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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5일(목)

웅부홀 백조홀 국제회의장 기타 장소

오전
[실천세션 2]

팔경의 인문가치
10:00 ~ 12:00

[실천세션 1]
1부_세계 유교문화자원의 현대적 활용

09:00 ~ 12:00

[학술세션 2]
1부_4차 산업혁명시대의 문화콘텐츠와 인문가치

09:30 ~ 12:00

오후

[실천세션 1]
2부_세계 유교문화자원의 현대적 활용

13:00 ~ 15:00

[학술세션 2]
2부_4차 산업혁명시대의 문화콘텐츠와 인문가치

13:20 ~ 15:30

[개막식]
15:30 ~ 16:10  |  1부_ 공식행사
16:15 ~ 16:55  |  2부_ 기조강연 : 4차 산업혁명의 사회적 도전과 보다 나은 미래
17:00 ~ 17:50  |  3부_ 특별강연 : ‘4차 산업혁명’이 펼쳐낼 미래 세상 / 우리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은? 

저녁 [공식만찬]
18:30 ~ 20:00

6일(금)

웅부홀 백조홀 국제회의장 기타 장소

오전
[실천세션 3]

인성교육의 효과적인 실시방안
09:00 ~ 12:00

[학술세션 1]
1부_질주하는 과학기술 시대와 인문가치

09:00 ~ 12:00

오후

[참여세션 1]
인생수업

14:00 ~ 16:00 [학술세션 1] 
2부_질주하는 과학기술 시대와 인문가치

13:30 ~ 17:30

[실천세션 4]
일제강점기 민족운동과 종교

13:30 ~ 17:10[참여세션 2]
영화콘서트

16:00 ~ 18:00

저녁
[참여세션 3]

청춘콘서트
19:00 ~ 21:00

[교류의 장]
18:30 ~ 20:00

7일(토)

웅부홀 백조홀 국제회의장 기타 장소

오전
[참여세션 4]

문화콘서트
10:30 ~12:00

[문화공연]
책벌레가 된 멍청이

11:00 ~12:00

[학술세션 1]
3부_질주하는 과학기술 시대와 인문가치

09:00 ~ 12:00

안동	∙	예안항교
석전대제

오후

[실천세션 5]
국난극복과 지식인의 역할

13:30 ~ 16:30

[문화공연]
책벌레가 된 멍청이

14:00 ~15:00 [VIP 투어]
13:00 ~ 17:00[참여세션 5]

공감콘서트
16:30 ~18:30

[문화공연]
책벌레가 된 멍청이

16:30 ~17:30

저녁
[폐막식 및 환송만찬]

특별강연_4차 산업혁명과 미래인재 양성
18:00 ~ 20:00

공식행사 부대행사인문가치	참여 인문가치	학술 인문가치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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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5(Thu)

Woongbu Hall Swan Hall International Conference Room Other Venues

AM
[Practice Session 2]

Humanistic Value of 8 Scenes in Andong

10:00 ~ 12:00

[Practice Session 1]
Part 1_Modern Utilization of Confucian 

Heritage in Asian Countries

09:00 ~ 12:00

[Academic Session 2]
Part 1_Cultural Contents and Human 

Values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09:30 ~ 12:00

PM

[Practice Session 1]
Part 2_Modern Utilization of Confucian 

Heritage in Asian Countries

13:00 ~ 15:00

[Academic Session 2]
Part 2_Cultural Contents and Human 

Values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13:20 ~ 15:30

[Opening Ceremony]
15:30 ~ 16:10  |  Part 1_ Official  Event

16:15 ~ 16:55  |  Part 2_ Keynote Lecture : The social challenge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seeking of a brighter future

17:00 ~ 17:50  |  Part 3_ Special Lecture : The future that unfolds with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What is our strategy to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ve-
ning

[Welcome Dinner]
18:30 ~ 20:00

6(Fri)

Woongbu Hall Swan Hall International Conference Room Other Venues

AM

[Practice Session 3]
Effective Measures to 

Implement Holistic Education

09:00 ~ 12:00

[Academic Session 1]
Part 1_Era of Galloping Science & 

Technology and Human Values  Revolution

09:00 ~ 12:00

PM

[Engagement Session 1]
Life Lession

14:00 ~ 16:00
[Academic Session 1]

Part 2_Era of Galloping Science & 

Technology and Human Values  Revolution

13:30 ~ 17:30

[Practice Session 4]
Nationalistic Movement and Religion 

Under Japanese Rule

13:30 ~ 17:10
[Engagement Session 2]

Movie Concert

16:00 ~ 18:00

Eve-
ning

[Engagement Session 3]
Youth Concert

19:00 ~ 21:00

[Networking Dinner]
18:30 ~ 20:00

7(Sat)

Woongbu Hall Swan Hall International Conference Room Other Venues

AM
[Engagement Session 4]

Culture Concert

10:30 ~12:00

[Cultural Musical]
A Fool Who Became a Bookworm

11:00 ~12:00

[Academic Session 1]
Part 3_Era of Galloping Science & 

Technology and Human Values  Revolution

09:00 ~ 12:00

Seckjeon Deeje

Ceremony

PM

[Practice Session 5]
Overcoming National Crises and 

Roles of the Intelligent

13:30 ~ 16:30

[Cultural Musical]
A Fool Who Became a Bookworm

14:00 ~15:00 [VIP Tour]
13:00 ~ 17:00

[Engagement Session 5]
Empathy Concert

16:30 ~18:30

[Cultural Musical]
A Fool Who Became a Bookworm

16:30 ~17:30

Eve-
ning

[Closing Ceremony]
Special Lecture & Farewell Dinner

18:00 ~ 20:00

Formal Event Human Values Engagement Human Values Academic Human Values Practice Additional Events





Opening Ceremony

개막식

2019년	9월	5일(목)		|		15:30~17:50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웅부홀

September 5(Thu)  |  15:30~17:50

Andong Culture & Art Center, 

Woongbu 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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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환담 / 개막공연
VIP Meeting / Opening Performance



개회사
Opening Ad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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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반기문 제8대 유엔사무총장님 내외분! 

정부를 대표하여 참석해주신 김용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님! 김광림 국회의원님!

권영세 안동시장님과 정훈선 안동시의회 의장님! 영상축전을 보내주신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이낙연 국무총리님, 이철우 경북도지사님! 

그리고 지난 5회 대회를 이끌어 주신 이용태 전 이사장님!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의 자랑스런 안동시민과 제6회 인문가치포럼에 참석해 주신 국내외 귀빈여러분께 말씀을 올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북도와 안동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후원으로 한국정신문화재단이 주관하는 금년도 21세기 인문

가치포럼은 인류의 생존문제와 함께 품격 높은 삶, 인간다운 삶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는 이야기마당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지난 다섯 번의 포럼을 통해 공감과 배려, 나눔과 울림, 함께하는 행복세상, 생명과 삶의 가치 등 폭넓은 분야에 걸쳐 인문가치를 논의하였으나, 

아직도 풀어야 할 과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인류가 소망하는 행복과 평화 등 보편적 인문가치들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을 뿐 아니라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은 사람과 사람간의 인간관계를 대체할 만큼 인간의 존엄성과 존재가치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상상을 초월하는 AI, Big Data, 가상현실(Virtuality), 생명공학(Biotechnology) 등 지능정보기술 및 물질문명이 가져다준 편익과 

풍요의 이면에는 인간의 정체성과 인간다운 삶을 저해하는 폐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1차·

2차·3차 산업혁명시대를 통하여 양극화의 폐해를 경험한 바 있으며, 로봇이 인간을 대신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우리 인류와 과학기술이 

공존할 수 있는 포용적 인문가치의 모색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인간과 과학의 상호작용 체계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과학기술시대에 사람다움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할 때입니다. 인간은 문화적 존재이기에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간 주체성의 확보 속에서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올해 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 포용적 인문가치’를 주제로 하여 질주하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도래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인류가 

겪게 될 폐해와 극복해야 할 과제들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하였습니다. 

금번 포럼에서는 지난 10년간 세계평화와 인류의 가치를 위해 애쓰신 반기문 제8대 유엔사무총장님과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하여 

많은 국내외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공감하는 유익한 포럼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정성들여 준비한 포럼이 인간다운 삶과 진정한 행복을 되새기는 감동적인 인문향연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하며, 멀리서 참석해주신 국내외 

학자 여러분과 한국국학진흥원, 국립안동대학교,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안동청년유도회, 한국연극협회안동지부와 발표자·토론자·출연자 

그리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광림 국회의원님과 권영세 안동시장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안동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9월 5일

한국정신문화재단이사장  이 희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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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 안동시, 시장

KWEON, Young Sae | Andong City Government, Mayor

1

환영사
Welcome Ad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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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 대한민국국회, 국회의장

MOON, Hee sang | National Assembly of Republic of Korea, Speaker

5

이낙연 | 국무총리

LEE, Nak Yeon | Prime Minister

6

이철우 | 경상북도,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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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김용삼 |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KIM, Yong Sam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Vice Minister

2

김광림 | 대한민국국회, 의원

KIM, Gwang Lim | National Assembly of Republic of Korea, Member

3

정훈선 | 안동시의회, 의장

CHUNG, Hoon Seon | Andong City Council, Chairman

4

축사
Congratulatory Address

축하 영상
Congratulatory 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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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막 퍼포먼스
Opening Performance



1312

 개막식  |  Opening Ceremony

기조강연
Keynote Lecture

4차 산업혁명의 사회적 도전과 보다 나은 미래

4차 산업혁명은 보다 나은 세계, 보다 나은 미래라는 유엔의 비전에 커다란 사회적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4차 산업의 진전에 따라 많은 일자리가 파괴

되고 양극화가 격심해질 것이며 이는 단순히 과학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인문학과 인문가치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4차 산업혁명이 심화될수록 

인문가치와 인문학의 역할도 커져야 한다. 

The Social Challenge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seeking of a brighter future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presents a great social challenge to UN’s vision of a better world and a better future. It is predicted that 

jobs will be destroyed and polarization will become even more severe with the progression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t is not just 

a problem of science and technology, but also a matter of humanity and human values. Humanity and human values must take on a more 

substantial role a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ontinues to progress. 

반기문 | 제8대 UN 사무총장

BAN, Ki Moon  | The 8th Chairman of the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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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강연
Special Lecture

‘4차 산업혁명’이 펼쳐낼 미래 세상

4차산업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미래로 침투해 삶의 질을 더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은 사회, 문화, 교육 전반에 걸친 

대전환에 수반되는 윤리적, 법적, 사회적 쟁점들의 해결과 인간 자신과 

인류에 대한 더 깊은 통찰과 소통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신 혁명의 도전에 대한 지혜로운 대응으로 공동의 미래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책임이 있다. 

The future that unfolds with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Fourth Industrial is being integrated into our daily lives and 

future in a way that will improve the quality of our lives. Howeve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ill require the resolution of ethical, 

legal and social issues that accompany any major transformation 

across society, culture and education. It will also demand deeper 

insight and dialogue regarding oneself and humanity. We have a 

responsibility to lead the collective future in the right direction and 

respond wisely to the challenges facing the new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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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선진국에서는 정보과학 분야와 생명공학 분야

의 첨단기술이 전 인류의 운명을 어떻게 결정하게 될지에 대한 거시적 논

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려면 우리도 첨단

과학기술을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만 연관시켜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인류의 운명 전체를 시야에 담고 생각할 수 있는 역량도 갖추어야 한다. 

What is our strategy to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Developed nations that are lead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re actively engaged in macroscopic discussions regarding 

the impact that information sciences and advancements in 

biotechnology will have on humanity. For us to join the ranks of 

developed nations, we need to go beyond from thinking just about 

how advanced scientific technology will help develop our economy 

and gain the capacity to think with the destiny of mankind in mind.

김승환 |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Kim Seung Hwan | Poh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Professor

1

이태수 | 인천대학교, 석좌교수

Lee Tae Soo | Incheon National University, Chair Professor

2

1 2



지식보다는	지혜가,	언어보다는	소통을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	안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함께	공감하고	더욱	폭	넓은	시각으로	포용하는	인문가치	참여세션

공감하는 다양성, 포용하는 인문가치

A human values engagement session which engages in an open-minded approach for relatable 

cultural diversity in an age which demands wisdom over knowledge, and communication over 

language

Relating with the diversity around us, Embracing human values



Human Values 
Engagement Session

인문가치

참여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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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세션 1 
Engagement Session 1

2019년	9월	6일(금)		|		14:00~16:00		|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웅부홀

September 6(Fri)  |  14:00~16:00  |  Andong Culture & Art Center, Woongbu Hall

인생수업 : 100세 철학자에게 길을 묻다

21세기의 과제는 진보와 보수의 상대적 가치를 다원가치로 발전시키는 과제로 바뀌고 있다. 열린 사회로 발전하는가, 아니면 폐쇄사회로 퇴락하는가의 

선택이다. 열린 사회는 곧 다원가치가 공존하는 인문학적 가치이다. 세계적인 발전적 변화에 대처하는 길과 방법은 무엇인가. 그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Life Lesson : Ask a Hundred-year-old Philosopher the Road to Go

The task of the 21st Century has shifted to develop the relative values between the progress and the conservative as multi-values. To develop 

into an open society or to pull back to a closed society, that is the problem. An open society has human values where multi-values co-exist. 

