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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개요ㅣOVERVIEW OF THE EVENT

행사명

Title

제8회 21세기 인문가치포럼  

The 21st Century Human Values Forum 2021

주제

Theme

공감과 위로

Empathy and Consolation

일자

Date

2021년 10월 7일(목) - 10월 9일(토) 

October 7th(Thu) to October 9th(Sat), 2021

장소

Place

안동시 전통리조트 구름에

Tradition Resort Gurume

행사 내용

Contents of 
Event

개막식 / 기조강연 

특별세션 / 공유세션 / 모색세션 / 참여세션

안동포 특별전 / 훈민정음 특별전 / 폐막식 / 특별강연

Opening Ceremony / Keynote Lecture

Special Session / Sharing Session / Exploring Session / Participatory Session

Andongpo(Andong hemp fabric) Special Exhibition / Hunminjeongeum Special 

Exhibition / Closing Ceremony / Special Lecture

Empathy and Conso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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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언어

Official language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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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생중계

Online live 
broadcast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 계정 온라인 생중계

Live on Official website and Official Youtube channel

주최
Host

주관
Organizer

후원
Spon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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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ㅣGREETINGS

제8회 21세기 인문가치포럼에서는 Covid-19 팬데믹으로 더욱 심화된 사회문제와 인문학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감과 위로”라는 주제로 다양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의 어려움은 물론 양극화, 불평등, 피로사회, 인간성    

상실 등 수많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첨단 기술은 비대면화, 온라인화(O2O)를 촉진시키고 인간  

지능을 초월하는 인공지능이 세계를 지배하는 인간성에 대한 위협, 지구온난화가 초래하는  

각종 재난의 위협 등이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이런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과 위협에 대해 논의하고, 희망적인 미래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올해 포럼에서는 “한글”을 주제로 한 특별세션과 훈민정음 특별전을 준비하였습니다. 세종   

대왕의 애민정신(愛民情神)의 산물인 “한글”의 우수성과 중요성을 되새기며 특히, 494년 전에 

창제된 한글해례본이 안동에서 발견된 것을 기념하여 각종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행사도 많은 시민들이 직접 참가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진행됨을 안타깝게 생각 

합니다. 제8회 21세기 인문가치포럼에 참가해주신 국내외 역할참가자, 협력기관,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올해 포럼이 국민 모두에게 공감과 위로를 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1. 10. 7.

‘제8회 21세기 인문가치포럼’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정신문화재단 이사장              안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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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year, we would like to explore the theme of “empathy and consolation” in order to 

overcome social issues and crisis of the humanities that have become more severe due to 

COVID-19. 

As the pandemic persists, people are going through difficult times. At the same time, there 

are social issues such as socio-economic divide, inequality, the tiredness virus, and loss of 

humanity.

Meanwhile, state-of-art technologie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xpedited the 

process of going online (O2O). Many fear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might surpass humans 

and rule the world to threaten humanity. There are threats of disasters caused by global 

warming. 

At this forum, we will discuss challenges and threats that humans are facing, and will seek 

future of hope. 

This year, we have a special session for Hangeul and a special exhibition about 

Hunminjeongeum. We will revisit excellence and importance of Hangeul, which is designed 

by Sejong the Great who loved the people. We have various events to celebrate the 

discovery of the Haerye Edition, which was created 494 years ago and found in Andong. 

It is unfortunate that we cannot meet everyone in person at the forum. We want to extend 

our gratitude to the people in Korea, the participating organizations, and those who are 

joining from home and abroad. We wish that you will find “empathy and consolation” at the 

21st Century Human Values Forum. 

7 October 2021

Thank you for your participation 

in the 21st Century Human Values Forum 2021 

Mayor of Andong

Young-Se KWON 

Director of Korea Foundation 
for Cultures and Ethics

Hee-Bum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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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운영 정보ㅣFORUM INFORMATION 

등록 데스크

연사대기실 & 프리뷰룸

운영사무국

Registration Desk

Speakers Lounge & Preview Room

Secretariat Office

참가자를 위한 등록 데스크는 주차장에서 메인 행

사장으로 올라오는 동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행사 

참가자들은 무인 등록 데스크에서 사전등록 시 받

은 바코드를 태그하여 명찰을 출력하고 키트를 수

령하시기 바랍니다.

연사들을 위한 등록 데스크는 무인 등록 데스크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모든 연사들은 등록 데스

크를 방문 하시어 명찰과 식권을 수령하시기 바랍

니다.

장        소  구름에리조트 메인 출입구

운        영  10월 7일(목) ~ 10월 9일(토)

모든 연사들은 발표자료 확인 및 수정을 위해 세

션 시작 전 프리뷰룸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소  구름에리조트 구인당

운        영  10월 7일(목) ~ 10월 9일(토)

장        소  구름에리조트 구인당

운        영  10월 7일(목) ~ 10월 9일(토)

The Registration Desk for participants is located on 

the route from the parking lot to the main venue. 

Please visit the unmanned registration desk and 

tag the barcode you received at pre-registration to 

print out your name tag and get your kit.

The Registration Desk for speakers is located in the 

next to the unmanned registration Desk.

All speakers should visit the registration desk to 

receive their name tag and lunch coupon.

Location    Gurume Resort main entrance

Operation  Oct.7(Thu) ~ Oct.9(Sat)

All speakers should bring the final version of their 

presentation file to the preview room for review 

and rehearsal before the session begins.

Location    Gurume Resort Gooindang

Operation  Oct.7(Thu) ~ Oct.9(Sat)

Location    Gurume Resort Gooindang

Operation  Oct.7(Thu) ~ Oct.9(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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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센터

주차 / 셔틀버스

공식 언어

Press Center

Parking / Shuttle Bus

Official Language

장        소  구름에리조트 카페 ON 옆

운        영  10월 7일(목) ~ 10월 9일(토) 

참가자들은 개인 차량 또는 셔틀버스를 이용해 행

사장에 오실 수 있습니다. 개인 차량은 구름에 리

조트 성곽 주차장과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매점 주

차장에 주차 가능합니다. 

셔틀버스 시간표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

랍니다.

제8회 21세기 인문가치포럼은 한국어를 공식언

어로 사용합니다.

Location    Next to Gurume Resort Cafe ON

Operation  Oct.7(Thu) ~ Oct.9(Sat)

Participants can come to the venue by personal 

vehicle or by shuttle bus. Personal vehicles may 

be parked in the temporarily parking lot at the 

entrance to the Gurume resort and the snack bar 

in Andong Culture and Tourism Complex. Please 

check the shuttle bus timetable on our website.

Please refer to the website for the shuttle bus 

schedule. 

The 21st Century Human Values Forum 2021’s 

official language is Korean.

마스크 착용 필수 : 마스크 미 착용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Mask Wearing Mandate : People Without A Mask May Be Denied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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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 안내ㅣFLOOR PLAN

  천자문마당

10월 7일(목)

개막식, 인문가치대상 시상식, 기조강연

특별세션1 - 훈민정음1 : 훈민정음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다

공유세션1 - 영화콘서트 “The Meaning of Life”

10월 8일(금) 

특별세션2 - 훈민정음2 : 훈민정음의 세계화, 그에 답하다

특별세션3 - 한글의 미래 : 2061년의 경북과 한글

공유세션2 – 공감콘서트 “고민전화 1사라”

공유세션3 – 교감콘서트 “인문학에 물든 서희태의 렉쳐콘서트”

10월 9일(토)

공유세션4 – 청춘콘서트 “청춘 UP(業) 콘서트”

공유세션5 – 희망콘서트 “코로나 블루 극복”

폐막식, 특별강연

  Cheonjamun Garden 

Oct.7(Thu)

Opening Ceremony, Humanities Value Grand Prize Awards, Keynote Lecture

Special Session1 - Hunminjeongeum1 : Reevaluation of Hunminjeongeum

Sharing Session1 - Film Concert : The Meaning of Life

Oct.8(Fri)

Special Session2 - Hunminjeongeum2 : Replying to the Globalization of 
Hunminjeongeum

Special Session3 - The Future of Hangeul : Gyeongbuk and Hangeul in 2061

Sharing Session2 - Empathy Concert : Counseling Call 1Sara

Sharing Session3 - Communion Concert : Seo Hee-Tae’s Lecture Concert in 
Humanities

Oct.9(Sat)

Sharing Session4 - Youth Concert : Youth UP(業) Concert

Sharing Session5 - Hope Concert : Overcoming Covid Blues 

Closing Ceremony, Special L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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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무대 

10월 7일(목) 

참여세션1 - 인문가치 UCC 영상공모전

10월 8일(금) 

참여세션2 – 차세대 인문학자 발굴 논문공모전

모색세션1 - 퇴계언행록에서 인류위기의 원인과 해법을 찾다1

모색세션2 - 퇴계언행록에서 인류위기의 원인과 해법을 찾다2

10월 9일(토)

모색세션3 - 퇴계언행록에서 인류위기의 원인과 해법을 찾다3

특별세션4 - 내방가사 : 조선의 여인, 한글로 노래하다

  동재와 서재

10월 7일(목) - 10월 9일(토)

특별전시1 - 안동포 특별전

  구름에리조트 카페 ON

10월 7일(목) - 10월 9일(토)

특별전시2 - 훈민정음 특별전

  Dongjae and Seojae

Oct.7(Thu) - Oct.9(Sat)

Special Exhibition1 - Andongpo(Andong hemp fabric) Special Exhibition

  Gurume Cafe ON

Oct.7(Thu) - Oct.9(Sat)

Special Exhibition2 - Hunminjeongeum Special Exhibition

  Garden Stage

Oct.7(Thu)

Participatory Session1 - Humanities Value UCC Video Contest

Oct.8(Fri)

Participatory Session2 - Thesis Contest to Discover the Next Generation 
of Humanities Scholars

Exploring Session1 - Finding the cause and solution to the human crisis 
in Toegye Seonsaeng Unhaengnok1

Exploring Session2 - Finding the cause and solution to the human crisis 
in Toegye Seonsaeng Unhaengnok2

Oct.9(Sat)

Exploring Session3 - Finding the cause and solution to the human crisis 
in Toegye Seonsaeng Unhaengnok3

Special Session4 - Naebang Gasa : Women of the Joseon Dynasty sing 
in Hange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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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ㅣPROGRAM

일시/장소
전통리조트 구름에

천자문마당 정원무대 동·서재 구름에 카페 ON

10/7
(목) 

오전

오후

개막식 
13:30 ~ 15:00

1부_공식행사, 2부_시상식
3부_기조강연 

안동포
특별전

훈민정음
특별전

<특별세션 1> 
훈민정음 1   16:00 ~ 18:00

<참여세션 1> 
영상 공모전   16:00 ~ 18:00

저녁
<공유세션 1> 

영화콘서트   19:00 ~ 21:00

일시/장소
전통리조트 구름에

천자문마당 정원무대 동·서재 구름에 카페 ON

10/9
(토) 

오전
<모색세션 3> 

인류위기 3   10:00 ~ 12:00

안동포
특별전

훈민정음
특별전

오후

<공유세션 4> 
청춘콘서트   13:30 ~ 15:30

<특별세션 4> 
내방가사   14:00 ~ 16:00

<공유세션 5> 
희망콘서트   16:00 ~ 18:00

저녁
폐막식  

19:00 ~ 21:00 
1부_공식행사, 2부_특별강연

일시/장소
전통리조트 구름에

천자문마당 정원무대 동·서재 구름에 카페 ON

10/8
(금) 

오전
<특별세션 2> 

훈민정음 2   10:00 ~ 12:00
<참여세션 2> 

논문 공모전   09:30 ~ 12:00

안동포
특별전

훈민정음
특별전

오후

<특별세션 3> 
한글의 미래   13:30 ~ 15:30

<모색세션 1> 
인류위기 1   13:30 ~ 15:30

<공유세션 2>  
공감콘서트   16:00 ~ 18:00

<모색세션 2> 
인류위기 2   16:00 ~ 18:00

저녁
<공유세션 3> 

교감콘서트   19:00 ~ 20:30

온라인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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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
Location

Gurume resort

Cheonjamun Garden Garden Stage Dongjae / Seojae Gurume Cafe ON

10/7
(Thu) 

AM

PM

Opening Ceremony  
13:30 ~ 15:00

Part 1_ Official Event 

Part 2_ Awards ceremony 

Part 3_ Keynote Lecture

Andongpo 
Exhibition

Hunminjeongeum
Exhibition

<Special Session 1>   

Hunminjeongeum 1  16:00 ~ 18:00

<Participatory Session 1>  
Video Contest  16:00 ~ 18:00

Evening
<Sharing Session 1>  

Film Concert  19:00 ~ 21:00

Time /
Location

Gurume resort

Cheonjamun Garden Garden Stage Dongjae / Seojae Gurume Cafe ON

10/9
(Sat) 

AM
<Exploring Session 3>  

Human Crisis 3  10:00 ~ 12:00

Andongpo 
Exhibition

Hunminjeongeum
Exhibition

PM

<Sharing Session 4>   

Youth Concert  13:30 ~ 15:30

<Special Session 4>  
Naebang Gasa  14:00 ~ 16:00

<Sharing Session 5>  
Hope Concert  16:00 ~ 18:00

Evening

Closing Ceremony   

19:00 ~ 21:00 

Part 1_ Official Event 

Part 2_ Special Lecture 

Time /
Location

Gurume resort

Cheonjamun Garden Garden Stage Dongjae / Seojae Gurume Cafe ON

10/8
(Fri) 

AM
<Special Session 2>  

Hunminjeongeum 2  10:00 ~ 12:00

<Participatory Session 2>  
Thesis Contest  09:30 ~ 12:00

Andongpo 
Exhibition

Hunminjeongeum
Exhibition

PM

<Special Session 3>  
The Future of Hangeul  13:30 ~ 15:30

<Exploring Session 1>  
Human Crisis 1  13:30 ~ 15:30

<Sharing Session 2>   

Empathy Concert  16:00 ~ 18:00

<Exploring Session 2>  
Human Crisis 2  16:00 ~ 18:00

Evening
<Sharing Session 3>  

Communion Concert  19:00 ~ 20:30

Live Online 



Empathy and Consolation



기조강연 l Keynote L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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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인코그니타 : 공존을 위한 새로운 시대정신을 찾아
* Terra Incognita는 ‘지도에 없는 땅’을 뜻하며 가보지 않은 세계를 의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곳을 향해 항해하고 있다. 팬데믹이라는 위기를 극복
하기 위해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확장적인 재정·통화정책을 추진했고, 그 결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부
(富)의 공식이 바뀌고 있다. 통화가치 하락에 따른 자산가치의 급등세와 비트코인·이더리움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의 부상은 그동안 금융시장에 뿌리내렸던 투자의 문법을 흔들고 있다.
다자무역을 근간으로 발전해온 세계 경제의 기본질서 또한 팬데믹을 계기로 전환기를 맞고 있다. 심화되는 
빈부 격차, 그리고 팬데믹으로 드러난 사회보장 체계의 민낯은 기존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회의를 부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뿐만 아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 이후 미국과 중국 간 패권경쟁은 오히려 격화하는 양상을 보
이고 있다. 국제질서의 양대 축인 양국의 간극은 안보를 넘어 경제, 산업,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벌어지는 흐
름을 보이고 있다.
기후회복을 둘러싼 국가 간의 논의가 국제 정세의 핵심 변수로 부상한 가운데 반도체로 대표되는 기술 경
쟁은 세계 경제와 국제정치의 판도를 흔들고 있는 상황이다. 팬데믹 이후 기술은 발전에 가속이 붙었고, 인
공지능(AI)·블록체인 등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삶의 방식’을 바꾸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를 조망하기 위해 ‘테라 인코그니타: 공존을 위한 새로운 시대정신
을 찾아(Terra Incognita: Redesigning the Global Architecture)’라는 주제로 강의하고자 한다. ‘테라 인
코그니타’는 ‘지도에 없는 땅’을 뜻한다. 세계가 팬데믹 이후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세계가 향하는 ‘새로운 세계’는 우리 모두에게 기회의 땅이 될 수도 있다. 반면 변화의 흐름을 놓치면 
실패를 경험할 위험도 존재한다. 세계는 팬데믹으로 그 어느 때보다 서로 연결돼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이 
같은 새로운 세계의 길목에서 글로벌 공동체는 공존의 시대정신을 바탕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장 대 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기조강연
━

Keynote Lecture 

Dae-whan Chang  
Chairman of Maekyung Media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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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ra Incognita : Redesigning the Global Architecture
* The definition of Terra Incognita is “the unknown land,” meaning the world we have not 
experienced.

Since the outbreak of COVID-19, we are heading towards a world we have never experienced 
before. The expansionary fiscal and monetary policies that governments and central banks 
have been carrying out as a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have changed the wealth 
formula in the global financial markets. The decline in real purchasing power is causing surge in 
non-monetary assets while the rise of cryptocurrency such as Bitcoin and Ethereum is shifting 
the financial market.
The multilateral trade-based world economic order is also facing a turning point in the wake 
of the pandemic. The widening wealth gap and the apparent deficiencies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s that are revealed through the pandemic are creating skepticism on the existing 
system of capitalism. The world is facing more complex challenges. The competition for global 
hegemon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s steadily intensifying, showing little room for 
improvement in the Biden administration. The tension between the two powers is expanding 
beyond security competition, further influencing the fields of economy, business, and society.
Climate restoration has become a key agenda among states while technological competitions 
in the semiconductor industry are shifting trends in the global economy and politics. 
Technological advancement has accelerated since the pandemic, and the developmen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and blockchain technologies are changing human lifestyle.
In order to see the world changing faster than ever, I would like to talk about “Terra Incognita: 
Redesigning the Global Architecture”. “Terra Incognita” is a cartographic term for regions that 
have not been mapped. It symbolizes the post-COVID world that we have never been before.
The unknown land that we are moving towards can possibly be a land of opportunity to us, 
but can equally turn into risks of failure if we do not manage to address the changes at hand. 
Following the pandemic, the world is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its connectedness more 
than ever. As we enter the new world, the global community must seek for solutions through 
the spirit of coexistence.



Empathy and Consolation



공유세션 l Sharing 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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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사
사회ㅣModerator 

심 정 옥  아나운서

Jeong-ok Shim  Announcer

연설자ㅣSpeaker 

이 순 재  배우

Soon-jae Lee  Actor

구름에리조트 천자문마당ㅣGurume resort Cheonjamun Garden

10월 7일(목)ㅣOct.7(Thu)ㅣ19:00 - 21:00

공유세션 1ㅣSharing Sessi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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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콘서트 “The Meaning of Life”

영화와 우리의 삶은 많이 닮아 있다. 영화에는 인간과 삶이 가장 드라마틱한 순간이 담겨 있고, 인간의 가장 
집약적인 고민과 갈등을 풀어내려 애쓰기 때문이다.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는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70대 후반을 살아가는 이들의 사랑 이야기를 담아냈
다. 이들의 사랑이 청춘의 사랑만큼 따뜻하고 그 이상으로 애절하다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소소한 갈등 
속에서 이를 관통하는 인연과 삶의 의미를 담아냈다.
치매에 걸린 아내 순이와 그런 아내를 돌보는 남편 군봉. 그리고 폐지를 주우며 이름도 없이 살던 송씨와 그
녀에게 ‘이뿐’ 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만석. 누군가에게는 모든 게 무디고 더딘 삶처럼 보이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한 번뿐인 간절하고 소중한 삶입니다. 반짝거리며 빛나진 않지만, 어두운 골목의 가로등처럼 마음
을 환하게 밝히는 네 사람의 이야기. 겉보기엔 우악스럽고 까칠해 보이지만, 어린아이 같은 모습도 있고, 주
위의 어려움을 지나치지 못하는 따뜻함을 가진 만석. 무뚝뚝하고 무관심했던 그도 아내의 죽음 앞에서 많
은 것을 후회하게 되고, 그 후회가 만석을 변화시켰다. <그대를 사랑합니다> 용기 있는 만석의 고백!
“슬럼프와 어려움은 인생의 필수 관문이다. 필요한 것은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와 용기다.”
국민배우 이순재 선생님과 영화콘서트를 통하여 영화 속에 녹아든 사람 사는 이야기, 삶의 의미와 인문가
치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Film Concert : The Meaning of Life

Movies and life have a lot in common. Movies capture the most dramatic moments of people’s 
lives and try to solve the most intensive troubles and conflicts. 
The movie ‘I Love You’, based on the webtoon of the same name, tells the love story of people 
in their late 70s. It displays how their love is as warm and passionate as the love between young 
people. At the same time, it also reflects the meaning of relationships and life through small 
discords.
Sun-i who has dementia and her husband Gun-bong who is taking care of her. And Ms. Song 
who makes a living collecting cardboard and Man-seok who gives her a name “I-bbun (Pretty)”
Someone might find their lives dull and slow-paced, but for them, it is a cherished life that they 
will only live once. Stories of four people that, although not dazzling, light up our minds like a 
streetlight in a dark alley. Man-seok looks rough and grumpy on the outside but he is actually 
a warm-hearted man who cannot pass by when he sees others suffering and has a childlike 
innocence. Even this indifferent man feels a lot of regrets in the face of his wife’s death, which 
ends up changing him. Man-seok gathers the courage to say “I Love You!”
“Slumps and difficulties are inevitable in life. What you need is the resolve and courage to 
surmount them.”
With the great actor Lee Sun-jae, we will discuss on everyday life, the meaning of life and value 
of humanities depicted in movies.

취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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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사
출연진ㅣCast 

배 상 훈  프로파일러

Sang-hoon Bae  Profiler

이 은 형  개그우먼

Eun-hyung Lee  Gagwoman

허 안 나  개그우먼

An-na Heo  Gagwoman

김 한 가  PD

Han-ga Kim  PD

구름에리조트 천자문마당ㅣGurume resort Cheonjamun Garden

10월 8일(금)ㅣOct.8(Fri)ㅣ16:00 - 18:00

공유세션 2ㅣSharing Sessio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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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콘서트 “고민전화 1사라”
제8회 21세기 인문가치포럼x팟캐스트 ‘일사라’ 컬래버레이션

“우연히 펼친 책인데 놀라울 정도로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 내용이 담긴 책이었을 때 느껴지는, 
그 운명적인 순간, 저희가 만들어드립니다.”
국내 최초 상담 배틀쇼!
‘당신의 취향’을 반영한 고민 솔루션을 들고 4명의 상담원이 찾아갑니다.
전에 없던 심리 상담 프로그램 인포테인먼트 콘텐츠!
기존 상담 프로그램들과 달리 패널별로 고민에 최적화된 구체적인 콘텐츠를 추천하고, ‘내가 소비하는 문
화 콘텐츠가 곧 내 자신’이라는 2030 세대의 특징을 반영하여 사연자의 취향을 기반으로 한 솔루션을 제공
한다. 고민 상담 서비스 회사에 소속된 전화 상담사 콘셉트의 패널들이 경제, 진로, 인간관계, 범죄 스릴러 
등 광범위한 고민 상담을 진행한다.

Empathy Concert : Counseling Call 1Sara
Collaboration of the 21st Century Human Values Forum and 1sara (podcast)

“Have you ever opened a book by chance, and was it surprising to see how much you needed it 
at that moment? We’ll let you experience the destined moment.”
The very first competition show of counseling sessions in Korea!
Four counselors will be there with the solutions that consider your preference.
The first infotainment with counseling program!
Unlike traditional counseling session, each panelist will offer specific recommendation for your 
concern. People in their 20s and 30s believe that “you are the content that you consume.” Here, 
each solution will be based on your personal preference. The panelists from counseling service 
will receive calls and talk about your concerns. You can bring an economic issue, a concern 
about career path, relationships, and even a thriller. 

취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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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사
사회ㅣModerator 

심 정 옥  아나운서

Jeong-ok Shim  Announcer

지휘자ㅣConductor 

서 희 태  (사)한국오페라단, 음악감독

Hee-tai Suh  Korean Opera Group, Music director

공연단원ㅣMember 

고 진 영  프리랜서, 성악가

Jin-young Koh  Freelance, Vocalist

조 재 형  서울대학교 대학원, 연구원

Jae-Hyung Cho  Seoul National University, Researcher

장 주 연  연세대학교, 외래교수

Ju-yeon Jang  Yonsei University, Adjunct professor

윤 혜 림  라퓨즈 오케스트라, 악장

Hae-lim Youn  Lafuse Orchestra, Concertmaster

알렉산더 셰이킨  아코디언 아트, 아코디언연주가

Sheykin Alexander  Accordion Art, Accordionist

구름에리조트 천자문마당ㅣGurume resort Cheonjamun Garden

10월 8일(금)ㅣOct.8(Fri)ㅣ19:00 - 20:30

공유세션 3ㅣSharing Sessio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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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콘서트 “인문학에 물든 서희태의 렉쳐콘서트”

오케스트라 합주가 딱딱하고 엄숙했다면 렉처콘서트는 때로는 부드럽고 때로는 웅장하며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광범위한 내용의 이야기로 감동을 준다.
엔니오 모리꼬네 1주기 추모 Cinema Paradiso
세계적인 영화음악감독 엔니오 모리꼬네 1주기를 추모하며 모리꼬네가 남긴 수많은 영화 속 명곡과 함께 
영화와 음악의 밀접한 관계를 인문적 가치로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Communion Concert : Seo Hee-Tae’s Lecture Concert in Humanities

If orchestras were too stiff and serious, lecture concert could be more soft and sometimes 
grandeur, with touching stories of various aspects of our lives. 
Cinema Paradiso, to commemorate the memory of Ennio Morricone
In commemoration of the 1st anniversary of the world-renowned film music director Ennio 
Morricone’s passing, let's take a moment to unravel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film and 
music with humanities values along with the many masterpieces Morricone left behind.

