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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개요 | OVERVIEW

행사명

TITLE

21세기 인문가치포럼 2015

The 21st Century Human Value Forum 2015

주제

THEME

공감과 배려 -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조건

Sympathy and Care: Toward the Society of Living Together

일자

DATE

2015년 5월 29일(금) - 31일(일)

May 29(Fri) - 31(Sun), 2015

장소

PLACE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Andong Culture & Art Center

행사내용

CONTENTS 

OF EVENT

개막식/기조강연, 

인문가치 공유, 인문가치 모색, 인문가치 구현

폐막식 & 안동선언

Opening Ceremony/Keynote Speech

Sharing, Seeking and Implementing the Value of Humanities

Closing Ceremony & Andong Statement

공식언어

OFFICIAL 
LANGUAGE

한국어 
(일부 세션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동시통역 제공)

Korean 
(Simultaneous interpretation of English, Chinese, and Japanese will be partially provided)

주최

HOSTED BY

한국정신문화재단

Korea Foundation for Cultures and Ethics

주관

ORGANIZED BY

21세기 인문가치포럼 조직위원회

Organizing Committee of the 21st Century Human Value Forum

후원

SPONSOR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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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위원회 | ORGANIZING COMMITTEE

이 용 태·한국정신문화재단·이사장

LEE, Yong Teh, Chief Director of the Korea Foundation for Cultures and Ethics

김 병 일·21세기·인문가치포럼·조직위원장

KIM, Byung Il, Chair of the 21st Century Human Value Forum

학술분과위원회

위원장 김혜숙·(이화여자대학교/철학)

위원

김교빈·(호서대학교/철학) 이숙인·(서울대학교·규장각한국학연구원/철학)

김문식·(단국대학교/역사학) 이승환·(고려대학교/철학)

김상준·(경희대학교/사회학) 이효걸·(안동대학교/철학)

류석춘·(연세대학교/사회학) 박원재·(한국국학진흥원/철학)

한경구·(서울대학교/문화인류학) 양일모·(서울대학교/철학)

함재봉·(아산정책연구원/정치학)

간사 이승률·(아산정책연구원/철학)

전문위원 신정원·(예술종합학교/철학)

SCIENTIFIC PROGRAM SUB COMMITTEE

CHAIR KIM, Hei Sook (Ewha Womans University/Philosophy)

MEMBER

KIM, Kyo Bin 
(Hoseo University/Philosophy)

LEE, Sook In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Philosophy)

KIM, Moon Sik
(Dankook University/History)

LEE, Seung Hwan
(Korea University/Philosophy)

KIM, Sang Jun
(Kyung Hee University/Sociology)

LEE, Hyo Gul 
(Andong Naitonal University/Philosophy)

LEW, Seok Choon 
(Yonsei University/Sociology)

PARK, Won Jae
(Advanced Center for Korean Studies/Philosophy)

HAN, Kyung Koo 
(Seoul National University/Cultural Anthropology)

YANG, Il Mo
(Seoul National University/Philosophy)

HAHM, Chai Bong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Politics)

ASSISTANT 
ADMINISTRATOR

YI, Seung Ryul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Philosophy)

TECHNICAL 
EXPERT

SHIN, Jung W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Philoso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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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분과위원회

위원장 이기동·(성균관대학교/유학)

위원

남승섭·(성균관청년유도회·상임부회장) 이윤화·(안동대학교/중국사)

남치호·(안동대학교/행정학) 이두환·(경상북도·문화관광체육국장)

서진영·(자의누리·경영연구원·원장) 김현승·(안동시·신도청미래사업단장)

송재일·(대구·경북연구원/관광정책)

간사 권기창·(경북도립대학교/행정학)

전문위원 유은주·(안동대학교·창조연구소/철학)

CULTURE SUB COMMITTEE

CHAIR LEE, Ki Dong (Sungkyunkwan University/Confucianism)

MEMBER

NAM, Seung Seop
(Vice-Chairman, Korea Young Confucians 
Association)

LEE, Yun Hwa
(Andong National University/Chinese History)

NAM, Chi Ho
(Andong Naitonal University/Public Administration)

LEE, Doo Hwan
(Director, Gyeongsangbuk-Do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IRH, Jin Young
(Director, CenterWorld Corp.)

KIM, Hyun Seung 
(Director, New Provincial Office Relocation, Andong)

SONG, Jae Il
(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Tourism Policy)

ASSISTANT 
ADMINISTRATOR

KWON, Gi Chang (Gyeongbuk Provincial College/Public Administration)

TECHNICAL 
EXPERT

YOO, Eun Joo (Confucius Institute, Andong National University/Philoso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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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1세기·인문가치포럼·등록데스크는·안동문화예술의·전당·

웅부홀·로비·(2층)에·위치해·있습니다.·온라인·사전등록

자는·등록데스크에서·간단한·신분·확인을·통해·입장·가

능하며,·현장등록자는·로비에·비치된·등록신청서를·작

성·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장 소 · 웅부홀·로비·(2층)·

운 영 일 정 · 5월·28일,·11:00·-·18:00

· 5월·29일·-·30일,·08:00·-·18:00

· 5월·31일,·08:30·-·17:00

 Registration Desks 

Registration desks are located in the lobby of Woongbu Hall, 

on the 2nd floor of the Andong Culture & Art Center. 

Online registrants are required to show their identification 

card or documents for verification purposes. On-site 

registration is also available by filling out the relevant form at 

the registration desk in the same area.

The registration desks will be open during the Forum 

according to the following schedule: 

LOCATION  2F, Lobby of Woongbu Hall 

HOURS OF
OPERATION

 11:00 - 18:00, May 28
 08:00 - 18:00, May 29 - 30
 08:30 - 17:00, May 31

안내데스크  

행사·관련·문의·및·숙박과·투어·관련·정보는·등록데스크·

옆에·위치한·안내·데스크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장 소  · 웅부홀·로비·(2층)·

운 영 일 정 ·· 5월·28일,·11:00·-·18:00

· 5월·29일·-·30일,·08:00·-·18:00

· 5월·31일,·08:30·-·17:00

Information Desk 

If you have any queries regarding the forum, accommodation 

and/or tour, please visit the information desk next to the 

registration desk.

LOCATION   2F, Lobby of Woongbu Hall

HOURS OF
OPERATION  

11:00 - 18:00, May 28
 08:00 - 18:00, May 29 - 30

 
08:30 - 17:00, May 31

운영사무국  

장 소  · 회의실·(2층)

운 영 일 정  · 5월·28일·-·31일,·08:00·-·18:00

Secretariat Office 

LOCATION · 2F, Office  

HOURS OF
OPERATION

 
08:00 - 18:00, May 28 - 31

포럼 정보 | FORUM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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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사대기실  

모든·연사들은·발표자료·확인·및·수정을·위해·회의·시

작·전·연사대기실에·방문해·주시기·바랍니다.·

장 소 · 국제회의장·부속룸·(1층)·

운 영 일 정  · 5월·28일·-·31일,·08:00·-·18:00

Preview Room 

All speakers should bring the final version of their 

presentation file with them to the preview room for review 

and rehearsal before the session begins.

LOCATION    1F, Function Room of Conference Hall

HOURS OF
OPERATION

 
08:00 - 18:00, May 28 - 31

 

공식 언어  

21세기·인문가치포럼은·한국어를·공식언어로·사용합니

다.·단,·개회식·및·폐막식,·인문가치·모색·1-4는·영어,·중

국어,·일어·동시통역이,·인문가치·구현·6은·중국어·동시

통역이·제공됩니다.·

Official Language 

The official language of the 21st Century Human Value 

Forum is Korean. However, the opening ceremony, closing 

ceremony, and sessions that will be held in the conference 

hall on the 1st floor will include simultaneous interpretation in 

English, Chinese and Japanese, either in part or in full.

주차  

일반·참가자는·안동문화예술의·전당·옆·강변·주차장에·

주차·가능합니다.·안동문화예술의·전당·주차장은·일반·

참가자들에게는·개방되지·않습니다.·

Parking  

Participants may use the riverside parking lot next to the 

Andong Culture & Art Center. Note that the parking lot 

located within the center is not open to general participants.

안동문화

주차장

안동역

안동시 청소년 
수련관

만남의 뷔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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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 안내 | FLOOR PLAN

3F 2F B11F

갤러리 34

Gallery 34
갤러리 35

Gallery 35

갤러리 5

Gallery 5
백조홀

Baekjo Hall

야외전시장

Outdoor Exhibition Area
웅부홀

Woongbu Hall

2층 회의실

Meeting Room

회의실 3

Meeting Room 3

회의실 1

Meeting Room 1
회의실 2

Meeting Room 2

회의실 4

Meeting Room 4
국제회의장

Conference Hall

1층 회의실

Meeting Room

연사대기실

Preview Room

 3F
갤러리 34 | Gallery 34

5.·29-30· 전문학회·참여마당·(한국멀티미디어학회)

  Professional Academic Societies Discussion Panel 
(Korea Multimedia Society)

갤러리 35 | Gallery 35

5.·26-31· 인문의·길·위에서·공예의·가치를·보다·

· Rediscovery on Value of Crafts in Humanities

2F
갤러리 5 | Gallery 5

5.·29-31· ·<450년의·사랑,·원이엄마·편지>·유물·전시·및·

· 만화영화·‘미투리’·상영

· ·450 years of Love: the Letter from Wonee's Mother 
Exhibition & Screening of 'Mitoori' Animated Feature

백조홀 | Baekjo Hall

5.·28· 사람과·자연을·보듬는·농업·-·‘경(敬)’의·농업

· ·Agriculture that Takes Care of People and Nature: 
 The Agriculture of Respect

5.·29· 전문학회·참여마당·(한국멀티미디어학회)

· ·Professional Academic Societies Discussion Panel 
(Korea Multimedia Society)

5.·30· 전통공간에·스며있는·공감과·배려의·향기·

· ·The Seeds of Sympathy and Care Flourish in 
Traditional Places

· 인문과·함께·크는·사회적경제

· ·The Growth of Social Economy with the Humanities

5.·31· 초록군자의·꿈

· The Dreams of the Little Gentlemen 
 
웅부홀 | Woongbu Hall

5.·29·· 개막식/기조강연

· Opening Ceremony/Keynote Speech
· ‘님아,·그·강을·건너지·마오’·-·영화콘서트

· My Love, Don’t Cross That River - Movie Concert

5.·30·· 부모와·자식을·잇는·행복·레시피·-·토크콘서트

  Bridging the Gap: A Recipe for Parent-Child Happiness 
- Talk Concert

· 가족사랑·숨은그림찾기·-·북&뮤직콘서트

· ·A Picture Puzzle of Family Love - Book & Music 
Concert

5.·31·· 미래·천년을·준비하는·정신문화의·수도·안동

  Andong, the Capital of Spiritual Culture, Prepares for 
the Next Millennium

 가정과·회사를·살리는·한마음·-·‘경(敬)’

· ·Values that Save both Families and Companies: 
Respect

· 폐막식

· Closing Ceremony

웅부홀 로비 | Lobby of Woongbu Hall

5.·28-31· 등록·및·안내·데스크

 Registration & Information Desk

2층 회의실 | Meeting Room (2F)

5.·28-31· 운영사무국

· Secretariat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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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F 2F B11F

갤러리 34

Gallery 34
갤러리 35

Gallery 35

갤러리 5

Gallery 5
백조홀

Baekjo Hall

야외전시장

Outdoor Exhibition Area
웅부홀

Woongbu Hall

2층 회의실

Meeting Room

회의실 3

Meeting Room 3

회의실 1

Meeting Room 1
회의실 2

Meeting Room 2

회의실 4

Meeting Room 4
국제회의장

Conference Hall

1층 회의실

Meeting Room

연사대기실

Preview Room

 1F
국제회의장 | Conference Hall

5.·29· ·동아시아·공동체와·비공식·연결망·-·중국의·관시,·

일본의·아이다가라,·한국의·연고

  Communities and Informal Networks in East Asia - 
China’s guanxi, Japan’s aidagara and Korea’s yeongo