What are the ways to tackle world-wide development changes? The ‘Life Lesson’ session suggests directions and visions according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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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Moderator

심정옥 | 아나운서

Shim Jeong Ok | Announcer

1

연사 | Speaker

김형석 |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

Kim Hyung Seok | Department of Philosophy, Yonsei University, Emeritus Professo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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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세션 2
Engagement Session 2

2019년	9월	6일(금)		|		16:00~18:00		|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웅부홀

September 6(Fri)		|		16:00~18:00		|		Andong Culture & Art Center, Woongbu Hall

영화콘서트 : 영화에 정답을 묻다

인간은 개인의 위치, 상황, 경험 등 다양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저마다 고유의 가치관을 형성한다. 본 세션에서는 영화 속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통하여 

인간다움과 인문가치에 대하여 대중과 소통한다.

Movie Concert : Ask a Movie the Answer

A human being creates his/her own perspective depending on various environments and conditions such as his/her social positions, 

circumstances and experience. The ‘Movie Concert’ session in designed to communicate with the public through various life stories in movies 

in order to explore the model of genuine human being and human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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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Moderator

이지혜 | 영화기자

Lee Ji Hye | Journalist

1

패널 | Panel

김태훈 | 영화평론가

Kim Tae Hoon | Columnist

2

강신주 | 철학자

Kang Shin Joo | Philosopher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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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세션 3
Engagement Session 3

2019년	9월	6일(금)		|		19:00~21:00		|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웅부홀

September 6(Fri)		|		19:00~21:00		|		Andong Culture & Art Center, Woongbu Hall

청춘콘서트 : 청춘에 꿈을 묻다

‘가치관에 정답이란 없다.’ 4차 산업혁명시대 문화적 다양성 속에서 사회의 기준이나 타인의 시선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며 나만의 

기준에 따라 꿈을 이루어낸 1인 크리에이터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들의 실천 방식과 행동력의 원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본다.

Youth Concert : Ask the Youth Their Dreams

‘There’s no one and only right answer for view points.’ A one-person creators will share their success stories to make their dreams come true 

while not concerning too much about social standards or somebody else’s but believing in themselves in just a way they are, and focusing on 

their own standards amid cultural diversity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audience will have a chance to share the creator’s 

ways to carry out their goals and what gets the creators g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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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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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세션 4
Engagement Session 4

2019년	9월	7일(토)		|		10:30~12:00		|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웅부홀

September 7(Sat)  |  10:30~12:00  |  Andong Culture & Art Center, Woongbu Hall

문화콘서트 : 문화에 인생을 묻다

인생의 선배이자 연기계의 대부인 배우 최불암의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그의 삶을 관철하여 우리의 인생에 대한 진정한 질문과 삶의 가치에 

대해 돌아보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진다.

Culture Concert : Ask the Culture What a Life is

In this session, the audience will meet Mr. Choi Bool-am, a life senior and the godfather of the Korean actors, and share his numerous life 

experiences. Through this 2nd- hand experience of his life, the audience get to look back on fundamental questions of their lives and life 

values, and have time to have empathy among an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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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가치 참여세션  |  Human Values Engagement Session

사회 | Moderator

김경란 | 아나운서

Kim Kyung Ran | Announcer

1

패널 | Panel

최불암 | 배우

Choi Bul Am | Acto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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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세션 5
Engagement Session 5

2019년	9월	7일(토)		|		16:30~18:30	|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웅부홀	

September 7(Sat)		|		16:30~18:30		|		Andong Culture & Art Center, Woongbu Hall

공감콘서트 : 공감에 포용을 묻다 

세상은 개개인이 모여 하나가 되지만 완벽한 원은 없듯이 인간은 모두 똑같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의 가치관이 다름을 틀림이라고 규정할 

수 없다. 다름을 다양함으로 이해하고 나의 가치관과 그대의 가치관이 우리의 가치관으로 확립될 수 있도록 공감과 포용의 인문가치를 지향해야 한다. 

Empathy Concert : Ask the Sense of Empathy Engagement

A world is created with a group of individuals, but no individual is the same as anyone else as if there's no perfect circle. Thus, we should not 

argue that different perspectives of different individuals are wrong. By understanding 'different' as 'diverse', we can establish 'our' perspectives 

based on 'my' and 'your' perspective. And in the course of that, we should pursue human values with empathy and eng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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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가치 참여세션  |  Human Values Engagement Session

사회 | Moderator

심정옥 | 아나운서

Shim Jeong Ok | Announcer

1

패널 | Panel

옹알스 | 개그맨

Ongals | Comedian

2

다니엘 린데만 | 방송인

Daniel Lindemann | Broadcaster

3

이봉원 | 개그맨

Lee Bong Won | Comedian

4

최고은  | 아티스트

Choi Gonne | Artist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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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다변화된	풍요	이면의	인간	주체성과	역할의	상실	문제를	학제적	대화를	통하여	

인간중심의	과학기술	시대를	모색하는	인문가치	학술세션

4차 산업혁명시대 인간주체성의 재인식

In the face of the advancements in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diverse abundance that it brings 

along as well, there are changes in our notion of human identity and a loss in the roles humans are 

accustomed to playing in society. This session academically tackles these types of issues and seeks 

ways to bring on an era of science and technology centered around huma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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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ustrial Revolution 



Human Values 
Academic Session

인문가치

학술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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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 21세기 과학기술의 혁명에 대한 철학적 성찰
Part 1 : Introspection of 21st Century’s Science and Technology Revolution

학술세션 1
Academic Session 1

2019년	9월	6일(금)		|		09:00~12:00		|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국제회의장

September 6(Fri)  |  09:00~12:00  |  Andong Culture & Art Center, International Conference Room

질주하는 과학기술 시대와 인문가치

우리들의 삶의 세계가 무한한 물질적 욕망과 통제 불능의 과학 기술의 확산 속에 빠지는 현실을 직면하면서, 사람이 된다는 것의 의미, 인간의 안전 그리

고 인간다운 삶의 조건의 확보에 초점을 맞추어 보려 한다. 특히 인공지능, 빅 데이터, 생명공학 등을 포함하는 첨단 과학 기술이 미증유의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내는 이 시대에,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분야의 학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대안적이고 적절한 가치관을 찾아보는 일을 시도하고자 한다. 인간

의 주체성과 인간 소외의 문제, 유교를 비롯한 기존의 사상과 가치관의 성찰, 그리고 우리는 과연 얼마나 새로운 과학기술과 타협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

는가도 중요한 주제의 하나가 될 것이다.

Era of Galloping Science & Technology and Human Values

We are encountering our reality full of endless materialistic desires and expansion of uncontrollable science and technology. Thus, this session 

pays attention to : what it means to become a human being; safety for humans; and how to secure life conditions for a life based on humanity. 

In our time, in particular, cutting-edge technology including AI, big data and bio-engineering creates an unprecedented world. Experts from 

human science, social studies and natural science gather in this session in order to find appropriate perspectives that could be alternatives for 

problems of our time. Other important topics include : independence of human being and issues of human alienation; reflection on the existing 

ideologies and perspectives such as Confucianism; and how capable we are to compromise with new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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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가치 학술세션  |  Human Values Academic Session

좌장 | Chair

문옥표 | 산동대학교, 석좌교수

Moon Ok Pyo | Shandong University, Distinguished Chair Professor

1

개회사 | Opening Remarks

김광억 | 산동대학교, 특임일급교수

Kim Kwang Ok | Shandong University, First-Rank Professor

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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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주의와 인문주의

인문학적 사유의 모든 과제는 결국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라는 문

제로 수렴된다. 그럼에도 21세기의 과학의 발전은 인문학의 전통적인 과

제에 대해서도 해답을 제시할 정도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을 하는 사람들

이 적지 않다. 그런 예상을 받침해주는 강경한 과학주의의 논거가 과연 

얼마나 타당한 것인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에 못지 않게 

전통적인 인문학적의 사유를 받침해 온 인문주의 이념의 문제점도 아울

러 조명해보는 시도를 할 것이다.

감사(監査)에 대한 반대 : 가치의 오용 및 지식의 오인

품질을 평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 장치로 세계화한 감사

문화는 모든 형태의 가치를 오직 경제적인 가치로만 평가함으로써 창의

적 사고와 일상적인 윤리적 사고는 희생한 채로 관료적 지배를 강화한

다. 이러한 전세계적 현상이 초래하는 위험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좀 더 

인간적이고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평가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처한 환경을 배경으로 여러 사례를 제시한다.

Scientism and Humanism

All questions tacked by humanistic thinking boil down to the question 

of ‘what kind of live are we are going to live?’. Nevertheless, many 

would suggest that scientific advances in the 21st century will be 

able to provide answers to the questions traditionally dealt with by 

humanities. I would like to take a critical look at some hard-core 

scientism-based arguments that provide the rationale for such 

predictions. At that same time, I will also touch on problems with 

humanism that has been the anchor for humanistic thinking.

Against the Audit: The Misappropriation of Value and 

the Misrecognition of Knowledge

Globalized as a supposedly rational device for assessing quality 

and securing fairness, audit culture reduces all forms of value to a 

single, economistic device, reinforcing bureaucratic dominance at 

the expense of creative thought and the testing of ethical concerns 

in daily practice. Examples will be provided from contemporary 

contexts both to illustrate the dangers posed by this global 

phenomenon and to suggest alternative paths to a more humane 

and socially responsible idiom of evaluation.

연사 | Speaker

이태수 | 인천대학교, 석좌교수

Lee Tae Soo | Incheon National University, Chair Professor

1 마이클 허츠펠드 | 하버드대학교, 교수

Michael Herzfeld | Harvard University, Professo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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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시대의 인간과 사회: 신기술의 도전과 
인문학적 응전

4차산업혁명은 ‘생각하는 기계의 출현‘이라는 점에서 이전 세 차례 산업

혁명과 변별된다. 유일한 사유적 존재로 인정받아온 인간이 인공지능이 

내장된 새로운 사유적 존재와 마주하게 되는 새로운 문명 단계로 들어서

게 된 것이다. 인지적 능력은 물론 감성이나 체감 기능까지 갖춰가는 신기

술의 도전과 그에 대한 인문학적 응전을 집중적으로 논구해보고자 한다.

Humans and Societies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New technologies’ Challenges and 

Humanities’ Responses

The latest 4th Industrial Revolution is distinguished from the foregoing 

three in that it has brought about ‘thinking machines’. In other words, 

human beings, who have been considered the only beings capable 

of thinking in the world, are now confronted by a new breed of AI-

powered beings equally capable of thinking. My presentation will 

discuss the challenges being amounted by new technologies on a 

path of harnessing not only cognitive capabilities but also emotive and 

perceptive functions and humanities’ responses to such challenges.

김문조 |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Kim Mun Cho | Korea University, Emeritus Professor

3

물화세계와 신이 죽은 세계에서의 의미세계 재구성

우리는 더 넓은 시각에서 세계의 의미와 가치 재건을 고려해야 한다. 의

미 있는 세계의 재건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반드시 물화 세계와 의미 

세계 사이에 모순이 존재하지 않음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포괄

적인 교육을 개발해 학생들이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 

마디로, 의미 있는 세계를 재건하는 것은 규율과 지식의 시야를 확대하

고 참여하는 것이지 회피하는 것이 아니다. 

To Reconstruct the Meaningfulness in a world of the 

Reification and the Death of God

We should consider the reconstruction of the meaning and value 

world from a broader view. To think about reconstruct a meaning 

world, we must be aware that there is no contradiction between a 

reification world and a meaning world. Also, we need to develop a 

more comprehensive education to ensure students get an all-round 

development. In a world, to rebuild a meaning world, it is not to 

avoid, but to actively participate in actively expand their own scope 

of discipline and knowledge vision.

류센린 | 산동대학교, 교수

Liu Senlin | Shandong University, Professor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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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과 인문학, 그리고 미래 교육

교육의 오랜 역할 중 하나는 미래 세대로 하여금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

래의 세상에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조직하고 의미화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다. 미래를 규범적으로 상상해야 하는 이러한 역량은 결국 

좋은 삶이란 어떤 것이며 인간과 인간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무

엇인가에 대한 인문학적 물음과 분리될 수 없다. 과학기술의 시대에도 

여전히 인문학이 중요한 이유다.

iELSE(국제협업, 경제, 법, 사회, 윤리): 
인공지능 거버넌스 패러다임

최근 인공지능은 빠르게 발전하고 그 응용의 폭이 더욱 넓어지고 있어

서 인간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공지능 거버넌

스 연구가 시급하다. 이를 위한 기본 패러다임으로 iELSE(국제협업, 경

제, 법, 사회, 윤리)를 제안한다. 오늘날 윤리는 인간과 인공지능의 관계

를 관리하는 방법을 고려하기 위한 것이다. 인공지능의 지능을 인정한다

면 인공지능의 감정도 머지않아 인정하게 될 것이다. 