취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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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사
사회ㅣModerator 

양 채 원  아나운서

Chae-won Yang  Announcer

연설자ㅣSpeaker 

김 사 월  유어썸머, 싱어송라이터

Sa-wol kim  Your Summer, Sing-songwriter

이 용 신  올보이스, 성우

Yong-shin Lee  All Voice, Voice actor

박 태 준  더그림엔터테인먼트, 만화가

Tae-jun Park  The picture Entertainment, Cartoonist

구름에리조트 천자문마당ㅣGurume resort Cheonjamun Garden

10월 9일(토)ㅣOct.9(Sat)ㅣ13:30 - 15:30

공유세션 4ㅣSharing Session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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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콘서트 “청춘 UP(業) 콘서트” 

스펙쌓기에 쫓겨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청년을 위해 꿈을 이룬 人들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공유
한다. 도전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자! 내 삶의 주인공은 나, 꿈과 성공을 이루는 확실한 방법은 수많은 실
패와 실수들이 모여 이루어진다.
자신감 회복과 에너지 충전의 시간을 가져다줄 멘토들의 도전기를 통해 청춘들에게 꿈과 희망, 가치 있는 
삶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Youth Concert : Youth UP(業) Concert

Those who have achieved their dreams will share secrets on how to overcome difficulties for 
young people who are chasing careers and cannot afford to look back. 
Don't be afraid to try and fail! I am the hero of my life, and success is made up of countless 
failures and mistakes.
We deliver a message about dreams, hopes, and a valuable life to young people through the 
experience of mentors who will share stories to help recover confidence and regain energy.

취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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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사 월  유어썸머, 싱어송라이터

Sa-wol kim  Your Summer, Sing-songwriter

스스로를 미워하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 달아

요즘은 자신을 사랑하는 일도 유행이다. 방송이나 SNS에는 바쁜 업무와 함께 스스로의 마음까지 챙기는 
셀럽들이 등장하고, 그 마음 챙김에는 소비지향적인 면모가 있어 콘텐츠로 만들어지기 좋은 주제라고 느껴
진다. 다만 그 콘텐츠를 보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거창하고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
다고 생각한다. 현대인에게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무척 필요하지만 실천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우리 모두
가 서로 다른 인간이므로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에는 무수히 많은 각자의 방법이 존재할 것이다. 특별한 음
식을 주문하거나 한가로운 휴가지에 가지 않고도 일상에서 자신의 마음을 챙기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단어를 쓰는 것조차 아직은 낯부끄럽고 심지어는 역겹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
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을 괴롭히며 살아온 나머지 그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스스로에 대한 아주 사소
한 선행도 어색해진 것이다. 
꿈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불행할 수 있다. 원하는 것이 손에 있어도 충만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자신을 덜 
괴롭히는 법을 다년간 연구해온 김사월이 개인적으로 효과가 있었던 몇 가지 방식을 공유하고 제안한다.

초록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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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easier to be mean to yourself

Loving yourself seems to have become a popular trend these days. Celebrities on media and 
social networks show how they take care of themselves amid busy work. The ways are usually 
consumption-oriented, therefore serving as a good theme for their content. However, for 
many content users loving yourself is still a tremendous or vague topic. In modern days, loving 
yourself is a much-needed but somehow challenging task to fulfill. There can be countless ways 
to make you feel loved by yourself, as we all are unique individuals. Some people feel taken 
care of without ordering a special meal or going on a relaxing vacation.
However, some people still feel embarrassed and disgusted by even using "loving oneself." We 
are used to tormenting ourselves for so long that even the most minor good deeds towards 
ourselves feel awkward.
You may have achieved your dream but still, be unhappy. Even if you have what you want, it 
may not satisfy you. Sa-wol Kim has been researching how not to be cruel to oneself for many 
years. Here are some suggestions that personally worked for 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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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용 신  올보이스, 성우

Yong-shin Lee  All Voice, Voice actor

오디션, 꿈의 시작 

‘노래하는 성우’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준 [달빛천사]

목소리를 녹음하고 들어보길 좋아하던 소녀가
대학 졸업 후 성우가 되기까지 다양한 직업에 도전하며 
‘나’ 앞에 다양한 형용사를 만들었습니다.

성우의 삶이란 끊임없는 오디션의 연속

준비되지 않았는데 기회가 오기도 했고
준비를 많이 했음에도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내 수준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디션의 NO는  곧 NEXT

실패는 당연히 아프지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라면 
너무 오래 아프지 말아야 합니다.
꿈을 향한 여정 중 흐린 하루일 뿐이니까요.

인생은 오디션의 연속

오디션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집니다.
실력과 열정이 균형을 맞추기 전까지는 휘청거릴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내 미래는 내 상상력 그 너머에

지금의 작은 도전이 어떤 열매를 맺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나의 찬란한 미래를 현재의 내 상상력 안에 가두지 마세요.
딱 하루치의 목표만 있다면 기회는 계속 찾아옵니다.

초록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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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tion, the Beginning of Dream 

Full Moon made her famous as the “Singing Voice Actress”

A girl who liked to record her voice and listen to it graduated from college and worked at various 
jobs before eventually becoming a voice actress.
Over time, I finally earned the various adjectives others used to describe me.

The life of a voice actress is filled with back-to-back auditions

Sometimes, opportunity came to me when I was not ready. Other times, opportunity did not 
come even though I was ready.
What’s important is doing your best in the situation facing you.

“No” in an audition means “next time”

Obviously, failures are painful. However, if you really love your job, you should not be depressed 
by them for too long.
It is just a cloudy day in the long journey toward your dream.

Life is a series of auditions

Auditions exist in all sectors.
Until you achieve a balance between your skill and your passion, you will feel unstable.
Still, keep moving forward.

My future is beyond my imagination

Nobody knows what kind of fruits you will reap from your small efforts now.
Do not confine your brilliant future by the limits of your imagination today.
Have a goal for each day. Then, opportunity will eventually show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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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태 준  더그림엔터테인먼트, 만화가

Tae-jun Park  The picture Entertainment, Cartoonist

실패로 성공하는 법

돌이켜 보면 나는 실패의 연속이었다. 
불우한 가정의 장남으로 태어나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소심한 성격이었고, 단 하나였던 만화가의 꿈도 
등록금 때문에 대학을 그만두게 되었다.
먹고 살기 위해 얻은 지하 사무실은 언제나 곰팡이로 가득했고, 물이 새는 날이면 팔아야 할 옷부터 챙기기 
일쑤였다. 몇 번의 사기와 치욕스러운 경험을 겪으며 느낀 건 세상이 나를 버린 것만 같았다.
누구나 힘든 경험을 한다. 
언제나 옳은 길로 갈 수는 없으며,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이를 실패라고 한다. 실패가 두려워 도전조차 시
도하지 못하는가 하면, 좌절에 빠져 낙오자가 된다. 우리는 이 실패의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성공으로 이어지게 된다.
등록금이 없어 대학을 포기했던 미대생이 결국 10년이 지나 당당히 웹툰 작가로 데뷔하게 될 수 있었던 이
유는 실패라는 경험을 최고의 자양분으로 흡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청춘들이 실패에 대하는 자세, 두려운 마음을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초록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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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Become Successful Through Failure

Looking back, I was a series of failures. Born as the eldest son of a poor family, I was unable 
to get along with friends because of my timid personality. My only dream was to become a 
cartoonist, which was interrupted when I dropped out of Art College due to tuition fees.
The basement office I rented to make a living in was always full of mold and when it rained, 
there were leaks, which led to me grabbing clothes that I needed to sell first before anything 
else. After several scams and humiliation, it was as if the world abandoned me.
Everyone experiences hardships. You cannot always choose the right path and if you fail to 
reach the goal, it is called “failure”. Some people cannot even dare to challenge themselves or 
the world, because of their fear of failure. Some people get frustrated and fall behind. However, 
how we can embrace our failures can lead us to a very different success.
Ten years later, the art major who had to drop out of college due to tuition fees, became a 
webcomic artist. This is because I was able to absorb and use the best experiences of my 
failures.
Let us take some time to think about how our youth of today must face failure and their f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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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사
사회ㅣModerator 

연 빛 나  아나운서

Bit-na Yeon  Announcer

패널ㅣPanel 

박 준 영  박준영법률사무소, 변호사

Joon-young Park  Park Joonyoung Law Office, Lawyer

양 재 진  진병원, 대표원장

Jae-jin Yang  Jin Hospital, The head of the hospital

정 여 울  작가

Yeo-ul Jeong  Writer

구름에리조트 천자문마당ㅣGurume resort Cheonjamun Garden

10월 9일(토)ㅣOct.9(Sat)ㅣ16:00 - 18:00

공유세션 5ㅣSharing Session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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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콘서트 “코로나 블루 극복”

코로나 19의 등장은 우리 사회와 일상을 변화시켰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심리적인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졌다.
피로한 사회를 다스리는 힐링닥터로 유명한 정신과 의사 양재진 원장에게 삶에 대해 물어본다.
희망이란 어디에서 생기는 것일까?
진심이 담긴 위로를 건네는 시간을 갖는다.

Hope Concert : Overcoming Covid Blues

COVID-19 has changed our society and daily lives.
In what way should we live life? 
More people are feeling mental anxiety.
We will ask questions about life to Dr. Yang Jae-jin, famous as a healing docter for the fatigued 
society.
Where does hope come from?
A time for sincere consolation.

취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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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준 영  박준영법률사무소, 변호사

Joon-young Park  Park Joonyoung Law Office, Lawyer

사람이 사람에 주는 희망

영화에서 주인공과 엑스트라의 차이에 대하여, 주인공은 말을 많이 하고 죽지만 엑스트라는 말없이 죽는
다. 주인공은 친구, 애인, 가족이 다 있는데, 엑스트라는 이 관계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엑스트라를 주인공의 자리에 앉혀놓고 그를 중심으로 그의 삶과 주변을 살펴보면, 참 아름다울 
때가 있습니다. 재심은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비극 속에 감춰져 있는 주연이 아닌 사람들의 이야
기가 아름다울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인간, 사회 그리고 삶을 각성하게 합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Hope from one person to another

Some people say that the difference between the main characters in a film and minor parts is 
that the main characters talk a lot befor dying, while minor roles die without a line. Others say 
that main character has friends, a lover, and family, while all these relations are now depicted 
for the minor roles. However, if you put the minor roles in the main characters’ place and 
observe their lives and surroundings, oftentimes they are beautiful.
The process of retrial in a court is like a tragedy. But, in many cases, the stories of those 
seemingly insignificant people hidden in this tragedy are beautiful. Their stories make us rethink 
about people, society and life. Let me tell you about these beautiful stories. 

초록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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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재 진  진병원, 대표원장

Jae-jin Yang  Jin Hospital, The head of the hospital

코로나 블루 스트레스 이겨내는 방법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졌고 유일하게 정신과 환자가 늘었다.
과연 미래가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며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당장에는 부담스럽더라도 적절히 대응하여 자신의 향후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는 좋은 스트레스와 다르게 
나쁜 스트레스는 자신의 대처나 적응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며 불안이나 우울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스트레스를 말한다.
스트레스의 영향은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르다.
이로 인한 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 인격장애가 생길 수 있고 알코올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
술이란 내성과 금단현상이 생긴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발생하고 순간적으로는 행복해질 수 있지만 점점 더 
우울해진다.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회복의 시간을 가져본다.

How to cope with stress caused by COVID-19 blues

An increasing number of people are feeling emotional anxiety. Recently, psychiatry has been 
the only department in a hospital that is seeing more patients.
Many people have stressful days filled with anxiety, questioning whether tomorrow will be 
better than today.
Good stress can be little bit burdensome, but it can be positive to you as long as you wisely 
cope with it. On the contrary, bad stress can continue despite coping and adaptation, and it can 
also cause other symptoms, such as anxiety and depression.
The impact of stress is different for each individual.
Due to this stress, people may suffer from depression, bipolar disorder, anxiety disorder, or 
personality disorder, and rely more on alcohol.
Abusing alcohol results in tolerance and withdrawal symptoms. While alcohol can temporarily 
make you happy by releasing anti-stress hormones, in the long run, it makes you even more 
depressed. Let us consider how to overcome stress in a healthy way, and take this as an 
opportunity for recovery.

초록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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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여 울  작가

Yeo-ul Jeong  Writer

희망을 잃지 않은 당신에게

한국인의 마음속에는 ‘꿈=성공’이라는 무언의 등식이 각인되어 있다. 어떻게 ‘꿈꾸다’라는 아름다운 동사가 
곧장 ‘성공’이라는 지극히 편협하고 고정된 목적어와 동급이 되어가는 것일까.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라
는 질문 속에는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통해 성공하고 싶습니까’라는 뉘앙스가 묻어 있다. 하지만 꿈은 본래 
그렇게 평면적이고 단순한 것이 아니다. 차라리 일장춘몽일지라도,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은 편견이나 매너
리즘에 갇히지 않는다. 아직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은 ‘먹고사니즘’의 덫에 걸려 스스로의 가능성을 마비시키
지 않는다.
진정한 꿈이라는 것이 ‘성공’이나 ‘직업’에 국한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아름답게 증언하는 대표적인 문학작
품이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다. 산티아고 노인의 원래 꿈은 최고의 월척을 낚아 아직 자신이 건
재함을 온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어부였던 산티아고 노인은 사실 
과거에는 꿈을 이미 이뤘던 사람이다. 문제는 그 명성을 노인이 되어서도 유지하는 것이었는데, 산티아고 
노인은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데는 실패했다. 그는 형편없이 가난해졌으며 끼니조차 이웃 소년의 힘을 빌
려야 하는 처량한 처지가 되고 말았다. 
그런데 천신만고 끝에 한평생 잡아본 물고기 중 가장 거대하고 아름다운 청새치를 잡는 순간, 즉 꿈을 이
룬 순간부터 거침없는 내리막길이 시작된다. 드디어 꿈을 이룬 줄 알았는데, 꿈을 이룬 순간 ‘꿈의 결과물’
을 사수해야 하는 더욱 무시무시한 미션이 시작된 것이다. 엄청난 괴력을 지닌 청새치를 잡는 것도 목숨을 
건 일이었지만, 몰려드는 상어떼로부터 청새치를 지켜내는 것은 이미 진을 다 빼버린 산티아고 노인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하지만 뼈만 남은 청새치의 잔해를 배에 묶은 채 다녀온 다음 날, 사
람들은 드디어 산티아고 노인의 위대함을 알아보기 시작한다. 뼈의 길이를 가늠해보는 것만으로도 그 마을 
어부들은 산티아고 노인이 겪은 간난신고를 충분히 상상할 수 있었던 것이다.
산티아고 노인은 젊었을 때 자주 꾸곤 했던 ‘사자 꿈’을 다시 꾸기 시작한다. 눈부신 갈기를 휘날리며 푸르
른 초원을 달리는 사자 꿈을 다시 꾸는 것, 그것은 아직 그에게도 새로운 가능성이 남아 있음을 발견하는 일
이었다. 거대한 청새치를 잡을 수 없어도, 아직 그가 ‘사자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은 그의 무의식이 여전히 무
언가를 새로 시작할 용기를 발견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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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서른이 넘었는데, 아직 꿈을 찾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뒤늦은 감정의 사치가 아니다. 그것은 아직 당
신이 새로운 삶의 찬란한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아름다운 내면의 신호탄이다. 나는 서른이 넘어서
야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을 깨달았다. 그전에는 ‘직업’이나 ‘직장’을 가져야만 진짜 어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진정한 꿈이 ‘작가’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서른이 넘어서야 내 꿈을 깨달았지만 그것은 결코 
늦은 것이 아니었다. 
꿈을 이루기 필요한 것은 야망이나 적극성이 아니라, 완연한 때가 무르익기를 기다리는 몸짓이다. 나는 남
들보다 대학을 1년 더 다니며 오히려 철이 들었다. 박사과정을 남들보다 늦게 시작하고, 논문도 남들보다 
엄청나게 늦게 쓰면서 오히려 더욱 성숙해졌다. 때가 무르익기를 기다림은 전혀 남들에게 뒤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당신이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직 꿈을 꿀 수 있다면, 그것은 결코 남들에게 뒤지는 것이 아
니라 내 자신을 매번 새로이 발견할 용기를 잃지 않은 것이다. 서른이 넘도록, 심지어 팔십이 넘어서도, 아
직 매 순간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을 평생 열어놓
을 줄 아는 지혜롭고 용감한 존재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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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hose who have not given up on hope

Deep in their minds, Koreans equate “dream” to “success”. Why is the beautiful verb “to dream” 
so readily reduced to “success”, which is a narrow-minded, fixed object? When people ask 
you “what’s your dream?”, they’re also subtly asking “how do you want to achieve success”? 
However, a dream is not something that superficial or simple. One who can dream, even when 
it is a wild dream, does not get stuck in bias or mannerism. A dreamer does not let the matters 
of one’s livelihood kill their potential.
The true dream cannot be solely defined by “success” or “occupation”, which is so beautifully 
proven by “The Old Man and the Sea” by Ernest Hemingway. In the novel, the elderly man 
named Santiago originally dreamed of catching a big fish to show that he is still alive and well 
to his neighbors. He actually had already realized his dream once back in the day when he was 
known as “the best fisherman” in town. The problem is whether he can keep his fame in his 
later years, which ends up impeding his “happy life in old age”. He becomes extremely poor and 
even has to rely on a little boy in the village to get something to eat. 
But the moment he finally catches the biggest and the most beautiful marlin in his life after 
enormous struggles, his life takes a downward turn really fast. Just when it looks like his dream 
is finally coming true, the more horrifying mission of keeping “the outcome” of his dream 
begins. He risks his life catching the enormously-strong marline. But then the exhausted old 
man has to keep his fish from an army of sharks swarming his boat, putting his life in further 
danger. But the next day when he leaves with the remains of the fish, which are mostly bones, 
bound to his boat, the villagers start to see the greatness in the old man. Because, simply 
judging by the length of the bone, the fishermen in the village are able to imagine what the old 
man has gone through. 
Santiago starts to dream “the lion dream” he used to dream when he was younger. Dreaming 
of the lion running across the green meadow with its dazzling mane flapping against the wind 
again means that he has found a new possibility that is still in him. Even though he cannot catch 
a giant marlin, being able to dream of lions again indicates that he, subconsciously, has found 
the courage to start something new. 



공
유

세
션

 l S
h

a
rin

g
 S

e
s

s
io

n

한국정신문화재단  _  41

The 21st Century Human Values Forum 2021  

If you are over 30, and are still looking for a dream, this is never a luxury that doesn’t fit your 
age. Rather, it is a signal from your beautiful inner self telling that you have not given up on the 
possibility of starting a new chapter in your life. I myself realized what I truly wanted to do after I 
passed 30. Believing that to be fully grown-up means having an “occupation” or a “job”, I didn’t 
realize that my true passion was to become a “writer.” It was not until I turned 30 that I realized 
what I wanted to be, but it was not too late. 
What makes your dream come true is not an ambition or activeness, but your actions, waiting 
for the right time to come. I think spending one more year in college than my friends actually 
helped me mature. I started my Ph.D. course later than others, and took a really long time 
to finish my paper, but I grew more mature throughout that time. Waiting for the right time 
to come is far from falling behind. If you still can dream “despite the seemingly old age”, this 
means you still have that courage to find yourself anew every time, not that you are falling 
behind others. I believe that someone who can always keep a dream even after turning 30 or 
80 are the ones who are wise and brave enough to always open themselves to the possibility of 
starting a new life.



Empathy and Consolation



모색세션 l Exploring 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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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계언행록에서 인류위기의 원인과 해법을 찾다 1

고려대 김언종 명예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는 세션 1에서는 다음과 같은 강연이 진행된다. 먼저 김병일
도산서원 원장이 퇴계학 심화학습 단체인 참공부 모임이 결성된 과정과 의의에 대해 설명하고 이 시대에 
우리는 왜 퇴계를 불러와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이어서 허권수 교수, 권갑현 교수, 강구율 교수 등 퇴계학 전문 연구 교수들이 각각 퇴계의 ‘학문’ ‘묘지
명’(퇴계자신이 자신의 삶을 한 편의 시로 쓴 것), ‘강의(講義)’를 중심으로 인류위기의 원인과 해법을 모색
한다. 끝으로 김종성 교수가 퇴계선생이 지은 ‘도산12곡’을 작곡하게 된 이유와 그 의미에 대해 설명한다.

Finding the cause and solution to the human crisis in Toegye 
Seonsaeng Unhaengnok 1

Session 1, to be presided over by Eon-jong Kim, Professor Emeritus of Korea University, will 
feature a series of lectures. They will be kicked off by Byung-il Kim, Chairman of the Board of 
the Dosanseowon Seonbi Culture Training Center, who will introduce a study group he has 
spearheaded to foster in-depth learning about Toegye’s philosophy and explain the relevance 
of Toegye’s thoughts in tackling today’s global problems. This will be followed by lectures by 
three other experts on Toegye’s philosophy – Prof. Kweon-soo Heo, Prof. Kap-hyun Kwon, and 
Prof. Koo-youl Kang. They will respectively address Toegye’s scholarship, his epitaph (a poem 
written by Toegye himself summarizing his life), and his lectures, in the context of analyzing the 
present humanity crises and seeking solutions. Topping off the session will be Prof. Jong-Sung 
Kim, who will walk the audience through Dosan 12 Songs composed by Toegye, in terms of the 
inspiration behind the songs and their significance.

취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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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병 일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 이사장 

Byung-il Kim  Dosanseowon Sunbi Culture Training Center, Chairman of the Board

도산서원 참공부 모임의 성립과 의의

도산서원 참공부 모임은 2015년 11월 퇴계 선생의 정신을 참답게 공부하고 세상에 널리 알리자는 취지로 
조직되었다. 문사철 분야의 학자들과 전통 문화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두 달에 한 번, 1박 2일 정기
적으로 모여 퇴계 선생이 남긴 글을 깊이 있게 읽고 그 뜻을 진지하게 연구 실천하고 있다. 그동안 선생께서 
손수 간추린 ≪잠명제훈≫과 ≪도학연원록≫을 읽었으며, 2018년 ≪마음에 새긴 선현의 가르침, 箴銘諸
訓≫을 펴냈다. 지금은 공자의 논어에 비견되는 ≪퇴계 선생 언행록≫을 공부하는 중이다. 
한편 퇴계 정신을 세상과 공유하려고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2019년 4월에 선생의 마지막 귀향 450 주
년을 맞이하여 서울에서 안동 도산까지 13일 동안 걷는 재현 행사를 진행하였다. 나아가기만 일삼는 현대
인에게 퇴계 선생의 물러남(退)의 길을 몸으로 익히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라 생각하고, 참공부 모임 동지들
이 앞장서 걸었다. 또 뜻있는 사람들이 읽고 걷도록 인문 답사기 ≪퇴계의 길에서 길을 묻다≫를 집필 발간
했다. 2020년 11월 선생의 서세 450주년을 맞아 선생 만년의 삶과 퍼져나가는 향기를 기리는 학술 행사를 
안동에서 개최하였다. 그리고 이번 21세기 인문가치포럼의 소중한 기회에 선생의 숨결이 담긴 「퇴계 선생 
언행록에서 인류 위기의 원인과 해법을 찾다」를 제시한다.

