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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인문주간 개최를 축하하며

무릇 모든 학문은 사회와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다. 인문학의 역할 또한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롭게 탐색되어야할 것이다. 유례를 찾기 힘든 고속 성장의

대중과 함께 하는 인문학을 위해‘열림과 소통의 인문학’
을 모토로 개최했던 인문주간 행사가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이하게

질주 속에서, 유독 실용성과 효용성을 강조해온 우리 사회는 성장 동력의 둔화와 함께 정신적 혼란과 공백을 경험하고 있다. 물질적 가치에 대한 맹종과

되었습니다. 올해 행사는 한국학술진흥재단과 한국과학재단 등이 하나로 통합되어 지난 6월 새롭게 출범한 한국연구재단

경쟁에서 이겨야 산다는 강박 관념에 우리 모두가 휘둘린 탓이다.

주최로 개최되어 인문사회과학뿐만 아니라 과학기술분야를 아우르는 행사로 진행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더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은, 삶을 둘러싼 근본적 질문들을 회피하고 기능주의적 사고에 안주하는 척박한 현실이다. 끝없는 욕망의 충족을 위해
열심히 뛸수록 진정한 행복은 그만큼 우리로부터 더욱 멀어질 뿐이라는 점을 그 동안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다.‘정신적 평화’
,‘아름다움’
,‘행복한 삶’
,
‘절제를 통한 삶의 미덕’같은 소중한 인문학적 가치들에 대한 깊은 성찰과 이의 사회적 확산이 절실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올해 행사는‘상상으로 여는 인문학’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국 곳곳에서 대학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민간단체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참여하는 인문학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2009년 9월 21일부터 27일 사이 전국 여러 지역에서 펼쳐지는 이 행사가 삶의 여유를 되찾고 그 동안 덮어두었던 삶의 근본 문제들을 새롭게 조명하는

21C 지식기반시대에 요구되는 중요한 덕목 중 하나인 창의성(Creativity) 즉 상상력은 인문학적 소양에 바탕을 두고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인문학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그는 스스로‘인문학이
없었더라면 나도 없고 컴퓨터도 없었을 것’
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이 말은 인문학적 상상력이 자신의 계발뿐만 아니라

특히, 한국연구재단 출범 후 진행하는 금년도 인문주간 행사는“상상으로 여는 인문학”
이라는 소주제를 내걸고, 다음의 취지에 부합하는 다양한

미래 산업의 중요한 원천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있다.
그간‘인문학의 위기’
란 말이 있어 왔었지만 어려운 경제 현실 속에서 오히려 인문학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왔습니다.
1. 창의적 사고에 기초한 학문간 통섭

CEO, 평범한 시민, 노숙자, 군인, 교도소의 재소자까지 인문학 강좌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단하고 힘든 일상에서

2. 인문학적 상상력의 현실적 구현

사람들은 인문학을 통해 삶의 위로를 받고 미래의 희망에 대한 메시지를 얻어 왔습니다.

3. 행복한 삶에 관한 인문학적 성찰

이번 인문주간행사에서 상상력의 원천인 인문학을 인문학자와 대중이 함께 누리고 즐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그

4. 각 지역 인문전통의 현대적 재발견

속에서 위로와 희망을 얻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인문학의 대중화를 위해 인문주간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5. 다문화 시대의 도래와 인문학의 역할

행사 주관 기관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사가 인문학 고유의 창의적, 포괄적 사유를 매개로 강퍅해진 우리 사회에 소통의 채널을 마련하고, 아울러 현실과 호흡하며 우리의 미래 설계에
필요한 상상력을 발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2009 인문주간 기획위원회

안병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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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여름 햇살과 함께한 농부들의 땀이 결실을 맺는 계절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주관으로 9월 21일부터 일주일 동안 <인문주간>
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인문학의 위기 상황’
을 타개하고, 사회적 문화적 자산으로서의 인문학의
중요성을 확산시킨다는 취지에서 기획한 <인문주간> 행사가 금년으로 네 번째 해를 맞게 되었습니다.

