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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막식
Opening Ceremony

01
2020년 10월 30일(금)  |  13:30-15:30
구름에리조트 천자문마당

October 30(Fri)  |  13:30-15:30
Gurume resort Cheonjamun Garden





국사에 매우 바쁘신 가운데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정세균 국무총리님!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쁘신 기업인인 SK그룹 최태원 회장님!

김형동 국회의원님, 김승수 국회의원님, 유의동 국회의원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을 대신하여 참석해주신 전병극 실장님! 

이철우 경북도지사님! 

권영세 안동시장님과 김호석 안동시의회 의장님! 

장세용 구미시장님과 장욱현 영주시장님!

그리고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의 자랑스러운 시민 여러분과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1세기 인문가치포럼은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북도, 안동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후원으로 한국정신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는 국제포럼입니다.

저희는 지난 여섯 번의 포럼을 통해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꼭 필요한 여러 인문가치들에 대해 논의해 왔습니다. 이번 제7회 21세기 인문가치

포럼에서는 지난 6년간 다뤄왔던 다양한 주제들을 되돌아보고, 개성이 범람하는 다양성의 시대에 서로 간의 문화적 차이로 발생하는 편견과 갈등

을 해소하기 위해 “문화 다양성시대의 사회적 가치”라는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우리는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 다양한 문화를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포용의 자세 등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사람 중심의 사회를 실현하는 사회적 가치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직접 참가자 수를 최소화하고 온라인 참가를 병행한 하이브리드 포럼으로 

진행합니다. 기존의 방식을 완전히 탈피하여 모든 프로그램을 야외에서 진행하고, 현장의 방역뿐만 아니라 개별 행사장을 엄격히 통제함으로써 

참가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사회적 가치를 경영의 원칙으로 일관되게 추진해 오신 SK그룹 최태원 회장님과 김용학 前연세대학교 총장님, 김명자 前환경부 

장관님을 비롯하여 많은 석학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공감하는 유익한 포럼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어 지난 2월 25일부터 대구에 상주하시면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 진두지휘해 주신 정세균 국무총리님께 대구·경북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멀리서 참석해주신 국내외 학자 여러분, 온라인으로 참석해주시는 해외 학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30.

한국정신문화재단이사장 이 희 범

개회사
Opening Address

The 21st Century Human Values Forum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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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사
Welcome Address

권영세 | 안동시, 시장

KWEON, Young Sae |  Andong City Government, 
Mayor

1

축하영상
Congratulatory Video

김광호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Kim Kwang-ho |  secretary general of 
UNESCO

6

축하영상 제작물 상영 
Congratulatory Video Production 
Screening

7

축사
Congratulatory Address

정세균 | 국무총리

CHUNG SYEKYUN | Prime Minister

2

김형동 | 국회의원

Khyungdong Kim |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4

이철우 | 경북도지사

LEE, Cheol Woo | Gyeongsangbuk-do Provincial Council, Chairperson

3

김호석 | 안동시의회, 의장

Ho Suk Kim | Andong City Conucil, Chairman

5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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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막 퍼포먼스
Opening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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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Keynote Lecture

다양성과 공감의 시대로

전세계적으로 경제발전 과정에서 많은 사회문제가 생겨났고, 사회 구성원 간 갈등도 커지고 있다.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사회문제와 갈등은 기업과 사회 

모두에 큰 위협이 된다. 기업은 이제 경제적 가치 창출만으 로는 생존할 수 없다. 사회의 일원으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원하는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사회문제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공존하는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필요하며 공감 능력을 갖춰야 한다. 기업 또한 우리 사회 구성

원의 다양한 니즈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사회문제와 갈등 해결에 일조해야 한다. 

사회문제와 갈등의 해결은 획일적인 법규가 아니라,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할 수 있는 공감의 힘, 문화의 힘으로 가능하다. 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다양

성과 공감의 시대, 기업의 역할을 재정의하고, 사회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보려 한다. 

Towards the Era of Diversity and Empathy 
Globally, the process of economic development has brought about a host of societal challenges and escalated conflicts among members of the 
society. In fact, intensifying social issues and conflicts pose a grave threat to businesses as well as the society. Businesses cannot survive just by 
resorting to profitmaking. Corporations, as a functioning member of the society, need to bring the values that a diversity of stakeholders need. 
Addressing social issues and conflict requires understanding and respect on diversity in our society and building empathy. At the same time, 
corporations need to be more empathetic to what members of the society need and contribute to resolving social issues and conflict. 
Social issues and conflict can be resolved not by depending on one-size-fits-all laws and regulations but by appreciating diversity, inclusivity, 
empathy and the power of culture. As an entrepreneur that represents the business community, I would like to redefine how businesses should 
act in the era of diversity and empathy and seek solutions to social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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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션(기조강연	대담)
Special Session

재계와 학계의 리더가 함께 우리 사회 현재 모습에 대한 진단과 변화 방향, 그리고 

기업과 교육의 역할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주고 받는다. 특히 SK 최태원 회장이 

기업의 새로운 역할인 사회적 가치 창출에 주목 하고 이를 경영의 원칙으로 삼아 

온 이유와 해법에 대해 들어본다. 다양성과 공감이라는 키워드로, 두 리더 의 구체

적인 사례와 경험 공유를 통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같이 키워 나가야 할 가치와 

문화에 대해 알아본다. 

The leaders representing the business community and academia engage 
in in-depth discussion on where we are, how we should move forward 
and what role businesses and education need to play. Notably, Chey Tae-
won, Chairman of SK Group, takes note of how corporations will be able 
to generate societal values and shares why he integrates such philosophy 
into management strategy and some of his solutions that he secured. 
By spotlighting two keywords, diversity and empathy, two leaders share 
concrete examples and experiences and lay out what values and culture 
members of our society need to cherish going forward. 

최태원 | SK 대표이사 회장

Taewon Chey | SK Chairman

1 김용학 |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Yonghak Kim | Emeritus Professor, Yonsei University

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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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보다는 지혜가, 언어보다는 소통을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 안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함께 공감하고 더욱 폭 넓은 시각으로 포용하는 인문가치 참여세션

공감하는 다양성, 포용하는 인문가치

A human values engagement session which engages in an open-minded approach for relatable 
cultural diversity in an age which demands wisdom over knowledge, and communication over 
language

Relating with the diversity around us, Embracing human values

인문가치 참여세션
Human Values Engagement Session

02





참여세션 1
Engagement Session 1

2020년 10월 30일(금)  |  19:00~21:00  |  구름에리조트 천자문마당

October 30(Fri)  |  19:00~21:00  |  Gurume resort Cheonjamun Garden

The 21st Century Human Values Forum 202018

[청춘콘서트] “꿈이 없어도 괜찮아”

[OECD 주요국가 중 대학진학률 1위, 20대 후반 실업률 1위, 고용률 평균 이하, 아동·청소년층 삶의 만족도 꼴지]

이는 개인의 개성과 정체성이 존중되는 다양성 시대를 살아가는 2020년 대한민국 청년들의 현주소다. 사회 기준이나 타인의 시선에 연연하지 않고 정해

지지 않은 미지의 길을 헤쳐 나아가는 청년들에게 ‘인생’이라는 긴 여행의 ‘목적지’는 어디일까?

‘꿈’은 더 이상 강요도 의무도 되어선 안 된다. 우리의 인생은 경쟁보다 성장, 성공보다 순간의 행복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 그리고 언제나 청춘이고픈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기나긴 여행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It’s okay even if you don’t have a dream.”
[Among the major OECD countries, Korea ranks first in university enrollment but fewer Koreans in their late 20s have jobs. Also, it is below 
average in employment and comes in dead last in life satisfaction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This is where Korean youth stand in 2020, as they live in an era of diversity where individuality and identity deserve respect. Where is the 
“destination” in the long journey called “life” for young people who do not cling to the conventional social norms or the views of others but sail in 
uncharted territory?
Dreams should not be forced or mandatory any longer. Growth is more precious in our life than competition is, and happy moments mean more 
than success.
It is time for the young people living today and for us who want to stay forever young to think about the long journe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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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과 희망, 실패와 좌절을 대하는 자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안정과 성공이 보장된 시나리오가 아니라 예측불허의 상황이 

닥쳤을 때 그것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힘, 즉 회복탄력성과 위기관리 능력일 것이

라고 생각한다. 이제 막 인생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청춘들의 경우 지금 눈앞에 

놓인 힘겨운 태스크들을 잘 해결해가면서 힘을 키운다면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도 

만들 수 있을지 모른다. 이번 강연에서는 청춘들과 시대적 사건 앞에 흔들리는 우리의 

꿈과 희망, 위기에 대응하는 자세에 대해 얘기하면서 실패나 좌절을 어떠한 태도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꿈을 꾼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고 과연 꿈이란 반드시 실현을 

했을 때만 의미가 있는 것인지 또 꿈은 어떻게 디자인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자신만의 속도와 기준으로

한국 사회의 기준은 빡빡하다. 10대 때는 앞만 보고 공부를 해야 하고 20대 때는 

늦지 않게 취직을 해야 하고 적당한 타이밍에 적당한 짝을 만나 결혼을 해야 하고 

너무 늦기 전에 아기를 가져야 한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해서 살았는데 이상하게 

해맑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많아 보이지 않는다. 완벽한 인생이라는 하상은 

행복보다는 자괴감을 안겨준다. 이 팍팍한 사회에서 자기의 중심을 가지고 자신만의 

속도와 기준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

The attitude towards dream and hope, 
failure and hopelessness

what we need at this point is not a success-guaranteed scenario but 
resilience and crisis-management capacity that give us the strength 
to wisely overcome uncertainties in life. For youths who are designing 
the future, they could turn this crisis into opportunity if they build such 
capabilities by tackling the problems they face today. In today’s lecture, 
I would like to first talk about the attitude we should have in responding 
to crises to secure our dreams and hopes, how to accept failure and 
hopelessness, what it means to have a dream and are dreams only 
meaningful when they come true, and how to design your dreams.

Living at Your Own Pace and Being You

Korea is a society with strict standards. Teenagers are expected to devote 
their lives to studying with their eye on the prize. People in their 20s feel 
the pressure of landing a job as soon as possible, getting married at the 
right age and appropriate timing, and having children before they get 
too old. Strangely however, at the end of the day after living by all these 
norms and living up to expectations, people don’t seem all that happy. 
The prescriptions about what the picture perfect life should look like 
causes more shame than happiness. What should we do to find our own 
pace and be you in this tough world we live in? Let’s talk about what we 
can do to enrich our hearts.

1
2 3 사회 | Moderator

심정옥 | 아나운서

Jeong Ok Shim | Announcer

1

연설자 | Speaker

손미나 | 손앤컴 대표

Mina Sohn | SOHNMINA&CO.,CEO

2 오지은 | 음악인

Jieun Oh | Musicia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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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직업을 만들기까지

세계 최연소 사막/극지마라톤 그랜드슬램을 달성, 극지마라토너라는 새로운 직업과 

무인도를 다니다 <무인도섬테마연구소>라는 회사까지 창립한 이야기를 통해 이 

시대의 트렌드와 청춘들이 바라보는 직업관의 변화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극지마라톤에 사람들이 참가하는 이유와 시장성, 무인도섬테마연구소를 

만든 이유와 하는 일 그리고 무인도탐험대를 운영하기까지 있었던 우여곡절 이야

기이다.

사막/극지마라톤과 무인도라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했다. 많은 신체적, 경제적 어려

움이 있었으나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노력했고, 삶의 큰 위기라 할 수 있었던 

것을 재도약의 계기로 삼았다. 오래 걸리더라도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꾸준히 노력 

한다면 우리는 할 수 있다. 

Inventing a New Occupation

The world’s youngest to conquer the Deserts Ultramarathon Grand 
Slam establishes a new occupation called the ultramarathon runner, 
vanquishing deserted islands. Seung Chul Youn, who is also the founder 
of Island Lab, delves into today’s trends and changing perspectives of the 
younger generation on work ethic. Seung Chul Youn will elaborate on 
what motivates people to participate in ultramarathons and their market 
value, give us an introduction to Island Lab, and the ups and downs he 
went through to create the Deserted Island Exploration Team. Deserts, 
ultramarathons, and deserted islands were new challenges. Despite the 
physical and economic drain, Seung Chul Young never gave up and was 
determined to reach his goals, using the curveballs life threw at him as a 
stepping stone for further growth. No matter how impossible things may 
seem, we can all achieve our goals as long as we persevere.