· 사회변동에·따른·공감과·배려·양상의·변화

  Changing Patterns of Sympathy and Care in an 
Evolving Society

5.·30· 공감과·배려의·여성적·조건과·방법

  Sympathy and Care from Women's Perspectives
· 21세기·공감과·배려·윤리로서의·유교

  Confucianism and the Ethics of Sympathy and Care in 
the 21st Century

 종합토론

 Plenary Discussion

5.·31· 한·중·마을공동체·속에서·찾는·새생활문화운동

· ·Cultural Campaigns for New Living in Korean and 
Chinese Village Communities

· 韩、中乡村共同体的新生活文化运动

· 차세대·인문학자·한마당

· ·The Next Generation of Humanities Scholars

1층 회의실 | Meeting Room (1F)

5.·28-31· 조직위원회·사무국,·운영요원·휴게실

· 통역사·휴게실,·공연단·대기실

· Organizing Committee Room, Staff Rooms

국제회의장 부속룸 | Function Room of Conference Hall

5.·28-31· 연사대기실

 Preview Room 

야외전시장 | Outdoor Exhibition Area

5.·29-31· ·부대행사·(안동·관광·특산품·전시,·목판·찍기·및·

가훈·써주기·등)

· ·Special Events (Exhibition of Andong Regional 
Products, Woodblock Printing and Calligraphy 
Experience)

 B1
회의실 1-4 | Meeting Room 1-4
5.·28· ·전문학회·참여마당·

· (한국여성철학회·&·한국윤리학회)

  Professional Academic Societies Discussion Panel
  (Korean Association of Feminist Philosophers & The 

Korean Society for Ethics)

5.·29· 전문학회·참여마당·(한국멀티미디어학회)

· ·Professional Academic Societies Discussion Panel 
(Korea Multimedia Society)

5.·30· ·전문학회·참여마당·(동양철학연구회,·한국멀티미디

어학회,·한국양명학회,·한국철학사연구회,·한국환

경철학회)

  Professional Academic Societies Discussion Panel 
(The Society of Eastern Philosophy, Korea Multimedia 
Society, The Korean Society of Yang-ming Studies, The 
Society for Korean Philosophical History,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Environmental Philosophy)

5.·31· ·전문학회·참여마당·(동양사회사상학회,·한국동양

철학회)

· Professional Academic Societies Discussion Panel
   (Association of East Asian Social Thoughts, The 

Society for Asian Philosophy in Korea) 

· 인문과·함께·크는·사회적경제

 The Growth of Social Economy with the Huma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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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 PROGRAM AT A GLANCE

·

5월 웅부홀 (2층) 백조홀 (2층) 국제회의장 (1층) 회의실 (B1층)

28

(목)
오후

사람과 자연을 보듬는

농업-‘경(敬)’의 농업

14:00·-·17:00

전문학회 참여마당

16:00·-·17:30

한국멀티미디어학회

전문학회 참여마당

14:00·-·18:00

한국여성철학회·&

·한국윤리학회

29

(금)

오전
개막식/기조강연

10:00·-·12:00

오후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 영화콘서트

14:00·-·17:00

전문학회 참여마당

14:00·-·18:30

한국멀티미디어학회

동아시아 공동체와

비공식 연결망

13:00·-·15:30 전문학회 참여마당

13:00·-·18:30

한국멀티미디어학회사회변동 따른 공감과

배려 양상의 변화

16:00·-·18:30

30

(토)

오전

부모와 자식을 잇는

행복 레시피

- 토크콘서트

10:00·-·13:00

전통공간에 스며있는

공감과 배려의 향기

10:00·-·12:00

공감과 배려의

여성적 조건과 방법

09:30·-·12:00
전문학회 참여마당

09:00·-·18:00

동양철학사연구회

한국멀티미디어학회

한국양명학회

한국철학사연구회

한국환경철학회·
오후

가족사랑

숨은그림찾기

- 북 & 뮤직콘서트

14:00·-·17:00

인문과 함께 크는

사회적경제

14:00·-·16:00

21세기 공감과 배려

윤리로서의 유교

13:00·-·15:30

종합토론

16:00·-·18:00

31

(일)

오전

미래천년을 준비하는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10:00·-·12:00

한·중 마을공동체 속에서

찾는 새생활문화운동

09:30·-·12:30

전문학회 참여마당

10:00·-·12:00

동양사회사상학회

한국동양철학회

오후

가정과 회사를 살리는

한마음 - ‘경(敬)’

13:00·-·15:00 초록군자의 꿈

13:00·-·15:00

차세대 인문학자 한마당

13:00·-·15:30

인문과 함께 크는

사회적경제

13:00·-·15:00
폐막식

15:30·-·17:00

인문가치·구현인문가치·모색인문가치·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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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Woongbu Hall (2F) Baekjo Hall (2F) Conference Hall (1F) Meeting Room (B1)

28
THU

AM

Agriculture that 
Takes Care of People 

and Nature: The 
Agriculture of Respect

14:00 - 17:00

Professional
Academic Societies

Discussion Panel
16:00 - 17:30

Korea Multimedia Socity

Professional
Academic Societies

Discussion Panel
14:00 - 18:00

Korean Association of 
Feminist Philosophers & 
The Korean Society for 

Ethics

29
FRI

AM
Opening Ceremony/

Keynote Speech
10:00 - 12:00 

PM

My Love, Don’t Cross 
That River

-Movie Concert
14:00 - 17:00

Professional
Academic Societies

Discussion Panel
14:00 - 18:30

Korea Multimedia Socity

Communities and 
Informal Networks 

in East Asia: China’s 
Guanxi, Japan’s 

Aidagara and Korea’s 
Yeongo

13:00 - 15:30

Professional 
Academic Societies 

Discussion Panel
13:00 - 18:30

Korea Multimedia SocityChanging Patterns of 
Sympathy and Care in 
an Evolving Society

16:00 - 18:30

30
SAT

AM

Bridging the Gap: 
A Recipe for Parent-

Child Happiness 
- Talk Concert

10:00 - 13:00

The Seeds of 
Sympathy and Care 

Flourish in Traditional 
Places 

10:00 - 12:00

Sympathy and Care 
from Women's 
Perspectives
09:30 - 12:00

Professional 
Academic Societies 

Discussion Panel
09:00 - 18:00

The Society of Eastern 
Philosophy

Korea Multimedia Socity
The Korean Society of 

Yang-ming Studies
The Society for Korean 

Philosophy History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Environmental 
Philosophy

PM

A Picture Puzzle for 
Family Love

-Book & Music 
Concert

14:00 - 17:00

The Growth of Social 
Economy with the 

Humanities
14:00 - 16:00

Confucianism and the 
Ethics of Sympathy 
and Care in the 21st 

Century
13:00 - 15:30

Plenary Discussion
16:00 - 18:00

31
SUN

AM

Andong, the Capital 
of Spiritual Culture, 

Prepares for the Next 
Millennium
10:00 - 12:00

Cultural Campaigns 
for New Living in 

Korean and Chinese 
Village Communities

09:30 - 12:30

Professional 
Academic Societies 

Discussion Panel
10:00 - 12:00

Association of East Asian 
Social Thoughts

The Society for Asian 
Philosophy in Korea

PM

Value that Saves the 
Family and Company: 

Respect
13:00 - 15:00

The Dreams of the 
Little Gentlemen 

13:00 - 15:00

The Next Generation 
of Humanities 

Scholars
13:00 - 15:30

The Growth of Social 
Economy with the 

Humanities
13:00 - 15:00Closing Ceremony

15:30 - 17:00

Implementing the Value of HumanitiesSeeking the Value of HumanitiesSharing the Value of Huma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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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행사 | Special Events

인문의 길 위에서 공예의 가치를 보다 

Rediscovery on Value of Crafts in Humanities
5월 26일 - 31일 | 갤러리 35

May 26 - 31 | 3F (Annex), Gallery 35

·

전시회마다·호평을·받는·안동지역·전통공예·작가들의·작품을·감상하며,·‘한국정신문화의·

수도’·안동의·문화적·저력과·전통공예에·스며있는·느림과·여유,·자연친화적·정서를·함

께한다.

Participants will be invited to experience the traditional works of Andong craftsmen, which 

are regularly on display at various exhibitions. They will also have a chance to appreciate 

the cultural significance of Andong, sometimes described as the “Capital of Korean Spiritual 

Culture,” and to share the slowness, composure, and nature-friendly emotions implied in the 

traditional craftwork. 

<450년의 사랑, 원이엄마 편지> 유물 전시 및 만화영화 ‘미투리’ 상영

450 years of Love: the Letter from Wonee's Mother Exhibition & Screening of 

'Mitoori' Animated Feature
5월 29일 - 31일 | 갤러리 5

 May 29 - 31 | 3F (Annex), Gallery 5

·

1988년·4월·안동의·조선시대·무덤에서·죽은·남편에게·보내는·아내의·애절한·사부곡을·

담은·편지와·미투리(마와·머리카락을·섞어·만든·신발)가·발견되었다.·450년·전,·남편을·

잃은·한·아내의·편지에·담겨있는·애틋한·부부애를·관련·유물과·애니메이션·영상을·통해·

만난다.

In April 1988, a woman’s heartfelt letter to her late husband and a pair of mituri (shoes made 

of hemp and hair) were discovered in a Joseon Dynasty grave in Andong. The audience will 

witness the conjugal love of a woman bereft of her husband some 450 years ago through 

these surviving artifacts and the accompanying animated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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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투어 (초정자 대상)

Cultural Tour (Invitation Only)

 
5월 31일, 09:00-15:00 | 안동시 일대

09:00-15:00, May 31 | Andong City

안동 관광·특산품 전시

Exhibition of Andong Regional Products

5월 29일 - 31일 | 야외전시장

   May 29 - 31 | 2F, Outdoor Exhibition Area

목판 찍기 및 가훈 써주기 등

Woodblock Printing and Calligraphy Experience

 
5월 29일 - 31일 | 야외전시장

May 29 - 31 | 2F, Outdoor Exhibition Area

만찬 (초청자 대상)

Dinner (Invitation Only) 

환영·만찬· 5월 28일, 19:00-21:00 ㅣ 안동리첼호텔 사파이어 A (2층)

Welcome Dinner  19:00-21:00, May 28 | 2F, Andong Richell Hotel Sapphire Hall A

공식·만찬·· 5월 29일, 19:00-21:00 ㅣ 안동리첼호텔 크리스탈홀 (3층)

Gala Dinner  19:00-21:00, May 29 | 3F, Andong Richell Hotel Crystal Hall

환송·만찬·· 5월 31일, 18:00-20:00 ㅣ 안동리첼호텔 에메랄드홀 (2층) 

Farewell Dinner · 18:00-20:00, May 31 | 2F, Andong Richell Hotel Emerald 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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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가치 구현
Implementing the Value of Humanities

14

유교적·가치를·삶의·지도이념으로·삼았던·전통사회에서·자신은·낮추고·남에겐·관대했던·선현들의·모습과·오늘날·삶

의·현장에서·더불어·삶을·모색하고·실천하는·사례들을·통해·구성원들·사이에·공감과·배려의·정감이·충만한·지역공

동체의·가능성을·타진한다.

Confucian values reflected in traditional societies as principles of life are discussed and compared with case studies of 

contemporary regional communities where empathy and care are adapted as core values amongst its members.

세션 1.  전통공간에 스며있는 공감과 배려의 향기

SESSION I.  The Seeds of Sympathy and Care Flourish in Traditional Places

 5월 30일, 10:00-12:00 | 백조홀 (2층)

 10:00-12:00, May 30 | 2F, Baekjo Hall

 

	 	동아시아	전통	속에서	인간은	완제품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타인과의	

소통을	통해	완성되어가는	존재였다.	이런	까닭에	선현들의	삶의	공간들은	그	자체로	

공감과	배려를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의	장이었다.	사랑방과	안방,	서원과	향촌	등	

전통공간에	스며있는	옛사람들의	삶의	향기를	음미해본다.