주관기관별 행사 안내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연구지원 기관들을 통합하여 지난 6월 출범한 한국연구재단은 전 학문분야에 대한 연구 지원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학문간 융합을 통한 새로운 연구 영역 개척에 도전하는 선진 연구지원기관입니다. 다양한 학문분야의 균형적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발전과 학문 간 상호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추구하는 한국연구재단은 <인문주간>의 원래 취지를 되새기며 이를 계속

경희대학교 문과대학 실천인문학센터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동국대학교 문과대학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빠르게 변화하는 삶에 대한 차분한 성찰을 주도하고, 눈앞에 전개되는 현상들의 근본적 의미를 긴

성신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호흡으로 반추하며, 먼 미래를 내다보는 창의적 시각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일들은 인문 정신이 제대로 발휘될 때 가능합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철학연구소

우리 재단이 인문연구소지원, 인문저술지원, 인문석학강좌 운영 등과 같은 굵직한 인문학진흥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갖는 이유도

한국학중앙연구원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최첨단을 달리는 한편 우리

강릉원주대학교 인문대학

고유의 개성 있는 인문학 전통을 일구는 일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KAIST 인문사회과학연구소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맞아 전국 각 지역에서 총 16개 기관이 다채로운 행사를 펼치는 <인문주간>이 인문학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타 학문분야와의 대화와 소통을 활성화 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행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여러
기관의 관계자분들과 한국연구재단의 실무 담당자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계명대학교 논리윤리교육센터
부산대학교 점필재연구소
울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박찬모

(주)아트앤스터디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과거와 현재의 공간에서 열리는 상상의 공동체 인문학

2009 인문주간 기획 주제는‘과거와 현재의 공간에서 열리는 상상의 공동체 인문학’
이다.
본 행사가 펼쳐지는 지역은 뚝섬유원지 - 건국대 전철역 주변 - 건국대 - 건국대 병원으로, 서울 동부의 중심축이다. 이 지역은 교통의 요지로 최근 많은

9월 21일 (월)
한강르네상스역사문화기행 :
한강나루를 밟으며 듣는
역사이야기
시간 : 10:00-13:00
오
장소 : 뚝섬 한강 시민공원
전
답사장소 : 한강을 따라 뚝도나루,
광나루, 송파나루까지의
도보답사
강사 : 신병주 교수(건국대 사학과)

인구가 유입되고,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하는 젊음의 거리가 형성되고 있으나, 아직 인문학적 가치가 결합되지 못한 단순 소비문화가 지배하는 실정이다.

인문주간 선포식
시간 : 15:00-15:10
장소 : 건국대학교 새천년관
국제회의실

소비 일변도의 피폐한 문화지형도를 새롭고 풍요롭게 그리기 위해, 우선 역사유적을 도보와 자전거로 답사하고, 과거 한강에서 이루어졌던 뱃놀이의 풍류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현하는 역사∙문화적 상상을 통해 과거와 현재가 소통하는 인문학을 구현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병고에 시달리는 환자들에게 시와 음악이
있는 인문학적 치유와 다문화 지역민들과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상생의 한마당을 펼쳐, 문화적 상상을 통해 현재의 갈등을 치유하는 인간성 회복의
을 통해 이 지역을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다문화거리로 만드는 구체적인 시안들에
인문학을 구현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능동로 문화포럼’
대한 논의의 장을 시작하고, 인문학적 상상력이 경제의 주체인 기업들의 활동과 어우러져 21세기를 선도하는 문화적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통해 인문정신을 바탕으로 환경과 인간이 공존하는 새로운 공동체 문화를 창달하는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건국대학교 새천년관 국제회의실

http://kuhri.konkuk.ac.kr

오
후

인간의 창의와 열정은 기술과 문명의 발전을 일궈내는 중요한 자산이다. 인간의 탐구와 도전에 의해 세상은 또 다른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응용의 기반인 기초’
와
‘실용의 밑받침이 되는 원칙’
이 중시되어야 하며, 기초와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서는‘인간 중심의’
‘인간 본연의’접근이 요구된다. 그리고 그 해답은 인문학에서 찾을 수 있다. 인문학 연구를
통해 모든 학문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은 실용과 응용을 밑받침하는 기초학문의 토대를 구축하고, 이를 위해 연구자 개인을 중심으로 한 접근의 틀을 깨고, 동시에