윤승철 | 무인도섬테마연구소 대표

SeungChul Youn | The Island Lab, CEO

1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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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31일(토)		|		14:00~16:00		|		구름에리조트	천자문마당

October 31(Sat)  |  14:00~16:00  |  Gurume resort Cheonjamun GardenEngagement Session 2 
참여세션 2

[차이X존중콘서트] “나는 나 답게, 너는 너 답게”

[‘차이’에 대한 세상의 편견과 차별에 맞서 존재 자체만으로도 새로운 가치가 인정되는 사회]

최근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키워드 중 하나는 ‘다양성’이다.

‘다양성’이란 다름에 대한 인정과 존중에서부터 시작된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 다른 사람들은 나와 다르다는 것, 그 다름을 있는 그대로 인정

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다문화 가정을 대하는 사회의 편견과 다름으로 차별받았던 김인순 이사장(해밀학교 이사장, 가수)과 함께 차이와 존중에 대하여 공감하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이어줄 실천적 인문가치에 대하여 모색하고자 한다.

DifferenceXRespect Concert “I am to me while you are to be you”
[A society where every individual is recognized for having a unique value, fighting against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based on being 
different]
Diversity is a keyword that has recently penetrated Korean society.
Diversity begins with the recognition of and respect for differences. I am different from others who, in turn, are different from me. We should 
recognize and then respect difference as it is.
Insoon Kim (Board Chairperson of Incheon Haemil School, singer) faced discrimination because of social prejudice toward multicultural families. 
Along with her, we will talk about differences and respect and then seek human values that can be put into practice to connect us with future 
gen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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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에 대한 인정

가수 인순이는 왜 해밀학교를 세우게 되었을까?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정체성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며 보냈던 사춘기 시절을 

생각하며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만들었다. 문화 다양성의 시대 속, 우리나라도 점점 

다문화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지금 그 중심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곳. 다문화 아이

들 교육에 꼭 필요한 내용, 마음의 굳은살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 길을 잃지 

않게 도와주는 방법에 대하여 함께 배우며 나아가는 곳, 해밀학교.  해밀학교 아이

들은 다르다는 이유로 항상 따라오는 말들을 마음에 담지 말고 흘려보내도록 교육

받는다. ‘너 다른거 맞아. 그런데 그게 어때서? 다른건 잘못된게 아니야. 너는 너로서 

특별하단다’

Accepting Differencesv

Why did singer Insooni decide to open a school? The answer lies in 
her teenage years during which she grappled with thoughts about her 
parents and which country she belonged to.  This is why she wanted to 
build a school for children – a place for children who are at the center of 
the diverse age and increasingly multicultural society we live in. Haemill 
School is a place that provides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with the 
education they need, helps children to become stronger individuals, and 
arm children with the knowledge they need to stay on course without 
losing their way in life.
Children at Haemill School are encouraged to not let comments about 
their differences get to them. “You ARE different. But so what? Being 
different is not wrong. You are special.”

사회 | Moderator

심정옥 | 아나운서

Jeong Ok Shim | Announcer

1

연설자 | Speaker

김인순 | 해밀학교 이사장

Insooni KIM | Haemil School, Chairwoma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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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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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세션 3
Engagement Session 3

2020년	10월	31일(토)		|		19:00~21:00		|		구름에리조트	천자문마당

October 31(Sat)  |  19:00~21:00a|  Gurume resort Cheonjamun Garden

“I Love Us”

[사소한 일상도 마주보고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공감하고 버팀목이 되어주는..

어딜 가든 항상 내곁에 있어 주는 세상에서 가장 편한..]

모두 ‘우리’라는 이름으로 구성된 ‘가족’에 대한 이야기이다.

누구나 갖고 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숙제 같은 가족의 문제를 풀기 위해 나선 아이들의 이야기.

아이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세상’, 가장 작지만 소중한 공동체 ‘가족’, 따뜻한 ‘우리’에 대하여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본다.

“I Love Us”
[Those who I can enjoy a chat with face to face
Those who share joy and sorrow with me, being there to lean on
Those who I am comfortable with, standing by my side through thick and thin]
They are members of my “family,” where I exist as part of “we.”
Now children set out to solve homework-like family issues that everyone has but no one wants to discuss.
We will cover various topics related to the “world” from the eyes of children, the smallest but most precious community of “family,” and the 
heartwarming word of “us.”



인문가치 참여세션  |  Human Values Engagement Session 25

사회 | Moderator

심정옥 | 아나운서

Jeong Ok Shim | Announcer

1

토론자 | Panel

이다혜 | 씨네21, 기자

Dahyeh Lee | CINE21, Writer

2 윤가은 | 감독

Yoon Ga-eun | Director

3 김중혁 | 작가

Kim Jung Hyuk | Wri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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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세션 4
Engagement Session 4

2020년	11월	1일(일)		|		13:00~15:00		|		구름에리조트	천자문마당

November 1(Sun)  |  13:00~15:00  |  Gurume resort Cheonjamun Garden

[치유X공감콘서트] “누구에게나 치유는 필요하다＂

정신건강 자가평가 60점 시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큰 아픔을 겪고 있는 현대인들의 정신건강을 국민의사 이시형 박사와 함께 진단한다. 육체적인 

건강을 넘어 정신건강, 나아가 사회의 건강까지 지키기 위해 우리는 위기를 새로운 성찰을 통해 바라보아야 한다. 코로나블루를 극복하고 더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공감의 가치를 살피는 회복의 시간을 가져본다.

HealingXEmpathy Concert “Everyone needs healing”
The average score for the mental health self-evaluation is 60. In this session, Professor Sihyung Lee (nicknamed Doctor of the Nation) will 
assess the mental health of modern people struggling with the COVID-19 pandemic. we have to foster greater appreciation of the virtue of 
empathy to overcome the depression called the COVID blues and live a happier life.

사회 | Moderator

김경미 | 아나운서

Kyung Mi Kim | Announcer

1

연설자 | Speaker

이시형 | 국립산림치유원, 원장

Lee Si Hyung | National Center for Forest Therapy, Director

2

토론자 | Panel

이희수 | 한양대학교, 명예교수

Hee Soo Lee | Hanyang University, Emeritus Professor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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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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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시대 정신과 마음의 치유

우리는 ‘예방’에 대한 개념이 취약하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국민들

이 예방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만들어졌다. 예방을 위해서는 개개인

의 면역력을 강화시켜야한다. 면역의 4대 요소는 무엇일까? 먹거리, 생활습관, 스

트레스, 운동이 그것이다. 육체적인 건강을 넘어 정신건강, 나아가 사회의 건강까

지 지키기 위해서는 코로나19에 대해 인문학적 성찰과 철학적인 관점으로 바라보

는 것이 필요하다. 이 위기는 분명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는 성찰의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바이러스를 완전히 없애기보다는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는 방

법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과하고 넘치던 인간의 욕망을 절제하고 줄이

는 것, 면역력을 키우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 그러기 위해 우리는 산업사회시대의 

가치관을 버리고 이전 선조들의 ‘선비 문화’를 생활화 하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면

역력 증가와 예방 캠페인의 핵심이다. 

Healing Hearts and Minds During the Pandemic 

We have never been good at “preventing”, but the pandemic has taught 
us a good lesson about the value of prevention. We need to strengthen 
our immune systems to prevent another pandemic. There are largely 
four elements that contribute to building a stronger immune system 
– food, daily habits, stress, and exercise. Humanitarian insights and 
philosophical perspectives about COVID-19 are required to protect not 
just our physical and mental health, but also the health of society as a 
whole. This pandemic will without a doubt give us an opportunity to reflect 
upon paradigmatic shifts. It’s often said that we need to learn to live with 
the virus rather than trying to eliminate it. In other words, we need to 
rein in our excessive ambitions and desires and strengthen immunity. 
To this end, we need to break away from the value systems of the 
industrialization age and learn to put into practice the classic scholarly 
culture of our ancestors. This is the key to strengthening immunity and 
preventing future disa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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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세션 5
Engagement Session 5

2020년	11월	1일(일)		|		16:00~18:00		|		구름에리조트	천자문마당

November 1(Sun)  |  16:00~18:00  |  Gurume resort Cheonjamun Garden

[희망감콘서트] “희망의 인문가치”

2020년 세계적인 Covid-19 팬데믹 이후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 인류. 우리는 무엇을 대비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너와 나,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여 지켜나가야 할 인류의 희망과 가치에 대해 함께 논의한다.

Hope Concert “Human Values of Hope”
Humanity will have to lead completely different lives after the 2020 global COVID-19 pandemic. What should we be prepared for and how to act? 
What are the values you, I, and we really need? We will discuss together the hopes and values that humankind must protect while stepping into a 
new future called the post-COVID-19 era.

사회 | Moderator

김경미 | 아나운서

Kyung Mi Kim | Announcer

1

연설자 | Speaker

최재붕 | 성균관대학교, 교수

Jae-Boong Choi | Sungkyunkwan University, Professora

2

토론자 | Panel

타일러 라쉬 | 방송인

Tyler Josef Rasch | ENTERTAINERi

3 윤수영 | 트레바리, 대표

Sooyoung Yoon | Trevari, CEO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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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과 팬데믹쇼크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포노사피엔스로 마음의 표준을 바꿔라 CHANGE 9-

코로나19로 거의 모든 인류가 강제로 디지털 플랫폼으로 생활공간을 옮기고 있으며 

이로 인해 포노사피엔스 문명학습은 생존의 조건이 되어버렸다. 내 마음속에서 

인류 표준을 호모 사피엔스에서 포노 사피엔스로 바꿔야 한다. 이것은 성공의 조건

이 아니라 이제 생존의 조건이 되었다. 포노사피엔스 시대의 비즈니스 모델은 기술

보다 사람, 즉 포노사피엔스의 생활 방식에 집중해야한다.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

해가 베이스라면 킬러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전문성과 디지털 소비문명에 대한 이

해는 디테일이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뼈대는 소비자와의 공감능력이다. 

이 시대 그래서 융합의 인재가 필요하다. 디지털 혁명과 팬데믹 시대의 생존전략, 

그 답의 중심은 다시 사람, 신인류 포노사피엔스다. 내 마음을 바꿔라. CHANGE 9!

 Surviv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Pandemic Shock
 -CHANGE 9, Changing Our Mindsets to Become 
Phono Sapiens -

Since the pandemic has shifted most of our life online, learning the ways 
of Phono Sapiens life has become a necessity. 
We need to switch our mindset from that of Homo Sapiens to Phono 
Sapiens. This not just the key to success, but also a condition for survival. 
Business models in the Phono Sapiens world should be people-centric, 
rather than tech-centric. Understanding digital technology provides a 
foundation, while understanding of digital consumption and the expertise 
required to produce “killer contents” give life to these business models. 
It goes without saying that resonating with consumers is the backbone 
to all of this. That is why we need flexible and talented individuals. Our 
strategy for surviving this digital revolution and pandemic lies in people, 
the new Phono Sapiens. Change the way you think. CHANGE 9!



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다변화된 풍요 이면의 인간 주체성과 역할의 상실 문제를 학제적 대화를 통하여 

인간중심의 과학기술 시대를 모색하는 인문가치 학술세션

4차 산업혁명시대 인간주체성의 재인식

In the face of the advancements in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diverse abundance that it 
brings along as well, there are changes in our notion of human identity and a loss in the roles 
humans are accustomed to playing in society. This session academically tackles these types of 
issues and seeks ways to bring on an era of science and technology centered around humanity.