	 	In	traditional	East	Asian	culture,	it	was	believed	that	people	were	born	incomplete	and	would	only	

become	complete	through	ongoing	communication	with	others.	For	this	reason,	where	our	ancestors	

lived	naturally	became	places	of	education	where	they	taught	and	learned	how	to	sympathize	with	

and	carefor	others.	This	session	will	look	at	the	ways	in	which	the	lives	of	historical	Koreans	filled	

traditional	places	such	as	Confucian	schools	and	lecture	ha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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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과 배려, 일상에서 되살리다”
“Practicing Sympathy and Care in Everyday Life”

15

세션 2.  가정과 회사를 살리는 한마음 - '경(敬)'

SESSION II.  Values that Save both Families and Companies: Respect

 5월 31일, 13:00-15:00 | 웅부홀 (2층)

 13:00-15:00, May 31 | 2F, Woongbu Hall

 

	 	자칫	깨어지기	쉬운	가정을	화목으로	지켜내고,	경쟁과	갈등으로	허물어져가던	회사를	

팀워크으로	살려내는	힘!	상대를	공경하고	서로를	한마음으로	생각하는	'상경	(相敬)'의	

문화에	그	답이	있다.	평생	자신을	낮추고	남을	배려하는	삶으로	일관했던	퇴계의	

철학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행복의	공간으로	복원시킬	해답을	찾아본다.

	 		The	power	to	save	a	family	at	risk	through	harmony	or	rescue	a	company	filled	with	conflict	and	

competition	through	team	work	comes	from	a	culture	of	mutual	respect	(相敬)	where	in	individuals	

both	respect	and	care	for	one	another.	This	session	will	seeks	solutions	to	change	our	society	into	

one	worth	living	in	from	the	philosophy	of	Yi	Hwang	(pen	name:	Teogye),	who	practiced	the	values	

of	moderation	and	consideration	throughout	his	life.

세션 3.  미래천년을 준비하는 정신 문화의 수도 안동

SESSION III.  Andong, the Capital of Spiritual Culture, Prepares for the Next Millennium

 5월 31일, 10:00-12:00 | 웅부홀 (2층)

 10:00-12:00, May 31 | 2F, Woongbu Hall

 

	 	‘한국문화의	창’이자	 ‘또	하나의	한국’,	안동(安東).	한국정신문화의	수도를	자임하며	

경북도청의	이전을	계기로	지역문화의	중심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안동의	

정신문화사적	역할을	성찰하고,	미래	발전방향을	지역민들과	공유한다.

	 	In	this	session,	we	will	explore	the	past	and	present	of	Andong	City	in	celebration	of	today’s	period	

of	cultural	renaissance	for	the	city	-	spurred	on	by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Andong	provincial	

office	-	as	well	as	discussing	what	the	future	holds	for	Andong.	Outside	of	this,	we	will	also	look	

at	what	needs	to	be	done	for	Andong,	considered	the	capital	of	Korean	spirit	and	culture,	in	order	

to	spearhead	the	globalization,	familiar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of	these	core	elements	now	that	

Andong	houses	theseat	of	government	for	all	Gyeongsangbuk-do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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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5.  인문과 함께 크는 사회적경제

SESSION V.  The Growth of Social Economy with the Humanities
 5월 30일, 14:00-16:00 | 백조홀 (2층)

 5월 31일, 13:00-15:00 | 회의실1-4 (B1층)

 14:00-16:00, May 30 | 2F, Baekjo Hall

 13:00-15:00, May 31 | B1, Meeting Room 1-4

 

	 	자본주의	시장경제	속의	무한경쟁은	시대적	위기를	초래하였으며,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연대와	협력을	통해	인간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가	주목받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경제적	이익	보다	사람을	중심에	두는	데에서부터	출발한다.	전통	

인문정신을	길잡이로	삼아	사회적경제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모색한다.

	 	Endless	competition	in	the	capitalist	market	economy	has	contributed	to	many	of	the	crises	of	the	

modern	era.	Efforts	to	overcome	these	conflicts	have	brought	into	focus	the	social	economy,	a	sector	

of	society	pursuing	non-commercial	values	through	the	solidarity	and	cooperation	once	relied	upon	

by	historical	Koreans	to	address	social	needs.	The	social	economy	places	people	first	and	in	so	doing	

differs	from	the	values	typical	of	mainstream	economics.	This	paper	aims	to	determine	the	role	of	

the	social	economy	as	an	effective	means	of	addressing	communal	issues	by	drawing	upon	human	

culture,	as	well	as	serving	to	promote	the	social	economic	model	itself.

세션 4.  사람과 자연을 보듬는 농업 - ‘경(敬)’의 농업

SESSION IV.  Agriculture that Takes Care of People and Nature: The Agriculture of Respect

 5월 28일, 14:00-17:00 ㅣ 백조홀 (2층)

 14:00-17:00, May 28 l 2F, Baekjo Hall

 

	 	퇴계	이황의	 '경(敬)'	사상을	농업에	응용하여	성공적인	결실을	맺고	있는	안동농협의	

사례를	통하여	자연과	사람,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공감과	배려의	가치가	소통되는	

친환경	농업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이를	디딤돌로	삼아	인본주의에	토대를	둔	새로운	

농업문화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Andong	has	 longincorporated	Confucian	scholar	Yi	Hwang's	 (pen	name:	Teogye)	philosophy	of	

respect	 into	its	agricultural	practices,	creating	successful	results.	Taking	this	as	an	example,	 this	

session	will	 explore	 the	possibility	of	environmentally-friendly	agriculture	 in	which	exists	 the	

value	of	sympathy	and	consideration	between	both	nature	and	people	and	between	producers	and	

consumers.	Building	on	this,	it	will	also	explore	the	possibility	of	a	new	agricultural	culture	based	

on	hum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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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6.  한·중 마을공동체 속에서 찾는 새생활문화운동

SESSION VI.  Cultural Campaigns for New Living in Korean and Chinese Village Communities

 韩、中乡村共同体的新生活文化运动
 5월 31일, 09:30-12:30 | 국제회의장 (1층)

 09:30-12:30, May 31 |1F, Conference Hall

 

	 	생활	속	인문가치의	실천대안으로	마을공동체의	역할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현재	

한국과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감과	배려를	통한	마을공동체의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그	경험을	함께	공유하는	지혜를	나눈다.

	 	In	order	to	practice	the	values	of	humanities	in	everyday	life,	people	are	paying	closer	attention	to	

the	roles	of	village	communities	as	an	alternative.	This	session	will	introduce	the	success	stories	of	

village	communities	that	practice	the	values	of	sympathy	and	care,	as	well	as	sharing	the	experiences	

and	wisdom	of	those	who	have	benefited	from	such	practices.

세션 7.  초록군자의 꿈

SESSION VII.  The Dreams of the Little Gentlemen

 5월 31일, 13:00-15:00 | 백조홀 (2층)

 13:00-15:00, May 31 | 2F, Baekjo Hall

 

	 	자라나는	 어린	 새싹들을	 군자적	 소양을	 갖춘	 시민으로	 길러내는	 지역	 특화	

교육프로그램인	초록군자의	단원들이	미래세대의	리더십인	 ‘공감과	배려	그리고	

책임윤리’를	주제로	자신들의	생각을	발표하고	서로의	꿈을	나눈다.

	 	This	session	will	be	an	open	platform	for	the	members	of	Little	Gentlemen	-	a	localized	educational	

program	 that	 teaches	young	 children	how	 to	 sympathize	with	 and	 care	 for	others,	 and	 take	

responsibility,	the	key	values	for	leadership	-	to	discuss	both	their	dreams	and	also	efforts	to	support	

each	other’s	aspirations.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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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마을공동체 속에서 찾는 새생활문화운동

韩中乡村共同体的新生活文化运动
  5월 31일, 09:30-12:30 | 국제회의장 (1층)

5月31日	09:30-12:30	|	国际会议厅	(一层)

·

· 사회· 이윤화 (안동대학교/중국사, 한국)

· 主持 李潤和 (国立安东大学/中国历史，韩国)

·기조 강연· 이용태 (한국정신문화재단 이사장, 한국)

· 主旨演讲· 새생활문화운동의·원리와·방법·

· · 李龙兑（韩国精神文化基金会理事长，韩国）
	 	 新生活文化运动的原理与方法

 패널 · 정진영 (안동대학교/한국사, 한국)

 专题演讲 안동지역·향촌공동체의·역사적·특징

  郑震英（国立安东大学/韩国历史，韩国）
	 	 安东地区乡村共同体的历史特点

  왕즈민 (맹자연구원 원장)

· · 공자·맹자의·교육·실천이·지니는·현대적·가치

	 	 王志民 (孟子研究院 院长，中国)
	 	 温孔孟教育实践的当代意义

  이목 (온계 종손, 한국)

· · 온혜마을·‘행복마을’·만들기·구상

	 	 李睦（温溪宗孙，韩国）
	 	 温惠里“幸福乡村”的建设构想

  엔빙강 (산동대학교/철학, 중국)

· · 산동지역·'향촌유학'의·현황과·미래·전망

	 	 颜炳罡（山东大学/哲学，中国)
	 	 "乡村儒学"	在山东的现状及未来展望(摘要)

· · 강신욱 (진안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 부센터장, 한국)

  내발적·발전에·근거한·마을·공동체·복원

  姜信旭（镇安郡乡村建设支援中心副所长，韩国）
	 	 基于内发性发展的乡村共同体的恢复

· · 이장명 (중국공자기금회 부회장, 중국)

· · 공자학당의·설립과·그·의의

	  李长明（中国孔子基金会副会长，中国）
	 	 孔子學堂的設立和其意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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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이윤화 | 李潤和

국적

国籍

한국

韩国

소속 

所属
안동대학교·인문대·사학과

国立安东大学历史系教授

직책

职责
교수,·안동대학교·공자학원·원장

敎授,	孔子學院院長

학력 

学历
경북대,·대만·중국문화대(박사)

慶北大,	臺灣	中國文化大學(博士)

전문분야

專業
중국사(사학사,·사상사)

中國史(史學史,	思想史)

최근 경력 및 주요출판물

경력

•·안동대퇴계학연구소장(1999-2001)·

•·중국사학회·회장(2012-2014),명예회장(2015-)·

•·한국정신문화재단·한중협력위원(2015-)

출판물

•·(저서)·중한근대사학비교연구(북경,·1994)

•·(공역)·송계원명이학통록(퇴계전서16,1994)

•·(번역)·전목/중국사학명저강의(2006)

•·(번역)·W.G.·Beasley·외/·Historians·China·and·Japan(중국과·일본의·역사가들(2007)

•·(역주)·유지기/포기룡/·사통통석(4권)(2012)

近期简历及主要著作

經歷

•·安東大退溪學硏究所所長(1999-2001)

•·中國史學會	會長(2012-2014),	名譽會長(2015-)

•·韓國精神文化基金會	韓中協力委員(2015-)

著作

•·(著書)	中韓近代史學比較硏究(北京,	1994)

•·(共譯)	宋季元明理學通錄(退溪全書16,1994)

•·(譯著)	錢穆/中國史學名著講義(2006)

•·(譯著)	W.G.	Beasley外/	中國和日本的史家(Historians	China	and	Japan)(2007)

•·(譯注)	劉知幾,	浦起龍/	史通通釋(全4冊)(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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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태 | 李龍兌

국적

国籍

한국

韩国
소속 

所属
한국정신문화재단

韩国精神文化基金会

직책

职责
이사장

理事长

학력 

学历
박사

博士

전문분야

專業
컴퓨터·공학,·물리학,·인성교육

计算机工程、物理学、素质教育

·

최근 경력 및 주요출판물

경력

•·도산서원·원장

•·박약회·회장

•·퇴계학연구원·이사장

•·국제퇴계학회·이사장

•·한국정신문화재단·이사장

近期简历及主要著作

經歷

•·陶山书院院长

•·博约会会长

•·退溪学研究院理事长

•·国际退溪学会理事长

•·韩国精神文化基金会理事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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素质教育的手段及方法

随着韩国经济的高速增长，国民生活水平不断提高，但道德水平与幸福指数却日益下降，令人担忧。

其原因在于素质教育未能适应社会的变迁。

本文阐述素质教育与一般知识教育之间的区别，提出新的教育方法，综述过去十年的实践成果。

인성교육의 도구와 방법

한국은·고도의·경제성장으로·생활은·부유해졌으나·도덕수준이나·행복지표는·우려할·만큼·낮은·수준으로·가고·있다.

