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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인문가치 공유 인문가치 모색 인문가치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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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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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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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막식/기조강연

10:00 - 12:00

오후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영화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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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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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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공간에 스며있는
공감과 배려의 향기

10:00 -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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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적 조건과 방법

09:30 - 12:00
전문학회 참여마당

09:00 - 18:00
동양철학사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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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AT  A  GLANCE

Sharing the Value of Humanities Seeking the Value of Humanities Implementing the Value of Humanities

MAY Woongbu Hall (2F) Baekjo Hall (2F) Conference Hall (1F) Meeting Room (B1)

28
THU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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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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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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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ciety

Chan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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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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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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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pathy and Care
Toward the Society of Living Together

개막식
Opening Ceremony



오늘 <21세기 인문가치포럼 2015> 개막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과 전문 연구자 여러분, 특히 바쁜 일정을 무릅쓰고 멀리 

외국에서 참가하신 해외 석학 여러분, 그리고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시민들답게 인문정신의 향연에 가득 자리를 채워주신 안동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1세기 인문가치포럼>이 올해로 2회째를 맞습니다. “현대 세계 속의 유교적 인문가치”라는 주제로 지난해 열렸던 1회 포럼은 갈수록 

그 중요성이 더해가는 인문가치와 동아시아 전통문화의 근간인 유교문화의 접목을 선언한 의미있는 자리였습니다. 올해 2회 포럼은 

이런 문제의식을 이어받아 각론 차원에서 우리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문가치에 대한 모색을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공감과 배려 

―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조건’이 그것입니다.

세대간·지역간·계층간·이념간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국제적으로는 

종교와 인종, 자원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분쟁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올해 <21세기 인문가치포럼>은 이점을 주목하여 여러분을 모시고 갈등을 소통으로 이끄는 가치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소통이 단순한 이해관계의 조율을 넘어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연결시키는 덕목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공감과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런 정서를 ‘측은지심’이라 하여 인仁을 중요한 뿌리로 중시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럼은 우리 전통유교문화

의 핵심덕목인 인의 가치와 현대적 활용가능성을 ‘공감과 배려’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 자리입니다.

이밖에도 올해 포럼은 지난해 보다 한층 풍성하고 다양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전문연구자들이 참여하는 인문가치

모색을 발전시켜나가면서 대중이 손쉽게 동참할 수 있는 인문가치공유 파트와 지역에서 실천가능한 인문가치구현 파트를 추가하여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 이번 포럼이 국내·외적으로 가정과 사회 각 분야에서 갈수록 심해져가는 

갈등과 반목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근 각지에서 참여해주신 발제자와 토론자 그리고 진행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말 그대로 입추에 

여지없이 만당滿堂을 이루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이런 힘이 지역문화를 더욱 품격있고 

격조있게 만드는 원천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5월 29일

<21세기 인문가치포럼 2015> 조직위원장 김병일

개회사
Opening Remarks

개막식
Opening Ceremony
2015년 5월 29일 (금), 10:00~11:00   |   웅부홀
10:00~11:00, Friday, May 29, 2015   |   Woongbu 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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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the second forum to host and last year, the first forum, under the theme of the Confucian 

human value in the contemporary world was a meaningful event, grafting a human value on to a 

Confucian culture, which is a base of traditional culture valued in East Asia. And, this year we have 

chosen the theme of the forum as "Sympathy and Care : Toward the Society of Living Together" to 

find human values that we need the most. 

Our society suffers from the gaps between generations, regions, classes, and ideologies. Also, there 

are escalating disputes rapidly emerging amongst regions, races, and resources around the world. 

This year, the 21st Century Human Value Forum attempts to think about the values of 

communications. To make communications as a virtue beyond the mere one, people must have 

sympathy and care for others. Our ancestors focused on these important emotions, and the refore, 

this Forum is convened to revisit the value of sympathy and care in our traditional Confucian culture. 

The forum we are having this year will address these core virtues of human values, and it will provide 

various contents in depth. You may be aroused by information about the method of sharing human 

values and of implementing human values with leading experts, and you may also be able to seek 

feasible advices for the challenges of the day through this forum. I hope this forum will be where all 

wisdoms are gathered to overcome the conflicts or disputes of the time.    

Last but not least, I would like to convey my heartfelt appreciation to staff members, speakers, and 

other partakers, who all worked very hard to organize this Forum. Many thanks to all participants 

and Andong citizens and I am most certain we will have a rewarding time together during the forum. 

Thank you very much. 

May 29, 2015

      Chair of the 21st Century Human Value Forum

KIM, Byung Il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to all participants 

joining us today. Now we are gathered to 

congratulate the successful opening of 

the 21st Century Human Value Forum 2015. 

We have distinguished experts and government 

officials as well as leaders from diverse sectors. 

Most of all, I would like to thank the 

fellow citizens of Andong city. 

Andong city is the capital of the spiritual 

culture and so many Andong citizens 

have joined us today to celeb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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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참석하신 모든 귀빈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인문가치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옳은 것, 착한 것, 중요한 것, 아름다운 것, 긍정적인 것, 행복하게 하는 것, 믿음을 주는 것, 

서로 배려하는 것, 참된 것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인문가치에 대해 논의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바로 인문가치포럼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현재 세계적으로 공해문제, IS와 같은 무자비한 

행위, 자원 고갈 등이 현재를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를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우리 국회는 진보와 보수의 성향으로 나뉘는데, 이는 인문가치의 차이에 있습

니다. 장차 잘 살기 위해 지금 좀 힘들더라도 투자를 해야 한다는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쪽이 보수이고, 미래보단 당장 평등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쪽이 진보입니다. 양쪽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라는 데에 바로 인문

가치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가정에서도 인문가치의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어렸을 때,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어른 공경이

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린이들을 최우선시 합니다. 이는 곧 인문가치에 대한 가치관이 현저하게 다름을 보여

줍니다. 

이렇듯 가치관은 지역에 따라서, 세대에 따라서, 사회계층에 따라서 다르고 시대에 따라서 변합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유교사상을 중요시 여겨왔는데, 이번 인문가치 포럼을 통해 동서양의 학자들이 모여 동양의 가치를 재조명

하고 서양의 지혜를 받아들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인문학적 위기를 극복하고, 서로 배려하고 조화를 이루는 행복하고 평화로운 

사회구현을 위한 방안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참석해주신 모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포럼이 인문가치를 논하는 세계 최고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참여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2015년 5월 29일

한국정신문화재단 이사장 이용태

환영사
Welcoming Re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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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am very happy to see you all and welcome to the 21st Century Human Value Forum. 

The  21st Century Human Value Forum, basically, offers assorted opportunities to discuss about issues 

that are important for us to live. So, I hope that each everyone of you would have time to think what we 

would value for life through this forum.

It is true that pollution problem and horrible violence, such as Isis, are the serious issues affecting 

us. When it comes to our country, Korea, I think of disunion in the national assembly is one of the 

issues that we have. Different perceptions of values are often reflected in different political views and 

orientations. For instance, conservatives see that determined investment should be made for a better future 

while progressives see the importance of egalitarianism at this point in time. It is not a right or wrong 

question and we can see the significance of human values affecting your views. 

We could also think about the important value respected within a household. What are the things you 

value the most in your family? According to the tradition, we respect the elders. However, these days, 

children are the top priority.  Human values therefore can be reconsidered and changed depending on the 

time you live in. 

Our country has treasured confucianism for a long time. I am very hopeful that we, together with world's 

leading scholars both from the East and the West, will revisit the values of the East, accept the wisdom 

from the West and find solutions to solve the current crises we are facing. 

Once again, thank you all for your kind presence and I hope to have your continued interests in the forum. 

Thank you. 

May 29, 2015

      Chief Director of the Korea Foundation for Cultures and Ethics

LEE, Yong T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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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 Nak Young (Vice-Governor of Gyeongsangbuk-do, Korea)

GWEON, Young Sae (Mayor of Andong, Korea)

KIM, Gwang Lim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Korea)

대통령 축사 대독  |  Congratulatory Remarks from the President

축사  |  Congratulatory Remarks

축사
Congratulatory Re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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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막식   Opening Cerem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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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Keynote Speech1
2015년 5월 29일 (금), 11:00~11:30   |   웅부홀
11:00~11:30, Friday, May 29, 2015   |   Woongbu Hall

인의 덕목의 재발견과 복원을 통해서 우리는 21세기 문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 한국)

인의 재발견과 글로벌시대의 새문명 패러다임
“유교의 최고 덕목이라고 말해지는 인仁은 지금까지 많은 정의가 있으나 이미 논어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 뜻을 하나로 정의하지 못한다. 그 자체가 인의 가치와 그 덕목의 특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이란 

무엇인가를 묻는 제자의 물음에 공자는 그 상대와 상황에 따라서 각기 다른 대답을 주고 있다. 그것이 바로 고정

된 절대가치가 아닌 상대적 가치의 윤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인의 덕목을 현대의 상황과 조건과 연계 

확대 재창조할 수 있어야 한다. 인의 덕목의 재발견과 복원을 통해서 우리는 21세기 문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The rediscovery and restoration of the virtues of r n will contribute to new paradigms and 
thinking in 21st Century society.

LEE, O Young (Former Minister of Culture, Korea)

The Rediscovery of r n(仁) and 
New Social Paradigms in the Global Era

“There are many definitions of r n(仁), the primary virtue of confucianism. As was already shown 

in the Analects of Confucius, the term cannot be confined to one definition, which in turn reveals 

both its value and the nature of its virtues. Kong Fuzi(孔夫子, literally “Master Kong”) aka 

Confucius, when asked to define r n by his disciples, would routinely give different responses 

depending upon the questioner and the circumstance. That he did this strongly suggests r n 

is an ethical practice based on fixed rather than relative values. It can therefore be applied to the 

mutable situations and conditions of modern society, thus expanding and reinventing its meaning. 

As such, the rediscovery and restoration of the virtues of r n will contribute to new paradigms and 

thinking in 21st Century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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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막식   Opening Ceremony

과거로부터의 사고는 위대한 가치를 가지며 우리가 좀 더 정의롭고 서로 보살피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준다.

보데왼 왈라번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한국학, 전 유럽한국학회 회장, 네덜란드)

이타주의와 인仁 : 유럽인 아시아 학자의 고찰
"모든 사람들이 개인의 생존을 위해 무자비한 경쟁을 하고 있다는 보편적인 생각과 반대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타심이 특히 개인보다 

공동체 차원에서 가치를 가진다고 가정하는 현대 생물학자들의 관점은 인간은 본래 이타적인 존재라는 맹자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역사를 통해 수도 없이 인간이 서로에게 가장 잔인한 폭력을 휘두를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 준 인간만이 본래 이타심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이타심은 명백하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모든 사람이 하나의 조화로운 가족으로 하나의 공동체에 속한 

것처럼 평화롭게 살도록 만드는 사회적 이상을 추구하는 것은 영원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는 인류 초기부터 존재했던 문제이며 과거 

특히 축의 시대에 전세계 위대한 종교와 윤리 체계 창시자들이 구한 답이기 때문이다. 물론 어느 정도 방향 전환을 가져온 것으로 보이

는 세계화로 인해 빠른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아직도 유효하다."

Ideas from the past may be of great value, helping us to formulate the direction in which we move toward a 
more just and more caring society.

WALRAVEN C.A. Boudewijn (Academy of East Asian Studies of Sungkyunkwan University/Korean Studies Former President 

of the Association for Korean Studies in Europe(AKSE), The Netherlands)

Altruism and R n/In (Benevolence) 
Some Reflections of a European Asianist
"Mencius’s insistence that by nature mankind is inclined to care for others is supported by the views of modern 

biologists, who, contrary to the widely held idea that all beings are engaged in a merciless competition for individual 

survival, assume that altruism can be of value in the struggle for life, particularly on the level of the community rather 

than of the individual. It is obvious nonetheless that care for others is not the only innate urge of human beings, who 

as history has abundantly shown, are capable of inflicting the most gruesome violence on each other. This makes 

the search for social ideals that may inspire people to live together peacefully, as if they all belong to one harmonious 

family, one community, eternally important. Precisely because this is an issue that has confronted mankind from the 

early days of its existence, answers that have been formulated in the past, and particularly in the Axial Age by the 

founders of the great religions and systems of ethics in very different parts of the globe, may still be relevant, in spite 

of the rapid changes of our globalizing world, which in some respects seem to push us in a different direction."