A new understanding of human identity in the ag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인문가치 학술세션
Human Values Academic 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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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Moderator

양일모 |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학부장, 교수

Yang Ilmo | College of General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Dean, Professor

1

논평자 | Comment

정원섭 | 경남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Wonsup Jeong | College of General Education Kyungnam University, Professor

2

이원석 | 전남대학교 철학과 조교수

Wonsup Jeong | Department of Philosoph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3

[대학원부]

최우수상
강   한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철학과

우수상
최정수 |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예술학과

장려상
차지원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불어불문학과

[대학부]

최우수상
이   신 | 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우수상
박민준 |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장려상
이동형 |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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多 가치 다 함께 하는 세상
지역과 국가를 넘어 소통하는 것이 일상인 시대다. 정보산업의 발달은 시간과 공간을 가로질러 인류를 긴밀하게 연결시켰고, 그 결과 지구촌 한 곳에서 

시작된 문제는 언제라도 전인류의 운명과 관련된 문제로 번질 수 있게 되었다. 코비드19가 불과 수개월 사이 급속하게 팬데믹 상황이 된 것 또한 인류가 

구축해온 연계망의 장단점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세계는 모든 영역에서 점점 긴밀하게 연계되어 가고 있지만, 한편으로 자연 재앙뿐 아니라, 인종, 민족, 

국가, 종교 등 인류 사회의 분쟁이 날마다 활화산이다. 지구는 통합되어가지만, 지역마다 문화권마다 종교마다 건축해온 다양한 문화와 다른 생각이 

상생하는 방법은 여전히 상상 중이다. 이제 오래된 갈등의 요소들을 해소하는 길을 닦기 위해 지혜가 필요하다. 

The World Together
It is now the norm to communicate across regions and nations. The development of the information industry has closely connected people by 
going beyond time and space. As a result, an issue that occurs in one corner of the globe can spread into an issue that is related to the fate of 
all of humanity in no time. COVID-19 has caused a sudden pandemic in only a few months, which suggest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a deeply connected human society. While the world is getting closely connected in all areas, not only issues of natural disasters, but also race, 
ethnicity, nationality, religion, and other conflicts in human society are constantly ongoing. While the globe is becoming integrated, each region, 
culture, or religion has been establishing its own ways and thoughts. We need wisdom to pave the road towards answers for prolonged conflicts. 

사회 | Moderator

김광억 | 중국산동대학 특임일급교수

Kwangok Kim |  Shandong University, First Rank Distinguished Professor

1

연설자 | Speaker

로저 아메스 | 북경대학교 철학과 인문학석좌교수

ROGER T. AMES |  Peking University, department of Philosophy, Humanities Chair Professor

2-3 쿠로즈미 마코토  | 도쿄대학교 명예교수

Kurozumi, Makoto |  The University of Tokyo, Emeritus Professor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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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세계 문화질서와 유교
유교 철학에는 새로운 세계 문화질서에 상당한 혜택이 될 수 있는 가치와 제도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오랜 역사를 통하여 아시아 전체에 걸쳐 영향을 끼친 

유교의 기여와 실패에 대하여 역사를 회고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핵심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 또, 미래지향적 관점에서도 유교적 가치의 세계화가 과연 현재의 

변화하는 세계질서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질문해야 

한다. 만약 그렇다면, 유교 문화를 일거에 제거하려는 서구화를 근대성과 동일한 

것으로 보는 우리 시대에 만연한 이 피폐한 사고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아마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세계화된 유교가 어떤 방식으로 탈바꿈하여 

비판적이고 발전적인 새로운 힘으로서 부상하여 이 시대의 핵심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일 것이다.

동아시아 일본의 다양성을 위한 역사적 과제
2차 대전 후 ‘현대화’ 속에서 과거의 과오에 대한 충분한 반성 없이, 오히려 미국 

의존도를 높이면서 미국의 옹호 하에서 6·25전쟁 이후 일본 경제는 윤택해졌으니 

이것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 이는 에너지의 소유이기도 하다. 미국의 존형에 

‘기지’와 ‘원자력’이 올라앉았다. 다만 환경문제와 탈원전 문제는 무시할 수 없으니 

‘천인상관설’에서 말하는 ‘환경적 사회’가 요구하는 바는 과학사·경제학·지역 

활동 등에서 충분히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운동은 

아직 겉돌고만 있다. 이상, 일본 열도는 전쟁 책임에 바탕한 노동·사회문제와 

에너지 소유의 확대가 아닌 환경적 경제·생활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는 바, 이는 비단 미일동맹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와의 다원적인 지구상의 관계로 

해석해야 비로소 눈에 보인다.

Confucianism and a Changing World Cultural Order
For those who do believe that Confucian philosophy has values and 
institutions that can be of significant benefit to a new world cultural 
order, important and critical questions need to be asked retrospectively 
about both the contributions and the failings of Confucianism as a pan-
Asian phenomenon over its long history. Prospectively too, we must ask 
if the globalization of Confucian values would make a felicitous difference 
in the contemporary global dynamic, and if so, how the prevailing and 
impoverishing equation between modernity and Westernization that erases 
Confucian culture altogether is to be challenged? And perhaps most 
importantly, how can a global Confucianism be retrofitted to constitute a 
critical, progressive, evolutionary, and emergent force that will make its 
own contribution to resolving the pressing issues of our times?

東アジア·日本における多様性に向かう歴史的課題
戦後の「現代化」では、その過ちは充分反省されることなく、むしろアメリカへ依

存を強めながら米国下、朝鮮戦争以後、日本経済は潤い、それが経済成長に結び

付く。それがエネルギー所有にもなる。そのアメリカ依存型に、「基地」「原子力」の

形成がある。ただし、環境問題や反原子力の問題が大事で、そこに「天人相関」的

な環境的な社会が求められていることは、科学史·経済学·地域的活動などで充

分発見されているが）、その課題への運動はまだ周辺である。以上、戦争責任を踏

まえた労働·社会問題、エネルギー所有の拡大ではない環境的な経済·生活とい

う課題、日本列島にはそうしたテーマが担われている。それは日米同盟だけでな

く東アジアとのさらに多元的な地球上の関係によってこそ見えてくる。



The 21st Century Human Values Forum 202036

Academic Session 1
학술세션 1

2020년	10월	31일(토)		|		13:30~15:30		|		구름에리조트	우향각

October 31(Sat)  |  13:30~15:30  |  Gurume Resort Woohyang-gak

재난과 치유
코로나19의 영향 속에서 우리 사회의 불평등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다.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는 이들에게 코로나19는 더 큰 위협이자 더욱 거대한 

‘사회적 재난’으로 다가왔다. 더 이상 기존의 낡은 제도의 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부상하고 있지만, 과거를 돌이켜보면 인류의 역사는 감염병의 

유행과 극복을 반복해 온 시간이기도 하다. 천재지변에 준하는 수준의 재난을 겪고 있는 2020년 현재,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변화 

속에서도 지켜야 할 가치란 무엇인가? 본 세션에서는 과거와 현재를 분석함으로써 미래를 대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감염병에 관한 역사적 성찰과 현재 

대한민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 고찰한다.

Disaster and Healing
Inequality in our society has been further highlighted by the impact of COVID-19. To those who are in vulnerable circumstances, COVID-19 has 
become a bigger threat and more enormous ‘social disaster’. Although some emerging issues can’t be solved within the existing frame, human 
history has undergone the ups and downs of pandemics and efforts to overcome them if you look back to the past. Now, in 2020, we are suffering 
from a catastrophe-like disaster. How have our lives changed so far? What are the values that we need to keep amid enormous changes? In this 
session, there will be given the opportunity to review issues that Korean society is facing as well as take a historical reflection on pandemics in 
order to prepare for the future by analyzing the past and the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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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Moderator

이새봄 |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HK연구교수

Saebom Lee |  Yonsei University Institute of Korean Studies, HK Research Prof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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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쇄, 감시, 인권: 감염병 응급조치의 윤리학
이 발표는 두 가지 질문을 다룬다. 첫째, 위급상황 시 인권제한이 정당화가능한지, 

그렇다면 언제, 왜 그러한지를 묻는다. 둘째, 인권제한을 수반하는 위급상황 대응 

조치를 함에 있어 같은 목적을 위한 다수 방안이 존재할 때의 선택 기준을 묻는다. 

이 발표는 두 질문을 현재의 판데믹 상황을 사례로 하여 탐구한다. 국제적으로, 

판데믹 대응 전략은 크게 봉쇄 전략과 감시 전략으로 나뉜다. 이 발표는 두 전략 

모두 원칙적으로는 정당화가능하지만, 특정 전략의 정당화가능성은 세부 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특히 인권 제한 조치를 법적·기술적으로 제도화할 경우 특수한 

정당화 허들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코로나19와 건강불평등
감염병과 건강불평등문제는 역사적으로 논란의 대상이었지만, 사회계급간 감염병 

발생과 건강결과의 불평등은 실제로 증명되어왔다. 코로나19 대유행이 국내 건강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도 이와 다르지 않다. 본 발표에서는 코로나 발생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경제위축 등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통해 어떠한 

건강불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살펴본다. 직접적 영향 경로에서는 대면 접촉이 

많거나 밀폐된 환경에서 일하는 직업, 불안정 노동과 실직의 위험, 주거취약성, 

방역대책이 부재한 코호트 격리 등의 원인으로 코로나19 감염의 위험불평등이 

확인되었다. 간접적 영향 경로에서는 필수의료의 공백, 필수 공공서비스의 부재,  

경제 위축으로 인한 실직과 소득감소가 주요한 건강불평등의 원인으로 제시되었다.

COVID-19 and Health Inequality

There has been controversy between infectious diseases and health inequality 
throughout history, while it has been proven that there’s an inequality of 
pandemic diseases and health conditions depending on social class. We see 
the same playing out with the COVID-19 pandemic. This presentation will touch 
upon what types of health inequality emerge through the routes that result in 
direct impacts of COVID-19 and indirect impacts such as economic contraction. 
Regarding the direct impact, there are inequalities in risks confirmed due to the 
causes including work with a lot of physical contact or in a closed environment, 
risks of instable labor and job insecurity, housing vulnerability and cohort 
isolation with the lack of disinfection measures. As per the indirect impacts, 
some items are mentioned as the cause of health inequality, which include: 
the lack of essential medical services, the nonexistence of necessary public 
services, and job loss and income reduction due to economic contraction.

Lockdown, Surveillance, and Human Rights: Ethics in 
Emergency Response Activities to Infectious Diseases
This presentation will answer two questions: First, is the restriction of 
human rights justified in case of emergency? If yes, why? Second, what 
are the standards to decide among multiple measures under the same 
purpose in order to respond to the emergency that accompanies human 
rights restrictions. In this presentation, the two questions will be explored 
with the current pandemic situations: internationally, there are mainly two 
strategies of lockdown and monitoring in response to the pandemic. It is 
possible to justify both strategies according to the presentation, while it 
depends on the detailed conditions to decide whether certain strategies are 
justified. The presentation also insists that there will be hurdles for special 
justification if measures to restrict human rights will be systemized in a 
legal and technical manner.

연설자
Speaker

최홍조 |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조교수

Hongjo Choi |  Kon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Assistant Professor

1-2 송지우 |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부교수

Jiewuh Song |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 Diplomacy, Associate Prof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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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앙의 시기에서의 삶의 형태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라는 재앙을 맞아 사람들은 더욱 고립되어 가고 

사회적 분열은 한층 깊어진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인간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 우리는 조르조 아감벤이 말하는 “삶의 형태”라는 

개념과 유교에서의 “의식(儀式)”에 집중해 보기로 한다. 이러한 사고를 통해 우리는 

생물정치학에 함몰되지 않으면서도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할 수 있다. 사람 간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기 위해서는 기독교와 유교 전통에서 똑 같이 인정받는 형태의 

삶이 필요하다.

Form of Life in the Disastrous Moment

In the disaster of the covid-19 pandemic, people are becoming more 
isolated and the division of society seems to be deeper. How can we 
overcome this crisis and regain human values again? Here, we focus on the 
ideas of " form of life" (Giorgio Agamben) and "ritual" in Confucianism. It is 
a way of thinking that enriches "life" without falling into biopolitics. In order 
for people to reconnect, some type of form of life is needed, which is equally 
recognized in Christian and Confucian traditions.