인문학적 상상력과 기업문화
▷국악과 양악의 퓨전음악 공연
시간 : 15:10-15:35
장소 : 건국대학교 새천년관
국제회의실
출연진 : 가야금합주단 여울
▷자전거 공연
시간 : 15:35-16:00
장소 : 건국대학교 새천년관
국제회의실
출연진 : BMX 자전거공연단

9월 22일 (화)

9월 23일 (수)

능동로 문화포럼
시간 : 15:00-17:00
장소 : 건국대학교 새천년관
국제회의실
사회 : 김기덕
(건국대 문화콘텐츠 교수)
맹형재(경기도 도시 디자인
총괄본부장)
- 제목 : 도시 디자인
이무용(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 제목 : 홍대 문화거리 조성 컨셉
종합토론 : 인문학이 있는 능동로
문화거리 조성 토론

▷선유락
시간 : 14:00-16:00
장소 : 뚝섬 한강유람선
선착장(선상행사,
뚝섬선착장~한남대교
아래 순환)
출연진 : 채수정 판소리 예술단,
또랑광대 협의회
▷뒤풀이 난장
시간 : 16:00-17:30
장소 : 뚝섬 한강유람선 선착장

▷CEO 좌담회
시간 : 16:00-18:00
장소 : 건국대학교 새천년관
국제회의실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학제 간 연구의 구심점으로서, 또 인문학 연구의 중핵으로서, 그 소임을 다 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시와 춤이 있는
치유와 회복의 음악회
시간 : 19:00-21:00
장소 : 건국대학교 지하 1층 로비
공연장
출연진 : 김용택시인 외

저
녁

행사문의 : 02) 450-3885, 455-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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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5일 (금)

서사와 풍류가 있는 한강 선유락
▷고사 및 풍물마당
시간 : 13:00-14:00
장소 : 건국대학교 문과대학 앞

문학∙역사∙철학이라는 제한적인 인문학의 범주도 뛰어넘어, 다른 학문영역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제휴를 통하여 인문학의 범주를 확장하는 동시에, 인문학 연구의 기반을 강화하는 데 매진
할 수 있는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이런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연구자 개인의 전문적이고 개별적인 약진을 지원하되, 이를 기반으로 공동의 협력연구

9월 24일 (목)

한강르네상스역사문화기행 :
두 바퀴 한강 인문학
시간 : 10:00-13:00
장소 : 뚝섬 한강 시민공원
답사장소 : 풍납토성, 송파나루
답사
강사 : 황혜진 교수
(건국대 국어국문학과)

지역민을 위한
다문화 상생의 한마당
시간 : 19:00-21:00
장소 : 건국대학교 학생회관 중강당
출연진 : 김명자, 김기희(또랑광대),
다문화공연단, 유학생,
퓨전국악
‘우레’

kuhri@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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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문과대학 실천인문학센터

지역 인문정신의 재발견

21일(월)

22일(화)

23일(수)

24일(목)

25일(금)

지역별 및 기관별 행사 - 15개 지역
- 행사내용 : 작품 전시회, 문화예술 공연, 문학∙역사 유적지 탐방, 바자회 등
(참여기관 표 하단에 명기)
대학과 시민이 함께하는 글쓰기 공모전
-주

경희대학교 문과대학 <실천인문학센터>는“상상으로 여는 인문학”
을 모티브로“지역 인문정신의 재발견”
이라는 소주제를 가지고, 우리들의 지역사회 시민들의

제 :“인문학과 우리의 삶”

- 응모대상 : 경희대학교 대학생, 지역 청소년, 시민인문학강좌 15개 지역기관 인문학강좌 수강생, 등

생활 속에 흐르고 있는 인문 정신을 재발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실천인문학센터>의 <시민인문학강좌>가 개설∙운영되고 있는 지역