기조강연 Keynote Speech 2
2015년 5월 29일 (금), 11:30~12:00   |   웅부홀
11:30~12:00, Friday, May 29, 2015   |   Woongbu 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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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만찬 Welcome Dinner

2015년 5월 28일 (목), 19:00~21:00   |   안동리첼호텔 사파이어 A
19:00~21:00, Thursday, May 28, 2015   |   Andong Richell Hotel Sapphire Hall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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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만찬 Gala Dinner

2015년 5월 29일 (금), 19:00~21:00   |   안동리첼호텔 크리스탈홀
19:00~21:00, Friday, May 29, 2015   |   Andong Richell Hotel  Crystal 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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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공감과 배려의 출발점
'공감과 배려'의 가치를 배우고 실천하는 출발점인 가족을 주제로 진행자와 패널 그리고 일반 참가자들이 우리시대 

가족관계의 현실과 가정의 민낯을 들여다보며 가족사랑의 온기를 되지필 방안을 함께 찾았다.

Family, The Starting Point of Sympathy and Care
This interactive session opened a dialogue on family in lines with the Forum's theme "Sympathy and Care." 

Emerging issues and challenges of the day within modern families will be discussed to remind the warmth of 

family to all.         

기로연
Confucian Banquet for the Aged



인문가치 공유

Sympathy and Care
Toward the Society of Living Together

Sharing the Value of Humanities



인문가치 공유   Sharing the Value of Humanities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이 시대 우리에게 부부란 어떤 존재인가? 영화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를 통해 76년을 함께

하고도 부족했던 노부부의 아름다운 사랑과 이별 이야기를 애틋하게 담아냈던 진모영 감독과 상

담심리학자 이호선 교수가 부부 사이의 공감과 배려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자리를 가졌다.

My Love, Don't Cross That River
What does it mean to become a husband and a wife in this day and age? In this 

session, Professor LEE, Ho Sun, psychologist counselor, and JIN, Mo Young, director 

of the movie, My Love, Don’t Cross That River - based on a real story about the life 

and love of an old married couple who lived together for 76 years and yet felt the time 

was too short - discussed the issues of sympathy and care between spouses.

영화 콘서트  |  Movie Concert

세션 SESSION 1 2015년 5월 29일 (금), 14:00~17:00   |   웅부홀
14:00~17:00, Friday, May 29, 2015   |   Woongbu 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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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이호선 (교수, 숭실사이버대학교, 한국)

진모영 (영화감독, 영화사 님아, 한국)

LEE, Ho Sun (Professor, Korea Soongsil Cyber University, Korea)

JIN, Mo Young (Director, MYLOVE Films, Korea)

사회  |  MC

패널  |  Panel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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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가치 공유   Sharing the Value of Humanities

부모와 자식을 잇는 행복 레시피
‘부모와 자식’, ‘천륜天倫’이라 부르는 사이다. 하늘이 묶어준 이 인연의 고리가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모습일까? 가깝고도 먼 이들의 관계를 다시 이어줄 진정한 공감과 배려의 조건들을 『딸들에

게 희망을』, 『그래, 수다로 풀자』의 저자 방송인 오한숙희 선생과 함께했다.

Bridging the Gap: A Recipe for Parent-Child Happiness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their children has often been described as a 

“godgiven” relationship. Today, however, this relationship has seen many changes, 

with parent and child seen as being very close, yet equally far apart. In this session, 

Ms. OH, Suki, author of Hopes for Daughters and Yes! Be a Big Mouth, gave an 

honest talk on the conditions for true sympathy and care required to bridge this 

modern divide.

토크 콘서트  |  Talk Concert

세션 SESSION 2 2015년 5월 30일 (토), 10:00~13:00   |   웅부홀
10:00~13:00, Saturday, May 30, 2015   |   Woongbu 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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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오한숙희 (방송인, 숙희야 놀자, 한국)

전유성 (개그맨, 철가방 극장, 한국)

최광현 (교수, 한세대학교, 한국)

김연숙 (청소년 동반자, 경북청소년진흥원, 한국)

윤정희 (여성 활동가, 한국)

김수환 (서울대학교 대학원, 한국)

OH, Suki (broadcaster, SUKI & PLAY, Korea)

JEON, Yoo Sung (Comedian, Theater 'Chulgabang', Korea)

CHOI, Kwang Hyun (Professor, Hansei University, Korea)

KIM, Yeon Suk (Gyeongbuk Youth Development Agency, Korea)

YOON, Jung Hui (Female Activist, Korea)

KIM, Soo Hwan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사회  |  MC

패널  |  Panel

특별게스트  |  Special Guest

1

4

2

5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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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가치 공유   Sharing the Value of Humanities

가족사랑 숨은그림 찾기
가정의 달 5월, 가족에 대한 당신의 감성 온도는 몇 도인가? 시와 수필을 읽고 음악을 들으며, 가족에 

대한 당신의 감성 온도를 체크해 보자. 사회학자 정수복 교수의 사회로 시인 이문재 교수와 여성학자 

김은실 교수가 혹 그간 식었을지도 모를 당신의 가슴에 다시금 따스한 온기를 지폈다.

A Picture Puzzle of Family Love
May in Korea is Family Month. What is your relationship with your family? In this 

session, participants were given the opportunity to read essays and poems, as well 

as listen to music in order to answer that question. Sociologist CHEONG, Soo Bok 

was a the moderator, while poet and Professor LEE, Moon Jea and Professor KIM, 

Eun Shil, an expert in sensibility education, endeavored to warm the hearts of all 

those who may have become distant from their relatives.

북&뮤직 콘서트  |  Book & Music Concert

세션 SESSION 3 2015년 5월 30일 (토), 14:00~17:00   |   웅부홀
14:00~17:00, Saturday, May 30, 2015   |   Woongbu 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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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정수복 (교수, 파리사회과학고등연구원)

김은실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이문재 (교수, 경희대학교)

CHEONG, Soo Bok (Professor, EHESS)

KIM, Eun Shil (Professor, Ewha Womans University)

LEE, Moon Jae (Professor, Kyung Hee University)

패널  |  Panel

사회  |  MC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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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과 배려에 기초한 공동체는 어떻게 가능한가?
더불어 사는 사회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구성원들 사이에 공감과 배려와 같은 가치와 정감이 작동해야 한다. 

이것이 생물학적 가족관계를 넘어서서 타자에까지 확장되어야 진정한 의미에서 공동체가 가능하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에서 도덕 정감에 바탕을 둔 사회를 지향했던 동아시아 유교사회를 모델로 공감과 배려에 기초한 공동체가 어떻게 가능

한지를 여러 각도에서 탐색하였다.

How Can We Build a Sympathy and Care-based Community?
Sympathy and care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to build a community, as these values should be 

employed to a community of people beyond biological ties. These expert sessions intended to study the 

East Asian Confucian Society on how communities are built based on sympathy and care.

도산서원
Dosanseowon (Private Confucian Academy)



인문가치 모색
Seeking the Value of Humanities

Sympathy and Care
Toward the Society of Living Together



인문가치 모색   Seeking the Value of Humanities

동아시아 공동체와 비공식 연결망
- 중국의 관시, 일본의 아이다가라, 한국의 연고
동아시아 사회에서 공감과 배려의 가치가 작동한 바탕은 관계중심적 인간관을 기저로 

하는 유교문화였다. 그에 따라 구축된 다양한 형태의 비공식 연결망은 공적 영역에까지 

많은 영향을 미치며 사회발전에 긍정과 부정 두 가지 요인으로 동시적으로 작용해 왔다. 

동아시아 3국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비공식 연결망의 성격을 살펴보고, 그 발전적 가능성

들을 모색하였다.

Communities and Informal Networks 
in East Asia - China's guanxi, 
Japan's aidagara and Korea's yeongo
In East Asia, the values of sympathy and care have been upheld 

in accordance with Confucian culture, which favors a relationship-

centered philosophy with people at its base. Accordingly, informal 

networks between individuals are created in various forms, which play 

both a negative and positive factor in society, greatly influencing formal 

situations. This session covered at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networks 

and their potential for positive social development.

세션 SESSION 1
2015년 5월 29일 (금), 13:00~15:30   |   국제회의장
13:00~15:30, Friday, May 29, 2015   |   Conference Hall

36  | The 21st Century Human Value Forum



37



인문가치 모색   Seeking the Value of Humanities 세션 SESSION 1

1 5
3 7

2 6
4 8

패널 발표  |  Panel

2
마커스 타우버 (독일 뒤스부르크-에센 대학/경제학, 독일)

중국의 “관시문화”와 한국의 “연고주의”간의 
유사점과 차이점 

“관시는 각기 다른 네트워크간의 연결을 통해 나타나는 

파급효과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연고는 그런 효

과를 볼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연고가 외부자에게 반감을 

보이고, 다른 형태의 네트워크와 경쟁할 수 없으며, 일부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Markus TAUBE (University of Duisburg-Essen 
Germany/Institutional Economics, Germany)

A Note on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Chinese Guanxi-networks and 
Korean Yongo-networks 

“Guanxi networks can benefit by spillover effects 

through bridging between different networks; Yongo 

networks cannot, as there is antipathy, competition 

and partly hostility between networks.” 

3
스벤 호랙 (세인트존스대학교/경영학, 미국) 

비공식 네트워크가 경제성장과 개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한국의 연고주의 문화 

“한국의 경제적 성장을 일컫는 ‘한강의 기적’의 다양한 

측면이 연구되었다. 하지만, 비공식적 네트워크가 기여한 

바에 대해서는 간과된 측면이 많다.”

Sven HORAK 
(St. John's University/International Business, USA) 

Can Informal Networks Positively Influence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The Case of South Korean Yongo Networks

“Many aspects of the “Miracle on the Hangang River”, 

as South Korea's economic success is often called, 

have been studied, but so far the contribution of 

informal networks has been largely ignored.”

1
류석춘 (연세대학교/사회학, 한국) 

한국의 유교 전통과 연고 네트워크 

“연고집단이 현실에서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이들

이 역사적으로 이어져 내려 온 공동체에 대한 “일반화된 

호혜성”이라는 도덕적 가치를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들의 역할과 기능은 국가와 시장이라는 공식 영

역으로까지도 침투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주목하지 않

을 수 없다.” 

LEW, Seok Choon 
(Yonsei University/Sociology, Korea) 

Confucian Tradition and 
Affective Yongo (緣故) Network in Korea

“Affective networks are influential because they 

practice the moral virtue that has continued throughout 

the history, namely “generalized reciprocity.” Affective 

networks become even more important these days, 

since they produce a significant impact upon the public 

sectors, be it the state or market, with contributing 

roles to mass media.”

1 류석춘 (연세대학교/사회학, 한국) LEW, Seok Choon (Yonsei University/Sociology, Korea) 좌장  |  Ch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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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토 요시미치 (도호쿠대학교/사회학, 일본) 

아시아 사회학이 가능한가? 
-보편주의 vs 특수주의

“사회학은 과학으로서 보편적 개념과 이론을 추구하며, 

지역의 사회적 현실에도 직면한다. 사회적 자본과 엔/관시

와의 관계를 분석하면 유럽-미국 사회학과 아시아 사회학

간의 갈등을 발견하게 된다.”

