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종교연합�세계시민회의
“종교와� 문명� :� 모두를� 위한� 사회정의와�치유”

10월� 8일� 10:00-17:00� ~� 10월� 9일� 13:00-17:00

Zoom�Webinar� ID:� 844� 0931� 4133

www.iccgc.co.kr

  

일  정 프로그램 내  용

10월 8일

(토요일)

10:00-11:30
오프닝

세  션

·오프닝 영상

·세계평화를 위한 기도회(Opening Prayer) : 정제경(원불교 교무) 

·환영사 : 레오 르페뷔르(조지타운대학교 교수, ICCGC 공동의장)

·축  사 : 최은상(종교연합후원재단 이사장)

·평화메세지 : 김성곤(아시아종교평화회의 명예회장)

·기조연설

  (주제)“종교와 문명 : 모두를 위한 사회정의와 치유”

  (연사) 마크 유노(미국 불교-기독교학회 회장, 오레곤대학교 교수)

·특별대담 

  (좌장) 쿠니히코 테라사와(와트버그대학교 부교수)

  (패널) 마크 유노(미국 불교-기독교학회 회장) 

  (패널) 무라야마 하쿠가(세계불교도청년우의회 회장)

·평화음악 : Gen Vendre <WE CHOOSE PEACE>

11:30-11:45 휴    식 ·휴식

11:45-13:00

<세션 1>

평화

대화

·평화대화(Peace Dialogue)

  유엔세계평화의날 공식주제

  (주제)“인종주의 종식과 평화 구축”

  (좌장) 레오 르페뷔르(조지타운대학교 교수) 

  (패널) 캐롤린 존스 메딘(조지아대학교 교수)

  (패널) 줄리우스-케이 카토(웨스턴대학교-킹스칼리지 부교수)

  (패널) 쿠니히코 테라사와(와트버그대학교 부교수)

13:00-14:00 휴    식 ·휴식  

14:00-15:15

<세션 2>

사회

정의

대화

·사회정의대화(Social Justice Dialogue)

  유엔 종교화합주간 공식주제

  (주제)“판데믹 회복 과정에서의 낙인과 갈등 해결을 위한 신앙과 영성 리더십”

  (좌장) 장지해(원불교신문사 편집부장)

  (패널) 김태성(한국종교인평화회의 사무총장)

  (패널) 키지아 카스틸로(포콜라레 동양종교와의 대화 학교 소장)

  (패널) 이준석(평화 상임이사, 원광대학교 교수)  (패널) 

15:15-15:30 휴   식 ·휴식

15:30-17:00

<세션 3>

종교

이해

·종교이해(Understanding Religions)

  (주제)“불교 배우기: 음악을 통한 영적 전도”

  (발표) 무이 치 온(세계불교도청년우의회 부회장)

  (패널) 세드릭 탄(세계불교도청년우의회 회원)

  (패널) 티 케 휘(세계불교도청년우의회 회원)

  (패널) 포 위 파(세계불교도청년우의회 회원)  

 



일  정 프로그램 내  용

10월 9일

(일요일)

13:00-14:15

세션 4.

종교와 

평  화

·종교와평화대화(Religion and Peace Dialogue)

  (주제)“종교와 긴급구호 : 우크라이나에서의 종교 간 협력 사례”

  (좌장) 한영훈(원불교 예비교무)

  (발제) 박뾰뚜르(우크라이나 한인협회 <아사달> 대표)

  (패널) 김영주(남북하나재단 이사장)

  (패널) 조원형(세계봉공재단 교무)

14:15-15:15

세션 5.

지식

대화

·지식대화 – ICCGC Talks 1
  (주제)“트렌드 리뷰 : 세계시민성을 위한 변혁적인 교육”

  (좌장) 허  석(원광대학교 부교수)

  (패널) 정우탁(GPE 한국대표, 前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원장) 

15:15-15:30 휴   식 ·휴식

15:30-16:30

세션 6.

고위급

대  담

·고위급대담 – ICCGC Talks 2
  (주제)“종교와 문명의 위기 : 글로벌 도전과 종교적 대응”

  (좌장) 박도연(유엔종교NGO위원회 공동의장)

  (패널) 아자 카람(Religions for Peace 사무총장)  (패널) 

16:30-17:00
클로징

세  션

·종합토론 및 폐회사

  (주제)“평화를 위한 종교연합 : 미래를 위한 포콜라레운동과 종교연합운동”

  (좌장) 조경원(한울안신문 편집장)

  (패널) 사영인(원불교 유엔사무소 소장, ICCGC 공동의장)

  (패널) 이순영(한국 포콜라레 종교 간 대화 고문)

주1) 프로그램 일정과 내용은 여건에 따 변경될 수 있음

행사개요

 ❍ 포맷 : 온라인 행사 (줌 웨비나 및 유튜브)

[Zoom ID] 844 0931 4133

[Zoom Link] https://us02web.zoom.us/j/84409314133 (한국어-영어 동시통역)

[Youtube] (10월 8일 – 한국어 only) https://youtu.be/82SOh-tE7nU

           [Youtube] (10월 9일 – 한국어 only) https://youtu.be/utrfRkepUZg

 ❍ 일정 : 2022년 10월 8일(토) 10:00-17:00 ~ 10월 9일(일) 13:00-17:00

 ❍ 주제 : [국문] “종교와 문명 : 모두를 위한 사회정의와 치유”

[영문] “Religion and Civilization : Social Justice and Healing for All”

 ❍ 주최 : 원불교 국제부, 원불교 유엔사무소,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미국 불교기독교연구학회(SBCS)

 ❍ 주관 :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 사무국

 ❍ 협력 : 세계불교도청년우의회(WFBY), 원불교 종교연합운동 추진위원회, 사단법인 평화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원불교 문화사회부, 종교연합후원재단, 원불교신문사, 원음방송, 한울안신문

 ❍ 문의 : 02-6960-8918 (이메일: wonintl@won.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