초록
━

Abstract



모
색

세
션

 l E
x

p
lo

rin
g

 S
e

s
s

io
n

한국정신문화재단  _  47

The 21st Century Human Values Forum 2021  

The establishment and significance of Dosan-seowon(Korean Neo-
Confucian Academy)’s Genuine Study Group

Dosan-seowon’s genuine study group was organized in November 2015 to study the philosophy 
of scholar Toegye in a genuine manner and raise awareness throughout the world. Scholars in 
the fields of literature, history, and philosophy and experts working in the field of traditional 
culture gather once every two months for two days to thoroughly read the writings of scholar 
Toegye and study the significance to put them into practice. The study group has read Toegye’s 
compilations including ‘Jammyeongjehun’(箴銘諸訓, proverbs, mottos, and teachings) and 
‘Taohak Yeonwonrok’ (Hagiography of Confucians). In 2018, the group published ‘The teachings 
of an ancient sage to be engraved in our heart, 箴銘諸訓.’ Currently, the group is studying ‘Toegye 
Seongsaneg Onhaengnok(sayings and doings of Master Toegye)’ which is comparable to the 
Analects of Confucius.
The study group is taking actions to share Toegye’s philosophy with the world. In April 2019, 
an event was held where the participants follow scholar Toegye’s journey from Seoul to 
Andong Dosan for 13 days to commemorate the 450th anniversary of Toegye’s last return to his 
hometown. The members of the genuine study group took the lead in the journey to provide 
an opportunity for people in the modern era who tend to only focus on making progress to 
experience Toegye’s spirit of practicing the beauty of stepping back(退). In addition, the group 
wrote and published a humanities essay ‘Exploring the way on Toegye’s road’ to encourage 
people to read the writing and follow Toegye’s journey. In November 2020, an academic event 
was held in Andong to commemorate the 450th anniversary of Toegye’s death along with his 
life and influence in the society. Taking this precious opportunity of the 21st Century Human 
Values Forum 2021, the group will present Toegye’s philosophy with ‘Finding the causes and 
solutions of crisis of humanity from Toegye’s sayings and do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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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리 원  중국런민대학교, 교수 

Liwen Zhang  Renmin University of China, Professor

이퇴계 인문 정신의 현대적 가치

이퇴계는 ‘조선의 주자(朱子)이자, ‘동방의 백세지사(百世之師)’로 공자, 맹자, 정주 이후의 사상을 계승하
였습니다. 그는 ‘조선에서 명맥이 끊긴 학문을 다시 이어받아, 공자, 맹자, 정주의 사상을 찬란하게 부활시
킨’ 큰 인물일 뿐만 아니라, 이들의 사상적 계승자입니다. 
퇴계는 사서오경 중 특히, 평생을 『주역』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그의 인문 사상은 『주역』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문명이지, 인문야(文明以止，人文也)’는 『주역』에서 유
래된 말이기 때문입니다. 
인문과 인문 정신이라는 독특한 개념은 서양의 르네상스 시대에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퇴계가 줄곧 연구해
온 『주역』에서 이미 제기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문 정신은 형이상학적인 도덕적 추구이면서, 형이하학적인 반성이기도 합니다.
퇴계 인문 정신의 이론 체계에서도 조선 시대의 정신이 잘 드러납니다. 바로 우환(憂患)의 정신, 개혁 정신, 
성리(性理)의 정신, 도덕 정신, 그리고 성현을 존경하는 정신입니다. 
퇴계의 개혁 정신은 개방과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더 빠르게 사고 해내는 상황에서, 전 세계의 목소리는 물론 우주의 목소리까지 
우리의 귓가에 맴돌 정도로 지구는 인류가 빈번히 왕래하고 소통하는 지구촌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기와 충돌에 직면한 인류의 우선과제는 개혁과 개방입니다.
인간과 자연, 사회, 인간관계, 정신, 문명이 충돌하고 융합하는 상황에서, 퇴계는 융합과 충돌, 그리고 화합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실천에 힘써 세계가 평화롭게 발전하고 협력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도록 해
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류가 함께 직면한 여러 충돌과 위기의 도전에 대응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퇴계의 다섯 가지 인
문 정신의 함양과 실천은 현실적인 가치와 의미를 지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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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退溪人文精神的现代价值

李退溪是 “朝鲜之朱子”， 是 “东方百世之师”， 他继承孔孟程朱以来的思想， 他是朝鲜 “学绝之后而
继绝学， 使孔孟程朱思想焕然复明 “的这样一个大人物， 而且他继孔孟、 程朱思想的一个继承者。
他对于四书五经， 特别是对 《周易》， 从早年到晚年一直不停地研究。
他的人文思想从 《周易》 当中就体现出来。 因为 《周易》 当中讲了这样的话，“文明以止，人文也。”
人文和人文精神这种特有的概念是西方文艺复兴时期提出来的。 从退溪一直研究的 《周易》 当中， 
就已经提出来了。
所以人文精神既是一种形而上的道德的追究， 也是形而下的反思。
退溪人文精神的理论体系也是朝鲜时代精神的一种彰显， 它体现为忧患的精神、 改革的精神和性理
的精神、 道德精神和敬贤的精神。
退溪的改革精神， 是同开放相联系的。
在当前人工智能比一些人思想跑得更快的情况下， 不只全球的声音在我们耳边， 甚至宇宙的声音也
在我们耳边， 地球成为鸡犬相闻的一个村。
在这种情况下， 人类所遇到的危机和冲突， 改革开放是当务之急。
这个的话， 就是说， 他对我们现在人们与自然、社会、 人际、 心灵、 文明产生冲突融合的情况底下， 应
该是一种融突和合的关系， 人类在这种关系中， 力行实践， 重拾世界和平发展合作的一个美景。
所以弘扬和实践退溪的五大人文精神， 以回应和化解人类所共同面临的各种冲突和危机的挑战， 具
有现实的价值和意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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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권 수  동방한학연구원, 원장 

Kweon-soo Heo  Eastern Chinese Classics Institute, Research Director

퇴계는 어떻게 자신의 고뇌와 위기를 극복하여 최고의 학자, 
위대한 군자가 되었는가

퇴계(退溪) 이황(李滉) 선생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학자로서, 오늘날 그 학문적 명성은 세계적 반열에 
올라 있다.
그러나 개인적인 면을 보면, 인류가 갖고 있는 보편적인 고뇌와 인생의 위기가 적지 않았다.
그 고뇌와 위기 가운데 큰 것만 들어도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적 측면에서는, 생후 8개월에 부친 사망, 27
세 초취부인과의 사별, 46세 재취부인 사별, 48세 둘째 아들 사망, 증손자 사망 등이 있었다. 넷째 형 온계
(溫溪) 이해(李瀣)의 사별 등이 있었다. 또 재취부인의 정신적 장애 등이 있었다.
둘째 처가의 재앙으로, 초취처가 김해허씨(金海許氏) 가문의 재난, 재취처가 안동권씨(安東權氏) 가문의 
사화(士禍)와 장인 권질(權礩)의 유배 생활, 초취처가와의 재산 갈등 등이 있었다.
셋째 사환생활(仕宦生活)에서는 겪은 고난으로, 권간(權奸) 김안로(金安老)의 압박, 간신 이기(李芑)의 삭
탈관작 요청, 넷째 형 온계(溫溪) 이해(李瀣) 을사사화 연루 사망, 동료들의 비웃음 등이다.
보통 사람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사환생활에서의 어려움을 뜻을 확고히 세워 성현
의 가르침을 약석(藥石)으로 삼아, 수신에 힘쓰고 명리(名利)를 초탈하고 출처(出處)의 대절(大節)을 지켜 
한평생 나갔다. 여러 가지 고뇌와 위기를 극복하여 전인적인 경지의 인격을 갖춘 대학자, 대군자로 성공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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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egye overcame his agony and crisis and became the best 
scholar and great soldier
 
Toegye (退溪, pen name) Yi Hwang (李滉) is a representative scholar in Korea and his academic 
reputation is internationally recognized today.
However, he also struggled with one of the universal agonies of humanity and several crises in 
his personal life.
Among those agonies and personal crises, his family story comes first. Toegye’s father passed 
away when he was eight months old, he lost his first wife at 27 and his second wife at 46. When 
he was 48, his second son and grandson died. Toegye not only lost his fourth oldest brother 
Ongye (溫溪, pen name) Lee Hae (李瀣) but also his second wife suffered from a mental illness.
Secondly, his life was also affected by the calamities of his wives’ clans. His first wife’s family, 
Gimhae Heo (金海許氏) clan went through misfortunes, and his second wife’s family Andong 
Kwon (安東權氏) clan experienced a Sahwa (士禍, calamity of literati). Toegye’s father-in-law 
Kwon Jil (權礩) lived in exile and he had conflicts about his property with the first wife’s family.
Thirdly, Toegye also experienced a series of hardships during his life in political office. Kwongan 
(權奸, pen name) Kim An-ro (金安老) pressured him and the villainous retainer Lee Gi (李芑) 
requested to remove Toegye from office. Toegye’s fourth oldest brother Ongye (溫溪) Lee Hae 
(李瀣) was killed due to the involvement in the Eulsa Sahwa (literati purge in Eulsa year) and his 
colleagues mocked at Toegye over it. Although he went through extraordinary hardships in his 
personal and political life, he kept high principles (大節) built on his status (出處) throughout life 
by firmly setting an aim in life, believing the teaching of the sages as a milestone (藥石) while 
training himself and transcending fame and wealth (名利). Overcoming various agonies and 
crises made him a great scholar and a man of virtue with a wholistic pers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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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갑 현  도산서원, 강독유사 

Kap-hyun Kwon  DosanSeowon, Lecturer

퇴계선생의 ‘자명’을 통해 본 인류 위기의 원인과 해법

묘비명(墓碑銘)은 죽은 사람을 기리기 위해 묘비에 새긴 글을 말한다. 주로 남이 짓지만 생전에 자기 자신
이 직접 짓기도 한다. 퇴계는 4언(言) 24구(句) 96자(字)로 자신의 삶을 압축하여 〈자명(自銘)〉을 지었다.
퇴계는 〈자명〉의 마지막 부분에서 ‘나라 걱정하는 가운데 학문하는 즐거움이 있었고 학문하는 즐거움 가운
데서도 나라를 걱정했네. 조화를 따라 저세상으로 감에 다시 무엇을 더 구하리오?’라고 하였다.
본 발표에서는 이러한 퇴계 〈자명〉의 분석을 통하여 오늘의 우리 삶에 대한 교훈을 모색해본다.

Exploring Causes and Solutions to the Crises of Humanity through Self 
Epitaph of Toegye 

An epitaph (墓碑銘) is a phrase inscribed on a tombstone in memory of a person who has died. 
Family members or friends usually write an epitaph for the dead in most cases, but Toegye 
composed 〈Self Epitaph (自銘)〉 before his death. He summarized his life in the epitaph of 4 
words (言), 24 phrases (句) and 96 letters (字). 
In the epilogue of his <Self Epitaph>, he wrote, ‘There is pleasure in worry and there is worry in 
joy. I follow the natural path and what more shall I seek?’
The session is designed to explore lessons for our today’s lives by analyzing Toegye’s <Self 
Epit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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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구 율  경북대학교, 부교수 

Koo-youl Ka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소통(疏通)은 마음이다

소통(疏通)은 기술(技術)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현대인들은 대체로 소통의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계인들
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국내외적으로 매일매일 들려오는 뉴스를 통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 많은 
분야에서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소통의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겠지만 오늘날처럼 심각한 적도 드물었을 것이다. 불통은 언제나 엄청
난 비용을 요구한다. 소통은 그래서 매우 경제적일 수 있다. 따라서 갈등과 반목, 불화, 나아가 전쟁과 같은 
극한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인류가 행복 공동체를 이루어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소통에 주목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소통은 독립된 개체가 서로 교통하지 않고 단절되어 있다가 비로소 트여서 통한다는 의미이다. 통하는 것
은 말과 생각, 나아가서는 마음이 서로 통하는 것이다. 한편 인간은 다른 사람과 어울려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즉 사회적 동물이다.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아가려면 소통은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수단이 된다.
일반적으로 소통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소통의 기술에 관해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곰곰이 생각해보
면 기술 이전에 사람의 마음가짐이나 태도가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 마음가짐이나 태도에는 교감(交
感)과 공감(共感)하려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요소를 차지한다고 하겠다.
상대방과 제대로 소통하려면 상대방에게 요구할 일이 아니라 내가 먼저 소통에 필요한 덕목을 갖추면 되는
데 그것은 바로 자기수양(自己修養)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범을 우리는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 민족 최고의 스승이라 할 수 있는 퇴계(退溪) 선생의 『언행록(言行錄)』을 통해서 
하나의 가능성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언행록(言行錄)을 읽다
퇴계 선생의 『언행록』 전체에서 이러한 모범을 찾아볼 수 있겠으나 발표자가 맡은 ｢강변(講辨)｣편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다.

‘不能舍己從人(불능사기종인)이 學者之大病(학자지대병)이니 天下之義理(천하지의리)가 無窮(무궁)
이어늘 豈可是己而非人(기가시기이비인)이리오?’라는 구절이 나온다. 이것은 ‘자기를 버리고 다른 사람
을 따르지 못하는 것이 학자들의 큰 병통이니 천하의 의리가 무궁하거늘 어찌 자기만 옳다 하고 다른 사람
을 옳지 않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는 뜻이다. 사람들은, 특히 그 가운데 학자들은 자기 소신과 주관이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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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게 강하여 자기 견해를 버리고 다른 사람의 견해를 수긍하고 따라가는 경우가 매우 드문데 이것은 천하
의 의리가 무궁하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때문이다. 자기만 옳다고 고집하고 다른 사람들은 옳지 않다고 쉽
게 생각하여 무시하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종종 범하는 오류이다, 소통에서 가장 배격해야 할 마음과 태
도이다.
또 ‘人有質問則雖淺近說話(인유질문즉수천근설화)라도 必留意少間而答之(필유의소간이답지)하고 未
嘗應聲而對(미상응성이대)러라.’라는 구절이 있다. 바로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할 적에 비록 형편없는 말을 
하더라도 반드시 유의하여 조금 사이를 두었다가 질문에 대답하였고 일찍이 그 말에 대응하여 곧바로 대답
한 적은 없었다’라는 의미이다. 아주 형편없는 질문을 받더라도 결코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기지 않고 정성
을 다하여 그 수준에 알맞은 대답을 찾아서 해주고 경솔하고 무성의하게 대답한다는 기미(幾微)를 조금도 
보여주지 않으려는 배려가 돋보이는 마음을 이 구절에서 읽을 수 있다.

소통은 이웃, 나아가 인류가 서로 더불어 잘 지내게 해준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로 혼자서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다. 공동체를 형성하여야만 비로소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 공동체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소통이다. 소통이 잘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고 모든 것
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데 소통은 따져보면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마음의 자세
에 달려 있다. 상대방과 충분히 교감(交感)하고 공감(共感)하려는 마음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소통이 시작
된다. 물론 이러한 마음 자세에다 기술까지 갖추어지면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금상첨화(錦上添花)이다. 
두 가지를 다 갖추는 것이 어렵다면 소통의 기술보다는 마음의 자세를 먼저 갖추어야 한다. 그 마음은 자기 
생각의 고집, 즉 아집(我執)을 버리고 다른 사람과 교감, 공감하고 배려하려는 여유로운 마음이어야 한다.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해 궁극적으로 사람으로서의 보람과 긍지를 느끼면서 살기 위해 진
정한 소통을 이루어야 한다. 그 조그만 출발을 퇴계 선생의 『언행록』에서 찾아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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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 is in the Minds of Communicators 

Communication occurs, not through technology, but when the communicators are connected 
through their minds. 
Communication is a difficult task for modern day people. This holds true not only for those of us 
in Korean society but for other people around the world. Communication failures are frequent 
in all sectors of society – politics, economies, societies, cultures, religions – as ascertained by 
breaking news from around the world every day. 
Communication problems in the world are anything but new, but they have never been 
as serious as they are today. Communication failures incur exorbitant costs. Successful 
communication, therefore, can bring about enormous savings. The importance of successful 
communication cannot be overemphasized as a vehicle for staving off fictions, conflicts and 
wars, and moving humanity toward a peaceful and happy community. 
Communication means being connected. It occurs when entities previously insulated from 
one another come into connection. Communication is a state of the communicators being 
connected through their words, thoughts, and minds. Human beings are said to be social 
animals genetically programmed to be gregarious for survival. Communication is what enables 
people to mingle and form a successful community. 
Generally, those who talk about the art of communication emphasize communication skills. 
Yet, having the right mindset or attitude takes precedence over any skill. We are in the right 
mindset for communication when we are psychologically oriented toward communing and 
symphonizing with others. 
Successful communication requires each of us to cultivate the necessary virtues for 
communication before expecting others to have them. This is a practice in self-discipline or 
self-cultivation. One historical Korean figure, Toegye, set a good model for us to follow in this 
respect, as is well laid out in his Eonhaengrok.

Delving into Toegye’s Eonhaengrok.
Toegye’s model of self-cultivation for successful communication emerges from throughout his 
Eonhaengrok, but the Lectures, the part I am asked to give a presentation on, offers a clear 
elucidation of it. Here is an excerpt.

不能舍己從人(불능사기종인)이 學者之大病(학자지대병)이니 天下之義理(천하지의리)가 無窮(무궁)이
어늘 豈可是己而非人 이리오?
Roughly, this translates into “The biggest malaise among scholars is the failure to let go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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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selves and follow others. There are all kinds of justice in the world. So, it is not right to 
insist on one’s own justice to the exclusion of others.”
Here, Toegye is criticizing scholars for being too dogmatic and opinionated to be open-minded 
to others’ views because they are ignorant of the fact that justice in the world comes in all kinds 
of forms. This is an error we are prone to make when we are too confident of ourselves being 
right and others being wrong. Such bigoted attitudes should be cast off for communication to 
be successful.
The following is another line from Toegye’s Eonhaengrok:
‘人有質問則雖淺近說話(인유질문즉수천근설화)라도 必留意少間而答之(필유의소간이답지)하고 未嘗
應聲而對(미상응성이대)러라.’
“When a person asked a question and the question was pointless, consider it carefully and take 
pause before answering, and never come out with a quick answer.”
Here, Toegye is stressing the virtue of never snubbing a question addressed to oneself however 
nonsensical it may be, weighing it carefully, and honoring it with the best answer one can give, 
and the importance of not giving a hint of being careless and dismissive in answering such a 
question. 

Successful communication fosters good relationships not only with your neighbors but also 
with everyone else in the world. 
As social animals, human beings are not meant to live in isolation from one another. Forming 
a community is indispensable for us to live our lives the way we are meant to. Communication 
is the most important virtue the underpins such communities. Good communication prevents 
problems and helps everything to work out smoothly. Successful communication cannot be 
achieved with communicative skills alone. More importantly, communication hinges on having 
the right mindset - one of wanting to commune and sympathize with others. Needless to say, 
communication can be best served by having the skills and the right mindset. But if one is to 
choose between the two, having the right attitude should come first. It is an attitude of letting 
go of bigotry and being open-minded to others, to enjoy their company and to be sympathetic 
and considerate toward others. Good communication is a prerequisite for every member in a 
community to lead a happy, fulfilled, and dignified life. Toegye’s Eonhaengrok imparts wisdom 
to us as to where to take the first step toward that 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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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종 성  충남대학교, 교수

Jong-sung Kim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도산십이곡 ‘노래부르기’를 통해 본 인류위기의 원인과 해법

진리가 발(發)하는 세상을 소망한 퇴계 선생은 말년에 도산서당을 완공하고 도산십이곡과 성학십도를 제작
하는 등 일련의 구체적인 작업을 전개했다. 도산십이곡은 개개인이 온유돈후한 마음을 가짐으로써 평화로
운 사회를 만들고, 민풍을 순박·독실한 방향으로 선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마음치유 철학노래이다. 본 발
표에서는 현대인들이 도산십이곡 노래를 부르는 다양한 모습들과 도산십이곡이 우리의 마음치유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도산십이곡 노래를 통해 퇴계 선생의 학문과 삶에 간직했던 온유돈후한 
개인적 자아가 초시공간적으로 복제 및 전파되는 문화 유전자가 되어 착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사회로 나아
감으로써, 도산십이곡 노래가 치세지음(治世之音)으로서 인류의 마음을 치유하기를 소망한다.

Exploring Causes and Solutions to Crises of Humanity through Singing 
the Dosansipigok

Toegye established Dosanseodang (village school) as well as created Dosansipigok and 
Seonghaksibdo (Ten Diagrams on Sage Learning) in his late years in a hope of building a world 
where the truth rises (發). Dosansipigok is a mind-healing, philosophic song composed to create 
a peaceful society by helping individuals to have gentle and warmhearted minds, while aiming 
to make folkways pure and devoted. This session examines various ways of modern people 
singing Dosansipigok and how the song heals our hearts. By turning Toegye’s study and his 
gentle, warmhearted mind into a ‘cultural gene’ that replicates and disseminates transcending 
times through Dosansipigok to increase the number of good people in our society, it is hopeful 
that Dosansipigok could play a role as a Chisejieum (治世之音, music that rules the world) that 
heals people’s he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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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사
사회 및 좌장ㅣModerator & Chair 

안 병 걸  안동대학교, 명예교수 

Byung-gul Ahn  Andong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emeritus

기조연설자ㅣKeynote speaker  

황 준 걸(황쥔제)  국립대만대학교, 석좌교수

Chun-chieh Huang  National Taiwan University, Distinguished Chair Professor

연설자ㅣSpeaker 

이 기 동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Ki-dong Lee  Sungkyunkwan University, Professor emeritus

황 상 희  한국효문화진흥원, 연구원 

Sang-hee Hwang  Korea institute of HYO Culture Promotion, Researcher

이 은 선  세종대학교, 명예교수

Un-sun Lee  Sejong University, Professor emeritus

임 노 직  한국국학진흥원, 수석연구위원 

No-jik Lim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Chief researcher 

토론자ㅣDiscussion 

유 진 희  동방한학연구원, 이사 

Jin-hee Ryoo  Eastern Chinese Classics Institute, Director

김 명 균  사단법인 교남문화, 대표 

Myung-gyun Kim  Gyonam Culture Foundation, Chief director

이 동 구  도산서원, 전 별유사

Dong-gu Lee  Dosanseowon, Ago Special manager

김 종 석  한국국학진흥원, 수석연구위원  

Jong-seok Kim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Chief researcher

구름에리조트 정원무대ㅣGurume resort Garden Stage

10월 8일(금)ㅣOct.8(Fri)ㅣ16:00 - 18:00

모색세션 2ㅣExploring Sessio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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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계언행록에서 인류위기의 원인과 해법을 찾다 2

모색세션 2는 ‘유학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황쥔지에(黃俊傑) 타이완대 명예교수의 기조발표를 담당한다. 황
교수는 중국을 넘어 동아시아에 확장된 유학사상의 가치를 평생 연구해온 타이완의 대표적인 학자이다.  
이를 이어서 ‘퇴계언행록에서 인류위기의 원인과 해법을 찾다’를 주제로 한 4편의 일반발표가 진행된다. 그 첫
째는, ‘퇴계선생의 몸가짐과 가정생활’을 이기동 명예교수(성균관대, 유학)가 담당하며, 둘째는 ‘세상에 나아감
과 물러남’을 황상희 박사(성균관대, 퇴계학)가 담당하며, 셋째는 ‘조상모시기와 가훈’을 이은선 명예교수(세종
대, 종교학)가 담당하며, 넷째는 ‘퇴계선생의 관직생활’을 임노직 박사(한국국학진흥원, 한문학)가 담당한다. 
주제발표를 담당한 네 분은 한국철학과 종교학, 한문학 분야에서 우리 고전에 담긴 정신적 가치를 모색해온 
명망이 높은 연구자들이다. 이상의 발제에 대하여 유진희(동방한학연구원), 이태원(도산서원), 이동구(도산서
원), 박창권(부산대) 선생 등 네 분의 토론을 통하여, 현대인들이 가정에서의 일상과 사회적 활동, 조상과 자손
에 대한 마음에서 현대인들이 상실한 것이 무엇이고, 현대에 맞게 발전시킬 것이 무엇인지를 모색한다.

Finding the cause and solution to the human crisis in Toegye 
Seonsaeng Unhaengnok 2

Session 2 will feature a keynote presentation by Chun-chieh Huang (黃俊傑), Professor Emeritus of National 
Taiwan University. Prof. Huang is highly regarded for his lifelong dedication to research on Confucian values 
in the broad geographical context of the wider East Asian region beyond China. 
The keynote lecture will be followed by four more presentations under the continuing theme of ‘Diagnosing 
the causes behind and seeking solutions to, the current global crises by reflecting on Toegye Yi Hwang’s 
Eonhaengrok.’ Ki-dong Lee, Professor Emeritus of Sungkyunkwan University (Confucian studies) will 
address the topic of ‘Toegye’s Code of Conduct and Family Life.’ The second presenter will be Dr. Sang-
hee Hwang (Sungkyunkwan University, Toegye studies) who will share her thoughts on ‘Going Out into the 
World and Withdrawing from it.’ This will be followed by a presentation by Un-sun Lee, Professor Emeritus 
of Sejong University (religious studies) on ‘Honoring Ancestors and Family Mottos.’ The last presentation will 
be given by Dr. No-jik Lim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Chinese classics) that will touch on ‘Toegye’s Public 
Office Life.’
These four presenters are highly revered researchers on spiritual values in Korean classics, representing 
Korean philosophies, religious studies and Chinese classics. The presentations will be followed by a panel 
discussion with Jin-hee Ryoo (Eastern Chinese Classics Institute), Tae-won Lee (Dosanseowon), Dong-gu Lee 
(Dosanseowon), and Chang-kwon Park (Pusan National University), who will shed light on what important 
traditional values modern people have lost in their daily and social lives and in their attitudes toward their 
ancestors and offspring, and how those values can be rediscovered and adapted to modern societies. 