SATO, Yoshimichi 
(Tohoku University/Sociology, Japan) 

Are Asian Sociologies Possible? 
Universalism versus Particularism

“Although it pursues universalistic concepts and 

theories as a science, sociology also faces local 

social realities. Th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en and guanxi reveals 

tensions between Euro-American sociology and 

Asian sociologies.”

5
피터 리 (코펜하겐경영대학원/경영학, 덴마크) 

노하우(Know-how)와 노후(Know-who)의 이원성:
동맹 학습의 아일랜드
-브릿지 프레임워크를 향해 

“옵션과 트러스트가 ‘노후’를 다양성과 새로움을 위한 사

람 지향의 비공식적인 ‘부드러운’ 브릿지로 상세하게 기술

하는 반면, 포커스와 컨트롤은 ‘노하우’를 전문화와 표준화

의 과업 지향의 공식적인 ‘딱딱한’ 아일랜드로 상술한다.” 

Peter Ping LI (Copenhagen Business School/
Chinese Management, Denmark) 

The Duality of Know-how and Know-who: 
Toward An Island-Bridge Framework of 
Alliance Learning

“Option and trust delineate know-who as an informal 

'soft' people-oriented bridge for diversification and 

novelty, while focus and control delineate know-

how as a formal 'hard' task-oriented island of 

specialization and standardization.” 

6
뤄 자더 (칭화대학교/사회학, 중국) 

관시 문화와 조직 시민 행동 
- 중국 직장을 통한 사례 

“중국 첨단 기술기업을 조사한 데이터 연구를 통해, 여러 

단체가 다양하고 종합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했

으며, 이들이 완전하게 연결된 건강한 네트워크 구조를 구

축할 수 있도록 그 관계를 연결시키는 브릿지가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LUO, Jar-Der (Tsinghua University/Sociology, China)  

Guanxi Circle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 Taking a Chinese 
Workplace as an Example 

“By studying survey data from a Chinese high-tech 

company, we first find that multiple circles indicating 

a diversified and comprehensive environment, in 

addition to the existence of bridging ties making 

these circles fully connected, construct a healthy 

network structure.”

7

8

한태준 (중앙대학교/경제학, 한국)

왕혜숙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사회학, 한국)

HAN, Tae Joon (Chung Ang University/Economics, Korea)

WANG, Hye Suk (Institute of East and West Studies, Yonsei University/Sociology, Korea)

자유 토론  |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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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변동에 따른 공감과 배려 양상의 변화
현대사회의 과도한 물질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는 무한경쟁과 인간소외, 소통부재 등

에 대한 대안으로 동아시아적 공동체주의와 유교적 인간관계를 주목하는 움직임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학자 페이샤오통[費孝通]도 지적하였듯이, 동아시아의 

전통촌락의 인간관계가 과연 공동체적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진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이점에 초점을 맞추어 동아시아에서 사회변동에 따른 공감과 배려 양

상의 변화를 조망했다.

Changing Patterns of Sympathy 
and Care in an Evolving Society
People are paying increasing attention to the value of community 

and Confucian-based human relations in East Asia as an 

alternative to endless competition, human isolation and lack of 

communication, all of which have stemmed from the excessive 

materialism of modern society. Yet, as famed Chinese professor 

Fei Xiaotong pointed out, serious review and discussion 

is needed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or not human 

relationships in the traditional villages of East Asia were really 

community-based. With that in mind, this session highlighted 

the changes in the patterns of sympathy and care as our 

society changes.

세션 SESSION 2
2015년 5월 29일 (금), 16:00~18:30   |   국제회의장
16:00~18:30, Friday, May 29, 2015   |   Conference Hall

인문가치 모색   Seeking the Value of Huma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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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가치 모색   Seeking the Value of Humanities 세션 SESSION 2

1 한경구 (서울대학교/문화인류학, 한국) HAN, Kyung Koo (Seoul National University/Cultural Anthropology, Korea) 좌장  |  Chair 

2
마롱 (베이징대학교/사회학, 중국) 

차등적 질서구조 - 중국 전통 사회 구조 및 
중국인 행동양식의 이해 

“보다 현대화된 시민 국가와 법치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

리는 문화적 전통을 재고하고 분석해야 한다. 이런 점에

서, 페이 교수의 ‘각기 다른 연합의 방식’과 유관 이론이 

통찰력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MA, Rong (Peking University/Sociology, China) 

“The Differential Mode of Association” 
- Understanding of Traditional Chinese 
Social Structure and the Behaviors of 
the Chinese People

“In order to become a modern civic nation and a 

society ruled by law, we should rethink and analyze 

our cultural traditions. In this aspect, Professor Fei's 

“differential mode of association” and relevant 

theory provides an insightful clue.”

3
천옌 (산동대학교/유교, 중국) 

주공에서 공자까지: 유교 문화 구축 

“유교문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도, 공자 한 사람에 

의해 형성된 것도 아니다. 만약 공자의 성공이 주공에게서 

비롯되었다고 한다면, 주공의 성공은 하·상·주 3대의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다.” 

CHEN, Yan  
(Shandong University/Confucianism, China) 

From Zhou Gong to Confucius: 
The Construction of Confucian Culture 

“Confucian culture was not created overnight or 

developed by Confucius alone. Assuming that 

Confucius's success stemmed from the Duke of 

Zhou, the Duke's success was rooted in the history 

of three dynasties, from Xia, through to Shang, and 

finally Zhou.”

4
옌윤샹 (UCLA/인류학, 미국) 

중국 북부 농촌지역의 세대간 유대감

“세대간 친밀함의 부상은 가족의 속성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동시에 중국 가족문화에서의 도덕적 자아를 재

창조하는 것을 나타낸다.”

YAN, Yunxiang (UCLA/Anthropology, USA)  

Intergenerational Intimacy 
in Rural North China 

“The rise of intergenerational intimacy represents 

the changing nature of the family and, at the same 

time, a remaking of the moral self in Chinese family 

culture.”

패널 발표  |  Panel

1
3

2 5 6
4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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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토 아비토 (도쿄대학교/인류학, 일본)

일본에서의 공감과 공동체 

“일본사회의 구체성, 경험주의, 실천지향이란 민속지식(암묵지), 신체기법, 

생활에 직결된 물적표상을 중시하는 감각적 접근이다. 이러한 공동성共同

性·공감은 사물에 입각한 의사소통과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성립된 실천

공동체라고도 할 수 있으며, 포괄적이며 지속적인 생활공간·생활의식 공

유와 다를 바 없다.”

ITOH, Abito (University of Tokyo/Anthropology, Japan)

Sympathy and Community in Japan 

“Collectivity and sympathy among the Japanese are built on 

communication and concrete action based on materials. It could 

also be said that the Japanese constitute a community of practice, 

because such behaviors are not different from a comprehensive 

and continuous sharing of place and a sense of everyday life.” 

6
이재열 (서울대학교/사회학, 한국) 

한국의 사회적 자본: 관계적 자본, 신뢰, 투명성 

“‘인맥’이라는 관계적 자본이 어떻게 사회의 불평등을 재생산하는데 기여

하는지를 살피고자 하며, 사회의 도덕적 자원의 역할이 거시적 사회변화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YEE, Jae Yeol (Seoul National University/Organization, Korea) 

Social Capital in Korea: 
Relational Capital, Trust, and Transparency

“I focus on the working of the relational capital, or Inmaek, in the 

creation and reproduction of social inequality. Also I figure out the 

macro level transformation of Korean society in terms of the role of 

societal moral resources.”

7

8

양영균 (한국학중앙연구원/문화인류학, 한국)

임경택 (전북대학교/문화인류학, 한국) 

YANG, Young Kyun (Academy of Korean Studies/Cultural Anthropology, Korea) 

YIM, Kyung Taek  (Chonbuk National University/Cultural Anthropology, Korea)

자유 토론  |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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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과 배려의 여성적 조건과 방법
‘공감과 배려’는 그 자체로 좋은 가치들일까? 역사적으로 그것이 작동했던 

조건들에 대한 물음은 없어도 무방할까? 더불어 사는 삶의 조건으로서 공감과 

배려, 그 여성적 조건과 실천방법에 대한 질문을 던져본다. 이를 통해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문화유전자인 유교의 젠더 구조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여기서 출발

하는 공감과 배려의 새로운 실천 자원을 탐색했다.

Sympathy and Care from Women's Perspectives
Are sympathy and care effective values as practiced today? Is it important 

to ask questions about the conditions in which those values have historically 

proven to be effective? In this session, questions were mostly about sympathy 

and care as necessary conditions for community living, as well as feminine 

issues and best practices for realizing feminist values. Through this lens, 

the session conducted a critical review of gender roles in strongly-Confucian 

societies such as Korea in order to create a platform for seeking new ways of 

practicing sympathy and care.

세션 SESSION 3
2015년 5월 30일 (토), 09:30~12:00   |   국제회의장
09:30~12:00, Saturday, May 30, 2015   |   Conference Hall

인문가치 모색   Seeking the Value of Huma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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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가치 모색   Seeking the Value of Humanities 세션 SESSION 3

1 5
3 7

2 6
4 8

2
고정갑희 (한신대학교/페미니즘, 한국) 

가부장체제와 대안세계: 
적녹보라적 가치와 감성의 전환 

“대안세계를 향하기 위한 과정으로 적녹보라적 가치와 그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감성의 전환을 제안한다. 페미니즘 

또한 이러한 전환을 추동해 낼 수 있기 위하여 적녹보라적 

가치와 감성의 전환을 연결할 수 있는 사상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KO, Gap Hee 
(Hanshin University/Feminism, Korea) 

Patriarchal System and Alternative World: 
The Value of the Red-Green-Purple 
Paradigm and the Transition of the 
Sensibility 

“To change the system, we need to consider the 

value of Red-Green-Purple and the transition of 

our sensibility. Feminism can also works as a crucial 

thought for connecting the value and the sensibility.”

3
최혜월 (호주국립대학교/여성학, 호주) 

탈식민지 정치와 페미니즘의 범지역적 배려

“식민지 시대의 종언 이후,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들, 아이

디어와 이미지의 교류는 전례가 없던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성, 인종, 국적, 종교, 나이 또는 이념

에 기반을 둔 다양한 인적 관계에 대해 창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역동적인 플랫폼을 제공한다.”

CHOI, Hyae Weol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Gender History, Australia) 

Trans-Local Care in Postcolonial Politics 
and Feminisms 

“The unprecedented rate of flow of people, 

ideas, and images from outside the national 

boundaries in the postcolonial era has created 

a dynamic platform for critical and alternative 

thinking about human relations based on gender, 

race, citizenship, religion, age or ideology. ” 

4
김선희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과학원/철학, 한국)

공감·배려·정의: 유학과 여성주의의 관점에서 

“유학에서는 공감에 바탕을 둔 타자에 대한 관심과 책임

을 사회적 ‘정의’의 핵심 원리로 삼는데 이는 여성주의에

서 말하는 관계적 자아의 관점과 유사하다. 특히 유학은 

배려가 사적 관계를 넘어서 정치적 맥락에서 실현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배려를 모든 인간의 보편적 상황이자 

정치적 실천 원리로 보려는 여성주의의 입장과 대화 가능

하다.”

KIM, Seon Hee (Ewha Institute for the Humanities, 
Ewha Womans University/Philosophy, Korea) 

Empathy·Care·Justice: From the 
Perspective of Confucianism and Feminism 

“Emphasis for others in Confucianism is similar 

to the idea of the ‘relational self’ which is 

highly valued in Feminism. Furthermore, since 

Confucianism insists that the care for others should 

be realized in political context beyond personal 

relations, it can effectively communicate with 

Feminism which takes the care as general situations 

and political practices.”