Science and Technology, Humanities and Future 

Education

One of education’s time-honored functions is equipping future 

generations with an ability to organize their lives and make them 

meaningful in a future world that has yet to come. This calls for an 

ability to visualize the future in normative terms, which in turn is 

inseparable from the humanistic questions of what is good life and 

what makes humans and their lives meaning. That is why humanities 

still have high relevance for an era of science and technology.

iELSE: Paradigm for AK Governance

In recent years, artificial intelligence (AI) has developed rapidly 

and got more and more applications, which brings and will bring 

a lot impact on human society. It is urgent to study AI governance. 

We suggest that iELSE(International collaboration, Economy, Law, 

Society, Ethic) as a basic paradigm for AI governance. Nowadays, 

ethic is being a way to consider how to manage the relations of 

human being and AI. If we admit the intelligence of AI, it is not far to 

admit the emotions of AI.

연사 | Speaker

신상규 |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Shin Sang Kyu | Ewha Womans University, Prof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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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 사회구조의 변화와 유교문화의 대화
Part 2 : Roles of Confucianism within Fast Changing Social Structure

학술세션 1
Academic Session 1

2019년	9월	6일(금)		|		13:30~17:30		|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국제회의장

September 6(Fri)  |  13:30~17:30  |  Andong Culture & Art Center, International Conference Room

포스트휴먼 시대의 새로운 과학기술 방향

오늘날 ‘포스트휴먼’은 21세기의 과학기술 발전과 생태위기에 당면하여 ‘인간’ 개념과 지구의 미래를 새롭

게 사유해야 할 긴박성에 대처하기 위한 핵심적 용어가 되고 있다. 인류세 시대에는 과학기술도 더 이상 경

제성장과 산업자본주의에만 봉사하지 말고 ‘생태화’에 봉사할 수 있는 탈인간중심적인 과학기술, 즉 지구에

서 인간과 비인간이 서로 도우며 공생하는 데 기여하는 과학기술로 환골탈태를 해야 할 것이다.

Direction of New Science and Technology in Post-Human Era 

Today, ‘Post-Human’ is emerging as a key term in responding to the urgency of re-conceptualizing 

the human being and the future of the earth in the face of rapid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ances 

and ecological crises in the 21st century. This situation calls for technology to move away from being 

human-centered toward serving ‘ecologization’, and contributing to creating an environment in 

which human and non-human beings can co-exist in a mutually beneficial m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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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이론을 다시 써야 하는가? : 네트워크 과학의 도전

소셜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고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컴퓨팅 역량을 배우려고 하는 인문사회과학도의 수도 빠르게 증가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관심은 ‘컴퓨팅’ 그 자체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뛰어난 컴퓨팅 역량이 갖춰진다 하더라도 ‘무슨 분석’을 할

지, ‘왜’ 그 분석을 해야하는지, 그 결과는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는 것은 

상당 부분 별개의 문제이다. 한 마디로 소셜 빅 데이터에 대한 이론적 접근

이 필요한 것이다. 

북한과 핵시대의 인문학

북한이 핵 개발 목표에 대해 솔직해 졌고 핵무기 보유가 정당하다고 주장

하는 다른 나라처럼 북한도 핵무기를 보유할 동등한 근거를 주장하기 때

문에 북한의 행동은 최근의 어떠한 상황에서보다도 현재의 핵비확산체제

에 대하여 경건한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침묵하기도 하며, 모호한 ‘현실

주의적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북한을 지구상의 별종으로 보는 분석을 그

대로 베끼기 보다는 우리가 북한의 핵문제를 관련된 모든 문제와 연결시

켜 줄 수 있는 정밀한 시계장치같은 분석적 방법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Should We Re-write Social Science Theory? : 

Challenges of Network Science

Public interest in social big data is at an all-time high, and the 

demand for acquiring computing skills necessary for analyzing 

such data is rising rapidly among students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The problem with this trend is that most such students fail 

to look beyond computing itself. It is being able to know what data to 

analyze, with a clear understanding of why such analysis is required, 

and derive meaningful interpretations from the results of analysis, In 

a nutshell, this requires a theoretical approach to social big data.

North Korea and the Nuclear Humanities

Because North Korea became so forthright about its nuclear aims, 

because it asserts equal grounds to possess nuclear weapons 

as any other country that contends that its are somehow more 

legitimate, its actions expose the pieties, silences, and dubious 

‘realism’ at the heart of the present nonproliferation regime 

more thoroughly than any other recent development. Rather than 

replicating a form of analysis that treats North Korea as sui generis, 

I want us to insist on an analytic that uses the North Korean nuclear 

arc as a way into the clockwork connecting all these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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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적 가치: 해외 한국연구자의 개인적 견해

인류 역사 전반에 걸쳐 가치의 퇴보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며 과거의 가치를 

다시 살려내려는 노력이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주

요 질문은 한국의 전통 속에 현재의 상황에 적절한 윤리를 만들어 내거나 유

지할 수 있는 자원이 있는지 또는 세계화를 감안할 때 더 보편적인 것이 필

요한지 여부이다. 본인의 잠정적인 결론은 한국 사회의 특정 가치가 통상 생

각하는 것보다 유교적이지 않는다는 것이며 여러가지 방법으로 과거의 유교

적 가치가 좋은 사회를 위한 탄탄한 기반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Korean Values: A Personal View from Overseas 

Korean Studies

Throughout human history there have been concerns about a decline 

in values and in many instances this has led to efforts to revitalize the 

values of the past. A major question that arises in this context is whether 

Korean tradition harbors resources that will make it possible to formulate 

or maintain ethics that fit our present circumstances, or whether due to 

globalization something more universal is needed. My tentative answers will 

suggest that certain values are less representative of Confucianism than in 

other ways the Confucian past has created a solid bedrock for a good society.

보데왼 왈라번 | 레이던대학교, 명예교수

Boudewijn Walraven | Leiden University, Professor Emeritus

3

인류문명의 확대와 유교윤리의 재검토

오늘날은 영광, 자신감, 당혹감, 그리고 우울이 공존하는 복잡한 시대이

다.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성찰이 조용히 시작되었다. 나

는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인(仁)’과 ‘의

(義)’를 포함한 유교 미덕을 검토하여 ‘인(仁)’이 인간성의 본질적인 것이

며 인공지능 같은 로봇에 의하여 대체될 수 없는 것임을 지적한다. 또한 

‘의(義)’의 중요성에 대하여 숙고하는 한편, 인공지능의 발달 때문에 실

천의 적절성을 버릴 수 없다는 점을 말하고자 한다. 

The Expansion of Human Civilization and 

Reconsideration of Confucian Ethics

This is a complicated time when glory, confidence, perplexity and 

melancholy coexist. The reflection on the question ‘what it means to be 

human’ has quietly begun. This presentation raises the fundamental 

question of ‘what it means to be human’ and examines Confucian virtues 

including ‘ren(仁)’ and ‘yi(義)’ to point out that ‘ren(仁)’ is at the core of 

being human and cannot be replaced by robots or so-called AI. In addition, 

it ponders on the significance of ‘yi(義)’ and notes that the propriety of 

practical actions cannot be forsaken simply because of AI development.

린치핑 | 대만정치대학교, 석좌교수

Lin Chi-Ping |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Distinguished Prof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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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의 민주주의적 잠재력

학자들은 유교적 민주주의가 어떻게 도덕적 갈등을 잠정적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지 또는 유교적 민주주의에 특유한 갈등해결 메커니즘이 있는지에 

대해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공적 이성 유교의 중심에 있는 생각은 

시민들이 유교 관습, 의례, 예의 및 도덕적 감정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공공 성격의 논의과정에서 자신들이 거론하는 이성을 형성하는 것이다. 

공적 이성 유교는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는 중요한 공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적극적이고 평등하게 대중이 참여하고 논의하는 것을 장려한다.

용(容)을 논하다 – 과학기술 발전 시대 인류문명의 
공존공생에 관한 방법론적 사고

다른 문화나 문명을 포용하는 문화나 문명 또한 ‘容(용)’이며 이는 문화나 문

명의 중요한 미덕으로 간주할 수 있다. 알다시피 공존이란 다른 것의 존재를 

허락하는 것이다. 모든 문명은 마음을 열고 다른 문명을 포용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有容乃大(유용내대) – 대단함은 포용력에 있다.’처럼 문명은 포용

성이 커질수록 위대해진다. 타인에 대한 포용력은 문명의 미덕이다. 포용을 

할 수록 ‘위대’해지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거대한 것은 위대하다.

The Democratic Potential of Confucianism

Scholars have paid little attention to how Confucian democracy, if it 

is ever possible, can resolve moral conflict, however provisionally, or 

whether there is a distinctive conflict-resolution mechanism specific 

to Confucian democracy. Central to public reason Confucianism is 

that while including citizens to formulate the reasons that they employ 

in public deliberation with reference to Confucian mores, rituals, 

civilities, and moral sentiments with which they, despite subscribing 

to diverse moral and religious doctrines as private individuals, are still 

broadly saturated, it promotes active and equal public participation and 

deliberation in making important public decisions that affect all.

A Study of ‘容‘ (Containing/Embracing) – A Methodological 

Thinking on the Coexistence of Civilizations in the era of 

Technology Breakthrough

A culture or civilization that embraces another culture or civilization is also 

‘容’, which can be regarded as a significant virtue of a culture or civilization. 

As we know, co-existence of different civilizations is the bottom line of getting 

along with different civilizations. Every civilization should broaden its mind 

and embrace other civilizations. The more inclusive a civilization gets, the 

greater it is, referring to the abovementioned ‘Greatness lies in the capacity’. 

Being able to embrace others is the virtue of a civilization. The more it 

embraces, the ‘bigger’ it gets. In this sense, bigness is great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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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의 본질과 실현

물질적 존재와 의미 및 가치의 존재는 두 세계에 속한다. 이 둘은 서로 독립

적이며 분리되어 있다. 나는 강연의 편의상 도를 실체의 개념 및 우주의 생산

자로 사용하며 장(裝)을 의미와 가치의 세계로 사용한다. 이 때 “장”이라는 

단어는 창고를 의미한다. 의미와 가치의 세계는 의미와 가치를 담고 있는 창

고이기 때문에 장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마음의 기능

은 장(裝)에서 나오는 의미와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의미

와 가치가 마음에 의해 확립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The Origin and Realization of Value

The being of matter and the being of meaning and value belong to 

two worlds. They are independent of each other and isolated from 

each other. For the convenience of narration, I use Dao as the concept 

of noumenon and the producer of the universe, and Zang(裝) as the 

world of meaning and value. Zang means storehouse. As the world of 

meaning and value is the storehouse containing meaning and value, 

I name it as Zang.  The most important function of xin(min-heart) to 

man is to realize the meaning and value from Zang. That means the 

meaning and value of human being are established by xin. 

궈이 | 서울대학교, 교수

Guo Yi |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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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론의 오용(誤用)과 동양문화 가치의 재구성

중국 역사에서 군주제가 붕괴된 후 개인과 사회의 관계는 급격한 변화의 

과정을 겪어 왔다. 근래에는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인한 논쟁과 가상현

실 기술, 인공지능, 체외수정 및 수명연장 기술의 끊임없는 혁신으로 인

해 중국의 윤리적 가치관은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열린 마음가

짐으로 역사적 진화의 다각적인 성격과 미래의 문명을 이해하는 방법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The Misapplication of Evolution Theory and the 

Value Reconstruction of Oriental Cultures

In Chinese history, after the collapse of the monarchy,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s and the society has been in a process of drastic 

changes. In recent years, with the controversy caused by the gene 

recombination technology, and the continuous breakthroughs in the 

technology of virtual reality, artificial intelligence, in vitro fertilization 

and life extension, the Chinese ethical views are confronting a new 

impact. With an open-minded attitude, we could possibly realize 

the multifaceted nature of historical evolution and the ways to 

understand future civilization.

양니엔췬 | 인민대학청사연구원, 교수

Yang Nianqun | Institute of Qing History, Renmin University of China, Prof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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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 과학기술시대 인문가치의 새로운 모색
Part 3 : Seeking for an Alternative Humanities Studies in Science and Technology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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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7(Sat)  |  09:00~10:30  |  Andong Culture & Art Center, International Conference Room

자연과 인간 생활에 더 많은 도전을 만들기 위한 인간의 열망

새로운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인간은 더 편리한 삶을 살게 되었다. 연구 효율성은 과학과 

공학 뿐 아니라 인본문학에서도 더욱 향상됐고 디지털 데이터와 데이터 처리기술 덕에 더

욱 발전했다. 우리는 인간의 사물화와 상품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중국 고대와 

현대의 철학자들은 다른 무언가를 대신해 스스로의 주관적 생각을 희생하지 말라고 경고

했으며, 천국과 인간의 불가분한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나는 인

간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라는 문제를 논하겠다.