논평자 | Comment

김만권 |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학술연구교수

Mankwon Kim |  Kyunghee University Institute of Comparative Culture studies, Research Professor

7-8

Olivia Anna Rovsing Milburn |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Olivia Anna Rovsing Milburn |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Chinese Professor

9

타카히로 나카지마 | 도쿄대학교 교수

Takahiro Nakajima | University of Tokyo, Prof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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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세션 2

다양성과 공존의 조건
우리는 제각기 특정 집단에 소속되어 살아간다. 생물학적으로 부여되는 성별이나 나이, 인종에 따른 집단일 수도 있고, 개인적 지향을 반영한 정치나 

종교집단일 수도 있다. 다양성과 공존이 건강한 생태계의 기본 요건이듯 우리 사회도 다양한 집단이 공존하며 상생할 때 더욱 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하지만 2020년 현재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여러 집단은 다양성과 공존 대신 혐오와 차별로 서로를 배제하고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다. 본 세션에서는 

여러 갈등 중 최근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젠더 문제를 중심에 두고 무엇이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공존을 가로막고 있는지 성찰하고, 혐오와 

차별을 넘어 포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Conditions of Diversity and Mutual Existence
We belong to certain groups as we live our lives: they can be groups based on gender, age, or race, which are biologically given. Sometimes, we 
belong to a school of politics or a certain religion. As diversity and co-existence are the basic elements of a healthy ecosystem, our society can 
perform better when various groups mutually exist. However, when looking at the groups that compose Korea in 2020, we see that these groups 
exclude each other with hatred and discrimination instead of diversity and co-existence, which will eventually lead to isolation. This session is 
designed to review what stops diversity and co-existence in our society by discussing gender issues that have shown to be the most acute cause 
of conflict, and seeks measures towards a way to embrace mutual existence beyond hatred and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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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Moderator

조정은 | 항공대학교 인문자연학부 조교수

Jungeun Jo | Korea Aerospace University Division of Humanities &Science, Assistant Prof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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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의 다양성과 여성의 역할
: 젠더혁신과 리빙랩을 중심으로
다양성은 언뜻 과학이 추구하는 보편성의 반대편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미국의 

과학사회학자 로버트 머튼은 일찍이 과학자 사회를 구성하는 네 가지 규범 중 

하나로 ‘보편주의(universalism)’ 를 꼽았다. 보편주의란, 과학 활동이 성별, 인종, 

계급, 사상, 명성 등 개별 과학자의 인격적인 요소가 아니라 과학적 사실만을 

대상으로 평가된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현재 과학기술 연구개발 인력 중 20%를 

차지하는 여성의 비율은 과학 활동만을 평가한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아야 할까? 

특히 젠더혁신과 리빙랩 둘 다에서 다양한 배경과 정체성을 가진 여성들이 주도 

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과학기술 분야의 다양성을 강화하고 확장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인적 다양성의 중요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코로나시대, 혐오와 차별을 넘어서
: 공존을 위한 과제
혐오와 차별은 사회경제적 위기상황에서 더욱 극단적인 형태로 드러나거나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될수록 허탈감, 시기, 

열등감, 불만, 우울, 공포, 분노, 공격 성향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이러한 

불만과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 소수자-약자를 희생양으로 삼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경우에도 발생하지만, 전쟁, 

자연재해, 감염병의 시기에 더욱 극단적으로 나타나며,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2020년 현재도 바로 그러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전세계가 팬데믹에 돌입 

하고 세계 각국에서는 혐오와 차별 사례들이 속속 보고되고 있다. 유엔 등 국제 

기구에서는 코로나 확산에 따른 혐오와 차별 문제에 주목하고 수차례 입장과 지침을 

 낸 바 있으며, 각국 정부와 시민사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Beyond Hatred and Discrimination in the Era of 
COVID-19 : A Task for Mutual-Existence
The more that social and economic difficulties emerge, the more people feel 
empty, jealous, inferior, dissatisfied, gloomy, furious, and aggressive. Those 
dissatisfied and angry people target social minorities or the vulnerable in 
order to appease their dissatisfaction and anger. This issue happens when 
inequality in society and the economy is aggravated, although it appears in a 
more extreme manner during times of war, natural disasters, and disease. 
The year 2020 is a good example. While COVID-19 runs rampant, the whole 
world has entered a pandemic and the news often reports cases of hatred and 
discrimin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have paid attention 
to issues of hatred and discrimination due to the spread of COVID-19 and 
expressed their stance and guidelines numerous times. Each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has been actively responding to the issue. 

Lockdown, Surveillance, and Human Rights: Ethics in 
Emergency Response Activities to Infectious Diseases
Diversity seems to be on the other side of the universality that science 
pursues. Robert Merton, American social scientist, earlier pointed out 
universalism as one of the four elements that create a society. According 
to universalism, scientific activities are not individual elements such as 
gender, class, ideology and reputation but should be judged based on 
scientific facts. Then, is it a natural consequence that only 20% of the 
researchers in science and technology are female in order to evaluate 
scientific activities?
In particular, the presentation reaffirms the importance of diversity in 
human resources as a condition to strengthen and expand diversity in 
science and technology by paying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re are more 
women with diverse backgrounds and identities in the areas of both 
gendered innovation and the living lab.

연설자 | Speaker

홍성수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Sungsoo Hong | Sookmyung Women’s University College of Law, Professor

1-2 임소연 | 숙명여자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

Soyeon Leem |  Sookmyung Women’s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of Humanities, 
Research Prof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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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궁궐 안, 봄의 색깔
: 중국 역사에 대한 페미니스트적 비판
청나라 말, 『한나라 궁궐 안, 봄의 색깔』이라는 제목의 선집 집필에 참여한 저자들은 

전통 중국 사회에서 여성이 경험하는 처우에 대한 장문의 비판을 실었다. 저자들은 

한나라 초 황후 1인의 삶을 예로 들면서, 한제국(漢帝國) 건국 초부터 그들이 살았던 

시대에 이르기까지 여성은 가부장적이고 여성혐오적인 사회구조의 희생양이었고, 

이것은 중국 사회가 그 뿌리까지 부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글은 

매우 흥미롭고 중요한 문서로서 중국의 각종 관습과 관행에 대한 상세한 비판이 수록

되어 있으나 아직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저자들이 다룬 내용으로서 

어린 여아에 대한 성적 대상화, 남성의 강압적이고 호색적인 성적 흥미와 성희롱으로 

여성이 입어야 했던 피해, 남성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도록 교육받은 여성들이 견뎌야 

했던 고난 등 많은 부분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타당한 내용이라고 할 것이다.

Spring Colors in the Han Palace
: A Feminist Critique of Chinese History
In the late Qing dynasty, the authors of the collection entitled Spring Colors 
in the Han Palace provided an extended critique of the treatment of women 
in traditional Chinese society. By focusing on the life experiences of one 
early Han dynasty empress, they argued that women were the victims of 
patriarchal and misogynistic social structures from the very beginning of 
the imperial era until their own time, and this served to demonstrate that 
Chinese society was rotten to the core. This fascinating and important 
document, which offers a detailed criticism of many aspects of Chinese 
customs and practices, has been very little studied. However, much of what 
the authors had to say about the premature sexualization of young girls, the 
damage caused to women by sexual harassment and intrusive, prurient 
interest, and the difficulties endured by those trained to be compliant and 
obedient to men remains highly relevant right up to the present day.

올리비아 밀번 |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Olivia Anna Rovsing Milburn |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Chinese, 
Prof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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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자 | Comment

김선희 |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 조교수

Seonhee Kim |  Ewha Womans University Department of Philosophy,  
Assistant Prof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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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세션 3

21세기 종교의 역할
우리는 다양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어느 때보다 심각한 다양성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각 집단 및 개인의 입장이 중요시되는 만큼 

그들 사이의 갈등 역시 심화되었다. 여러 집단과 개인이 타자를 자신의 이익과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로 간주하여, 상대에게 배타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취한다. 종교 역시 그러한 갈등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세션에서는 종교와 종교 간의 갈등, 종교와 비종교 간의 갈등 등 다양한 형태의 갈등에 대해 살펴보고, 여러 사회구성원의 공존을 위해 종교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역할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Roles of Religions in the 21st Century
Although we live in the era of diversity, we are ironically facing a crisis of diversity worse than ever. As the stances of each group and individual 
become more important, conflicts among those groups and individuals have become intensified. Numerous groups and individuals regard 
others as a threat to their interests and safety, which results in exclusive and aggressive attitudes towards the other party. In this regard, you can 
say that religion is at the center of such conflicts.
This session is designed to review various conflicts between religions, including conflicts between the religious and non-religious, and suggests 
ideal roles for religions to take in order to have a variety of community members co-ex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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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Moderator

유용빈 | 서울대학교 철학과 강사

Yongbin You |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Philosophy, Lectu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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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변화시키는 종교, 종교를 변화시키는 세계

인간은 역사 속에서 전쟁, 재난, 질병 등의 주기적인 위기를 경험해 왔지만, 단합과 

화해의 지혜를 발휘하여 거대한 위기를 극복하였다. 21세기에 코로나19의 확산은 

‘사회적 거리 두기’(social distancing)를 새로운 삶의 규범으로 강요하지만, 종교

는 ‘창조적 거리 좁히기’ (creative nearing)의 대안을 통하여 파편화되고 비인간

화된 인간의 상처를 치유하고 파멸에서 탈출시킨다. 종교는 인간의 정체성을 강화

하고 인간의 사고를 표현한다. 종교의 상상력은 다양한 문화의 형태로 나타나면서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데 풍요로운 상징의 보고를 구축한다. 종교가 세계를 변화시키

듯이, 세계도 종교를 지속적으로 진화시킨다. 

종교의 미래와 영성: “무종교의 종교” 개념을 중심으로

종교가 새롭게 출현해 성장하고 소멸하는 현상은 종교사에서 끊임없이 목격된다. 

그러나 20세기 이후 종교 지형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매우 독특하다. ‘무종교의 

종교’(the religion of no religion)’라는 역설적인 표현은 전통적인 종교의 테두리 

밖에서 목격되는 새로운 형태의 종교성을 지칭한다. 요컨대 이 개념은 전통적인 

종교 개념이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특히 

동서양 종교가 공존하는 우리 사회에서 ‘무종교의 종교’라고 명명될 영성의 추구 

노력은 다양하게 드러난다. 이처럼 개인적 종교성이 제도화된 종교 바깥에서 

충족되는 경향은 더욱 커지리라 예상된다. 

Future and Spirituality of Religion
: Focusing on the Concept of 'the Religion of No Religion'
We have often seen the rise, growth and fall of new religions in the history 
of religion. After the 20th century, however, changes which appeared in the 
landscape of religion are very unique. The ironic expression of 'the religion of 
no religion' refers to new types of religiosity, which are witnessed outside of 
conventional religions. For example, the concept demonstrates the fact that the 
conventional idea of religion no longer has the ability to convince people. In our 
society where both Eastern and Western religions coexist, in particular, there 
are various efforts to pursue a spirituality called 'the religion of no religion'. This 
suggests that there will be more of a trend towards individualities of religiosity 
to be satisfied outside the systemized religions. The traditional influence 
of religions will weaken as the number of believers and the future priests 
decrease. 

Religion that Changes the World, the World that 
Changes Religions
Throughout history, humans have experienced crises in repeated cycles 
of wars, disasters and diseases. However, it was the wisdom of unity and 
reconciliation that helped overcome such enormous crises. The spread of 
COVID-19 in the 21st century requires us to have social distancing as a new 
life norm, while religion heals the human wounds that are fragmented and 
inhumane, and helps humane scape from destruction through alternatives 
of 'creative nearing'.
Religion intensifies the human identity and expresses human thoughts. As 
the imagination from religion is revealed in various cultural forms, humans 
can establish a repository of abundant symbols when they live their lives. 
As religion changes the world, the world can constantly make religion 
evolve. 