될 것이며,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대학에게는 지역사회의 요구를 인지하고 공헌 방법을 찾아낼 기회가 될 것이다. 지역 인문정신의 재발견은 과거를

- 시간 : 18시

- 장소 : 경희대학교

- 장소 : 경희대학교

크라운관
글쓰기 공모전 시상식

인문도서 전시회

- 시간 : 18시30분

- 장소 : 경희대학교 청운관 광장

- 장소 : 경희대학교
크라운관

돌아보고 미래를 여는 작업이 된다. 이러한 일은 인문학적 상상력이 요구된다.‘2009 인문주간’행사를 통해 지역 사회에 공헌하려는 경희대 <시민인문학강좌>의
정신을 확대 심화하고,‘상상으로 여는 인문학’
이란 주제를 좀 더 구체적인 차원에서 심화 발전시키고자 한다.

실천인문학 세미나

- 시간 : 16시~21시

네오르네상스관 105호
- 발제자

및 기관과 함께‘2009 인문주간’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지역 인문정신의 재발견은 <시민인문학강좌>가 실시되는 지역 주민들과 기관 실무자들에게는 자기정체성에 대한 성찰과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갖는 계기가

인문학 영화제

곽충근 실무담당자
유혜경 실무담당자
- 토론자
김진해 교수
이경석 교수

※ 행사 참여 기관(15개 - 서울 및 수도권)
1) 노숙인 쉼터 시설
만나샘(용산구 효자동)
게스트하우스(성동구 송정동)
열린여성 (용산구 서계동)
화엄동산(중구 신당동)
2) 지역자활센터
강북 지역자활센터(강북구 송천동)
노원 지역자활센터(노원구 상계2동)
노원남부 지역자활센터(노원구 월계동)
노원북부 지역자활센터(노원구 상계1동)
강동 지역자활센터(강동구 천호동)
성동 지역자활센터(성동구 도선동)
광진 지역자활센터(광진구 자양동)
관악일터나눔 지역자활센터(관악구 미성동)

경희대학교 문과대학 실천인문학센터

http://gaya.khu.ac.kr/human (홈페이지 개편중)

경희대 문과대학 <실천인문학센터>는 2007년 3월 인문학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학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의 수행하며 인문학의 활성화를 획기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개원하였다.

경기광역 지역자활센터(수원시 권선구 세류1동)
3) 지역 및 기관
(사)열린사회 동대문시민회(동대문구 전농동) 푸른시민연대(동대문구 이문동)

2007년 차상위 소외계층, 지역자활센터, 노숙인 단체 등의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3개 지역기관에서‘경희대 시민인문학 강좌’
를 진행하였다. 2008년에는 한국학술진흥재단과
서울특별시청의 지원으로 서울 및 수도권의 15개 지역기관에서 시민인문학 강좌를 운영하였다. 2009년에는 지역자활센터, 차상위 계층 시민, 노숙인 시설을 대상의 시민인문학강좌(총 15개 기관

행사문의 : 02) 961-0673

phkh0673@khu.ac.kr

/ (구)한국학술진흥재단 및 서울특별시청 지원), 교정시설 수용자 대상의 인문학강좌(총 4개 교도소 / 서울지방교정청과 협약), 청소년 인문학강좌 등의 시민인문학강좌의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2| 2009 인문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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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적 상상력, 아름다운 삶을 열다
- 자기 변화로서의 인문학적 상상력

구분

19일(토)

20일(일)

21일(월)

23일(수)

“이성과 감성의

장충단공원

“인문학적 상상력, 아름다운 삶을 열다-자기 변화로서의 인문학적 상상력”
이라는 주제는 효용만능이라는 문맥에 포획되어 있는 우리 현재의 삶을 반성적으로

“글로벌 무대에서의

“하이테크문화와

이중주”

동질화와 이질화”

하이터치 문화”

