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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17회 인문주간에 참여하는

인문도시 사업단 및 인문한국플러스(HK+) 사업단의

다양한 인문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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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빛깔향기 인문도시사업단 (강원 강릉시)  ☎ 033-649-7886

������������
	����������������� ����
�������국어국문학과 인문도시지원사업팀 (강원 춘천시)  ☎ 033-250-8137

������������������ ���������	���������� ���
�����������인문도시사업단 (경기 용인시)  ☎ 031-201-2384

� ��������������� ���¡¢��£¤¥��¦��§¨��©��� �
��������인문도시진주사업단 (경남 진주시)  ☎ 055-772-2640

ª«��¬¦��®¯��� �°�±°� ���	�²§³´�µ¶��·²§�·
�������구미 인문도시지원사업단 (경북 구미시)  ☎ 053-580-5550

¸����¹�� º»���¼½�¾������
����¿�
�
	������인문도시지원사업단 (대구 수성구, 경북 경산시)  ☎ 053-819-1556

�®À��ÁÂ��Ã¦��Ä��� ���ÅÆ�ÇÈÉ�Ê�ËÌÍ��
�
��������인문도시사업단 (경북 칠곡군)  ☎ 053-850-3141

��¦Î�¬¦��®¯���� �����ÏÐ
�������정읍인문도시사업단 (전북 정읍시)  ☎ 063-270-3598

ÑÒÎ��Ó��ÔÕ�¡���Ö×��ØÙ����� �Ú�
�������인문도시사업단 (충북 제천시)  ☎ 043-649-1782

�ÛÜ��Ý��ÔÕ�§¨������Þ�
�����������인문도시사업단 (충남 천안시)  ☎ 041-550-1569

ßÓàá��âã��� 
�������인문도시 철학연구교육센터 (광주광역시)  ☎ 062-530-3233

äÆå
æ����Ä��ç�®¯��� ���
�������인문도시사업단 (광주광역시)  ☎ 062-940-5027

¡¢��èé¥�������ê��©��§¨�� ��
½
	������인문도시사업단 (대전광역시)  ☎ 042-821-8572

âë�Ò	á�������ì��í²�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부산광역시)  ☎ 051-510-1882

�îï��� �	�ª«�Áð��îï
�������인문도시사업단 (서울특별시)  ☎ 02-3290-2537

�¡¢��è¤¥��¦���ñ����ò��«ó�§¨��ô�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 시흥시 인문도시사업단 (경기 시흥시)  ☎ 02-880-6715

¡¢��õ�ö��÷øù���������îï�·úí²·
���������인문도시사업단 (서울특별시)  ☎ 02-920-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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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시아연구소 (서울특별시)  ☎ 02-2610-4720

���������������������
���������HK+사업단(일본연구소) (서울특별시)  ☎ 02-880-8503

17

18

�
	�����
�	�
�������일본학연구소 (강원 춘천시)  ☎ 033-248-3217

��������������������
	
���������한중관계연구원 지역인문학센터 (전북 익산시)  ☎ 063-850-7293

� ���������������
	
�������유교문화의 탈영토화, 공존의 인간학과 미래 공동체 사업단 (전북 전주시)  ☎ 063-220-3202

���������������������
� ���������
	������중남미연구소 HK+사업단 (경기 용인시)  ☎ 031-8020-5577

�������������
�������안양대학교 HK+사업단 (경기 안양시)  ☎ 031-441-8791

����������¡¢£
�������섬인문학 사업단 (전남 목포시)  ☎ 061-260-1702

��
	�¤¥�¦¤
�������HK+사업단 (대구광역시)  ☎ 053-950-6740

�§¨©���ª«���
	¬������������������
	®
�������초개인화 시대, 통합과 소통을 위한 가족커뮤니티인문학, HK+사업단 (광주광역시)  ☎ 062-530-5212

¯°��±²���£��³´�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단 (광주광역시)  ☎ 062-608-5082

1

2

��������������������
	
���������마음인문학연구소 HK+사업단 (전북 익산시)  ☎ 063-850-7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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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6

7

8

9

10

�µ¶·�¸�¹º�»��¼��½���¤¥
 �����중국·화교문화연구소 HK+지역인문학센터 (인천광역시)  ☎ 032-835-9721

11

¾��¿À��Á°�
	��Â
� �������인문한국플러스사업단 (부산광역시)  ☎ 051-629-7022

�������������
��Á
Ã�����Ä
���������국제해양문제연구소 (부산광역시)  ☎ 051-410-5262

�¯ÅÁµ�������
���ÆÇ�ÈÉ
�����������HK+사업(지중해지역원) (부산광역시)  ☎ 051-509-6651

ª«�Ê�Ë�ÌÍÎÏ��ÐÑ��Ò��Ê�Ë�Ó�
�����������중남미지역원 인문학센터 (부산광역시)  ☎ 051-509-6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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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5

ÔÕ�Ö×�
Ø��ÙÚ
Ã�����
�������한자문명연구사업단 (부산광역시)  ☎ 051-663-4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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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메가아시아연구(아시아연구소)사업단 (서울특별시)  ☎ 02-880-2079


	������
�������중국인문사회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 (서울특별시)  ☎ 02-910-5352

��������������� ����
�������HK+통합의료인문학연구단 (서울특별시)  ☎ 02-961-2138

����������������
�������문화학술원 HK+사업단 (서울특별시)  ☎ 02-2290-1361

������������
�������아태지역연구센터 (서울특별시)  ☎ 02-2220-1494

�����������������������
�������HK+사업단 (서울특별시)  ☎ 02-820-0839

��������������
�������인문콘텐츠연구소 (서울특별시)  ☎ 02-813-7353

��������������¡���¢£��¤¥��¦§¨�©�
������트랜스내셔널인문학연구소 (서울특별시)  ☎ 02-706-1521

ª�«��¬§������®¯���°±
���������
��국제지역연구센터 HK+국가전략사업단 (서울특별시)  ☎ 02-2173-2451

�²³��´µ��¶·�
������������세미오시스 연구센터(언어연구소·외국문학연구소) (서울특별시)  ☎ 02-2173-2158

�����������������¸���¹§�º¤»
���������	��인도연구소 HK+사업단 간디아슈람 (서울특별시)  ☎ 02-2173-2979

¼����½�����¤¾

������������러시아연구소 (서울특별시)  ☎ 031-330-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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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바다, 하늘, 그리고 희망

가톨릭관동대학교 일곱빛깔향기 인문도시사업단  ☎ 033-649-7886

구분 프로그램명 내용 일자 시간 유형

개막식
인문주간 선포식 및 

축하공연

· 개막선언 및 축사/축하공연

· 장소 : 강릉아트센터
10.24.(월) 14:00-15:20 ●

강연
온고이지신:신화를 

소환하다

· 세계각지의 주요 신화비교

· 장소 : 가톨릭관동대학교 마리아관
10.25.(화) 09:30-12:30 ●

전시
희망을 부르는

사진속의 시 전시회

· 강릉의 아름다움, 꿈, 희망, 미래를 

  보여주는 사진과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의 만남

· 장소 : 강릉역사

10.24(월)-

30.(일)
10:00-17:00 ●

체험 힐링워킹

· 올바른 자세로의 보행을 통한

  건강한 삶 유지

· 장소 : 경포 삼일탑공원센터

10.28.(금) 14:00-16:00 ●

공연
커피향기 흐르는

거리 클래식

· 안목커피거리에서의 낭만적인

  음악체험

· 장소 : 안목커피거리

10.29.(토) 14:00-16:00 ●

| 인문도시 사업단

13

● 온라인 ● 오프라인가톨릭관동대학교   강원 강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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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강원 춘천시

추억과 낭만의 소환, 치유 :

경춘선 레트로(Retro) 인문학의 춘천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인문도시지원사업팀  ☎ 033-250-8137

● 온라인 ● 오프라인

구분 프로그램명 내용 일자 시간 유형

강연

영화와 영화음악을 

통한 일상의

위안과 회복

· 재택이 일상화 된 코로나 시대

  영화와 영화 음악을 통한 일상의

  위안과 회복의 힘을 나누는 교양 강좌, 

  영화, 영화음악을 통한 추억과

  레트로의 만남을 기회를 조성한다.

· 장소 : 춘천 커먼즈필드

            (춘천사회혁신센터)컨퍼런스 룸

10.27.(목) 15:00-17:00 ●

콘서트

경춘선 뮤직

콘서트, 포스트

팬더믹 시대와

조우(遭遇)

· 코로나19를 경험한 현세대를 위해 

  준비한 위안과 치유의 공연.

  지역민의 연대, 화합, 미래를 생각하고 

  인문학의 가치를 공유하는

  토크콘서트를 진행한다.

· 장소 : 춘천 커먼즈필드

            (춘천사회혁신센터)안녕하우스

10.28.(금) 15:00~17:00 ●

체험
경춘선 옛길 걷기,

소요와 치유

· 경춘선 옛길을 걷고 레일바이크

  체험을 통해 의미를 환기시키고

  낭만과 추억을 찾는 체험 프로그램

  이다.

· 장소 : 김유정역 일대, 김유정문학촌, 

            전상국 문학의 뜰,

            김유정역 레일바이크

10.29.(토) 13:30-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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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근두근 행복 드림(Dream) 문화도시, 용인시 :

마을로 찾아가는 문화도시

경희대학교(국제) 인문도시사업단  ☎ 031-201-2384

● 온라인 ● 오프라인경희대학교(국제)   경기 용인시

구분 프로그램명 내용 일자 시간 유형

개막식 인문주간 선포식 · 인문주간행사 축사 및 프로그램 소개 10.24.(월) 14:00-16:00 ●

강연

라떼는 말이야

<명명하는 존재의 

역학>

· 이름에 담긴 많은 의미를 통해

  알아보는 진정한 사회적 공감의 시작
10.24.(월) 15:00-16:30 ●

강연
단군, 신화에서

역사로
· 구성, 용구, 처인, 용인 그리고 산성 10.28.(금) 16:00-17:30 ●

강연
외국어 체크인

일본어편
·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을 소개합니다 10.26.(수) 14:00-15:30 ●

강연
인문학과

건축학개론
· 용인시의 인문학과 건축학개론 소개 10.27.(목) 14:00-15:30 ●

강연 <한국문화수업> 
· 한국의 공휴일과 감사하는 날

  알아보기
10.29.(토) 10:00-11:30 ●

강연
외국어 체크인

중국어편 
· 중국어로 배우는 중국 10.29.(토) 13:30-15:00 ●

폐막식 인문주간 폐막식 · 폐막선언 및 주요행사 결과보고 10.30.(일) 14:00-1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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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 진주를 품다; 동행의 인문학,

"포스트 팬더믹 시대, 미래를 여는 인문학"

경상국립대학교 인문도시진주사업단  ☎ 055-772-2640

● 온라인 ● 오프라인경상국립대학교   경남 진주시

구분 프로그램명 내용 일자 시간 유형

개막식 인문주간 선포식

· 개막선언/내외빈 축사, 영상 시청

· 장소 : 경상국립대학교 국제어학원

            오디토리엄

10.24.(월) 13:30~14:00 ●

강연
무엇이 내 가슴을 

뛰게 하는가?

