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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

1. 사업명 : 2021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

2. 사업 목적 및 필요성

  □ 사업 배경
     냉전 시대가 종식된 이래로 인류는 세계화(Globalization) 확산과 함께 국경을 넘어 세상이 

하나가 되는 지구촌 시대를 활짝 열어왔다. 지난 약 30여 년 간 국제 사회는 상호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통해 물질적 풍요를 누려왔으며, 또한 인류 사회를 
위협하는 글로벌 위기들에 대해서도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함께 극복하며 인류 사회의 무한
한 번영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었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의 전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인해 그 동안 물질문명의 급속한 
발전에 의해 감추어져있던 사회구조의 취약성들과 인간 내면의 상실된 가치들이 사회에 노출
되면서 세상은 도덕의 쇠퇴와 더불어 영혼의 빈곤과 무지가 일상화 만연하게 되었다. 그 결과 
오늘날 평화는 우리의 안보, 생계 및 생명을 위협하는 기후, 핵무기 그리고 인류애 상실 등과 
같이 세계적인 대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대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신문명과 물질 
문명 간의 조화를 통해 도덕의 회복과 더불어 온전한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COVID-19으로 국제 사회의 혼란을 경험한 지도자들과 지식인들은 ‘인류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위해 ‘세계시민성’에 대한 화두를 중요한 아젠
다로 내세우고 있다. 코로나 이전의 인류 사회에서는 세계시민교육이 선택이었지만, 이제는 
세계시민교육은 필수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종교계에서는 전 지구적 위기에 대한 공동대
응과 위기 극복을 진실로 하기 위해 국제적 표준으로서의 도덕과 윤리를 시대정신에 맞게 
재검토 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인류의 미래를 열어 나가기 위해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의 
조화를 추구하는 세계시민 집단지성을 구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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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목적
    m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세계시민의식 함양 및 세계시민교육 공감대 확산
    m 종교연합운동(종교 간 협력 및 연대)을 통한 세계시민교육 보급 및 확산
    m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의 조화를 추구하는 세계시민 집단지성 구축

3. 사업 개요

  ❍ 행 사 명 : 2021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
  ❍ 포    맷 : 온라인 행사 (줌 웨비나 및 유투브)
  ❍ 일    정 : 2021년 11월 20일(토) ~ 11월 21일(일)
  ❍ 주    제 : “코로나 판데믹 이후의 뉴 노멀 : 세계시민사회를 위한 집단지성”
  ❍ 주    최 : 원불교 교정원 국제부, 원불교 유엔사무소,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미국 불교기독교연구학회(SBSC)
  ❍ 주    관 :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간사단체: 원불교 교정원 국제부)
  ❍ 협    력 : 평화, 국제자유종교연맹(IARF) 일본지부, 

원불교 종교연합운동 추진위원회 外 
  ❍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종교연합후원재단, 원음방송, 원불교신문, 한울안신문
  ❍ 언    어 : (11월 20일) 한국어, 영어 동시통역

(11월 21일) 한국어, 일본어 동시통역
  ❍ 참여인원 : 국내외 약 200명 
  ❍ 접속주소

(줌웨비나) 회의실 ID: 868 9079 6148 (비번 없음, 이름․이메일 기입)
(줌웨비나) 접속링크: https://us02web.zoom.us/j/86890796148

(유 투 브) 11월 20일: https://youtu.be/5bVJU-zRzV8 

(유 투 브) 11월 21일: https://youtu.be/XUfKS_0pe5g 
           ※ 유투브는 한국어만 제공합니다.

