative mission and understands the nexus of•
ongoing conversion and mission?
• How does utilizing Spiritual Direction aid a person’s growth who is
dedicated to transformative mission and understands the nexus of•
ongoing conversion and mission?

How does the analysis of historical or sociological patterns
of ongoing conversion in the lives of particular missionaries
inform understanding their lives, work, and/or patterns of
conversion?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doing mission work and
living ongoing conversion that leads to living as true
missionary disciples of the Lord?
How does ongoing conversion encourage transformative
mission?
What areas of missiological study with other disciplines
might open up new avenues of research on the theme of
missionary conversion?
이 외에도 선교 학의 다른 분야도 환영합니다.

한국어 발표 Panel Proposal 제출안내
1. 대회는 온라인과 on campus mode로 모두 참석이 가능 하며 한국어 패널 발표 세션은 online으로 만 진행 합니다.
2. Proposal 제출 마감일: 영문과 한글 각각 200글자 내외로 proposal을 작성해서 2022년 2월28일 까지 다음

링크로 제출 해 주십시오. https://forms.gle/KxYjxRR8fd8EeCeD8. 첨부파일은MS-Word 로 작성하시고
내용은 대회 주제와 위에 나열한 발표 주제들에 해당되도록 해주십시오.
3. 심사결과 통보: 심사하여 통과 되신 분들은 3월말까지 결과가 통보 됩니다.
4. 내용 작성: 심사결과 Proposal이 통과 되신 분들은 6월 1일 까지 발표하실 내용을 한글로 보내심으로 발표

의사를 최종 확인합니다. 3-5페이지를 reference와 함께 작성하셔서enochk2000@fuller.edu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ormat은 따로 지정하지 않음).
5. Panel형성: 한국어 발표는 Panel Session 에서만 가능 합니다. 주제에 따라 4 분씩 패널 그룹이 형성 됩니다.

1인당 약 30분씩 발표 및 토론 시간이 주어집니다. 주제나 경우에 따라 영어 track에서 발표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6. 등록, 숙소, 여행안내: 모든 참석자는 행사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과 숙소는 아래의 주소

(https://www.asmweb.org/registration)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발표 문의: 김에녹 교수, ASM Korean Language Committee Moderator (enochk2000@fuller.ed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