· 여행으로 만나는 동행의 인문학

· 장소 : 경상국립대학교 국제어학원

            오디토리엄

10.24.(월) 14:00-16:00 ●

강연
북토크;

그건 사랑이었네

· 북토크를 통한 저자와의 대담,

  저자사인회를 통한 시민과의 만남

· 장소 : 경상국립대학교 국제어학원

            오디토리엄

10.24.(월) 16:00~17:00 ●

강연

인문학, 경계와

차이를 넘어; 젠더,

생태, 환경

· 경계와 차이를 너머 인문학과 동행하다 

  : 젠더, 생태, 환경

· 장소 : 경상국립대학교 박물관 1층

            대강당

10.26.(수) 14:00~18:00 ●

체험

퇴계이황, 청학이

내려 앉은 곳에 시를 

남기다

· 강의 : “이의”, “이해”, “이황”; 청곡에

  그리움을 수놓다   체험 : 어득강을

  만나러 가는 길에 마르지 않는

  역사를 새기다

· 장소 : 진주시 월아산, 청곡사,

           갈전리 일원

10.29.(토) 10:00-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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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프로그램명 내용 일자 시간 유형

체험
남명의 학문적

발자취를 따라서

· 강의: 부사정에 앉아 성여신의

  ‘진양지’를 만나다-

   체험: 호수 품은 금산, 역사를 담다

· 장소 : 부사정, 금호지, 임천서원 등

10.30.(일) 10:00~12:00 ●

폐막식 인문주간 폐막식

· 폐막선언 및 주요행사 결과보고

· 장소 : 경상국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아트홀

10.28.(금) 15:30-16:00 ●

강연 대자연을 말하다

· 자연 속에서 동행의 참의미를

  생각하는 시간

· 장소 : 경상국립대학교 예절교육관

10.28.(금) 16:00~18:00 ●

공연
형평문학제와 함께

하는 인문축제; 공연

· 국악공연

· 장소 : 경상국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아트홀

10.28.(금) 18:00~18:30 ●

강연

인문도시사업단과 

함께 하는

형평문학제

· 시상식/ 수상 소감/축사

· 장소 : 경상국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아트홀

10.28.(금) 18:30~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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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학교   경북 구미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산업•인문도시 :

구미에서 꽃피다 '구미시'

계명대학교 구미 인문도시지원사업단  ☎ 053-580-5550

● 온라인 ● 오프라인

구분 프로그램명 내용 일자 시간 유형

강연

인문주간 특강:

대구경북의 판소리 

문화와 박록주 명창

· 구미 출신 명창 박록주의 생애와

  예술세계

· 장소 : 구미시평생학습원

10.24.(월) 14:00-16:00 ●

개막식 인문주간 선포식
· 인문주간 선포식

· 장소 : 구미시평생학습원
10.24.(월) 16:00-16:15 ●

공연

인문학콘서트

(클래식 연주) :

미학(美學)

'소리의 아름다움'

· 구미문화예술회관 주관

  구미시립합창단 인문학콘서트

  (인문주간 개막 축하 공연)

· 장소 : 구미시평생학습원

10.24.(월) 16:15-17:00 ●

전시
제3회 구미를

기록하다 공모전

· 구미를 기록하다 공모전 작품 전시

  및 온라인 투표

· 장소 : 구미시평생학습원

10.24(월)-

30.(일)
10:00-17:00 ● ●

전시
업싸이클, 일상을 

재생하다 전시

· 퀼트 공예 전시

  (인문학습동아리 퀼사모)

· 장소 : 구미시평생학습원

10.24(월)-

30.(일)
10:00-17:00 ●

공연
토크멘터리

비디오 카페

· 영화 <말임씨를 부탁해> 상영 및

  박경목 감독 GV

· 장소 : 롯데시네마(구미공단점)

10.25.(화) 13:00-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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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프로그램명 내용 일자 시간 유형

강연
목요철학 인문포럼 

제824회
· 모차르트vs베토벤:시대의 아이콘

· 장소 : 유튜브 목철TV

10.27.(목) 14:00-16:00 ●

강연

치열하게

다채롭게 -

한국 동시대 미술과

만나다

· 한국 동시대 미술 특강

· 장소 : 구미시평생학습원
10.27.(목) 19:00-21:00 ●

콘서트
북콘서트

구미를 읽다

· 어린이에게서 구미의 미래를 보다

· 장소 : 삼일문고
10.28.(금) 19:00-21:00 ●

강연

내고장 구미의

학문, 전통과

현대의 융화

· 기후위기, 인류세, 한국 산업도시의

  새로운 번영

· 장소 : 구미시립중앙도서관

10.29.(토) 14:00-16:00 ●

폐막식 인문주간 폐막식
· 인문주간 폐막식

· 장소 : 관내공원(미정)
10.30.(일) 14:00-14:15 ●

공연
내가 구미의

문화다 

· 구미 지역 시민들로 구성된 밴드 공연

· 장소 : 관내공원(미정)
10.30.(일) 14:15-16:00 ●



구분 프로그램명 내용 일자 시간 유형

개막식
치유희망의 人文

+DON:E 선포식

· <개막공연1부>  

  - 주제 : 퓨전국악과 함께하는

               일상회복콘서트  

               아름다운 우리나라 

  - 공연 : 화애락 

 · <인문도시선포식>  

  '치유희망의 人文+DON:E' 선포식 

  - 축사 : 수성구청장, 경산시교육장 

  - 인사말 : 대구한의대 총장 

  - 개막선언 : 인문도시사업단장 

· <개막공연2부>   

  - 주제 : Fun한 남자들의 Fun한

              음악회 

  - 공연 : 아르스노바

· 장소 : 수성구립 범어도서관 야외무대

10.25.(화) 16:00~17:30 ●

강연
인문학과

전통의학의 만남

· 전통의학에 스며있는 인문학

  요소를 알아보고 생활 속 실천방법을 

  배우는 강연

· 장소 : 고산도서관 시청각실(지하1층)

10.26.(수) 14:00~16:00 ●

체험
체험+토크人文 

SQUARE

· 지역 인문자산의 가치를 몸소

  체험하는 답사

· 장소 : 갓바위 약사여래불

10.26.(수) 11:00~17:00 ●

체험
내 몸에 

약이 되는 약선

· 전통푸드케어, 우리 약선을 눈과

  입으로 즐기다

· 장소 : 대구한의대학교 오성캠퍼스

            융합관 524호

10.27.(목) 14:00~16:00 ●

전시
동의보감 판본

전시와 강연

· 우리학교가 소장한 인문자산,

  동의보감 판본 전시를 감상하며

  인문학 강연

· 장소 : 대구한의대학교 박물관

10.27.(목) 15:30~17:00 ●

한의학을 품은 인문향기도시 수성 X 경산,

치유희망을 열다

대구한의대학교 인문도시지원사업단  ☎ 053-819-1556

● 온라인 ● 오프라인

2022 제17회 인문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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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한의대학교   경북 경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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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프로그램명 내용 일자 시간 유형

콘서트

전통에서 미래

인문학의

가치를 찾다

· 미래에 요구될 인문학의 가치를

  오히려 옛것에서 찾는다는 주제로

  나누는 대화의 장

· 장소 : 용학도서관 시청각실

            (지하1층)

10.27.(목) 17:00~19:00 ●

체험
리나센떼(再生)

인문기행

· 지역 인문자산의 가치를 체험하며

  현대사회의 '나'라는 자아를 찾아가는 

  기행

· 장소 : 도동서원, 12정려사, 용연사, 

            대구한의대학교 한학촌

10.28.(금) 10:00~17:30 ●

폐막식

인문주간 폐막식: 

치유의 인문학,

수성×경산

· <폐막식사>  

  - 시민백일장 공모전 시상 

  - 식사 : 수성구청장, 경산시교육장 

              대구한의대 총장 

  - 폐막선언 : 인문도시지원사업단장 

· <폐막공연1부>  

  - 주제  

  음악테라피:전통국악과

  현대클래식의 콜라보 

  - 공연 : 예울국악회 

· <폐막공연2부>  

 - 주제 : 비산농악 

 - 공연 : 동의마당

             (대구한의대 학생동아리)

· 장소 : 대구한의대학교 한학촌

10.28.(금) 16:00~17:30 ●



 공간, 사람, 세대를 잇는 인문도시 칠곡 브릿지(Bridge)

대구가톨릭대학교 인문도시사업단  ☎ 053-850-3141

● 온라인 ● 오프라인

2022 제17회 인문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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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톨릭대학교   경북 칠곡군

구분 프로그램명 내용 일자 시간 유형

개막식 인문주간 개막식
· 개막선언 및 칠곡인문도시 사업 소개

· 장소 :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10.24.(월) 14:30-15:15 ●

강연

칠곡 인문학의

구심점, 성 베네딕도 

수도원

· 인문학의 도시, 칠곡

· 장소 :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10.24.(월) 15:35-16:35 ●

강연
인문도시 칠곡의

예술적 가치

· 인문과 예술의 도시, 칠곡

· 장소 :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10.24.(월) 16:35-17:35 ●

체험 평화의 선율
· 왜관수도원 파이프 오르간 연주

· 장소 :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10.24.(월) 17:35~18:35 ●

강연 예술과 수학
· 예술과 건축에 담겨있는 수학

· 장소 : 순심고등학교
10.26.(수) 14:00~16:00 ●

강연
문학작품속

심리이야기

· 문학작품 속 이야기를 통한 나의 심리

· 장소 : 순심고등학교
10.26.(수) 16:00~18:00 ●

체험
인문도시 칠곡,

칠곡의 색을 입히다

· 인문체험부스운영, 백드롭 페인팅

· 장소 : 왜관 1번도로

10.29(토)-

30.(일)
10:00-20:00 ●

체험 평화의 소리 전하다

· 인문학 국악연주 소리단 공연

  (정서맺音 꾼)

· 장소 : 왜관 1번도로

10.30.(일) 17:30-18:30 ●

폐막식 인문주간 폐막식

· 17회 인문주간 성과발표 및 18회

  인문주간 소개, 폐막선언

· 장소 : 대구가톨릭대학교 유스티노

            캠퍼스

10.30.(일) 18:30-1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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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와 현대가 공존하는 인문학의 도시 정읍

