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국제학술대회

·일 전통사상의 근대화 과정과 비판적 성찰
-

일

종교문제연구소 50년 기념학술대회 -

시: 2017년 10월 20일(금) ~ 21일(토)

◇장

소: 원광대학교 숭산기념관 2층 1세미나실

◇주

최: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 공동주관: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일본) 동북대학 일본사상사연구실,
(일본)동아시아실학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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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시는 글 종교문제연구소가 1967년 발족된 이래로 어느덧 50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저희 연구소에서는 학제간 연구와 한일학술교류를 통해서 근대 한국의 민중종교를 중심으
로 활발한 연구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 동안의 연구성과를 기념하고 다가오는 반 세기를 준
비하는 마음에서 오는 10월에 한일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마련한 주제는 본 연구는 “서구적 근대란 무엇인가?”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서 시작합
니다. 동아시아가 지난 150여년 동안 추구해 왔던 서구적 근대문명이 한계를 보이고 있음을 지
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동아시아의 비서구적 근대문명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19세기말부터 한국에서 민중들이 중심이 되어 나타난 개벽운동은 이러한 이상적 공동체
에 대한 근대적 추구의 효시라 볼 수 있습니다. 동학에서 원불교에 이르는 근대 한국의 민중종교
는 생명과 평화 중심의 이상적 공동체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줄 뿐만 아니라 서구 근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인
도, 아프리카, 이슬람 등에서 약 100여년간의 시간차를 두고 동시다발적으로 보이고 있다는 점
에서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기조강연에 민중종교를 신학과 종교학의 관점에서 연구한 한국신
학대학의 김경재 교수와 일본의 이슬람 연구의 권위자인 이타가키 유조 교수의 기조강연에 이어
‘토착적 근대’ 개념을 제시한 기타지마 기신 교수, 그리고 민족종교 연구의 전문학자이신 윤승용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이사 등을 비롯한 한국과 일본의 종교사상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19세
기에서 20세기에 걸쳐 비서구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된 자생적 근대화 운동의 사례를 고
찰하고 그것의 가능성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할 예정입니다.
동아시아의 자생적 근대성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소장 박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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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내용

진행

1일차 10월 20일(금요일)
09:40-10:00

접수 및 안내

10:00-10:10

개회사

박광수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소장)

10:10-10:20

축 사

김도종 (원광대학교 총장)

기조강연
한국 근대화를 관통하는 변혁운동의 주악상(leit-motiv)
10:20-11:10

성찰 - 공동체적 삶, 우주-신-인적 영성, 사회정치적

원영상

개혁을 중심으로-

(원광대)

김경재(한국신학대학 명예교수)
기조강연
11:10-12:00

〈전통과 근대〉를 다시 묻는 진리파악(satyāgraha) – 병든
서구적 근대성(modernity)의 말로에 즈음하여
이타가키 유조( 垣雄三, 동경대 명예교수)

12:00-13:00

점심식사
발표 1

13:00-13:40

한국에서의 종교의 근대화
윤승용(한국종교문화연구소)
발표 2
한국・일본의 근대화와 민중사상

13:40-14:20

- 아프리카의

관점을 중심으로

조성환
(원광대)

기타지마 기신(北島義信)(욧카이치대학교 명예교수)
14:20-15:20

토론
진종현(陳宗炫), 전철후

15:20-15:40

휴식
발표 3

15:40-16:20

한국과 일본에서 ‘실학’의 근대화
카타오카 류(片岡龍)
발표 4
한국에서의 불교의 근대화

16:20-17:00

- ｢불교혁신론｣을 중심으로
원영상 (원광대학교)
토론

17:00-18:00

주림(朱琳), 김재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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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영호(邊英浩)

2

10월 21일(토요일)

말

09:00-09:10

양은용 (원광대학교 명예교수)
발표 5
한국에서의 전통사상의 근대화

09:10-09:50

- 동학을 중심으로
조성환(원광대학교)

양은용
(원광대)

발표 6
09:50-10:30

일본에서의 신도의 근대화
박규태(한양대학교)

(10분)

휴식
발표 7
한국의 일본신종교 수용에 있어서의 근대화

10:40-11:20

11:20-12:10
12:10-13:10

- 성지( 地)와 구제(救済)

신현승

진종현(陳宗炫)

(상지대)

토론
야규 마코토,(佐々木隼相)
점심식사
발표 8
원불교의 토착적 근대화 운동

13:10-13:50

- 경제와 정신의 자립을 중심으로
박광수(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소장)
발표 9

13:50-14:30

천도교의 근대화 운동

염승준

– 손병희를 중심으로

(원광대)

변영호(邊英浩)
토론
14:30-15:30
(20분)

15:50-18:00

주림(朱琳), 류정도
휴식
박광수

종합토론
염승준, 진종현(陳宗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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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
변영호(邊英浩)

- 오시는 길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460, 원광대학교 숭산기념관 2층 1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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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편
고속도로 이용시
호남고속도로
서울 ↔ 익산 :

고속버스/2시간 10분 소요

대전 ↔ 익산 :

고속버스/50분 소요

광주 ↔ 익산 :

고속버스/1시간 소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서울IC ↔ 군산IC ↔ 27번 국도 ↔ 익산
열차편(KTX/SRT) 이용시
수서 ↔ 익산 :

58분 소요(최소 소요시간)

용산 ↔ 익산 :

1시간 6분 소요(최소 소요시간)

목포 ↔ 익산 :

1시간 6분 소요(최소 소요시간)

터미널에서 시내버스 이용시
101번, 104번 :

약 10분 간격/30분 소요

터미널& 익산역에서 택시 이용시
약 10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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