  ❍ 홈페이지 : www.iccgc.or.kr

http://www.iccg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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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부 프로그램

일  정 프로그램 내  용

11월 20일

(토요일)

10:00-11:15 개회식

·주제영상

·세계평화기도(1분 묵념) : 김범현(원불교 교무)

·환영사 : 사영인(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 공동의장)

·평화메세지 : 수잔 헨더샷(Interfaith Power & Light 대표)

·평화메세지 : 마리아 도미니칸 웡(하와이 샤미나드대학교 교수)           

·기조연설

  (주제)“코로나바이러스 이후 세계시민사회를 위한 종교의 역할”

  (연사) 아니 샤카(세계불교대학 총장)

·불교-기독교 대화패

  (좌장) 테라사와 쿠니히코(와트버그대학교 부교수)

  (패널) 아니 샤카(세계불교대학 총장)

  (패널) 레오 르페뷔르(불교기독교연구학회 교수)

11:15-11:30 휴   식 ·휴식

11:30-13:00
세션 1.

평화대담

·평화대담(Peace Dialogue)

  (주제)“공평하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한 더 나은 회복”

  (좌장) 수잔 에니스(세계종교인평화회의 호주 사무국장) 널

  (패널) 조니 칼리(Kosmos Journal 유엔대표)널

  (패널) 요 샹-추(세계불교도우의회 상임위원)

  (패널) 박도연(원불교 유엔사무소 부소장)

13:00-14:15 점   심
점심 및 휴식 

*13:30-14:05 세션 4. 고위급 대담(한국어-영어)

14:15-15:45
세션 2.

지식대담

·지식대담(Knowledge Dialogue)

  (주제)“하나의 세계, 인류는 한 가족을 위한 종교 간 집단지성”

  (좌장) 박도광(원광대학교 동양대학원 학장)

  (패널) 카토 줄리우스-케이(웨스턴대학교 부교수)

  (패널) 허석(원광대학교 부교수)

  (패널) 이순영(포콜라레운동 종교간대화 고문)

15:45-16:00 휴   식 ·휴식

16:00-17:30

세션 3.

글로벌

대  담

·글로벌 대담(Global Dialogue)

  (주제)“코로나바이러스 이후 세계의식에 대한 응답: 세계정신과 세계시민성”

  (좌장) 마츠이 캐시(세이센대학교 교수)

  (패널) 정우탁(前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원장)

  (패널) 엘레인 돈린(샌프란시스코 종교연합위원회 이사)

  (패널) 아이작 토마스(종교연합 이니셔티브 이사)

11월 21일

(일요일)

11:00-12:00

세션 4.

고위급

대  담

·고위급 대담(High-level Dialogue)

  (주제)“세계평화를 위한 국제연합(UN)과 종교연합(UR)”

  (좌장) 오경석(원음방송 PD)

  (패널) 김성곤(前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 명예회장)

  (패널) 김원수(前 유엔사무차장)

12:00-13:00 오  찬 ·점심 및 휴식

주1) 프로그램 일정과 내용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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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프로그램 내  용

11월 21일

(일요일)

13:00-14:45
세션 5.

청년대담

·청년 대담(Youth Dialogue)

  (주제)“종교와 청년 : 현대 사회의 위기와 종교의 책임”

  (좌장) 전혜복(원불교)

  (패널) 이성영(카톨릭, 포클라레 New Humanity NGO 한국청년대사) 

  (패널) 백현빈(기독교대한감리회, 신학대학 대학생/청년회 전국연합회 총무)

  (패널) 조여주(원불교 예비교무, 원불교 대학원대학교 대학원생)

  (패널) 이재선(천도교, 천도교 청년회장)

  (패널) 마츠다 사야코(입정교성회)

  (패널) 아라이 마사키(국제종교자유연맹 일본지부)

14:45-15:00 휴  식 ·휴식

15:00-16:00 폐회식

·종합토론(플로워 토론)

  (주제)“종교, 세계시민성, 그리고 하나의 세계”

  (좌장) 이사호(국제자유종교연맹 청년자문)

  (패널) 황상원(원불교 종교연합추진위원회 사무차장) 外 참가자 누구나

·폐회사 : 이사호(국제자유종교연맹 청년자문)

·폐회사 : 남궁문(원불교 종교연합추진위원회 부위원장)  

주1) 프로그램 일정과 내용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