전북대학교 정읍인문도시사업단  ☎ 063-270-3598

● 온라인 ● 오프라인

구분 프로그램명 내용 일자 시간 유형

강연
고고학을 통해 본 

인문학의 미래
· 고고학을 통해 본 인문학의 미래 특강 10.27.(목) 14:00-16:00 ●

강연 문학과 질병의 재현
· 포스트펜더믹시대, 인문학을 통한

  처방
10.28.(금) 14:00-16:00 ●

전시

정읍 화호리

구 일본인 가옥

영상 전시

· 화호리 구 일본인 가옥에 대한 영상 

  전시 및 특강

· 장소 : 정읍시립박물관

10.25.(화) ●

체험
내손으로 만드는

전통도시락

· 정읍에서 전래되는 전통도시락

  만들기 체험

· 장소 : 정읍차향박물관

10.26.(수) 14:00-16:00 ●

전북대학교   전북 정읍시



차이와 경계를 넘어 포용과 배려로 함께 하는 인문 제천

세명대학교 인문도시사업단  ☎ 043-649-1782

● 온라인 ● 오프라인

2022 제17회 인문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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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명대학교   충북 제천시

구분 프로그램명 내용 일자 시간 유형

강연

다문화 사회의

통합과 공존의

인문학

· 다문화 사회의 공존과 관련된

  인문학의 필요성

· 장소 : 세명대 학술관 109호

10.24.(월) 15:00-16:00 ●

개회식 인문 주간 개막식
· 개회 선포 및 내빈의 환영사 및 축사

· 장소 : 세명대 제2컨퍼런스홀
10.25.(화) 14:00-14:10 ●

체험
‘청풍인문’

국제화

· 마라톤으로 배우는 인생 인문학

· 장소 : 세명대 제2컨퍼런스홀
10.25.(화) 14:10-14:30 ●

강연 인문학 특강

· 제천 국제음악영화제 UCC/한방

  바이오 축제 UCC 공모전 시상식

  및 영상 관람

· 장소 : 세명대 제2컨퍼런스홀

10.25.(화) 14:30-15:30 ●

강연
클래식 희망

인문학 북콘서트

· 클래식 연주와 함께 하는 청춘

  희망 북 콘서트

· 장소 : 세명대 제2컨퍼런스홀

10.25.(화) 15:30-17:00 ●

체험
어울림 영화

인문학

· 영화를 통해 보는 다문화 가족과

  소통 관련 영화 감상문 심사와 소개

· 장소 : 세명대 민송도서관

10.26.(수) 15:00-16:00 ●

공연
전통춤의 미학과

인문학의 향기

· 한국 궁중 무용이 지닌 인문학적

  가치와 의미를 살린 공연

· 장소 : 제천 문화회관

10.26.(수) 17:00-1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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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프로그램명 내용 일자 시간 유형

포럼

다문화 공생 사회 

구현을 위한

지역의 과제 포럼

· 제천 지역 다문화 사회를 위한

  다문화 주의와 정책 등에 대한 포럼

· 장소 : 세명대 학술관 109호

10.27.(목) 14:00-16:00 ●

체험
지역 어울림

문화 체험

· 제천시 장애인들과 함께 하는

  지역 문화 탐방

· 장소 : 청풍 문화재단지 일대

10.28.(금) 10:00-14:00 ●

체험
같이 잇는

필 문화 마당

· 제천 지역 문인들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인문학 관련 체험

· 장소 : 제천 의림지 수변공원

10.28.(금) 14:00-17:00 ●

페막식
인문주간

폐막식

· 인문 주간의 성과와 의미를

  정리하고 폐막을 선포

· 장소 : 제천 의림지 수변공원

10.28.(금) 17:00-17:10 ●

체험
제천 시민 의병

로드 탐험

· 제천 의병 문화 창현의 이해와 탐방

· 장소 : 제천 의병광장과 자양영당
10.29.(토) 16:00 ●

체험

다문화 가정의

지역 역사 문화의 

이해 및 탐방

· 다문화 가정의 단양 8경 역사

  문화 탐방

· 장소 : 제천 청풍나루와

           옥순봉출렁다리

10.30.(일) 16:00 ●

체험

지역 예술인과 함께 

하는 문화 예술

작품 전시회

· 제천시 예술인들의 창작물 소개와

  전시

· 장소 : 세명대 민송도서관

10.24(월)-

30.(일)
09:00-18:00 ●



단국대학교   충남 천안시

"독립, 실학을 넘어 미래로 가는 천안"

단국대학교 인문도시사업단  ☎ 041-550-1569

● 온라인 ● 오프라인

2022 제17회 인문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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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프로그램명 내용 일자 시간 유형

개막식
인문주간 개회식 및 

시상식 영화제

· 개회사

· 장소 : 인문학공간산새
10.25.(화) 14:00-14:20 ●

공연
인문주간 개회식 및 

시상식 영화제

· 탈북민/다문화 글쓰기 시상식

· 장소 : 인문학공간산새
10.25.(화) 14:20-14:30 ●

강연
인문주간 개회식 및 

시상식 영화제

· 글쓰기 공모전 시상식

· 장소 : 인문학공간산새
10.25.(화) 14:30-14:40 ●

강연
인문주간 개회식 및 

시상식 영화제

· 영화 암살 상영

· 장소 : 인문학공간산새
10.25.(화) 14:40-16:50 ●

강연
인문주간 개회식 및 

시상식 영화제

· <암살>과 의열단

· 장소 : 인문학공간산새
10.25.(화) 17:00-19:00 ●

강연
인문학강좌에 대한 

발제

· 김민정작가와의 대담에 대한 발제

· 장소 : 인문학공간산새
10.26.(수) 14:00-16:00 ●

강연
인문학 강좌에

대한 발제

· 제주도인문학 공간 프로그램에

  대한 발제

· 장소 : 인문학공간산새

10.26.(수) 15:00-17:00 ●

강연
인문학 강좌에

대한 발제

· 천안 인문학 공간 프로그램에

  대한 발제

· 장소 : 인문학공간산새

10.26.(수) 17:00-1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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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프로그램명 내용 일자 시간 유형

학술제
인문주간 학술제

천안의 문화와 축제

· 개회사

· 장소 : 단국대학교 강의실
10.27.(목) 13:00-13:30 ●

학술제
인문주간 학술제

천안의 문화와 축제

· 천안시 문화관광 축제의 현황과 전망

· 장소 : 단국대학교 강의실
10.27.(목) 13:30-14:00 ●

학술제
인문주간 학술제

천안의 문화와 축제

· 종합토론

· 장소 : 단국대학교 강의실
10.27.(목) 14:00-14:30 ●

학술제
인문주간 학술제

천안의 문화와 축제

· 천안지역 지명전설의 현황과 특징

· 장소 : 단국대학교 강의실
10.27.(목) 14:30-15:00 ●

학술제
인문주간 학술제

천안의 문화와 축제

· 천안 무속의 특색과 그 의미

· 장소 : 단국대학교 강의실
10.27.(목) 15:00-15:30 ●

공연
인문주간 학술제

천안의 문화와 축제

· 태권도 시범 공연

· 장소 : 단국대학교 야외극장
10.27.(목) 15:40-16:00 ●

공연
인문주간 학술제

천안의 문화와 축제

· 신바람 놀이패 야외 난장 공연

· 장소 : 단국대학교 야외극장
10.27.(목) 16:00-20:00 ●



구분 프로그램명 내용 일자 시간 유형

체험 인문 반딧불이
· 지하철 타고 도시 속으로

· 장소 :  화정역
10.28.(금) 14:00-17:00 ●

강연 작은 인문학

· 포스트 팬더믹 시대, 미래를 여는

  인문학

· 장소 : 전남대학교

10.24(월)-

30.(일)
14:00-16:00 ● ●

공연
인물 옵스큐라 

<광주 어쿠스틱>

· 지역인디가수밴드가 광주의 대표적 

  공간을 찾아 노래

· 장소 : 구)적십자병원/전남대학교/

            발산마을/고려인마을/

            무등산/전남방직

10.24(월)-

30.(일)
14:00-16:00 ●

강연
지역의 대중음악

워크숍

· 지역의 대중음악 워크숍-

  광주어쿠스틱

· 장소 : 전일빌딩 그룹실1

10.24.(월) 16:00-18:00 ●

강연
소외계층을 위한

인문학

· 공감과 지지

· 장소 : 즐거운 집
10.25.(화) 09:30-10:30 ●

강연
소외계층을 위한

인문학

· 오월 그림 그리고 이야기 -

  잃어버린 가족과 상실에 대한 이야기

· 장소 : 오월어머니집

10.26.(수) 14:00-15:00 ●

공연 시민미술학교
· 시민미술학교 창작 워크숍

· 장소 : 시민자유대학작가 작업실
10.27.(목) 15:00-17:00 ● ●

전시
메타버스

시민음악제
· 광주 어쿠스틱 메타버스 음악제 10.30.(일) 14:00-17:00 ●

전남대학교   광주광역시

관계맺음과 생태의 인문학

전남대학교 인문도시 철학연구교육센터  ☎ 062-530-3233

● 온라인 ● 오프라인

2022 제17회 인문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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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문도시 사업단

월곡-유라시아를 잇는 평화공존의 인문도시 

호남대학교 인문도시사업단  ☎ 062-940-5027 

● 온라인 ● 오프라인호남대학교   광주광역시

구분 프로그램명 내용 일자 시간 유형

강연 생애사 토크쇼 

· 고려인 할머니들이 들려주는

  기억과 구술

· 장소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10.28.(금) 15:00~16:30 ●

체험 이야기꽃피는 마을

· 아시아문화마을 투어,

  시민 체험 프로그램 

· 장소 : 월곡고려인문화관결

10.29.(토) 11:00~15:00 ●



구분 프로그램명 내용 일자 시간 유형

개막식 인문주간 선포식
· 개막선언 및 주요 행사 소개/

  주요인사 인터뷰
10.24.(월) ●

강연

게임의 오픈월드와

  "지금-저기-있음"의 

루도토피아

· 문화콘텐츠와 테크놀로지, 가상과

  현실의 경계에 대한 인문학적 강의
10.25.(화) 19:00~21:00 ●

강연

포스트펜데믹

시대의 의학과

인문학

· 포스트 펜데믹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의학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의학을 인문학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강의

10.27.(목) 19:00~21:00 ●

콘서트
한요나과 함께하는 

SF소설 잡담회

· 한요나과 함께하는 SF소설 잡담회

· 장소 : 카페 에이치
10.26.(수) 19:00~21:00 ●

체험
넥스페리움

과학관 체험

· 접하기 힘든 과학의 세계를 아티스트와 

  전문가들의 만남을 통해 체험해보는

  체험 프로그램

· 장소 : 신세계백화점

10.28.(금) 14:00~17:00 ●

전시 과학 씨네마 천국

· 라운지에서 진행하는 SF영화 전시/

  전시 기간 중 가장 인기 있는 작품을 

  선정하여 씨네마토크를 진행

· 장소 : 한밭대 도서관

10.24(월)-

30.(일)
●

한밭대학교   대전광역시

포스트 펜데믹, 과학과 낭만으로 여는 미래 인문학의 유성

한밭대학교 인문도시사업단  ☎ 042-821-8572

● 온라인 ● 오프라인

2022 제17회 인문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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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프로그램명 내용 일자 시간 유형