이것은·인성교육이·사회·변천에·적응하지·못하기·때문이다.

본고에서는·인성교육이·일반지식교육과·다른·점을·밝히고·새로운·방법을·제시하며·과거·10년간·이를·실시한·성과를·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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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생활 문화운동의 원리와 방법

이용태

한국정신문화	재단	이사장

<요약>

한국사회의	도덕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한국정신문화재단에서는	새	생활문화운동을	하기로	하고	그	시

범사업을	시작하였다.

현재	한국농촌은	노인만이	살고	있는	초고령화	사회이다.	고독하고	무기력해	지기	쉬운	노인들에게	건

강하고	명랑하고	정답고	행복한	문화를	창출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과거	십년간	박약회는	40만	명이	넘는	젊은	어머니들에게	건전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운동을	전개

해	왔다.	여기에서	얻은	경험이	훌륭한	도구와	방법을	제공해	주었다.

마을에서	실시된	새	생활문화	운동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1.	매일	저녁	8시부터	한	시간	동안	마을	사람들이	마을	회관에	모인다.

2.	한	달에	한	가지씩	새로운	습관을	기른다.

3.	그달	길러야	할	교훈이	들어간	감동적인	이야기	한	개를	읽는다.

4.	그	교훈을	제창한다.

5.	그	교훈을	실천할	약속을	한다.

지금까지	어머니들에게	실시된	교육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도덕교육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습관을	길러주는	교육이다.

2.	뚜렷한	교육목표를	확립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이	교육목표가	인생헌장	

1-3-10이다.

3.	습관	만들기는	반복훈련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리고	반드시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훈련이	뒤	따라

야	한다.	이	실천	방법이	1-1-6이다.

끝으로	이	운동의	실천상황을	개괄한다.

인성교육의 원칙과 지금까지의 인성교육의 문제점

한국은	지난	50년간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어	생활수준이	많이	상승했다.	그러나	도덕수준은	오히려	

내려가고	국민	각자가	느끼는	행복수준도	낮아지고	있다.	

이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모든	사람이	착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한다.	정신문화	재단,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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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회,	퇴계학연구원은	이	일을	위하여	국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박약회는	과거	10년간	이	운동을	

전개하여	40만	명이	넘는	젊은	어머니들에게	반듯하게	아이	기르는	방법을	교육해	왔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걱정을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초중

고에서는	인성교육이	정식으로	교과에	편입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는	것은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	그럴까?	그것은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국어나	국사교육처럼	지식으로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인

성교육은	피아노	교육이나	태권도	교육처럼	반복훈련에	의한	습관	만들기	교육이어야	하는	데	이것을	간

과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칙1;	교훈은	백번	들어도	소용없다.	습관이	되도록	훈련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대	원칙이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지금	까지	인성교육을	지식교육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원인은	인성교육을	통하여	가르칠	것이	많다고	생

각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갖추어야	할	덕목을	써보면	정직,	인내,	극기,	겸손,	배려,	긍정,	용기,	절약,	책임,	

효도,	충성	등	무수히	많다.	이것을	모두	가르치려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필요하다.	어떤이는	소학,	대학,	

중용,	논어,	맹자를	다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어떤이는	위인전,	수양서적,	성공비결,	리더십,	처세

술	등	많은	책의	내용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인성교육은	많은	것을	가르치는	교육이라고	생

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지식을	주입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노력을	소비하고	있는	것이다.	

인성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새로운	원칙의	도입이	필요하다.	다음에	실례를	들어	단계적으로	그	원

칙과	방법이	제시	된다.

새 생활 문화운동의 전개방법

지금	우리나라	농촌에는	노인들이	살고	있다.	이들은	자녀들을	모두	도시로	보내고	쓸쓸한	노후를	보내

고	있다.	이	쓸쓸하고	무기력하고	무뚝뚝한	농촌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행복하고	친절하고	건강한	생

활문화를	창출해야	한다.

인성교육의	원리를	적용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마을을	만드는	운동을	한국정신문화재단이	안동시와	경

상북도가	함께	전개하기	시작했다.

시범마을을	통해서	시도하고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마을	사람들이	매일	저녁	8시에	마을	회관에	모인다.

2.	한	시간	동안	체조하고	노래	부르고	춤을	춘다.	체조할	때는	하나	둘	셋	넷하는	구호대신	교훈을	구

호로	삼는다.	(예를	들면	역지사지)	노래할	때도	가사를	교훈으로	바꾸어	부른다.

3.	그러기	전에	교훈이	담긴	이야기	한	개를	읽는다.	그	이야기에서	나오는	교훈이	구호가	되는	것이다.

4.	모임이	끝나기	전에	그	교훈을	실생활	속에서	실천할	약속을	모든	사람들이	발표하고	그	다음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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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한	실례를	발표한다.

여기에서	적용한	원칙은	다음과	같다.

원칙2;	교훈을	수없이	반복하면	습관이	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다.	인성교육은	지식교육이	아니고	훈련을	통해서	잠재의식에	새겨서	무의식

적으로	실행에	옮겨져야	하기	때문이다.

또	새	생활문화운동에서는	많은	교훈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다.	그	대신	한	개를	가르쳐도	제대로	가

르쳐서	실생활에서	철저하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원칙3;	교훈은	여러	가지	많이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를	가르쳐도	실천	할	수	있게	철

저하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선	첫	일년간에는	다음	세	가지	습관을	익힌다.

1.	사람을	대할	때는	언제나	상대방의	입장을	한	번	생각해	본다.	(역지사지)

2.	혼자	있을	때는	항상	행복하다	감사하다라고	생각한다.	(항상감사,	항상행복)

3.	매일	적은	일이라도	세상을	위해서	나눔을	한다.	(자원봉사,	공중도덕,	매일	기부)

어머니 교육의 방법과 성과

새	생활문화운동을	실시하여	성공을	거두면	제2단계로	나아간다.	제2단계는	과거	십년간	박약회가	어

머니들을	상대로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박약회가	퇴계학연구원과	협동하여	도덕교육을	부활하기	위해서	전국의	어머니들에게	가정교육을	하

는	방법과	도구를	제공하는	국민운동을	2005년에	시작했다.	2014년에는	10만	명에게	교육을	했고,	십년간	

교육한	인원수는	40만	명이	넘는다.

교육의	결과는	매우	좋다.	어머니들은	가정교육의	중요성은	알았으나	방법을	잘	몰랐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았다고	좋아하고,	교사들도	數十年간	교단에	섰으나	항상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제	비로소	

도덕교육을	하는	수단과	방법을	얻게	되었다고	반가워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방법은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지식교육에	그쳤는데	도덕교육이	성과를	거두려면	

그	교훈을	습관으로	만들어서	실지생활에	적용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법이	도입이	필요

하다.

그것이	1-1-6,	1-3-10	이다.	

먼저	1-1-6을	설명한다.

교훈이	습관이	되어	실천으로	이어지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필요하다.

이	방법을	1-1-6단계라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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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이라	함은	1개월에	1회	가정에서	가족회의를	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인성교육에	시간	내기를	어려워

하는	엄마들과	타협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다.	농촌의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의	경우는	매일	한	차례씩	

만날	수	있으므로	1-1은	하루에	한	시간씩이라는	뜻이다.

6은	모임을	진행하는	순서인데	다음과	같은	6단계를	말한다.	

1단계;	敎訓이	들어간	感動的인	이야기를	읽는다.

2단계;	그	이야기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반복하여	외운다.

3단계;	그	이야기에	들어	있는	교훈을	찾는다.	그리고	그	교훈을	여러	번	반복한다.	無意識的으로	생각

이	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4단계;	자유롭게	토론을	한다.	경험을	이야기	하거나	所感을	이야기	한다.

5단계;	교훈을	실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를	찾아서	실천	할	것을	약속한다.

6단계;	그것을	실천했는지	점검한다.	

실례를	들겠다.	한	달에	한	시간을	정해서	가족이	모여서	6단계를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1단계;	四肢가	없어도	행복한	닉	브이치치	이야기를	읽는다.

닉	브이치치는	手足이	모두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행복합니다.	전	세계에	다니면서	자기가	행복한	이

유를	설명합니다.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행복이란	팔다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	있습니다.	나는	이런	몸으로도	다이빙

도	하고	수영도하고	서핑도하고	컴퓨터를	하고	악기도	연주하고	골프도	합니다.	나는	내가	정한	목표에	따

라	최선을	다해서	연습을	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는	팔과	다리가	없어도	엉덩이에	왼쪽	발이	붙어있고	거기에	발가락이	두	개	있다.	이	두	개의	발가락

으로	컴퓨터	키보드를	상당히	빠를	속도	칠	수	있고,	그	발가락으로	樂器도	친다.	다이빙도	하고	수영도	

한다.	보통사람들처럼	잘하지는	못하지만	자기가	정한	목표와	기준에	따라	최선을	다한다.	그는	그	과정을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행복은	각자	마음에	있으며	마음먹기에	따라서	누구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

을	닉은	증명하고	있다.

2단계;	이	이야기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가족	전원이	외우는	것이다.	

3단계;	이	이야기에서	얻는	교훈은	“행복은	外部條件에	있지	않고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다.	즉	樂在心

中이라는	것이다.

낙재심중울	반복하여	無意識	중에	항상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게	해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낙재심

중이라는	말이	항상	무의식적으로	생각이	나도록	반복해야	한다.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	행복은	마음속에	있다는	생각이	항상	머릿속에	있어서	하루	종일	실제로	행

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무의식적으로	나는	행복하다는	생각이	떠올라야	되고	

세수를	하면서도	나는	행복하다는	생각이	떠올라야	되고,	밥을	먹을	때도	나는	행복하다는	생각이	떠올

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선	낙재심중을	만	번	반복해야	하는	것이다.

제4단계;	가족끼리	이	교훈을	두고	서로	경험을	나눈다.	다른	책에서	읽은	이야기를	해도	좋다.

5단계;	일상생활에서	행복한	마음을	갖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실천할	일을	정해야	한다.	예를	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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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에서	일남은	매일	아침에	행복한	이유	열	개를	써보기로	한다.

-이정은	낙재심중을	벽에	크게	써서	붙이기로	했다.

-삼규는	매일	행복한	이유를	다섯	개씩	쓰기로	했다.

-사식은	저녁마다	10분씩	명상하면서	마음속에서	행복하다	행복하다를	되풀이하기로	했다.	

제6단계는	이것을	실천했는지	온	가족이	점검하는	것이다.	

1-1-6의	예를	하나	더	든다.	

유학에서는	“敬工夫”가	핵심과제이다.	주자는	

敬者	一心之主宰	而萬事之本根也

라	했고	또

敬者	學之終始	所謂	徹上徹下之道

라고	했다.	이것은	경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행복이나	樂은	외부의	조건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다.	유학에서는	그래서	마음의	공부를	강조한다.	마음공부의	중심이	敬공부이다.	항상	경

의	마음을	가지라고	해서	居敬	持敬을	실천하라고	한다.

경의	원리는	求放心,	常惺惺,	主一無敵등으로	표현되지마는	朱子는	구체적인	실행방법은	

行時	心	只在行	,	坐時	心	只在坐上	

즉	걸어갈	때는	마음이	딴	생각을	못	하게하고	오직	걸음에만	마음을	집중하고,	앉았을	때는	마음이	

딴	생각을	못	하게하고	오직	앉아	있는	것에만	집중하라는	것이다.	즉	마음을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

에	두지	말고	지금	당장	하는	일에	집중하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경을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

는데	주자의	이	말이	그	해답을	주고	있다.	대단히	중요한	말이다.

