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 속의 인도: 인도독립 7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및 

한국인도학회 제 43차 정기학술대회 

 

일자: 2017년 12월 8일-9일 (금-토) 

장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영원홀 

공동주최: 한국인도학회; 동명대학교 인도문화교류연구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사단법인 

세계자연건강포럼;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연구소 

주관: 서울대학교 아시아언어문명학부 

후원: 주한 인도대사관; 해인정사; 사단법인 향기로운 사람들; 한국연구재단  

 

 

 

 

모시는 말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보다 더한 진리는 없다할 것입니다. 무덥던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는가 싶더니, 어느새 아침저녁으로 찬바람이 부는 초겨울의 문턱을 넘습니다. 북한의 

핵무기와 미국의 총기테러로 나라 안팎이 온통 시끄럽더니, 이 또한 지나갑니다. 자연의 

순리를 거슬러서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이 이제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인도독립 70 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시아 속의 인도’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사)한국인도학회와 동명대학교 인도문화교류연구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사)세계자연건강포럼,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연구소가 공동주최하고, 

서울대학교 아시아언어문명학부가 주관하는 뜻 깊은 자리입니다. 본 학술대회에서는 

1940 년대 이후 아시아의 정치, 사회, 종교, 의학 및 수행전통과 관련한 인도의 역할과 

전망뿐만 아니라, 가야불교를 중심으로 고대 인도와 한국의 문명교류가 심도 있게 다루어질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영원한 진리 (Sanatana Dharma)’를 실험하는 이 축제의 자리에 

동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7년 11월 15일 

(사)한국인도학회 회장 이거룡 합장 



프로그램 

 

 

2017년 12월 8일 금요일 

 

1:00-1:30  등록 

 

1:30-2:00  개회식 

- 개회사: 한국인도학회장 이거룡 교수(선문대학교) 

- 환영사: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장 이주형 교수(서울대학교) 

- 축사: 주한인도대사 비끄람 도레스와미 

- 축사: 동명대학교 총장 정홍섭 교수 

- 인사말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소장 박수진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연구소 소장 김찬완 교수;  

해인정사 주지 수진스님(김형을) 

- 내빈소개 

 

 

2:00-2:30 기조연설 1 

- S.R. 바뜨 교수 (인도철학연구회장; 인도철학협회장), “인도와 한국의 문화 교류와 

허왕후의 역할” 

 

2:30-3:00  기조연설 2 

- 김우조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어과), “아시아에서 보는 인도문학연구: 한 

한국학자의 시각에서” 

 

3:00-3:10 사진 촬영 

  

3:10-3:30  다과 및 휴식 

 

 



3:30-5:30  패널 1: 아시아 속의 인도 

- 좌장: 백좌흠 교수 (경상대학교) 

o 발라가나빠티 데바라콘다 교수(델리대학교 철학과), “태국에서의 힌두교의 역학: 

70년 연구사”.  

토론: 이은구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학과) 

o 장진궈이 교수(북경대학교 남아시아연구소), “1950년 이후 중인 관계”.  

토론: 아난다 까루나라트네 박사 (콜롬보 대학교) 

o 지뗀드라 우땀 교수(자와할랄네루 대학교), “인도의 아시아 관계에서의 지형변화: 

국내의 제약 또는 국제적 기회”.  

토론: 지연정 박사(하바드 대학교) 

o 조충제 박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 “모디노믹스와 한-인 경제 협력”.  

토론: 이순철교수 (부산외국어대학교) 

 

6:00-   환영 만찬 

 

 

 

 

2017년 12월 9일, 토요일 

 

9:30-10:00  등록 및 다과 

 

10:00-12:00 패널 2: “가야, 불교, 인도: 고대문명의 교류” 

 

- 좌장: 이거룡 교수(선문대학교) 

o 고다바리쉬 미쉬라 교수(마드라스 대학교 철학과), “불법의 여행: 인도에서 

한국으로—문명교류의 불교사 회고”.  

토론: 최경아 박사(동국대학교). 

o 양기문 선생님, “1세기 가야불교와 인도 타밀불교의 교류가능성 탐색—한국어와 

타밀어의 유사성에 기초해서”.  

토론: 윤종갑 교수(동아대학교) 



o 황정일 박사(동국대 불교학술원), “가야불교 남방전래설(南方傳來說) 재검토: 

삼국유사에 언급된 불교용어와 음역어(音譯語)를 중심으로”.  

토론: 장재진 교수(동명대학교) 

o 한대성 선생님(동국대학교), “세계제국과의 황실간 결혼으로 본 고대 한국의 

위상—아요디야에서 온 서역공주 허황옥”.  

토론: 권기현 교수(위덕대학교). 

 

12:00-1:00 점심식사, 서울대학교 

 

1:00-2:45  패널 3: “아유르베다와 인도의 수행전통” 

 

- 좌장: 황용식 선생님, 인도철학 연구자 

o 공만식 박사(킹스 칼리지), “음식적 갈애와 그 제어의 두 방식: 감각적 혐오와 

이성적 혐오”.  

토론: 안필섭 박사(동국대학교). 

o 라지브 바뜨 박사(의학박사), “아유르베다와 의학윤리”.  

토론: 트래비스 스미스 교수(서울대학교) 

o 김미숙 교수(동국대학교), “심신의 질병과 건강에 대한 아유르베다의 관점”.  

토론: 정미숙 교수(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o 이영일 박사, “붓다는 결가부좌를 취하였는가”.  

토론: 심준보 교수(금강대학교)  

 

1:00-2:45 라운드테이블:  “인도의 대전환과 인도학의 한국적 재해석” (303호) 

 좌장: 김찬완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o 라운드테이블 발표자: 최지연 박사, 강명남 박사, 김용정 박사, 이지훈 박사, 

김미수 박사(이상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연구소) 

 

2:45-3:00 다과 

 

 

 



3:00-5:00 패널 4: “아시아의 맥락에서 힌두 인도의 성장” 

 

- 좌장: 정채성 선생님(한국외국어대학교) 

o 카즈야 나카미조 교수(쿄토대학교), “인도의 민주주의와 자경주의: 힌두교의 

새로운 국면”.  

토론: 이병진 박사(델리대학교) 

o 김찬완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만모한 싱 정부와 나렌드라 모디 정부의 

외교정책: 주변국 정책을 중심으로”.  

토론: 산지와니 하바라카다 (서울대학교) 

o 락슈만 사뜨야 교수(펜실베니아 대학교 역사학과), “식민치하 인도의 커뮤널리즘: 

대영제국과 RSS, 무슬림연맹의 발흥”.  

토론: 이춘호 교수(영산대학교) 

o 장토마 마텔리 박사(킹스 칼리지), “현대 인도의 힌두우파 담론: 인도 수상과 

학생운동권의 어휘 사용 용례 탐구”.  

토론: 상연진 박사(네루대학교) 

 

5:00-5:30  정기총회 

5:30-6:00 폐회식 

6:00-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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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 아시아연구소 소장 Soojin Park, Director, SNU Asia Center, SNU 

김찬완 인도연구소 소장 Chanwahn Kim, Director, Institute of Indian Studies, HUFS 

구하원 총무이사 Hawon Ku, General Secretary of KSIS 

이지은 연구이사 Jieun Lee, Officer for Research 

김선미 재무이사 Sunmi Kim, Officer for Finances 

정채성 편집이사 Chaeseong Jeong, Officer for Publications 

최경아 섭외이사 Kyung-ah Choi, Officer for Lia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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