콘서트
외국인의 어울림을 

위한 토크콘서트

· 내국인과 외국인의 만남과 소통을

  위한 위로와 공감 프로그램

· 장소 : 한밭대 리빙랩 라운지

10.24.(월) ●

체험

외국인이 함께하는 

유성구 과학 명소

요기저기

·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유성구를

  비롯한 대전의 과학 명소를 답사하는 

  프로그램

· 장소 : 유성구

10.29.(토) ●

폐막식 인문주간 폐막식 · 폐막선언 및 주요행사 결과보고 10.30.(일) 10:00~10:30 ●



부산대학교   부산광역시

생명 이:음을 선도하는 부산 북구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 051-510-1882

● 온라인 ● 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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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프로그램명 내용 일자 시간 유형

개막식 인문주간 선포식 · 개막선언 및 주요행사 프로그램 소개 10.24.(월) 13:00-13:30 ●

강연

인문강연(과거의

나로부터

떠난다는 것)

· 장애인과 그 가족들, 지역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문학 강연

· 장소 : 부산광역시 덕천2동

             행정복지센터 3층

10.25.(화) 19:00-21:00 ●

공연

에코 콘텐츠 영상 상

영(에코 콘텐츠로 만

나는 북구)

· 북구 생태 환경을 소재로 지역민이 

  제작한 홍보 영상 공유

· 장소 : 부산광역시 구포역 광장 전광판

10.24(월)-
30.(일)

상시 ●

강연

학술회의

(생태인문학 그리고 

국가와 지역)

· 기후변화, 코로나 팬더믹 등

  환경위기 상황에서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장소 :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도서관 

            3층 다목적실

10.28.(금) 14:00-18:00 ●

전시
사진전시

(북구의 시간이:음)

· 북구의 시간을 지역 작가들이 장시간 

  촬영한 사진을 전시해 북구의 가치를

  공유하는 기회

· 장소 : 부산광역시 북구문화예술

            플랫폼

10.24(월)-
30.(일)

10:00-18:00 ●

체험
길위의 인문학

(대천천 줍깅)

· 대천천네트워크와 연계한 생태답사

· 장소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대천마을 일대

10.29.(토) 10:00-12:00 ●

폐막식 인문주간 폐회식

· 폐회선언 및 인문주간 성과 공유

· 장소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10.30.(일) 13:00-1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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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서울특별시

일상의 인문학 : 전통 사회의 일상

고려대학교 인문도시사업단  ☎ 02-3290-2537

● 온라인 ● 오프라인

구분 프로그램명 내용 일자 시간 유형

개막식 인문주간 선포식
· 개막선언 및 주요행시 프로그램 소개

· 장소 : 369마을 예술터
10.24.(월) 11:00-11:30 ● ●

강연

강연 및 토론회:

 강연1 -

전통 의생활

· 조선시대 털가죽 모자와 옷 이야기: 

  조선시대 모의장(毛衣匠)은 갖바치가 

  다듬어 놓은 털가죽을 이용해 털가죽 

  옷을 만드는 장인이다. 현대에 모의장 

  전통은 숙련기술자 "난모와 털옷"

  부문으로 전수되고 있다. 이 강의를 

  통해 재현 복원을 통해 알게된 전통

  난모의 실제와 연구 성과에 대해

  공유하며, 다양한 전통 털가죽 옷에

  대해 설명한다. 

· 장소 : 고려대학교 운초우선교육관 204호

10.29.(토) 10:00-10:25 ● ●

강연

강연 및 토론회:

강연2 -

전통 식생활

· 조선시대 식생활 : 조선시대 전통식생활사

  를 통한 전통음식의 문화적 상징과 의미에  

  대해 알아본다. 

· 장소 : 고려대학교 운초우선교육관 204호

10.29.(토) 10:25-10:50 ● ●

강연

강연 및 토론회:

강연3 - 

전통 주생활

· 조선시대 생활공간 : 조선시대의 중심은

  궁궐과 종로, 남대문로가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한양도성 사대문 안이다. 여전히

  이 공간들은 조선시대 문화재와 대로가

  남아있고, 옛 흔적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성저십리에 속했던

  현재의 성북구와 동대문구는 한양도성의

  바깥이나, 물길과 옛길, 남아있는 문화재

  에서 삶의 공간을 일부 엿볼 수 있는

  정도이다. 과거의 지도, 현재 문화유산을 

  통해 조선시대 생활 공간에 대해서 살펴

  보고자 한다.

· 장소 : 고려대학교 운초우선교육관 204호

10.29.(토) 10:50-11: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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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프로그램명 내용 일자 시간 유형

강연

강연 및 토론회:

강연4 -

전통 가족생활

· 조선시대 워라밸: 조선시대 문인들의 여

가 생활과 일가정생활 양립을 위한 제도 탐

구: 종암동과 우이동에 별장과 정자를 짓고 

도성 생활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자 했

던 문인들의 삶을 살펴보고, 조선시대 양반

의 관직을 중심으로 존재했던 일과 가정생

활 양립을 위한 제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

를 통해 우리 조상들의 가족친화적인 태도

를 이해하고, 한층 일반화된 현대사회의 워

라밸에 대한 가치를 확인하며, 가족들과 건

강한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성북구의 지

역사회 자원을 살펴보고자 한다.

· 장소 : 고려대학교 운초우선교육관 204호

10.29.(토) 11:15-11:40 ● ●

강연
강연 및 토론회:

종합토론

· 전통사회의 일상과 관련한 의식주 및 가족

  생활 관련 강연을 바탕으로 토론 진행

· 장소 : 고려대학교 운초우선교육관 204호

10.29.(토) 11:40-12:10 ● ●

체험 혜화낙산 성곽여행

· 전문 해설사와 함께 성곽마을 한양도성길 

  산책(11시부터 한 시간 간격으로 한성대

  입구 4번 출구에서 출발)

· 장소 : 369 마을

10.29.(토) 11:00-17:00 ●

체험 토속 음식 체험
· 집밥 시식(사전 예약 필요)

· 장소 : 369 마을 사랑방
10.29.(토) 12:00-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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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프로그램명 내용 일자 시간 유형

체험 토속 음식 체험
· 청귤차 시음회

· 장소 : 369마을 마실 앞
10.29.(토) 11:00-14:00 ●

체험
369마을 산책길

한국화 체험

·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인물화와

  캐리커처 등 거리미술 콘텐츠 제공

· 장소 : 369마을 마실 일대

10.29.(토) 14:00-17:00 ●

체험 369배움 놀이터

· 전통 옻칠공예, 팔도강산 우리 소리, 

  어린이 그림책을 이용한 전통놀이 

  체험

· 장소 : 369마을 예술공방, 사랑방,

           마을공작소

10.29.(토) 14:00-17:00 ●

공연 369성곽 버스킹

· 전통 음악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거문고와 장구 연주와 해설

  (유튜브 실시간 시청 가능)

· 장소 : 369마을 마실 앞

10.29.(토) 13:00-14:00 ● ●

전시
전통 의생활 전시 

및 체험

· 전통 소재와 문양, 돌복, 규방공예

  전시 및 전통문양 책갈피 만들기 체험

· 장소 : 369 마을 예술터

10.24(월)-

29.(토)
11:00-17:00 ●

체험

인문도시 성북 

2022년도 인문주간 

행사 엿보기

·  인문주간 행사 관련 자료를 볼 수 있는 

  메타버스 사이트

·  장소 : Zep 메타버스

10.24(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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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경기도 시흥시

포스트 펜더믹 시대, 시흥시의 과거를 통해 미래를 보다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 시흥시 인문도시사업단  ☎ 02-880-6175

● 온라인 ● 오프라인

구분 프로그램명 내용 일자 시간 유형

강연
인문주간 시흥학

기조강연

· 시흥의 역사적 전통과 역사적

  정체성 수립 방향의 모색

· 장소 :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10.27.(목) 13:00-13:30 ●

강연
인문주간 시흥학 

학술대회

· 제1회 시흥학 학술대회, "시흥이

  걸어온 길: 시흥의 역사, 문화, 사상"  

  주제로 학술 발표 및 토론

· 장소 :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10.27.(목) 13:30-18:00 ●

체험
통과의례

복식퍼레이드

· 관·혼·상·제와 태교에 관한 전문적 

  지식습득과 통과의례 복식 체험

· 장소 : 소산서원

10.25.(화) 14:00-16:00 ●

체험
시흥 농경문화

체험한마당 

· 시흥지역의 농경문화 도구 전시

  및 체험 

· 장소 : 갯골생태공원

10.29.(토) 10:00-17:00 ●

체험
시흥의 역사

문화 탐방

· 시흥의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이어지는 역사유적 탐방

· 장소 : 오이도선사유적지, 소래산,

           영응대군묘, 강희맹묘,

           인선왕후 생가, 영모재

10.30.(일) 10:00-12:00 ●



구분 프로그램명 내용 일자 시간 유형

개막식 인문주간 선포식

· 개막선언 및 주요행시 프로그램 소개

· 장소 : 성신여대 운정그린캠퍼스

            대강당

10.25.(화) 15:00-15:30 ●

강연
대학의 역사,오늘

의 대학

· 코로나 판데믹 이후 대학이

  커먼즈로서 지역사회에서 갖는 의미

· 장소 : 성신여대 운정그린캠퍼스

             대강당

10.25.(화) 16:00-17:00 ●

체험
유토피아 : 이상적 

도시

· 동시대 한국 SF 특징,

  정보라 작가의 작품 세계

· 장소 : 성신여대 운정그린캠퍼스

            강의실

10.26.(수) 19:00-21:00 ● ●

강연

커먼즈인문학콘

서트-커먼즈란 무

엇인가

· 커먼즈의 개념과 의미에 대한

  테드형식의 프레젠테이션

· 장소 : 성신여대 운정그린캠퍼스

            강의실

10.27.(목) 19:00-19:15 ● ●

강연

커먼즈인문학콘서

트-우리 지역을 살

리는 공유와 나눔

의 경제

· 공유경제와 지역의 관계 대한

  테드형식의 프레젠테이션

· 장소 : 성신여대 운정그린캠퍼스

            강의실

10.27.(목) 19:15-19:30 ● ●

강연

커먼즈인문학콘서

트-우리 이웃의 공

유 실험, 성북공유

원탁 이야기

· 성북구에서 진행하는 공유도시

  실험에 대한 테드형식의

  프레젠테이션

· 장소 : 성신여대 운정그린캠퍼스

            강의실

10.27.(목) 19:30-19:45 ● ●

성신여자대학교   서울특별시

포스트 코로나, 커먼즈로 다시 만드는 일상 '강북구'

