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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기관명 직위 기간 비고

(노량진 소재) 삼성교회  담임목사 1996-2001

(남아공 프레토리아 소재) 
International Happy Church 

담임목사 2004.3-2007.7

동광교회 협동목사 2008.4-2013.11

새에덴교회 연구목사 2014.4-현재

한국복음주의조직신학회 서기

한국복음주의조직신학회 책임연구이사 2018-현재

기독교생명윤리협회 감사 2017-현재

총신신대원, 백석대 등 시간강사 2008.3-2012.12 조직신학

칼빈대학교 조교수 2013.3-2014.12 조직신학

칼빈대학교 조교수 2015.3-현재 역사신학

칼빈대학교 입학처장 2021.3-현재

저서

논문게재

번호 일자 구분 도서명 연구자수 발행지역 출판사 기타

1 2009 저서 개혁주의 입장에서 본 존 웨슬리의 성화론 1 용인 목양

2 2010 저서 칼빈과 성화 1 용인 칼빈대학교출판부

3 2016 기독교 성령론 1 서울 CLC

4 2010/05/06 공저 “성화의 수단,” 『청년 거룩함으로의 초대』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출판부

번호 일자 구분 논문명 연구자수 학술지명 발행학회(기관) 기타

1 2008/5/25 국내
칼빈과 웨슬리의 성화에 있어서 점진성과 

순간성에 대한 비교 고찰
1 성경과신학 45

한국복음주의신학

회
등재후보

2 2008/10/01 국내 웨슬리의 칭의론 1 한국개혁신학 24 한국개혁신학회 등재후보

3 2009/01/10 국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칼빈의 견해와 평가 1 칼빈연구 8 칼빈신학연구회 기타학술지

4 2009/03/14 국내 칼빈의 칭의론과 목회에의 적용 1 신학지남 76/3 총신대학출판부 국내학술지

5 2009/04/25 국내
죄사함과 의의 전가를 중심으로 한 칼빈의 

칭의론과 그 평가
1 성경과신학 52

한국복음주의신학

회
등재후보지

6 2010/02/27 국내 칼빈의 성화론과 교회교육 1
기독교교육연구 

20
기독교교육연구회 기타학술지

7 2010/03/31 국내 칼빈의 칭의론 안에서 믿음, 행함, 영생의 관계 1 개혁논총 13 개혁신학회 등재후보지

8 2011/11/30 국내 웨슬리와 휫필드의 칭의론 연구 1 한국개혁신학 32 한국개혁신학회 등재후보지

9 2012/12/13 국내
베드로전서 3:18-20,4:6에 관한 이상근과 

칼빈의 견해 분석비교
1 한국개혁신학 36 한국개혁신학회 등재지



논문발표

번호 일자 구분 논문명 연구자수 학술대회명 주관학회(기관) 기타

1 2008-현재 국내
칼빈과 웨슬리의 성화에 있어서 점진성과 
순간성에 대한 비교 고찰외 다수

1

번호 일자 구분 논문명 연구자수 학술지명 발행학회(기관) 기타

10 2014/02 국내 수호천사에 대한 비평적 연구 1 칼빈논단 33 칼빈대학교출판부 국내학술지

11 2013/05 국내
베드로전서 3:18-20,4:6에 관한 이상근과 

칼빈의 견해 분석비교
1 성경과 신학

한국복음주의신학

회
등재지

12 2015/02 국내
여호와와 여호와의 천사에 대한 칼빈의 견

해 연구
1 칼빈논단 34 칼빈대학교출판부 국내학술지

13 2016/02 국내
니케아 신경과 칼빈의 삼위일체론의 관계에 

대한 레이몬드와 박경수의 견해 연구
1 칼빈논단 35 칼빈대학교출판부 국내학술지

14 2017/02 국내 마틴 로이드존즈의 성령세례와 인침에 관한 연구 1 칼빈논단 36 칼빈대학교출판부 국내학술지

15 2017/12/30 국내
중생 전후의 인간 상태에 대한 칼빈과 웨슬

리의 비교연구
1 조직신학연구 27

한국복음주의조직

신학회
등재후보지

16 2018/02 국내 30년 전쟁과 그것이 종교개혁에 미친 영향 1 칼빈논단 37 칼빈대학교출판부 국내학술지

17 2019/02 국내 세례받은 어린이의 성찬참여에 대한 신학적 연구 1 칼빈논단 38 칼빈대학교출판부 국내학술지

18 2018/06/30 국내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의 부활론에 대

한 개혁파적 평가
1 개혁논총 38 개혁신학회 등재후보지

19 2019/08 국내 기독교인의 정치참여 입장에서 본 3·1 운동 1 조직신학연구 32
한국복음주의조직

신학회
등재후보지

20 2020/08 국내
예장합동측의 여성강도권과 여성안수에 관

한 신학적 분석과 현실적 대안
1 조직신학연구 35

한국복음주의조직

신학회
등재후보지

21 2020/02 국내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전가에 대한 논쟁 1 칼빈논단 39 칼빈대학교출판부 국내학술지

22 2021/02 국내
아담의 죄의 전가 방식에 대한 에드워즈의 

견해 연구
1 칼빈논단 40 칼빈대학교출판부 국내학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