이것을	습관화하기	위해서	1-1-6을	해	본다.

1단계;	이야기를	읽는다.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	삼식은	양치를	하면서	갑자기	암이	재발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했다.

	 -			차를	타고는	며칠	전	영화의	장면이	생각났다.	여주인공이	너무나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		사무실에	들어서면서	내년에	과장이	안되면	어떻게	해야지	하는	걱정을	했다.

	 >	이정은	아침을	먹으면서	아침	먹는	일에	신경을	집중하였다.	맛이	있었다.

	 -		양치를	하면서	양치에	집중해서	이를	골고루	잘	닦았다.	입안이	상쾌했다.	

	 -			차를	타고는	눈을	감고	자기의	호흡에	신경을	집중하였다.	들이	쉬면서	배를	내밀고	내	쉬면서	

배를	들여	밀었다.	머리가	맑아졌다.

	 -		사무실에	들어가서	일에	집중하였다.	잡생각을	하면서	일	할	때보다	두	배의	성과가	났다.	

2단계;	위의	삼식과	이정의	이야기를	외운다.

3단계;	위의	이야기의	교훈을	찾아서	습관이	되도록	반복하여	외운다.	위	이야기의	교훈은	마음속에	잡

념을	지우고	현재하는	일에	신경을	집중하라는	것이다.	

줄여서	말하면	求放心	또는	求其放心이	되는데	이것을	여러	번	되풀이한다.	(회의가	끝난	뒤에도	매일	

수없이	반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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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각자	소감과	경험을	얘기한다.

5단계;	각자	실천할	일을	정한다.	실천하는	좋은	방법의	하나는	靜坐	瞑想을	하되	온	신경을	호흡에만	

집중하는	것이다.

주자가	말한	行時	心	只在行	,	坐時	心	只在坐上	의	구체적인	예로	볼	수	있다.

6단계;	이것을	실천했는지	점검한다.

다음에	1-3-10을	설명한다.

효도	성실	인내	배려	신의	등	많은	교훈을	무계획적으로	가르치는	것보다	人生設計를	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것은	人生憲章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	인생헌장이	1-3-10이다	.	

한	달에	한	시간씩	인성교육을	하라고	했는데,	그	다음	문제는	그러면	이	달에는	어떤	주제로	이야기하

고	다음	달에는	또	어떤	주제로	할	것인가를	정하는	일이다.

이것을	답하기	위해서는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사는	목표는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에	대한	답을	쓰면	그것은	바로	나	자신에	대한	설명이	된다.	

이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어	보이겠다.	보기를	들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나의 인생헌장 예1>

>	인생의	목표;	나는	약학	분야에서	리더가	되어	학문과	국민보건에	공헌하고,	가족에게	헌신해서	행복

한	가정을	꾸민다.

>	지켜야	할	10덕목

1.	남	(대인	과계	3개)	1-1;	나는	사람을	대할	때	항상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

	 1-2;	나는	밝은	표정으로	사람을	대한다.

	 1-3;	나는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은	꼭	지킨다.

2.	나	(자기	경영	3개)	2-1;	나는	항상	행복한	마음을	갖는다.

	 2-2;	나는	실패를	했을	때	좌절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는다.	

	 2-3;	나는	검소하게	생활한다.

3.	일	(합리적인	일	처리	3개)

	 3-1:	나는	일을	할	때	중요한	일부터	한다.

	 3-2;	나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다.

	 3-3;	나는	항상	창의적으로	생각을	한다.

4.	효도;	나는	친척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부모님께	자주	연락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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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의	1은	인생의	목표를	가리키고

3은	남(원만한	대인관계의	원칙)	나(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원칙)	일(일을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원칙)	3

개	분야를	가리키고,	

10은	남	분야에서	3개	(1-1,	1-2,	1-3);	나	분야에서	3개	(2-1,	2-2,	2-3);	일	분야에서	3개	(3-1,3-2,	3-3);	

그리고	여기에	(효도하라)는	항목을	하나	더	추가한	10개	덕목을	가리킨다.

이렇게	인생헌장이	작성되면	이	10덕목을	가지고	한	달에	한	덕목씩	골라서	1-1-6으로	인성교육을	실시

하면	된다.

첫째	달에는	“나는	사람을	대할	때	항상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한번	생각해본다.”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고,

둘째	달에는	“나는	밝은	표정으로	사람을	대한다.”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고,	--이렇게	10개월을	하면	

10덕목을	한	번	다하게	된다.	

10개월이면	일단	인성공부를	끝낼	수가	있게	된다.

<나의 인생헌장 예2>

<목표>

나는	큰	회사의	경영자가	되겠다.

<태도와	습관>

남-1.		나는	남들을	돕는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된다.

-2.		나는	밝은	표정으로	앞장선다.	그래서	‘명랑한	사람’이	된다.

-3.		나는	이해관계에	흔들림	없이	약속을	지킨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나-1.		나는	맡은	일에	120%	몰입한다.	그래서	나는	‘열정적인	사람’이	된다.

-2.	 	나는	회사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는	사사로운	일을	일체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깨끗한	사

람’이	된다.

-3.		나는	주어진	지위와	의무에	불평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된다.

일-1.		나는	항상	중요한	일부터	찾아서	한다.	중요하지	않은	일은	아예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능률적인	사람’이	된다.

-2.		나는	어떤	사소한	일도	더	나은	방법은	없는가를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창의적	사람’이	된다.

-3.		나는	스스로	모범을	보이고	남들을	격려한다.	그래서	나는	‘리더십’을	갖는다.

효-1.	효도는	부모님의	의식주를	보살펴	드리는	일이	아니다.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다.	나는	하

루에	10분	이상,	한	달에	하루를	온전히	부모님을	위해서	바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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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학부모를	상대로	한	인성교육은	사람마다	1-3-10으로	인생헌장을	정하고	매달	한	시간	가족회의를	실시

하여	1-1-6을	실천함으로써	한	달에	한	가지	교훈을	택하여	습관화하여	실생활에서	실천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도덕적으로	성숙한	인간이	되고	가정이	행복해	질것이다.	지금까지	이것을	실시

한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달라지고	집이	행복해	졌다고	좋아하고	있다.

도덕적인	인간을	기르고	도덕국가를	만드는	일은	중대한	과제이지만	지금	제시한	방법을	쓰면	충분히	

실현이	가능하다.

지금	실험을	시작한	새	생활문화운동은	1-3-10,	1-1-6을	간소화해서

-	길러야	할	습관은	우선	“사람을	대할	때는	항상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보는”	습관을	기르고,	홀로	

있을	때는	잡념을	버리고	“행복하다”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는	습관을	기른다.

-	실제로	이	습관을	기르는	방법은	교훈을	수만	번	되풀이해서	무의식적으로	그런	생각이	나도록	습관

화	하고	일상생활중이서	실천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방법은	명쾌하고	쉽고	재미있고	반드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다.	이	운동이	성

공하여	건강하고	따뜻하고	행복한	새	문화가	창출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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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영 | 鄭震英

국적

国籍

한국

韩国
소속 

所属
교수

教授

직책

职责
국립·안동대학교·인문대·사학과

國立安東大學	文學院	歷史學系

학력 

学历
문학박사

文学博士

전문분야

專業
한국사·(조선시대사)

韩国历史（朝鲜王朝历史）

최근 경력 및 주요출판물

경력

•·2006년~2007년·· 역사문화학회·회장

•·2009년~2011년·· 문화재청·문화재전문위원

•·2008년~현재·· 안동대·안동문화연구소·소장·

출판물

•·조선시대·향촌사회사(한길사,·1998)·

•·퇴계학과·남명학(공저,·지식산업사,·2001)·

•·양반과선비(국립민속박물관,2009)

•·조선시대·사람들은·어떻게·살았을까?(공저,·청년,·1997)

近期简历及主要著作

简历

•·2006年-2007年	历史文化学会会长

•·2009年-2011年	文物厅文物专门委员

•·2008年至今	安东国立大学安东文化研究所所长	

著作

•·朝鲜王朝时代的乡村社会史（Hangil，1998）

•·退溪学与南冥学（合著，知识产业社，2001）

•·两班与士人（国立民俗博物馆，2009）

•·朝鲜王朝时代的生活风貌(合著，青年，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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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즈민 | 王志民 

국적

国籍

중국

中国

소속 

所属
맹자연구원

산동사범대학교·제로(齊魯)문화연구원

孟子研究院
山东师范大学齐鲁文化研究院

직책

职责
원장

院长

전문분야

專業
유학,·중국전통문화,·제로(齊魯)문화,·중국고대문학

儒学、中国传统文化、齐鲁文化、	中国古代文学

최근 경력 및 주요출판물

왕즈민,·1949년·출생,·산동사범대학·부총장과·산동성·정협·부주석을·역임했다.·중국·교육부·인문사회과학·주요·연구

거점인·산동사범대학·제로(齊魯)문화연구원의·원장,·교수,·수석전문가이자·국무원·특별지원·전문가이다.·중국·맹자

연구원의·원장과·산동고대문학학회·회장,·중국·한(漢)민족문화·연구회·부회장을·겸임하고·있다.

왕즈민·교수는·중국전통문화,·제로문화,·중국고대문학·분야의·교수로서·오랜·기간·연구에·종사해·왔으며,·중국·전통

문화와·제로문화·연구분야의·권위자이다.

11권의·학술저서를·출판하고·100여편의·학술논문을·발표했다.·주요·저서로는·『중국고대문학산론(中國古代文學散

論)』,·『제로문화개론[齊魯文化槪說]』,·『제로문화와·중화문명[齊魯文化與中華文明]』·등이·있다.·8건의·대규모·학술프로

젝트,·5종의·학술총서·편집을·주관했다.·편집을·주관한·학술저서로는·『제로문화통사(齊魯文化通史)』·8권,·『제로역사

문화총서(齊魯歷史文化叢書)』·100종,·『산동지역·문화총람[山東區域文化通覽]』·18권,·『산동문화세가·연구서시리즈[山

東文化世家硏究書系]』·28종,·『맹자문헌집성(孟子文獻集成)』·등이·있다.

近期简历及著作

王志民，1949年生，山东师范大学原副校长，山东省政协原副主席，中国教育部人文社会科学重点研究基地山东

师范大学齐鲁文化研究院院长、教授、首席专家，国务院特殊津贴专家，兼任中国孟子研究院院长、山东古代文

学学会会长、中国汉民族文化研究会副会长。

王志民教授长期从事中国传统文化、齐鲁文化、中国古代文学的教学与研究，是国内知名的中国传统文化和齐鲁

文化研究专家。

出版学术专著十一部，发表学术论文百余篇，主要著作有《中国古代文学散论》、《齐鲁文化概说》、《齐鲁文化

与中华文明》等。主持大型学术工程八项、主编大型学术集成性丛书五种。主编的学术著作主要有《齐鲁文化通

史》8卷、《齐鲁历史文化丛书》100种、《山东区域文化通览》18卷、《山东文化世家研究书系》28种、《孟子文

献集成》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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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맹자의 교육 실천이 지니는 현대적 가치

유학의·창시자인·공자와·맹자는·위대한·사상가이자·교육자였으며,·그들의·교육철학은·시대와·국경을·초월해·현대·

인류에게·필요한·보편적·가치를·담고·있다.·오늘날·우리는·공맹(孔孟)의·교육·사상과·교육·방식·그리고·실천으로부

터·지혜를·얻어야·한다.

현대사회에서·공맹의·교육철학이·어떠한·의미를·지니는지·살펴보려면,·우선·공맹의·교육과·중국의·전통적·유학교육

이·어떻게·다른지·분명히·해둬야·하고,·공맹시대와·오늘날·사회형태의·공통점을·이해해야·한다.·이·두·가지는·매우·

중요한·전제이다.

첫째,·공자와·맹자는·중국·유학교육의·창시자로서·그·사상적·기틀을·세웠으며,·유학교육의·역사·중·대대로·숭상해온·

‘성인(聖人)’이자·귀감이다.

