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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연구원(원장 함재봉, www.asaninst.org)은 KAIST와 공동 기획으로 오는 26일 

오후 1 시 30분 연구원 2층 회의실에서, `동아시아의 근대화와 유교`를 주제로 세미

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한∙중∙일 3국의 근대화와 유교의 역할을 분석하고, 현대 사회에서   

유교가 갖는 현대적 함의와 미래에 대한 전망을 모색한다. 

 

세미나에는 김경동 KAIST 초빙교수, 김광억 서울대 교수 등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한∙중∙일의 근대화와 유교의 상관 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역사적∙이론적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세미나는 함재봉 원장의 개회사, 김경동 KAIST 초빙교수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19

세기말 근대화와 유교’와 ’현대 사회와 유교의 유산’ 2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행사 참석은 초청자에 한해 가능합니다. 

*행사 취재 및 참석을 원하는 언론인은 홍보실(전화:02-3701-7377)로 11월 25일(화) 

오후 2시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1] 행사 개요 

아산정책연구원 (원장 함재봉, www.asaninst.org)은 객관적이면서 수준 높은 공공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연

구기관입니다. 한반도, 동아시아, 그리고 지구촌의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과 정책결정자

들이 합리적이고 공공의 복리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선택하도록 돕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지향합니다. 2008년 

설립 이후 국내외 학술교류, 아산플래넘, 아산핵포럼과 같은 대규모 국제회의 개최, 《China’s Foreign Policy》 , 

《Japan in Crisis》, 《출구가 없다》, 《14호 수용소 탈출》, 《고아원 원장의 아들》《선거연구 시리즈 1,2,3》연구 

서적 출간 등의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으며, 2013년 펜실베니아대 주관의 세계싱크탱크 랭킹 지역부문에서는 6

위를 차지하였고, ‘세계 최고 국제회의’ 부문에도 국내 싱크탱크로는 유일하게 선정되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동아시아의 근대화와 유교` 세미나 26일 개최  

- 한∙중∙일, 근∙현대 유교적 가치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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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개요 

 

1.  일    시: 2014년 11월 26일 (수) 13:30 ~ 18:30 

2.  장    소: 아산정책연구원 2층 회의실 

3.  주    제: 

[아산정책연구원-KAIST 공동기획 세미나] “동아시아의 근대화와 유교: 반추와 재음미” 
 

참고 자료1 

13:30~13:40 
인사말 

함재봉 아산정책연구원 원장 

13:40~14:00 
기조연설 

김경동 KAIST 초빙교수  

14:00~16:00 제 1세션: 19세기 말 근대화와 유교  

사회자 김광억 서울대학교 

주제 

및 

발표자 

1. “19세기 한국의 근대화와 유교” 

신복룡 건국대학교 

2. “문명사회∙메이지계몽∙유교: 상업사회의 덕목과 유교” 

장인성 서울대학교 

3. “근대 중국과 유교의 곤경” 

양일모 서울대학교 

토론자 

전상인 서울대학교 

강중기 서울대학교 

이새봄 연세대학교 

16:00~16:20 휴식 

16:20-18:20 제2세션 : 현대 사회와 유교의 유산  

사회자 김경동 KAIST 

주제 

및 

발표자 

1. “현대 한국사회와 유교의 역할” 

류석춘 연세대학교 

2. “현대 일본 사회와 유교” 

박규태 한양대학교 

3. “중국의 굴기와 유교: 유교를 어떻게 문제화 할 것인가” 

조경란 연세대학교 

토론자 

이승환 고려대학교 

임상범 성신여자대학교 

김석근 아산정책연구원 

18:20~18:30 폐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