패널 발표  |  Panel

1 이숙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철학,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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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장  |  Ch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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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리첸양 (난양이공대학교/철학, 싱가포르) 

유교 윤리와 배려 윤리: 학술적 논의의 정치적 측면 

“유교 윤리와 페미니스트 돌봄 윤리간의 비교 연구는 중국 철학자와 페미니스트 

철학자로부터 상당한 관심을 끌었다. 중국 철학과 페미니즘 철학 간의 관계에 대

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LI, Chenyang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Philosophy, Singapore) 

Confucian Ethics and Feminist Care Ethics: The Political 
Dimension of a Scholarly Debate

“The comparative study of Confucian ethics and feminist care 

ethics has received notable attention from scholars of both Chinese 

philosophy and feminist philosophy. The debate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philosophies continues.”

5
정해은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사, 한국) 

16세기 첩妾을 둘러싼 어느 양반 부부의 갈등과 소통 과정 

“조선시대 첩妾은 부부 사이의 소통과 배려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자 난관

이었다. 16세기 조선 사회에서 부부사이의 공감과 배려는 도덕심이나 이데올로

기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부인의 치열한 항의를 통해 쟁취해낸 성과물임

을 보여주고자 한다.”

CHUNG, Hae Eun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History of Korea, Korea) 

Care Ethics through Marital Arguments in the 16th Century 
of Joseon Dynasty - Focused on the Problem of Concubine

“In the Joseon Era, concubines were one of the biggest obstacles in 

communication between a husband and his wife even though they were 

socially accepted at the time. I intend to demonstrate the fact that wife-

husband relationships based on sympathy and care was not a result of 

one's sense of ethics or ideological motivation in Joseon during the 16th 

Century, but was instead a hard-earned reward with the wife's desperate 

protests.” 

7

8

이혜경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철학, 한국) 

임옥희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영문학, 한국) 

YI, Hye Gyung (Institute of Humanitie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Philosophy, Korea) 

IM, Ok Hee (Humanitas College of Kyunghee University/English Literature, Korea)

자유 토론  |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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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공감과 배려 윤리로서의 유교
최근 서구 개인주의 문화의 부정적 양상들이 부쩍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관계 중심적 윤리’가 새롭게 주목 받고 있다. 관계를 유지시키는 공감과 배려의 감정, 

또는 관계를 성립시키는 역할에 초점을 두는 유교윤리를 중심으로 이와 같은 대안적 관

심의 빛과 그림자를 집중적으로 짚어보았다.

Confucianism and the Ethics of Sympathy and Care 
in the 21st Century
Today, East Asian societies are increasingly becoming affected by Western-style 

individualist culture, and so people are looking to traditionally-Asian “relationship-

centered ethics” as an alternative. This session focused on the pros and cons 

of this behavioral and social model, concentrating on Confucian ethics that place 

strong emphasis on sympathy and care as the basis for building and maintaining good 

relationships.

세션 SESSION 4
2015년 5월 30일 (토), 13:00~15:30   |   국제회의장
13:00~15:30, Saturday, May 30, 2015   |   Conference Hall

인문가치 모색   Seeking the Value of Huma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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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가치 모색   Seeking the Value of Humanities 세션 SESSION 4

1 5
3 7

2 6
4 8

2
로저 에임스 (하와이대학교/철학, 미국) 

유교 역할윤리: 개인주의 사상의 문제점 

“유교 역할 윤리는 중국의 철학과 문화가 그 본연의 목소

리를 낼 수 있게 하는 독특한 도덕 철학을 분명하게 나타

내고자 하는 시도다. 이 전체론적인 철학은 관계의 우월

성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서구 개인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Roger AMES 
(University of Hawai'i/Philosophy, USA) 

Confucian Role Ethics: A Challenge to the 
Ideology of Individualism

“Confucian role ethics is an attempt to articulate a 

sui generis moral philosophy that allows this tradition 

to have its own voice. This holistic philosophy is 

grounded in the primacy of relationality, and is a 

challenge to a foundational liberal individualism.” 

3
황경식 (서울대학교/철학, 한국) 

공감과 배려의 윤리 - 대안이냐 보완이냐? 
- 의무윤리와 덕의윤리가 보완하는 제3의 길 

“윤리란 그것을 요청하는 사회구조적 특성과 유기적 관련

아래 진화,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근세이후 전개된 시민

사회적 요구에 맞추어 발달된 서구의 의무윤리가 오늘날 

사회적 규범의 기반이 되지 않을 수 없고 전통윤리가 어떤 

점에서 보완할 수 있는지 다각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HWANG, Kyung Sig
(Seoul National University/Philosophy, Korea) 

Sympathy and Caring Ethics 
- Alternative or Complementary 

“Ethics do evolve as it is in organic relationship 

with characteristics of the society in demand. 

Therefore, it is the Western ethics that constitute 

the fundamental basis of social norm. So we 

must go through a multi-directional research 

on how the Eastern ethics may complement its 

Western counterpart.” 

4
김명석 (연세대학교/철학, 한국) 

21세기의 공감교육 어떻게 해야할까 

“공감과 배려는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요구되는 윤리적 

덕목이지만, 21세기에 들어선 오늘날 이 덕목들의 가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절실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공감과 

배려의 태도를 어떻게 배양하고 확충할 수 있을 것인가 하

는 물음을 고대 중국의 사상가 맹자의 확충擴充이론에 대

한 현대적 재해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KIM, Myeong Seok 
(Yonsei University/Philosophy, Korea) 

How to Cultivate Empathy: 
A Mengzian Perspective in the 21st century

“Sympathy and care are ethical virtues dearly 

valued regardless of time and region. I intend to re-

interpret the Mencius theory of cultivation from a 

modern viewpoint in my presentation today.”

패널 발표  |  Panel

1 김혜숙 (이화여자대학교/철학, 한국) KIM, Hei Sook (Ewha Womans University/Philosophy, Korea) 좌장  |  Ch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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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양일모 (서울대학교/철학, 한국) 

유학의 추상적 계승과 철학화 
一以貫之와 忠恕

“20세기 동서양문명의 대립 속에서 중국에서는 서양사상과의 대결 의

식 속에서 유학의 현대적 의미를 발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현대신유

학의 정립 과정 속에서 유학의 도덕론이 구축되어 가는 양상을 분석하

고자 한다.”

YANG, Il Mo
(Seoul National University/Philosophy, Korea) 

Trans-generational Abstract Transmission of - and 
Philosophizing on - Confucianism

“In the midst of the conflict of civilizations between West 

and East, Chinese scholars have worked to explore the 

meaning of modern Confucianism in rivalry with Western 

philosophies. I intend to analyze the ways in which Confucian 

ethics are developing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Modern 

Confucianism.” 

5
허라금 (이화여자대학교/철학, 한국)

유교윤리, 그 변용의 딜레마 

“유교 가부장제로 특징짓는 조선 시대를 거쳐, 유교 정신과 규범은 한

국인의 정체성 형성에서 큰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시대와 역사 속에

서 윤리적 실천의 방식이 변화해 왔듯, 유교 역시 오늘날에 적합한 방

식으로 그 실천의 방식이 달라질 필요가 있다.”

HUH, Ra Keum 
(Ewha Womans University/Philosophy, Korea) 

Confucian Ethics, the Dilemma of Transformation 

“Confucianism, which is identified with the practice of patriarchy, 

was a core ideology throughout the Joseon Dynasty period. 

However, just as the methods for putting ethics into practice have 

changed over time and throughout history, so the methods for 

putting Confucianism into practice need to be changed in order to 

be acceptable in modern society.”  

7

8

김상준 (경희대학교/사회학, 한국)  

이승률 (아산정책연구원/철학, 한국) 

KIM, Sang Jun (Kyung Hee University/Sociology,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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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토론  |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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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인문학자 한마당
차세대 인문학 연구를 이끌어갈 젊은 세대 연구자들이 학연과 지연을 넘어 전국적 네트

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을 마련했다. 사전에 공모된 대학원생들의 논문이 발

표·토론되었던 이 자리는 학문연구의 장에서 세대 간의 갈등과 단절을 극복하고, 자유

로운 대화를 통해 인문학 연구의 디딤돌을 놓아가는 계기가 되었다.

The Next Generation of Humanities Scholars
This session offered opportunities for young scholars, who will lead the field 

of humanities in the future, to communicate and build nationwide networks 

beyond regional and school ties. In addition, graduate student competition 

winners delivered presentations and lead discussions. The session was 

to serve both as a place for academic studies and also narrow the gap 

between students and today's professionals through open discussion.

세션 SESSION 5
2015년 5월 31일 (일), 13:00~15:30   |   국제회의장
13:00~15:30, Sunday, May 31, 2015    |   Conference Hall

인문가치 모색   Seeking the Value of Huma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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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가치 모색   Seeking the Value of Humanities 세션 SESSION 5

1
4
6

2 5
3 7

1 조정은 (서울대학교/중국철학, 한국) JO, Jung Eun (Seoul National University/Chinese Philosophy, Korea) 

좌장  |  Chair 

2 이수빈 (이화여자대학교/철학, 한국) 

정의와 공감 기반의 유가적 도덕경제관 연구: 
「대학」〈치국·평천하〉장을 중심으로 

LEE, Su Bin (Ewha Womans University/Philosophy, Korea)

Research on the Confucian View of Ethical Economics Based on Justice and Sympathy: 
Focusing on the Chapter, ‘Good State Governance and World Peace’ 
from The Great Learning 

3 최은광 (서울대학교/철학, 한국)

유교 윤리는 서양 도덕철학과 공존 가능한가? : 
상황주의의 도전에 대한 덕윤리의 반론

CHOI, Eun Kwang (Seoul National University/Philosophy, Korea)

Can Confucian Ethics Coexist with Western Moral Philosophy? 
- Refutation from the Ethics of Virtue against the Challenges from Situationism

패널 발표  |  Panel

54  | The 21st Century Human Value Forum



4 김미소 (고려대학교/철학, 한국)

율곡의 ‘至善’ 이해와 
그 실현방법으로서의 ‘戒愼恐懼’

KIM, Mi So (Korea University/Philosophy, Korea)

Yulgok's Understanding of 'Constant Goodness', 
and the Method of 'Extreme Cautiousness' for Its Realization

5 배다빈 (영남대학교/철학, 한국)

<周易>을 통해 본 소통의 문제

BAE, Da Bin (Yeungnam University/Philosophy, Korea)

The I Ching Perspective on the Problems of Communication

6 지혜인 (이화여자대학교/철학, 한국)

배려윤리에 대한 비판 및 점검을 통한 
배려윤리의 의미 고찰

JI, Hye In (Ewha Womans University/Philosophy, Korea)

Contemplation on the Meaning of 
Consideration Ethics through Criticism and Review

7 허필은 (단국대학교/국어국문학, 한국)

『에밀』과 『대학大學』에 나타난 
이상적인 인간상 및 이상사회의 비교 연구

HEO, Pil Eun (Dankook University/Korean Literature, Korea)

A Comparison Study on the Definition of Ideal Human Portraits 
and Utopia in Emile and The Great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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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학회 참여마당
포럼의 취지에 공감하는 전문학회들이 공통의 문제의식 아래 주제와 관련된 다

양한 문제들에 대해 논의하는 풍성한 토론의 향연을 개최했다. 동아시아 전통문

화를 바탕으로 우리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문가치를 모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21세

기 인문가치포럼의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를 모색했다.

Professional Academic Societies 
Discussion Panel
Inkeeping with the aim of this forum, professional academic society 

representatives conducted a series of discussions on various issues with a 

shared critical view on the topics presented. This session sought the values 

society required for a healthy-functioning society on the basis of traditional East 

Asian culture, and promoted ways of implementing them.