둘째,·지난·2천여년을·돌아볼·때,·공맹의·교육을·비판적으로·계승하려면,·공맹의·교육이·참·모습을·되찾도록·하고·

공맹시대와·현대사회의·공통점을·이해하여,·그·본질적·정신을·받아들여야·한다.

셋째,·공맹의·교육철학으로부터·오늘날·‘전인’·교육의·발전에·필요한·자양분을·얻기·위해서는·다음의·세·가지가·가장·

중요하다.·우선,·교육의·목적은·인성을·함양하는·것이며·인성교육에서·가장·중요한·것은·도덕,·즉·성품이·고결한·사

람을·길러내는·것이다.·다음으로·교육의·내용은·경세치용(經世致用)을·추구해야·한다.·마지막으로·공자와·맹자,·특

히·공자가·현대인에게·귀감이·되는·점은·사제관계의·‘평등함’에·있다.·교육을·통해·스승과·제자가·함께·발전하고·학

생이·스스로·깨우치도록·돕는·토론식,·단계적·교육이·그·특징이다.

孔孟教育实践的当代意义

中国儒学创始者孔子与孟子都是伟大的思想家，也都是伟大的教育家。孔孟的教育，的确具有超越时代，跨越地域

和国界，具有当代人类需要的普世价值。当今世界应从孔孟的教育思想、教育方法和教育实践中汲取智慧与营养。

分析孔孟教育的当代意义，应该首先搞清楚孔孟教育与中国传统儒学教育的区别，首先认识孔孟时代与当代社

会形态的契合性，这是两个重要的前提。

一、孔孟是中国传统儒学教育的创始者，是传统儒学教育思想的奠基者，也是历代儒学教育所尊崇的“圣人”和

效法者。

二、回首两千余年审视，批判继承孔孟教育，就要还原和回放孔孟教育的本来面目，认识孔孟教育产生的时代与

当代社会的契合性，从而吸取其精神实质所在。

三、从孔孟教育中汲取当代“人”的教育发展的丰富营养，我以为最重要的有几点：一是教育的目的是培养提升人

的素质，而素质教育的首位是道德——一个品德高尚之人；二是教育的内容应是经世致用之学；三是孔孟，尤其

是孔子，最为当代人“师表”的是他的师生关系——“平等”的观念，教学相长、启发式、讨论式，以及他对学生的

循循善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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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목 | 李睦

국적

国籍

한국

韩国

소속 

所属
온계종택

温溪宗宅

직책

职责
종손

宗孙

학력 

学历
한국방송통신대학

韩国广播通信大学

전문분야

專業
경영학·학사

经营学	学士

최근 경력 및 주요출판물

경력

•·심명(Simmeong)문화재단·사무국장

•·주식회사·가겐투안(Gargentuan)·대표이사

•·주식회사·이마산업(Leema)·전무이사

•·주식회사·건영옴니(Kyungyoung·Omny)·백화점(상무이사)

近期简历及著作

經歷

•	 心溟文化基金会秘书长

•	 Gargentuan股份有限公司董事长

•	 Leema股份有限公司专务理事

•	 建荣Omny百货商店有限公司(常务理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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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신문화운동

저는·이곳·경북·안동시·도산면·온혜에서·태어나·유년시절을·보내고·서울로·가서·학교를·하고·직장생활과·사업을·하

다가1895년·을미의병·때·관군에·의해·소실된·종택을·국가보훈처의·지원을·받아·옛·가도대로·복원을·하여·고향으로·

돌아왔다.

옛·어른들은·거의·돌아가시고·친구들과·대부분·사람들은·농사일로·골몰에·빠져·모든·생활이·옛날·그대로·조용하고·

점잖은·마을·그대로였다.·제가·다니던·초등학교·학생들은·15명·내외·중학교·학생은·18명·내외,·동내·전체·인구는·약

200여명,·특히·금년에는·초등학교·입학생이·1명이다.·단지·변한·것은·퇴계선생·탄생500주년·기념식·때·퇴계선생16대·

주손의·발의로·세워진·인성교육을·목적으로·하는·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이·세워진·것·외는·제가·살던·고향은·너

무나·쇠락해져·가고·있었다.·하물며·중학교도·우리·도산면을·포함해서·5개면의·중학교를·통합해서·기숙형공립중학

교를·한곳에·설립하는·교육정책으로·다른·면으로·갈·것으로·거의·확정되어·있었다.·우리·마을은·농암·이현보·선생,·

퇴계·이황·선생을·비롯한·여러·훌륭하신·분들이·물려주신·이곳에·중학교·마저·없어져서는·안되겠다고·생각하고·도

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김병일·이사장과·김종길원장께·자초지종을·설명·드리고·적극적인·도움을·받아서·기숙형공립

중학교를·우리·동네에·유치하는데·성공하였다.·이·과정에서·우리·마을주민들의·단결하는·모습을·보고·우리·마을을·

옛·어른들께서·물려·주셨던·아름답고·행복한·마을로·바꿀·수·있다는·가능성과·용기가·생겼다.·때·마침·한국정신문

화재단이·안동에·설립되고·재단의·사업계획·중·일환으로·새정신문화운동에·전국최초로·시범마을로·온혜2리를·지정

하고,·안동시에서·적극적인·후원을·해·주는·행운을·얻게·되었다.

그리고·주민들은·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에서·선비수련을·받고·새로운·삶을·시작하게·되었다.·

주민들은·이러한·훌륭한·단체교육을·처음·받아·보는·것이었고,·연수를·받고·이장·및·마을·지도자들과·상의해서·이

용태·한국정신문화재단·이사장의·교육프로그램을·중심으로·우리마을·환경에·맞는·활동을·전개하고·있다.·오후·7시·

30분부터·8시30분까지·1시간·동안·새·정신문화운동인·‘행복한·마음·갖기’와·‘역지사지·마음·갖기’·프로그램을·진행하

여·주민들은·열정적으로·행복을·찾아가는·모습으로·변해·가고·있다.·재단의·교육프로그램은·1일·30분이지만·1시간

이·짧을·정도로·열기가·넘친다.·우리·마을은·“행복한·마음·갖기”·“역지사지·마음·갖기”·운동을·1년·목표로·하는데·1

년·후에는·우리마을·사람들은·많이·변할·것이고,·온혜2리를·찾아온·사람들은·이곳에·와서·살고·싶어하는·‘행복한·마

을’이·되도록·최선을·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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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精神文化运动

我出生于庆尚北道安东市陶山面温惠里，在这里度过了童年时代，长大后到首尔读书、工作、经营企业。后来受

到国家报勋处的支援，将在1895年发生“乙未义兵”运动时被官兵烧毁的温溪宗宅修复成原形，我回到了故乡。

家乡的父老相亲大部分已去世，我的朋友们和大部分村里人都从事农业，生活得很静谧，一切一如往昔。我所毕

业的小学仅有15名左右的学生，初中仅有18名左右学生，村庄的总人口约为200多名。尤其，今年上小学的学生

仅有1名。温惠里的唯一的变化就是“陶山书院士人文化修炼院”的建立，它是在举行退溪李滉先生诞生500周

年纪念典礼时，在退溪先生第16世孙的提议之下，以素质教育为目的建立的。但是除此之外，我们的村庄则日渐

衰落。当时甚至有计划，将陶山面等5个面的初中合并起来，建立新的公立寄宿学校。根据这一计划，陶山面的初

中将会搬迁到其他地区。但是，陶山面是聋岩李贤辅先生、退溪李滉先生等德高望重的儒家先贤留给我们的地

方，我认为我们不能袖手旁观。因此，我向陶山书院士人文化修炼院的理事长金炳日先生和院长金锺吉先生说明

相关情况，在他们的大力支持下，我们成功地把公立寄宿学校建立于陶山面。

在此过程中，温惠里的居民同心合力,	我从中发现了能够恢复幸福乡村的可能性，并得到了很大的勇气。当时正

好韩国精神文化基金会创立于安东，作为基金会项目的一环，将温惠二里选定为新精神文化运动的全国首个示范

区。温惠二里受到了安东市的积极支援。

与此同时，居民们参加陶山书院士人文化修炼院的士人培训，开始了新的生活。

居民们首次参加这种优秀的团体培训。居民们参加培训后，与里长及村庄领导人商量，决定以韩国精神文化基金

会理事长李龙兑先生的教育计划为中心，积极展开符合我们村庄环境的公共活动。目前，从下午7点30分钟到8

点30分钟进行“保持幸福的心态”与“推己及人”等新精神文化运动项目，居民们很热情地参与活动，从中寻找

幸福。基金会每天展开1小时的教育活动，但居民们都积极地参加活动，认为1小时还不够。我们将“保持幸福的

心态”、“推己及人”运动的期限定为一年。我相信一年后我们村庄的居民会有很大的变化。我们将致力于把温惠

二里打造成人们想居住的“幸福乡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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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乡村儒学”在山东的现状及未来展望(摘要)

儒学在乡村”古已有之，至少自西汉设立三老制度始儒学在乡村就开始传播了。而“乡村儒学”作为儒学的存在形

态，萌生于北宋，完善于明，泰州学派是乡村儒学较为完备的理论形态。进入21世纪，乡村儒学在孔子故乡，在齐

鲁大地再度兴起，其中以尼山圣源书院的学者在乡村义务讲学最为典型。经过数年之发展，在山东17个地级市

之中其中有九个地市有乡村儒学活动。当然，乡村儒学的发展面临着三大难题：一是师资力量严重不足，二是资

金来源没有保障，三是教材建设尚不到位。当然，尼山圣源书院的学者正在努力克服这些困难，让乡村儒学健康

发展。乡村儒学作为当代儒学发展的新形态，力图使儒学由伦理学说向信仰的转化，实现儒学由理论言说向草根

化、生活化、实践化的转化，实现儒学由小众向大众，由精英向世俗的转化，实现儒学由区域价值向全球价值的

转向。最终探索出儒学在当代社会世代传承与传播的新模式。

关键词；乡村儒学	伦理	信仰	精英	大众	世代传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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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乡村儒学”在山东的现状及未来展望

山东大学儒学高等研究院

颜炳罡

引言

乡村是儒家文化的根，

儒学是乡村文化的魂。

乡村是儒学的原乡，乡土是儒学走向新生的丰厚土壤！

儒学是乡村文明的精神支撑，儒学走进乡村可以将乡村民众的道德火焰重新点燃！

自有乡村始，儒学就开始萌生；自有儒学始，乡村就开始学儒学、用儒学的过程。儒学源自农耕文明，是从乡土

文化沃土中提炼、升华出来的生存智慧、人生信仰、生活方式和思想学说。儒学自创始起，就没有离开过乡土，乡

村----广阔而深厚的文化沃土是儒学的原乡，是儒学持续生长的力量源泉。

一、“儒学在乡村”与“乡村儒学”