유흔우 교수

오국근 명예 교수

봉일원 교수

Ⅱ. 강연

“공학자가 말하는

14:00~18:00

인문학적 상상력과

“장충단심야인문강좌 - 아폴론과 디오니소스”
(강좌),“인문학적 상상력, 소통과 창조”
(학술강연),“명상체험 - 중용적 삶과 노마드적 삶,『혼불』함께 읽기”

문화관

과학기술”

(체험),“남산에서 시인을 만나다, 시적 상상력과 현대 삶”
(답사 및 토론회)라는 인문학적 상상력이 춤추는 세 개의 큰 마당을 마련하여 시민과 지역사회,

제3세미나실,

(번역학 연구소)

덕암세미나실

전영일 교수,

가치의 사회적 확산과 인문학의 지평을 넓혀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26일(토)

“인문학적 상상력, 소통과 창조”

화, 목

그리고 비인문학 전공자 및 비인문계열 직업 종사자 모두가 마음껏 소통하고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어 내고자 한다. 이런‘공감의 축제장’
을 통해 인문학적

25일(금)

(우천시 동국대 문화관 덕암세미나실)

19:00~21:00

기획한 것이다.

24일(목)

“장충단 심야 인문 강좌 - 아폴론과 디오니소스”
Ⅰ. 강좌

성찰하고,‘아름다운 삶’
,‘행복한 삶’
의 조건이‘자기 변화’
이며, 이러한 변화는 함께하는 것, 즉 다른 것을 만나서 자신이 변이하는 것임을 확인하고자

22일(화)

조의연 교수
Ⅲ. 체험

“한국 인문전통과
다문화 삶”
(동서사상 연구소)
김항배 명예교수,
최인숙 교수

“명상체험 - 중용적 삶과 노마드적

영월 법흥사

삶,『혼불』함께 읽기”

토, 9:30 출발

유흔우 교수, 정영효 시인
“남산에서 시인을
만나다”

Ⅳ. 답사 및 토론회

(남산, 선상규박사)

14:00~18:00

“시적 상상력과

남산일원 및

현대 삶”

명진관 A103

(명진관 A103,
김갑기 교수)

행사문의 : 02) 2260-3756

gilhm@dongguk.edu

동국대학교 문과대학 www.dongguk.edu
동국대학교는 불교정신을 건학이념으로 1906년 5월 8일 명진학교라는 이름으로 처음 개교하였다. 그 후 중앙불교전문학교(1930년), 혜화전문학교(1940년), 동국대학(1946년)을 거쳐
1953년에 국내 최초의 종합대학으로 개편되어 금년에 개교 103주년을 맞이했다.
문과대학은 1946년에 설치된 문학부를 전신으로, 현재 9개 전공의 학부 및 대학원에 1,500여 명의 재학생과 60여 명의 교수진, 그리고 부설 연구기관으로 동서사상연구소, 번역학연구소를
두고 있다.‘문성(文星)’
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문과대학은 한국전통문화의 전승과 심화, 그리고 세계화라는 동국대학교의 교육목적 실천에 선도적인 대학으로 자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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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상상의 노를 저어 문화의 바다로 항해하는
- 일 곱 가지 빛깔의 인문강좌

행사내용과 일정
첫 번째 빛깔 : 도시와 인문학적 상상력
시간 : 15시-18시/장소 : 서강대학교 김대건관(K관)101호

9월 21일(월)

전담강사 : 김문희
발표자 : 표정옥, 박지현, 김문희, 김윤상, 박제철, 정의진

서강대학교 인문과학 연구소에서는 현대 사회에서 인문학이 인간의 정신에 중요한 자양분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인문주간을 통해 다시 한 번

9월22일(화)

상기시키고자 한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상상력을 자극하는 다양한 문화 매체들을 통해 인문주간을 빛내고자 한다. 일 곱 가지의 문화테마를 통해서 시민,

- 9월25일(금)

두 번째 빛깔: 공연 & 전시관람 : <박물관이 살아있다>
시간 : 9월22일(화)-9월25일(금) : 4시30분 공연, 9월25일(금) : 2시 공연 -총5회공연/장소 : 마포아트센터
전담강사 : 김윤상