Human Aspirations to Create More Challenges for Nature and 

Human Life

With the development of new science and technology in recent years, people have 

come to have more convenient lives. Research has become more efficient, not only 

in science and engineering, but also in the humanities, greatly improved by the 

digitization of data and data processing. What should we think about the objectification 

and commodification of human life? Chinese philosophers from ancient to modern 

times have warned against the sacrifice of one’s own subjective mind for the sake of 

something else, and thought deeply about the inseparable relationship between heaven 

and hum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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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영에서의 “효”? 21세기의 기업경영

명나라와 청나라 시대의 중국에서 조상을 잘 모시는 것은 인간의 복지 측면

에서도 중요한 부분이었으며, 조상숭배 의례는 지역사회가 국가와 협상하

는 통로이기도 하였다. 조상숭배 의례의 매우 중요한 역할은 경영투자와 관

련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동아시아에서는 가업을 경영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감소하지 않았다. 가업이 계속 번성하려면 그 가업의 역

사로부터 장단점을 알고 이로부터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Filial Piety in Business? Maintaning Family Business 

in the 21st Century

In China during the Ming and Qing dynasty, awareness of one’s ancestor 

was a vital part of the human well-being, and ancestral rituals provided the 

mechanisms whereby local society negotiated with the state. A very major 

role that ancestral rituals performed had to do with business investment. 

Yet, especially in East Asia, the interest in maintaining family businesses has 

not declined. For family businesses to successfully continue, it is important 

to learn from the historical examples their strengths and weaknesses.

과학기술 확장 시대 인간의 복지(well-being)를 향하여

나는 두 가지 연관된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우선, 인간과 좋은 삶을 어떻

게 정의할 것인가? 오늘날 과학과 기술의 발전 범위가 크게 확장되고 있

는데,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여러 견해에 대한 논

의를 진전시켜 볼 것이다. 오늘 날의 과학과 기술은 인간이 지적 능력을 

발휘하고 지식을 획득하는데 도움을 준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인간이 본성을 실현하도록 하고 과학과 기술을 활용하여 복지를 추구하

여야 하는 동시에 최대한 역효과를 극복하여야 하는 것이다. 

Toward Wellbeing : Human life in an Era of Great 

Expans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I attempt to answer two related questions. First, how to define human 

being and good life? How to evaluate the expanded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today? I will advance the various view-points. 

Science and technology today benefit the fulfillment of human intellect 

and acquirement of knowledge. What we ought to do is to actualize human 

nature or seek well-being by taking advantage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meanwhile to overcome negative effects as much as possible.

연사 | Speaker

데이비드 포 | 홍콩 중문대학교, 연구교수

David Faure |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Wei Lun Research Professor of History

3 푸여우더 | 산동대학교, 교수

Fu Youde | Shandong University, Prof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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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의 민주주의적 잠재력

학자들은 유교적 민주주의가 어떻게 도덕적 갈등을 잠정적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지 또는 유교적 민주주의에 특유한 갈등해결 메커니즘이 있는지에 

대해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공적 이성 유교의 중심에 있는 생각은 

시민들이 유교 관습, 의례, 예의 및 도덕적 감정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공공 성격의 논의과정에서 자신들이 거론하는 이성을 형성하는 것이다. 

공적 이성 유교는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는 중요한 공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적극적이고 평등하게 대중이 참여하고 논의하는 것을 장려한다.

The Democratic Potential of Confucianism

Scholars have paid little attention to how Confucian democracy, if it 

is ever possible, can resolve moral conflict, however provisionally, or 

whether there is a distinctive conflict-resolution mechanism specific 

to Confucian democracy. Central to public reason Confucianism is 

that while including citizens to formulate the reasons that they employ 

in public deliberation with reference to Confucian mores, rituals, 

civilities, and moral sentiments with which they, despite subscribing 

to diverse moral and religious doctrines as private individuals, are still 

broadly saturated, it promotes active and equal public participation and 

deliberation in making important public decisions that affect all.

연사 | Speaker

황위순 | 산동대학교, 교수

Huang Yushun | Shandong University, Professor

1



4342

인문가치 학술세션  |  Human Values Academic Session

패널 | Panel

김승환 |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Seung Hwan Kim | Poh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Professor

2 양일모 | 서울대학교, 교수

Yang Il Mo |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5

김언종 |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Eon Jong Kim | Korea University, Emeritus Professor

3 주경철 | 서울대학교, 교수

Jou Kyung Chul |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6

손화철 | 한동대학교, 교수

Wha Chul Son | Handong Global University, Professor

4 이승율 | 산동대학교, 부교수

Lee Sung Ryule | Shandong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7

한준 | 연세대학교, 교수

Han Joon | Yonsei University, Prof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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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세션 2
Academic Session 2

2019년	9월	5일(목)		|	09:30~15:30		|	안동대학교	국제교류관	중회의실

September 5(Thu)  |  09:30~15:30  |  Andong National University Global Student Center

4차 산업혁명시대의 문화콘텐츠와 인문가치

AI,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키워드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시대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 중심주의적 담론은 오히려 

변화에 대한 막연한 기대만을 담고 있으며, ‘혁명’에 대한 문제를 제한적으로 인식하게 할 뿐 이다. 무엇보다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 등을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은 단지 수단으로서 기술에 대한 주목을 넘어서, 우리의 문화 정체성과 그것의 다양한 실천들에 대한 재인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의 전제 속에서, 본 세션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문화콘텐츠의 양상과 그 전망은 어떠하며, 그것은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를 모색하는 기회로 삼고

자 한다. 이는 특히 문화콘텐츠가 인문학적 자원과 상상력과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문화콘텐츠는 어떠한 인문 가치를 

담아내며, 어떻게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지 바라보기 위한 관점에서 기획되었다. 

Cultural Contents and Human Values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I, IoT, big data and cloud computing are the buzz words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hich implies changes of our life time. These 

technology-centricdiscourses,however,onlybrings pipe dreams about changes to people. Rather, such discourses limit recognition of 

‘revolution’. In addition, with the characteristics of ‘hyperconnected’, ‘hyper-intelligent’ and ‘hyper-convergent’,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not only goes beyond technologies as tools but requires rediscovery of various implementation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Putting 

this premise in the background, this session provides opportunities to get to know about aspects and prospects of cultural contents and have 

better understanding of the current phenomena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Considering the fact that cultural contents are based on 

human resources and imagination, in particular, this session is designed to view the cultural contents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regarding what human values cultural contents contain and how those contents can be rea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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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의 문화콘텐츠를 위한 유교가치의 재발견

4차 산업혁명의 전개는 인류의 역사를 그 이전과는 다르게 바꾸겠지만 이로 인해 큰 재앙이 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자유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사회가 

전진하지 못하고 인류의 삶을 철저하게 무력화시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하늘과 땅 사

이에 있으면서 자신을 의식하고 자신의 존재를 사유해왔다.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을 대표로 하는 

자연 속에서 자유를 추구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할 수 있다. 

Rediscovery of Confucian Values for Development of Cultural Content in 

Era of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s certain to change the course of human history. We, however, must be 

on guard against the risks involved in the process. The revolution could bring about consequences that 

incapacitate human beings by preventing them from pursuing their inherent want of self-reliance as an 

important goal of their existence. Human beings are what they are because they are able to contemplate 

their own existence in the world between heaven and earth. In other words, the core element of human 

existence is the pursuit of self-reliance in a world of spontaneity represented by heaven and earth.

좌장 | Chair

태지호 | 안동대학교, 교수

Tae Ji Ho | Andong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1

연사 | Speaker

전성건 | 안동대학교, 조교수

Jeon Sung Kun | Andong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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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시대, 공동체의 가치 인식과 방향
4차산업혁명시대에 접어들어도 지속되는 사회현상 중 하나가 ‘공동체’일 

것이다. 공동체는 인류가 성립된 이래 지금까지 다종다양한 모습으로 분

기 및 진화해왔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기반이 

되는 4차산업혁명의 결과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된 시기에는 호모사피

엔스만 사는 것이 아니라 호모데우스와 안드로이드인간이라는 신인류와 

더불어 살 것이다. 이 때 문화콘텐츠 공동체의 대표적인 특징은 이 세 종

의 인류가 공존할 수 있다는 점이다.

4차산업혁명시대, 이야기의 가치

다양한 재현의 가능성이 확보되고 소비자/생산자의 구분이 사라지는 공

유가치가 강조되는 시점에 역설적이게도 문화산업 분야에서는 4차 산업

혁명의 동력으로 작용할 기술력을 적용시킬 문화상품, 다시 말해 콘텐츠

의 결핍과 부재에 시달리고 있다. 기술이 콘텐츠를 앞질러간 상황에서 지

속적인 문화콘텐츠의 개발과 향유를 모색하는 가운데 구술문화 시대의 

산물이라고 여겨졌던 ‘이야기’의 가치가 재조명되는 것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는다. 

Community Valuation and Direction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Communities is a social construct that holds strong even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Diverse communities have emerged and 

evolved throughout human history since the first humans appeared 

on the face of the earth as they will in the future. In the future era 

when the result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driven by AI and big 

data will have been stably incorporated into human societies. Homo 

sapiens will coexist with new human species called homo deus and 

androids. In such an era, a cultural content community should be one 

capable of supporting the coexistence of the three human species.

The Value of Stories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gainst this backdrop, it is ironical that the progres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s hampered by a lack of cultural products 

or content in the cultural industry which the revolution’s driving 

technologies can be applied to. It goes without saying that such 

technologies can be applied to cultural products only after such 

products are developed first. Today’s situation, however, is one 

in which technology has outrun content development. It is in this 

context that stories, once considered an obsolete relic of oral 

societies, are now drawing attention in conjunction with efforts to 

develop cultural content on a steady basis.

연사 | Speaker

김진형 | 경북콘텐츠진흥원, 이사

Kim Jin Hyung | Gyeongsangbukdo Creative Contents Agency, Director

1 신호림 | 안동대학교, 조교수

Shin Ho Rim | Andong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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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디지털 시대의 인간중심 디자인 사례 연구

스마트 디바이스는 단순히 ‘자동화’나 ‘기능적 요소’를 넘어 인간의 일상과 과업 수행 

측면에서 큰 가치와 새로운 경험을 인간에게 제공함으로써 스마트한 일상을 영위하

게 하는 만큼 반드시 인간 중심의 디자인이 필요한 영역이다. 인간중심 스마트 디바이

스의 성패를 결정하는 인간중심 디자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많은 경험 디자인 방법

들 사이의 차이를 만드는 차원을 이해하고, 내 관심 이슈에 적합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다. 인간중심 디자인은 산업 자본의 중심, 즉 돈과 시간이 아닌 인간의 태도

와 의지 등 인간 내면의 인문가치에 문제의 방점이 있다. 

Filial Piety in Business? Maintaning Family Business in the 21st Century

Smart devices enable people to live ‘smart’ lives by not only playing a role 

as ‘automators’ or ‘functional factors’ but by providing large values and new 

experiences to humans in their daily lives and in the course of completing tasks.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what makes differences among lots of experiences 

of design methods and to find what methods would be appropriate for one’s 

interests in order to decide whether human-centered smart devices or not. The 

essence of human-centered design can be found within human values that lay 

inside the mind, such as people’s attitudes, and will instead of the center of 

industrial capital, which is time and money.

이건웅 | 글로벌사이버대학교, 교수

Lee Geon Woong | Global Cyber University, Prof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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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 Panel

김민재 | 충북대학교, 조교수

Kim Min Jae |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4

이재민 | 안동대학교, 학술연구교수

Lee Jae Min | Andong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Professor

5

정제호 | 안동대학교, 학술연구대우교수

Jeong Je Ho | Andong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Professor

6

고민정 | 고양문화재단, 이사

Ko Min Jung | The Goyang Cultural Foundation, Director

7



인문가치의	관념적	틀을	벗어나	우리의	일상에서	재창조되는	인문가치를	

구체적	사례와	함께	구현해	나가는	인문가치	실천세션

일상에서 재창조되는 보편적 인문가치

This session looks beyond conceptual ideas in human values by using specific examples of how 

human values are being reinvented through our daily lives.

The universal human values being reinvented through our 

daily l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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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세션 1
Practice Session 1

2019년	9월	5일(목)		|		09:00~15:00		|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국제회의장

September 5(Thu)  |  09:00~15:00  |  Andong Culture & Art Center, International Conference Room

세계 유교문화자원의 현대적 활용

동아시아의 유교문화권 국가 중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각 국의 전문가들이 안동에 모여 각국의 전통 유교문화자원이 오늘날 현대사회가 직면한 문제

에 대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공유의 장을 펼친다. 공통의 문제의식을 유교문화권의 동질성 아래 함께 논의하면서 미래 가치 창출을 위한 의미있는 

자리를 만들고자 한다.