성신여자대학교 인문도시사업단  ☎ 02-920-2061

● 온라인 ● 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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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프로그램명 내용 일자 시간 유형

강연

커먼즈인문학

콘서트-도시개발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 

솔방울커먼즈 

· 도시재생에 대한 청년들의 실험 대한 

  테드형식의 프레젠테이션

· 장소 : 성신여대 운정그린캠퍼스

            강의실

10.27.(목) 20:00-20:15 ● ●

강연

커먼즈인문학

콘서트-공유와

나눔을 통한 참여

자치

·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민주적 지역자치에 대한 테드형식의  

  프레젠테이션

· 장소 : 성신여대 운정그린캠퍼스

            강의실

10.27.(목) 20:15-20:30 ● ●

강연

커먼즈인문학콘서

트-수유1동

마을관리 협동조합, 

다섯개의 이야기

· 강북지역의 시민자산만들기 사례로서 

  수유맥주에 대한 테드형식의

  프레젠테이션

· 장소 : 성신여대 운정그린캠퍼스

            강의실

10.27.(목) 20:30-20:45 ● ●

강연
커먼즈토론회-

커먼즈와 공공성 

· 커먼즈를 통한 새로운 사회적 관계 

  형성에 관한 토론회 테드형식의

  프레젠테이션

· 장소 : 성신여대 운정그린캠퍼스

            강의실

10.28.(금) 14:00-17:00 ●

강연

커머즈인문학

콘서트-더불어사는 

공간 만들기

· 공간을 어떻게 커먼즈로 건축할

  것인가에 대한 테드 형식의

  프레젠테이션

· 장소 :성신여대 운정그린캠퍼스

            강의실

10.29.(토) 19:00-19: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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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프로그램명 내용 일자 시간 유형

강연

커먼즈인문학콘서트-

강릉에서 만드는 공유

와 나눔의 공간

· 강릉에서 진행중인 생태-문화적인 

  공유공간 만들기의 실험에 대한

  테드 형식의 프레젠테이션

· 장소 : 성신여대 운정그린캠퍼스

            강의실

10.30.(일) 19:30-19:45 ● ●

강연

커먼즈인문학콘서트-

재해 이후 재생과 커

먼즈의 역할 

· 동일본 대지진 이후 재생과정에서

  커먼즈의 역할에 대한 테드 형식의  

  프레젠테이션

· 장소 : 성신여대 운정그린캠퍼스

            강의실

10.30.(일) 20:00-20:15 ● ●

강연

커먼즈인문학콘서트-

문화 공유의 현장,

인천문화 양조장

· 인천에 소재한 문화양조장의 사례를 

  통해 본 문화 공유에 대한

  테드 형식의 프레젠테이션

· 장소 : 성신여대 운정그린캠퍼스

            강의실

10.30.(일) 20:15-20:30 ● ●

강연

커먼즈인문학콘서트-

공유와 나눔으로

바라본 제주의 역사

· 제주도의 오래된 공유 경제와

  공동체의 역사에 대한 테드 형식의 

  프레젠테이션

· 장소 : 성신여대 운정그린캠퍼스

            강의실

10.30.(일) 20:30-20:45 ● ●

강연 폐막식

· 성신여대 인문도시 사업단의 향후

  프로그램 소개와 폐막선언

· 장소 : 성신여대 운정그린캠퍼스

            강의실

10.30.(일) 21:00-2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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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프로그램명 내용 일자 시간 유형

개막식 인문주간 선포식
· 개막선언 및 인문주간 캠페인

· 장소 : 춘천 시내
10.24.(월) 13:00-14:00 ●

강연

인문학더하기(HK+) 

초등학생을 위한 포

문동

· 동아시아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인문학 강좌

· 장소 : 강원도내 초등학교

10.24.(월)-
29.(토)

09:00~17:00 ●

체험

인문학더하기

(HK+) 중학생을 위

한 포문동학당

· 중학생을 위한 인문학더하기

  우리고장에서 시작하는 동아시아

· 장소 : 뮤지엄산 

10.27.(목) 09:00~17:00 ●

체험
책으로 이어지는 온 

세상

· 주제 : 책으로 이어지는 인문학적

           공감대, 동아시아의 화해와

           협력 ON(溫) 

· 해설 : 강원도내 도서관

10.24.(월)-
29.(토)

09:00~17:00 ●

체험

인문학더하기

(HK+) 대학생을 위

한 포문동학당

· 주제 : 당신의 미래에 인문학을 !  

· 작가 : 강원도립화목원

10.24.(월)-
30.(일)

09:00~17:00 ●

콘서트

인문학더하기

(HK+) 인문학 시노

래 콘서트

· 주제 : 동아시아의 인문학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인문학 콘서트

· 장소 : 춘천교육문화관

10.26.(수) 18:30~20:30 ●

강연

인문학더하기

(HK+) 작은책방&

작은도서관과 함께

하는 포문동

· 동아시아의 인문학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규모 그룹활동

· 장소 : 지역서점 및 작은도서관

10.24.(월)-
30.(일)

09:00~17:00 ●

한림대학교   강원 춘천시

인문학더하기 포문동학당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 033-248-3217

● 온라인 ● 오프라인

2022 제17회 인문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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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학교 1   전북 익산시

포스트 팬더믹 시대, 미래를 여는 인문학

한중관계연구원 지역인문학센터  ☎ 063-850-7293

● 온라인 ● 오프라인

구분 프로그램명 내용 일자 시간 유형

개막식 인문주간 선포식

· 주제 : 제16회 인문주간 개막식

· 축사 : 원광대학교 총장,

            한중관계연구원장,

            마음인문학연구소장,

· 기조강연 : 포스트 펜더믹 시대,

                   미래 인문학

-이광래 교수(강원대, 중국 랴오닝대,

  러시아 하브롭스키대 명예교수)

· 축하공연 : ONE 챔버 앙상블

10.24.(월) 13:00-14:00 ●

강연 인문백제

· 주제 : 백제가 품은 문장들 

· 강사 : 이승연 교수

           (원광대 서예문화학과)

10.25.(화) 14:00~16:00 ●

강연 인문백제

· 주제 : 금강유역에서만난 백제귀족 

· 강사 : 문이화 교수

           (원광대 마한백제문화연구소)

· 장소 : 황등중학교 별관 역사실

10.26.(수) 15:30~17:30 ●

체험 지도담아둘레

· 주제 : 익산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삶의 방식들 

· 해설 : 김애림(로컬문화기획 활동가)

10.25.(화) 09:00~17:00 ●

체험 북콘서트

· 작가 : 이성현 작가(동양화가)

· 장소 : 원광대학교 미술대학 1층

            세미나실

10.25.(화) 13:30-15:00 ●

콘서트 북콘서트

· 주제 : 학교 가는 길에서 만난 풍경들 

· 작가 : 김정인 감독, 정난모, 조부용 등 

· 공연 : 인문밴드레이

· 장소 : 원광대학교 인문대학

            106강의실

10.27.(목) 13:00-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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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프로그램명 내용 일자 시간 유형

전시 NEAD미술전시

· 전시명 : 응시 

· 작가 :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작가 20여명 

· 장소 : 원광대학교 링크미술관

10.19.(수)-
25.(화)

09:00~18:00 ●

전시 온라인 인문엽서전 · 내 삶에 들어온 인문학 명구 10.24.(월)-
30.(일)

09:00~18:00 ●

폐막식 인문주간 폐막식
· 폐막선언 및 주요행사 결과보고 

· HK마음인문학연구소 
10.30.(일) 09:00~18:00 ●



2022 제17회 인문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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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학교 2   전북 익산시

포스트 팬더믹 시대, 미래를 여는 인문학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연구소 HK+사업단  ☎ 063-850-7063

● 온라인 ● 오프라인

구분 프로그램명 내용 일자 시간 유형

개막식

인문주간 선포식

(함성인문학

공동진행)

· 개막선언 및 주요행사 프로그램 소개 10.24.(월) 13:00-13:30 ●

강연

세계고전강좌 :

논어와 포스트

팬더믹

· 논어 속 코로나 우울을 극복하는

  지혜의 발견

· 장소 : 중앙도서관

10.24.(월) 17:00-19:00 ●

전시
마음인문학의

발자취 전시회

· 사진 및 영상속에 비췬 

  마음인문학의 역사

· 장소 : 학생회관

10.24.(월)-
30.(일)

10:00-17:00 ●

강연

마음On : 포스트

팬더믹 시대

마음을 키다(1)

· 포스트 팬더믹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마음의 원리와 공부방법에 대한 특강

· 장소 : 교학대학

10.25.(화) 13:00-15:00 ●

콘서트
포스트 팬더믹

마음상담소

· 코로나로 인한 마음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토크상담
10.26.(수) 18:30-20:30 ●

콘서트
고요한 소설가와

함께하는 북콘서트

· 고요한 소설가와 함께하는 북콘서트

· 장소 : 중앙도서관
10.27.(목) 13:00-15:00 ●

강연

마음On : 포스트

팬더믹 시대

마음을 키다(2)

· 포스트 팬더믹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마음의 원리와 공부방법에 대한 특강

· 장소 : 교학대학

10.27.(목) 18:30-20:30 ●

강연 마음인문학 세미나

· 마음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맞춤형 실천세미나

· 장소 : 교학대학

10.29.(토) 13:00-15:00 ●

폐막식

인문주간 폐막식

(함성인문학

공동진행)

· 폐막선언 및 주요행사 결과보고 10.30.(일) 13:00-13:40 ●



구분 프로그램명 내용 일자 시간 유형

강연
전통공예란

무엇인가

· <전통 문화유산의 이해와 접근-

   전통 공예를 중심으로> 

   1. 전통 지호공예 

   2. 전통 지승공예 

   3. 목칠공예 

   4. 전통 붓

10.24.(월)-
28.(금)

수시 ●

47

전주대학교   전북 전주시

전통의 재발견, 다시 톺아보는 인문학

전주대학교 유교문화의 탈영토화, 공존의 인간학과 미래 공동체 사업단  ☎ 063-220-3202

● 온라인 ● 오프라인

| 인문한국플러스(HK+) 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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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글로벌)   경기 용인시

과거가 살아있는 미래의 땅 라틴아메리카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HK+사업단 ☎ 031-8020-5577

● 온라인 ● 오프라인

구분 프로그램명 내용 일자 시간 유형

개막식 인문주간 선포식
· 개막선언 및 주요행사 프로그램 소개

· 장소 : Youtube채널 빠차마마TV 송출
10.24.(월) 10:00-10:30 ●

체험

 부천시 중흥초교와 함께

하는 청소년 체험학습

프로그램

(두근두근 세계여행 

프로젝트 : 라틴아메리카)

