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범한철학회 정기학술대회

철학, 건강을 말하다
- 건강과 질병에 관한 동서양 철학자들의 사유 -

2021. 6. 18(금) 13:00–18:00
전북대학교 진수당 3층 351호 [온라인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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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철학과

초대의 말
안녕하십니까?
범한철학회의 정기학술대회를 “철학, 건강을 말하다 — 건강과 질병에 관한 동서양
철학자들의 사유”라는 주제로 6월 18일(금) 전북대학교에서 개최합니다.
2019년 말부터 현재까지 전 인류가 Covid 19로 많은 고통과 손실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 힘든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에게는 공동체 정신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시대를 사유(思惟)로 포착하고 그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할 책무를 지니고 있는 철
학에게는, 삶과 죽음의 문제와 더불어 건강과 질병의 문제에 대해서도 더욱 깊은 성
찰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범한철학회는 이번 정기학술대회의 주제를 정했습니다.
이를 통하여 건강과 질병 그리고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 성찰하고, 보다 나은 공동
체 문화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간의 연구성과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아주시기를 부탁드
립니다.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오니, 아무쪼
록 많이 참석하셔서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2021년 6월

범한철학회 회장 백훈승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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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ㅣ전북대학교 진수당 3층 351호(온라인 병행)
https://xinics.zoom.us/j/7341316298
Zoom 회의 ID 734 131 6298
일정
12:30-13:00 (30분)
13:00-13:10 (10분)

발표 및 내용

비고

등록
개회사
백훈승(범한철학회 회장, 전북대)
기조 강연

13:10-13:40 (30분)

“질병과 건강이 공존하는 삶의 존재론”
발표자: 최종덕(독립학자)

발표1
13:40-14:10 (30분)
논평1
14:10-14:20 (10분)
발표2
14:20-14:50 (30분)
논평2
14:50-15:00 (10분)
15:00-15:20 (20분)
발표3
15:20-15:50 (30분)
논평3
15:50-16:00 (10분)
발표4
16:00-16:30 (30분)
논평4
16:30-16:40 (10분)

“코나투스 건강학-스피노자 윤리학과 생물의학의 통접”
발표자: 강신익(부산대)
사회자:
논평자: 김은주(연세대)

권영우(한국외대)

“삶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철학-의학 통합 패러다임 모색”
발표자: 유권종(중앙대)
논평자: 김병환(서울대)
휴식
“호모 인펙티부스와 감염병 예방원칙”
발표자: 강 철(서울시립대)
논평자: 박성진(광주교대)
사회자:
“運氣說에서 본 中醫學의 人體藏象論과 생명정신의 境界”

소병철(순천대)

발표자: 김연재(공주대)

논평자: 김방룡(충남대)

16:40-17:30 (50분)

종합토론

17:30-18:00 (30분)

총회

사회자:
황갑연(전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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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후속세대발표ㅣ온라인 진행
일정
13:00-13:10 (10분)

발표 및 내용

비고

개회사
박일호(전북대)
세션1 <고대그리스철학 및 현대유럽철학>
Zoom 회의 ID 873 4396 0367 (암호: 0618)

발표1
13:10-13:40 (30분)
발표2
13:40-14:10 (30분)
14:10-14:30 (20분)
발표3
14:30-15:00 (30분)
발표4
15:00-15:30 (30분)
발표5
15:30-16:00 (30분)
발표6
16:00-16:30 (30분)

“그리스 비극에서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의 갈등과 화해”
발표자: 정희중(경북대 철학과 박사과정)
“아리스토텔레스의 소유론-자연적인 것(to phusei)과 사용(chrestai)의 개념을
중심으로”

사회 및 진행:
손병석(고려대)

발표자: 문순표(전남대 철학과 박사과정)
휴식
“들뢰즈 타인이론의 재구성-개체화 원리의 맥락에서”
발표자: 임미경(경상대 철학과 박사과정)
“병든 건강성-코로나-19 시대에 회상하는 평범한 일상의 정상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발표자: 강 한(전남대 철학과 박사과정)
“성경해석학에 대한 이해와 적용-마르틴 부버와 G.가다머를 중심으로”

사회 및 진행:
이하준(한남대)

발표자: 김광영(경상대 철학과 박사수료)
“실재의 몰락과 허상의 정오-시뮬라크르 예술론”
발표자: 양정윤(경북대 철학과 석사과정)
세션2 <동양철학 및 서양철학 일반>
Zoom 회의 ID 943 1758 0020 (암호: 0618)

발표1
13:10-13:40 (30분)
발표2
13:40-14:10 (30분)
발표3
14:10-14:40 (30분)
14:40-15:00 (20분)
발표4
15:00-15:30 (30분)
발표5
15:30-16:00 (30분)
발표6
16:00-16:30 (30분)

“조선 전기 왕도정치론에 관한 연구-<대학연의(大學衍義)>를 중심으로”
발표자: 박제균(전북대 철학과 석사과정)
“<춘추좌전>의 敍事와 義理의 역사정신-역사콘텐츠에 착안하여”
발표자: 정소영(공주대 동양학과 박사과정)

사회 및 진행:
유지웅(전북대)

“인도철학에서 텍스트 재사용 사례 분석 - '배-나무' 모티브를 중심으로
발표자: 조율희(전남대학교 철학과 박사수료)
휴식
“건강한 삶의 철학적 기초-니체의 '위버멘쉬 사상'을 중심으로”
발표자: 신가진(전북대 철학과 박사과정)
이풍우(전북대 철학과 석사과정)
“시간.공간에 대한 경험 가능성과 인식 가능성 그리고 자기 지각의 상관 사회 및 진행:
성 검토”

박일호(전북대)

발표자: 장은주(한국외대 철학과 박사과정)
“약한 창발은 존재론적으로 창발인가?”
발표자: 차봉석(경상대 철학과 박사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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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전주캠퍼스) 진수당 3층 351호실

개인차량이용

대중교통이용

문 의 총무이사 김혜수(010-3738-0214)

총무간사 손미애(010-9912-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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