Modern Utilization of Confucian Heritage in Asian countries

Experts from countries with Confucian cultures such as Korea, China, Japan, and Vietnam gather in Andong to share knowledge and discuss 

problems that traditional Confucian culture resources face in the modern society of today. This significant discussion amongst experts and 

leaders aims to create valuable inroads for future issues in this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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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Moderator

김순석 | 한국국학진흥원, 수석연구위원

Kim Sun Seok |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Researcher

3

축사 | Congratulatory Remarks

권영세 | 안동시, 시장

Kweon Young Sae | Andong City Government, Mayor

1

조현재 | 한국국학진흥원, 원장

Cho Hyon Jae |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Chairma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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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카가 학교 : 일본 최고(最古)의 대학으로서의 
사대적 의의

일본 칸토 지역을 쇼군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벼슬인 칸레이로서 우에스

기노리자네는 1430년대에 아시카가 학교를 부활시켰다. 이 학교는 16

세기 중반까지 융성하였고 주로 중국 고전을 가르치다가 1872년 문을 

닫았다가 1990년 다시 복구되었다. 아시카가 학교가 복원된 이후에는 

논어 읽기를 대중행사로 발전시켰고 이제부터는 유교영향권인 아시아 

사람들 간 국제교류의 수단으로서 논어가 채택되기를 기대한다. 

베트남 유교문화의 현대적 활용

유교는 기원전 2세기경에 베트남에 들어왔다. 유교는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베트남 역사, 문화 및 사상에서 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유교가 베트남

에서 해 온 역할과 그 영향력은 불교, 도교, 토속신앙이 베트남에서 해 온 역

할과 어우러져 역사적 시기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 현재 유교는 베트남 

문화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유교는 가치는 베트

남 문화에 녹아 들어 베트남 문화에서 필수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Ashikaga Gakko : A Temporary Significance as the 

Japan’s Oldest Open School

Uesugi Norizane, the shogunal deputy in the Kanto region, revived 

Ashikaga Gakko in the 1430’s. It had flourished as the school which 

major subject was mainly the Chinese Classics until the latter half 

of the sixteenth century. It was closed in 1972 and restored in 1990. 

Ever since restoring Ashikaga Gakko, we have developed reading the 

Analects of Confucius into events to the public at large and from now 

on, we anticipate adopting the Analects of Confucius as an international 

exchanges means between Asian people in Confucius sphere. 

Modern Utilization of the Confucian culture in 

Vietnam

Confucianism transmitted from China into Vietnam sometime around the 2nd 

century BC, along with the invasion of China in the north of Vietnam today. 

During the past over 2,000 years, Confucianism always played a role in the 

history, culture and thought of Vietnam. According to each period of time, 

this role is more of less important than that of Buddhism, Daoism, and other 

indigenous types of thoughts. Nowadays, one may say that Confucianism 

has become a “cultural constant” in Vietnam. Confucian values have been 

integrated in Vietnamese culture, and become an integral component of 

Vietnamese cultures.

연사 | Speaker

이치하시 이치로 | 아시카가학교, 연구원

Ichihashi Ichiro | Historical Site Ashikaga Gakko Office, Researcher

1 응웬 투안 쿠엉 | 시노놈 연구원, 원장

Nguyen Tuan Cuong | Institute of Sino-Nom Studies, Directo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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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의 예법관과 당대의 계승

공자의 예법관 및 당대 중국의 계승은 3가지 분야에 드러난다. ‘납예입

법’은 통치 및 국정운영에 새로운 이론이었고 ‘지도거덕’은 통치와 국정

운영의 새로운 기틀이었으며 ‘덕법반거’는 치국과 국정운영의 새로운 지

표였다. 이는 신 시대 법치사상의 실천성을 결정하는 것이며 역사와 현

실의 결합이고 이론과 실천의 결합인 동시에 법치와 정치의 통일이다. 

The model of Confucius and the succession of his time

Confucius' presbyterian and the succession of contemporary China 

are revealed in three areas. The "纳礼入法" was a new theory in 

governing and managing state affairs, while "志道据德" was a new 

foundation for governing and managing state affairs, while "德法并举
" was a new indicator of government and state administration. This 

determines the practicability of the rule of law in the new era and 

is a combination of history and reality, a combination of theory and 

practice, and the unification of the rule of law and politics.

루 지추안 | 공자연구원, 부부장

Lu Zequan | Chinese Confucius Research Institute, Vice Director

3

데이터로 소통하는 동아시아 유교문화 
– 유교문화 아카이브의 미래 구상-

디지털 세계에서는 인문학 연구실과 아카이브가 별개의 영역이 아니다. 

유교문화 아카이브는 자료와 지식의 융합적 콘텐츠이며 기계적인 분석

과 해석이 가능한 문맥 데이터의 집성체이다. 디지털 원어민으로 살아갈 

우리의 차세대들은 동아시아 유교문화권 전역의 과거의 현재를 디지털 

세계에서 자유롭게 탐색하며, 전통적인 유교문화국이 공유할 새로운 미

래문화의 가능성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Confucian Culture that Communicates with Data in East Asia

-Composing the Future of Confucian Culture-

In the digital world, a humanities lab and an archive are not two different 

areas. The Archive of Confucian culture is the convergent contents of 

data knowledge and the essence of context data for mechanical analysis 

and interpretation. As digital natives, future generations will freely 

explore the past and the present of the Confucian cultural region in East 

Asian and explore the possibilities of a new future culture that countries 

based on Confucian traditions can share.

김현 |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Kim Hyeon |  Department of Cultural Informatics at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AKS), Professor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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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교문화박물관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사업의 현황과 과제

세계유교문화박물관 디지털 아카이브는 경북 3대문화권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안동시 동

부리에 건축 중인 세계유교문화박물관의 핵심 콘텐츠이다. 우리는 이 사업의 개요 및 목적

을 소개하고 사업 시작 후 현재까지의 진행 경과 및 사업 종료 시점까지 구축 계획을 설명

하고자 한다. 본 사업이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대중과 전문가들의 관

심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과제들의 파생 가능성을 열어보고자 한다.

Project for Construction of Digital Archives at World Confucian 

Cultural Museum: Current Status and Tasks Ahead

The digital archives of the Confucian Culture Museum in Dongburi of Andong City 

are a highlight of the museum and are also part of the 3 key cultural initiatives of the 

Gyeongsangbuk-do Province. I introduce the archives project and its goals and the 

progress of the initiative from its start to its current status, as well as the plans going 

forward to realize its completion. It will also be a platform to discuss how the project 

can move beyond just a one time initiative, and to one that continues on by sparking 

the interest of the general public and experts through a wide variety of related topics.

연사 | Speaker

한승일 | 한국국학진흥원, 전임연구원

Han Seung Il |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Researcher

1

패널 | Panel

조소연 | 한국국학진흥원, 전임연구원

Cho So Yeon |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Researcher

이주강 | 한국국학진흥원, 전임연구원

Lee Joo Gang |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Researcher

김진우 | 한국국학진흥원, 전임연구원

Kim Jin Woo |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Researcher

김상헌 | 상명대학교, 교수

Kim Sang Heon | SangMyung University, Professor

김시덕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연구기획과장

Kim Shi Dug |  National Museum of Korean Contemporary History, 

Director of Education Divisio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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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세션 2
Practice Session 2

2019년	9월	5일(목)		|		10:00~12:00		|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백조홀	

September 5(Thu)  |  10:00~12:00  |  Andong Culture & Art Center, Swan Hall

팔경의 인문가치

예로부터 풍광이 주는 미학을 팔경으로 노래한 것은 오래된 우리의 멋스러운 풍습이다. 단순히 경관만이 아니라 안동팔경에는 이 땅을 살아가는 이들의 

역사와 문화라는 생생한 숨결이 담겨 있다. 시대가 빠르게 변할수록 인문가치의 원형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는 안동팔경은 이제 볼거리를 넘어 시대를 

담아내는 문화콘텐츠다.

Humanistic Value of 8 Scenes in Andong

It is a Korea’s graceful customs for long to sing about ‘Eight Beautiful Scenery’ inspired by the beautiful nature. Not only the most scenery, but 

‘Eight Beautiful Scenery of Andong’ illustrates a lively breath, which is the history and the culture of people living in the soil of Andong in our 

time. Eight Beautiful Scenery of Andong preserves the original human values even though time quickly goes by, which has become a culture 

content rather than a something for sightse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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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지역 전통팔경과 인문학적 가치

안동문화권은 수려한 자연 풍광과 문화적 역사성으로 인해 이곳에 살던 문인학자나 이곳을 찾은 

시인묵객들에 의해 수많은 산수시가 창작되었다. 그들은 명미한 자연 경관의 감상을 심성을 수양

하는 과정으로 이해했다. 즉 인간의 내면과 주변세계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연 경물의 묘사에만 그치지 않고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거기서 어떠한 이치를 

찾고자 하는 경향을 보인다. 

Traditional Eight Beautiful Scenery of Andong and Their Human Values

The cultural region of Andong is where local literary scholars or visiting poets or painters 

were inspired and created a lot of their art pieces thanks to the splendid scenery and 

cultural history of the region. To those artists, enjoying the places of scenic beauty is 

a course of self-discipline for their minds. This suggests that they made an effort to 

synchronize the inner part of the human being and the surroundings. Such perspectives not 

only enable them to describe the landscape but try to find any logic at different degrees. 

사회 | Moderator

황만기 | 안동대학교 퇴계학연구소, 학술연구대우교수

Hwang Man Ki |  The Toegye Studies Institute in 

Andong National University, Acting 

Professor of Academy Research

1

기조 연사 | Keynote Speaker

임노직 |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박물관장

Lim No Jig |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Confucian Culture Museum Directo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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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영교

월영교를 중심으로 반경 2km 이내에서 전개되는 월영야경은 문화 관광

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탄생한 안동의 신선한 관광 자원이다. 인공물인 

월영교에 실존했던 인물의 애틋한 스토리텔링을 더하여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새로운 형태의 관광 요지이다. 인접한 호반나들이길, 전통 문

화유적, 공예문화전시관, 민속박물관, 안동댐 정상 주변의 볼거리와 자

연 환경이 적절히 달빛 아래 또는 인공의 조명 아래 어우러져 이들이 연

출하는 풍광의 파노라마는 감탄을 자아낸다.

도산서원 – 선비정신을 일깨우다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철학 성리학, 이를 보급하고 계승한 조선의 서원 9곳

이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특히 안동은 도산서원과 

병산서원이 이에 해당됨으로서 전통과 문화가 살아 있는 도시로 세계의 주

목을 받게 되었다. 올바른 선비정신을 일깨운 퇴계정신이 고스란히 살아 숨

쉬는 도산서원, 조선시대 참 선비의 길을 배우기 위해 몰려든 유생들의 모습

을 통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많은 지혜를 가르친다. 

Wolyeong Bridge

The spectacular nightscape in Wolyeong within the 2km radius of the 

Wolyeong Bridge is a new addition to the cultural tourism Andong 

offers to its visitors. A night trip to the bridge will take the visitor into a 

world where past and present blend around a heart-tugging love story 

featuring real-life figures. Visitors can stroll to various attraction spots 

around the bridge such as lakeside trails, historical relics, arts and craft 

museum, folklore museum and the Andong Dam, where they blend with 

nature under the moonlight or artificial

Dosan Confucian Academy – where the spirit of 

Confucian scholars still comes alive

During the Choseon Dynasty, Confucian academies were the main vehicle 

for inseminating the teachings of neo-Confucianism. Nine of them are 

currently registered with UNESCO as world cultural sites. Andong is home 

to Dosan and Byeongsan Academy, adding to its status as a city of culture 

and tradition. When Lee was alive and teaching at the school, want-to-be 

scholars flocked there from all across the nation, aspiring to learn under 

a guru, a body of wisdom which still comes alive for people visiting the 

academy today.

연사 | Speaker

강인순 | 한국문인협회 경북지회, 부지회장

Kang In Soon | The Korean Writer Association Gyeongsangbuk Province Branch, Vice Chairman

1 조영일 | 이육사문학관, 관장

Cho Young Il | Yi Yook-sa Memorial Hall, Directo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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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상고택

계상고택의 풍광은 한 마디로 안동 최고의 절경이라고 할 만큼 수려하다. 

고택 뒤는 나지막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강물은 융융하게 고택 앞으로 

흘러가는데 그 모습이 영화의 한 장면 같다. 하늘이 비경을 감추었다가 이

제 비로소 세상에 드러났다고 할 만큼 유려한 풍경에 취해 있노라면 마치 

자기 자신이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기분이 든다. 다행히 그 동안 주위 풍광

이 외부에 크게 알려지지 않은 탓에 이만큼이라도 보존이 된 것이리라. 

Kyesang Ancient House

The Kyesang Ancient House is set in a beautiful setting worthy of 

being called one of Andong’s most scenic spots. The property, backed 

by low-lying mountains and fronted by a slow-flowing river, looks 

like a scene from a postcard. Or it makes one feel like they’ve just 

stepped into the middle of a scenic film. The well-preserved beauty 

of this place is in large part attributable to its relative obscurity as a 

tourist spot, which has so far kept away large crowd.