취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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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준 걸(황쥔제)  국립대만대학교, 석좌교수

Chun-chieh Huang  National Taiwan University, Distinguished Chair Professor

유학의 현재와 미래

유가사상은 적어도 3개의 중요한 측면이 있다: (1) 정치철학; (2) 사회생활방식; (3) 인문정신 전통. ‘유가 인
문정신’은 4가지 방면에서 나타납니다. 첫번째 방면은, 심신(心身)의 관계인데, 심신은 하나이며 나눌 수 없
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두번째는, 자타관계인데, ‘자타의 융화’를 주장합니다. 세번째는, 사람과 자연 혹
은 초자연의 관계인데, ‘천인합일’을 주장합니다. 네번째는, 인간과 역사전통의 관계입니다. 유가의 시간 감
각은 매우 깊이 있고 유가의 ‘역사의식’은 특별히 발달해 있습니다.
20세기 진입 이후, 유가는 국가（state） 및 권력（power） 시스템과 매우 복잡한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20세기 진입 이후 유가와 사회의 관계도 변화하였습니다. 20세기 진입 이후 사회 구조는 전통 
농업사회에서 상공업사회로 변화하였습니다.
21세기 이후의 유학을 전망할 때는, 위에서 말한 세 가지 측면 중에서, 세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
다. 그래서 우리는 유가 인문정신을 재건설하고 발전시키는 것에 힘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세기 이
전의 동아시아 각국의 지식인들이 유가 인문정신의 감화를 받아 표출해낸 것들입니다. 그런데 20세기의 동
아시아 각국은 서양 제국주의 침략이라는 광풍폭우가 몰아치는 시대를 거치면서, 한중일 지식인들 사이에
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1세기 동아시아 각국은 반드시 동아시아 문화의 공동 가
치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유가 인문정신입니다. 특히 유가 인문정신이 실현한 가치 이념 예컨대 
인仁·의(義)·예(禮)와 같은 것들입니다. 유가 인문정신은 21세기 동아시아가 다시 일어나는 문화 공통분모
가 될 것이며, 유가 인문정신은 반드시 창조와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21세기는 광풍폭우와 같은 새로운 시대입니다. 저는, 21세기에 들어선 이후 21년동안의 역사발전을 4개
의 거대한 조류에 귀납하고자 합니다: (1) ‘세계화’와 ‘반세계화’라는 양대 조류가 격렬하게 세계를 뒤흔든 
것입니다. (2) 세계 각지에 민주정치의 쇠퇴 추세가 나타난 것입니다. (3) 고도의 과학기술이 맹렬한 속도로 
발전하여, 산업디자인과 제조공정이 매우 빠르게 자동화되고, 인공지능의 연구발전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
는 것입니다. (4) 2019년부터 시작된 코로나（COVID-19）가 전세계를 괴롭히며, 인류에게 3가지 질문을 제
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번째 질문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새로운 시대에, 과도한 개인주의가 가져온 전인류의 피해를 어떻
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질문은 탈동조화 decoupling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금 상호연결
을 회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세번째 질문은, 바이러스가 전세계에 횡행하는 시대에, 즉 우리 모두가 
당황하여 갈팡질팡하고 어찌할 방법이 없이 방황하는 고난의 시대에, 인간이 자기 마음을 편안하면서도 확
고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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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가지 문제에 대응하고 해결하는 것은 유가 인문정신의 21세기적 창조, 특히 유가의 인‘仁’학 전통에 
의지해야 합니다. 어떻게 21세기에 창조를 해 나갈 것인가하는 문제는 여러분과 제가 공통으로 깊이 사고
해야 할 중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유가 인문정신은 우리가, 신종 바이러스 시대에 인간과 인간, 나라와 나
라, 지역과 지역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다시 건립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사고하는 데에 매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요컨대, 위대한 유가 인문정신의 전통을 21세기에 꼭 크게 발전할 것이며, 또한 우리의 동아시아가 다시금 
일어서는 데에 정신적 기초가 될 것입니다.

儒學的現在與未來

儒家思想至少有三個重要的層面：(1) 政治哲學; (2) 社會生活方式; (3) 儒家人文精神傳統。「儒家人文
精神」表現在4個方面：第一個方面，是在身心關係上，主張「身心一如」，身和心不可分割；第二，在自他
關係上，主張「自他圓融」；第三點，在人與自然或超自然關係上，主張「天人合一」；第四點，在人與歷史
傳統的關係上，儒家的時間感特別深刻，儒家的「歴史意識」特別發達。
進入20世紀以後，儒家和「國家」（state）以及「權力」（power）系統，還是有很複雜的糾葛關係。另外一
方面，進入20世紀以後，儒家與社會的關係也改變了。我們知道，進入20世紀以後，社會結構從傳統的
農業社會走向工商業社會轉變。
21世紀以後，儒家在上述那三大層面中，第三個面向最為重要，就是我們應該致力於儒家人文精神的
重建與弘揚。 20世紀以前，儒家人文精神不斷的召喚著中國、韓國、日本、越南、台灣各地的東亞知識
分子，但是，20世紀的東亞各國經歷過一個西方帝國主義侵略的狂風暴雨的時代，中國、日本、韓國，
各國知識份子之間，互相並不了解。21世紀東亞各國必須找回東亞文化共同價值，那就是儒家人文精
神，特別是儒家人文精神落實下來的價值理念，比如說「仁」、「義、」、「禮」，這樣子我們東亞各國才能夠
復興，才能在21世紀以及未來，能夠真正的崛起。儒家人文精神是21世紀東亞崛起的文化公分母，儒
家人文精神必須進行創新與轉化。
21世紀是一個狂風暴雨的新時代，在進入21世紀這21年來，歷史發展，我把他歸納為四個巨大的激
流： (1) 「全球化」與「反全球化」兩大潮流的激烈震盪；(2) 世界各地都出現了民主政治衰退的趨勢； (3) 
高新科技的發展，突飛猛進，產業設計與製造程序，快速地走向「自動化」，「人工智慧」（AI）的研究與發
展日新月異. (4) 從2019年年底開始，新冠病毒（COVID-19）肆虐全球，對人類提出的3大問題： 
第一個問題，是在新冠病毒的新時代裡面，如何克服「過度個人主義所導致的全人類受害」的問題？
第二個問題就是，如何在疫情中或疫情後，重建人與人之間、以及國與國之關係？換句話說，如何從
decoupling走向重建re-interconnectedness ？第三個問題，那就是在病毒肆虐全球的時代，我們每
個人都驚慌失措、我們每個人都徬徨無助，在這個苦難的時刻裡面，人要如何安立自己的內心？
這三個問題的因應與解決，都有賴於儒家人文精神在21世紀的創新，尤其是儒家「仁」學這個傳統，如
何在21世紀開創新的意義。「儒家人文精神」對於我們思考在新冠病毒的時代裏面，如何重建人與人、
國與國、地區與地區之間的關係，很有幫助。總而言之，偉大的儒家人文精神傳統，在我們21世紀一定
會發揚光大，並且成為我們東亞崛起的一個精神基礎。



62  _  

초록
━

Abstract 이 기 동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Ki-dong Lee  Sungkyunkwan University, Professor emeritus

인류 위기의 원인과 퇴계의 해법

오늘날에 맞이한 인류 위기의 원인은 서양 근세의 사상에 기인한다. 오늘날 지구상의 인류는 대부분 서구 
근세 사상으로 바탕으로 해서 살아간다. 서구 근세는 중세의 기독교를 부정하고 출발했다. 서구의 근세는 
기독교의 하나님을 부정하였으므로, 사람과 사람을 독립된 개체로 파악하는 개인주의에서 출발한다. 사람
들은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투쟁하는 삶을 살아서 많은 물질적 발전을 이루었지만, 결국 인성이 파괴되어 
사람들이 불행에 빠졌다. 사람들의 불행을 해결하는 근본 방법은 사람들을 하나로 잇는 본질을 회복하는 
데 있다. 사람들을 잇는 하나인 본질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인이다. 이로 인해 한국인의 문화
는 세계인들의 아픔을 치료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인류의 위기를 확실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문
화를 이어 한국의 철학이 뒤를 이어야 한다. 한국의 하나인 본질이 퇴계에게 가장 강렬하게 살아있으므로, 
퇴계학을 오늘날에 부활시키는 것이 세계 인류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     

The Cause of Human Crisis and  Toegye's Solution

The cause of today's human crisis is due to modern western ideology. Mankind on Earth live 
their lives based on modern western ideology. The modern western world began by denying 
Christianity in the Middle Ages. It started as the denial of God as modern western ideology 
is based on the separations of human contact. Although people achieved various physical 
developments by living a life of struggle based on this, in the end, humanity was destroyed and 
people fell into unhappiness. The way of making people live their happy lives is by restoring the 
essence that unites people. Korean people still have such an essence in uniting those together. 
As a result, Korean culture has an effect of curing those suffering around the world. In order to 
solve today's human crisis once and for all, Korean philosophy must come along with Korean 
culture. Because of this, the essence of Korea is most strongly alive in Toegye Yi Hwang's 
philosophy, which is the solution of the human crisis in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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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상 희  한국효문화진흥원, 연구원 

Sang-hee Hwang  Korea institute of HYO Culture Promotion, Researcher

퇴계선생의 ‘세상에 나아감과 물러남’을 통해 본 인류위기의 원인과 해법

퇴계는 사화기에 태어났다. 특히 19살에 겪은 기묘사화(1519)에서 정암 조광조의 죽음은 그가 공부한 모든 
것을 흔들어 놓았다. 그는 어떻게 하면 이 사화를 종식시킬 수 있는지에 관해 고민하게 되었다. 퇴계는 정
암의 죽음에 대해 “학문이 지극하지 못하면서 스스로 너무 높게 자처하고, 시대를 헤아리지 않고 세상을 경
영하고자 했다.”라는 평가를 하였다. 퇴계는 학문이 지극하지 못한 병통을 위해서는 더 많은 도학적 지식인
이 있어야만 술수를 부리는 자들, 혹은 왕의 심경 등에 의한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퇴계는 
도학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정치 에너지를 키우기 위해 서원운동을 펼쳤다. 퇴계가 140여번에 걸쳐 관직에 
임명받았지만 79회에 걸쳐 사퇴를 신청했던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시대를 헤아리지 않고 세상을 경영하고자 했다는 병통에 대해서는 선생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곳에는 하루도 조정에 머물고 싶어하지 않으셨다. 1565년 외척세력인 소윤 윤원형이 죽었고, 1568년 새로
운 임금이 왕위에 오르자 새로운 정치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선생이 벼슬에 오르기를 기대하는 사람들
이 많았다. 선생은 벼슬에 잠시라도 머물 때 자신의 뜻을 내셨고 그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바로 물러나
셨다. 
지금으로부터 452년 전인 1569년 어느 봄날 69세의 퇴계는 마침내 임금 선조의 허락을 받아 고향에 내려
가게 되었다. 올해 <퇴계의 길에서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서울 경복궁에서부터 안동 도산서원까지 제 2회 
퇴계선생의 귀향길 재현행사를 가졌다. 코로나19라는 인류세를 맞이한 가운데 우리는 방역수칙을 지키며 
270여km를 13박 14일 걸으면서 자신이 서 있는 위치에서 어떻게 해야 퇴계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지를 물
었다. 퇴계의 ‘세상에 나아감과 물러남’은 공심으로 뜻을 세우고[立志] 그 뜻을 올바르게 실천한 모습이었
다. 새로운 세상과 만나야 할 우리는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뜻을 세우고 긴 실천을 해나가야 하겠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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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use and Solution of the Human Crisis as Seen Through 
'Stepping Forward and Backward' of Toegye Yi Whang 

Toegye was born in the Sahwa (time of literati purges) period. At the age of 19, he encountered 
the death of Jeong-am Jo Gwang-jo with Gimyo Sahwa, which disrupted everything he has 
studied. He thought deeply about how he could end the literati purges. Toegye criticized Jeong-
am's death as “Those whose studies were shallow but were too proud of themselves wanted 
to control the world without understanding the times.” To solve the problem of being lack of 
knowledge, Toegye thought there should be more academic intellectuals so that the politics 
would be unyielding to political intrigues or the heart of the King. Toegye launched the Seowon 
campaign to nurture new political energy based on Confucianism. Although Toegye was 
appointed to public office 140 times, he applied for resignation 79 times. 
When it comes to managing state affairs without understanding the times, he did not want 
to stay in the royal court for even a day if his opinions were unaccepted. In 1565, Yun Won-
hyeong, an outside force, died, and in 1568, when a new king ascended to the throne, many 
people wanted new politics, and many people expected Toegye to take a position. He offered 
his opinions while in his post, even for a short time, and if his intention was not accepted, he 
immediately resigned. 
One spring day in 1569, 452 years ago, the 69-year-old Toegye was finally permitted by King 
Seon-jo to visit his hometown. This year, we held the 2nd commemorative event to reenact 
his trip from Gyeongbok-gung Palace in Seoul to Dosanseo-won in Andong under the theme 
of <Asking for the way on the road of road Toegye>. We asked how we could implement 
the Toegye spirit in our situations during the walk of 270 km for 14 days and 13 nights while 
observing the quarantine rules amid the Anthropocene known as Covid-19. Toegye’s ‘Stepping 
in and resigning from the world’ meant establishing a vision with a public mind and putting it 
into practice correctly. As we must face a new world, we shall set a vision for the world that we 
all live together and keep it into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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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은 선  세종대학교, 명예교수

Un-sun Lee  Sejong University, Professor emeritus

퇴계 선생 ‘조상 받들기(奉先)’와 ‘가훈(家訓)’을 통해 본 인류 위기의 원인과 해법

오늘 인류 문명이 총체적으로 겪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은 그동안 인류 삶이 얼마나 무제한적으로 자기 확
장과 자기 욕망 채우기에 급급해 왔는가를 잘 드러내 준다. 본고는 이러한 상황 앞에서 퇴계 선생의 언행록
과 그중에서 특히 ‘봉선(奉先, 조상 받들기)’와 ‘가훈(家訓, 가족 삶 바로 세우기)’의 가르침을 살피면서 오
늘 시대의 위기를 불러온 타락한 물질주의와 기술만능적 진보주의의 오류를 넘어설 수 있는 토대를 찾아보
고자 한다. 퇴계 선생의 지극한 ‘조상 받들기’는 그가 어떻게 여기 지금의 감각적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 ‘신
령함(神靈)’에 대한 깊은 영적 감수성을 지녔는지를 보여준다.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 만물에 대한 생명 
감수성을 회복해야 하는 상황에서 살아있는 좋은 모범이 될 수 있다. 
또한, 그의 ‘가훈’은 그가 인류 삶의 문명적 토대로서 집과 가족적 삶을 귀히 여긴 것을 보고, 참다운 인류세
의 문명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기초가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준다. 이제 인간 사이의 신체적 차이나 구
분보다도 AI 등의 인공지능과의 관계 설정이 더욱 문제가 된 상황에서 유교 인문이 다시 한번 근본적인 자
기 갱신을 통해서 ‘가장 적게 종교적이지만 지극히 풍성한 영적 감수성’의 道로서 여남 모두에게 진실한 인
간적 삶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견인차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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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ring the causes and solutions of crisis of humanity from scholar 
Toegye’s ‘Respecting ancestors(奉先)’ and ‘Family precepts(家訓)’

The current Corona pandemic faced by the whole human civilization reveals how people have 
solely focused on having more for oneself and fulfilling one’s indefinite desires. Under these 
circumstances, this paper explores Toegye’s sayings and doings and the teachings of ‘奉先 
(respecting ancestors)’ and ‘家訓 (honoring family life with precepts)’ in particular to lay the 
foundation to overcome the fallacy of corrupt materialism and progressivism based on scientism 
that have brought about the crisis of our time. Toegye’s whole-hearted respect for ancestors 
shows how he developed deep spiritual sensitivity to ‘divineness(神靈)’ beyond the limits of 
sensual awareness of here and now. This can serve as a good example to all of us who should 
restore the sensitivity to lives in the world. His ‘Family precepts’ show how much he valued 
home and family life as the foundation of civilized human life and teaches us what should 
come first to achieve a true civilization of the humanity in Anthropocene. We’re now living in 
the era where how much each individual relate to artificial intelligence is more important than 
the physical differences between individuals. In this context, Confucianism should rise again as 
the driving force that enables a true human life for everyone by fundamental self-renewal as a 
way(道) that leads to one of the most abundant spiritual sensitivity despite its characteristic of 
having the least religious 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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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노 직  한국국학진흥원, 수석연구위원 

No-jik Lim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Chief researcher 

퇴계선생의 ‘관직생활’을 통해 본 인류위기의 원인과 해법

조선은 양반이 지배하는 사회로 관료제가 발달된 국가였다. 퇴계는 관료로서도 유가적 인간상의 전범을 보
여주는 인물이다. 그는 존양성찰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면서 선비의 기본 덕목으로 염결과 청렴을 강조하였
다. 특히 청렴은 모든 공직자에게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당연한 의무였다.  
퇴계는 애민의 정신을 공직 생활에서 구현하기 위해, 민본의식을 토대로 율기와 봉공을 목민관의 덕목으로 
삼았다. 퇴계는 공직자의 기본자세로서 청렴에 기초한 인격적 자기완성을 제시한 것이다.  
그리고 퇴계는 치인의 관점에서 공적 정신의 발현을 매우 강조하였다. 퇴계는 이상적인 선정의 판단 기준
을 위민의 여부에 두었다. 수기와 치인을 통한 존천리와 거인욕의 현실적 구현, 바로 퇴계 공직관의 핵심이
다. 이러한 수양론적 정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새로운 전망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ploring Causes and Solutions to Crises of Humanity through Life in 
Public Service of Toegye

The Joseon Dynasty was a bureaucratic state ruled by Yangbans (兩班, a nobleman or the 
scholarly class). Toegye is a prime example of a Confucian scholar as a bureaucrat. He practiced 
the spirit of Chonyangseungchal (preserve conscience and reflect on oneself) and highlighted 
honesty and integrity as cardinal virtues of Seonbi (Scholar). He considered that all government 
officials are obliged to have integrity)
Focusing on people-orientedness, he picked Yulgi (self-discipline) and Bonggong (devotion 
to public service) as a virtue for governors to practice love for the people while serving in 
government posts. Toegye argued that government officials should perfect their personalities 
built on integrity.
Toegye equally put a particular emphasis on the rulers’ manifestation of the spirit of public 
service. He argued that an ideal and exemplary government places its top priority on the people. 
Preserving heavenly principles through self-discipline and ruling people while realistically 
removing human desires is the core value required of public officials according to Toegye. It is 
believed that such a spirit of self-cultivation will ensure a new outlook of the world for us today.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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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에리조트 정원무대ㅣGurume resort Garden Stage

10월 9일(토)ㅣOct.9(Sat)ㅣ10:00 - 12:00

모색세션 3ㅣExploring Session 3 

연사
사회 및 좌장ㅣModerator & Chair 

이 광 호  국제퇴계학회, 명예회장 

Kwang-ho Lee  The International T’oegyehak Society, Honorary President

기조연설자ㅣKeynote speaker  

금 장 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Jang-tae Keum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emeritus

연설자ㅣSpeaker 

권 진 호  한국국학진흥원, 국학기반본부장  

Jin-ho Kwon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Director, Bureau of korean Studies Foundation

박 경 환  한국국학진흥원, 수석연구위원

Kyung-hwan Park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Chief researcher

이 치 억  공주대학교, 조교수  

Chi-eok Lee  Kongju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이 갑 규  한국국학진흥원, 교수

Gab-gyu Lee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Professor

토론자ㅣDiscussion 

이 동 신  도산서원, 별유사 

Dong-sin Lee  Dosanseowon, Special manager

전 성 건  안동대학교, 부교수 

Sung-kun Jeon  Andong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이 동 수  안동문화원, 원장 

Dong-soo Lee  Andong Cultural Center, Director

이 원 봉  도산서원, 별유사 

Won-bong Lee  Dosanseowon, Special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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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계언행록에서 인류위기의 원인과 해법을 찾다 3

세션 3에서는 퇴계 선생의 잠자고 일어나며 말하고 침묵하는 일상생활의 예절, 마을에서의 예법, 물품을 주
고받는 예법, 관혼상제(冠婚喪祭)의 예법, 시사(時事)에 대한 태도 등을 주제로 다룬다. 
유학 사상의 두 기둥은 하늘에 대한 공경 즉 경천(敬天)과 사람에 대한 사랑 즉 애인(愛人)이다. 유학은 하
늘을 절대적 진리로 공경하면서도 하늘의 명령을 부여받아 도덕적인 삶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인간
을 문화의 축으로 삼는다. 사람은 하늘로부터 천명을 본성으로 부여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학문과 수양
을 통하여 천인합일(天人合一)에 도달한 성인(聖人)이 될 수 있다. 퇴계가 『성학십도』를 저술하여 선조에
게 바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유학은 성인이 되기 위한 학문인 위기지학(爲己之學)을 중시하지만 이는 철
저하게 일상생활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진다. 인간의 일상생활의 현장인 가정과 마을공동체는 진리(眞理) 
곧 도(道)를 연마하는 도장(道場)이다. 세션3의 제목들은 모두 퇴계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각각
의 발표를 통하여 우리는 그 도장에서 도를 연마하는 퇴계 선생의 구체적인 모습을 접할 수 있을 것이다.

Finding the cause and solution to the human crisis in Toegye 
Seonsaeng Unhaengnok 3

Session III addresses the propriety Yi Hwang (李滉 1502-71, style name Toegye 退溪) deemed 
appropriate in the conduct of everyday life, when sleeping or awake, when speaking or staying 
silent. He discussed the ritual prescriptions for public interactions at the village level; for giving 
and receiving items; and for performing the “four ceremonies” (capping, marriage, funerals, and 
sacrifices to deceased ancestors), and he covered the correct attitude toward seasonal affairs. 
The two pillars of Neo-Confucianism are to revere Heaven (敬天) and care for others (愛人). 
People who respect Heaven as absolute truth along with the ability to lead virtuous lives in line 
with Heavenly mandates (天命) are the axis of culture in the Neo-Confucianism framework. 
That human nature is what Heaven confers is proof that every individual is capable of achieving 
Confucian sagehood, or the unity of Heaven and human (天人合一), through learning and 
self-cultivation. In this regard, Toegye wrote Sunghak-sipdo (聖學十圖 Ten Diagrams on Sage 
Learning) and dedicated the work to King Seonjo. Neo-Confucianism emphasizes learning for 
oneself (爲己之學) to become a sage but is thoroughly based on daily lives. Both home and 
village community are the basis for daily life and the training hall (道場) for cultivating the truth 
(眞理) or Way (道). The titles of Session III segments are all related to what this great thinker did 
every day. Each presentation will spell out how Toegye cultivated the Way at home and in the 
community.

취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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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장 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Jang-tae Keum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emeritus

한국유교의 어제와 오늘

한국유교의 전통은 역사 속에 끼친 공적도 많으나, 허물도 적지 않다. 근대화 과정에서는 유교전통의 폐단
으로, 봉건적이고, 허례허식에 젖었으며, 당쟁으로 분열을 일삼았고, 사대주의에 빠져 자주의식을 상실했
다는 등 혹독한 비판을 받아왔다. 그 결과 한국사회는 근대화 과정에서는 유교전통의 뿌리를 잃었으며, 서
양문물로 대치되고 말았다. 유교전통의 부정 위에 서양문명이 받아들여지면서, 서양문명은 한국사회의 발
전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도덕의식과 가치관의 혼란이 초래한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것도 
현실이다.
한국유교가 오늘의 한국사회의 성장과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은 전통의 폐단을 극복하고, 현실에 맞는 
유교적 가치를 다시 찾아내는 것이다. 곧 유교전통의 가치를 오늘의 한국사회에서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는 
유교전통의 폐단을 철처히 개혁하고, 한국사회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유교정신의 
창조적 재해석이 요구된다.
현대사회에 유용한 유교적 가치는 무엇보다 ‘건강한 인간품성의 배양’과, 나아가 ‘인간과 인간관계’ 내지 
‘인간과 자연관계’의 조화로운 相生의 원리를 확보하는 것이라 하겠다. 오늘의 한국유교는 현대사회에서 
욕망의 과도한 분출에 따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심화된 갈등을 풀어내어 함께 어울리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자연파괴의 심각한 현실을 ‘인간과 자연’이 相生의 질서 속에 어울릴 수 있도록 이끌어 
갈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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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st and Present of Korean Confucianism

The tradition of Korean Confucianism has many achievements in history, but it also has many 
faults. In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it has been severely criticized for being feudal, steeped 
in pretentiousness, causing divisions through party strife, and losing a sense of independence 
through philanthropy. As a result, Korean society has lost the roots of Confucian tradition 
and its cultural basis was replaced by Western culture. It is true that western culture was 
accepted on top of the negation of Confucian tradition and had greatly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Korea. However, it also caused a lot of problems due to confusion of moral 
consciousness and values between two cultures. Korean Confucianism can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and stability of today's Korean society by overcoming the harms of tradition and 
rediscover Confucian values that fit reality. In order to restore value of Korean Confucianism, 
the harms of Confucian tradition must be thoroughly reformed, and a creative reinterpretation 
of Confucianism is required to lead Korean society in a rational and efficient way. The useful 
Confucian values in modern society are above all to secure the principle of "cultivating healthy 
human characters" as well as the harmonious coexistence of "human-human relationship" 
or "human-nature relationship". Today's Korean Confucianism must be able to establish a 
community where people can live in harmony and resolve deepening conflict between humans 
due to the excessive eruption of desire in the modern society. At the same time, it must be 
able to lead everyone to realize the serious reality of nature destruction and how to live in 
harmonious coexistence of "human-nature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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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진 호  한국국학진흥원, 국학기반본부장  

Jin-ho Kwon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Director, Bureau of korean Studies Foundation

퇴계선생의 ‘일상생활’과 ‘말하기와 침묵’을 통해 본 인류위기의 원인과 해법

21세기 현대사회는 첨단 정보 통신기술이 발전하여 우리 사회, 문화, 경제 등에 혁신적 변화를 가져왔다. 그
러나 첨단기술에 의한 물질문화가 발전할수록 그에 따른 욕구와 갈등이 각계각층에서 일어나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욕구와 갈등양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 극단을 조절해줄 수 있는 인간
형이 필요한데, 전통적 선비관에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선비는 학문과 덕성을 키워 인격을 완
성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사회의 모든 계층을 통합하고 조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 대표적 인물
로 우리는 퇴계 이황을 들 수 있다.
퇴계는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큰 학자로서 수많은 제자가 그 문하에서 배출되었으며, 이 같은 배경에는 그
의 높은 학문적 성취뿐만 아니라 후덕한 품덕(品德)이 뒷받침되어 있다. 끊임없는 수양과 성찰의 자세, 타
인에 대한 따뜻한 배려, 자상한 가르침, 언행의 신중함 등을 실천을 통해 보여주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로
부터 인격적 감화를 받을 수 있었다. 오늘날 난마처럼 얽킨 사회적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인격의 모범이요 
시대의 양심인 퇴계 같은 큰 어른이 필요하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퇴계선생의 몸가짐과 행동양식을 주
목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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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use and Solution of the Human Crisis Through 'Daily Life' and 
'Speaking and Silence' of Toegye Yi Whang

The 21st century modern society has brought innovative changes to society, culture, and 
economy through advanc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However, as material 
culture grows due to advanced technology, social wants and conflicts from all social standings 
are causing serious social problems. In order to resolve such various difficulties and problems, 
a person who can adjust the two extremes on opposite sides is required. The clue to such a 
solution can be found in the philosophy of a classical scholar. Such a scholar was a person who 
united and harmonized all social classes based on development of academics and virtues for 
completion of personality -Toegye Yi Whang. 
Toegye Yi Whang was one of the greatest scholars of Joseon who raised numerous students 
under his guidance. His high academic achievements, as well as virtuous character, were the 
reasons why he is still regarded as one of the Korea's greatest scholars. The students received 
personal influence from him because he showed them an attitude of constant discipline and 
reflection, respect for others, kind teaching, and prudence in words. In order to resolve today's 
social conflicts that are in a chaotic state, we need one like Toegye Yi Whang who is an example 
of character and conscience of the times. I believe this is the reason why we still try to learn 
Toegye Yi Whang's demeanor and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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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경 환  한국국학진흥원, 수석연구위원

Kyung-hwan Park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Chief researcher

퇴계 선생의 ‘고향에서의 삶’을 통해 본 인류위기의 원인과 해법

퇴계 이황은 안동 예안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이후 과거에 합격해 관직 생활 중에도 수시로 고향인 예안에
서 독서를 통한 공부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인격을 완성시켰다. 따라서 그에게서 고향은 
퇴계라는 걸출한 학자이자 교육자이면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인격자를 기른 터전이었다고 할 수 
있다. 
<퇴계선생언행록>에서는 ‘고향에서의 삶(處鄕)’을 하나의 주제 항목으로 내세워, 그가 고향에서 이웃으로 
만났던던 다양한 신분과 연령의 사람들과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그 이웃에는 가까운 친지와 제자는 물
론이고 신분이 낮고 형편이 어려운 마을 사람, 지역의 관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 비록 접촉했던 이웃들은 이
처럼 다양하지만. 퇴계 이황이 이웃을 대하는 마음과 태도는 한결같았다. 그것은 사람에 대한 존중의 마음
과 배려의 태도이다. 때로는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면서도 기꺼이 이웃의 이익을 생각하고 공동체의 선을 
추구했던 퇴계 이황의 고향에서의 삶에 일관된 것은 ‘인仁’의 실천이다.
오늘날 사람들은 가까이는 이웃과의 단절과 반목으로 고통받고 있고, 멀리는 이웃나라와의 분쟁과 전쟁으
로 고통받고 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직면한만 인류 위기는 이웃과의 단절과 불화, 물질적 이해에 따른 다
툼에서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언행록에 기록된 퇴계 선생의 고향에서의 삶을 통해 우리는 작게는 
이웃과의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고 크게는 인류의 화해와 평화에 이르는 지혜를 찾을 수 있다.    