연설자 | Speaker

성해영 |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부교수

Haeyoung Seong |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Religious Studies, 
Associate professor

1-2 안신 | 배재대학교 복지신학과 교수

Ahn Shin |  Pai Chai University Department of Welfare & Theology, Prof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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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인 종교 문제, 
세계 문명 대화와 중국 철학 이론의 지혜
세계화가 도래함에 따라 ‘경제적 통합, 정치적 다극화, 문화적 다원화’ 3자 간의 차이

와 긴장이 두드러지고 일부 국가 지역의 갈등과 충돌이 나날이 격화되면서 종교 문제

는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문명 대화는 세계적인 큰 추세가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연구주제를 둘러싸고 중국 철학 이론의 지혜를 살펴보고자 한다.

全球宗教问题、世界文明对话与中国哲理智慧

随着全球化时代的到来，“经济一体化、政治多极化、文化多元化”三
者间的差异与张力日渐凸显，
部分国家地区的矛盾与冲突日趋激化，宗教问题已成为“一个全球问
题”，文明对话随之成为“一
大世界趋势”，本文试就此研讨主题分享中国哲理智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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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지강 | 북경대학교 철학과 교수

Zhang, Zhigang | Peking University, Distinguished Boya Prof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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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자 | Comment

전성건 | 안동대학교 동양철학과 조교수

Jeon Sung Kun |  Andong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Eastern Philosophy, 
Assistant Professor

7-8



The 21st Century Human Values Forum 202048

2020년	11월	1일(일)		|		13:30~15:30		|		구름에리조트	우향각

November 1(Sun)  |  13:30~15:30  |  Gurume Resort Woohyang-gakAcademic Session 4
학술세션 4

문화다양성, 이야기로 풀다 - 사회혁신을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하여
문화다양성은 복수의 문화가 조화와 갈등의 길항 속에 위치함을 전제하기에 정치학적이다. 이 세션에서는 ‘이야기’를 매개로 하여 문화다양성이라는 

정치학적 과제를 풀어내고자 한다. 이야기가 단순한 유희적 산물이 아니라 서사를 통해 구축된 강력한 지식 체계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이야기는 

문화다양성이 야기하는 여러 문제를 풀어내는 하나의 열쇠가 될 수 있다. 신화, 전설, 민담 등의 이야기 텍스트, 거기에서 더 나아가 이야기가 향유되는 

공동체의 서사에 주목한다면, 여기에서 문화와 문화의 접변, 그 접변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화 간 습합과 배제, 통합의 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

Interpreting Cultural Diversity Through Storytelling: 
Establishing the Foundation of Social Innovation
Cultural diversity has the political characteristic that it is positioned at the juncture where a number of cultures are both in harmony and conflict. 
This session is designed to solve the political task called ‘cultural diversity’ with the medium called ‘story’. Once you understand that stories are 
not only simple playful output, but a powerful knowledge system established through narratives, you can find the key to solve multiple problems 
caused by cultural diversity. If you pay attention to texts such as myths, legends, and folktales, as well as the narratives of the community 
where stories are shared and appreciated, you will understand acculturation, compromise, and exclusion between cultures caused by ways of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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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지호 | 안동대학교 사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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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소리와 유랑민, 그리고 이주민 환대의 가능성과 문화다양성
판소리 작품을 통해 문화다양성과 한국사회 이주민의 환대 가능성을 논의하는 것은 

분명 낯설다. 하지만 실창판소리 작품들을 살펴보면, 지금 한국사회의 이주민들과 

비슷한 조선후기 유랑민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정착민들은 유랑민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 이러한 무지는 유랑민들을 공포와 혐오의 대상으로 만든다. 정착민이 

유랑민에게 보여주는 혐오가 공포를 기반으로 한다면, 혐오 대상이 된 유랑민의 

진정한 실체와 유랑의 의미를 정착민은 알 수 없다. 이러한 구도는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 한국사회의 다양한 이주민들의 문제에 적용해 볼 수 있다. 이주민들에 대한 

혐오 문제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판소리를 비롯한 우리 옛 이야기에서 확인하고 

작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한다.

한국 건국신화에 나타난 사회 변화와 문화 다양성
한국에는 고대 국가 건국과 관련된 신화들이 전한다. 고조선의 ‘단군신화’를 시작으로 

북쪽 지역에는 부여의 ‘해모수신화’, ‘금와신화’, 고구려의 ‘주몽신화’, 백제의 

‘비류ㆍ온조신화’가 있고, 남쪽 지역에는 신라의 ‘혁거세신화’, ‘탈해신화’, 가야의 

‘수로신화’ 등이 있다. 좀 더 범위를 넓혀보면 탐라국의 ‘삼성(三姓)신화’도 있고, 후 

삼국시대의 영웅신화들도 있다. 건국신화는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는 천지개벽의 

사건을 다룬 것으로 역사적 실재들과 어울려, 단순히 이야기의 차원을 넘어 역사, 

종교, 문화적 의미와 가치를 가진다.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인간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사회 변화이자 혁신이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는 이민족, 

다른 문화집단 간 교류가 필수적이며, 새로운 사회에 맞는 혁신 과정이 필요하다.

Social changes and Cultural Diversity Appearing in 
the Korean Myths of the National Foundation
There are myths regarding the foundation of ancient countries of Korea handed 
down up to dates. Starting from the myth of Dangun from Gojoseon, national-
foundation-related myths from the Northern part of Korea include the myth of 
Haemosu from Buyeo (northern part of Korea), the myth of Geumwa, the myth 
of Jumong from Goguryeo, and the myth of Biryu and Onjo from Baekje. In the 
South, there are myths of Hyeokgeose and Talhae from Silla, and the myth 
of Suro from Gaya. To expand the scope more broadly, there are examples of 
the myth of three clans from Tamna State and other heroic myths from the 
Later Three Kingdoms. As foundation myths describe upheaval events of 
founding nations, they are not only simple stories with historical facts, but carry 
historical, religious and cultural meanings
and values. It is the best social change and innovation that can happen to 
human society to found a nation. In the course of that, it is essential to have an 
innovation process for a new society as well as exchanges between different 
tribes and cultural groups. 

Pansori, Wanderers, and Possibilities of Welcoming 
Immigrants and Cultural Diversity
It is obviously not common to discuss the possibilities of welcoming 
immigrants into Korean society through Pansori songs. Looking at Silchang 
Pansori songs, however, can be a good reference to study wanderers/
travelers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is seems to be similar to the 
immigrants in Korea nowadays. Those who settle don’t know anything about 
wanderers. This type of ignorance makes wanderers look scary and hateful. 
If the hatred of the settled is based on their fear towards wanderers, settlers 
won’t know what the genuine being of wanderers who have become a subject 
of hatred and the meaning of wandering. Such a social structure can be 
applied to solve the issues of various immigrants in the Korean society, which 
is about to enter into a multicultural stage. This presentation will find where 
the origin of hatred towards wanderers from traditionally old Korean stories 
such as Pansori and find the key to solve such a social issue.

연설자 | Speaker

오세정 | 충북대학교 국문학과 교수

Oh, Sejeong |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Korean Language & 
Literature, Professor

1 서유석 | 경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Youseok Seo |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Associate Prof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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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다양성의 이해와 증진을 위한 ‘로컬스토리텔링’의 
가치와 제안
이 글은 문화다양성 시대를 맞이하여 로컬스토리텔링이 가지는 가치와 의미를 파악

하고, 이를 제안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는 로컬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마을 공동체 활동, 전통시장 등 쇠퇴공간의 회복과 활성화를 위해 

문화콘텐츠로 구현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 같은 지역문화콘텐츠를 구현하는 방안

으로 지역을 기반으로 실천하는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며, 이를 ‘로컬스토리텔링’이라 

명명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로컬스토리텔링의 개념을 통해 문화다양성 시대의 사회

문화적 가치와 의미를 조명하고자 하며, 다양한 실천사례를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즉, 지역문화콘텐츠의 생산방안이자 구현전략으로서 스토리텔링이 어떻게 응용되는

지, 문화다양성 시대를 맞이하여 이를 이해하고 증진하는 기제로서 로컬스토리텔링

이 가지는 사회문화적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소수자를 바라보는 문학적 시선과 그 변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소수자로서의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하물며 전통사회에서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시선은 더욱 가혹하기만 

하였다. 장애는 돌봄이 아닌 배제와 축출의 대상이었을 뿐이다. 그런데 우리 문학작품 

중 이런 장애라는 ‘결핍’을 조금 다르게 다룬 작품이 있어 주목을 요한다. 일반적으로 

고전 작품과 달리 <반쪽이> 설화에서는 주인공의 영웅적인 행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쪽, 즉 장애를 가진 결핍으로 주인공을 머물게 한다. 이런 <반쪽이> 서사는 

온전한 영웅이 보통의 민중에게서 태어날 수 없는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반쪽이> 설화는 현대로 이어지며 다른 맥락을 갖게 된다. <반쪽이>는 

전승영역이 넓지 않은 것과 달리, 현대 아동용 전래동화로의 이행은 매우 활발하다. 

Eyes Towards the Social Minority in the Literary 
Context and Their Changes
In some ways, it is pretty natural that people with special needs live their lives 
as a minority. It was worse in the traditional society: views of social minorities 
were harsh, and the concept of disability used to be a subject of exclusion and 
exile rather than caregiving. Meanwhile, it is worth paying attention to a piece of 
Korean literature that describes disability differently. Unlike other classics, the 
traditional Korean tale called ‘Banjjoki (half-man)’ makes the main character 
remain as a disabled (or half-completed) person despite the heroic behavior he 
displayed. This narration of Banjjoki illustrates the limits of the main character, 
saying that a hero like him is not able to be born from an ordinary household. 
However, the story Banjjoki has come to be viewed differently after being 
handed down. The story Banjjoki doesn’t have a wide scope of handing down 
to generations, although it is actively transferred as a  traditional tale for the 
purpose of the modern literature for children.

Values of 'Local Storytelling' and Their Suggestions 
for Understanding and Promotion of Cultural Diversity
This presentation has been created under the purpose of figuring out and 
introducing the values and meanings of 'local storytelling' in the era of 
cultural diversity. A lot of local governments have recently been striving to 
realize cultural contents for recovering and revitalizing urban generation, 
community activities and deprived areas such as traditional markets. As a 
means to realize contents based on such local cultures, there needs to be 
storytelling, which this presentation would like to call 'local storytelling'. In 
this presentation, social & cultural values and meanings in the era of cultural 
diversity will be highlighted through local storytelling with various practice 
cases. In other words, the presentation will touch upon social & cultural 
meanings that local storytelling has as a mechanism to understand and 
promote how storytelling is applied as a producer and realization strategy of 
local cultural contents in the era of cultural diversity.

정제호 | 한국교통대학교 한국어문학전공 조교수

Jeong Jehol |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Korean Language & 
 Literature Associate Prof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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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자 | 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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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ture, Assistant Prof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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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1일(일)		|		13:00~18:00		|		구름에리조트	정원무대

November 1 (Sun)  |  13:00~18:00  |  Gurume Resort Garden StageAssociation Session
학회세션

지역문화와 예술 그리고 사회적 가치

2020 한국지역문화학회 가을학술대회 주제는 ‘지역문화와 예술 그리고 사회적 가치’입니다. 예술의 의미를 미적, 감각적 측면만이 아닌 사람됨의 

기본이자 쓸모있는 기술로 확장할 때, 지역문화는 그 지역 예술의 토양이며, 예술은 지역문화를 삶과 연결시키는 매개로서 인문적 통찰과 사회적 활력을 

일으 킵니다. 너무나 당연시 했던 일상의 모습이 ‘코로나 19’의 여파로 큰 변화를 맞이한 지금. 본 학술대회가 지역문화 와 예술이 가진 의미와 역할을 

다시금 생각하며 새로운 변화 속에서 지역과 문화 그리고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고민하고 탐색하는 자리가 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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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낙현 | 안동대학교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교수1

1부 사회

인사말

김시범 | 안동대학교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교수2

장경근 | 지역문화회관 부이사관3

주제발표

주제발표 토론 

강신겸 | 전남대학교 교수
김시범 | 안동대학교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교수
이흥재 | 추계예술대학교 외래교수

4

이의신 | 서울사이버대학교 부교수5

총회

연구윤리교육

정경운 |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교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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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공숙 | 안동대학교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조교수1

2부 사회 발표

이창기 | 한국공연예술경영협회 부회장2

방진원 | 강남대학교 복지융합인재학부 겸임교수3

최준아 | 안동대학교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석사과정4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의 대응과 전략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를 비롯하여 사스, 에볼라, 신종플루, 심지어 아프리카 돼지 열병까지 그간 크고 작은 전염성 재난으로 인한 단기적인 공연예술의 중단사태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공연 장, 전시장 등 문화시설들의 전면 폐쇄나 거리두기 등 모든 공연이나 축제, 지역 문화행사 중단과 같이 최악의 상황들로 전개되고 있다. 