최성달 | 다큐멘터리 감독

Choi Sung Dal | Documentary Director

3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마을 경관 – 하회마을

하회마을은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마을이자 세계적 보편성의 관점에서도 

그 독창성과 완결성을 인정받은 세계유산이다. 이러한 하회마을의 독창

성과 완결성은 안동팔경으로 일컬을 수 있을 만큼 수려한 아름다움을 간

직한 자연경관과 인문경관에서 찾을 수 있다. 하회마을의 세계 유산적 가

치는 현재진행형이다. 전통마을이자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마을인 동시에 

21세기 현재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의 보금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Landscape of Korea’s representative traditional 

culture village – Hahoe Village

Hahoe Village is a traditional culture village that is representative 

of traditional Korea, and it is listed as a world heritage site for its 

universally recognized originality and completeness. Befitting its title 

as one of the eight scenic views of Andong, Hahoe village’s originality 

and completeness can be found in its beautiful preservation of natural 

and human scenery. Hahoe Vilage as a world heritage site is in the way 

it functions and exists in the present day. In some ways, life in Hahoe 

Village is a kind of social experiment because it coexists as a real-life 

historical village, but also as a home to people of the 21st century.

조정현 | 한국국학진흥원, 연구위원

Cho Jung Hyun | The Korea Studies Institute, Researcher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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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8경 제5경 봉정사

봉정사는 신라 문무왕 12년 능인 스님이 창건했다. 2018년 유네스코는 ‘산

사, 한국의 산지 승원’이라는 이름으로 봉정사 등 일곱 절을 세계문화유산

에 등재했다. 봉정사는 ‘건축박물관’이라 불리기도 한다. 고려 때 지은 극락

전(국보 제15호)은 현존하는 우리나라 목조건축물 중 가장 오래된 건물이

다. 안동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도시로 우뚝 자리매김했다. 천등산 자락에 

자리 잡은 봉정사는 산사의 고즈넉한 멋을 간직한 아름다운 절이다. 

고산서원과 ‘고산7곡’

고산서원은 안동시 남후면에 현존하는 서원이다. 미천을 따라 펼쳐진 고산

7곡에는 천혜의 비경과 함께 인문학적 가치가 산재해 있다. 고산7곡 가운데 

핵심 경관이 되는 제4곡 암산과 제6곡 무릉은 현재 유원지로 활용되고 있다. 

한편 개발에 따른 환경변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일깨울 수 있는 현장으로서 

활용가치가 높다. 이런 관점에서 산수가 어울려 빚은 고산7곡은 지금 우리

에게 자연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심장한 물음을 던진다. 

Bongjeongsa Temple – No.5 Out of the Eight Great 

Sceneries of Andong

Bongjeongsa Temple was built by Master Neungin in the 12th year 

of Shilla King Moonmoo’s reign. In 2018, seven temples, including 

Bongjeongsa Temple was inscribed to the UNESCO World Heritage 

List under the name “Sansa, Korea’s Mountain Range Monasteries.” 

Bongjeongsa Temple is also referred to as the “museum of architecture”. 

Built during the Goryeo Dynasty, the Geungnakjeon Hall is known as the 

oldest wooden structure in existence. Andong has established itself as a 

cty inscribed on the UNESCO World Heritage list. Situated on the skirts 

of Cheongdeungsan Mountain, Bongjeongsa Temple is a picturesque 

mountain temple that retains its queit and peaceful nature.

Gosan Seowon and Gosan Chilgok

Gosan Seowon is an educational institution located in the Namhu-

myeon (district) of Andong City, which still remains up to date. 

The seven poems illustrate the beautiful gift of nature and human 

values. Among the seven, Curve 4 (Rocky mountain) and Curve 6 

(Utopia) are the cores, which are utilized as an amusement area 

for the public. Meanwhile, these places have high utility value 

to awaken issues related to environmental changes caused by 

development. In this context, Seven Poems of Gosan, created by 

beautiful landscape, ask a fundamental question regarding what 

the true meaning of nature is to us.  

연사 | Speaker

주영욱 | 안동문화원, 안동향토사연구위원

Ju Yeong Uk | Andong Culture Center, Local History Researcher

1 우창하 | 안동시의회, 시의원

Woo Chang Ha | Andong City Council, 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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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휴정

문화재 자료 제173호인 만휴정은 조선의 청백리로 이름난 보백당 김계행

의 별서이다. 만휴정 중건기에 의하면 만휴정은 김계행이 벼슬에 염증을 

느끼고 물러나 그의 나이 71세 되던 때인 1501년경에 지어진 것으로 추

정된다. 만휴정 외경의 중심은 허공에 떠 있지 않고 가라 앉아 있다. 지면

에 붙어서 지어낸 만휴정의 외경은 송암폭포와 그 폭포를 에워싼 너럭바

위이고 계곡수이다. 송암폭포는 만휴정 원림의 화룡점정이 된다.

Manhyujeong

Manhyujeong (Cultural Heritage Data No. 173) was the summer villa 

owned by Baekbodang Kim Gye-haeng, the renowned government 

official for his integrity during the Joseon Dynasty. According to the 

building records, it’s presumed that Manhyujeong was built around 

1501 after Kim Gye-Haeng (age 71) grew tired of public office and 

decided to retire. The focal point of the outdoor scenery is grounded 

rather than being unsupported. Songam Waterfall, surrounded by 

broad, flat rocks and streams, offers a grounded outdoor landscape 

at Manhyujeong. Songam Waterfall is the finishing touch to the 

Manhyujeong Garden. 

이동백 | 안동문인협회, 전 지부장

Lee Dong Baek | The Korean Writer Association Andong Branch, Former Chairman

3

지례예술촌의 경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자연경관의 필수요건은 어떤 것일까? 맑

은 물, 푸른 산, 높은 하늘 그리고 고요한 분위기여야한다면 지례예술촌이

야말로 전형적인 경승지의 조건을 갖춘 명소라 할 것이다. 이른 아침, 햇

살 받아 빛나는 물안개, 낮이면 햇빛, 밤이면 달빛에 반짝이는 호수의 윤

슬, 반딧불이 떠다니는 별하늘, 달무리가 소쩍새 소리에 휘영청 흔들리는 

걸 보느라 잠을 이루지 못하는 곳으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건물과 경관면

에서 단연 세계 제일의 예술촌이다.

Jirye-Yesool-Chon

What are the things tourists commonly look for in scenic destinations? 

Clear waters, green mountains, blue skies… If we are to add tranquility 

to this list, Jirye-Yesool-Chon (Jirye Artist’s Colony) should be on the 

itinerary of anyone vising Andong. The wet fog rising off the lake backlit 

by early morinng sunshine, the lake waters glittering like countless 

gems under sunshine and moonlight, the night sky crisscrossed by 

fireflies, the haloed moon hung over the lake, the tranquility punctuated 

by the hooting of scops owls… All these will mesmerize guests, keeping 

them awake well into the night. As far as scenic beauty goes, this place 

surely holds its own against other well-known global destinations.

김원길 | 지례예술촌, 촌장

Kim Won Gil | Jirye Artists’ Colony, President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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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6일(금)		|		09:00~12:00		|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백조홀

September 6(Fri)  |  09:00~12:00  |  Andong Culture & Art Center, Swan Hall

인성교육의 효과적인 실시방안

대한민국은 현대사회의 만연한 윤리의식과 도덕성 부재에 대한 대응으로 인성교육을 의무화한 인성교육진흥법을 세계최초로 제정하였다. 인성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세계 명문학교와 교육기관의 핵심가치와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고, 국내외 비교를 통하여 인성교육 실천을 위한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Effective Measures to Implement Holistic Education

The Republic of Korea has established the world’s first Act on Promotion of Holistic Education, which mandates holistic education as 

countermeasure for the widespread absence of ethics and morality in the modern society. This session introduces the core values and cases 

of the world-renowned schools and educational organizations that carry out holistic education. The session expects to discuss directions to 

implement holistic education by comparing Korea’s cases with overseas ones.



6362

인문가치 실천세션  |  Human Values Practice Session

좌장 | Chair

문용린 |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Moon Yong Lin | Seoul National University, Hon. Prof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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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Tao) 가르치기 : ‘나니아’ 미덕을 통한 인성 교육

우리가 나니아 연대기를 인성교육 커리큘럼으로 선택한 이유는 이 소설 등

장인물의 미덕과 악행, 그리고 이들의 도덕적 선택으로 빚어지는 결과들이 

도에서 말하는 도덕적 질서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12주 동안 학생들은 나

니아 연대기 중 길이가 약 한 페이지 정도인 12개 단락을 읽고 이들이 그 

미덕을 스스로의 삶에서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고 적용하도록 설계한 과업

을 수행한다. 

인격교육의 포괄적 접근법

리코나 센터장의 ‘인격교육론’에서 처음 주창되었고 이후 SUNY 코틀랜드 분교 

내 책임과 존중센터의 인격교육과정을 통해 가르쳐 온 ‘인격교육에 대한 포괄

적 접근법’이라는 인격교육 프레임워크에 대해 설명한다. 발달 단계에서 적용 

가능한 이 포괄적 접근법은 성인의 사례, 또래들과의 관계, 규칙과 규율의 처

리, 커리큘럼의 내용, 수업과정, 갈등의 해결, 학교 전체의 도덕적 환경, 부모와

의 관계 등 학교생활의 전 부분을 의도적인 인격발달의 증진 기회로 활용한다. 

Teaching the Tao: Character Education in ‘Narnian’ 

Virtues ‘the educational problem is wholly different 

according as you stand within or without the Tao’ 

C.S.Lewis, The Abolition of Man

We chose the Narnia novels for our character education curriculum 

because the virtues and vices exhibited by the fictional characters in 

these novels, and the consequences that flow from their moral choices, 

are all consistent with the moral order of the Tao. Over twelve weeks 

students read twelve passages of about a page in length from a Narnia 

novel and engaged in tasks we designed to help them understand, value 

and apply these virtues in their own lives. 

The Comprehensive Approach to Character Education

A Character education framework called the ‘comprehensive 

approach to character education,’ first presented in Lickona’s 

Educating for Character and subsequently taught by SUNY 

Cortland’s Center for the 4th and 5th RS in its character education 

trainings. Applicable at all developmental levels, the comprehensive 

approach uses every part of school life-including the example of 

adults, the relationships among peers, the handling of rules and 

discipline, the content of the curriculum, the instructional process, 

the resolution of conflicts, the schoolwide moral environment, and 

the partnership with parents-as opportunities for intentionally 

promoting character development. 

연사 | Speaker

마크 앤드류 파이크 | 리즈교육대학, 교수

Mark Andrew Pike | University of Leeds, Professor of Education

1 토마스 리코나 | 뉴욕주립대 코틀랜드 대학, 명예교수

Thomas Lickona |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Cortland, Professor of Education Emeritu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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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형성 수단으로서의 도덕 실천

오늘 날 인류는 디지털 기술의 확산에 따른 일련의 사회적, 정치적, 문화

적, 경제적 격변상황을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시대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

나 인간의 능력을 키우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기술이 아닌 인격교육에 속

한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도덕적 실천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비인간적인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에 의해 

복제될 수 없는 인간의 상호작용과 연결성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Practice of Morals as a Means of Building Character

Today we face a new era, one that is marked by a series of social, 

political, cultural, and economic upheavals brought about by the 

widespread availability of digital technologies. We should remind 

ourselves, however, that nurturing human strengths belongs 

primarily to the field of character education rather than that 

of new technology. Hence it can only be achieved through the 

practice of morals, which in turn requires human interactions and 

connectedness that cannot be replicated by inhuman AI or IoT.

오사무 나카야마 | 레이타쿠 대학교, 전 총장, 교수

Osamu Nakayama | Reitaku Graduate School, Former President, Professor

3

효과적인 인성교육의 11가지 원칙 
– 격려, 자율 및 검증을 위한 기반조성

핵심 가치는 도덕적/윤리적 균형과 성과적 가치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긍

정적 인성개발로 이어진다. 도덕적 가치는 우리의 최선의 사회적 상호활

동을 돕고 성과적 가치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하는 자질을 정의한다. 두 

도덕적 그리고 성과적 가치에 집중함으로써 의식적으로 인성을 개발시키

는 학교와 기관들은 학교 폭력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 또한 더욱 

포용적인 사회와 상당히 높은 수준의 학생 및 교직원 만족도를 보인다. 

The 11 Principles of Effective Character Education 

– A framework for Inspiring, Empowering and Validating

Core values should include a balance of the moral/ethical and performance 

values to help develop positive character. Moral values support our best 

social interactions while performance values define the qualities that lead 

to our best work. Schools and organizations that intentionally develop 

character comprehensively by focusing on both moral and performance 

values are likely to experience lower rates of student peer cruelty and 

indiscipline. Furthermore, they very often report a more caring community 

and substantially higher levels of student and faculty satisfaction. 

더글라스 칼 | The Character.org, 대표

Douglas R. Karr | The Character.org, President &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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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초등 도덕 교육 프로그램에서 군자의 미덕에 대한 
상징으로서의 연꽃

중국 전통문화에서 연꽃은 군자미덕을 상징한다. 교사들이 도덕 인성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에도 당연히 다음과 같은 표어를 사용했다. ‘진정한 

군자가 되기 위해 연꽃의 정신을 함양한다.’ 연꽃의 정신을 함양하는 것은 

군자의 인격을 기르는 것이다. 고결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고결

한 사람, 즉 ‘군자’가 된다. 학생들은 특히 공감능력 훈련을 포함하여 자신

의 도덕적 인성을 함양시키는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수련을 한다. 