초록
━

Abstract



모
색

세
션

 l E
x

p
lo

rin
g

 S
e

s
s

io
n

한국정신문화재단  _  75

The 21st Century Human Values Forum 2021  

The cause and solution of the human crisis as seen through Toegye’s 
‘Life at Home’

Toegye Yi Hwang was born and raised in Yean, Andong. Afterwards, he passed the Gwageo 
(a national exam to recruit officials) and became a national official. Even while serving the 
country, he often visited Yean to study, read and maintain his relationships with people in his 
hometown of Yean, which built his character.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his hometown was 
the place that nurtured the distinguished scholar and educator Toegye who earned the respect 
of many people.
In <Toegye Seonsaeng Unhaengnok> (a chronicle of Toegye's sayings and doings), one of the 
themes is 'Life at Home (處鄕)', in which he tells stories of people of various statuses and ages 
he met in his hometown. His neighbors included not only close relatives and disciples, but also 
poor villagers of low social status, and local officials. Although his neighbors were very diverse, 
Toegye Yi Hwang's mind and attitude towards them were always the same. He treated everyone 
with respect and consideration. Toegye Yi Hwang's hometown still resonates the ‘In (仁)’ quality 
of Toegye (which means benevolence), who considered the interests of his neighbors and 
pursued the good of the community by sacrificing his own interests. 
Today, people are experiencing disconnection and antagonism from their close neighbors, 
and some are suffering from conflicts and wars with neighboring countries. In that sense, the 
human crisis we are facing today is partially due to severance and discord with our neighbors 
and disputes over material interests. Through Toegye's life in his hometown recorded in his own 
words and actions, we can maintain a happy relationship with our neighbors in small ways and 
find wisdom that leads to reconciliation and peace of mankind in a larger sense.



76  _  

이 치 억  공주대학교, 조교수  

Chi-eok Lee  Kongju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퇴계선생의 예사상에서 본 인류위기의 원인과 해법
- 『퇴계선생언행록』 ｢예를 논함[論禮]｣장을 중심으로 -

예(禮)와 관련하여 현대사회에서는 크게 두 방면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하나는 예를 경시하는 태도이고 
또 하나는 예의 시의성 상실이다. 국적 불명의 정체성 모호한 성인식과 결혼식, 슬픔과 엄숙함은 사라지고 
망자를 서둘러 떠나보내는 상례는 바쁜 현대인의 일상이 투영된 경박한 예(禮)의 대표적인 예(例)이다. 
한편 전통적인 옛 방식을 고수하는 어르신과 그 의미도 제대로 모른채 참여 ‘당하는’ 신세대가 빚는 제례의 
갈등 또한 우리 시대의 모순을 대변하고 있다. 일견 상반되어 보이는 이 두 현상은 사실상 하나의 근본적 문
제로 귀결된다. 바로 예의 본질에 대한 망각이다. 
본 발표에서는 고례(古禮)를 중시하면서도 예의 시의성을 강조하며 중용을 추구했던 퇴계의 예의 정신을 
살펴봄으로써, 현대사회가 겪는 모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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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asons for and solutions of human crisis from the perspective of 
Toegye’s theory of ye (禮)
- centering around the ｢Discussing ye [論禮]｣ chapter in  The Record of Words and Actions 
of Teacher Toegye(退溪先生言行錄) -

In the modern society, there are two problems with regard to ye (禮, social customs, manners, 
courtesy, rites). The first problem is the contemptuous attitude toward ye and the second 
problem is the loss of timeliness of ye. For instance, the coming-of-age ceremony and the 
wedding ceremony are now mixed with foreign customs that it is unclear from which country 
they are originated. At funeral rites, people hurriedly bid farewell to the deceased without 
proper mourning or solemness. These are typical examples of depthless ye (禮). They reflect 
the busy lifestyles of people today. Also, there is a conflict over how ancestral ritual ceremonies 
are performed between the old, who stick to tradition, and the younger generation, who are 
forced to participate in the ceremonies without fully understanding their meaning. This is the 
contradiction of our times. These examples seem to contradict each other. However, indeed 
they can be boiled down to one fundamental problem: oblivion of fundamental ye. In this 
presentation, I will review the spirit of ye as described by Toegye who valued old customs (古
禮) and emphasized the timeliness of ye while pursuing moderation. By doing so, I would like to 
find solutions for the contradictions that modern society is experie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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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갑 규  한국국학진흥원, 교수

Gab-gyu Lee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Professor

퇴계선생의 ‘시대 인식’을 통해 본 인류위기의 원인과 해법

21세기의 오늘날은 모든 인류가 서로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불신의 시대에 살고 있다. 물질의 풍요와 빠
른 정보 매체, 첨단의 기계 자동화 등으로 문명이 급속하게 발달함으로써 인류가 분명 예전에 누릴 수 없었
던 행복을 느끼고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물질적 행복만큼 마음도 편안하고 즐거운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
다. 
지금 이 시대는 인류 전체가 서로 속이는 것으로 일관된 불신이 팽배하다. 국가 간에 음모론, 종교, 인종, 이
념의 갈등, 정보와 기술의 해킹과 피싱의 문화가 판을 치고 있다. 나라 안에서도 국민은 정부를 불신하고, 
개인 간에는 서로 속여서 이익을 탈취하며 가족마저도 재산만을 다투고 있어, 물질은 풍요로운 시대이나 
정신은 매우 불안하고 빈곤한 삶을 살고 있다. 
우리 인류는 ≪논어≫에 “식(食)과 병(兵)이 있어도 신(信)이 없으면 설 수 없다.”는 “무신불립(無信不立)”
이란 말을 실감하며 사는 시대라 하겠다. 이는 이미 오늘날처럼 심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조선시대 퇴계
선생이 활동하던 때에도 심각하였다. 
퇴계선생은 이에 대한 시대 인식을 누구보다 먼저 하여 시사를 짚어보며 걱정하였고, 그 치유의 문제를 제
자들과 심도 있게 토론하였다. 다행히 제자들은 그 말씀을 언행록으로 남겨 놓았기에 우리는 400여 년이 
지난 오늘에 읽어 보면서 그 원인과 해법을 찾아보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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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ring Causes and Solutions to Crises of Humanity through 
Awareness of the Time of Toegye

People in the 21st century are living in an era of distrust where all people find it difficult to build 
trust with each other. Today, humanity can enjoy happier life than ever in the past with more 
affordable goods, fast media and automated machines supported by new technology that 
accelerated civilization. However, it is skeptical to say that humans are leading happier life both 
physically and mentally.
Today, distrust is prevalent among humans as they seem to lie to each other too often. 
Religious, racial and ideological conflicts, conspiracism, hacking information and technology 
and a culture of phishing among countries are all thriving. Furthermore, even within a single 
country, citizens do not trust their government, take advantage of others with lies and even 
siblings fight each other for their family money. Despite greater material abundance, people are 
living highly insecure and mentally impoverished lives.
I believe that today’s humanity can learn more from the phrase “Mushinbullip (無信不立),” 
which means “People cannot stand without faith (信) even if you have foods (食) or troops (兵)” 
in ≪The Analects≫. Although distrust was not as high in his time as it is these days, the phrase 
was equally relevant to Toegye in the Joseon Dynasty Period.
Recognizing this, Toegye worried about the situation and examined events of the time to 
discuss solutions to the issues with his disciples. Thanks to the followers who compiled a 
collection of sayings and ideas of Confucius, we can identify causes and solutions by referring to 
the book written 400 years ago.



Empathy and Conso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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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1 : 훈민정음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다

세종대왕이 창제한 훈민정음의 창제 배경과 원리를 바탕으로 훈민정음의 가치와 세종대왕의 학문 업적을 
새롭게 조명하고자 한다. 훈민정음해례(訓民正音解例)에서 밝힌 주요 가치는 민주 정신, 과학 정신, 철학 
정신이다. 민주 정신이란 백성 누구나 글자를 쉽게 배워 평등하게 글자 생활을 하는 정신이다. 우리는 이를 
계승하여 세대 간, 계층 간 차별 없이 언어생활과 글자생활을 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과학 정신이란 훈민
정음 창제 원리에 나타난 상형과 가획 원리에 바탕을 둔다. 이를 계승하여 현대 언어공학을 발전시켜 우리 
삶의 질을 더욱 향상해야 할 것이다. 철학 정신이란 훈민정음에 내재한 음양론, 오행론, 삼재론에 근거한다. 
이러한 이론은 현대 디지털 정보산업에 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훈민정음해례에 나타난 다양한 수
리적 특성의 의미를 밝혀 그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자 한다. 특히 세종대왕은 음양론이라는 이진법을 통
해 세계 어떤 글자보다도 글자의 디지털화에 앞장섰음을 밝힐 것이다.

Hunminjeongeum 1 : Reevaluation of Hunminjeongeum

This session focuses on the background and principles for King Sejong’s creation of han-geul 
(originally called hunmin jeong-eum, or “correct sounds for the instruction of the people”) in an 
effort to shed new light on the value of the native Korean script and the academic achievements 
of Sejong the Great 
The 1446 work Hunmin jeongeum haerye (訓民正音解例 Explanations and Examples of 
the Correct Sounds for the Instruction of the People) reveals a democratic, scientific, and 
philosophical spirit. The sense of putting the people first lies in the easy-to-learn script system, 
enabling anyone to learn easily how to read and write in daily life. People today are encouraged 
to carry on this legacy and remain committed to ensuring literacy and communication among 
entire populations, regardless of generation or class. The scientific method is evident in the 
principles of depicting (basic) forms and adding strokes to create the letters. In this spirit, we 
need to advance modern language engineering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The philosophical 
spirit side is apparent in three theories applied in the creation of han-geul: Yin and Yang (陰陽: 
dark & bright, male & female, etc.), the Five Phases (五行 Water, Wood, Fire, Earth, and Metal), 
and the Three Germinants (三才 Heaven, Earth, and Humankind). These theories are applicable 
to the modern digital information industry.
Equally important, the session reexamines diverse mathematical features of han-geul presented 
in Hunmin jeong-eum haerye and then highlights their significance. Notably, King Sejong based 
his alphabet, among other things, on the principle of Yin and Yang, a binary system, putting 
han-geul ahead in the game when digitizing writing systems.

취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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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재 일  한글학회, 회장

Jae-il Kwon  The Korean Language Society, President

훈민정음 가치를 새롭게 계승하기 위하여

훈민정음은 창제한 원리를 적은 기록이 전해 오는 세계 유일한 글자이다. 이 발표는 세종대왕이 창제한 훈
민정음의 창제 배경과 원리, 의의를 바탕으로 앞으로 훈민정음의 가치를 새롭게 계승해 나갈 방향을 다음
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훈민정음 창제에 담긴 글자 생활의 평등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다. 우리는 훈민정음의 평등 정신을 
바탕으로 세대 간, 계층 간 소통의 막힘을 극복하는 글자 생활과 언어 생활의 평등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훈민정음의 과학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다.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는 언어공학에 가장 적합하다. 그
래서 훈민정음의 과학 정신을 바탕으로 대규모 말뭉치 구축, 한국어-외국어 장동 번역 프로그램 개발을 비
롯한 언어공학 발전에 관심 가져야 할 것이다. 셋째는 아직 글자가 없는 세계 민족에게 표기법으로서 훈민
정음을 제공하는 일이다. 이것은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 정신을 온 누리에 펼치는 길이 될 것이다. 

New Way of Inheriting the Spirits of Hunminjeongeum

Hunminjeongeum is the world’s only alphabet that its design principles are recorded and 
known. This session proposes a new direction of pursuing the spirits of Hunminjeongeum 
invented by Sejong the Great and built on the purpose and principles of its creation and 
significance.
Firstly, the spirit of equality based on literacy that underpins the invention of Hunminjeongeum 
should be inherited. Following the spirit of equality of Hunminjeoneum, we need to pursue 
equality in literacy, listening and speaking skills to facilitate communication among generations 
and social classes. Secondly, a scientific mind in Hunminjeongeum should be expanded. 
Hunminjeongeum’s principles of creation can be categorized as language engineering. With the 
science behind it, we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advancement of language engineering by 
collecting a corpus of words on a large scale and developing automatic translation programs 
between Korean and foreign languages. Thirdly, Hunminjeongeum can be adopted to transcribe 
the spoken language of ethnic groups that do not have a writing system. This is a way of 
promoting the spirit of Sejong the Great’s creation of Hunminjeongeum worldwide.

초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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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의미와 가치 확산 방안

훈민정음 해례본을 구성하고 있는 글자와 문장 수를 종합 정리해 보면, 해례본 집필자들은 처음 드러내는 
새 문자에 대해 세심한 배려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별한 의도나 기획 의도가 엿보이는 수는 첫째, 한문
본인 ≪훈민정음≫ 해례본(1446)은 글자 수로 보면 표지 제목과 판심 제목을 제외하면 모두 5,337로 한자
는 4,790, 한글은 547자이다. 둘째, 해례본에서 기본 자모 수는 28자이고, 실제 겉으로 드러난 자음자와 모
음자도 각각 28자이다. 셋째, 훈민정음 상형 기본자는 8자이고 일반 기본자는 28자이다. 넷째, 정음편의 한
자는 366자이고 한자 갈래 수는 108자이다. 다섯째, 해례본 전체 문장 수는 간기와 저자 정보를 제외하면 
366문장이다.
이러한 “3, 5, 28, 108, 366” 등의 숫자는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인 숫자로 추정된다. 고대 천문학과 불교 코
드로 보인다. 의도된 각종 숫자가 실제 문자과학과 연결되어 더욱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숫자가 보여
주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가치는 문자와 해례본 모두 매우 치밀한 기획 의도를 가지고 발명되고 반포되었음
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러한 숫자로 본 훈민정음 해례본 가치의 확산 방안을 세 가지 분야로 세워보자.
학술적인 방안은 오늘과 같이 인문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좀 더 체계적인 연구와 토론이 필요하다. 정부는 
해례본의 학술적 가치를 널리 확산하기 위한 국제 논문 유통에 큰 지원을 해야 한다. 또한 융합적 인문 연구
를 위한 학계와 정부는 함께 노력해야 한다.
교육적인 방안으로는 오늘 밝힌 가시적인 숫자 의미를 훈민정음과 해례본 교육에 반영하여 훈민정음과 해
례본의 가치를 알고 실천하게 해야 한다. 나아가 국문과와 국어교육과는 훈민정음 해례본 교육을 의무화해
야 한다. 고등학교 교육에서도 수십 년 똑같이 반복되는 교육 내용에서 벗어나 이런 사실을 포함해야 한다.
미학적인 방안으로는 숫자와 관련된 훈민정음 내용을 디자인이나 다양 문화 상품으로 개발해야 한다.

김 슬 옹  세종국어문화원, 원장

Seul-ong Kim  Sejong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and Culture, Chai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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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ing the Numbers Found in the Haerye Edition of 
Hunminjeongeum, and Increasing Awareness on their Value

The number of letters and sentences in the Haerye Edition of Hunminjeongeum indicates that 
the scholars who created the Haerye Edition were very considerate. They took time to introduce 
the new letters, which is indicated by the numbers with special meaning or intention. 
First, some pages of the Haerye Edition are written in Classical Chinese (published in 1446). 
Excluding the titles on the cover and between the pages, there are 5,337 letters; there are 4,790 
Chinese and 547 Hangeul letters. 
Second, the Haerye Edition consists of 28 basic letters. In turn, there are 28 vowels and 
consonants. 
Third, there are 28 basic letters, and 8 basic letters with glyph design in Hunminjeongeum. 
Fourth, there are 366 Chinese characters in the Jeongeum part. At the same time, the number 
of divisions in the Chinese characters is 108. 
Fifth, there are 366 sentences in the Haerye Edition excluding the colophon and the information 
about the authors.
There seems to be intention behind the choice of these numbers (3, 5, 28, 108, and 366). The 
numbers are found in the ancient study of astronomy and the idea of Buddhism as well. This 
is significant since the numbers are linked to science behind the letters. This indicates how the 
letters and the entire Haerye Edition were meticulously planned, invented, and distributed.
To increase awareness on the value of the Haerye Edition, we can consider three areas. 
In academia, we need to engage in more systematic research and discussion for better awareness 
on the humanistic values. We need support from the government to have more international 
publications on the academic value of the Haerye Edition. Also, we need collaboration between 
academia and government to have convergent research in the humanities. 
In education, we need to teach the meaning of the numbers as discussed. Individuals should 
understand and practice the values of the Haerye Edition and Hunminjeongeum. Furthermore, 
departments of Korean literature and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should make it mandatory 
to teach the Haerye Edition. It should be added to the high school curriculum instead of 
repeating same learning materials. 
From an aesthetic point of view, we need to develop cultural products and design based on the 
numbers discovered in Hunminjeong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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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두 현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Du-hyeon Baek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emeritus

한글에 내재된 보편적 가치와 확산 방안
  
이 글에서 필자는 훈민정음에 내재한 보편적 가치 세 가지를 말하고, 이것의 현대적 실현을 위한 세 가지 정
책을 제안하였다. 
한글에 내재된 보편적 가치는 세 가지이다. 민주성, 과학성, 철학성이 그것이다. 21세기 세계인을 위해 한글
에 내재된 보편적 가치를 어떻게 창조적으로 변용해 낼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은 찾는 일은 우리에게 부여된 
과제이자 시대적 소명이다. 21세기 현대사회를 이끌어가는 열쇳말은 ‘지구환경’과 ‘인공지능’이다. 인류의 
장기 지속성을 위해 지구환경 문제는 인류가 부딪힌 위기이자 풀어야 할 과제이다. 한글에 내재된 철학성 
중에서 삼재론은 천지인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가치관에 부합한다. 이 점을 필자는 한글의 자연친화
성이라 부른다. 자연친화성을 띤 한글 사용을 통해 우리의 미래 세대가 환경 친화성을 내면화하도록 교육
할 수 있다. 
훈민정음 창제와 그것의 활용으로부터 획득된 민주성이란 유전자(DNA)는 한국인의 몸에 내재되어 한국 사
회에 작동하고 있다. 한국은 제도적 민주화를 이루어냈다. 오늘날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민주화의 큰 흐름
이 진전되고 있다. 훈민정음에 내포된 민주성은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지구적 과업과 맥락을 같이 한다. 
한글에 내재된 철학성 중에서, 삼재론은 천지인(天地人, 하늘·땅·사람)의 세 가지 요소가 상호작용하여 조
화를 이루는 원리다. 세종은 한글의 모음 기본자 세 개를 만들 때 하늘·땅·사람의 형상을 본땄다. 삼재론은 
인본주의이면서 동시에 인간과 자연의 공존과 조화를 지향한다. 환경 문제로 위기에 처한 지구에 삼재론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데 중요한 가치관으로 작동할 수 있다. 
나는 한글의 보편적 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세 가지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인공지능 시대에 한글문
화유산과 한국어 자원화를 위해 <30·30 한국어 데이터 사업> 시행하는 정책이다. 1단계를 10년으로 하여 
3단계 30년간 이어지는 장기 사업을 세워 매년 30억원을 투입하는 한국어 데이터 사업을 수립하는 것이다. 
언어 빅데이터는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적 자원이자 기술 개발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둘째, 한글로 표기된 
일체의 기록물을 디지털화하여 보존하고 연구하는 <세종 한글 디지털 도서관>의 설립을 제안한다. 셋째, 
한글에 내재된 민주성·과학성·철학성이란 보편 가치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교육 방안을 마
련하자는 것이다. 예컨대 세종이 만든 각종 천문 관측 기기, 금속활자 주조와 인쇄술 개선 사업 등과 훈민정
음의 과학성을 결합한 융합 교육 방법을 개발할 수 있다. 나아가 한글의 민주성·과학성·철학성을 세계인과 
공유하기 위해 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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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이 가진 민주성, 과학성, 철학성이라는 보편적 가치는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 한국인은 물론 지
구인 모두의 삶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훈민정음에 내재된 철학성(삼재론·음양론·오행론) 중에서 삼재론
은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지향하는 가치관 정립에 활용될 수 있다. 훈민정음의 철학성은 인간의 미래를 위
한 가치로 현재화(顯在化)될 수 있다. 그 방법을 찾고 실천하는 것은 우리 한민족에게 부여된 역사적 사명
이다. 대한민국이 세계의 리더 국가가 되어 세계인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여기에서 찾아낼 수 있다.