대학생, 어린이, 외국학생들이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향유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도시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인문학이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가,
체험형 전시 공연을 통해 어떻게 문화의 주체가 되는가, 문학과 관련된 중국과 프랑스 영화를 감상함으로써 영화를 보다 생산적으로 해석하는 방법,
인문서적을 읽고 품평회를 통해 진정한 토론 문화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인문학 외의 타학문들이 어떻게 자신의 학문과 인문학을 연관시킬 수 있는가,

세 번째 빛깔 : 문학과 영상의 만남
9월23일(수)

전담강사 : 박지현(중국 영화), 정의진(프랑스 영화)

- 9월25일(금)

단양의 온달산성과 유적지를 답사하면서 과거와 현대의 교차된 상상력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안성바우덕이 축제>를 통해 현대 사회에 축제가 어떤

9월23일(수)-9월25일(금) 3시-6시 : 강연, 영화상영, 감상문대회
서강대학교 김대건관(K관101호 : 9월23일) 가브리엘관 (GA109호 : 9월24일/25일)

인문학적 상상력을 제공 하는가 등 다양한 고민이 오가는 상상의 문화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네 번째 빛깔 : 인문서적 품평회 경연대회
9월23일(수)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http://human.sogang.ac.kr
마포문화재단(마포아트센터)

시간 : 16시-18시/장소 : 서강대학교 다산관(D관)101호

http:/club.cyworld.com/inmoon-sogang(2009 인문주간 행사 참여 홈페이지)

전담강사 : 박제철

http://www.mapoartcenter.or.kr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소장 : 송효섭 국문과 교수)는 인문과학 부문 학과 간의 학문적 유대를 강화하여 인문과학 전반에 걸쳐서 종합적 연구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1967년 9월에 설치
되었습니다. 연구소는 인문계 학과의 소속 교수들로서 구성되며, 동양문화 및 구미 문화 전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합니다. 또한 연 6~8회에 걸쳐 <콜로키움>(학술공동토론회)을 정기적으로

다섯 번째 빛깔 : 타전공과 소통하는 인문학 파워포인트 발표 대회
9월24일(목)

시간 : 16시-18시/장소 : 서강대학교 김대건관(K관101호)

개최하여 학문 분야간 협동연구를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전담강사 : 이민호

마포문화재단(이사장 : 신영섭 마포구청장) 마포구민들에게 보다 풍성하고 다채로운 문화예술을 전하기 위해 마포아트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획을 통하여 수준 높은 공연과 전시,
스포츠와 문화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왔습니다. 마포문화재단은 더불어 사는 복지 마포를 실현하고 마포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들의 문화적 감성과 창조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여섯 번째 빛깔 : 과거와 현재의 만남 : 역사답사 <충북 단양의 유적지>

문화 복지를 구현하는 중심이 되겠습니다.

시간 : 08시-19시/장소 : 서강대학교 정문 출발

9월26일(토)

(AM 8시 출발-PM 7시도착)
전담강사 : 조범환
일곱 번째 빛깔 : 문화체험과 인문학 : <안성바우덕이>와 안성문화체험
시간 : 08시-19시/장소 : 서강대학교 정문 출발

9월27일(일)

(AM 8시 출발-PM 7시도착)
전담강사 : 표정옥

행사문의 :
-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02) 705-8229

pyowu@paran.com

- 마포문화재단 : 02) 3274-8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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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채움의 인문학

소통마당 : 인문학 멘토링
15시~18시 성신관 110호
21세기 오늘의 인문학
9.21 (월) 강연 : 오종록(성신여대)
취업에 응용하는 인문학적 상상력
- 이미지와 스토리텔링의 힘 강연 : 박민영(성신여대)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각박한 이 시대의 불안과 위기를 견디기 위해 시간도 돈처럼 소비하며 살아왔습니다. 자극적이고 감각적인 영상과 소리와 몸짓들에