HPM 원리 도구 그리고 사례

HPM은 인성교육의 한 모델로 간단하고 명료한 도구와 방법으로 구성되

어 있다. 지금까지의 인성교육이 그 성과를 잘못 거두고 있는 것은 두 가

지 잘못 때문이다. 첫째는 인성교육을 지식교육으로 하기 때문이요, 둘

째는 너무 많은 교훈을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인성교육은 습관교육

이라는 대 원칙에 따라 길러야 할 교훈을 정선한 다음 이것을 완전히 습

관화한 다음 실천하게 만드는 것이 HPM이다. 또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쉽고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모델이다.

Lotus as a Symbol of Junzi Virtue in a Chinese 

Primary School‘s Moral Education Program

In Chinese traditional culture, lotus is a symbol of junzimeide(virtues 

or ‘gentlemanly’ virtues). When the teachers in the school designed 

their moral character education program, it is natural that they came 

up with the following slogan: cultivating the spirit of lotus to become 

a genuine junzi. To cultivate the spirit of lotus is to cultivate the 

character of a junzi. This is because one becomes a virtuous person 

by doing virtuous actions. Students are put in concrete situations and 

practices that enhance their moral character, including training the 

capacity for empathy, in particular.

HPM Principle tools and Examples

HPM (Habituation and Practice Model) is a type of character 

education model that entails clear-cut tools and methods. There are 

two major bad calls that have made, rendering character building 

unsuccessful thus far. First, character education has been likened 

to knowledge education. Second, character education has aimed 

to teach too many lessons. HPM focuses on meticulously selecting 

the morals based on which to develop habits, and habituating and 

implementing those morals. HPM is designed so that everyone can 

participate and have fun.

연사 | Speaker

푸 촹줸 | 화둥사범대, 교수

Fu Changzhen | East China Normal University, Professor

1 이용태 | 한국정신문화재단, 명예이사장

Lee Yong Tae | The Korean Foundation for Cultures and Ethics, Honorary Chai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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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6일(금)		|		13:30~17:10		|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대강당

September 6(Fri)  |  13:30~17:10  |  Gyeongsangbuk-do Independence Movement Memorial, Auditorium

일제강점기 민족운동과 종교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일제강점기 민족운동과 종교”라는 주제로 일제강점기 민족운동선상에서 각 종교의 역할과 한계를 조명해보고, 지금의 시

대과제와 종교의 역할 ∙ 지향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Nationalistic Movement and Religion Under Japanese Rule

This session commemorates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under the theme “Nationalistic Movement 

and Religion Under Japanese Rule”, the session reviews roles and limits of each religion in the context of the nationalistic movement under 

Japanese rule. The session is also designed to discuss roles and directions of religion as well as tasks of our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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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 Moderator

박경목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장

Park Kyung Mok | Seodaemun Prison History Hall, Director

1

좌장 | Chair

김희곤 |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관장

Kim Hee Gon | Gydongsangbuk-do Independence Movement Memorial,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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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민족운동과 종교

한국의 종교들은 저 고대에서부터 어떤 종교를 불문하고 나라를 지키고 

나라 내부를 결속시키는 데에 크게 기여했다. 일제강점기 한국의 여러 종

교들은 민족의 독립을 위해 각 방면에서 노력했다. 해방 후 민주적인 사

회와 국가로 발전하고 민족문화를 발전시킨 데는 일제하에서도 민족 운

동에 앞장섰던 종교의 힘이 컸다. 그러나 근대민족운동에서 종교의 역할

이 제대로 평가받는 것은 아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종교의 민족운동사적 

역할이 제대로 평가받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일제강점기 기독교와 민족운동

일제강점기에 기독교는 한말 이래 민족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았

기 때문에 일제의 극심한 탄압을 받았다. 3.1운동에서 기독교는 민족대

표 33인 가운데 16인이 기독교인이었고 국내외를 막론하고 초기 조직화 

단계의 거의 모든 흐름에 기독교인들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으며 운

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던 민중운동화 단계에서도 교회는 전국의 조직

과 지도자를 제공하였다.  3.1운동 이후 기독교인 중에는 강우규, 김상옥 

의사 같이 의열투쟁에 뛰어든 사람도 있었다.

Independence movement and religion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Ever since ancient Korea, religions, regardless of which ones, have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protecting the country and strengthening solidarity among 

its people.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various religions of Korea fought 

for the country’s independence from different fronts. Even after liber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democracy, the religions that stood at the forefront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played a big role in developing Korea’s 

nationalist culture. However, religion is not getting the proper recognition in 

its role in nationalistic movements in modern times. I hope to give religion 

proper recognition for its historic role in the nationalistic movement.

Christianity and National Movement During 

Japanese Colonial Rule

Christianity in Korea came under severe oppression by the colonial Japanese 

government for its broad involvement in the national movement since the latter 

years of the Joseon Dynasty. Christianity was a major driving force behind the 

March 1 Movement as 16 of the 33 activists who led the movement were Christians. 

Christians at home and abroad were involved directly or indirectly in all stages of 

organizing the movement. When the movement gained momentum and spread 

across the nation as a grassroots campaign, Christian churches supplied logistics 

and local leaders. In the wake of the Movement, some Christian leaders such as 

Kang Woo-kyoo and Kim Sang-ok transformed themselves into liberation fighters.

기조 연사 | Keynote Speaker

이만열 |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

Yi Mahn Yol | Sookmyung Women’s University, Emeritus Professor

1

연사 | Speaker

김승태 |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소장

Kim Seung Tae | The Institute of the History of Christianity in Korea, Directo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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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와 민족운동 – 3.1운동을 중심으로

한국불교는 근대기의 민족운동에 참여하였다. 보편성을 갖고 있는 불교가 

이와 같은 민족운동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껏 적지 않은 탐구가 있어 

왔다. 우선적으로는 진리를 배워 체득하고 그 연후에는 중생을 교화 및 구제

한다는 것이다. 일제하 그 당시에는 국권을 강탈당하였다. 즉 국가가 부재하

였기에 일제하의 민족 생존 및 유지 등이 급선무였다. 국권의 회복, 민족의 

보존, 민족 공동체의 회복 등에 관련한 불교 활동을 民族佛敎라 칭하였다.  

Buddhism and National Movement

– with Focus on March 1 Movement

Korean Buddhism was an active player in Korea’s modern national 

movement. A great amount of research has looked into this role 

Korean Buddhism played in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movement. The ideal is summarized ‘one should pursue and 

incorporate the truth first before setting out to educate and save the 

other mortals’. National Buddhism rose up to the call of safeguarding 

and maintaining national identity during Japanese occupation, 

which stripped the nation of its sovereignty and supported a range of 

activities geared toward recovering national sovereignty, preserving 

national identity and restoring the dismantled national community. 

김광식 (동국대학교, 교수)
Kim Gwang Sik (Dongguk University, Professor)

3

천주교와 민족운동

한국천주교회는 한말 황무지개간 반대 기도회, 서상돈과 ‘경향신문’을 통한 국

채보상운동, 경상도지역 김상태의 의병항쟁, 안중근의 활동과 의거, 안명근의 

무관학교 설립운동, 이기당의 병학교 설립운동, 신자들의 3.1운동 참여, 윤예

원 신부와 신자들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지원, 간도지역 신자들의 협동조합운동

과 교육운동, 그리고 의민단의 무장활동 등을 통하여 민족운동에 참여하였다.

Catholic Church and National Movement

The Korean Catholic Church played a role in the National Movement during 

Japanese colonial occupation by initiating or supporting the following activities 

among others – a prayer movement against wasteland development in the latter 

years of the Choseon Dynasty, a campaign for repaying national debts under 

the leadership of Seo Sang-don and the Kyeonghyang Daily Newspaper, an 

armed liberation struggle under Kim Sang-Tae’s command in the Kyeongsang 

Provinces, Freedom Fighter Ahn Joong-keun’s activities and gunning down of 

Japanese Resident-General Hirobumi Ito, the establishment of an army officer 

cadet school by Ahn Myeong-keun, the formation of a military school by Lee Ki-

Tang, Catholic followers’ participation in the March 1 Movement, assistance by 

Priest Yoon Ye-Won and his parishioners to the interim Korean government in 

exile, co-op and education campaigns by Catholic followers in Jiandao, and the 

armed struggles by the Catholic Liberation Fighters Corps.

윤선자 (전남대학교, 교수)
Yoon Seon Ja (Chonnam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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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와 민족운동

세션의 대주제가 ‘일제강점기 민족운동과 종교’이고 본인이 담당한 발제

의 주제가 ‘유교와 민족운동’인만큼 한국독립운동사에서 유교의 역할을 

개관한다. 다만, 구체적 사실에 대한 학술 발표가 아닌 점을 감안하여 유

림들의 독립운동 참여와 그들의 이념 및 활동에 주안을 두어 대강을 검토

한다. 

대종교와 민족운동

대종교는 1909년 음력 1월 15일 전남 벌교 출신 우국지사 나철이 국조 

단군을 교조로 받들고 한민족 구심점으로서의 가치를 내걸고 일제에 극

렬히 저항했던 민족 종교다. 독립운동뿐 아니라 ‘배달 민족’ 용어 창안, 

백두산 성지화, 국내외 개천절 행사 개최, 대일항전 포명 ‘대한독립선언

서’ 반포, 서일 총재의 청산리 대첩 승전, 신규식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

립 초석, 이극로의 조선어학회 민족어수호운동 등 한국근대사에서 중요

한 비중을 차지했던 종단이었다. Confucianism and National Movement

In consideration of the session theme of ‘National Movement and 

Religion during Japanese Occupation.’ my presentation, titled 

‘Confucianism and National Movement,’ will give an overview of 

the role Confucianism played in the history of the Korean liberation 

movement. Nevertheless, since this is not an academic presentation 

oriented toward dealing with factual details, it will discuss the 

participation of Confucian scholars in the liberation movement, the 

activities they were engaged in and the ideals that inspired them at a 

general level.

Daejonggyo and National Movement

Daejonggyo is an indigenous Korean religion which worships 

Dangoon, the legendary founder of the Korean Nation. It was started 

by Na Cheol, a renowned patriot from Beolko, the Southern Cheolla 

Province, on January 15, 1909. During Japanese colonial rule, the 

religion spearheaded a fierce campaign against the occupants. Apart 

from its contribution to the liberation movement, Daejonggyo mad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nation’s modern by supporting important 

activities such as – invention of the term ‘Bae-dal-min-jok’ as a 

referent to the Korean people, promotion of Mt. Baekdoo as a sacred 

place, hosting of events on National Foundation Day, etc.

기조 연사 | Keynote Speaker

박걸순 | 충북대학교, 교수

Park Gul Sun |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1

1 2

연사 | Speaker

조준희 | 국학인물연구소, 소장

Cho Jun Hee | The Institute Koreanologist, Directo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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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세션 5
Practice Session 5

2019년	9월	7일(토)		|		13:30~16:30		|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웅부홀

September 7(Sat)  |  13:30~16:30  |  Andong Culture & Art Center, Woongbu Hall 

국난극복과 지식인의 역할 

지난 30년 동안 안동의 정신이자 대한민국 정신문화의 근간을 이어 온 안동청년유도회가 만세운

동 10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를 맞아 세계청년유림대회를 21세기 인문가치포럼과 함께 진행한다. 

100년 전 독립의 외침이 오늘날 안동에서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안동청년유도회와 함께 세계의 석

학들이 주장하고 있는 유교적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유학의 세계화와 유교문화 자산의 활용방안

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를 만들고자 한다.

Overcoming National Crises and Roles of the Intelligent

To commemorate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Korea’s independence movement, Andong 

Youth Judo Association, the spirit of Andong City and the nation for the last 30 years, hosts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f Young Conficians and the 21st Century Human Values 

Forum. Andong Youth Judo Association proves that the outcry for independence 100years 

ago still remains in Andong today. This session is designed to newly pay attention to 

Confucius values that are insisted by the world-renowned scholars and secure measures to 

realize globalization of the Confucianism and utilize assets of the Confucius culture.