The Universal Values in Hangeul and How to Increase Awareness on 
those Values

There are three universal values in Hunminjeongeum, and three policies can be utilized to 
realize those values in the contemporary world. 
The three universal values in Hangeul are democracy, science, and philosophy. How can we 
take a creative measure to apply these universal values in the 21st century world? We are given 
a task to seek an answer to this question. 
“Environment on Earth”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re some of the keywords for the 21st 
century. In turn, we should address environmental crisis to ensure sustainability of human 
beings. The “philosophy” in Hangeul suggests that there are three components of the universe, 
which correspond to the harmony of heaven, earth, and human. I would like to call this idea 
an “environmentally friendly” value of Hangeul. By using Hangeul, which is environmentally 
friendly, we can educate the future generations to embrace green value. 
Meanwhile, there is DNA of democracy found in the Korean people, which is gained by creating 
and using Hunminjeongeum. This also affects Korean society. Korea achieved democracy; many 
countries in the world are now striving to become democratic nations. The democratic value of 
Hunminjeongeum corresponds to the global task for democracy as well. 
In Hangeul, there is philosophy of the three components of the universe. They are heaven, 
earth, and human that interact in order to create harmony. When Sejong the Great designed 
the three basic vowels of Hangeul, he used the shapes of sky, earth, and person. These three 
components of the universe have humanistic value, and they seek coexistence and harmony 
between human and nature. In turn, they present important values to reset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and nature as we currently face environmental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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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suggest three policy measures to increase awareness on the universal values of Hangeul. First, 
“30 and 30 Korean Language Data Project” can create resources for the Korean language and 
the cultural heritage of Hangeul. It consists of three stages and the first stage will take a decade, 
which means the overall project will take 30 years; if KRW 3 billion is invested each year in this 
big data project, we could gain key resources to develop technologies and prepare for the era of 
AI. 
Second, I suggest establishing “Sejong the Great Digital Library for Hangeul” which would be a 
library to manage and study Hangeul records in digital format. 
Third, I propose educational measures to raise awareness on the universal values of Hangeul 
(democracy, science, and philosophy). For instance, we could establish education program 
that converges science found in Hunminjeongeum with the inventions of Sejong the Great. The 
inventions include astronomical instruments, metal types, and printing technique. We need to 
find out how to share the values of democracy, science, and philosophy on the global stage.
The values in Hunminjeongeum (democracy, science, and philosophy) are crucial not only for 
the Korean people but also for everyone in the 21st century world. Among the philosophies in 
Hunminjeongeum (the three components of the universe, ying-yang, and the five elements), 
the three components of the universe can be utilized in order to seek coexistence of nature and 
human. We can find out how to translate the Hunminjeongeum philosophy into visible value 
for our future. We should find out how to do so, and put it into practice; this is a mission for 
the Korean people. This is how Korea can find a way to become a leader and contribute to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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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브레히트 후베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Albrecht Huwe  Duksung Women's University, Professor

한글의 잠재력과 확장성

1. 훈민정음 해례본의 가치 
사실 1 : 훈민정음 해례본은 성리학 중에 도교의 음양오행 우주론을 기반으로 했다. 음양오행 우주론은 이
진법을 기반으로 한 세계관이다. 따라서 한글의 기본 원리는 음양오행, 즉 그 세계관, 그 이진법이다. 
사실 2 : 자모문자인 한글의 학술적인 가치를 평가하면 그 수준은 현대에 와서 연구된 문자학적인 이론을 
이미 약 550년 앞서서 이루어진 것이다. Eisenberg교수가 1996에 소개한 자모문자의 기능 방식을 설명하
는 소위 메타 모델과 완전하게 일치한다. 
훈민정음 해례본을 따르기만 하면 자모 문자인 한글의 우수한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바로 잡을 수     
있다. 

2. 훈민정음 해례본의 가치를 확산함 
서양에서 개발 된 수학적인 이진법 기준 위에 컴퓨터가 작동하지만 아무 세계관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반면에 동양의 음양오행 우주론을 원칙으로 한 훈민정음 해례본에 서술된 이진법은 세계관을 표현한다.

3. 결론 
한글은 원래부터 이진법에 기반한 자모 문자이므로 컴퓨터가 개발 되기 훨씬 전에 바로 디지털화 할 수 있
는, 세계적으로 유일한 문자이다. 한글을 원래 현대 컴퓨터에 제한 없이 적용할 수 있기에 훈민정음 해례본
에 의하여 28 자모로 약 400억의 음절 다발을 쓸 수 있다. 또한 한글은 이진법적인 세계관도 포함한다. 
광범한 인공지능의 모든 분야들이 현재까지 세계관이 없는 단지 수학적인 이진법을 기반으로 개발 되었지
만 해결하지 못 한 문제점이 아직 남아 있다. 이 인공지능의 문제를 기본부터 해결하고자 하면 세계관 없이
는 불가능하며 한글을 통해 이 이진법적인 세계관을 컴퓨터에 도입하면 인공지능을 발달 시키는 데 여러 
분야에 큰 의미를 가지게 된다. 
현재 인공지능에 윤리적인 한계도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음양오행 우주론의 중립적인 윤리관을 한글을 통해
서 이진법적인 차원에 역시 도입 가능하기에 더욱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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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tential and Scalability of Hangul 

1. The Value of the Hunminjeongeum Haeryebon
Fact 1: The Hunminjeongeum Haeryebon (the Haerye Edition of Hunminjeongeum, an official 
volume describing the alphabet system of Hangul, the Korean language) is anchored by yin 
and yang, and the five elements of the universe. The five elements of the universe represent a 
binary view of the world, which inspired the binary nature of Hangul.
Fact 2: Hangul’s scholastic significance stems from the fact that it predates the world’s oldest 
modern orthographic theory by 550 years. Hangul perfectly corresponds to the so-called ‘beta’ 
model introduced by Prof. Eisenberg to explain the orthographic functions of alphabetic letters.
The Haeryebon provides the reader with a basis for grasping the ingenuity of Hangul as an 
alphabet system.

2. The Dissemination of the Haeryebon’s Values
The binary system described in the Haeryebon embodies a world view inspired by the Orient’s 
theory of the five elements of the universe. In contrast, no such world view is present in the 
West’s mathematical binary system used by today’s computers.

3. Conclusion
As a binary alphabet system, Hangul is a unique language that was invented to be ready-
made for digitalization long before computers arrived. With perfect compatibility with today’s 
computers, Hangul’s 28 vowel and consonant letters can create up to 40 billion syllabic clusters. 
On top of that, Hangul embodies a binary view of the world. 
As today’s AI systems are developed purely on the basis of mathematical binary representations 
without being informed by a world view, they have some problems that are left resolved. 
Tackling these problems is impossible without being guided by a world view. Incorporating 
Hangul’s binary world view into computing can address this issue, thereby facilitating the 
development of AI in diverse domains. 
Another issue with AI is the ethical concerns. Hangul can also address these concerns as the 
neutral ethical values inherent in the principle of yin and yang and theory of the five elements 
of the universe on which the language is built are well-suited for the binary comput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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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2 : 훈민정음의 세계화, 그에 답하다 

한글이 가지고 있는 과학성을 토대로, 미래적 가치에 대하여 21세기 AI시대에 한글의 창조적 확장과 국제화
에 대한 두 분의 발표자의 견해를 들어보고자 한다. 한글에 내재한 원리를 활용하여 한글을 멀티데이터셋으
로 구축하기 위한 이상규 박사의 발표에서는 글자 이미지를 자동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하는 딥러링 시스템
개발을 제안하고, 이미지와 소리와 텍스트가 상호 연계한 멀티데이터 구축의 획기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범종 스님의 발표에서는 한글 글자의 그림과 노래가 값지고 보배로운 경전으로 세계속에 자리매김하기 위
하여 훈민정음 기본 자모의 원리를 도형으로 만들어 한글 교육과 보급에 대한 국제화의 방안을 밝힌다. 

Hunminjeongeum 2 : Replying to the Globalization of Hunminjeongeum

Based on the scientific nature of Hangeul, two presenters on the creative expansion and 
internationalization of Hangeul are prepared for the future value in the 21st era of AI First, 
Professor Sang-gyu Lee explained how to apply the principles inherent in han-geul to creating 
multiple datasets with the Korean letters. His proposal is to develop a deep learning system that 
automatically converts text images into digital data, and he walks us through a revolutionary 
breakthrough in creating metadata that interconnect images, sounds, and texts. 
Subsequently, Beom-Jong Sunim (Buddhist monk) presented a plan for promoting the Korean 
writing system on the global stage. He describes how to design figures that display the basic 
principles of han-geul jamo (Unicode blocks) in order to facilitate teaching and popularizing han-
geul across the world. The images and sounds of the Korean script will resonate as invaluable 
and precious classics of literature.

취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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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 규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Sang-gyu Le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emeritus

AI 기반 한글 지식 정보 확장 전략

본고에서는 먼저 하늘에 떠 있는 무수한 별자리를 적절한 범주로 묶어낸 성운의 명칭을 부여한 방식이 동
양과 서양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명명하였다. 무한한 지식과 정보의 코퍼스를 국어사전
에서 품사로 묶어내듯이 촘촘한 지식 정보를 연관검색이 가능하고 또 새롭게 융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전통은 인류 문명의 출발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최근 인공지능(AI)이라는 것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인류 문명의 출발에서부터 지식체
계를 정리하고 갈무리는 하는 방식이 있었음을 성운의 명명과 분류 방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류가 기억
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의 량은 매우 유한하다. 그러나 점점 발달되면서 넘쳐나는 지식과 정보를 갈무리하
는 둥지인 사전(Dictionary)이라는 근대적 지식 창고를 만들어 활자로 차곡차곡 담아 내었다. 품사와 전문 
지식의 범주에 따라 거시구조인 올림말과 미식구조인 품사, 뜻풀이, 예문의 형식으로 만든 지식 정보의 창
고인 셈이다. 
컴퓨터가 발전하면서 사전을 초월하는 폭발하는 지식 정보의 대량화 기술인 코퍼스 구축의 단계를 거쳐 이
젠 대용량의 지식 정보를 더욱 정교하게 연관 검색과 지식정보의 융합이 가능한 촘촘한 거물망을 짜는 한
편 이를 이용하여 기계가 인공적인 추론과 상상이 가능한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사전의 둥지에서 선형적인 지식의 뭉치를 온톨로지라는 계열적 통합적인 지식정보의 체계적인 유관성을 
입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흩어져 있는 지식체계를 알고리즘으로 묶어내고 또 이를 토대
로 딥러닝이라는 기계학습 구조로 발전시키고 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한글로 기록된 텍스트와 그 이미지를 소리와 묶어 쌍방향으로 전환이 가능하는 
멀티모달 ISLA데이터 구축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종이에 서사화된 글씨를 자동으로 컴퓨터텍스트 문서
로 전환하는 OCR 툴 개발을 씌여진 한글 글씨를 Block Diagram 문자 이미지 알고리즘 라벨링을 대용량으
로 구축한 사례를 소개하고 그 한계 점을 극복하기 위한 한글 문자의 구성 관계를 훈민정음 해례본의 구성
원리에 따라 최소한의 변별적 자질로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AI연구의 추세에 따라 손으로 만들었던 사전을 텍스트와 이미지 그리고 음성이 결합된 멀티템 AI사
전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끝으로 국가적인 AI 기계 사전 사업을 제안 요청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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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based Strategy for Expansion of Korean Knowledge and Information

The way the numerous stars in the sky are classified into categories called constellations differs 
between the West and the East and from country to country. This is akin to the way large-scale 
corpora of linguistic data are analyzed to assign lexis to grammatical categories as listed in 
Korean language dictionaries. This shows that structuring bodies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in such a way that it can be searched for collocational relationships, which then can be fused 
into new ones, is a human tradition as old as human civilization. 
The time-honored tradition of categorizing and naming constellations in the sky indicates 
that AI is not something that dropped out of the sky but an extension of a human tradition 
of organizing knowledge structures that dates as far back as the start of human civilization. 
The amount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that can be stored in human brains is limited. Yet, 
human beings have been able to organize and store the ever-growing amount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in dictionaries, a modern depository of knowledge coded in language. The 
depository is made up of entry words at the macro level and grammatical categories, definitions 
and examples at the micro level. 
The development of computers has provided us with tools to deal with today’s explosively 
growing amount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that transcends what can be stored in a regular 
dictionary. In the initial stage, corpus technology enabled the amassing of large amounts 
of linguistic data. Now, we have gotten to a point where such corpora are processed into 
networks of knowledge that can be searched for interrelationships and fused with one another. 
Now, efforts are escalating to use machine learning technology to draw inferences from such 
structured data that can power human imagination. These efforts represent a transition from 
linearly structured knowledge in dictionaries into paradigmatically integrated knowledge called 
ontology which facilitates multi-dimensional representation of relations in such structured 
knowledge. For this, computer algorithms are used to integrate dispersed knowledge systems, 
which are fed into a state-of-the-art machine learning model called deep learning. 
 The current paper is aimed at exploring the possibility of building a multimodal ISLA database 
that integrates Korean text with images and sounds so that cross-referencing, and transition 
will be possible among the three elements. For this purpose, a case study is conducted, 
which involves developing an OCR tool capable of large-scale block diagram character image 
algorithm labeling for written Korean and finding limitations in such a system. To overcome 
the limitations, an algorithm is proposed that employs the composition principle of Korean 
alphabet letters as described in the Hunminjeongeum Haeryebon as the least discriminatory 
feature. 
The study highlights a need to shift from manually created dictionaries into AI-created ones 
capable of integrating text, image and sound. As a final note, the paper proposes a national 
machine-learned AI dictionary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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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종  광흥사, 주지

Beom-jong  Gwangheung Temple, Master

훈민정음 세계화 『그에 답하다』

훈민정음과 불교의 관계
-. 신미스님이 훈민정음 창제에 깊게 관여한 증좌와 법맥의 단초는 『월인천강지곡』, 『월인석보』에 녹아들
어 있다. 
의심스러운 곳이 있으면 모름지기 널리 물음으로부터 먼 뿌리를 구해 다듬어 부처님 가르침의 미묘한 뜻을 
펴 끝까지 도리를 가다듬어 만법의 깊은 근원을 사무치게 깨닫기를 바라노라.
글이 경(經)이 아니며, 경이 부처는 아니다. 도리를 말한 것이 경, 도리를 몸 삼은 이가 부처이다. 이 경을 읽
는 사람은 광명을 돌이켜 제 스스로 비추어 보는 것이 귀하고, 손가락을 잡으며 고기 잡는 그릇을 버리지 않
고 두는것을 가장 싫어하는 바다. 서천(西天)의 글자로 된 경이 높이 쌓여 있어도 볼 사람이 오히려 읽고 외
기를 어렵게 여기지만 우리말로 옮겨 썼으므로 펴서 읽은 사람이 다 능히 크게 우러를 것이다.
그러므로 종친과 재상, 공신, 친척, 백관 등 사중과 더불어 발원의 수레를 썩지 않도록 매고, 덕의 근원을 끝
없도록 심어 신령이 편안하고, 백성이 즐기며 나라의 경계가 고요하고 복이 굳으며 시절이 편안하고 풍년
이 들고 복이 오고 액이 없어지게 되기를 바란다.
위에 말한 요사이에 한 공덕을 닦아 실제에 회향(廻向)하여 모든 중생과 더불어 깨달음의 언덕에 빨리 이르
기를 원하노라.

- 1459년 7월 7일, [월인석보]의 서(序) ; 세조 -

훈민정음은 창제의 목적이 뚜렷하다.
- 자주정신: 우리 백성들을 위한 우리글이 필요하다.
- 애민정신: 백성들이 자기의 의견을 전하고 싶지만 전하기 어려워하는 이런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 실용주의: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익힐 수 있는 글자가 필요해서

훈민정음의 우수성
-. 쉽게 익힐 수 있다. / 문법이 틀려도 쉽게 통한다. / 11,172가지의 소리를 표현 할 수 있다. / 독창적이며 
자주적인 글자이다. / 가장 발달한 음소문자이며 음절문자의 특징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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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흥사의 훈민정음도
-. 훈민정음 창제원리와 우수철학인 음양오행과 천지인 삼조화사상을 쉽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훈민정음도

광흥사 훈민정음도

훈민정음의 미래
-. 훈민정음은 우리말과 문화라는 특수성을 잘 드러냄과 동시에 과학성, 예술성 등을 지녔으며 누구나 쉽
게 사용할 수 있는 보편성도 뛰어난 문자이다. 전 세계의 수많은 소수언어가 사려져 가고 있다. 문자가 없어
서 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표기할 문자가 있음에도 제대로 표기하지 못해 사라지는 경우도 많다. 현존하
는 문자 중 가장 많은 소리를 표현 할 수 있고 익히기 쉬운 훈민정음을 보존 연구하여 세계에 널리 보급하여 
세계 공통어로 한글이 채택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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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ization of Hunminjeongeum: Answering Questions about 
Hunminjeongeum

Relations between Hunminjeongeum and Buddhism
-. The books called ‘Worin Cheongangjigok (Songs of the Moon’s Reflection on a Thousand 
Rivers)’ and ‘Worin Seokbo (Life of Gautama Buddha)’ are the clues of the monk clan and 
the evidence that the Buddhist Monk, whose name was Shinmi, was deeply involved in the 
establishment of the Future of Hunminjeongeum. 
If you have any doubts about anything, I wish you could learn about the root of all beings by 
asking profound questions in order to find the foundation of the answers and by reaffirming the 
obligations while learning the delicate meaning of Buddha.
Writing is not the Buddhist Scriptures, and the Buddhist Scriptures are not Buddha. Buddhist 
Scriptures describe the obligations. Buddha is the one who carries out such obligations daily. 
Those who read the Buddhist Scriptures reflect the bright future and value of self-reflection. 
Those are also the ones who hate to neglect the container that catches fishes. Even if the 
Buddhist Scriptures with the letters of the Paradise are available, sometimes it is difficult to 
read and memorize. By interpreting in the Korean language, now those who read it will highly 
respect the meaning of the scriptures.
Therefore, I hope that the Royal family, ministers, the Royal servants with merit, the Royal 
relatives, and government officials keep the wheel of prayers running from going rotten, make 
Gods comfortable by endlessly planting the origin of virtue, help my people enjoy their lives, 
make our borders quiet and calm, draw fortune and enjoy the peaceful time, bring more luck 
with abundant harvest, and get rid of bad luck.
By disciplining yourselves and achieving the virtues mentioned above, I wish you to turn 
yourselves to the direction of reality and reach the hill of enlightenment along with all creatures.

- July 7th, 1459, Prologue of ‘Worin Seokbo’ ; King Sejo -

The purpose of establishing Hunminjeongeum is clear:
- Spirit of independence: We need a language and letter system for our people.
- Spirit of service for the people: We need to have sympathy for our people who want to have 
their voice heard but can’t find the way.
- Spirit of practicality: We need letters that anyone can easily le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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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llence in Hunminjeongeum
-. Easy to learn / Easy to communicate even with wrong grammar / Able to express 11,172 
different sounds / Unique and independent letter system / One of the most developed 
phonemic writing systems and syllabaries

Map of Hunminjeongeum at Gwangheungsa Temple
-. This map helps easily understand the Yin Yang & 5 elements and the theory of 3 elements 
(heaven-earth-human) in harmony, which is an excellent philosophy as the founding principles 
of Hunminjeongeum.

Map of Hunminjeongeum at Gwangheungsa Temple

Future of Hunminjeongeum
-. While clearly expressing the uniqueness of the Korean language and culture, Hunmin 
jeongeum is equipped with its characteristics of science and the arts. The language is easy to 
use for anyone, which represents outstanding universality. Numerous languages for minor 
groups are disappearing around the globe. Sometimes it is because those languages do not 
have their own letters, but other times they still disappear even though they have letters to 
write the languages. By preserving and studying Hunminjeongeum, the language regarded as 
the one that can express the most sounds among all the existing letters and is easy to learn, we 
need to fully strive to make Hangeul become adopted as the global official language by widely 
spreading the language around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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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에리조트 천자문마당ㅣGurume resort Cheonjamun Garden

10월 8일(금)ㅣOct.8(Fri)ㅣ13:30 - 15:30

특별세션 3ㅣSpecial Session 3 

연사
사회ㅣModerator 

이 현 정  아나운서

Hyeon-jeong Lee  Announcer

연설자ㅣSpeaker 

이 인 화  스토리프렌즈, 소설가 

In-hwa Yi  StoryFriends, Writer

패널ㅣPanel 

방 민 호  서울대학교, 교수

Min-ho Bang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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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의 미래 : 2061년의 경북과 한글

글로벌 팬데믹과 함께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바꿀 중요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인공지능이 보급
되어 우리가 초연결 지능화 사회에서 살게 된 것이다.
이인화 작가의 소설 <2061년>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40년 정도 더 지속되었을 때 나타날 세계를 그리고 있
다. 그러나 이 소설이 단순한 미래의 상상만은 아니다.
서로 얼굴을 모르는 수천만의 사람들이 같은 나라에 살아간다는 의미를 공유하며 나라를 만들어왔다. 서로 
처지가 다르고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람들이 협력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사회적 결속을 이룩했다. 전쟁의 
폐허에서 선진국이 될 때까지 수천만 국민을 하나로 묶어준 이야기들이 있었다. 
첫 번째는 우리도 한번 잘살아 보자는 산업화 서사였고 두 번째는 우리가 모두 사람대접을 받고 살아보자
는 민주화 서사였다. 2021년에는 이제 세 번째 이야기, 즉 지능 정보화 서사가 시작되고 있다. 
첫 번째가 주어진 짐을 지고 묵묵히 걸어가야 하는 낙타의 시대였다면 두 번째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투쟁하는 사자의 시대였다. 세 번째, 즉 지금부터 40년간은 명랑하게 웃고 긍정하면서 자신이 진짜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아이의 시대라 할 수 있다.  
본 포럼이 개최되는 경북은 한글 창제 원리를 담은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된 곳이다. 지능 정보화 사회를 
6백년 앞서 언어와 문자에 대한 선구적인 사상과 지식을 담은 한글을 경북이 지키고 보존해 온 것에는 심
오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된다. 아이의 시대, 지능 정보화 시대, 메타버스 시대의 거대 서사가 시작되는 
지금 우리 경북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지 본 세션에서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The Future of Hangeul : Gyeongbuk and Hangeul in 2061

Amidst the global pandemic, a significant shift that can change the lives of us and our children 
is underway: the spread of artificial intelligence has opened the era of a hyper-connected 
intelligent society.
“2016”, the novel by Lee In-hwa, imagines how the world would look like 40 years from now if 
such change continues. But this novel is more than just an imaginary world.

취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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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s of millions of people who don’t know each other have built a nation sharing the sense of 
what it means to live in the same country. People from different backgrounds with conflicting 
interests have been able to form a network for cooperation and achieved social unity. There are 
stories that have brought tens of millions of people together as we rose from the ruins of the 
war to join the ranks of advanced nations.
The first such story was a narrative of industrialization, which inspired everyone with hopes 
of thriving together. The second story was a narrative of democratization in which people 
aspired to a life with dignity and respect for all. Now in 2021, the third story of intelligence and 
informatization is beginning.
If the first story can be described as an era of camels which had to keep walking shouldering the 
burden that was imposed on them, the second story was about an era of lions that advocated 
for their rights and fought for them. The third story which will unfold over the next four decades 
can be described as a story of children who are living the lives they truly want, laughing and 
staying positive.  
This forum is taking place in Gyeongbuk where Hunminjeongeum Haerye, which contains the 
principles upon which Hangeul was created, was found. It is deeply significant that Gyeongbuk 
has preserved Hunminjeongeum Haerye, a forward-looking commentary on the language and 
letters that was 600 years ahead of the intelligence society. In this session, let us dive into what 
Gyeongbuk can do at a time when the stories of children, intelligence and informatization and 
the metaverse are beginning to unf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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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 화  스토리프렌즈, 소설가 