· 실습을 통한 라틴아메리카 생태와

  문화 체험

· 장소 : 부천시중흥초교

10.24.(월) 09:00-12:00 ●

체험

부천시 중흥초교와 함께

하는 청소년 체험학습

프로그램

(두근두근 세계여행 

프로젝트 : 라틴아메리카)

· 실습을 통한 라틴아메리카 생태와

  문화 체험

· 장소 : 부천시중흥초교

10.25.(화) 09:00-12:00 ●

강연

수원시영통도서관과

함께하는 라틴아메리카

사람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 스포츠, 문화,

예술로 읽는 라틴아메리카

· 물질적 풍요 보다는 정신적 행복을 

  주는 인문학

· 장소 :  Zoom 실시간

10.26.(수) 13:30-15:00 ●

학술
대회

초국적 협력과 소통을

위한 대한민국

외교 60년 : 남방과

북방의 연결

· 장소 :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및

             Zoom 실시간
10.27.(목) 09:00-18:00 ● ●

강연
스페인어교사 역량강화 

프로그램

· 라틴아메리카 지역전문가 양성 및

  연구 후속세대 양성

· 장소 : Zoom 실시간

10.27.(목) 19:00-20:30 ●

독후감 
공모전 
시상식

전국 중남미 관련학과 대

학(원)생 생태 문명

관련도서 독후감 공모전

· 학문후속세대에게 생태문명에 관한 

  관심과 인식 고취

· 장소 :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10.28.(금) 14:00-15:00 ●

영상
공모전 
시상식

중남미 환경 및 생태계 

중요성을 알리는 UCC 

· 중남미의 환경,생태계, 포스트코로나 

  영향, 환경교육과 국가정책 

· 장소 :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10.28.(금) 15:00-16:00 ●

폐막식 인문주간 폐막식
· 폐막선언 및 주요행사 결과보고

· 장소 : Youtube채널 빠차마마TV 실시간
10.28.(금) 17:00-17:30 ●



49

동서양의 이주와 음식II

안양대학교 HK+사업단  ☎ 031-441-8791

● 온라인 ● 오프라인안양대학교   경기 안양시

구분 프로그램명 내용 일자 시간 유형

강연
동서양의 이주와

음식II  이탈리아 음식의 세계화 과정과 의미
10.26.(수)

19:00-21:00
●

| 인문한국플러스(HK+) 사업단



목포대학교   전남 목포시

섬의 일상과 기억 속으로

목포대학교 섬인문학 사업단  ☎ 061-260-1702

● 온라인 ● 오프라인

2022 제17회 인문주간

50

구분 프로그램명 내용 일자 시간 유형

전시

섬 사진전 – 섬, 바다, 

사람들 일상으로의 

회복 -

· 섬과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 공유

· 장소 : 목포여객선터미널

10.24.(월)-
28.(금)

09:00~18:00 ●

체험
이야기가 있는 섬과 해

양도시 기행

· 고하도의 충무공 유적지,

  호남권생물자원관, 육지면 시배지, 

  용머리해안길 등 답사

· 장소 : 목포 고하도 일대

10.29.(토) 09:00~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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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 강좌 특강

경북대학교 HK+사업단  ☎ 053-950-6740

● 온라인 ● 오프라인

| 인문한국플러스(HK+) 사업단

경북대학교   대구광역시

구분 프로그램명 내용 일자 시간 유형

강연
지역인문학센터 동부

도서관 인문학 강좌

· 페도크 여왕의 통닭구이집

· 장소 : 대구 동부도서관
10.25.(화) 19:00-21:00 ● ●

강연 달구벌빛고을인문학
· 전남의 '섬' 이야기

· 장소 : 대구 범어도서관
10.28.(금) 19:00-21:00 ●

강연 달구벌빛고을인문학
· 중국인 한국 귀화-대구를 중심으로

· 장소 : 전남대 김남주기념홀
10.27.(목) 19:00-21:00 ● ●

강연
21세기 대학의 길,

대학생의 삶

· 창조시대, 대학생활과 인문학

· 장소 : 경북대 인문한국진흥관
10.27.(목) 19:00-21:00 ● ●

강연
4차 산업시대,

우리의 삶

· 4차 산업시대, 새로운 사랑과

  가족의 길

· 장소 : 대구경북디자인센터

10.27.(목) 19:00-21:00 ●

강연 인문학 특강
· 오르데가 이 가세트의 대중의 반역

· 장소 : 대구 남부도서관
10.28.(금) 10:00-12:00 ●



2022 제17회 인문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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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광주광역시

초개인화 시대, 통합과 소통을 위한

가족커뮤니티인문학, HK+사업단

전남대학교 초개인화 시대, 통합과 소통을 위한 가족커뮤니티인문학, HK+사업단  ☎ 062-530-5212

● 온라인 ● 오프라인

구분 프로그램명 내용 일자 시간 유형

개막식
인문주간 개막선언 및 

축하연주

· 개막선언 및 축하연주

· 장소 : 전남대 김남주기념홀
10.24.(월) 14:00-14:30 ●

강연
광주시민 '시백선'

낭송회

· "호남의 시인을 읽다, 노래하다

   시백선 낭송회 및 강연

· 장소 : 전남대 김남주기념홀

10.24.(월) 15:30-19:00 ●

강연
책으로 사람과

사람을 잇다

· "내 인생의 책, 나와 당신을 '이어주는' 

  한 구절"

· 장소 : 전남대 김남주기념홀

10.29.(토) 10:00-12:00 ●

강연
관계맺음과 생태 

인문학

· 인문생태계의 지형 변화 _ ‘삶-앎’

  인문학을 위하여

· 장소 : 전남대 김남주기념홀

10.25.(화) 14:00-16:00 ●

강연 관계맺음 생태 인문학

· 자본주의 생태계의 변화와 미래 –

  디지털자본주의의 빛과 그림자

· 장소 : 전남대 김남주기념홀

10.28.(금) 15:00-17:00 ●

강연 관계맺음 생태 인문학

· 글로벌 정치·경제 생태계의 변화와  

  시민 주체적 삶

· 장소 : 전남대 김남주기념홀

10.24.(월) 13:30-15:30 ●

공연
커뮤니티를 바라보는 

여러 시선들

· 강연_한국 독립영화의 현재와 미래

· 장소 : 전남대 김남주기념홀
10.25.(화) 16:00-18:00 ●

공연
커뮤니티를 바라보는 

여러 시선들

· 영화 <극장 쪽으로> 상연 및 감독과의

  대화(유지영 감독/김현정 감독)

· 장소 : 전남대 김남주기념홀

10.26.(수) 14:00-18:00 ●

공연 커뮤니티를 바라보는 

여러 시선들

· 영화 <해피해피 이혼파티>,

  <내가 필요하면 전화해> 상연 및

  감독과의 대화(남순아 감독/임오정 감독)

· 장소 : 전남대 김남주기념홀

10.27.(목) 14:00~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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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광주광역시

지역과 함께 미래로, DH인문학

조선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단  ☎ 062-608-5082

● 온라인 ● 오프라인

| 인문한국플러스(HK+) 사업단

구분 프로그램명 내용 일자 시간 유형

콘서트 인문학콘서트

· SF 사회'의 개념 및 특징 SF의

  재구성, 도시·생태·젠더·정보기술·

  혁신담론·문화다양성 등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테크노토피아의 명암 탐색.

· 장소 : 사업단 세미나실

10.24.(월) 14:00~17:00 ●

강연 HK+인문학강좌

· 한국의 대중가요에 나타난 나무와 풀, 

  그리고 숲

· 장소 : 은암미술관

10.26.(수) 14:00~17:00 ●

강연 포럼

· 지역 시민, 단체, 대학 등에서 구축

  (수집·소장)해 온 다양한 자원들의

  체계적 현황 조사·보전·공공 활용 및 

  관광자원화 방안 모색.

· 장소 : I-PLEX 스타트업빌

10.27.(목) 14:00~17:00 ●

전시 전시

· 조선대 장황남박물관 및 세계카메라

  영화 박물관 소장 자료 등.

· 장소 : I-PLEX 스타트업빌

10.27.(목) 10:00~17:00 ●

체험 인문학답사

· 필암서원, 월봉서원, 용진정사, 

  장록국가습지 답사.

· 장소 : 황룡강 유역

10.29.(토) 9:00~17:00 ●



구분 프로그램명 내용 일자 시간 유형

강연

베트남 여행 

알고 가면 10배 더

즐겁다

 · 시민강좌 10.24.(월) 14:00-16:00 ●

인천대학교   인천광역시

한국·베트남 수교 30주년 기념 시민강좌

인천대학교 중국·화교문화연구소 HK+지역인문학센터  ☎ 032-835-9721

2022 제17회 인문주간

54



부경대학교   부산광역시

나를 채우는 해역인문학 여행

부경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사업단  ☎ 051-629-7022

● 온라인 ● 오프라인

55

| 인문한국플러스(HK+) 사업단

구분 프로그램명 내용 일자 시간 유형

강연 청소년해역인문학
· 해양과학과 산업에 관한 진로톡톡

· 장소 : 부흥중학교
10.24.(월) 13:20-15:20 ●

강연 부경해역인문대학
· 마법의 양념 '고추'의 역사

· 장소 : 나락한알
10.25.(화) 19:00-21:00 ●

체험
부경찾아가는해역

인문학

· 부산의 역사와 미래를 걷다:

  근대역사와 함께한 문화유산

· 장소 : 부산시 동구 일대

10.25.(화) 09:30-12:00 ●

강연 부경인문학일일특강
· 흑해 오데사의 숨은 역사와 문화

· 장소 : 유라시아교육원
10.26.(수) 18:00-19:50 ●

강연
세계해양포럼 해양인

문학 특별세션

 · 어촌다움, 해역인문학으로 풀다

 · 장소 : 부산 롯데호텔 
10.27.(목) 13:30-15:30 ● ●

강연 청소년해역인문학
· 해양과학과 산업에 관한 진로톡톡

· 장소 : 부흥중학교
10.27.(목) 9:00-12:00 ●

전시
부경대X부산MBC 포

비든앨리 기획전

· 골목, 바다와 이야기를 품다

· 장소 : 부경대학교

10.24.(월)-
28.(금)

10:00-17:00 ●



포스트 팬더믹 시대, 인문과 해문을 노래하다.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 051-410-5262

● 온라인 ● 오프라인

2022 제17회 인문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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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대학교   부산광역시

구분 프로그램명 내용 일자 시간 유형

콘서트 바다인문학 콘서트
· 인문(人文)과 해문(海文)을 노래하다

· 장소 : 피아크 6층
10.26.(수) 19:00~20:30 ●

강연 바다인문학 콜러키엄
· How I Became a North Korean

· 장소 : 한국해양대학교
10.27.(목) 14:00~15:00 ●

강연 해양선상시민강좌
· 바다에서 바라본 부산의 역사와 문화

· 장소 : 자갈치 크루즈
10.29.(토) 10:00~13:00 ●



구분 프로그램명 내용 일자 시간 유형

콘서트

지중해인문학,

삶과 사랑을 들여다

보다

· 지중해국가의 다양한 문화와

  결혼 풍습
10.27(목) 17:00~18:00 ●

57

부산외국어대학교 1   부산광역시

지중해국가의 다양한 문화와 결혼 풍습

부산외국어대학교 HK+사업(지중해지역원)  ☎ 051-509-6651

● 온라인 ● 오프라인

| 인문한국플러스(HK+) 사업단



구분 프로그램명 내용 일자 시간 유형

개막식
제17회 인문주간

개막식

· 개막선언 및 주요행시 프로그램 소개

· 장소 : 라틴아메리카 인문학센터
10.24.(월) 11:00-12:00 ●

강연 시장과 환경
· 시장과 아마존의 공진화

· 장소 : 라틴아메리카 인문학센터
10.25.(화) 15:00-17:00 ●

강연
아마존의

변화와 위기

· 기후변화와 아마존의 위기

· 장소 : 라틴아메리카 인문학센터
10.26.(수) 15:00-17:00 ●

강연 아마존의 미래
· 아마존의 다양성과 상생의길

· 장소 : 라틴아메리카 인문학센터
10.27.(목) 15:00-17:00 ● ●

폐막식
제17회 인문주간

폐막식

· 필암서원, 월봉서원, 용진정사, 

  장록국가습지 답사.

