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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주의와 시민 사회 윤리
일시
장소
● 주최
● 주관
●
●

2017년 10월 28일(토) 13:00~18:00
신라대학교 종합강의동 215호
대동철학회
신라대학교 교양과정대학

초대의 말씀
선선한 가을이 시작된 시점에 즈음하여 정신의 양식을 취할 계절입니다.
금년도 가을 학술 대회의 주제는 “한국 민주주의와 시민 사회 윤리”입니다. 작년의 촛불 혁명을 통해서 시민의
권리의식과 사회 인식 그리고 정치적 자각이 얼마나 귀중하고 존엄한 것인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비록 우리
대학 교수자들이 그들을 교육했지만 행동하는 실천과 양심은 그들의 것이었지 우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역사적 참여와 정치적 행위는 철학을 위시하여 인문 사회 과학도들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곱씹어야
할 현대 한국 역사상의 고유하면서도 보편적인 사건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시
민 윤리, 사회 윤리의 중대성이 현저하게 돋보이는 사건으로 기록되지 싶습니다.
사실을 넘어서 가치를 추구하는 철학 연구자들이 한국 민주 사회의 발전과 심화를 위해서 시민사회윤리를 주
제적으로 성찰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봅니다. 비록 이론적인 논의이고 학문적인 토론의 형태를 띠겠지만 실천적
함의가 없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학술 대회에 참여하시어 많은 배움과 통찰과 반성을 얻으시고 비평과 고견을 제시함으로써 대동철학회의
학문 공동체의 격과 질을 높여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진심으로 초대하오니, 오시어 우리 학회의 품위를 우리 스
스로가 만들어 가는 귀한 지적 향연에 공감과 참여를 실증해 주시기를 청하는 바입니다.
2017년 가을
대동철학회장 신라대 류 의 근

학술대회 식순
개 회 식			

사회: 정용수(총무위원장)

제 2 부

한국 민주주의와 전통윤리

13:00~13:10 •개회사: 대동철학회장 류의근(신라대)

사회: 김병환(경성대)
15:40~16:20 발표주제 1 ▶ 민주주의와 전통윤리의 의미

13:10~13:20 논문 표절방지 교육 및 연구윤리 간담회
사회: 권상우(편집위원장)

제 1 부

•발표자: 정세근(충북대) •토론자: 김민재(안동대)
16:20~17:00 발표주제 2 ▶ 한국의 민주공화국 헌법이념과

유교전통

민주주의와 시민 사회 윤리

•발표자: 나종석(연세대) •토론자: 최병덕(금오공대)

사회: 강순전(명지대)
13:20~14:00	발표주제 1 ▶ 민주주의와 자치
•발표자: 김석수(경북대) •토론자: 이상엽(울산대)

17:00~17:10

14:00~14:40	발표주제 2 ▶ 메리토크라시와 민주주의 -

17:10~18:00	종합토론

휴

식
사회: 김상봉(전남대)

유교적 근대성의 맥락에서
•발표자: 장은주(영산대) •토론자: 이재성(계명대)

정 기 총 회

14:40~15:20	발표주제 3 ▶ 공생(共生)의 공동체를 위한

윤리적 모색 차별과 혐오에서 벗어나기
•발표자: 김명주(부산대) •토론자: 김민영(경운대)
15:20~15:40

휴

18:00~18:30	대동 학술상 시상 및 정기총회

식

찾아오시는 길
비행기
김해공항 출발
307번(좌석)버스
일반버스 157-1

.구포역 하차 후 128-1번으로 환승 →
신라대
.신라대입구 하차 → 128-1, 62번으로
환승 → 신라대

철 도
1. 부산역
● 일반버스

신라대학교

.59-1, 61, 85번 서부시외버스터미널(사상역)
하차 후 62번 환승 → 신라대
● 좌석버스
.309번 서부시외버스터미널(사상역) 하차 후
62번 환승 → 신라대
✽서부시외버스터비널(사상역)에서 신라대까지 택시 이용시 10분
2. 구포역
● 일반버스: 구포역 맞은 편 128-1
● 택시 이용시 15분 정도 소요
●주

소: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700번길 140(괘법동)
신라대학교
● 연락처: 정용수 교수(총무위원장): 051)999-7629,
010-5471-9944
류청오 교수: 010-2889-9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