세션 SESSION 6
2015년 5월 28일~31일   |   국제회의장   |   백조홀   |   회의실
May 28~31, 2015   |   Conference Hall   |   Baekjo Hall   |   Meeting Room

인문가치 모색   Seeking the Value of Huma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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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가치 모색   Seeking the Value of Humanities 세션 SESSION 6

1 한국여성철학회 & 한국윤리학회
14:00-18:00  |  회의실 3

Korean Association of Feminist Philosophers & The Korean Society for Ethics 
14:00-18:00  |  Meeting Room 3

2 한국멀티미디어학회
28일  16:00-17:30  |  국제회의장
          19:00-21:30  |  백조홀

29일  11:00-16:30  |  갤러리34
          14:00-18:30  |  백조홀 및 회의실1-4

30일  09:30-12:20  |  갤러리34 및 백조홀, 회의실1-4

Korea Multimedia Society 
28th 16:00-17:30  |  Conference Hall
        19:00-21:30  |  Baekjo Hall

29th 11:00-16:30  |  Gallery 34
        14:00-18:30  |  Baekjo Hall & Meeting Room 1-4

30th 09:30-12:20  |  Gallery 34, Baekjo Hall and Meeting Room 1-4

5월 28일  |  May 28 

5월 28일 - 30일  |  May 28 - 30  

1 2 5 6
3 4 7 8

58  | The 21st Century Human Value Forum



3

4

5

6

한국철학사연구회
14:00-16:00  |  회의실 1

한국환경철학회
14:00-18:00  |  회의실 2

한국양명학회
14:00-16:00  |  회의실 3

동양철학연구회
14:00-16:00  |  회의실 4

The Society for Korean Philosophical History
14:00-16:00  |  Meeting Room 1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Environmental Philosophy
14:00-18:00  |  Meeting Room 2

The Korean Society of Yang-ming Studies
14:00-16:00  |  Meeting Room 3

The Society of Eastern Philosophy
14:00-16:00  |  Meeting Room 4

7

8

한국동양철학회
10:00-12:00  |  회의실 1

동양사회사상학회
10:00-12:00  |  회의실 2

The Society for Asian Philosophy in Korea
10:00-12:00  |  Meeting Room 1

The Association of East Asian Social Thoughts
10:00-12:00  |  Meeting Room 2

5월 30일  |  May 30

5월 31일  |  May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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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각 세션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리뷰를 통해 ‘공감과 배려’의 가치론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실천방안을 모색한 ‘21세기 인문가치포럼 2015 안동선언’

의 초안을 마련하였다.

Plenary Discussion
Based on comprehensive reviews of the ideas discussed in each session, 

this discussion shed new light on the axiological meaning of the theme, 

‘Sympathy and Care’. It also sought to draft the ‘21st Century Human 

Value Forum 2015 Andong Statement’, proposing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proposals discussed throughout the event.

세션 SESSION 7
2015년 5월 30일 (토), 16:00~18:00   |   국제회의장
16:00~18:00, Saturday, May 30, 2015   |   Conference Hall

인문가치 모색   Seeking the Value of Huma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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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승환 (고려대학교/철학, 한국)

LEE, Seung Hwan (Korea University/Philosophy, Korea)

좌장  |  Chair 

2 류석춘 (연세대학교/사회학, 한국)

동아시아 공동체와 비공식 연결망 - 중국의 관시, 일본의 아이다가라, 한국의 연고

LEW, Seok Choon (Yonsei University/Sociology,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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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경구 (서울대학교/문화인류학, 한국)

사회변동에 따른 공감과 배려 양상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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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ging Patterns of Sympathy and Care in an Evolving Society

4 이숙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철학, 한국)

공감과 배려의 여성적 조건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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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mpathy and Care from Women's Perspectives

5 김혜숙 (이화여자대학교/철학, 한국)

21세기 공감과 배려 윤리로서의 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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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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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널 발표  |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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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과 배려, 일상에서 되살리다
유교적 가치를 삶의 지도이념으로 삼았던 전통사회에서 자신은 낮추고 남에겐 관대했던 선현들의 모습과 오늘날 삶의 

현장에서 더불어 삶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사례들을 통해 구성원들 사이에 공감과 배려의 정감이 충만한 지역공동체의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Practicing Sympathy and Care in Everyda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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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re adapted as core values amongst 

its members.

장판각 (한국국학진흥원)
Confucian Printing Woodblock Archives (Advanced Center for Korean Studies)



인문가치 구현
Implementing the Value of Humanities

Sympathy and Care
Toward the Society of Living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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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공간에 스며있는 공감과 배려의 향기
동아시아 전통 속에서 인간은 완제품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타인과의 소통을 통해 완성되어가는 존재였다. 이런 까닭에 선현들의 삶의 공

간들은 그 자체로 공감과 배려를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의 장이었다. 사랑방과 안

방, 서원과 향촌 등 전통공간에 스며있는 옛사람들의 삶의 향기를 음미해봤다.

The Seeds of Sympathy and Care Flourish in 
Traditional Pl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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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e for others. This session looked at the ways in which 

the lives of historical Koreans filled traditional places such as Confucian schools 

and lecture halls.

세션 SESSION 1
2015년 5월 30일 (토), 10:00~12:00   |   백조홀
10:00~12:00, Saturday, May 30, 2015   |   Baekjo Hall

인문가치 구현   Implementing the Value of Huma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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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가치 구현   Implementing the Value of Humanities 세션 SESSION 1

1
3

2
4

1 김문식 (단국대학교/한국사, 한국) KIM, Moon Sik (Dankook University/History of Korea, Korea)사회  |  MC

2
김서령 (오래된 이야기 연구소 대표, 한국)

유가의 안방에서 배우는 지혜: 
긍정과 소통과 배려의 힘

“종가 교육은 정체성 습득의 과정이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타자와 소통하는 힘과 문화가 형성되었다.”

KIM, Seo Ryeong (Representative, Old and Deep 
Story Institute, Korea)

Wisdom Learned in the Master Bedroom of 
a Confucian Home: The Power of Positivity, 
Communication, and Consideration

“Education in the head households of traditional 

Korean society was a process of identity 

consolidation on top of which the power and culture 

of communication was formed.” 

3
김학수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사, 한국)

사랑으로 이끌고 존경으로 따르다: 배움공간 

“서원은 가르치고 배운다는 것의 참된 의미를 구현하며, 

이 공간에서 배움을 근간으로 형성된 소통과 배려의 능력

은 삶의 다른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KIM, Hak Su (Academy of Korean Studies/History 
of Korea, Korea)

Leading with Love, Following with Respect: 
Learning Place

“The seowon, or lecture hall, actualized the true 

meaning of teaching and learning in Confucian 

Korea. The ability to communicate and be 

considerate of others, formed based on the learning 

that took place in this educational space, was 

expanded to other areas of life.” 

4
이수환 (영남대학교/한국사, 한국)

근심은 더불고 어려움은 맞들고: 향촌공간

“조선시대의 향촌은 신분을 초월하여 서로 도우며 살아가

는 상부상조의 삶이 실현되었던 공간이다. 옛 향촌공동체

에서 우리는 더불어 삶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

LEE, Soo Hwan 
(Yeungnam University/History of Korea, Korea)

Sharing the Burdens in Life: Country Space

“During the Joseon Dynasty, the hyangchon, or 

countryside village, was the space where a life 

of mutual cooperation was fulfilled beyond one’s 

social status. There is much wisdom, therefore, 

to be learned about life from these traditional rural 

communities.”

패널 발표  |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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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7

정순우 (한국학중앙연구원/교육학, 한국)

이근석 (진안군 마을축제 집행위원장, 한국)

정연상 (안동대학교/전통건축학, 한국)

CHUNG, Soon Woo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Education, Korea)

LEE, Keon Seok (Commissionner, Jeanan Maeul Festival, Korea)

JUNG, Yun Sang (Andong National Univerisity/Traditional Architecture, Korea)

자유 토론  |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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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과 회사를 살리는 한마음 - '경敬'
자칫 깨어지기 쉬운 가정을 화목으로 지켜내고, 경쟁과 갈등으로 허물어져가던 회사를 팀워크으로 살려내는 힘! 상대

를 공경하고 서로를 한마음으로 생각하는 '상경相敬'의 문화에 그 답이 있다. 평생 자신을 낮추고 남을 배려하는 삶으

로 일관했던 퇴계의 철학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행복의 공간으로 복원시킬 해답을 찾아보았다.

Values that Save both Families and Companies: Respect
The power to save a family at risk through harmony or rescue a company filled conflict and 

competition through team work comes from a culture of mutual respect where in individuals both 

respect and care for one another. This session sou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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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SSION 2
2015년 5월 31일 (일), 13:00~15:00   |   웅부홀
13:00~15:00, Sunday, May 31, 2015   |   Woongbu 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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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기동 (성균관대학교/유학, 한국)

공감과 배려의 퇴계철학

“공감과 배려의 마음은 제대로 된 인간관을 바탕으로 형성된다. 퇴

계철학에 담긴 인간에 대한 이해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올

바른 인간관을 형성하도록 할 것이다.”

LEE, Ki Dong 
(Sungkyunkwan University/Confucianism, Korea)

Philosophy of Toegye for Sympathy and Care

“Sympathy and solicitude are formed based on one’s 

overarching view of humankind. An understanding of this 

concept through the philosophy of Yi Hwang (pen name: 

Teogye) will help modern-day citizens develop a view of 

humankind beneficial to all.”  

기조 강연  |  Keynote Speech 

3
서두칠 (전 ㈜이화 글로텍 회장, 한국)

성공적인 경영혁신의 조건

“경영과 혁신, 진정한 리더십은 사람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는 것에

서 시작하며, 이를 바탕으로 인간을 존중하는 문화, 일을 사랑하는 

문화가 형성된다.”

SUH, Doo Chil 
(Former Chairman, Ehwha Glotech Co.,LTD, Korea)

The Success Factors of Change Management 
Implementation for Companies in Crises

“Management, innovation and true leadership become 

possible through fully knowing and understanding people. 

Based on this understanding, a culture of respect for others 

and loving one’s duties can be formed.”  

패널 발표  |  Panel

1 2 3

1 서진영 (자의누리 경영연구원 원장, 한국) SIRH, Jin Young (President, CenterWorld Corp., Korea)

사회  |  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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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천년을 준비하는 정신 문화의 수도 안동
‘한국문화의 창’이자 ‘또 하나의 한국’, 안동安東. 한국정신문화의 수도를 자임하며 

경북도청의 이전을 계기로 지역문화의 중심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안동의 정신

문화사적 역할을 성찰하고, 미래 발전방향을 지역민들과 공유하였다.

Andong, the Capital of Spiritual Culture, 
Prepares for the Next Millennium
In this session, we explo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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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so 

loo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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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션 SESSION 3
2015년 5월 31일 (일), 10:00~12:00   |   웅부홀
10:00~12:00, Sunday, May 31, 2015   |   Woongbu Hall

인문가치 구현   Implementing the Value of Huma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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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기창 (경북도립대학교/행정학, 한국)

미래천년을 준비하는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은 녹색성장, 행정중심도시 건설, 도시기

반 및 생태환경 조성, 한국 정신문화의 글로벌 구축 등 다양한 사업

을 통해 성장해 왔다. 이러한 발전을 지속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함께 모색해 보자.”

KWON, Gi Chang (Gyeongbuk Provincial College/Public Administrative,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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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ong, the capital city of Korea’s spiritual culture, has been growing through various 

government-led initiatives, including the promotion of green growth, urban development focused 

on government administration, infrastructure and ecology, and the international promotion of 

Korean spiritual culture. Here, we look for ways to keep up with these developments.”  