· 장소 : 황룡강 유역

10.27.(목) 16:30-17:00 ●

부산외국어대학교 2   부산광역시

생태 그리고 불평등 : 아마존의 위기 그리고 변화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인문학센터  ☎ 051-509-6634

● 온라인 ● 오프라인

2022 제17회 인문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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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대학교   부산광역시

돌에 새긴 문자, 금석문을 기억하다

경성대학교 한자문명연구사업단  ☎ 051-663-4280

● 온라인 ● 오프라인

| 인문한국플러스(HK+) 사업단

구분 프로그램명 내용 일자 시간 유형

개막식
인문주간 경성대학교 

행사 개막식

· 개막 선언 및 주요 프로그램 소개

· 장소 : 경성대학교 문화관

            누리소강당(22관 103호)

10.24.(월) 13:00-13:30 ●

강연
금석문의 유형과 

가치

· 경성대 한문학과 김철범 교수를 통해 

  금석문의 유형과 가치에 대한 이론적 

  강연을 제공한다.

· 장소 : 경성대학교 문화관

            누리소강당(22관 103호)

10.24.(월) 14:00-15:00 ●

체험
한국 금석문의

탁본과 실습

· 영남금석문탁본회 전일주 회장을

  통해 실제 탁본 작업에 관한 체험형 

  강의를 제공한다.

· 장소 : 경성대학교 문화관

            누리소강당(22관 103호)

10.24.(월) 15:00-16:00 ●

전시
경성대가 수집한

영남지역 탁본

· 경성대 한국한자연구소가 수집한

  영남지역의 탁본 160점 중 가치가 

  높은 40점을 전시한다.

· 장소 : 경성대학교 제2미술관

           (3관 200호)

10.24.(월)-
28.(금)

10:00-17:00 ●

체험
부산 지역 금석문 

답사

· 의미 있는 부산 지역 금석문

  소재지 6곳를 방문하여 관람한다.

· 장소 : 부산 내 주요 금석문 소재지 6곳

10.29.(토) 10:00-17:00 ●

기타 도전 한자왕

· 전국 예선을 거친 본선 진출자

  가운데 한자왕을 선발한다.

· 장소 : 경성대학교 문화관(22관)과 

             인근 정원

10.28.(금) 10:00-16:00 ●

강연 한자 디자인 공모전

· 한자를 응용한 모든 디자인과 문화 

  상품 기획을 공모하고, 우수한 작품을

  전시한다.

· 장소 : 경성대학교 제2미술관(3관 200호)

10.24.(월)-
28.(금)

10:00-17:00 ●



2022 제17회 인문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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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회대학교   서울특별시

아치의 노래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 02-2610-4720

● 온라인 ● 오프라인

구분 프로그램명 내용 일자 시간 유형

개막식 인문주간 선포식
· 개막선언 및 주요 프로그램 소개

· 장소 : 성공회대 피츠버그
10.24.(월) 17:50~18:00 ●

전시
<그 날을 쓰다>

전시회

· 세월호, 신영복 관련 사진 전시

· 장소 : 성공회대 피츠버그
10.24.(월) 16:00~17:30 ●

공연 더숲트리오
· 더숲트리오 개막 축하공연

· 장소 : 성공회대 피츠버그홀
10.24.(월) 16:00~17:30 ●

콘서트
<아치의 노래,

정태춘>

· <아치의 노래, 정태춘>상영,

   감독과의 대화, 정태춘 공연

· 장소 : 성공회대 피츠버그홀

10.24.(월) 18:00~21:00 ●

폐막식 인문주간 폐막식
· 폐막선언

· 장소 : 성공회대 피츠버그홀
10.24.(월) 21:00~2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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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문한국플러스(HK+) 사업단



서울대학교 1   서울특별시

한일 시민 100인 미래 대화 소모임 활동

서울대학교 HK+사업단(일본연구소)  ☎ 02-880-8503

● 온라인 ● 오프라인

2022 제17회 인문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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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프로그램명 내용 일자 시간 유형

전시
한일시민100인

대화 소모임 활동 전시

· 한일 시민 교류 동영상

  (노래, 한반도 통일, 재해 대응) 

· 오프라인 행사 없음

10.24.(월)-
10.30(일

16:00~1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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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2   서울특별시

덩실덩실 AsIA문화축제 : 아제르바이잔, 불의 나라

서울대학교 HK+메가아시아연구(아시아연구소)사업단  ☎ 02-880-2079

● 온라인 ● 오프라인

| 인문한국플러스(HK+) 사업단

구분 프로그램명 내용 일자 시간 유형

개막식 인문주간 선포식
· 개회사, 축사

· 장소 :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영원홀
10.25.(화) 13:30-14:00 ● ●

강연
아제르바이잔,

불의 나라

· 역사와 문화, 고대 유적, 인문여행으로 

  만나는 아제르바이잔

· 장소 :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영원홀

10.25.(화) 14:00-17:30 ● ●

전시
아제르바이잔 : 

불의 나라

· 사진으로 만나는 아제르바이잔

· 장소 :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영원홀
10.25.(화) 13:30-17:30 ●

강연
아제르바이잔 : 

불의 나라

· 양국 전현직 대사의 특별 강연

· 장소 : 서울대 문화관 소강당
10.26.(수) 10:00-12:00 ● ●

전시
아제르바이잔 : 

불의 나라

· 사진으로 만나는 아제르바이잔

· 장소 : 서울대 문화관 소강당
10.26.(수) 10:00-13:00 ●

체험
아제르바이잔 : 

불의 나라

· 전통의상 및 음식 체험

· 장소 : 서울대 문화관 소강당
10.26.(수) 10:00-13:00 ●

폐막식 인문주간 정리
· 교류의 성과와 내년 행사 소개

· 장소 : 서울대 문화관 소강당
10.26.(수) 12:00-12:00 ● ●



국민대학교   서울특별시

중국인문학 강좌

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  ☎ 02-910-5352

● 온라인 ● 오프라인

2022 제17회 인문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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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프로그램명 내용 일자 시간 유형

강연
중국문화 속 음식남녀

(飮食男女)

· 중국음식의 역사와 문화기행

· 성북구 평생학습관
10.25.(화)

10:00-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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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서울특별시

애도에서 미래로, 건강을 위한 의료인문학

경희대학교 HK+통합의료인문학연구단  ☎ 02-961-2138

● 온라인 ● 오프라인

| 인문한국플러스(HK+) 사업단

구분 프로그램명 내용 일자 시간 유형

개막식 인문주간 선포식 · 개막선언 및 주요행사 프로그램 소개 10.24.(월) 13:00-13:30 ●

강연

포스트팬데믹 특강 :  

이별은 끝나도 애도

는 계속된다

· 양준석 – 한림대 생사학연구소

  연구원 특별강연, 이별과 애도의

  새로운 의미 해석

· 장소 : 경희대학교 문과대학 101호

10.25.(화) 16:00-17:00 ●

콘서트 힐링 피아노 콘서트
· 피아니스트 이선미의 애도와 미래를 

  향한 이틀간의 피아노 콘서트

10.25.(화)-
26.(수)

13:00-13:30 ●

콘서트
우리 아이

왜 이럴까?

· 소아정신과 전문의 최치현 북콘서트 -

  <우리 아이 왜이럴까?>,

  <예민한 아이 잘 키우는 법>

10.25.(화)-
28.(금)

13:30-14:00 ●

강연
한반도

건강공동체 준비

· 통일보건의료학회와 함께하는

  북한의료인문학 강연

10.25.(화)-
29.(토)

14:00-14:30 ●

체험
정동의

어제와 오늘

· 이영남 명예교수님이 기억하는

  서울의 의료인문학

10.27.(목)-
29.(토)

13:00-13:30 ●

공연
상실과 슬픔,

애도를 넘어서

· (사)시네마테크협의회와 함께하는 

  영화제

10.24.(월)-
26.(수)

14:00-17:00 ●

폐막식 인문주간 폐막식 · 폐막선언 10.30.(일) 13:00-13:30 ●



동국대학교   서울특별시

포스트 팬더믹 시대의 삶과 문화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HK+사업단  ☎ 02-2290-1361

● 온라인 ● 오프라인

2022 제17회 인문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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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프로그램명 내용 일자 시간 유형

개막식 인문주간 선포식
· 개막선언 및 주요행사 프로그램 소개

· 장소 : 혜화관 학생 라운지
10.24.(월) 15:00-16:00 ●

콘서트
포스트 팬더믹과

고령사회

· 일본 영화 「나는 나대로 살아간다」에 

  그려진 노년의 삶

· 장소 : 혜화관 학생 라운지

10.24.(월) 16:00-18:00 ● ●

콘서트

포스트 팬더믹 시대, 

자아의 회복과

춤추는 일상

· 예술가는 어떠한 방식으로 자신의

  자아를 표상화하는가?

· 장소 : 혜화관 학생 라운지

10.25.(화) 16:00-18:00 ● ●

강연

포스트 팬더믹 

시대, 세계적 위기를 

넘어서

· 포스트 팬더믹 시대 경제 위기의

  진단과 해법 모색/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어떻게 볼 것인가? 