In-hwa Yi  StoryFriends, Writer

겨울을 지나 봄으로 – 인공지능 시대의 경북

글로벌 팬데믹과 함께 우리와 우리 자식들의 인생을 바꿀 중요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공지능이 사회 전반으로 급속히 보급되어 우리 사회가 초연결 지능화사회로 변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가 인공지능과 한글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스토리 헬퍼>라는 컴퓨터 프로그램, 스토리텔링 창작 지원 
도구를 만들 때부터입니다. 1458편의 영화를 보고 그것을 하나하나 3막 8장 16시퀀스 110장면으로 분해
한 뒤 엑셀 파일로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만든 11만 6721건의 데이터, 즉 장면들을 사례 기반 추론으로 매
칭시켜서 작가가 원하는 플롯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스토리 헬퍼>는 인공지능 창작이 아닌 창작 지원 도구였지만 그 다음에 만든 <스토리 타블로>는 기본적
으로 지피티 쓰리와 똑같은 원리를 추구했습니다. 즉 데이터에 A단어 다음에 올 조건부 확률이 가장 높은 B
단어는 무엇인가 라는 확률 추론 공식을 적용해서 스토리를 만드는 프로그램이었죠. 우리는 지피티쓰리처
럼 방대한 데이터를 동원할 수도 없었고 그런 연산능력의 컴퓨팅 장치도 없었기 때문에 그처럼 정교한 글
을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방향성만은 알고 있었죠.   
우리 한국인들의 삶에 인공지능은 무엇인가, 저는 이 주제를 생각하다가 한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람
들은 지금까지 한글에 대해 맹아론과 구조론의 관점에서 접근해왔습니다. 
한글은 어떻게 창제되었는가, 어떤 문자에 영향을 받았는가 이런 관심은 최초의 생각이 역사 속에 펼쳐지
고 전개된다는, 최초의 싹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맹아론입니다.
한글을 고립어인 한문을 교착어인 한국어의 대립을 어떻게 종합하는가, 한글의 조음 구조는 인도의 조음 
음성학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관심은 한글의 표층 밑에 있는 심층, 즉 구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조
론입니다. 
그러나 한글의 미래는 무엇인가, 저토록 방대한 규모의 표기 체계에 걸맞는 최종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관
심 즉 한글이 표기할 수 있는 분절음 398억 5677만 2340종의 목적론은 고려된 적이 없습니다. 사실 학자들
은 관심이 없고 소설가들이나 흥미 있어 할 상상의 영역이니 그랬을 것입니다.  
인공지능의 시대가 되면 다양한 발성기관을 가진 기계들이 소리를 냅니다. 자신의 몸으로 말할 수 있다
는 발화성이 인공지능이 정보 그 자체가 아니라 정보의 주체임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런데 그 
인공지능의 소리, 현란하리만큼 다양한 기계 흡착음, 당김음, 기식음, 떨림음, 공명음을 모음 5개의 원시
적인 음성 문자인 로마자는 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다양한 소리를 표기할 수 있는 것은 세종 이도
(李祹·1418~1450)가 1443년에 발명한 한글뿐입니다. 이른바 ‘이도 문자’는 초성·중성·종성을 결합하여 
398억 5677만 2340종의 분절음을 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도 문자는 지금의 한글이 아니라 순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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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치음 등이 남아있던 15세기 표기법을 그대로 지키는 문자를 말합니다.
소설 《2061년》의 2061년에는 최악의 코로나 바이러스인 아바돈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역병 
천사 이름이 아바돈이죠. 전염병 바이러스가 2013년 메르스, 2020년 코로나19와 같은 추세로 진화한 결과
물입니다. 치사율 55~95%, 예상 감염자 49억~65억 명에 달하는 최악의 바이러스입니다. 인류는 아바돈의 
치명적 옛것인 ‘원형 균주’ 즉 1896년 조선에 나타난 에이치원 데모딕을 찾기 위해 시간 여행자를 보냈는데 
3번 모두 실패하고 맙니다. 결국 수감 중인 심재익에게 임무가 주어집니다. 
소설 《2061년》에서 인공지능이 운영하는 ‘이도의 무지개’는 마치 신(神)처럼 인간을 지배합니다. 인간의 
프라이버시도 존엄도 무시하는 절대 감시자입니다. 2049년 한반도에서 일어난 핵전쟁도 인공지능의 음모
였습니다. 과거로 돌아가 인공지능의 언어가 되는 ‘이도 문자’을 없애면 미래의 바이러스 창궐도, 핵전쟁도, 
인류의 비극도 없을지 모릅니다. 심재익은 1896년으로 돌아가 훈민정음해례본을 태워버리라는 임무를 받
습니다. 
소설 속 2061년의 정치 지형은 극단적으로 분열돼 있습니다. 세종 이도의 사상을 각기 다르게 받아들이는 
미국의 이도 우파, AI로 의심받는 국제 방역연합의 이도 좌파, 인간 우월주의 운동의 반(反)이도파로 대립하
고 있습니다. 세 세력은 아바돈의 원형과 훈민정음해례본이 동시에 나타났던 1896년 2월 11일의 제물포로 
시간여행 탐사자들을 보내 격돌합니다.
우리가 지금 강연을 개최하고 있는 이 안동은 이도 문자의 창제 원리를 담은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된 곳
입니다. 세종 28년인 1446년 간행된 해례본이 1940년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자취를 감추었다가 
안동에서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 발견으로 한글 창제를 둘러싼 논란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 책이 안동권에서만 2부 발견되었을까요. 
저는 여기에 안동의 본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궁벽한 시골에 공부 열심히 하는 눈밝은 선비들이 숨어
서 지식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지식의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이유로도 세종의 피땀 눈물
을 지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안동답답이, 보수주의자가 아니라 민족의 미래였습니다. 한 나라
가 무서울 만큼 나태한 잠에 빠져 있는 동안 영광과 부활의 꿈을 지켜온 사람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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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Winter Towards Spring - Kyeongbuk in the Age of AI

With the global pandemic, important changes are occurring to our lives and our children's. 
This is about the trend of changing our world into a hyper-connected intelligent society as AI is 
rapidly spreading throughout.
I began to pay attention to AI and Hangeul (Korean alphabet) when I made a computer program 
called Story Helper, which is a supporting tool for creating storytelling work. I watched 1,458 
movies and organized them into an excel file in the format of 3 acts, 8 chapters, 16 sequences, 
and 110 scenes. Next, the program uses 116,721 scenes of data created from my work in order 
to find plots that a writer may want by matching the scenes by case based reasoning. 
Story Helper is a creative support tool, not an AI creation, but Story Tableau, which I made next, 
followed the same basic principle as GPT-3. In other words, it was a program to help create a 
story by applying the probability inference formula of which word B has the highest conditional 
probability after word A. I could not utilize a massive amount of data like GPT-3 and I did not 
have a computing device with enough power to achieve the same result. Therefore, I could not 
create writings that are as sophisticated as GPT-3. Nevertheless, I knew which way I must go.   
I decided to study Hangeul as I was thinking about what AI means to the life of Korean people. 
People have been studying Hanguel in the perspectives of the Theory of Embryo and the 
Theory of Structure. 
How Hangeul was created and what characters influenced its creation? The Theory of Embryo 
is focusing on the very beginning of thought on Hangeul and how it grows further in history.
How do we evaluate the opposition between Sino-Korean characters, which is an isolated 
language, and Korean, which is an agglutinative language? How is the articulation structure 
of Hangeul related to the articulation phonetics of Indian language? The Theory of Structure 
focuses on the deep structure underneath the surface of Hanguel. 
However, the Theory of Purpose on Hanguel has never been discussed before; such as what the 
future of Hangeul is and what the final goal of a language, which has a vast amount of notation 
system with 398,567,723,450 types of segmental sound. Scholars were not interested in it 
because it is more an area of imagination, which is more interesting for novelists.  
In the age of AI, various machines with phonatory system make sounds. AI can make sound with 
its own body, it is claimed that AI is the subject of information, not information itself. However, 
the sound of AI, as well as various machine sounds of clicking, syncopation, aspiration, 
vibration, and resonance cannot be represented using the primeval Roman alphabet with only 5 
vowels. Only Hangeul, which was invented in 1443 by Sejong the Great (aka. Yi Do, 1418~1450), 
is capable of writing all those various sounds. The ancient Korean characters, the so-ca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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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 Do characters", can express 3,9856,772,340 types of segmental sounds by combining the 
initial, middle, and final consonants. Of course, the Yi Do characters are not modern Korean 
characters; they include archaic characters from the 15th century with bilabial and nasalized 
palatal fricative consonants.
In the novel 2061, the worst form of corona virus appears in 2061: the Abaddon virus. Abaddon 
is the angel of a disease from the Book of Revelations of St. John. This virus evolved from 
COVID-19 in 2020, just like it evolved from MERS in 2013. This virus has a fatality rate of 55~95% 
and estimated 4.9~6.5 billion infections. Mankind sent time travelers back in 1896 Joseon to 
find the H1-Demonic, which is the lethal original strain of the Abaddon virus. They made three 
attempts and all efforts failed. This brings the mission to Jae-Ik Shim, a protagonist who was in 
prison. 
In2061, "the rainbow of Yi Do" is operated by AI and rules humans as a god. It is an absolute 
watcher that ignores human privacy or dignity. A nuclear war occurred on the Korean Peninsula 
in 2049, which was schemed by AI as well. Eliminating Yi Do characters, the language of AI in 
the novel, back in the past may stop the virus, nuclear war, and crisis of mankind. Jae-Ik Shim's 
mission is to go back to 1896 and burn the Hunmin Jeongeum Haeryae manuscript. 
The political landscape in the novel 2061 is extremely fragmented. There is the Yi Do right wing 
of the U.S., the Yi Do left wing of the International Quarantine Association, which is suspected 
as being AI; and the anti-Yi Do group who are protesting that humans are superior. The fight 
between all of them began as those three powers sent time travelers back to Jemulpo on 
February 11th, 1896, when the original Abaddon and Hunmin Jeongeum Haeryae manuscript 
appeared at the same time.
Andong, where we are currently having this lecture, is where the Hunmin Jeongeum Haeryae 
manuscript, which contains the principle of Yi Do characters' invention, was discovered. The 
Haeryae manuscript was published in 1446 (Sejong the Great 28) and was discovered in 1940 
for the first time. It disappeared for a long time and reappeared in Andong. This discovery 
ended all controversies surrounding the invention of Hangeul, but how come two copies of this 
manuscript were all discovered in Andong region? 
I believe this is related to the very essence of Andong. In this remote corner of the country, 
scholars were hiding from the world while studying and creating knowledge. They knew the 
value of such knowledge. For some reason, they thought the efforts of Sejong the Great must 
be preserved. They were not stubborn old-timers or conservatives; they were the future of our 
nation. They were the ones who has kept the dream of glory and resurrection while the entire 
nation fell into a dreadfully ignorant sl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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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민 호  서울대학교, 교수

Min-ho Bang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육사·동리의 일제 말기 넘어서기와 2061년의 새로운 도전

이육사와 김동리는 한국현대문학사에서 가장 귀한 정신사적 모색을 보여준 문학인들이었다. 이 두 문학인
은 1930년대 후반에 활발한 문학적 활동을 보여 주었으나 이른바 ‘암흑기’로 평가되던 일제 강점기 말기에 
혹독한 시련에 직면하게 된다. 
이 시기에 일제는 중일전쟁에서 태평양전쟁으로 나아가는 길목에 놓여 있었다. 일제는 이러한 전쟁 수행을 
위해 한국인들을 동원하고 물자를 징발하는가 하면 내부적으로 가혹한 사상 통제와 취체로 한국인들의 자
유를 극도로 억압하였다. 사상범 보호 관찰령(1936)에서 사상범 예방 구금령(1941)으로 한국인들은 자유
롭게 말하거나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박탈당하다시피 했다. 
문학인들 또한 이러한 폭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1941년 10월에 본격화된 조선어학회 사건은 치안유
지법 사건으로 다루어졌는데 이는 오늘날의 국가보안법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이 사건으로 구금된 이윤재, 
한징 등의 학자는 죽음을 당했으며 재판은 해방이 되기 며칠 전까지 계속되었다. 
이 시기에 한국문학은 한국어와 한글의 위기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제의 선전을 위한 매체들을 제
외하고는 한국어 신문들이 폐간되고 잡지들도 발간할 수 없는 상태에 놓였다. 이른바 국민문학이라고 하여 
일본어로 작품을 쓸 것이 강요되던 시대였다. 
이육사와 김동리는 이러한 역사적 시련 속에서 자신들의 정신적 가치를 지켜낸 가장 중요한 문학인들이었
다. 이육사의 시들은 해방이 되고 나서야 유고시집인 『육사시집』(서울출판사, 1946)으로 세상의 빛을 볼 
수 있게 되었으며, 토속적이고 전통적인 가치를 함축한 김동리의 소설들 역시 해방 이후인 1947년에야 을
유문화사에서 『무녀도』로 묶여 나올 수 있었다. 
각각 안동과 경주 출신인 이 두 문학인은 한국어와 한글의 현대사적 위기에 타협하지 않고 저항적 태도를 
잃지 않으면서도 한국어문학, 한글문학의 가치를 추구한 이들이었다. 『청록집』(을유문화사, 1946)의 청록
파 시인들, 조지훈, 박목월, 박두진과 함께 이 두 문학인은 일제 강점기 말기 한국문학의 위기를 가장 가치
롭게 극복한 문학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
2061년이라는 미래의 상황은 한국어문학, 한글문학과 관련하여 또 다른 도전의 시대가 될 것임을 예견할 
수 있게 한다. 한국 사회는 일제 말기와는 다른 방식으로 ‘민족문학’의 ‘거점’이라 할 수 있는 한국어와 한글
의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일례로 한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출산률이 낮은 국가로서 앞으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 줄어드는 인구는 또한 도시에 집중해 살면서 그 ‘배후지’라 할 농촌과 산야지대를 ‘공지화’ 하고 
있다. 이 인구 급감은 곧바로 한국어 사용 인구의 급감을 의미한다. 한국어 사용 인구는 세계적으로 큰 언어

초록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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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 대부분이 한반도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여러 지역에 걸쳐 넓게 분포된 여
타의 큰 언어 그룹과는 사정이 좋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또 하나, 한국 사회의 국제화, 세계화 과정은 한국인들 스스로 자기 언어의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을 안고 있
다고도 말할 수 있다. 지금부터 10~20년 전 영어 공용화론이 문학잡지 지면을 장식한 적도 있었지만 오늘
날 젊은 한국인들은 모국어인 한국어를 하나의 언어 수단으로서, 기능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
며 각종 외국어와 외래어, 또 ‘인공어’에 열광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한국어는 급속도로 국제화, 세계
화 되어 가는 한국인들 내부로부터 그 정신적 가치가 위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육사와 동리의 문학이 함축한 역사적, 문학사적 가치는 이 두 문학인을 배출한 경북 지역의 사람들이 이 미
래의 상황에 새로운 자각을 가지고 대처, 준비해 나갈 것을 요청한다고 생각된다.    
 

Yuksa and Tong-ni's Overcoming the End of Korea Under Japanese 
Rule, New Challenges of 2061 

Yuksa Yi and Tong-ni Kim were literary people who showed a spiritual approach within the 
search in Korean modern literature. During the dark ages of Korean history, when the end of 
Korea occurred due to Japanese rule, these two were active in the literary community in the 
late 1930s.
In this period, the Japanese Empire was on its way to the Pacific War from the Sino-Japanese 
War. The Japanese Empire severely suppressed the freedom of Korea by mobilizing Korean 
people as their soldiers and requisitioning supplies to carry out combat. Also, internally, they 
proceeded with cruel ideological control and expropriation. Through the Joseon Conflict 
Probation Ordinance (1936) and the Ordinance for the Prevention and Detention of Korean 
Thought Criminals (1941), Korean people were deprived of their basic freedom to speak and act 
-literary people were no exception. 
The Affair of Korean Language Society, which became a serious issue in October 1941, was 
treated as a case for the Maintenance of the Public Order Act, which is equivalent to today's 
National Security Act. Scholars such as Yun-jae Lee and Jing Han, who were arrested due to the 
affair, were killed and a trial against them continued until the liberation of Korea. 
Korean literature was forced to face the crisis of losing the Korean language and Hangeul in 
this period by Japanese Empire. All Korean newspapers were discontinued and magazines 
were suspended with the exception of the media for Japanese propaganda. It was a time 
when Japan forced those authors to write literature in Japanese as it was considered national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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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ksa Yi and Tong-ni Kim were two of the most important Korean literary people who 
maintained their spiritual values in the midst of such a historical crisis. Yuksa Yi's poems 
were able to be published through The Yuksa Poem Collection (Seoul Publishing Company, 
1946) only after the liberation of Korea. Tong-ni Kim's novels, which implied indigenous and 
traditional values, could only be published as Munyeodo (Eulyoo Publishing, 1947), after the 
liberation. 
These two literary people from Andong and Gyeongju, respectively, did not compromise the 
modern historical crisis of the Korean language and Hangeul. They kept their resistance and 
sought the value of Korean and Hangeul literature. Along with Ji-hoon Cho, Mok-wol Park, Doo-
jin Park, and other poets of Cheongnok-pa who published The Cheongnok Collection (Eulyoo 
Publishing, 1946), the two literary people overcame the crisis of being under Japanese rule with 
the most value.
The future of 2061 would be another age of challenge for Korean literature and Hangeul 
literature. In a different way, though, as from the end of Korea under Japanese rule in which 
Korean society shows a tendency to cause another crisis for Korean and Hangeul. All of which 
can be regarded as the "base of national literature". 
For example, Korea now has the lowest fertility rate in the world, suggesting a rapid population 
decline for the future. The decreasing population is now living in concentrations in cities, 
making the "hinterland" of rural and mountainous areas as "vacant lands". Such rapid decrease 
in population means a rapid decrease of those speaking Korean. Although the Korean speaking 
population is one of the largest language groups in the world, most of them are concentrated in 
the Korean Peninsula. The situation is not favorable compared to other large language groups 
that are widely spread across different regions. 
In addition, the internationalization and globalization process of Korean society has the 
potential to cause another crisis of the Korean language. About 10 to 20 years ago, the theory 
of common English was on the pages of literary magazines, but today's young Koreans are 
showing a tendency to perceive their mother tongue functionally as a means of language. They 
tend to show enthusiasm for various foreign languages, loanwords and "artificial languages". 
The spiritual value of Korean is shrinking from the mind of Koreans, who are rapidly becoming 
internationalized and globalized. 
The literature of Yuksa and Tong-ni has historical and literary values. I believe that the people 
of the Gyeongbuk region, where these two literary people were born, are asking for a new 
awareness to deal with and prepare for a possible future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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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방가사 : 조선의 여인, 한글로 노래하다

내방가사는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전승되어 온 여성들의 문학을 의미하며 18세기부터 지속된 한글 문학이
자 기록 문화 유산이라 할 수 있다. 여성들이 이처럼 모국어 문학 양식을 이용해 다수의 작품을 창작하고 전
승해 온 문화는 전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의미 있는 현상에 해당한다. 특히 조선 후기 여성들은 
자신들이 삶에서 느낀 고통, 좌절, 희망 등을 내방가사로 표현했고 이를 주변의 여성들과 함께 향유하고 연
대하는 정서적 공감의 과정을 통해 자발적이면서 지속적인 기록 문화가 축적되어 왔다. 따라서 이러한 내
방가사 작품들의 내용과 전승 및 향유 과정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되새겨 보아야 할 인문학적 가치를 확인
해 볼 수 있다. 언어 권력으로부터 소외되고 침묵을 강요당했던 여성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로 경험과 감정
을 언어화하는 과정에 보이는 치열한 자기 고민과 심미적 호소력, 그리고 타인의 삶과 감정에도 공감하고 
연민할 수 있는 사유의 방향 등은 내방가사가 세계 기록문학 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함을 의미한다. 본 
포럼에서는 이러한 내방가사의 역사와 의미, 그리고 미래 가치를 통합적으로 고찰하고 토론해 보는 기회를 
가지고자 한다. 

Naebang Gasa : Women of the Joseon Dynasty sing in Hangeul

Naebang-gasa refers to women’s literature expressed in Hangeul that has been passed down 
since the 18th century as documentary cultural heritage in Gyeongbuk and the surrounding 
region. It is significant that women created and passed down several literary works using their 
mother tongue as there is no such precedent in the world. Women in the late Joseon Dynasty 
articulated their pain, frustration, and hope that they felt in their lives in the form of Naebang-
gasa, and enjoyed their works with other women, feeling solidarity and empathy toward each 
other. Naturally, this has resulted in an archive of historic and cultural documents. This is why 
the content of Naebang-gasa and the process of passing down and enjoying such literature 
offers a glimpse into values of humanity that people today need to be reminded of. Women 
in that era were trying to use their own voices to express their experiences and feelings in 
Naebang-gasa, even as they were excluded from the power of language, forced into silence. 
Therefore, Naebang-gasa is worthy of being regarded as the world’s documentary heritage 
because it shows female writers’ self-reflections, aesthetically pleasing voices and their abilities 
to sympathize with, and have compassion for others’ lives and feelings. This forum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to reflect on and discuss the history and meanings of Naebang-gasa and the 
values it holds for the future from a holistic view.

취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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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윤 희  안동대학교, 부교수 

Yun-hee Kim  Andong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조선시대 내방가사를 통해 본 여성들의 기록과 소통 문화

본 발표는 내방가사의 전승 과정에서 확인되는 여성들의 기록과 소통 문화에 주목하여 그 문화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경북 지역에 주로 전승되는 내방가사 작품들을 살펴보면 자신의 내면을 기록하여 
주변과 소통한 작품들, 답가(答歌)의 형식으로 창작 및 향유되며 위로의 매개체로 기능한 사례들, 만주망명
가사의 사례 등에서 적극적인 소통의 양상이 발견된다. 먼저 자기 서사가 주를 이루는 작품들은 치열한 자
기 고민이 보이는데 조선후기 여성들이 사회적 약자의 위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국어를 통해 자신과의 소
통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기록문화 유산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소통의 방향은 주변 여성들이 내방
가사를 함께 읽으며 공감하고 위로하고 연대하는 과정에서 소통의 방향성이 외부나 타자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의 영역을 제공해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경북 지역 여성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느낀 고통, 좌절, 희망 등을 모국어로 언어화한 내방가사를 향
유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고통이나 즐거움을 공유했다. 그리고 이러한 정서적 공감의 과정은 자발적이고 지
속적인 기록 문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음이 여러 자료들을 통해 실증적으로 확인된다. 이 과정에서 내
방가사의 소통 방향은 외부적으로는 타자와의 연대, 내부적으로는 자아에 대한 인식과 표현의 방식으로 확
장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4.4조라는 느슨하면서도 율격이 있는 가사 문학으로 표현될 수 있었던 모국어의 언어적 호소력과 
심미성 또한 확인해 볼 수 있다. 여성들만의 섬세한 감수성에 기반한 관습적 표현이나 문학적 수사 등이 발
견되며 앞으로 이러한 내방가사의 표현 미학에 대한 문화적 고찰 또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경북, 내방가사, 전승, 확산, 기록, 소통, 공감, 심미성, 여성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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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men's Records and Communication Culture in the Process of 
Succession and Spread of Naebang-gasa

This study focused on the openness and meaning of the communication structure of Naebang-
gasa (“Women’s lyric”) and analyzed several cases found in literary works. This can clarify the 
value and meaning of Naebang-gasa in terms of documentary and cultural heritage.
As mentioned previously, the records of women’s serious self-reflection found in Naebang-
gasa of Gyeongbuk province are deemed as a highly significant documentary and cultural 
heritage in that, although women were in the position of socially underprivileged, they tried 
to communicate with themselves through words. The direction of such communication is 
also significant in that, while women were reading Naebang-gasa together and sympathizing, 
comforting, and solidifying each other, it provided a possibility for the direction of 
communication to spread to the outside world or to other people. Women shared the pain or 
joy of other people in the process of enjoying Naebang-gasa through which they expressed pain, 
frustration, and hope in their lives in their native language. Several materials confirmed that this 
process of emotional sympathy was an opportunity to promote a voluntary and sustainable 
documentary culture.
Naebang-gasa of the late Joseon dynasty shows women’s eagerness for recording their lives, 
their sincere mind to sympathize with the feelings of other people, and their efforts to express 
such mind aesthetically through words that they learned. In this sense, the Naebang-gasa of 
the late Joseon dynasty is deemed as a valuable cultural heritage in terms of women’s culture 
and local cultur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urther embody the universal value of Naebang-
gasa that can be recognized as a world documentary and cultural heritage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discontinuity and the succession of the value. 