패널 발표  |  Panel

1 송재일 (대구 경북연구원/관광학, 한국) SONG, Jae Il (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Tourism Policy, Korea)

사회  |  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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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정우 (경희대학교/관광학, 한국) BYUN, Jeong Woo (KyungHee University/Hospitality Tourism, Korea)

좌장  |  Chair 

4

5

6

7

이효걸 (안동대학교/철학, 한국)

남치호 (안동대학교/행정학, 한국)

정진수 (한국관광공사 기조팀장, 한국)

박성진 ((주)예문관 대표이사, 한국)

LEE, Hyo Gul (Andong National University/Philosophy,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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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UNG, Jin Su(Director, Planning and Coordination Team Leader, Korea Toursim Organization, Korea)

PARK, Sung Jin (CEO, Yemoonkwan co., Korea)

자유 토론  |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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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자연을 보듬는 농업 - ‘경敬’의 농업
퇴계 이황의 '경敬' 사상을 농업에 응용하여 성공적인 결실을 맺고 있는 안동농협의 사

례를 통하여 자연과 사람,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공감과 배려의 가치가 소통되는 친

환경 농업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이를 디딤돌로 삼아 인본주의에 토대를 둔 새로운 농

업문화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Agriculture that Takes Care of People and 
Nature: The Agriculture of Respect
Andong has long incorpo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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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lo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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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so explored the 

possibility of a new agricultural culture based on humanism.

세션 SESSION 4
2015년 5월 28일 (목), 14:00~17:00   |   백조홀
14:00~17:00, Thursday, May 28, 2015   |   Baekjo Hall

인문가치 구현   Implementing the Value of Huma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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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류장희 (안동농업협동조합 상무, 한국) RYU, Jang Hee (Managing Director, Andong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s Federation, Korea)사회  |  MC

2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한국)

2015년 농식품 정책방향
“생산성·경쟁력을 강조하는 개별 경영체 중심의 농업 패러

다임은 도농격차 및 양극화 문제 해소에 한계가 있어 향후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배려와 소

통의 농정을 펼쳐 농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이끌겠다.”

LEE, Jae Ouk (Director General of Marketing and 
Consumer Policy Bureau,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Korea)

Food and Agriculture Policies in 2015

“The agricultural paradigm, which focuses on 

individual farming units through an emphasis on 

their productivity and competitiveness, is limited in 

terms of its ability to close the disparity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and alleviate the polarization 

that occurs between the two as a result. The current 

future goal therefore is to push forward agricultural 

policies of solicitude and communication, focusing 

on local communities in order to increase their 

effectiveness and turn the agricultural sector into a 

growth industry.” 

3
임덕선 (영남문헌연구원 원장, 한국)

가치를 추구하는 경의 농업 

“농업은 고대 초기국가 설립 단계부터 조선 후기에 이르

기까지 국가의 기반산업으로 인식돼 왔다. 따라서 산업 규

모가 작다거나 비용이 절감된다는 이유로 농업을 사양산

업으로 여겨서는 안되며, 국민을 살리는 생명산업이란 인

식을 갖고 자연과 사람을 살리는 친환경농업을 더욱 육

성·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LIM, Duk Sun (Director, The Academy of 
Yeongnam Antique Book, Korea)

The Farming of Respect, 
Prioritizing Human Values

“Agriculture was considered the nation's most 

fundamental industry from the early years of its 

founding in ancient times up until the late Joseon 

period. It should therefore not be seen as a 

decaying industry simply due to its small size or 

as an excuse to cut costs. Instead, we should 

look at it as a 'life industry', which saves the public 

and foster environmentally-friendly agricultural 

practices that save both the natural world and 

human lives.” 

4
신인식 (농협대학교/농업경제학, 한국)

농업인과 소비자 상호 배려를 위한 
경敬의 농업 현실과 과제

“상호 배려에 의한 경의 농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

도록 생산자·소비자 모두에게 경의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플랜을 통해 실천해야 한다.”

SHIN, In Sik (Agricultural Cooperative University/
Agricultural Economics, Korea)

Practical Task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Agriculture of Honor by the Mutual 
Consideration both Producer and Consumer

“In order for the Agriculture of Honor through mutual 

consideration movement to be able to spread 

across the country, both producers and consumers 

should be educated upon the importance of this 

revolutionary concept. This endeavor should be 

carried out as a long-term initiative.”

기조 강연  |  Keynote Speech 패널 발표  |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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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권영준 (안동대학교/법학, 한국) KWON, Yeong Jun (Andong National University/Law, Korea)

좌장  |  Chair 

6

7

8

9

배영동 (안동대학교/민속학, 한국)

이구의 (경북대학교/한문학, 한국)

이규삼 (서원농업협동조합 전 조합장, 한국)

황찬영 (안동농업협동조합 상무, 한국)

BAE, Young Dong (Andong National University/Folklore, Korea)

LEE, Ku Eui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Korean Literuture in Classical Chinese, Korea)

LEE, Kyu Sam (Former Union President, Seowon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s Federation, Korea)

HWANG, Chan Young (Managing Director, Andong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s Federation, Korea)

자유 토론  |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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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과 함께 크는 사회적경제
자본주의 시장경제 속의 무한경쟁은 시대적 위기를 초래하였으며, 이러한 시대적 상황

을 타개하기 위하여 연대와 협력을 통해 인간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가 주목받

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경제적 이익 보다 사람을 중심에 두는 데에서부터 출발한다. 전

통인문정신을 길잡이로 삼아 사회적경제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모색하였다.

The Growth of Social Economy with 
the Huma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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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ssion ai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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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SSION 5
2015년 5월 30일 (토), 14:00~16:00   |   백조홀
2015년 5월 31일 (일), 13:00~15:00   |   회의실 1-4 

14:00~16:00, Saturday, May 30, 2015   |   Baekjo Hall

13:00~15:00, Sunday, May 31, 2015      |   Meeting Room 1-4

인문가치 구현   Implementing the Value of Huma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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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30일 (토), 14:00-16:00  |  백조홀

14:00-16:00, Saturday, May 30, 2015  |  Baekjo Hall

The Growth of Social Economy with the Humanities

Confucian Values and Cooperative Economies
This discussion explored the various structural problems inherent in local 

economies through an understanding of the Framework Act on Social 

Economy. It looked at new ways of resolving these problems based on 

Confucian values or important local cultural assets.

인문과 함께 크는 사회적경제   1. 유교적 가치와 협동경제
지역경제의 다양한 구조적 문제들을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이해를 통하여 분석하

고, 문제해결의 새로운 방안을 지역의 중요한 문화자산인 유교적 가치를 바탕으로 

살펴보았다.

1
2

1 전병운 (가톨릭상지대학교/놀이지도, 한국) JEON, Byoung Woon (Catholic Sangji College/Play Guidance, Korea)

사회  |  MC

2 문상필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한국)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경제기본법의 필요성

“자본주의 경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가 주목받고 있다. ‘착한 경제’로서의 사회적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기본법’입법을 통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

하다.”

MOON, Sang Pil (Member, Gwangju Metropolitan Council, Korea)

Social Economy and the Importance of 
a Framework Act for the Social Economy

“Today, the social economy is increasingly being seen as a realistic alternative 

of overcoming the negative consequences of capitalism. For the social economy 

to grow in favor of the public, it is necessary to provide institutional mechanisms, 

such as the Framework Act for the Social Economy.”  

패널 발표  |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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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6
7

이재갑 (안동시의회 의원, 한국)

권남규 (경북사회적기업협의회 회장, 한국)

권두현 (경북미래문화재단 이사장, 한국)

박성호 (IT전문가, 한국)

LEE, Jae Gap (Councilor, Andong City Council, Korea)

KWON, Nam Kyu (President, Korea Central Council of Social Enterprise Gyeongbuk Branch, Korea)

KWON, Doo Hyun (Chief Director, Gyoungbuk Frontier Culture Foundation, Korea)

PARK, Sung Ho (IT Expert, Korea)

자유 토론  |  Discussion

4 5
3

6 7

3 박명배 (사회적경제진흥원 원장, 한국) PARK, Myoung Bae (Chief, Socio Economics Agency, Korea)

좌장  |  Ch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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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2
노기돌 (우포늪생태관광네트워크 대표, 한국)

우포 주매마을을 디자인하다

“우포늪 주매 마을은 신뢰와 믿음을 기반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였으며, 지역 문화를 발굴, 개발

하기 위한 지속적인 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ROH, Gee Dol (President, Upo Wetland 
Ecotourism Network, Korea)

The design of Upo Wetland 
Juma Village

“The village of Jumae, located in the Upo 

Wetlands, having successfully vitalized its 

local economy based on trust and faith, 

is continuously promoting various cultural 

projects in order to discover and develop 

local cultural heritages.” 

3
최 철 (문화연구소<길> 소장, 한국)

인문학으로 바라본 마을 만들기

“교촌마을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내발적 마

을발전을 계획 및 도모하는데 인문학적 문화사업

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CHOI, Cheol (Head Manager, Culture 
Research Institute <Gil>, Korea)

Town Looked into the Humanities

“Humanities-based cultural projects are 

playing important roles in strengthening 

the abilities of Gyochon Village residents 

to plan and promote the voluntary 

development of their community.” 

4
이재신 (문화관광연구원 관광두레 피디, 한국)

유교문화의 인문적 가치를 복원시키는 교동 민화마을

“교동 민화마을은 골목에서 전통 놀이를 통해 공동체의 중요성을 배

우고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소득을 창출하고, 그 이익을 서로 나눔으로

써 두레정신을 복원시키고, 상부상조의 미풍과 환난상휼의 양속을 몸

소 실천함으로써 공동체를 복원하는데 그 가치를 둔다.”

LEE, Jae Shin (Tourism Dure Producer, Culture & Tourism 
Institute, Korea)

Gyodong Minhwa Village, Restoring Human Values in 
Confucian Culture

“In Minhwa Village, Gyodong, the importance of community 

is taught through traditional games that are played in the 

village’s many alleys. Here, the residents have formed a 

cooperative to generate income and restore the spirit of dure, 

the farmers’ cooperative, by sharing the profits. As such, they 

place a high value in rejuvenating the community by practicing 

the virtuous and laudable customs of helping each other when 

in trouble.”

패널 발표  |  Panel

1 상 운 ((사)어울누리 대표, 한국) Sangwoon (Chairman, Aulnooree Association, Korea)

좌장  |  Ch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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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 (일), 13:00-15:00  |  회의실 3

13:00-15:00, Sunday, May 31  |  Meeting Room 3

The Growth of Social Economy with the Humanities

How to Make a Town
This session delved into the possibility of making a 

town based on communication and solidarity through 

analysis of real-world case studies. Discussions 

focused on how to make such a town, especially 

by drawing upon the wisdom of the ancients, who 

stressed the importance of living together.

인문과 함께 크는 사회적경제   2. 마을 만들기

소통과 연대에 바탕을 둔 마을 문화의 가능성을 앞선 사례들

을 통해 살펴보고, 더불어 사는 삶을 중시했던 선현들의 지

혜를 길잡이로 그 실천방안에 대한 지혜를 모았다.

6 7
8 9

5
조현민 (국제아프리카영화제 조직위원장, 한국)

부산 구도심의 문화예술활성화

“부산은 전통과 문화예술 글로벌 콘텐츠가 어우러진 세

계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CHO, Hyun Min 
(Chair, Afric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Korea)

Cultural Arts Revitalization of 
the Old Inner City in Busan

“The city of Busan is promoting various cultural 

projects in order to grow as a global metropolis; one 

that offers a combination of tradition, arts, culture 

and global content.”

6

7

8

9

강승진 (춘천시문화재단 정책기획 팀장, 한국)
KANG, Seaung Jin (Policy Planning Director, Chuncheon Cultural Foundation, Korea)

최재권 (나사렛대학교 평생교육원장, 한국)
CHOI, Jae Kwon (Director, School of Continuing Education, Korea Nazarene University, Korea)

이소영 (느루문화연구소 대표, 한국)
LEE, So Young (Representative, Neuru Culture Research Institute, Korea)

김훈규 (거창군농업회의소 사무국장, 한국)
KIM, Hoon Gyu (Secretary General, Geochang agricultural corporation of Commerce, Korea)

자유 토론  |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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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가치 구현   Implementing the Value of Humanities 세션 SESSION 5

5월 31일 (일), 13:00-15:00  |  회의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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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Growth of Social Economy with the Humanities

Social Enterprises
This discussion looked at the concept of “social enterprises” 

as a new alternative to local community that is based 

upon coexistence. It also diagnosed the influence of social 

enterprises on community and explored the activation plan.