개막 공연  | Opening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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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 Moderator

문소리 | 아나운서

Moon So Ri | Announcer

1

축사 | Congratulatory Remarks

한재성 | 경상북도청 문화예술과, 과장

Han Jae Sung |  Gyeongsangbuk-do Provincial Government, 

Director of the Culture & Art

5

김광림 | 대한민국국회, 의원

Kim Gwang-Lim | National Assembly, Member

6

정훈선 | 안동시의회, 의장

Chung Hoon-Seon | Andong City Council, Chairman

7

이희범 | 한국정신문화재단, 이사장

Lee, Hee Beom | Korea Foundation for Cultures and Ethics

8

개회사 | Opening Remarks

류시대 | 안동청년유도회, 회장

Ryu Si Dae | Andong Youth Judo Association, Chairman

2

격려사 | Encouragement Remarksi

예정수 | 성균관유도회, 회장

Ye Jung Soo | Sungkyunkwan Judo Association, Chairman

3

1

5

2

6

3

7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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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레모니  | Ceremony

한국의 문화유산과 인문 정신

우리 역사 속에는 인문 정신이 다양한 모습으로 출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단군조선의 홍익인간의 이념에서부터 불교가 기반이 된 화랑도 정신, 유교가 

기반이 된 선비정신, 실학 정신 등에 이르기까지 한국 역사의 면면에는 한국이 간직해 온 고유한 인문 정신이 깔려있다. 대한민국의 경이로운 발전은 우

리나라의 수준 높고 품격 있는 문화와 그 문화를 만들어낸 선조들의 인문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인문 정신을 되살려 황폐해진 물

질 만능의 풍토를 품격 있는 정신문화 구조로 재정비해야하는 시대적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Korea’s Cultural Heritage and Humanistic Spirit

The humanistic spirit of the Korean people has manifested itself in diverse forms in their history, ranging from the ideal of ‘promoting 

public welfare’ espoused by Dangoon Choseon, the first nation state in history on the Korean peninsula to the Hwarangdo chivalry of the 

Shilla Kingdom inspired by Buddhism and to the Confucianism-based Seonbi spirit and pragmatism of the Choseon Dynasty. These brilliant 

achievements would not have been possible if they had not been backed up by the nation’s refined cultures and the humanistic spirit of its 

ancestors who created it. Today, the nation faces the challenge of reviving the traditional humanistic spirit to cure the nation of the various ills 

caused by rampant materialism and establish a refined moral culture in its place. 

기조 연사  | Keynote Speaker

이배용 | (사)코피온, 총재

Lee Bae Yong | COPION, President

1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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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신문화운동의 주목 받지 못한 일면 – 중국의 개인주의

중국 문화의 미래 발전을 탐험하려는 시도로서 ‘개인주의’는 5.4 신문화

운동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하지만 두 번의 전쟁을 거치면서, 국가적 

위기에 대한 우려와 중국 공산당과 국민당 간의 이념 논쟁은 ‘개인주의’

의 연속과 발전에 치명적 영향을 미쳤다. 이후 ‘사회주의’와 ‘집산주의’, 

그리고 ‘집단주의'에 의해 서서히 대체되었다. ‘개인주의'는 결국 부정적

인 존재로 전락했다. 

The Neglected Side of May 4th New Culture Movement

‘Individualism’, as an attempt to explore the future development 

of Chinese culture, became an important part of the May 4th New 

Culture Movement. However, after the two world wars, the anxiety 

to the national peril and the dispute of the ideologies between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nd Kuomintang had a fatal impact on 

the continuation and development of ‘Individualism’, which was 

gradually replaced by the radical ideas of ‘Socialism’, ‘Collectivism’ 

and ‘Groupism’. ‘Individualism’ was regarded as negative in the end.

양니엔췬 | 인민대학청사연구원, 교수

Yang Nianqun | Institute of Qing History, Renmin University of China, Professor

2

국가 위기 속 조선 지식인의 빛과 그림자

사대부들이 기본적으로 지식인이자 문치주의자였지만 국가가 위기에 처

했을 때 이들은 현실의 위기를 외면하거나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1592

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수많은 사대부들이 의병을 일으켜 붓 대신 

칼을 잡고 국난 극복을 위해 헌신했던 것은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바야

흐로 동아시아의 국제관계가 다시 격동하고 있는 오늘, 과거 조선 지식

인들이 위기 시에 보여주었던 행적을 반추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Choseon People’s Light and Shadow During National Crisis

Though people were scholars by profession, they did not run away 

or sought personal safety when the nation was in peril. When Japan 

invaded Korean in 1592, many of the scholars in the ruling class 

threw down their pens and raised armies to fight the aggressors. 

Reflecting on the pros and cons of the choices the ruling scholars 

made during the Choseon Dynasty has important implications for 

Korea as international politics in East Asia seems to be headed for 

another ear of turbulence.

한명기 | 명지대학교, 교수

Han Myung Gi | Myongji University, Professor

3





Closing Ceremony

폐막식

2019년	9월	7일(토)		|		18:00~20:00
안동그랜드호텔,	그랜드볼룸

September 7(Sat)  |  18:00~20:00

Andong Grand Hotel, Grand Ball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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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회사
Closing Ad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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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님!

권영세 안동시장님과 정훈선 안동시의회 의장님!

자리를 함께해주신 안동시민과 국내외 학자 및 참가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3일간 참여, 학술, 실천세션에서 국내외 석학, 전문가 분들의 강연, 발표, 토론을 통하여 미래지향적이고도 소중한 포용적 인문

가치를 모색하였습니다. 오늘 제6회 포럼을 마무리 하면서 3일간의 포럼 결과를 안동선언문에 담았습니다. 

올해 인문가치포럼은 

첫째,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북도 그리고 안동시가 공동으로 주최하였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후원으로 저희 한국정신문화재단이 주관하였

습니다.

둘째, 미국과 영국, 네덜란드 등 10개국에서 30여명의 해외 석학을 포함하여 국내외적으로 100여명의 학자들이 참석하여 참여, 학술, 실천

세션으로 나누어 심도있는 발제와 토론을 하였습니다. 특히, “질주하는 과학기술시대와 인문가치”라는 주제로 진행 된 학술세션에서는 우리 

인간이 물질적 욕망과 첨단 과학기술의 확산 속에 빠지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면서, 사람 됨, 사람다움 그리고 삶의 조건의 확보에 초첨을 맞

추어 과학과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인간중심의 과학기술시대를 도모하는 지식의 플랫폼을 구축하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무엇보다도 정신문화의 수도인 안동시를 비롯하여 국립안동대학교, 한국국학진흥원,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안동청년유도회, 

한국연극협회, 재경대구경북시도민회, 재경안동향우회 등 많은 기관단체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범기관적으로 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준비를 했으나 포럼내용은 물론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배려도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인문가치포럼은 세계적

으로 널리 알려진 경제 다보스포럼에 비견되는 문화 다보스포럼으로 발전하여 인류의 먹고 사는 문제와 함께 인류의 행복을 위한 인간답게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의 장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동선언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한 포용적 인문 가치의 실현을 위한 과제는 자명합니다. 이제는 범 국가적으로 

실천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국내외 석학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21세기 인문가치포럼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내년에 다시 볼 것을 기대하며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9월 7일

한국정신문화재단이사장  이 희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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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미래인재 양성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인공지능 (AI), 빅 데이터, 로봇, 모바일 등으로 대표되

는 초연결사회가 될 것이다. 특히 인공지능이 지식노동을 대체할 것이기 때

문에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고, 이에 따라 인재양성 정책을 새로 수립

해야 한다. 미래 인재는 과거와 같이 지식 암기형이 아니라 남들과 다르게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문화를 넘나드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특히 융합형 인

재로서 인문 사회적 교양과 예술적 감수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cultivation of future talent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ill be characterized by a hyper-

connected society and be ushered through artificial intelligence (AI), big 

data, robots, and mobile.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eventually replace 

intellectual labor, and as a result, will have an enormous impact on 

employment. Therefore, new policies that will help nurture future 

talent must be established. Unlike talent of the past who emphasized 

memorization of information, future talent must be able to think 

differently and more creatively while being able to freely move through 

different cultures. It is especially important for this well-rounded type of 

talent to be educated in social humanism and have artistic sensibility.

특별강연 | Special Lecture

오세정 | 서울대학교, 총장

Oh Se Jung |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iden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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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 안동문화원, 원장

Lee Dong Soo | Andong Culture Center, Chairman

안동선언문 2019
Andong Declaration 2019

인류는	질주하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물질적	풍요와	인간	삶의	편익을	향유하고	있으나,	

인간이	과학기술에	종속되고	소외됨으로써	주체성을	상실할	가능성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21세기	인문가치포럼에	모여서	인간중심,	그리고	인간다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도덕윤리의	새로운	지평을	구축하고	

이를	아우르는	포용적	인문가치를	모색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인공지능,	빅	데이터,	가상현실,	생명공학	등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맞게	될	4차	산업혁명시대는	

보다	나은	세계와	미래에	대한	기대와는	달리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양극화가	심화되며	

지속가능발전의	저해를	예측하였다.	

이러한	예상은	사회,	문화,	교육	전반에	대한	쟁점과	휴머니티에	대한	깊은	통찰의	필요성	및	

공동의	미래를	이끌	책임도	우리	인간의	몫임을	인식하였다.	

또한,	인류의	미래는	종전의	2분법적	사고를	넘어	열린사회와	다원화	사회로	나아가는	포용적	인문가치를	제시하였다.

이에	포럼	참가자	모두는	과학기술과	4차	산업혁명이	심화될수록	

이를	대비한	지식의	플랫폼	구축	필요성과	인문학	및	인문가치의	역할도	커져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포럼에서	얻은	지혜와	포용적	인문가치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함을	선언한다.

Through the speedy development of scientific technology, 

humans have enjoyed material abundance and lifestyle convenience, 

but it has led to a point where humans may lose their sense of identity 

from their subordination and alienation due to scientific technology. 

Therefore, we gather here at the 21st Century Human Values Forum 

to establish new prospect sin ethics and morality to guarantee the safety of humanity and human-centric life. 

We also seek the human values that embrace these ideas.

Although there is a lot of anticipation for a brighter future for the world with the advent of technological developments 

in artificial intelligence, big data, augmented reality, biotechnology, and more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se developments have also led to loss of jobs and deepening polarization that may hinder sustainable development. 

Facing this situation, we need to do our part to take responsibility as humans for our shared future 

and look at issues in our society, culture, and education and the need for deep insights in humanity. 

To this end, it will require us to put aside black and white arguments 

in favor of a more open society that embraces human values.

As technological developments advance an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goes on, 

there is a greater need for the establishment of a knowledge platform and a greater importance 

in the role that study of humanity and human values play. 

It is the hope that the wisdom gained from this forum will lead to the realization of the human values 

that we hope to further foster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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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송사 | Farewell Address

권영세 | 안동시, 시장

Kweon Young Sae | Andong City Government, Mayor

1

건배사 | Toast

류센린 | 산동대학교, 교수

Liu Senlin | Shandong University, Professor

2

문옥표 | 산동대학교, 석좌교수

Moon Ok Pyo | Shandong University, Distinguished Chair Professor

3

김광림 | 대한민국 국회, 의원

Kim Gwang-lim | National Assembly of Republic of Korea, Member

4

권광택 | 안동시의회, 부의장

Kwon Gwang Taek | Andong City Council, Vice Chairman

5

1 2 3

4 5 6

결과보고 | Congress Report

김광억 | 산동대학교, 특임일급교수

Kim Kwang Ok | Shandong University, 

                                 First-Rank Professor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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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막식  |  Closing Ceremony





Side Events

부대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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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만찬
Welcome Dinner

2019년	9월	5일(목)		|		18:30~20:00		|		안동그랜드호텔,	그랜드볼룸

September 5(Thu)  |  18:30~20:00  |  Andong Grand Hotel, GrandBallroom

만찬사 | Welcome Address

이희범 | 한국정신문화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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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5

2

6

3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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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행사  |  Side Events

건배사 | Toast

권영세 | 안동시, 시장

Kweon Young Sae | Andong City Government, Mayor

2 임종식 |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

Lim Jong Sik | Gyeongsangbuk-do Office of Education, Superintendent

5

김형석 |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Kim Hyung Seok | Yonsei University, Emeritus Professor

3

마이클 허츠펠드 | 하버드대학교, 교수

Michael Herzfeld | Harvard University, Professor

4

김광림 | 대한민국국회, 의원

Kim Gwang Lim | National Assembly of Republic of Korea, Member

6

정훈선 | 안동시의회, 의장

Chung Hoon Seon | Andong City Council, Chairman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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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의 장
Networking Dinner

2019년	9월	6일(금)		|		18:30~20:00		|		예미정

September 6(Fri)  |  18:30~20:00  |  Yemijeong

만찬사 | Welcome Address

이희범 | 한국정신문화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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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환영사 | Welcome Address

김광억 | 산동대학교, 특임일급교수

Kim Kwang Ok | Shandong University, Frist-Rank Professor

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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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행사  |  Side 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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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 투어 
VIP Tour

2019년	9월	5일(목)~6일(금)		|		안동시	일대

September 5(Thu)~6(Fri)  |  Andong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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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연 - 책벌레가 된 멍청이
Cultural Musical - A Fool Who Became a Bookworm

2019년	9월	7일(토)	ㅣ	11:00~12:00	/	14:00~15:00	/	16:30~17:30	ㅣ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백조홀

September 7(Sat)  |  11:00~12:00 / 14:00~15:00 / 16:30~17:30  |  Andong Culture & Art Center, Swan 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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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행사  |  Side Events

행사 전경
Event Sketch



제6회

21세기 인문가치포럼
The 21st Century Human Values Forum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