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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 
08.15 국내 

언어 행위 이론(Speech Act Theory)
의 이해와 성령의 언어행위로써 설교: 
빌레몬서1장 15절-16절을 중심으로.

단독 복음과 
실천신학

한국복음주의
실천신학회

KCI
등재

2 2016 국내

An Alternative Pneumatological 
Epistemology and Its Praxis in a 
Text-Driven Preaching Based on 
the Speech Act Theory (SAT)

단독 영산 
신학저널  한세대학교 KCI

등재

3 2016 국내

영산의 “로고스”와 “레마”에 대한 언어철학
적 이해와 설교적 사용: 일상주의 언어학파
(Ordinary linguistic school)의 언어행위이
론(Speech act theory)을 중심으로.

단독 영산 
신학저널  한세대학교 KCI

등재

4 2019 국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추구하는 믿음과 
설교적 전유 (appropriation): 성례전적 
설교믿음 안에서 발견되는 이상적인 본
문, 저자 그리고 독자의 존재양식

단독 개혁논총 개혁신학회
KCI
등재
후보

번호 일자 구분 도서명 연구자수 발행지역 출판사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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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10.12 국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추구하는 믿음과 

설교적 전유
단독

2019년 가을 

개혁신학회 

학술대회

개혁신학회

2 2020.10.31 국내 목회후보생에서 설교자로 단독

2020년 제 75차 

한국복음주의신학회  

기논문발표회 

한국복음주의

신학회

3 2014.10.10 국제

Reframing the hermeneutical question 

as part of its homiletical responsibility, 

making extensive use of the speech 

act theory (SAT).

단독

The Annual 

Conference of the 

Evangelical 

Homiletics Society 

at Moody Bible 

Institute, Chicago

Evangelical 

Homiletics 

Society

4 2015.10.15 국제

An Alternative Biblical Epistemology 

and Consequently Its Homiletical 

Praxis Using the Speech Act 

Theory(SAT) for a Homiletic 

Performance from Text to Sermon.

단독

The Annual 

Conference of the 

Evangelical 

Homiletics Society 

at Southern 

Baptist Seminary

Evangelical 

Homiletics 

Society

5 2019.10.19 국제
The Living Voice of God and Its 

Present
단독

The Annual 

Conference of the 

Evangelical 

Homiletics Society 

at Southea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Evangelical 

Homiletics 

Society

번호 일자 구분 논문명 연구자수 학술지명 발행학회(기관) 기타

5 2020 국내
설교자, 거룩한 광대
비대면 시대를 위한 광대설교와 설교적 
시연 

단독 성경과 신학 한국복음주의
신학회

KCI
등재

6 2016  국제

Reframing the Hermeneutical 
Question as Part of Its Homiletical 
Responsibility: Making Extensive 
Use of the Speech Act Theory 
(SAT).” Journal of the Evangelical 
Homiletics Society. Vol.16. No.1. 
(2016): 29-46

단독

Journal of the 
E v a n g e l i c a l 
H o m i l e t i c s 
Society

Evangelical 
Homi let ics 
Socie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