인문과 함께 크는 사회적경제   3. 사회적기업
공생에 기반을 둔 지역 공동체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사

회적기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진단하고, 그 활성화 방

안을 탐색했다.

1 김상우 (안동대학교/마케팅, 한국) KIM, Sang Woo (Andong National Univerisity/Marketing, Korea)

좌장  |  Chair 

2 유정규 (좋은경제연구소 소장, 한국)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과 과제

“사회적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가치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야 하며 이를 기초로 하여 관련 주체 간의 협력강화를 통한 실질적인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YOO, Jeong Gyu (Executive Director, Institute of Economy's Circulation, Korea)

Network Building Needs and Challenges for 
the Activation of Social Enterprise

“In order for social enterprises to grow, a consensus on values must first be reached. 

Based upon this premise, the relevant parties should be able to form an actual network 

through strengthened cooperation.”  

패널 발표  |  Panel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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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5

박경구 (안동시 사회적기업협의회 회장, 한국)

김수현 (안동시의회 의원, 한국)

임미애 (전 의성군의회 위원, 한국)

PARK, Gyeong Gu (President, Andong City Social Enterprise Council, Korea)

KIM, Soo Hyun (Councilor, Andong City Council, Korea)

LIM, Mi Ae (Former member, Uiseong-Gun Council, Korea)

자유 토론  |  Discussion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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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가치 구현   Implementing the Value of Humanities 세션 SESSION 5

5월 31일 (일), 13:00-15:00  |  회의실 2

13:00-15:00, Sunday, May 31  |  Meeting Room 2

The Growth of Social Economy with the Humanities

Self-Sufficiency Enterprises
Self-sufficiency enterprises today play a leading 

role in realizing a healthy, integrated community 

based on autonomy and labor, and sharing and 

cooperation. Discussions focused on how to establish 

self-sufficiency enterprises in local societies as an 

alternative economic model.

인문과 함께 크는 사회적경제   4. 자활 기관
자율과 노동, 나눔과 협동을 바탕으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구현에 앞장서 온 자활기업 활동이 지역사회의 대안경제로 

자리매김될 수 있는 방안을 토론했다.

2
3

오경석 (안동지역자활센터 실장, 한국)

정재관 (영천광역자활센터 실장, 한국)

OH, Gyeong Seok (Andong Local Self-sufficiency Center, Korea)

JUNG, Jae Kwan (Yeongcheon Local Self-sufficiency Center, Korea)

자유 토론  |  Discussion

1 황진석 (경북광역자활센터 사무국장, 한국)

더불어 사는 세상을 꿈꾸는 자활사업의 과거, 현재, 미래

“자활은 공감과 배려에 바탕을 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중심이 되어야 

하며, 그 사업의 진행은 지역자활센터의 이해가 아니라 노동빈곤층의 

필요와 욕구가 기준이어야 한다.”

HWANG, Jin Seok (Executive Secretary, Gyeongbuk Province Self-sufficiency Center, Korea)

Inhabitants Dream of Self-sufficiency Business 
in the Past, Present, and Future

“An understanding of humankind based on sympathy and solicitude should be the focus of any self-

sufficiency program. Businesses run based on this model therefore should not be operated according 

to the interests of local self-sufficiency centers, but rather the needs and wants of the working poor.”  

패널 발표  |  Panel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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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 (일), 13:00-15:00  |  회의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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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Growth of Social Economy with the Humanities

Platform Enterprises
Today, it has become supremely important to create new social 

values by utilizing ecologicallyformed networks. Accordingly, faith 

has become a new key value of corporate culture. This discussion 

looked at the possibility of new faith-based corporate culture by 

learning the background and the operation method of platform 

enterprises. 

인문과 함께 크는 사회적경제   5. 플랫폼 조직
생태계적으로 형성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신뢰[信]’가 기업문화의 새로운 가

치로 주목받고 있다. 플랫폼 조직의 배경과 운영방법에 대한 학습을 통하

여 신뢰에 기반을 둔 새로운 기업문화의 가능성을 조명하였다.

1 전병운 (가톨릭상지대학교/놀이지도, 한국) JEON, Byoung Woon (Catholic Sangji College/Play Guidance, Korea)

좌장  |  Chair 

1
2

2 김진영 (로아컨설팅 대표, 한국)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의 등장과 부상, 
그리고 제조업의 미래

“플랫폼은 ‘상생’과 ‘협력’이 원칙인 생태계이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제품의 혁신뿐만 아니라 제품을 소비하거나 참여하는 고객-파트너의 경

제적 효용이 확보되어야 한다.”

KIM, Jin Young (CEO, ROA Consulting Inc., Korea)

The Rise of Platform Business Model and the Future of Manufacturing

“The ecosystem of the platform business requires coexistence and cooperation as its 

ground rules. In such an environment, guarantees upon not only the innovativeness 

of the products but also the economic efficiency of the customers or partners - who 

consume the products or participate in the business - are essential.”  

패널 발표  |  Panel

87



88  | The 21st Century Human Value Forum



1 권영세 (안동 시장, 한국) GWEON, Young Sae (Mayor of Andong, Korea)

환영사  |  Welcoming Remarks

한·중 마을공동체 속에서 찾는 새생활문화운동
생활 속 인문가치의 실천대안으로 마을공동체의 역할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현재 한국과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

는 공감과 배려를 통한 마을공동체의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그 경험을 함께 공유하는 지혜를 나눴다.

Cultural Campaigns for New Living in Korean and 
Chinese Village Co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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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ro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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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SSION 6
2015년 5월 31일 (일), 09:30~12:30   |   국제회의장
09:30~12:30, Sunday, May 31, 2015   |   Conference Hall

인문가치 구현   Implementing the Value of Humanities

1 2 3

2
3

김광림 (국회의원, 한국)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 한국)

KIM, Gwang Lim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Korea)

KIM, Han Gyu (Chair, Andong City Council, Korea)

축사  |  Congratulatory Re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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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가치 구현   Implementing the Value of Humanities 세션 SESSION 6

2
이용태 (한국정신문화재단 이사장, 한국)

새생활문화운동의 원리와 방법

“한국은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생활은 부유해졌으나 도덕

수준이나 행복지표는 우려할 만큼 낮은 수준으로 가고 있

다. 이것은 인성교육이 사회 변천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

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새생활문화운동을 실

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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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rinciple and Method of the New 
Culture Movement of Villages

“Due to rapid economic growth, South Korean 

society has become affluent while its moral standards 

and well-being index are worryingly low.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the country’s humanistic education 

has not adapted to the social changes. We propose 

the creation of the New Culture Movement of Villages 

in order to reverse the current trend.” 

3
정진영 (안동대학교, 한국)

안동지역 향촌공동체의 역사적 특징

“서로 믿고 의지하며, 함께 하는 삶을 구현했던 안동 향촌

공동체의 특징은 오늘날에도 계승, 발전해야 할 가치이다.”

JUNG, Jin Young 
(Andong National University, Korea) 

The Historical Feature of Country Districts 
Community in Ando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untry Districts 

Community, whose members lived a life of mutual 

dependence and togetherness, are values that 

should be continued and developed in present-day 

society.”

4
왕즈민 (맹자연구원 원장, 중국)

공맹孔孟 교육실천의 당대적 의의

“유학의 창시자인 공자와 맹자는 위대한 사상가이자 교육

자였으며, 그들의 교육철학은 시대와 국경을 초월해 현대 인

류에게 필요한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공

맹의 교육 사상과 교육 방식 그리고 실천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야 한다.”

Wang, Zhimin 
(Chair, National Institute of Mencius Studies, China)

Contemporary Significance of Confucius
and Mencius’ Educational Practice

“ Confucius and Mencius, the founders of 

Confucianism, were both great thinkers as well 

as educators. Their educational philosophy 

encompassed the general values that are crucial for 

contemporary mankind beyond times and borders. 

Today, we aim to gain wisdom from the educational 

thoughts, methods and practices of the two sages."

기조강연  |  Keynote Speech 패널 발표  |  Panel

1 이윤화 (안동대학교/중국사, 한국) LEE, Yun Hwa (Andong National University/Chinese History, Korea)사회  |  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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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 목 (진성이씨 온계종택 종손, 한국)

온혜마을 ‘행복마을’ 만들기 구상한국의 
유교 전통과 연고 네트워크 

“온혜마을은 ‘행복한 마음 갖기’,‘역지사지 마음 갖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적극적 참여를 통

해 행복한 마음을 찾아가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1년 계획

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1년 후에는 마을 사람들이 더 많이 

변할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살고 싶어 하는 행복

한 마을이 될 것이다.”

LEE, Mok (The Eldest Grandson of Head Family 
of Ongye in Andong, Korea)

Proposal for the “Happy Village” 
in Onhye Village

“The Korean village of Onhye runs a range of social 

programs, such as “How to Have a Happy Mind” 

and “How to Put Myself in the Other Person’s 

Shoes”, in which the residents actively participate 

in their journey toward happiness. Currently, the 

programs have a one-year timespan; however, the 

villagers hope that they will lead to more positive 

changes in Onhye, and that the initiative will attract 

outsiders to join the community as residents.”

6
엔빙강 (산동대학교/철학, 중국)

최근 산동지역의 
‘향촌유학’ 운동의 현황과 추이

“향촌유학은 당대 유학발전의 새로운 형태로, 유학을 윤

리학에서 신앙으로, 이론에서 생활과 실천의 방향으로 변

화시킨다. 또한 유학의 가치를 세계적 가치로 변화시키는 

바탕이 될 것이다.”

YAN, Bing Gang 
(Shandong University/Philosophy, China)

Status and Outlook for the “Confucianism in 
the Country” in Shandong Province, China

“The Confucianism practiced in rural Korean 

communities was a new form of the ideology that 

transformed it from ethics to religion, and from 

theory into lifestyle and practice. It is proposed that 

this more recent brand of Confucianism should be 

used to turn long-held Confucian values into global 

values.”

7
강신욱 (진안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 부센터장, 한국)

내발적 발전에 근거한 마을 공동체 복원

“좋은 사회란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더불어 잘 사는’사

회다. 이는 어는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가 아니라 모든 사

람이 서로 어울려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사회를 말한다. 사

회구성원 모두가 공생할 수 있는 공동체 회복 운동은 이러

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 될 것이다.”

KANG, Shawn 
(Vice President, Maeulnsalam, Korea) 

Restoration of Village Communities based 
on the Development of Civil Initiative

“A good society is one in which its members live in 

harmony, rather than just a select few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The Restoration of Village 

Communities initiative, wherein all members of 

a community can coexist, will provide a way to 

actualize the 'good society'.”

1
2 4 5
3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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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군자의 꿈
자라나는 어린 새싹들을 군자적 소양을 갖춘 시민으로 길러내는 지역 특화 교육프로

그램인 초록군자의 단원들이 미래세대의 리더십인 ‘공감과 배려 그리고 책임윤리’

를 주제로 자신들의 생각을 발표하고 서로의 꿈을 나눴다.