방역관리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이로 인해 수많은 문화예술 종사자나 예술가들의 생계가 큰 위협을 받고 있고, 국민들의 문화향유 단절로 인한 문화적 삶의 질은 날로 

하락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항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 국내 지역문화예술의 생태계를 살펴보고 언택트(Untact)와 온택트 (Ontact)의 공연예술 소비 트렌드의 변화와 

지역문화예술이 안고 있는 공통의 현안 문제점들은 무엇인 지, 지역문화 향유정책에 대한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변화할지 진단해 보고 해결방안들을 모색해 보고 자 한다.

인공 창의적 인공지능 회화 연구 
4차 산업의 과학기술은 기계에게 직관적 판단력과 인공적 창의력을 부여했고,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21세기 예술은 AI기술을 활용한다. 4차 산업의 핵심기술 중 

하나인 AI는 현실을 기반으로 하는 일상만 이 아니라 상상을 기반으로 하는 예술로 

진화하고 있다. 빅 데이터와 딥 러닝의 기술을 통해 인공 창의 적 AI회화가 창출되고, 

온라인을 통해 제공되는 회화적 알고리즘을 통해 AI회화가 빠르고 쉽게 생성된 다. 

21세기 예술인 AI회화를 효과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공 창의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 어야 한다. 이에 예술과 같은 기술을 지닌 인공 창의적 AI 회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AI회화가 추구해야 할 지향점에 대해 숙고하고자 한다.

생활예술공동체의 지속가능성
과거 일상생활에서 멀게만 느껴졌던 예술 영역이 현재 우리 삶 속에서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의 시대로, 노년까지 더 많은 사람이 예술을 즐길 수 있는 생활예술

의 시대로 가고 있다. 본 연구자는 을숙도무용단원 18명을 심층 인터뷰하였으며 분석

의 틀로는 깔롱의 번역(매개)의 단계를 토대로 생활예술공동체의 공진화(자기조직화)  

5단계를 유추하여 연구결과 를 도출하였다. 생활예술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은 생활예술

공동체 공진화 5단계의 반복과정 중에 나타난다. 을숙도무용단은 생활 예술인이지만 

‘내부관계’보다 ‘예술성’을 우선시하며, 문화 소외계층 관객과 기부를 통한 공연의 

‘공공성’ 으로 자발적인 참여로 이어지는 지속적인 생활예술공동체로 나아가고 있었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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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 홍익대학교 초빙교수10

포스터발표
5

7

9

6

8

10

김선영 | 홍익대학교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6

손재영 | 홍익대학교 조교수8

장혜원 | 안동대학교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교수5

토론

김용남 | 안동대학교 강사7

조한익 |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공연기획팀장9



인문가치의 관념적 틀을 벗어나 우리의 일상에서 재창조되는 인문가치를 

구체적 사례와 함께 구현해 나가는 인문가치 실천세션

일상에서 재창조되는 보편적 인문가치

This session looks beyond conceptual ideas in human values by using specific examples of how 
human values are being reinvented through our daily lives.

The universal human values being reinvented through our 
daily lives

인문가치 실천세션
Human Values Practice Session

04





실천세션 1
Practice Session 1

2020년 10월 30일(금)  |  16:00~18:00  |  구름에리조트 천자문마당

October 30(Fri)  |  16:00~18:00  |  Gurume resort Cheonjamun Ga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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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시대의 인문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사회·문화 등 일상 전반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비대면 시대에 발맞춰 인문·문화분야 및 지역문화의 변화점과 대응방안 모색

Humanities in the Non-face-to-face Era
How the humanities, culture, and local culture should change and respond at a time when non-contact technology has been rapidly replacing 
face-to-face, human interaction in society, culture, and our daily lives in the wake of the COVID-19 outbreak

좌장 | Chair

김시범 | 국립안동대학교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교수

Si-Bum KIM  | Graduate School of Creative Industry, Andong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1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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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학순 | 가톨릭대학교 미디어기술콘텐츠학과 교수

Yim Haksoon  |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Professor

3

연설자 | Speaker

심상민 | 성신여자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Shim Sang Min  | Sungshin Women’s University, Professor

2

언택트 시대 인문가치 갱신

급작스러운 코로나 사태가 거대 억압이 되어 인간을 짓누르고 있다. 현재 세계 국가

들과 사람은 언택트 시대에 적응하며 희망 스트레스를 자초하고 허우적대며 맴돌

고만 있다. 당장 경제 엔진이 꺼져가자 문화엔진은 살려야만 한다는 절박함도 고조

되고 있다.

기존 산업화, 현대화, 디지털화 만능 시대를 규정해온 경제 엔진과 취약한 인문가치로 

인해 마침내 변질된 문화엔진을 닫고 새로운 ‘인간 엔진’으로 탈바꿈하는 지혜로운 

결행을 할 시기이다. 언택트 시대 새로운 인문가치로서의 인간 엔진은 기존의 ‘시스템 

인간’에서 ‘베이직 인간＇으로 혁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Renewal of Human Values in the Untact Era

The sudden pandemic of COVID-19 has become a great suppression, 
which weighs on humans. Countries around the globe have managed to 
adopt the ‘untact’ era, causing stress to create hopes but floundering at 
the same time. As the economic engine is about to be turned off, there’s a 
desperate sentiment to save and revitalize the cultural engine. 
It’s now time to make a wise decision to execute the shutdown of the 
economic engine that used to define the existing industrialization, 
modernization and digital-takes-it-all era, and the cultural engine that 
has deteriorated due to weakened human values in order to create a new 
‘human engine’. The human engine, as a new human value in the untact 
era, means the innovation from the existing ‘human in the system’ to the 
‘basic human’. 

지역문화의 사회적 가치와 문화기획 
그리고 지역문화재단

본 발제는 지역과 인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지역문화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문화기획 요인과 지역문화재단의 문화정책 과제를 탐색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지역문화재단의 문화정책 과제로 예술가 참여 기반의 지역학 연구 협업 체계 구축, 

예술과 지역 사회문제 융합 Labs 구축, 지역주민의 지역 리터러시 증진 및 공동체 

문화 회복, 지역 문화자원 기반의 힐링 및 사회회복 프로젝트 개발, 일상생활 밀착

형 문화거점 활성화, 상호 소통형 디지털 지역문화 리소스 개발, 주제 기반의 문화

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시하였다. 

Social Values and Cultural Planning of 
Local Culture, and Local Cultural Foundation

This presentation touches upon the relations between local communities 
and people, and pays attention to exploring elements of cultural planning 
and tasks of local cultural foundations’ cultural policies in order to realize 
the social values of local cultures. The presentation suggests a number 
of ideas as cultural policy tasks of local cultural foundations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research collaboration systems based on the 
participation of artists, the establishment of convergence labs regarding 
issues in arts and local communities, the improvement of local literacy 
for local people and recovery of community culture, healing/treatment 
based on local cultural resources and development of social recovery 
projects, the vitalization of cultural bases in daily lives, the interactive 
digital resource development of local culture and the development of 
theme-based culture, arts&education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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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 | Discussion

윤정국 | 김해문화재단 대표

Yoon, Jeong Gook | Gimhae Cultural Foundation, CEO

1

김성하 |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KIM, SeongHa | Gyeonggi Research Institute, Research Fellow

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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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31일(토)		|		10:00~12:00			|		구름에리조트	정원무대

October 31(Sat)  |  10:00~12:00  |  Gurume Resort Garden StagePractice Session 2
실천세션 2

인성교육_따뜻한 인성교감 ‘나, 너, 우리’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가치는 바로 ‘인성’이다. 다른 어느 때보다 공존할 수 있는 가치를 요구하고 있는 

지금,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과 공동체적 인성함양을 통해 혼자서는 살 수 없는 너와 나, 그리고 우리에게 보다 따뜻한 인성교감을 전해주고자 한다. 

Warm Human Understanding among ‘You, I, and Us’
Character building is most needed for children who, because of the COVID-19 pandemic, have been forced to live without sufficient face-to-face 
human interaction. Now more than ever we need values that enable coexistence. With a focus on nurturing respect for others and a sense of 
community, this session delivers the value of warm human understanding among you, I, and us, who cannot exist alone.

연설자 | Speaker

임영주 | 임영주부모교육연구소

Lim Young Ju |  LYJ institute of parental education, Head Director

3

사회 | Moderator

심정옥 | 아나운서

Jeong Ok Shim |  Announcer

1-2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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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기 관리)
: 자기존중, 습관, 책임
코로나 19로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팬데믹이라는 용어와 더불어 자주 쓰인다. 

그러면서 알베르 카뮈의 를 읽는 사람이 많아졌다. 에는 비겁한 사람, 특이한 기자 

등 다양한 인간군상이 나온 다. 그리고 우리는 의사 리외에 주목한다. 전염병에 걸려 

생사 위기에 놓인 도시에서 우리가 찾는 부분은 바로 ‘휴머니티’ ‘휴머니즘’이다. 

의사로서의 직분을 다하는 리외는 ‘휴머니즘’을 구현한 사람으로 인상 깊다. 

평소에도 그렇지만,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 공동체 의식, 성실성 등 인간이 절체 

절명의 위기에 더 빛을 발하는 게 바로 인성인 것. 인간이 갖출 기본 중의 기본이 

바로 인성이지만 저절로 갖춰지는 것이 아니다. 돌보고 가꾸어야 빛나며 비로소 그 

사람의 앞길을 비춰 준다.

Myself (Self-management)
: Self-respect, Habit, Responsibilities 
COVID Blue is a term, along with the pandamic of COVIID-19 , which 
is often used these days. There are more people who are reading ‘The 
Plague’, by Albert Camus. In the novel, there are various types of people: 
cowards or odd journalists. Here, people pay attention to Dr. Rieux. It 
is humanity or humanism that we look for in the city in crisis of human 
lives due to the pandemic. Dr. Rieux leaves a great impression as a 
person who realizes humanism by sincerely doing his job as a doctor. 
His personality not only shines in general but even more so in crisis by 
illustrating universal human values, a spirit of community and sincerity 
when humans are at brinksma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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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사는 세상을 향한 아름다운 길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한다. 즉,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 까지 타인과 관계를  

맺고 함께 생활하는 사회적 존재라는 뜻이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출발한 인간 

관계는 자라면서 더 넓어지고 다양해진다.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방법을 배워야하며 이는 우리 자신의 행복한 삶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애써야 한다.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는 것, 소통을 위해 상대방의 말에 경청하는 태도, 상대방의 

입장과 심정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의 태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타인과 

더불어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성은 결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의 정직 시민성
우리는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 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려면 국영수도 중 요하지만 올바른 행동 사고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시민성 시민 의식이라고 하는데요, 올바른 시민성의 기초는 바로 정의 

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의로운 마음이 있어야 올바른 행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배우는데 좋은 것만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나쁜 것도 배우게 되는데 이것들을 따라 다니면서 부모님과 

선생님이 바로 잡아 줄 수는 없 습니다. 그렇다면 정의로운 올바른 시민성을 

가지려면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정직입니다. 

Beautiful Journey Towards the World We Live In Together 
Humans are often called social animals: that means humans are meant 
to be social from birth to death by having various relationships with others 
and living together. Human relations start with the parents and expand in 
depth and width as people grow older. Humans should learn the ways to 
establish smooth relations with others in order to live good lives, which 
becomes an important factor for a happy life. Therefore, we need to put 
some effort towards creating positive relations with people around us: it 
requires to maintain basic etiquette, listen carefully to others for better 
communications, and have an attitude that helps the stance and feeling of 
others in order to become a more thoughtful person. Therefore, a sense 
of sociality is one of the most essential virtues for the life of humans who 
can never live alone, which enables humans to live along with others.