诚然，孔子创立儒学是针对人而言的，针对人的生活而言的，只是要点破人性，让人知道人之所以为人的真

义，让人做好人，做君子乃至成圣成贤。在孔子那里，并没有分城里人，还是乡村人，孔子的儒学、孟子的儒学、荀

子的儒学并没有城乡别，换言之，在先秦，没有严格意义上的直接针对乡村的儒学。

在中国大地就出现了乡村儒学现象至少可以追溯到汉代。汉初，儒学走进乡村成为中国政府乡村治理的重要

制度性设计。刘邦在与项羽激烈争夺天下的时候，在其统治区域就明确提出：“举民年五十以上，有修行，能帅众

为善，置以为三老，乡一人。择乡三老一人为县三老,与县令丞慰以事相教,复勿傜戍。”（《汉书•高帝纪上》），“三

老”作为官名在先秦时代就已出现，但由政府将三老这一举措推向全国乡村且成为政府基层治理的重要方式则

始于汉高祖刘邦。三老作为年高德硕、能帅众为善的人，既是道德楷模，又要善尽教化乡民之职，是中国最早掌

管乡村教化的低级官员。汉文帝进而对三老教化的具体内容作出明确规定：“孝悌，天下之大顺也；力田，为生之

本也；三老，众民之师也，廉吏，民之表也。……而以户口率置三老孝悌力田常员，令各率其意以导民焉。”（《汉

书•文帝纪》）三老是众民之师，这既是对汉高祖时代的文化、教育、基层治理政策的延续，同时又是对这一政策

的强化。因为文帝明确指出，三老为“常员”，用今天的话说，就是有编制的“正式工”，不是“临时工”，不仅掌教

化，还负有劝民力田、辅佐官吏察举贤才之责。《白虎通》进一步规范这一政策：“古者教民者，里皆有师，里中之

老有道德者为里右师，其次为左师，教里中之子弟以道艺、孝悌、仁义。”（《白虎通》卷六《辟雍》）道艺、孝悌、

仁义是乡村儒学教授的主要内容。历代中国政府一向重视儒学在乡村的推广，重视德治礼序在基层治理中的作

用，孝悌仁义既是导民向善的方式，也是基层治理的目标，这是中国最早的乡村儒学。自此以后，无论朝代怎样

更替，乡、里、闾、村等等名称如何变化，通过官吏设置、乡绅的道德示范、童蒙读物、宗族祠堂、家规家训、礼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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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为世代模仿等等形式，儒学就深深地植根于乡村，再没有离开过乡村，乡村须臾也不能缺少儒学尤其是儒家的

孝、悌、忠、信、礼、义、廉、耻的文化浸润。

如果说上述现象只能说明“儒学在乡村”，还不等于现代意义上的“乡村的儒学”的话，那么我们可以说作为

形态上的“乡村儒学”至少在战国时代就已经萌生，孟子“井田制”是中国最早乡村儒学的设计方案，“乡田同井，

出入相友，守望相助，疾病相扶持，则百姓亲睦”，（《孟子•滕文公上》）孟子给我们描绘的是一幅令人向往、充满

了人间温情的乡村儒学图景。孟子只有描绘，但没有将其理论推向实践。而将孟子的“乡村儒学”由设计走向实践

的真正完成则始于北宋蓝田吕氏兄弟的《乡约》订定及其实施。《乡约》明确要求村民“德业相劝，过失相规，礼

俗相交，患难相恤”，这已不仅仅是儒家理论在乡村的落实，而是形成了乡村儒学理论系统和与相之配套的实践

流程，实现了由“儒学在乡村”到“乡村儒学”的转化。

吕氏《乡约》由北宋出现，经南宋朱熹的损益、推广，历元、明、清之发展，《乡约》在中国乡村治理中发挥过重

要作用。以泰州学派为代表的阳明后学则是“乡村儒学”理论的奠基者和践行者，王艮、朱恕、韩贞、颜钧、何心

隐、罗汝芳等等将“乡村儒学”理论推向一个新的高度，将儒学由汉以下“经生文士之业”转而为“士农工商，人

人皆共此学”之学，成为“百姓日用之学”。20世纪梁漱溟先生先在河南，后在山东，从事的“乡村建设运动”，有

的学者称之为“新泰州”，盖有由焉。

二、21世纪乡村儒学在山东的初步发展 

山东，是孔子的故乡，儒学的发源地。进入21世纪，山东儒学复兴事业呈现前所未有的良好态势。在儒学复

兴、道德重建、礼仪再造基本诉求下，形成了官、学、民、企互动机制，儒学尤其是乡村儒学正沿着健康的道路逐

步向前推进。

自2012年以来，“乡村儒学”在山东已悄然兴起。“乡村儒学”发源山东省泗水县的尼山圣源书院，是由书院同

仁率先在乡村宣讲儒学，宣传孝悌仁爱之道而形成的一种儒学实践形态。尼山圣源书院座落在孔子出生地的尼

山脚下，它由北京、山东、台湾、香港以及国际人士共同倡议并发起成立的新型书院。第三代新儒家的代表人物杜

维明教授为该院名誉院长，著名儒学研究专家牟钟鉴教授出任首位院长、丁冠之教授为执行院长、王殿卿教授为

法人代表、常务副院长，郭沂教授、杨祖汉教授、刘国强教授、林安梧教授、颜炳罡教授等为副院长。2013年10

月，尼山圣源书院进行领导班子调整，刘示范教授出任院长、张践教授出任法人代表兼常务副院长，郭沂教授、

田辰山教授出任副院长，颜炳罡教授出任执行院长，赵法生教授出任秘书长。书院自成立之日起，以扎根泗水、

服务地方，胸怀天下，放眼未来为立足点，本着“以儒家的精神，做儒家的事业”办院方针，“以背着干粮为孔子打

工”自期，不计任何名利、报酬，2012年底在书院周边村庄进行义务儒学讲习，收至了良好的效果。经过一年多

的儒学讲习，让周围乡村尤其是北东野村文化氛围、人文环境、道德风貌等发生了很大改变。2014年2月，乡村

儒学讲习由一个村推广至圣水峪镇，设了北东野村、小城子村、小官庄村、庠厂村、营里村、南仲都、圣水峪镇七

个讲学点，可以覆盖十五、六个村庄，每次听讲人数在3500-4000之间。另外，在泗水县城书院同仁每周开设国

学大讲堂，讲授国学基本知识，同时组织经典读书会，以期提高县城教师、机关工作、市民的儒学修养，培养乡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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儒学师资。

近一时期，乡村儒学在山东已呈现蓬勃发展之势，在山东十七个地市中济南、济宁、聊城、维坊、德州、泰安、

烟台、威海、莱芜等九个地级市均有乡村儒学活动。其中聊城茌平韩屯镇、泰安市肥城仪阳镇、青州的王坟镇侯

王村、弥合镇张家洼村、德州市德城区新四合社区、济南市章邱文祖镇三德范村等最为典型。这里向介绍三个案

例。

案例之一：聊城市茌平县韩屯镇道德学校是成立较早，从事乡村儒学较为成功一个案例。该道德学校利用一

所废弃的学校，通过对校园进行整治、对校舍进行简单装修、改造而成，这个所学校也由原来的正规学校改造成

村民教化的场所。到目前为止，该道德学校已经在镇所辖三个行政村设立讲学点，从事乡村儒学讲学活动。该道

德学校之所以能取得成功，主要有如下因素：其一，有一群热心公益、积极献身于儒学事业的民间人士，民营企业

家刘庆涛、主要镇领导闫杰作用是其中的显著代表。刘庆涛是当地一位有名民营企业家，企业经营得风声水起，

出于对传统文化的热爱，对儒学的热忱，他毅然从工商界抽身，甚至将自己的别墅改为讲学点，全身心投入儒学

的普及、传播事业之中。其二，有一支全天候的义工队伍，他们自称志愿者。这些志愿者有的来自外省，如新疆、

河北、江苏、天津，但主体是当地退休干部、企业家、社会热心人士。这些志愿者不仅仅是讲儒学，讲道德，更重

要地是他们践行儒学，做道德的模范。他们放下身段，走进乡村，深入农户，照顾老弱病残，做慈善事业，赢得了

广大村民的尊重。第三，找准了切入点。他们讲学从孝心、孝道开始，利用本土文化资源、道德模范资源，力求打

造“孝义之乡”，营赞以孝为荣，不孝为耻的社会风尚，定期进行“十大孝子”、好媳妇、好婆婆的评选活动。不足

是：该道德学校的师资训练还不够，对儒学基本义理的理解还有偏差，不过，通过边教边学，边学边教以及聊城

大学、山东大学、尼山圣源书院等学者的介入，这一情况会得到改善。

案例之二：德州市德城区新四合社区的道德讲堂。新四合社区处于城乡结合部，由于城市扩张，土地征用，村

民由平房搬入楼房，他们由农村人转变为城市居民。他们在自己的社区办了个“道德讲堂”，但不是道德学校，即

它只有个单一的讲堂，没有向外辐射的能力。作者曾到亲自到这个讲堂参观并讲学，亲眼所见，亲耳所闻，令人感

动。这个社区一千多户人家入驻，几十栋楼，只有一名保洁员，全体居民非常珍惜自己的环境卫生，孩子们见长辈

彬彬有礼，大家和睦相处，形成了良好的社区风尚。这个儒学讲堂的成功之处在于；其一，有一位素质好、修养好

的组织者。这个人叫王连才，为社区主任。他一身做则，严以律己，处事公正，亲自讲学，发挥了良好的示范作用。

其二，从教育孩子开始入手，带动社区成年人学习。社区里孩子每天放学后，四点半走进讲堂，学习《弟子规》、

《三字经》等传统蒙学读物以及书法、绘画等活动。晚上7点，成人走进讲堂，继续学习。这个讲堂不足之处在于

与外界交流较少，缺少固定的志愿者，组织化建设还不完善。

案例之三：济南市章邱文祖镇三德范村乡村儒学讲堂。这个乡村儒学讲堂是在山东大学、山东省社会科学研

究院、齐鲁师范学院的专家、学者帮助、支持下，由村委会自发建立起来的。该讲堂与韩屯道德学校一样是由一

所废弃不用的小学校改造、简单装修而成。2014年12月开始筹备，2015年4月正式开课。讲课师资主要来自山

东大学、山东省社会科学院、齐鲁师范学院等专家、学者，讲堂学术起点较高，讲学内容针对村民的味口，效果

非常好。该村乡村儒学志愿者宋秉东先生告诉我：颜教授，第一次来村讲课结束后，有一个自然村村民之间发生

矛盾，要求村长给予解决。村长说：现在，我不给你们解决，你们星期天，听完颜教授的课再解决。只讲了一次效

果就这么大，长期坚持一次会本村发生改变。由于这个村庄较大，约7000多名常驻人口，虽然远离都市（离济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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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60公里），处深山之中，但古风犹存，文风较盛。针对该村文化人才（离退休老师、干部以及曾出任村委会领导

等）较多的特点，在当地民政部门注册成立了“三德范传统文化研究会”，下设四个专业委员会，即学习专业委员

会、书画专业委员会、红白事理事会、抚贫敬老基金会等。传统文化研究会的成立，有三层含义：1、乡村儒学讲堂

合法化；2、起到再造乡贤的作用，参与传统文化研究会的人员都该村有威望、有身份的人士，研究会的成立实际

上是对乡贤文化的再造；3、传统文化研究会的成员就是乡村儒学的义工或志愿者。

山东各地乡村儒学运动表现形式各不同，组织结构也不一样，但有几点是相同的：第一，注重官、学、民、企的

互动。任何一个乡村儒学讲学点、讲堂、学校都有当地基层组织参与甚至组织，都得到了所在地镇（乡）、村干部

的肯定、支持，在韩屯、在圣水峪等地，村干部就是乡村儒学讲堂里的义工。第二、几乎所有乡村儒学讲堂的课

程设计都是从孝道讲起，孝道是乡村儒学讲堂切入点。由此点切入，进而涉及教子、邻里和睦、文明礼让等等。第

三，乡村儒学讲堂也好，道德学校也罢，都有一批相对固定的志愿者队伍，此队伍有向组织化、专业化发展的趋

向。第四，任何乡村儒学都有自己固定的讲学场所，像比较完善的乡村儒学讲堂（韩屯镇、三德范等）不仅有自己

的讲学教师，还有志愿者的办公室、国学图书室、书画室等。

三、“乡村儒学”面临的困境以及未来发展

当前，在齐鲁大地、在孔子的故乡——山东兴起的乡村儒学情况比较复杂。由于这一文化现象既源于当代儒

者、知识分子的文化自觉、文化实践，又是出于来自于乡民的文化自觉，可以说从“中华孝心村示范工程”到“以

孝治村”的实践，从乡村的“道德讲堂”到乡村、社区的“孔子学堂”都是“乡村儒学”在21世纪的新发展。我们

所说的“乡村儒学”是对“中华孝村示范村”、“示范镇”、乡村“道德讲堂”、“孔子学堂”等现象的总括。“乡村儒

学”上承泰州学派“百姓日用之学”之精神，是在新的历史条件下植根于乡土、服务于乡民新的儒学理论形态。

“乡村儒学”这一现象一问世，就受到社会、媒体的高度关注。但就目前的情况看，山东的乡村儒学发展也面

临着挑战与隐忧。

其一，讲师、老师队伍严重不足。经过三十多年的发展，中国大陆经济崛起已经成为不争的事实，但经济上去

了，社会道德的却下来了，腰包鼓了，人情味却淡薄了，大脑空了。有鉴于此，社会各阶层强烈呼唤道德的回归，良

知的觉醒，礼义中国的到来，山东许多乡村乃至江苏、河南等地纷纷要求前往设乡村儒学讲堂或教学点，但苦于

没有师资无法迅速展开。师资、讲师严重不足是乡村儒学进一步展开的最大瓶颈。一方面，许多高校、研究机构

的儒学专家习惯于躲进象牙之塔从事学术研究，缺乏讲学尤其是给普通民众讲学的热情。即使有人有讲学热情，

但人已经不会用百姓听得懂的语言从事儒学传播了；另一方面，许多民间人士，对儒学一知半解也谈不上，却有强

烈的讲学热情，分不清儒、释、道，辨不清正与邪，打着儒学的旗号，大谈因果报应，怪力乱神。

其二，经费投入不足。“乡村儒学”在山东兴起是自发的，几乎没有任何组织予以资金上的支撑，每一讲堂、教

学点都是因陋就简，通过各种方式募集资金建设的结果。往往是地方政府投一点，民间募集一点，企业家出一

点，学者自己投入一点。志愿者、讲师都是背着干粮为孔子打工，没有任何报酬。

其三，教材建设不完善。“乡村儒学”讲什么？怎么讲？至今仍在摸索中，并没有形成一套完整的经验与模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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因而学者讲学随意性很大，往往根据个人兴趣、爱好而讲。这样很难保证目标一致性。