9.22 (화)
나눔마당 : 소통하는 인문학
14시~16시 성신관 110호

우리의 시간을 소비하면서도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 행사는 인문학적인 상상력을 여러 방면으로 구현해보는
기획들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앞만 보며 달려가는 현대인들이 시간은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것이며, 거기에 인문학이 유용한 매개가 될 수

9.23 (수)
인문학과 사랑 - 우리 시대의 사랑법 강연 : 고미숙(고전평론가)

있으리라는 것을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잰 걸음을 늦추고 여유로움을 갖고 시간을 차곡차곡 채워 가다보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사는
이 사회는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사는 사회를 어떻게 그려내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을 채우고 소양을

9.24(목)

채우고 마음을 채우는 인문학. 채움의 인문학이라는 취지 아래 9개의 마당을 구성했습니다.

9.25(금)

성신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http://www.sungshin.ac.kr/human
성신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소장 : 오종록 사학과 교수)는 문화 연구를 활성화하고 그 성과를 지역 및 현장에서 활용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국제학술대회와 국내학술대회, 국내외 저명학자들의 초청 강연회, 연구 성과의 출간 등에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이제 사회 구성이 고도화하면서 인문학의 보급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그 동안 축적한 역량을 사회에 보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찰마당 : 치유의 인문학
논리마당 : 시대의 물음에 답하는 인문학
- 청소년 책문경진대회 14시~15시 40분 성신관 110호
대상 : 중,고등학생
접수 : 9월 14일부터 선착순 100명
이메일로 신청서 접수
(human@sungshin.ac.kr)

체험마당 : 열린 인문학
15시~18시 수정관 앞 운동장
흥 - 전통놀이체험
멋 - 전통공예체험, 강습 : 매듭장 김은영
수정관 406호, 수정관 앞 운동장
9.26(토) 맛 - 전통음식체험, 떡살문양찍기 등
힘 - 전통무예체험, 강습 : 대한책견협회
16시~17시

상상마당
: 상상 그 이상의 인문학
15시~18시
수정관 B동 10층 1025호

가족한마당
: 아버지가 들려주는 인문학 이야기
- 캠페인 -

14시~18시
인문학적 상상력을 여러 형태로 구현하여 수정관 앞 운동장
그 성과물을 책으로 엮는 행사

14시~18시
수정관 B동 8층 835호
비밀스러운 자신만의 이야기를 엽서에 담아
많은 이들과 공유하는 치유의 장
�비밀엽서와 엽서함은 행사장 곳곳에 마련
됨.

깨는마당 : 인문학의 무거운 껍질 깨기
14시~17시 수정관 앞 운동장
역사 속 인물 및 문학작품 속 인물 코스
튬플레이와 재미있는 그림판 사진연출
어울림 마당 : 그림자 연극
17시 30분~19시 수정관 415호
한국 전래동화 - 해님 달님
역사를 다시 보는 그림자극
- 불국사 별이 된 소년
공연 : 극단 영
행사문의 : 02) 920-7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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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철학연구소

열림과 소통, 인문전통의 현대적 재발견
- 대학과 지역의 새로운 공감을 위하여

- 진행 : 최정화 교수(외대 통번역대학원 한불과, 한국이미지커뮤니케
이션 대표)
9/21
(월)

인문학의 영원한 도구,
언어 : 프랑스어권의 재
발견, 한국의 재발견

오후 4시

- 인사말 : 박철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외대

�엘리자베스로랭(Elisabeth Laurin) 주한 프랑스 대사

이문캠퍼스

�테드 림만(Ted Lipman) 캐나다 대사

국제관 애경홀

�라바 하디드(Raba Hadid) 주한 알제리 대사
�아마두 다보(Amadou Davos) 주한 세네갈 대사

‘열림과 소통’
이라는 큰 주제 아래 열리는 이번 행사는 다문화 시대의 인문학의 역할에 대해 함께 생각하면서, 지역 주민 및 지역 학생들과 더불어‘지역
인문 전통의 현대적 재발견’
을 선도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그 세부 기획으로서,‘나를 넘어 우리로’
는 다문화 시대의 핵심 쟁점인 여러 개별
종교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일찍이 다문화 사회를 경험한 나라들의 문화적 특성과 분위기를 엿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또‘용인시 유교 전통문화의 답사’
에서는