· 장소 : 다향관 학술세미나실

10.26.(수) 15:00-18:00 ● ●

체험
청계천에서 중구의 

역사를 읽다

· 체험 - 내용 : 물길 위에서 도시, 상품, 

  음식, 다문화를 잇다/발굴조사로 본

  청계천 주변의 일상과 문화/동대문에서  

  중앙아시아를 읽다

· 장소 : 청계천박물관/청계천/중구

            광희동 중앙아시아거리

10.27.(목) 15:00-19:00 ●

콘서트
포스트 팬더믹

시대의 국제교류

· 포스트 팬더믹 시대 국제 교류기구의 

  역할-경험과 조언을 중심으로

· 장소 : 혜화관 학생 라운지

10.28.(금) 16:00-18:00 ● ●

체험
외국인 및 이주민의 

한국문화 체험

· 고추장 담그기

· 장소 : 다향관 학술세미나실
10.29.(토) 10:30-12:30 ●

폐막식 인문주간 폐막식 10.29.(토) 12:30-13:30 ●
· 폐막선언 및 주요행사 결과보고

· 장소 : 다향관 학술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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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서울특별시

팬데믹 시대의 쉼과 숨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 02-2220-1494

● 온라인 ● 오프라인

구분 프로그램명 내용 일자 시간 유형

개막식 인문주간 선포식 · 개막선언 및 주요행사 프로그램 소개 10.24.(월) 13:00-13:30 ●

강연

러시아 인문도시

탐방 (1)

도시의 형성 :

모스크바 &

상트페테르부르크

· 여행이 어려운 팬데믹 시대에 같이 

  떠나보는 러시아 역사 도시 탐방

  시리즈 첫번째 강연 

10.24.(월) 13:30-14:30 ●

강연 Русский стол
· 러시아 음식의 역사 및 식문화를 알기  

  쉽게 소개하여 러시아 문화 친밀도 제고
10.25.(화) 13:00-14:00 ●

강연

러시아 인문도시

탐방 (2)

신화가 된 도시,

도시가 된 신화

· 여행이 어려운 팬데믹 시대에 같이 

  떠나보는 러시아 역사 도시 탐방

  시리즈 두번째 강연 

10.26.(수) 13:00~14:00 ●

강연

팬데믹 시대,

또 하나의

전지구적 위기

· 팬데믹 이후 인류를 위협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평화를 모색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첫번째 강연

10.27.(목) 19:00~20:30 ●

| 인문한국플러스(HK+) 사업단



구분 프로그램명 내용 일자 시간 유형

강연

팬데믹 시대,

또 하나의 전지구적 

위기

· 팬데믹 이후 인류를 위협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평화를 모색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두번째 강연

10.28.(금) 19:00~20:30 ●

콘서트

우리에게 다가온

러시아 오페라 :

저자들과의 대화*

· 팬데믹 시대 문화예술 토크를 통한 

  힐링의 시간 제공

· 장소 : ZOOM+국제관 화상회의실

10.21.

(금)(OFF)/

10.29.

(토)(ON)

11:00-13:00 ● ●

강연
쉼과 숨: 팬데믹

시대의 인문학**

· 강요당한 '쉼'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했던 사례를 통해 팬데믹 시대에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인문학적 고민

10.29.(토) 13:00-14:00 ●

폐막식 인문주간 폐막식

· 여행이 어려운 팬데믹 시대에 같이 

  떠나보는 러시아 역사 도시 탐방

  시리즈 다섯번째, 여섯번째 강연

10.29.(토) 14:00-14:30 ●

2022 제17회 인문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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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학교   서울특별시

포스트 팬더믹 시대, 미래를 여는 인문학

숭실대학교 HK+사업단  ☎ 02-820-0839

● 온라인 ● 오프라인

| 인문한국플러스(HK+) 사업단

구분 프로그램명 내용 일자 시간 유형

개막식 인문주간 선포식 · 2022년 인문주간 개막식 10.24.(월) 13:00-14:00 ●

강연

포스트 팬더믹

시대,

미래를 여는 인문학

· 포스트 팬더믹 시대, 미래를 여는

  인문학

· 장소 : 벤처관 512호

10.27.(목) 11:00-12:50 ● ●

체험 역사를 함께 걷다 1

· 포스트 팬더믹 시대,

  역사로 과거와 소통하다

· 장소 : 한국기독교박물관

10.28(금) 14:00-15:00 ●

체험 역사를 함께 걷다 2

· 동작에서 만나는 역사현장

· 장소 : 동작구일대(사육신묘,

           장승배기등)

10.28(금) 13:00-18:00 ●

폐막식 인문주간 폐막식  2022년 인문주간 폐막식 10.29.(토) 13:00-13:30 ●



구분 프로그램명 내용 일자 시간 유형

강연
인문주간

특별 주제 강연

· 메타버스와 문화콘텐츠 융합

· 장소 : 중앙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904호

10.28.(금) 14:00~15:00 ●

중앙대학교   서울특별시

메타버스와 문화콘텐츠 융합

중앙대학교 인문콘텐츠연구소  ☎ 02-813-7353

● 온라인 ● 오프라인

2022 제17회 인문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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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프로그램명 내용 일자 시간 유형

강연

포스트팬데믹 시대 

치유의 미술:  

재난, 기억,

그리고 연대

· 해당 프로그램은 강연 및 참석자들과의 

  대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재난의 상황 안에서 사회 구성원

  들이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며 함께

  극복해 나가는 순간들을 기록하거나

  사람과 사람들을 잇는 매개체 역할을 

  했던 역사 속의 미술 작품들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과거의 기억들이  COVID -19 사태를 

  겪고 있는 현대인들과 경험과 교차하는 

  부분들을 찾아보고, 포스트팬데믹

  시대를 준비함에 있어 사회 구성원들의 

  결속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0.26.(수) 19:00-2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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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서울특별시

포스트팬데믹 시대 치유의 미술 :

재난, 기억, 그리고 연대

서강대학교 트랜스내셔널인문학연구소  ☎ 02-706-1521

● 온라인 ● 오프라인

| 인문한국플러스(HK+) 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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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제17회 인문주간

한국외국어대학교 1   서울특별시

하나되는 우리, 화합과 상생의 문화공감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HK+국가전략사업단  ☎ 02-2173-2451

● 온라인 ● 오프라인

구분 프로그램명 내용 일자 시간 유형

개막식 인문주간 선포식
· 개막선언 및 주요행시 프로그램 소개

· 장소 : 한국외대 똘레랑스 채널
10.24.(월) 14:40-15:00 ●

공연

카자흐스탄 문화

소개, 전통악기

공연과 노래 배우기

·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공감 창출

· 장소 : 교수회관 세미나실
10.24.(월) 15:00-16:00 ●

체험

우즈베키스탄 문화 

소개, 전통모자

만들기 체험

·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공감 창출

· 장소 : 교수회관 세미나실
10.24.(월) 16:00-17:00 ●

강연

(인문학 콘서트)

인문학으로 여는 

통일

· 인문학의 눈으로 보는 통일과 화합

· 장소 : 교수회관 세미나실
10.25.(화) 15:00-17:00 ●

강연

(인문학 콘서트)

유라시아의 심장부에

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 유라시아에서 시작된 국제정세

· 장소 : 교수회관 세미나실
10.26.(수) 15:00-17:00 ●

공연

중앙아시아 춤과

노래 공연, 음식 및 

의복 체험

· 물질적 풍요 보다는 정신적

  행복을 주는 인문학

· 장소 : 노천 광장

10.27.(목) 15:00-17:00 ●

강연

(인문학 콘서트)

공감과 어울림을

향한 문화대장정

·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살펴보는

  유라시아 문화와 인문학

· 장소 : 교수회관 세미나실

10.28.(금) 14:00-16:00 ●

강연
사진+N행시

공모전 수상

· 일상에서 찾은 화합의 순간과 의미 

· 장소 : 교수회관 세미나실
10.28.(금) 16:00-17:00 ●

폐막식 인문주간 폐막식
· 폐막선언 및 주요행사 결과보고

· 장소 : 한국외대 똘레랑스 채널
10.28.(금) 17:00-17:20 ●



구분 프로그램명 내용 일자 시간 유형

체험

안중근 의거

113주년 -독립과 

민주의 현장을

찾아서-

· 시민·외국인과 함께 걷는 독립과

  민주의 현장 (답사코스: 백범기념관-

  효창공원 김구묘역-삼의사 묘역-

  임정요인 묘역-식민지역사박물관-

  남영동 옛 대공분실)

· 장소: 백범기념관 및 용산일대

10.26.(수) 14:00-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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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2   서울특별시

독립과 민주화의 세계화

한국외국어대학교 세미오시스 연구센터(언어연구소·외국문학연구소)  ☎ 02-2173-2158

● 온라인 ● 오프라인

| 인문한국플러스(HK+) 사업단



한국외국어대학교 3   서울특별시

포스트 팬데믹 시대, 인도로 다시 제자리 찾기!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연구소 HK+사업단 간디아슈람  ☎ 02-2173-2979

● 온라인 ● 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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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프로그램명 내용 일자 시간 유형

전시
<공존의 땅 인도> 사

진 전시회 

· 인도의 사람, 자연, 유적을 담은

  40여점의 사진 전시

· 장소 :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10.24.(월)-
28.(금)

19:00-17:00 ●

강연

<인도 어디까지

가봤니? 시즌 2> :

인도와 티벳의 장례 

문화 체험기

· 인도와 티벳 여행에서 마주한

  두 나라의 상이한 장례 문화를

  외국인의 시각으로 이야기해본다 

· 장소 : 웹엑스(Webex)

10.27.(목) 19:00-19:40 ●

강연

<인도 어디까지

가봤니? 시즌 2> :

팬데믹 뚫고

인도 여행 2020

·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던 시기   

  인도를 여행했던 기억을 이야기

  하면서 당시 인도 현지 상황에 대한 

  실감나는 이야기를 들어본다 

· 장소 : 웹엑스(Webex)

10.27.(목) 19:40-20:20 ●

강연

<인도 어디까지

가봤니? 시즌 2> : 

1997년, 그 해 겨울 

인도를 기억하다

· 1997년 인도 여행의 기억을

  소환하고 당시 잘못 이해했던

  사실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 장소 : 웹엑스(Webex)

10.27.(목) 20:20-21:00 ●

콘서트 <어디가 인도야>

·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는 한국외대

  인도학과 학생들이 인도를 소재로

  한 영상물(다큐멘터리, 유튜브 등)을 

  소개 및 분석하고, 특히 인도를

  부정적인 이미지로 다루고 있는

  영상물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을 진행  

· 장소 : 웹엑스(Webex)

10.28.(목) 19:00-2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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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 기원 전시, 전쟁과 평화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 031-330-4852

● 온라인 ● 오프라인

| 인문한국플러스(HK+) 사업단

한국외국어대학교 4   서울특별시

구분 프로그램명 내용 일자 시간 유형

전시 전쟁과 평화
·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 기원 전시

· 장소 : 서소문 성지 역사 박물관

10.25.(화)-
11.19(토)

11:00-17:30 ●

개막식 전쟁과 평화
·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 기원 전시

· 장소 : 서소문 성지 역사 박물관
10.25.(화) 11:00-13: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