Justice, Honesty, Citizenship
We cannot live alone. In order for us to live as the right members of 
this society, learning Korean language, English and mathematics is 
important, but we must have the right behavioral thinking and values. It is 
called citizenship and civic consciousness. Justice is the basis for proper 
citizenship. Only when our children have a just heart can they correctly 
behave. Children learn a lot at home and school while living in the society, 
but not everything they learn is good. Although children learn bad things, 
parents and teachers cannot always follow and correct them. So, what 
should children do to have a just citizenship? The answer is hone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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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균 | 방송인

Jung Bum Kyun | Creator

3

김미정 | 북큐레이터협회장

Kim Mi Jung  |  Korea Book Curators Association, President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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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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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31일(토)		|		14:00~18:00		|		구름에리조트	정원무대

October 31(Sat)  |  14:00~18:00  |  Gurume Resort Garden StagePractice Session 3
실천세션 3

한중수교30주년기념 문화교류 방안모색
한중수교30주년(2022년) 기념 문화교류를 위하여 중국 산동성과 합의된 ‘유학을 중심으로 한 문화교류’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 구성

Plan for Cultural Exchange in Celebration of the 30th Anniversary of Sino-Korean Diplomatic 
Relations
This session gives shape to the plan, already agreed upon, for Cultural Exchange with a Focus on Confucianism with Shandong Province in 
celebration of the 30th anniversary of diplomatic ties between Korea and China in 2022.

사회 | Moderator

최우석 | 국립안동대학교 부교수

Choi woosuk | Andong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1-2 

연설자 | Speaker

이윤화 | 안동대학교 명예교수

Lee Yun Hwa | Andong National University, Emeritus Professor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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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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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심의 한중 유학공동체 성립은 가능할 것인가
- 한중수교30주년기념 양국의 지역중심 문화교류활동을 기대하며
본 발표는 지난 30년 한중 문화교류의 가교 역할을 해온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2022년 한중수교30주 년을 기념하는 두 나라의 지역중심 문화교류활동 

즉 중국의 산동과 안동의 유학을 중심으로 한 전통문화 의 교류활동을 기대하며 그 회고와 전망을 담고자 한다. 따라서 1. 중국과의 문화교류는 왜 

중요한가 2. 21세기 오늘날 우리에게 유학적 가치의 실천이 더욱 절실한 이유 3. 실천가치 지향적 유학공동체 성립의 필요성 4. 한중 인문교류의 실제와 

지역 간 특성 화 교류 5. 유학적 가치실천을 위한 지역간 교류와 협력증진 등을 주제로 교류의 필요성과 의의를 설명하고자 한다.

Is It Possible to Establish a Regional Korean-Chinese Community for Confucianism? 
-  In anticipation of regional cultural exchanges between Korea and China by commemorating  

the 30th anniversary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is presentation is based on my experience of serving as a bridge between Korea and China in cultural exchanges for the past 30 years. As the two 
countries will commemorate the 30th anniversary of diplomatic relations in 2022, this presentation conveys my reflections and prospects on regional 
cultural exchange activities between the two countries, which is about traditional cultural exchanges focusing on Confucianism in Shandong in 
China and Andong. Therefore, this presentation aims to explain the necessity and significance of exchanges through the following subjects: 1. Why 
is cultural exchange with China important?; 2. The reason why the practice of Confucian values is more urgent for us in the 21st century; 3. The 
need to establish a practical valueoriented Confucianism community; 4. The reality of humanities exchanges between Korean and China as well as 
specialized exchanges between regions; 5. Promotion of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regions to practice Confucianism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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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문화교류, 상호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
한국과 중국은 수천 년간 전통적 교류를 바탕으로, 1992년 정식 수교를 맺은 이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특히 문화 

분야에서는 1994년 3월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양국 상호 문화이해와 교류 활성 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추진되었습니다. K-Pop과 드라마 등 대중문화로 대표되는 한류 외에도 한·중 뮤지컬 

교류, 영화·다큐멘터리 합작, 시각 예술 교류 등 한·중 양국 간 다양한 문화교류와 

협력 사례들이 있습니다. 향후 양국 간 문화교류와 협력 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지 살펴보며, 2022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국 문화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해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Korea-China Cultural Exchange, a New Leap Forward 
for Mutual Development
Based on traditional exchanges for thousands of years, Korea and China 
have made great strides in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since the 
official diplomatic relations were established in 1992. Especially in the field of 
culture, the “Agreement for Cultur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as signed on 
March 1994. Various efforts have been made to promote mutual cultural 
understanding and exchanges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addition to the 
Korean Wave, which is represented by K-Pop, K-drama and other popular 
cultures, there are various examples of cultural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such as Korea-China musical exchange, film-
documentary collaboration and visual arts exchange. We will take a look at 
what will be needed to further vitalize cultural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e future. Also, we will consider how the 
cultural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can change and develop with the 
30th anniversary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in 2022.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한중 인문 교류 커뮤니티 구축
중국과 한국은 바다를 가로 질러 서로 마주보고 있으며, 예로부터 양국은 긴밀한 

교류와 문화적 연결을 통해 뗄래야 뗄 수 없는 한중 문화 유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 사이에는 정부와 민간 사이에 다양한 교류 메커니즘이 있으며, 주한 

중국문화원은 문화예술, 학술교류 등 한중 문화 교류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한중 소통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 중국과 한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 

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 관련되어 있다. 중국과 한국이 함께 협력하여 사회 

발전, 경제 번영, 지역 평화, 인간 행복을 선도하는 문화의 큰 역할과 가치를 지속적 

으로 발휘하여 한중 교류의 새로운 시대에 인문 정신이 더욱 빛나기를 바란다.

Building a Korean-Chinese humanities exchange 
community in the new era
China and Korea face each other across the sea; since ancient times, 
the two countries have formed an inseparable cultural bond through 
close exchanges and cultural connections. Between China and Korea are 
various exchange mechanisms between the two governments and private 
sectors. The China Culture Center in Seoul is actively engaged in cultural 
exchange activities between Korea and China, including culture and arts 
and academic exchanges. It has made efforts to promote communication 
between China and Korea. China and Korea are geographically close, 
culturally connected, and interrelated. We hope that China and Korea 
will work together to continue to show the great role and value of culture 
leading social development, economic prosperity, regional peace, and 
human happiness, so that the humanities spirit will shine even more in 
the new era of Korea-China exchange.

4

5 6 7 8

9 10
1 

3
2 



인문가치 실천세션  |  Human Values Practice Session 71

김은희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교류기획부장

Eunhee Kim |  Korean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KO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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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1일(일)		|		10:00~12:00		|		구름에리조트	정원무대

November 1(Sun)  |  10:00~12:00  |  Gurume Resort Garden StagePractice Session 4
실천세션 4

구곡원림의 문화적 다양성
선비들의 '착함'이라는 인간본성의 인식과 자연과 동화되고자한 구곡문화 가치를 통해 문화적 갈등과 차별을 해소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간다움'을 추구하여 다문화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생활문화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Cultural diversity in a Natural Setting-the Nine Bends, Gardens & Groves
The seonbi (Joseon Confucian scholars) understood that human nature is good, and the Nine Bends (九曲 Ch. Jiuqu/ Kr. Gugok) tradition valued 
being one with nature. We can learn from this Neo-Confucian view how to lead our lives in today’s multicultural era by resolving cultural conflicts 
and discrimination as well as by seeking to practice human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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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 다양성시대에 부응하는 구곡문화의 가치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고 인권을 존중받아야 한다. 우리사회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문화적 갈등과 차별을 해소하고 누구나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극단의 이기주의와 물질만능의 사고에서 벗어나 모두가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간다움’을 추구하여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여기 

‘인간다움’이라는 인류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조선시대 지식인이었던 선비 

들이 ‘착함(性 善)’이라는 인간본성의 인식과 자연과 동화되고자 한 구곡문화가 있었다. 

전국 140여개소에 산재한 이 구곡문화에는 가치관의 혼란, 외로움, 허무감, 무력감에 

빠져 있는 다문화 가족과 현대인들에게 자연과 하나되어 피폐한 영혼을 치유하고 이 

세상에 유익함을 끼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인류 보편적 가치가 들어 있다. 

Value of Gugok culture in response to the era of 
cultural diversity
Everyone should be equal, with his/her human rights respected. In order 
for our society to become an advanced country, we should resolve cultural 
conflicts and discrimination and let everyone enjoy a happy life. In order 
to do so, we must break away from extreme selfishness and materialism 
and pursue "humanity" wherein everyone respects and cares for others to 
create a happy world. In order to realize the universal value of "humanity," 
there was a Gugok culture wherein scholars who were intellectuals of the 
Joseon Dynasty tried to recognize the human nature of "goodness" and to 
assimilate with nature. This Gugok culture, scattered throughout over 140 
locations across the country, contains the universal value of humanity that 
seeks a happy life by being united with nature for multicultural families 
and modern people who are experiencing confusion of values, loneliness, 
vanity, and helplessness, to heal the devastated souls and bring a lot of 
good to the world.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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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곡’은 영원히 보존해야 할 자연환경이고, ‘정사’는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을 

가려 보존해야 할 문화재이며, ‘구곡가’는 문학사적 가치가 있는 작품은 보존하되 

현시점에서 그것은 답 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창조적으로 새로이 태어나야 할 

문학이고, ‘구곡 길 거닐기’는 현대인의 심신건강에 유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구곡문화는 한 마디로 보존과 함께 창조적으로 거듭나야 할 문화라 하겠는데,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구곡문화가 꽃을 피우던 당시에 

그러했듯이 오늘 날에도 그러한 문화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성찰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위정자나 위정자가 되려는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의 밥을 먹고, 가장 가난한 사람의 옷을 입으 며, 가장 억압받는 사람의 

삶을 살면서 그들로 하여금 자연과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할 때 이 시대가 요 구하는 

사회적 가치는 실현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구곡문화의 사회적 가치 검토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현대사회에서 반(反)다양성, 즉 ‘획일성’과 ‘결핍’이 

문제다. 문명이 고도 로 발달해 인공지능(AI) 알파고가 바둑의 최고 고수를 

이기는 과학기술의 시대이지만 동시에 어느 것 하 나 확실하지 않은 불확실성의 

시대이기도 하다. 올해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돌면서 우리 사회를 바꾸어 놓았다. 

넓게는 환경을 파괴해온 인류에게 가 져다 주는 자연의 복복일수도 있다. 현대에도 

재난, 전염병, 경제 공황이라는 현대판 삼재(三災)는 주기 적으로 발생한다. 

‘헬조선’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한국은 삼재와 버금가는 악재들이 일상인 

나라가 되었다. 한국인의 행복한 삶은 정녕 불가능한가. 난세(亂世)에 살아갈 대안은 

무엇인가. 구곡문화는 옛 지식인들이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본다. 

구곡문화의 현대적 발전 방안 모색

Reviewing the Social Value of the Culture of Gugok
Gugok is a natural landscape that must be preserved forever, and 
Jeongsa is a cultural heritage that must be selectively preserved. The 
song of Gugok should be maintained, but only the works with historic 
value should be renewed with creative mind. Appreciating Gugok is 
beneficial to physical and mental well-being. The culture of Gugok should 
be preserved and also renewed with creative mind. First, we should 
reflect on ourselves. There are people without access to culture, and it 
was not different in the time of the Gugok culture. Politicians or those 
who aspire to join politics should sympathize with the vulnerable. They 
should join the poorest for supper, wear what the poorest people wear, 
and share experience with the most oppressed. When socially vulnerable 
people can enjoy culture and nature, we can realize the social value that 
is needed in our time. 