Keywords: Naebang-gasa (“Women’s lyric”), succession, spread, record, communication, sympathy, 
aesthetics, women’s culture, local culture, universal value, discontinuity, Naebang-gasa Succession 
and Preservation Society 



114  _  

안 도 현  단국대학교, 교수

Do-hyun An  Dankook University, Professor

법고창신의 길을 찾아서

저는 국문학과를 다녔지만 가사문학, 혹은 내방가사에 대한 지식이 미천합니다. 김윤희 교수님의 기조발표
문 덕분에 내방가사라는 양식의 역할과 가치에 대해 곰곰히 생각해보고 공부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내친 
김에 내방가사와 관련한 몇 편의 논문을 더 읽어보면서 내방가사가 한국문학에서 차지하는 위치, 연구자들
의 열의와 고민, 또 경북지역에서 여성이 주체가 되는 여성문학의 위상이 무엇인지도 생각해보게 되었습 
니다.
내방가사의 초기 연구자들은 이 양식이 경북 안동지역에서 널리 창작되고 향유되었던 점에 주목하고 그 의
미를 분석하는 일에 주력했습니다. 1970년대 중반의 이재수, 1980년대 초반 권영철의 연구가 대표적입니
다. 내방가사를 ‘嘆’에 국한시켜 설명하면 여성 자아의 주체적 각성과 표현이라는 영역으로 나아갈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겠습니다만 향후에 연구자들이 이 ‘嘆’의 개념을 과감하게 수정하거나 폐기
하고 내방가사를 설명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안동에서 꽤 오래 전부터 내방가사전승보존회가 창립되어 여러 가지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점은 전통의 계승
이라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며 놀라운 일입니다. 근래 들어 이 보존회가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로 회원들의 고령화 현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방가사의 전승과 관련해 혹시 염두에 두고 계신 묘안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그리고 내방가사의 위치가 
문학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기록문화 유산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제가 잘 몰라서 우문을 덧붙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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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ing the way of Beopgochangsin(review the old and learn the new)

I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Korean Literature. However, I only have humble knowledge 
about the genre of gasa (歌詞, literally “music words”) literature or naebang gasa (內房歌辭, 
literally “inner-room music words”). Thanks to the keynote speech of Professor Kim Yunhee, I 
had an opportunity to study and think deeply about the role and value of naebang gasa. Taking 
this opportunity, I read other papers related to naebang gasa, and thought about its status 
in Korean literature, the passion and viewpoints of researchers, and the status of women’s 
literature, in which women play the main roles, in the Gyeongsangbuk-do region.
Early researchers of naebang gasa noted the fact that literary works in this genre were widely 
created and enjoyed in An-dong, Gyeongsangbuk-do, and focused their efforts on analyzing 
its significance. The most representative of these studies were by Lee Jae-soo in the mid-
1970s, and Kwon Young-cheol in the early 1980s. If we explain naebang gasa by connecting 
with lamentation (嘆), it seems that there is no room to explain it as a means of self-awareness 
as well as expression for women. It might be a challenge, but could future researchers boldly 
modify or abandon this concept of lamentation (嘆), and explain naebang gasa in a totally 
different way?
It is surprising and inspiring that the Preservation Society for Naebang-gasa was created in 
Andong and it has been conducting various activities devoted to the succession of tradition. 
Recently, this preservation society has been losing its momentum, and people are suggesting 
that the reason is that its members are aging. 
I would like to ask if you have any brilliant idea about the succession of naebang gasa. Also, 
forgive my humble knowledge and let me add a simple question: should naebang gasa be 
recognized as literature or recorded cultural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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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성 달  작가

Soung-dal Choi  Writer 

내방가사(안동의 독립운동과 관련한 내방가사를 중심으로)

내방가사는 18세기에 발흥한 4음보 연속체 형식의 여성 중심의 가사 문학이다. 주로 안동을 위시한 영남지
방 여성들에 의해 창작, 향유된 내방가사는 전통적 가부장제 하에서 여성이 스스로 자전적 술회를 통해 자
기 인식을 표출했다는 점에서 세계 문학사적으로도 매우 의의가 큰 작품이다. 
외세에 저항하는 노래 가사에서부터 신변탄식류 등 다양한 내용을 담은 내방가사는 장책이나 두루마기 형
태로 발굴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학계에 6000여 점이 보고되었다.
내방가사에 대한 최초의 논문은 1931년에 도남 조윤제 쓴 <영남 여성과 그 문학-특히 가사 문학에 대하여>
를 통해서다. 이 논문을 연구한 안동대학 김윤희 교수는 “도남은 영남이라는 특정 지역의 전통과 문화적 현
상에 유의하면서 남성과 변별되는 의미에서 여성 문학의 특징과 가치를 언급했으며 특히 이미 이때 영남지
역 내방가사의 문화적 독자성을 선명하게 밝혀놓고 있다고 말한다.”   
내방가사의 전통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자산인 한글로 
기록 전승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도 매우 높아 향후 세계기록유산으로의 등재 추진에도 이목이 쏠
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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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ebang Gasa (Focusing on Naebang Gasa Related to the 
Independence Movement of Andong)

Naebang Gasa is a domestic 4-meter style poem written by Korean women, which was first 
introduced in the 18th century. It was mainly created and enjoyed by women in the Yeongnam 
region, including Andong. This form of poetry has great significance in terms of global history 
of literature as women expressed self-awareness through autobiographical effusion of their 
thoughts under the traditional patriarchal system.  
Naebang Gasa includes various contents; from the lyrics of a song that resists foreign powers 
to lamentation of lives. Around 6,000 pieces of such literary works have been discovered and 
reported to the academic community, in the form of books and scrolls. The very first thesis 
on Naebang Gasa was "Women and Literature in Yeongnam: Their Lyrics in Particular" written 
by Jo Yunjae in 1931. According to professor Kim Yun-hee of Andong University, "In the thesis, 
Jo Yunjae mentioned the characteristics and values of women's literature in a sense that 
differentiated them from men while paying attention to the traditions and cultural phenomena 
of a specific region called Yeongnam. He already identified the cultural identity of Naebang 
Gasa in the Yeongnam region in the thesis". 
The tradition of Naebang Gasa still continues. Its value as a historical record is very high as it has 
been recorded and passed down in Hangeul, a precious cultural asset of Korean people, from 
the beginning until now. Registration of Naebang Gasa as Memory of the World is currently 
being promo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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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현 설  서울대학교, 교수 

Hyun-soul Cho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내방가사 혹은 여성가사의 인문적 가치

조선시대에 여성의 정서를 여성이 노래한 시가에는 한시·시조·가사·민요가 있다. 여성 한시는 한문을 학습
한 사대부가의 특별한 여성만이 창작한 시 양식이고, 여성 시조는 사대부 남성들과 교류한 기녀들의 노래 
양식이다. 반면에 여성 가사는 사대부가 여성들, 특히 영남지역 여성들이 두루 창작·향유한 노래이고, 여성 
민요는 하층 여성들이 전국적으로 구전하던 노래이다. 앞의 두 시가 양식과 달리 뒤의 두 양식은 특정 계층
에서 두루 향유한 노래라는 점에서 통한다. 그러나 민요가, 특히 서사민요가 노동의 고통을 잊고 시집살이
의 괴로움을 적나라하게 토로하면서 현실에 대한 강한 비판을 들려주는 노래라면 여성 가사는 비판은 숨기
고, 여성의 생활을 탄식하거나 시집가는 딸에게 주는 교훈을 읊거나 꽃놀이의 즐거움 등을 노래한다. 주로 
내방가사로 불리는 여성가사는 그 작품의 양에서 독보적일 뿐만 아니라 여성 민요나 가사·한시와는 다른 독
특한 영역을 노래하고 있고, 남성 가사에서 형식적 영향을 받고 여성 민요에서 그 정서를 수용했지만 이들 
양식과도 다른 갈래적 독자성을 지니고 있다. 여성가사의 문학사적, 나아가 인문학적 가치가 여기에 있다. 
여성가사는 조선시대 영남지역 여성의 삶을 느낄 수 있는 ‘소수적’ 문학 언어다. 왜 소수적인가? 여성가사
의 향유자인 영남지역 사대부 집안 여성들은 계급적으로 보면 상층 지배계급에 속하지만 성적으로 보면 남
성지배사회의 소수적 위치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물적 조건, 곧 계급·남성·유
교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가사를 짓고 읊었다. 여성가사의 대종이 『여사서(女四書)』·『삼강행실도(三
綱行實圖)』·『내훈(內訓)』의 지침을 담은 계녀교훈가(戒女敎訓歌) 유형인 것은 그 때문이다. 시집가는 어
린 딸에 대한 어미의 간절한 마음에 담겨 있는 계녀교훈가에는 시집살이에 대한 당부가 절절하다. 왜냐하
면 시집살이를 묵묵히, 그리고 훌륭히 수행해내는 것이 시집과 친정, 곧 사대부가 집안을 살리는 길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안을 살리기 위해 한 여성을 침묵하게 하고, 18세기 이래 ‘열녀되기’를 강요하는 문화 속에서 내
방의 여성은 한을 쌓게 마련이다. 그것이 가사로 풀려나오면 탄식가(歎息歌) 유형의 여성가사가 된다. “하
늘이 무지하여 여신(女身)으로 마련하니 /아무리 애달픈들 고쳐 다시 되일손가 /심규(深閨)의 들어앉아 옥
매(玉梅)로 붕위(繃圍)되어 /여행(女行)을 맑게 닦고 방적(紡績)을 힘쓰더니”와 같이 탄식시편으로 표출된
다. 그러나 여성가사의 탄식은 시집살이요처럼 가출과 자살, 혹은 저주에 이르지는 않는다. 탄식과 토로를 
통해서 같은 처지에 있는 규방 여성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위로를 도모한다. 나아가 화전가(花煎
歌) 유형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함께 모여 신세를 풀고내면서 여성적 연대를 도모한다. 여성가사에 표출된 
이런 위로의 연대를 통해 시집살이라는 검푸른 강을 건너가는 데 긴요한 돛과 같은 것이었다. 따라서 여성
가사는 규방 혹은 내방에 갇혀 있던 노래가 아니라 ‘심규’를 넘어 여성들의 적극적인 공감과 연대를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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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성정치(gender politics)’의 한 형식이었다는 점에서 여성가사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 외에서 여성가사는 영남지역 여성들의 필사와 암송과 낭송을 통해 향유되던 문학 문화를 보여주는 자료
라는 점, 19세기로 오면 교훈과 탄식을 벗어나 사회와 역사적 추이를 반영한 다양한 여성가사로 확산되었
다는 점, 다른 문화권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여성생활문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는 점, 나아가 지금
도 구전되는 여성민요처럼 여전히 이 지역의 여성생활문화로써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인문학적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The Humanistic Value of Nebang or Feminine Gasa

During the Joseon dynastic kingdom, four types of poems and songs existed that allowed 
women to sing of their sentiments - hansi (Chinese poems), sijo (traditional poems), gasa (lyrics), 
and minyo (folk songs). Feminine hansi is poetry indulged in by some privileged women of the 
gentry educated to read and write Chinese characters. Feminine sijo is songs sung by gisaengs 
(bar hostesses) in entertaining men of the noble class. Feminine gasa is poem-songs created 
and enjoyed by women from noble families, particularly those who resided in the southeast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Finally, feminine minyo is folk songs popular among women of 
the working class that were transmitted from one to another by word of mouth. Unlike the first 
two types, the latter two are common in that they were pervasively enjoyed by women of a 
certain class. Yet, the two are generally different in the topics sung about. Minyo was strongly 
critical of the realities women faced such as the agony of labor and the misery of sijipsali (living 
with one’s in-laws). In comparison, gasa held back on criticism and instead lamented about the 
lives of women or sang about things such as the lessons imparted to daughters to be married 
off to other families and flower-viewing picnics. Feminine gasa (popularly called ‘naebang gasa’) 
stands out for the vast amount that was created during the Joseon dynasty and the unique 
domain of topics it dealt with, which are distinct from those of the other three types. Although 
it borrowed its form from masculine gasa and embraced some of the sentiments popular with 
feminine minyo, feminine gasa branched out with a uniqueness that sets its clearly apart from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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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inine gasa is a minority literature that provides a window into the lives of women in the 
southeastern part of Korea during the Joseon dynasty. They were a minority in the sense that 
women were a minority in the then male-dominated society, although women of the noble 
class belonged to the top ruling class in social rank. These women created and sang gasa as a 
kind of survival strategy in the hierarchically ranked, male-dominated, Confucian society – the 
physical world they were conditioned to exist in. This is why the majority of feminine gasa was 
intended to impart behavioral and moral lessons for women, which were drawn from classics 
such as Yeosaseo, Samganghaengsildo and Naehoon. For example, the gasa intended for 
daughters getting married is filled with lessons mothers wanted their daughters to bear in mind 
as they started their sijipsali. It was believed that the most important of a married woman’s 
duties to her in-law family was to endure and succeed in her sijipsali without complaining, 
which was key to dignifying her own family and in-laws.
Yet, the culture that imposed silence and chastity on women in the interest of dignifying her 
own and in-law families led them to harbor grievances. Feminine gasa provided an outlet for 
such pent-up resentment to be released in the form of lamentation songs as exemplified by 
the following lyrics. “The callous heaven condemned me to being born into a female body / A 
state that cannot be repaired or rectified however heartrending it may be / Ensconced in the 
innermost women’s quarters, surrounded by dwarf flowering almond plants / Cleansing my 
comportment as a woman, applying myself to cotton spinning”. Lamentation in feminine gasa, 
however, does not escalate into a runaway from home, a suicide or curses as it does in sijipsali 
minyo. By lamenting and laying bare her feelings through feminine gasa, the singer sought 
comfort in the sympathy it elicited from other women in the same situation. Additionally, 
feminine gasa such as pan-frying songs enabled women to get together and share their 
miseries, thereby fostering feminine solidarity. The comfort and solidarity afforded by feminine 
gasa provided women the strength they needed to navigate across the ‘dark river’ of sijipsali. In 
this sense, feminine gasa is not a literary practice relegated to the confines of women’s quarters, 
but a form of gender politics aimed at fostering sympathy and solidarity among women, which 
is why it deserves being called ‘feminine.’
Femine gasa also draws its value from being a literary culture indulged in by women in the 
southeastern part of the peninsula through transcription and recitation of lyrics, from the fact 
that its topics transcended lesson-giving and lamentation to reflect more diverse social and 
historical trends in the 19th century, from being a repository of information about the life of 
ancient women the likes of which are not easily found in other cultures, and from the fact that it 
is still kept alive as a major component of the women’s living culture of the region as is the case 
with feminine minyo still being circulated through word of m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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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 옥  영남대학교, 명예교수

Kang-ok Lee  Yeungnam University, Professor emeritus

공감 치유과 화전가

발제자는 ‘탄식과 풍류’라는 두 주제를 담은 여성가사가 가장 많다고 하며 소통에 대한 열망이 그 이유라 해
석했습니다. 그중 ‘탄식’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적절히 해석하셨지만 ‘풍류’가 많은 것에 대한 해석은 충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이 포럼의 주제를 고려하면 <화전가>의 존재를 부각시키면 좋겠습니다. <화전가>에서야말로 ‘탄식’과 
‘풍류’, 이해와 소통이 온전하게 이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덴동어미화전가>를 자세히 다루었으면 합니다. 여기서는 ‘청상과부’와 ‘덴동어미’ 사이, 그리고 화전
놀이에 참가한 모든 여성들 사이에서 ‘소통-공감-연민-위로-치유’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여실하게 보이기 때
문입니다. <덴동어미화전가>에서 덴동어미가 청상과부 앞에서 네 번의 혼인과 상부(喪夫)라는 자기서사를 
진술한 것은, 자기 시대 여성에게 세상이 덮어씌운 부담을 실감했고 그래서 여성의 운명이 자기 의지와 관
계없이 진행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훤히 터득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덴동어미화전가>는 
여성이 ‘자기의 삶을 전체로 성찰하고 그 의미를 추구하는’ 특징을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화전가>의 전통
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고 하겠습니다.  

초록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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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ajeon-ga and the Healing Power of Empathy

The presenter contended that the themes of yeoseong gasa(女流歌辭 women’s traditional 
vernacular narrative verse, usually without stanzaic division) were about lamentation and 
poong-ryu(風流 literally drifting in the wind, i.e., giving full play to one’s free-spirited and 
extravagant inclinations), elucidating how the Korean woman writers longed to connect with 
others. While the lamentation part was fully explained, the poong-ryu characteristic seems to 
require more elaboration.
Also, the highlight on hwajeon-ga(花煎歌 flower pancake songs, sung by ladies on spring 
outings while pan-frying sweet rice cake with flower petals) seems appropriate regarding the 
theme of this forum. This narrative poem faithfully describes lamentation and poong-ryu, and 
the ensuing communication and complete understanding.
Notably, Dendong-eomi hwajeon-ga*(Dendong’s Mother’s Song of the Flower Pancake) needs to 
be treated fully. This work vividly illustrates the empathic dialectic of communication, sympathy, 
compassion, comfort, and finally healing, which played out first between a young widow 
(cheongsang-gwabu 靑孀寡婦) and Dendong-eomi. Subsequently it was enjoyed generally 
by all the women on the spring outing. Dendong-eomi had realized the burden imposed on 
women in that era, thereby learning through experience that women could not be masters of 
their fate. This acknowledgement enabled her to portray her life marked by four marriages and 
widowhood for the sake of the chengsang-gwabu. Dendong-eomi hwajeon-ga features women 
who “reflect on their lives as a whole and pursue the meaning,” which was, not surprisingly, 
indebted to the tradition of hwajeon-ga.

*A work of yeoseong gasa recording a women’s spring outing at Sunheung, Gyeongsangbuk-do in the 
late Joseon Dynasty. In the height of the outing, a young widow(cheongsang-gwabu) complained of 
her ill fate, and then Dendong-eomi consoled her by describing how others helped her to lead her life 
after losing four husbands.
 



참여세션 l Participatory 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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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사
사회ㅣModerator 

태 지 호  안동대학교, 교수

Ji-ho Tae  Andong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참석자ㅣAttendance 

태 지 호  안동대학교, 교수

Ji-ho Tae  Andong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성 종 현  경북콘텐츠진흥원, 팀장

Jong-hyun Sung  Gyeongbuk Creative Contents Agency, Project Leader

신 호 림  안동대학교, 교수

Ho-rim Shin  Andong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구름에리조트 정원무대ㅣGurume resort Garden Stage

10월 7일(목)ㅣOct.7(Thu)ㅣ16:00 - 18:00

참여세션 1ㅣParticipatory Sessi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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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가치 UCC 영상공모전
 
MZ세대들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인문가치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는 시간.
나의 공감 능력은 (              )이다, 타인에게 공감과 위로를 전하는 방법, 나에게 힘을 주는 힐링 시그널, 
나에게 인문가치란? 4가지 주제로 사전 영상공모전을 진행하였다.
현장에서는 1차 심사와 2차 대중심사(유튜브 좋아요 수 합산 점수)를 거쳐 선정된 6개 작품의 영상 상영 및 
발표가 진행되고 작품의 창의성, 주제의 적합성, 작품의 대중성 등을 심사 기준으로 심사위원들의 최종심
사를 거쳐 순위가 결정된다.

Humanities Value UCC Video Contest

This session is a time where you can see various thoughts on the value of the humanities 
through video from the perspective of the MZ generation .
A preliminary video contest was held under these four themes: ‘My empathy ability is (              )’, 
‘How to convey empathy and comfort to others’, ‘A healing signal that gives me strength’, ‘What 
is humanities value to me?’ 
At the site, six works selected through the 1st evaluation and 2nd public evaluation(the sum of 
the number of YouTube likes) are screened and presented. The ranking is determined through 
a final evaluation by the judges based on the suitability of the topic and the popularity of the 
work. 

취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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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사
사회ㅣModerator 

정 원 섭  경남대학교, 교수

Won-sub Jung  Kyungnam University, Professor

참석자ㅣAttendance 

정 원 섭  경남대학교, 교수

Won-sub Jung  Kyungnam University, Professor

황 정 아  한림대학교, 교수

Jung-a Hwang  Hallym University, Professor

김 도 일  성균관대학교 , 부교수

Do-il Kim  Sungkyunkwan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구름에리조트 정원무대ㅣGurume resort Garden Stage

10월 8일(금)ㅣOct.8(Fri)ㅣ09:30 - 12:00

참여세션 2ㅣParticipatory Session 2 



참
여

세
션

 l P
a

rtic
ip

a
to

ry
 S

e
s

s
io

n

한국정신문화재단  _  127

The 21st Century Human Values Forum 2021  

차세대 인문학자 발굴 논문공모전

성과주의, 양극화, 불평등, 피로사회, 인간성 상실 등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심화된 사회적 문제와 관련하
여 관심 있는 차세대 인문학자 대학(원)생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는 시간.
사회적 양극화와 정의론, 성과주의와 피로사회, 기회의 균등과 사회적 가치 총 3가지의 소주제로 논문 공모
전을 진행하였다.
현장에서는 사전에 심사를 거쳐 선발된 6명의 수상 후보자들이 참여하여 논문 발표가 진행되고 연구주제
의 독창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연구주장의 시의성, 연구내용의 기대효과 등을 심사기준으로 하여 심사위
원들의 최종심사를 거쳐 최종순위가 결정된다.

Thesis Contest to Discover the Next Generation of Humanities Scholars 

This session is a time to get diverse and creative ideas from next-generation liberal arts graduate 
students who are interested in social issues that are deepened by the COVID-19 pandemic, such 
as meritocracy, polarization, inequality, fatigued society, and loss of humanity.
The thesis contest was held under three sub-themes: ‘social polarization and justice theory’, 
‘meritocracy and fatigued society’, ‘equal opportunity and social value’.
At the site, six award-winning candidates, selected through pre-evaluation, participate and 
present their thesis. They will be evaluated by judges based on the originality of the research 
topic, the appropriateness of the research method, the timeliness of the research claim, and 
the expected effect of the research content. The final ranking is determined after the final 
evaluation. 

취지글



Empathy and Conso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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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전시ㅣSpecial Exhibition

자연을 짓다, 문화를 입다, 미래를 열다

▦ 전시 기간 : 2021. 10. 7.(목) ~ 2021. 10. 9.(토)

▦ 전시 장소 : 구름에리조트 동·서재

▦ 공동 기획 : 안동포 전시관, 한국정신문화재단

천 년을 이어온 우리의 안동포, 

전통문화의 계승과 현대적 가치의 조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  

삼베는 세계의 거의 모든 인류에게 가장 오랫동안 가장 폭넓게 사용된 섬유이자 우리 민족에게 가장 친숙한 

옷감이다. 특히 경북 안동은 기후와 토질이 대마 재배 조건에 가장 적합하며, 상고시대 낙동강 유역 일부 농가

에서 야생 대마를 재배하여 안동포에 가까운 옷감을 만들기 시작하였다고 전해진다. 

이번 인문가치포럼에서는 안동포 전시관과의 협조를 통해 수 백 번의 손길을 거쳐 탄생한 안동포로 지은 전

통 의복과 현대적 감성으로 재해석한 생활 한복을 전시하여 인문가치포럼을 찾은 이들에게 그녀들의 삶과 

희로애락에 대해 잠시나마 공감하는 시간을 가져본다.   

1부_ 자연을 짓다 
 안동포의 원료인 삼(대마)을 소개하며 디지털 매체를 통해 안동포짜기 직조 과정을 보여준다. 

2부_ 문화를 입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 안동포와 무삼을 활용하여 전통문화에 현대적 미를 접목한 생활복, 

 남성들이 입는 도포와 부녀자들이 입는 원삼,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의 10새 한복을 기증받아 

 전시하여 전통문화의 가치를 되새긴다. 

3부_ 미래를 열다
 천연염료를 사용한 안동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친환경 섬유의 현대화와 안동포의 미래가치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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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 Nature, Wearing Culture, Opening Future

Andongpo has been here for a thousand years, a place one can witness the harmony of 

traditional culture and modern values.  

Hemp has been the most widely used fiber for the longest time by almost all human beings in the 

world. It is the most familiar fabric to Korean people. In particular, Andong in Gyeongbuk has the 

most favorable atmospheric and soil conditions to grow hemp. It is said that some farms along the 

Nakdong River during ancient times began to grow wild hemp and started to make fabrics similar to 

those found in Andongpo. 

In cooperation with the Andongpo Exhibit Hall, the Human Values Forum has opened an exhibition of 

various traditional clothes made in Andongpo, which was hand crafted through hundreds of workers, 

and daily hanbok, which is reinterpreted with modern senses. These will show the traditional life, joy, 

and sorrow of Korean women to visitors of the Human Values Forum.

▦ Exhibition period : 2021.10. 7.(Thu) ~ 2021.10. 9.(Sat)

▦ Exhibition site : Gurume resort Dongjae and Seojae 

▦ Hosts : Andongpo Exhibit Hall, Korea Foundation for Cultures and Ethics

Part 1_ Building Nature 
 Introducing the raw material of Andongpo (hemp) and showing the weaving procedure of Andongpo via digital media. 

Part 2_ Wearing Culture
 "Harmony between tradition and modernity". Exhibition of daily clothes that combine modern beauty with 
 traditional culture using Andongpo and Musam, Dopo worn by men and Wonsam worn by women, 10 new 
 hanboks donated by Gyeongsangbuk-do, which are intangible cultural assets. These will reinvigorate the  
 value of the traditional culture of clothing. 

Part 3_ Opening Future
 Introducing the modernization and future value of Andongpo, which is an eco-friendly textile using natural d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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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과 위로, 한글로 소통하다 

특별전시ㅣSpecial Exhibition

▦ 전시 기간 : 2021. 10. 7.(목) ~ 2021. 10. 9.(토)

▦ 전시 장소 : 구름에리조트 카페 ON

▦ 공동 기획 :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문화박물관, 한국정신문화재단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담긴 훈민정음, 

한글로 계승되는 선현들의 삶의 이야기를 한글기록유산으로 만나 본다.  

글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백성들의 모습을 안타깝게 여긴 세종대왕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훈민정음’

을 창제했다. 그 속에는 백성을 사랑한 임금의 마음이 담겨있으며, 누구나 쉽게 배우고 소통할 수 있게 된 백

성들은 글로써 정보를 구하고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전시에서는 안동에서 발견된 훈

민정음 해례본과 언해본을 전통기술로 복각한 책판과 목판본, 광흥사에서 소장해 오던 월인석보 등을 선보

인다. 또한 한국국학진흥원이 소장한 기록유산 가운데 선현들이 한글로 소통하며 서로의 마음을 나눈 이야

기들을 함께 소개한다. 아울러 한글 보급으로 활발해진 여성들의 창작활동을 감상할 수 있는 한글소설과 내

방가사를 통해 한글이 주는 공감과 위로의 메시지를 느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1부_ 바른 소리를 담다 
 훈민정음 해례본, 훈민정음 언해본, 월인석보, 신민언간 

2부_ 마음으로 소통하다
 자휼전칙, 삼강행실도언해, 옥산댱씨셰계, 한글편지 

3부_ 공감과 위로를 노래하다
 도산십이곡, 어부가, 내방가사 15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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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athy and comfort, 
        communicate in Hangeul

Let us trace back the lives of our ancient sages through Hangeul Documentary Heritage and 

feel the King's heart for the people through Hunminjeongeum.  

King Sejong felt sorry for his people having difficulties because they could not read and write. He 

created the 'Barunsori that teaches the people – Hunminjeongeum.' At the heart of Hunminjeongeum, 

we could find the King's love for his people. Anyone could easily learn to write and read to gather 

information and communicate through written means. This exhibition will be presenting books 

and woodblocks reprinted from the Hunminjeongeum Haerye and Eonhaebon found in Andong 

with traditional techniques, and the Wolinseokbo from Gwangheungsa Temple. Also, among the 

documentary heritage owned by the Korean Studies Advancement Center, we will introduce the 

stories of ancient sages communicating and sharing their feelings in Hangeul. In addition, we hope 

to share the message of sympathy and comfort through Hangeul novels and literature written by 

women who have become active writers with the spread of Hangeul.

▦ Exhibition period : 2021.10. 7.(Thu) ~ 2021.10. 9.(Sat)

▦ Exhibition site : Gurume resort Cafe ON  

▦ Hosts : Confucian Culture Museum of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Korea Foundation for Cultures and Ethics

Part 1_ Keep the Right Sound 
 Hunminjeongeum Haerye, Hunminjeongeum Eonhaebon, Wolinseokbo, Shinmineongan 

Part 2_ Communicate with the Heart
 Jahyuljeonchik(relief of abandoned children), Samgang Haengshildo(Principles in Human Relationships), 
 Oksan Dangsisegye, Hangeul Letters 

Part 3_ Sing of Sympathy and Consolation
 Toegye's Dosan 12 Poems, Fisherman's song, 15 Naebang-gasa, an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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