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와 동양철학⋅문화연구소는 성균관대학교 코어사업단
과 공동으로 <인간의 운명과 자유의지>라는 주제로 2017년 6월 2일(금) 성균관대학
교 600주년 기념관 6층 첨단강의실에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인간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그의 노력과 운명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노력이 우
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결정적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러한 생각이 얼마나 허약한 것인가가 드러납니다. 인간의 노력이란 것 자체가 이
미 상당부분 그의 의지와 땀의 산물이 아닌 운명적 토대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춘계학술대회는 동양의 철학 및 서양철학 분야에서 연구 성과를 쌓아온 여섯
분의 국내 학자들의 발표를 통해 “운명이란 무엇이고 그로 인한 불공평을 인간은
어떻게 수용하고 극복할 수 있는가?” 이러한 담론을 어떻게 문제화 했고 이에 대하
여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하였는지에 대해 동서고금 사상가들의 견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오늘날 운명이 빚어내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돌파해 나
갈 것인지 그 답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등, 公私로 多忙하시리라 사료되옵니다만, 부디 枉臨하시어 자리를 빛내주
시기를 仰望합니다.
學問硏鑽

2017년 6월 2일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문화연구소
소장 신 정 근

2017년도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동양철학⋅문화연구소 학술대회
<인간의 운명과 자유의지>
13:00 ∼ 13:30

접수 및 등록
학술대회

사회: 김미영 (성균관대)

13:30 ∼ 13:40

개회사
신정근(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장)

13:40 ∼ 14:20

운명론과 윤리
발표 : 정세근(충북대)
논평 : 김명석(연세대)

14:20 ∼ 15:00

운명과 자유의지를 보는 선(禪)의 시각
발표 : 박재현(동명대)
논평 : 박해당(서울대)

15:00 ∼ 15:40

다산의 운명관과 자유의지: 형세(形勢)와 권형(權衡)을 중심으로
발표 : 이애란(성균관대)
논평 : 정도원(성균관대)

15:40 ∼ 15:50

휴

15:50 ∼ 16:30

무위자연론에서 인간의 위치- 왕충의 숙명론을 중심으로
발표 : 양일모(서울대)
논평 : 이연승(서울대)

16:30 ∼ 17:10

운, 정의 그리고 행복
발표 : 강용수(고려대 철학연구소)
논평 : 임건태(순천향대)

17:10 ∼ 17:50

인간의 운명과 자유의지: 서양 고중세철학을 중심으로
발표 : 강상진(서울대)
논평 : 장영란(한국외대)

17:50 ∼ 18:00

휴

18:00 ∼ 18:30

종합토론
좌장 : 백영선(성균관대)

18:30 ~

폐회 및 만찬

식

식

* 본 일정은 개인 및 학회의 사정에 의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7년 6월 2일 (금) 13:30~18:30
○ 장소 :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➐ 첨단강의실
600주년 기념관은 07번 건물입니다.
▶지하철
지하철 4호선 혜화역
4번 출구로 나오셔서 도보로 오시거나 1번 출구로 나오셔서 셔틀버스를 이
용하시면 됩니다.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종각역
안국역 2번 출구로 나오시거나 종각역 2,3번 출구로 나오셔서 마을버스 종로
-2번을 이용하여 학교 내부까지 오시면 됩니다.
▶시내버스
간선버스 아이콘 간선(파랑)버스 : 102, 104, 106, 107, 108,109, 140, 143,
149, 150, 151, 160, 162, 171, 172, 272, 273, 301 지선버스 아이콘 지선(초
록)버스 : 2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