Seeking the modern development plan of Gugok culture
Modern society, which is the richest in human history, is plagued with 
problems of anti-diversity, i.e., "uniformity" and "deficiency." It is an era of 
science and technology wherein artificial intelligence (AI) AlphaGo beats 
the best Go player because of the highly developed civilization; at the 
same time, however, it is also an era of uncertainty. This year, an epidemic 
called Covid-19 has changed our society. Broadly, it may be the retaliation 
of nature against humans who have destroyed the environment. Even 
in modern times, the modern version of three misfortunes -- disasters, 
epidemics, and economic panic -- occurs periodically. Korea has become 
a country where people have bad news comparable to three misfortunes 
every day to the point that people say, "Hell Joseon." Is it really impossible 
for Koreans to have a happy life? What is the alternative to living in 
turbulent times? Gugok culture is seen as a scene where old intellectuals 
live with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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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n re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plan of 
mountain and water excursion culture
Gugok originated in the sacred life of Zhu Xi, who sang "Muisan" -- 
which means nine bends with beautiful scenery in the flowing streams 
winding through the mountains -- in China. Along with Seowon, it is a 
representative cultural heritage of Neo-Confucianism of the Joseon 
Dynasty and a precious site of our ancestors' nature-loving culture 
with the union of heaven and humans. The Gugok culture developed as 
Confucian scholars who were striving to study and cultivate seek beautiful 
scenery of deep mountains.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reinterpret 
the mountain and water excursion culture of Gugok in a modern way, 
discover the natural scenery and cultural heritage values of Gugok, and 
foster them as major tourism resources. Therefore, we are looking for 
ways to utilize the mountain and water excursion culture of Gugok, to 
make it a tourism resource, and to connect it with forest healing and 
healing agriculture. 

구곡은 중국 무이산(武夷山)을 노래한 주자의 성리학적 삶에서 기원된 것으로, 

산속을 굽이굽이 흐르는 물줄기 가운데 풍광이 아름다운 아홉개의 굽이를 의미한다. 

서원과 함께 조선시대 성리학적 유교의 대표적 문화유산이며 우리 선조들의 

천인합일(天人合一)적 자 연애호 문화의 소중한 현장으로, 학문과 수양에 힘쓰려는 

유학자들이 깊은 산속의 경치 좋은 곳을 찾으 면서 구곡문화가 발달했다. 앞으로 

구곡의 산수유람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구곡의 자연경승과 문화 유산적 

가치를 발굴해 이를 주요 관광자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구곡의 산수유람 

문화의 활용방안과 관광자원화, 산림치유와 치유농업과의 연계성을 모색하고자 함.

산수유람 문화의 현대적 재해석과 활용방안 구곡원림의 한국적 전개
구곡(九曲)이란 산을 끼고 굽이굽이 흐르는 물줄기 가운데 풍경이 아름다운 아홉 

굽이 소를 말하는데 주 자가 최초로 36개의 봉우리와 99개의 암석, 11개의 골짜기와 

9개의 여울, 5개의 웅덩이, 8개의 고개가 있는 중국 동남쪽 최고의 명승지인 복건성 

무이산에 무이정사를 짓고 아홉 굽이마다 학문적 의미를 담은 곡을 부쳤는데 그것이 

바로 무이도가다. 주자의 무이구곡이 우리나라에 처음 알려진 것은 고려 말 안향 을 

통해 주자학이 전해지면서부터다. 고려말 광연 스님의 ‘분제득구곡계송우’라는 시나 

양촌 권근의 시 에서 무이산의 정자를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여말 무렵에 벌써 

주자의 구곡시가 우리나라에 널리 퍼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Development of Gugokwonrim (Nine Valley Garden) in 
Korea
Gugok (meaning nine valleys, 九曲) refers to a winding river with nine 
meanders and curves with beautiful scenery along the mountain. Zhu 
Xi firstly built Wyuijeongsa Temple on Wuyisan Mountain in Bokgun 
Province, China’s best scenic spot in southeastern China with 36 peaks, 
99 rocks, 11 valleys, nine rapids, five pools, and eight hills, and sang the 
Wuyi Poem, which is a song to each of its nine valleys while relating them 
to academic learning. Zhu Xi's Wuyi-gugok was first known in Korea 
when the Zhu Xi school of NeoConfucianism was introduced by An Hyang 
at the end of Goryeo. Considering that the temple in Wuyisan Mountain 
was cited in the poem "Bunjegeuk Gugok Gyesongu" by Buddhist monk 
Gwang-yeon and in the poem of Gwon Geun (Yangchon) in late Goryeo, it 
seems that Zhu Xi's Gugok poem was already popular in Korea around 
the end of the Goryeo Dynasty.

남준호 | (사)사회적기업연구원 겸임연구원

NAM JUN HO |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enterprise, Adjunct resear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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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막식
Closing Ad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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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명자 환경부 전 장관님!

권영세 안동시장님과 김호석 안동시의회 의장님! 

최재붕 성균관대 교수님!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해주신 국내외 학자 및 내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사흘간의 포럼이 의미 있게 마무리 된 것에 깊은 안도와 

기쁨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전염병 위기로 여러 

행사들이 취소되는 걸 보며 올해 21세기인문가치포럼의 진행에 대한 오랜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올 하반기 들어 국내 상황이 조금씩 나아진 덕분에 현장의 

철저한 방역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 하이브리드 형태로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21세기 인문가치포럼은 매년 많은 분들을 직접 모셔 국내외 석학, 전문가 분들의 소중한 지혜를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었으나 올해에는 사정상 많은 

분들을 모시지 못했기에 한 편으로는 아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 첫 시도로써 물리적 거리가 먼 분들에게도 좋은 

시간을 전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포럼의 주제는 ‘문화다양성 시대의 사회적 가치’입니다. 세계는 점점 가까워지고 빠르게 소통하며 지구촌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다양한 이들과 섞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상호간의 존중과 이해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마음,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그 다름과 다양함 속에서도 진정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는 

마음이야말로 이번 포럼에서 우리가 공유해야 하는 결과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곳 안동을 찾아 소중한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귀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다음 포럼에

서는 이전처럼 보다 많은 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따뜻한 인사와 안녕을 전할 수 있는 포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1

한국정신문화재단이사장 이 희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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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강연 | Special Lecture

김명자 | 서울국제포럼 회장

Myungja Kim |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SFIA), President

1 

펜데믹·기후변화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시대정신은?
4차 산업혁명의 대전환기에서 코비드-19 팬데믹이 초래한 복합위기는 새로운 

질서의 구축을 불가피하 게 만들었다. 현재 지구촌이 당면하고 있는 기후위기, 자원 

위기,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보건안보, 빈부 격차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과학 

기술적, 지정학적 리스크는 복합적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통합적, 학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숙주(지구)의 생명이 끝남 

으로써 바이러스(인간)도 함께 사멸하게 되는 공동운명체로서 생태계 파괴는 

인간이라는 종 자체의 파 멸까지를 수반한다는 깨달음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로써 

인간이라는 개체의 생존에 유익하면서도 지구 의 전체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발전관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질 때 인류문명의 지속가능성은 담 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What spirit do we need to overcome complex crisis 
of pandemic and climate change? 
As we witness the changes coming from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e are also going through the COVID-19 pandemic. This is translated 
into complex crisis, which makes it necessary to build a new order. There 
are complex economic, social, environmental, science/technology, and 
geopolitical risks caused by climate crisis, resource crisis, environmental 
pollution, destruction of ecosystem, health security, and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Therefore, we need a comprehensive and 
interdisciplinary approach. We should first realize that humans are like 
virus to this planet (which is our host). If natural ecosystem is destroyed, 
we cannot survive. We need a paradigm shift to realize how crucial it is 
to protect the life on Earth to ensure our survival. That is the only way to 
ensure sustainability of human civ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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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인류는	문화의	획일화,	상업화,	종속화로	인한	다원적	가치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	사회,	나아가	전	세계	주요	갈등과	대립의	원인이	다원적	가치에	대한	

몰이해에	있는	만큼,	우리는	갈등과	대립의	대안으로	문화다양성이	

갖는	사회적	가치에	주목하였다.	

이에	우리는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고	차이가	구현하는	다양성이	

밑거름이	되어	상호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인문가치를	

모색하였다.

인간이	강자로	군림하며	다른	종에	대한	고려	없이	인간만의	이익을	위해	생태계에	가해	온	폭력은	오늘날	고스란히	인간의	삶에	대한	

위협으로	돌아오고	있다.	

주류와	비주류,	상식과	비상식,	선과	악	같은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타자를	배제하는	시도가	인간	사회를	분열시키는	폐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특히	인류가	직면한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	차별과	혐오를	더욱	뚜렷이	드러냈다.	사회	

취약계층에게	전염병은	더욱	심각한	재난으로	다가왔고,	세대,	인종,	젠더를	둘러싼	차별과	혐오	역시	공포를	앞세워	배타성과	공격성을	

증폭시켰다.	단일	종으로	구성된	생태계는	존속할	수	없듯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는	스스로를	고립시키며	쇠퇴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	코로나19가	더욱	첨예하게	드러낸	우리	사회의	문제는	다양성	존중이	오늘날	무엇보다	필요한	가치라는	것을	잘	보여	준다.

이제	우리는	문화다양성이	갖는	사회적	가치가	강력한	시대적	요구임을	천명하며,	자연과	타자에	대한	독존적	사고를	반성하고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는	인문가치를	확산해	나갈	것을	선언한다.

안동선언문 2020
Andong Declaration 2020

양일모 | 서울대학교, 교수

Yang Il-mo |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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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송사 | Farewell Address

권영세 | 안동시, 시장

KWEON, Young Sae | Andong City Government, Mayo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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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30일(금)		|		18:00~20:00		|		안동그랜드호텔,	그랜드볼룸

October 30(Fri)  |  18:00~20:00  |  Andong Grand Hotel, GrandBallroomWelcome Dinner
공식만찬

환송사 | Farewell Address

이희범 | 한국정신문화재단, 이사장

Lee, Hee Beom |  Korea Foundation for  
Cultures and Ethics, Chairman

1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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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배사 | Toast

권영세 | 안동시, 시장

KWEON, Young Sae | Andong City Government, Mayor

2 

김호석 | 안동시의회, 의장

Ho Suk Kim | Andong City Council, Chairman

3 

양일모 |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학부장, 교수 

Yang Ilmo | College of General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Dean, Professor

4 

Olivia Anna Rovsing Milburn |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Olivia Anna Rovsing Milburn |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Chinese Professor 

5 

이소붕 | 주한중국문화원 부원장 
LI SHAOPENG | China Culture Center in Seoul Deputy Director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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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31일(토)		|		19:00~21:00		|		까치구멍집

October 31(Sat)  |  19:00~21:00  |  Kkachi GumeongNetworking Dinner
교류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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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31일(토)~11월	1일(일)		|		안동

October 31(Sat)~November 1(Sun)  |  AndongVIP Tour
VIP 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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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30일(금)~11월	1일(일)		|		전통리조트	구름에	동/서재

October 30(Fri)~November 1(Sun)  |  Traditional Resort Gurume Dong/Seo-jaeBook Humanities Curation
북 인문 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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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가치포럼 주간–인문가치 in 안동
Human Values Forum Week–Human Values in Andong

2020년	10월	26일(월)		|		19:00~20:00
전통리조트	구름에	카페	오프

October 26(Mon)  |  19:00~20:00
Traditional Resort Gurume Café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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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Values Forum Week–Human Values in Andong
인문가치포럼 주간–인문가치 in 안동 2020년	10월	27일(화)		|		19:00~20:00

396커피컴퍼니

October 27(Tue)  |  19:00~20:00
396 Coffee company



부대행사  |  Side Events 95

인문가치포럼 주간–인문가치 in 안동
Human Values Forum Week–Human Values in Andong

2020년	10월	28일(수)		|		19:00~20:00
카페라이프

October 28(Wed)  |  19:00~20:00
Café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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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가치포럼 주간–인문가치 영화제
Human Values Forum Week–Human Values Film Festival

2020년	10월	29일(목)~31일(토)		|		19:00~21:00
전통구름에	리조트	정원무대

October 29(Thu)-31(Sat)  |  19:00~21:00
Traditional Resort Gurume Garden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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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전경
Event Sce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