The Dreams of the Little Gentlemen
This session was an open platform for the members of Little 

Gentlemen - a localized educational program that tou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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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문가치 구현   Implementing the Value of Humanities

세션 SESSION 7
2015년 5월 31일 (일), 13:00~15:00   |   백조홀
13:00~15:00, Sunday, May 31, 2015   |   Baekjo 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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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산서원
Byongsanseowon (Private Confucian Academy)



Sympathy and Care
Toward the Society of Living Together

폐막식
Closing Cerem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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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창 (경북도립대학교/행정학, 한국)

KWON, Gi Chang (Gyeongbuk Provincial College/Public Administrative, Korea)

사회  |  MC

정의화 (국회의장, 한국)

Chung, Ui Hwa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 Korea)

영상메세지  |  Video Message

폐막식
Closing Ceremony
2015년 5월 31일 (일), 15:30~17:00   |   웅부홀
15:30~17:00, Sunday, May 31, 2015   |   Woongbu 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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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막식   Closing Cerem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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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문가치 공유 요약보고  Summary: Sharing the Value of Humanities

김교빈 (호서대학교/철학, 한국)

KIM, Kyo Bin (Hoseo University/Philosophy, Korea)

2 인문가치 모색 요약보고  Summary: Seeking the Value of Humanities

이승환 (고려대학교/ 철학, 한국)

LEE, Seung Hwan (Korea University/Philosophy, Korea)

3 인문가치 구현 요약보고  Summary: Implementing the Value of Humanities

서진영 (자의누리 경영연구원 원장, 한국)

SIRH, Jin Young (President, CenterWorld Corp., Korea)

요약보고  |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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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막식   Closing Cerem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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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태 (한국정신문화재단 이사장, 한국)
LEE, Yong Teh
(Chief Director of the Korea Foundation for Cultures and Ethics, Korea)

환송사  |  Gratitude Remarks

1

2

3

권영세 (안동시장, 한국)
GWEON Young-sae (Mayor of Andong, Korea)

김광림 (국회의원, 한국)
KIM Gwang-Lim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Korea)

로저 에임스 (하와이대학교/철학, 미국)
Roger AMES (University of Hawai'i/Philosophy, USA)

축사  |  Congratulatory Remarks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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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인문가치 포럼 2015 <안동선언>
The 21st Century Human Value Forum 2015   Andong Statement 

폐막식   Closing Cerem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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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인문가치포럼 2015
안동선언

우리는 개인주의와 무한경쟁, 소통부재로 신음하는 현대사회에서 공감과 배려의 가치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모색

하고, 인간 삶의 가치가 존중받는 세상을 이루고자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에 모였다. 

우리는 이 세상이 살만한 가치가 있는 곳으로 참으로 사람답게 살고 싶은 열망이 꽃피는 곳이기를 바라마지 않으

며, 개인들로 낱낱이 흩어진 차가운 세상이 후세에 물려줄 미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믿음 속에서 공감과 배려가 

세상을 따뜻하게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유교문화의 근간을 이루었던 공감과 배려의 가치야말로 현대사회가 가장 긴급하게 요구하는 것임을 확신

하는 바, 성별 간, 가족 간, 세대 간, 종교 간, 이념 간의 갈등이 공감과 배려의 덕 안에서 치유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안동시는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확신한다. 

2015년 5월 31일 

<21세기 인문가치 포럼 2015> 참가자 일동

The 21st Century Human Value Forum 2015   

Andong Statement

No one would disagree that we are now living in a society that is lacking in meaning and beauty. Nor 

does any one seem willing to bequeath the grim picture painted by rampant materialism to future 

generations. Indeed never in history has the life and happiness of the human being as a supreme 

value been threatened more severely than now. The diagnosis is disheartening and the cure seems 

out of reach. Faced with such a gloomy situation, it is surely a tall order for anyone to provide a 

solution that would return us to the very roots of humanist values.

But no matter how arduous it might appear, the challenge should not overwhelm our attempt, nor the 

difficulties thwart our efforts. For we firmly believe that self-interest and egotism should no longer be 

the guiding principles that govern our lives; that happiness and satisfaction are not to be had through 

competition and contention but are ideals achieved only by cultivating sympathy and promoting care 

among individuals. 

It is no mere a coincidence then that today's gathering is hosted and supported by the city of Andong, 

better known in Korea as "the faithful custodian of Confucian values,"  the municipality and its 

province are exemplary in maintaining traditional ideals that must be cherished and promoted.

May 31, 2015

All participants of the 21st Century Human Value Forum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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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인문가치포럼 2015>에 참가해주신 국내외 석학과 전문가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이곳 문화예술의 전당을 찾아 성황을 이루어주신 시민 여러분! 

먼저, 이번 포럼이 잘 마무리 된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힘을 보태주

신 덕분입니다.

우리는 지난 3일 동안 ‘공감과 배려’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감과 배려’는 고차원적이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 실용

적인 가치입니다. 이번 포럼은 근래 많이 거론되는 인문가치를 이처럼 실생활과 직결된 주제로 구체화하여 다루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

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17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 지난 3일 동안 주제와 관련된 많은 발제와 토론, 그리고 사례 발표들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가 귀

담아 듣고 그 의미를 되새겨볼 만한 귀중한 지혜들이었습니다. 이번 포럼을 총괄한 조직위원장으로서 무엇보다 행사 기간 내내 이렇듯 

수준 높은 논의들이 오고 간데 대해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지난 3일 동안 개진된 많은 의견과 제안들은 앞으로 우리가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나가는 데 유용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한국 속담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실천으로 구체화되지 않으면 의미가 반감된

다는 뜻입니다. 이번 포럼의 성과도 단순한 지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삶을 인도하는 살아있는 지혜로 꿰어지기 위해서는 실천으로 연결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선현들이 그렇게 강조했던 앎과 행동의 일치, 즉 지행합일知行合一의 정신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포럼

이 우리 모두가 가족과 직장동료처럼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서부터 공감과 배려를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21세기 인문가치포럼 2015>를 빛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 3회 포럼에는 좀 더 새

로운 주제를 가지고 만나 뵙겠습니다. 변함없는 애정과 질정 당부 드립니다. 근무하시는 일터와 가정에 공감과 배려의 문화가 충만하기

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5월 31일 

<21세기 인문가치 포럼 2015> 조직위원장 김 병 일

폐막식   Closing Ceremony

폐회사
Closing Remarks

104  | The 21st Century Human Value Forum



Ladies and gentlemen, the 21st Century Human Value Forum is about to be closed. I'd like to thank all participants 

for being with us till the very end. Also, I appreciate citizens of Andong and the organizing committee members for 

their dedication. 

We have had an open dialogue on 'Sympathy and Care' in the last three days. 'Sympathy and Care' is not a 

complicated or abstract value but is a practical value related to the daily issue. For example, sympathy and care 

can be reflected in maintaining a good relationship with others on a daily basis, which would lead us to have a 

happier life. We believe the forum was very meaningful because the values we dealt with during the Forum are the 

values we face in real life.  

There were 17 different sessions of presentations, discussions, and case study presentations. Insights and 

perceptions were introduced and discussed to examine the meaning of human values. In my capacity as the Chair 

of the 21st Century Human Value Forum, I have had the greatest honor and pride of having a quality time with 

participants and speakers and I am most confident that many opinions and suggestions gathered in and around 

the Forum will be used as a useful guide for us to make a better tomorrow for all. 

There's an old saying in Korea, “Nothing is complete unless you put it in final shape.” In other words, no matter 

how good something is, it is still not good if it's not being practical. The result of this forum should be practiced to 

lead our life better. This is the spirit of our ancestors who emphasized the unity of knowledge and action. I hope 

that all of you practice the sympathy and care for people, such as family and close colleagues. 

Finally, I would like to thank all of you once again for your kind presence. I sincerely hope to have you all welcomed 

to the 3rd forum next year and kindly ask your interests and supports for the Forum.

 

Thank you.

May 3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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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5월 31일 (일), 18:00~20:00   |   안동리첼호텔 에메랄드홀
18:00~20:00, Sunday, May 31, 2015   |   Andong Richell Hotel  Emerald 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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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문화유산 하회마을
Andong Hahoe Folk Village, the World Heritage



부대행사
Side Events

Sympathy and Care
Toward the Society of Living Together



부대행사   Side 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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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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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hibition & Screening of 'Mitoori' Animated Fe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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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nessed the conjugal love of a woman bereft of her husband some 450 

years ago through these surviving artifacts and the accompanying animated film.
2015년 5월 29일~31일   |   갤러리 5

May 29~31, 2015   |   Gallery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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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의 길 위에서 공예의 가치를 보다
전시회마다 호평을 받는 안동지역 전통공예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하며,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의 

문화적 저력과 전통공예에 스며있는 느림과 여유, 자연친화적 정서를 함께했다.

Rediscovery on Value of Crafts in Humanities
Participants were invited to experience the traditional works of Andong craftsmen, 

which were regularly on display at various exhibitions. They also h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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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판 찍기 및 가훈 써주기 
Woodblock Printing and Calligraphy Experience

안동 관광·특산품 전시 
Exhibition of Andong Regional Products

2015년 5월 26일~31일   |   갤러리 35

May 26~31, 2015   |   Gallery 35

2015년 5월 29일~31일   |   야외전시장

May 29~31, 2015   |   Outdoor Exhibition Area

2015년 5월 29일~31일   |   야외전시장

May 29~31, 2015   |   Outdoor Exhibitio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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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pathy and Care
Toward the Society of Living Together

문화투어
Cultural Tour



하회마을 Hahoe Folk Village

문화투어
Cultural Tour
2015년 5월 31일 (일), 09:00~15:00   |   안동시 일대
09:00~15:00, Sunday, May 31, 2015   |   Andong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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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투어   Cultural Tour

한국국학진흥원 Advanced Center for Korea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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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경북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일원
개   관    2018년 (예정)

Venue    Dongbu-ri Dosan-myeon Andong-si Gyeongsangbuk-do Korea
Scheduled date of opening    2018

포럼 컨벤션 센터 조감도  Aerial View of Forum Convention Center



1  컨벤션센터 / 유교문화박물관 Convention Center / Confucian Culture Museum

2  한국문화테마파크 Korea Culture Theme Park

1

2



조직위원회  Organizing  Committee

이용태 (한국정신문화재단 이사장) LEE, Yong Teh (Chief Director of the Korea Foundation for Cultures and Ethics)

김병일 (21세기 인문가치포럼 조직위원장) KIM, Byung Il (Chair of the 21st Century Human Value Forum)

학술분과위원회 SCIENTIFIC PROGRAM SUB COMMITTEE

위원장 CHAIR 김혜숙 (이화여자대학교/철학) KIM, Hei Sook (Ewha Womans University/Philosophy) 

위원 MEMBER

김교빈 (호서대학교/철학) KIM, Kyo Bin (Hoseo University/Philosophy)

김문식 (단국대학교/한국사) KIM, Moon Sik (Dankook University/History of Korea)

김상준 (경희대학교/사회학) KIM, Sang Jun (Kyung Hee University/Sociology) 

류석춘 (연세대학교/사회학) LEW, Seok Choon (Yonsei University/Soc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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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일모 (서울대학교/철학) YANG, Il Mo (Seoul National University/Philoso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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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환 (고려대학교/철학) LEE, Seung Hwan (Korea University/Philosophy)

이효걸 (안동대학교/철학) LEE, Hyo Gul (Andong National University/Philoso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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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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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사 ASSISTANT 
ADMINISTRATOR

이승률 (아산정책연구원/철학) YI, Seung Ryul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Philosophy)

전문위원 
TECHNICAL EXPERT

신정원 (한국예술종합학교/철학) SHIN, Jung W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Philosophy)

문화분과위원회 CULTURE SUB COMMITTEE

위원장 CHAIR 이기동 (성균관대학교/유학) LEE, Ki Dong (Sungkyunkwan University/Confucianism)

위원
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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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승섭 (성균관청년유도회 상임부회장) NAM, Seung Seop (Vice-Chairman, Korea Young Confuc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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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진영 (자의누리 경영연구원 원장) SIRH, Jin Young (President, CenterWorld Corp.)

송재일 (대구 경북연구원/관광정책) SONG, Jae Il (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Tourism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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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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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사 ASSISTANT 
ADMINISTRATOR

권기창 (경북도립대학교/행정학) KWON, Gi Chang (Gyeongbuk Provincial College/Public Administrative)

전문위원 
TECHNICAL EXPERT

유은주 (안동대학교 창조연구소/철학) YOO, Eun Joo (Confucius Institute, Andong National University/Philosoph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