以上三点是乡村儒学进一步发展的困局,为了走出困局,尼山圣源书院的全体同仁愿与国内外同道一起努力,共

同攻关克难，让乡村儒学这一现象能持续下去并发扬光大。

针对乡村儒学讲师、教师或宣讲者严重不足问题，尼圣源书院采取三方面的措施加以解决：1、动员更多的有

志儒学复兴的学者尤其是青年学者加入到讲师团队中来；2，自今年6月起，每年举办一至两期全国性的乡村儒学

教师培训班；每期80到100人，力争用五年时间培训500到800人的志愿宣讲师；3、定期举办读书会、国学培训

班，发现讲师人才，动员他们加入到乡村儒学活动中来。

经费问题是困扰乡村儒学进一步发展的另一问题，我们积极争取资金，向当地政府申请一点，向民间筹措一

点，向海内外基金会申请一点，学者们力所能及的贡献一点，实现资金的来源多样化，尽量为乡村儒学这种低成

本的文化活动提供财力保证。

自乡村儒学起，致力于乡村儒学的学者就在考虑乡村儒学教材的建设问题。从2015年起，乡村儒学教材建设

正式列入尼山圣源书院的研究规划，力争利用二到三年的时间，完成教材体系建设，印制合乎百姓、大众知识水

平的《论语》精选、《孟子》精选、《弟子规》、《增广贤文》、《三字经》、《家训》精选等纸本书籍，同时将教师们

的优质课程录成光蝶，放在网站上，以便传播。

儒学没有乡村与都市之别，但是乡村与都市毕竟有别，乡村在文化上、人才上、经济发展水平上远远落后于都

市，我们相信在乡村能做到事情，在都市里一定能做到。乡村儒学既是一种实验，也是一种示范。作为一种实验，

乡村儒学是儒学这一古老学问在当代社会能否焕发生机与活力一种实验；作为示范，乡村儒学在山东可以做得

到，在全国乡村都可做得到；在文化贫穷的乡村做得到，在文化资源丰富的都市更应做得到。

“乡村儒学”目标是实现传统儒学的四个转化：1；实现儒学由伦理道德向信仰的转化。长期以来，人们一直认

为儒学就是伦理道德，与信仰无关，这是对儒学的最大误解。儒学是一种信仰，而且是一种高级信仰，一种人文

信仰。至上的天理和内在良知是儒家信仰的根据，而学堂、祠堂、中堂是儒家信仰建立的场所，祭天地，拜先师，

祀先祖，敬先贤是儒家信仰的基本仪规。乡村儒学说到底是要对部、冲基督教对乡村文化生态的冲击，守住乡村

文化的沃土，重建乡民的信仰系统。2、实现儒学由小众、精英向大众、百姓的转化。传统儒学是“士教”即读书人

的信仰，农夫野老只能徘徊、观望于孔子庙的门墙之外，是一种精英文化。百姓旦能行之，而不能知之。乡村儒学

就是将儒学从精英知识分子手中解放出来，让少数人文学者的研究对象转化为百姓生活的向导，实现由小众信

仰向大众信仰、由精英研究对象向人伦日用之道的转化。3、实现儒学由重知轻行向知行并进的转化。以往儒学

主要是少数哲学家、历史学家的研究对象，不少知识精英对儒学但能言之，不能行之，重知轻行，甚至只要知，拒

绝行，因而无法向生活中落实，无法向实践处着力，乡村儒学目的就是将儒学生活化、实践化、草根化。4、实现

儒学由区域资源价值向全球性资源的转化。儒学本质上人学，凡人即可为儒，凡儒皆不过是人而已的学问，儒学

不分乡村与都市，不分东西，不分内外，凡人皆可学之、用之、行之。乡村儒学不是迷恋乡村，不是回到过去，而是

以开放的胸怀面对未来，面对世界，它不是任何意义上的部族主义、民粹主义，相反，它要踏上全球化的列车周

游世界，甚至洒向世界，在世界各地落根、生长。

乡村儒学遥契孔孟原始儒学之精神，近承泰州学派人伦日用即道之传统，呼应20世纪30年代梁漱溟先生乡

村建设之实验，重开宋明儒者讲学之风，“固知野老能成圣，谁说江鱼不化龙？”化性了道，超凡入圣，让儒学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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转于当代，让儒学由尼山再出发，走向世界。

乡村儒学不是短期行为，而是长期的、持续不断的事业；不是一代、两代人事情，而是世代相承的事业。乡村儒

学说到底是为儒学的世代传承、永续发展，为儒学的广泛传播创造一种新模式，一种新常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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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욱 | 姜信旭

국적

国籍

한국

韓國

소속 

所属
진안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

镇安郡乡村建设支援中心

직책

职责
부·센터장

副所长

학력 

学历
경영학·석사

经营学硕士

전문분야

專業
인사관리,·인재개발

人事管理、人才开发

최근 경력 및 주요출판물

경력

•·현·진안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부센터장

•·현·생태사회연구소·소장

출판물

•·서적:·살아남는·것은·이유가·있다

•·시집:·“삶이·힘들거든”

•·논문:·한국인의·협상·전략

近期简历及著作

简历

•	 现任镇安郡乡村建设支援中心副所长

•	 现任生态社会研究所所长

著作

•	 书籍:	生存之道

•	 集：“当你辛苦的时候”

•	 论文：韩国人的谈判战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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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발적 발전에 근거한 마을 공동체 복원

좋은·사회란·그·사회의·구성원들이·“더불어·잘·사는”·사회다.·이는·어느·특정인이나·특정·단체가·아니라·모든·사람

이·서로·어울려서·조화롭게·살아가는·사회를·말한다.·이를·위해서는·2가지·요건이·갖추어져야·한다.·첫·번째·요건은·

그·사회의·구성원들이·나·개인보다는·공공의·이익과·다른·사람을·배려하는·시민의식과·이타·정신이·있어야·하며,·그·

다음으로·그런·사람들을·가치·있게·인정해·주는·사회·시스템이·갖추어져야·한다.·우선·순위는·없다.

안타깝게도·작금의·세계는·사회전체와·공공의·이익을·추구하기보다는·소수·권력자와·기득권의·이익을·추구하는·파

편화·현상이·지배적이다.·이는·물질문화에·바탕을·둔·서구의·천민자본주의·가·세계를·지배하고·있기·때문이다.·전통

적으로·농업을·바탕으로·발전해·온·동아시아·권역의·문화는·물질보다는·정신문화를·강조한다.·물질은·유한하기·때

문에·경쟁과·대립을·기본바탕으로·하고·인간을·목적이·아닌·수단으로·간주한다.·반면에·정신문화는·경쟁과·대립보

다는·상호·배려와·이타심을·그·바탕에·두고·있다.·

역사는·순환한다.·비록·지금은·물질문화를·바탕으로·효율성을·최고의·가치로·추구하는·물질·문화가·세상을·지배하

고·있지만·최근·세계·곳곳에서·일어나고·있는·각종·사건들은·물질문화의·종말과·정신문화의·도래를·예고하고·있다.

마을만들기는·일제·침략과·전란이라는·시대적·아픔·속에서·황폐해져·버린·우리의·정신문화를·회복하고·이를·토대로·

“더불어·잘·사는·사회”를·만들어가기·위한·“공동체·회복”·운동이다.·이를·다른·표현하면·이기주의적으로·파편화·된·

우리의·마음을·모우는·“마음·만들기”·이며,·상호·신뢰하는·사회·시스템을·만들어가기·위한·“약속·만들기”라고·할·수·

있다.·또한·마을만들기는·공동체·구성원들의·“역할·만들기”라고도·할·수·있다.·진정한·공동체는·나이와·성별에·관계

없이·그·구성원들에게·고유의·역할을·부여·하여·구성원·각자가·존재의·가치를·느끼게·해·주는·선순환적인·사회·시

스템이다.·

마을만들기의·전개·방식은·지역마다·다를·수·있다.·그러나·그·본질은·사회구성원·모두가·공존·공생할·수·있는·공동

체·회복·운동이라고·요약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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基于内发性发展恢复乡村共同体

好社会是每一成员“共同繁荣”的社会。这是所有成员和谐相处的社会，而不是某个人或某个集团独占利益的社

会。为实现共同繁荣的社会，必须满足两个条件。第一，社会各成员基于公民意识和利他精神，将公共利益及别

人的利益置于自身利益之上。第二，必须建立这种态度能够获得支持的社会体系。

令人惋惜的是，当今世界相对忽视整个社会的共同利益，少数权力阶层及既得利益阶层盲目追求自身的利益，碎

片化现象极为严重。这是因为基于物质文化的西方贱民资本主义蔓延着整个世界。相对而言，基于农业文明的东

亚文化圈比物质更重视精神文化。物质的有限性必然会引发竞争与对立，将人视为手段而非目的。与此相反，精

神文化追求相互关爱和利他精神，而不是竞争与对立。

历史总是循环的。虽然目前效率至上的物质文化蔓延着世界，但是，最近在世界各地发生的各种事件预示着物质

文化时代的终结与精神文化时代的到来。

韩国受过日本帝国主义的侵略，独立后发生韩国战争，在这一历史背景下，其精神文化遭到破坏。乡村建设的目的

在于恢复精神文化，打造“共同繁荣的社会”，是一种“恢复共同体”运动。也就是说，这是为克服利己主义与碎

片化现象“齐心”的过程，也是为建立相互信任的社会体系“相约”的过程。不仅如此，乡村建设给共同体成员赋

予“角色”。真正的共同体不管年龄与性别，给所有成员赋予角色，使各成员能够实现自己的价值，形成一种良性

循环。

在不同地区，展开乡村建设活动的方式会有不同。但是，本质上都是使所有社会成员共存共荣的共同体恢复运

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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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명 | 李長明

국적

国籍

중국

中国

소속 

所属
중국공자기금회

中国孔子基金会

직책

职责
부회장

副会长

학력 

学历
북경사법대학교·석사

北京师范大学硕士

전문분야

專業
역사학

历史学

최근 경력 및 주요출판물

경력

•·2014.·10.·26~현재·· 중국공자기금회·부회장,·중국공자기금회·계선림(季羨林)·연구소·부소장

近期简历及著作

简历

•·2014	年10月26日	-	至今		 中国孔子基金会副会长、中国孔子基金会季羡林研究所副所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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