�무스타파 카마리 (Mustapha Khammari) 주한 튀니지 대사
9/22

조선시대 교육자료 전시 및 특강 :

오후 2시

(화)

전통의 소통과 현재에 대한 성찰

외대

용인 지역에 흩어진 유교 전통의 재발견을 목표로 한다. 특히 용인시의 숨겨진 문화유적을 발굴, 답사함으로써 내 삶의 터전을 바로 알고, 내 고장의 과거와

오후 2시

현재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지고자 한다. 또한, 인문학의 영원한 도구인 언어와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인문 전통을 재고찰하는 시간이 더불어 펼쳐질

9/23 종교문화특강 :

외대

것이다.

(수)

왕산캠퍼스

나를 넘어 우리로 I

후복관 3층 소극장
한국외국어대학교 철학연구소 http://human.hufs.ac.kr

행사 진행 : 박희영 교수 (외대 철학과, 서양고대철학전공)
- 이슬람교 : 이원삼 교수(선문대 종교학과)
- 불교 : 김원명 교수(외대 철학과)
- 그리스정교 : 박노양(파리 성세르기우스정교신학원 졸업)
- 힌두교 : 이은구 교수(외대 인도어과, 인도문화전공)

왕산캠퍼스
- 사회 : 윤성우 교수(외대 철학과, 서 도서관 4층
양근현대철학 전공)
- 인사말 : 노명환 교수(외대 사학과)

세계민속박물관 내
특별전시관

- 특강 : 김수명(음성역사기록관 대표)
김풍기 교수(강원대, 고전문학 전공)

행사 진행 : 신정아 교수 (외대 프랑스어과, 프랑스문화전공)

한국외국어대학교 철학연구소(소장 : 윤성우 철학과 교수)는 현대 철학과 문화 분야에 대한 창의적 연구를 통해 진리를 탐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류의 평화에 이바지하며, 새로운 문화의

9/24

창조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철학 및 문화 연구를 통한 학술지 발간과 비교 연구 및 세미나 개최, 그리고 국내외 저명 학자 초청 강연회와 각종 교양 강좌 개설을 통해 인문학의 실제적

(목)

적용에 힘쓰고 있는 연구소입니다.

-프랑스 영화 : <페르세폴리스>(2007)
오후 2시
다문화 영화제 및 공연 : 외대
왕산캠퍼스

나를 넘어 우리로 II

후복관 3층 소극장

9/25
(금)

-일본 영화 : <달은 어디에 떠 있는가?>(1993)
-한국 영화 : <파이란>(2001)
행사 진행 : 신정아 교수 (외대 프랑스어과, 프랑스문화전공)
- 베트남 영화 : <그린 파파야 향기>(1993)
- 중국영화 : <말등 위의 법정(馬背上的法庭)>(2006)
- 민속 공연 : 르 스펙타클, 인도어과 공연동아리, 중앙아시아어과 공
연동아리.

9/26
(토)

용인시 유교 전통문화의
답사 : 지역 전통의 재발
견과 그 현대적 의미

행사문의 : 031) 330-4059

20| 2009 인문주간

오전 9시
출발지 :
외대 왕산캠퍼스

행사 진행 : 이영학 교수 (외대 사학과, 한국근대사 전공)

학생회관 앞
swyun2002@hanaf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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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중앙연구원

시와 삶의 인문학 마당

21일(월)

27일(일) - 30(일)
시와 만나다
(시민시인 시화전)

열림의
마당

오프라인 전시
광화문 중앙광장
시와 통하다

이 행사는‘시’
라는 의사소통 매개를 통해, 근로자∙장애인∙주부∙노인∙다문화 가정∙학생 등 우리 시대의 다양한 시민 시인들의 삶의 애환, 지혜,

15:00-17:00

희망과 미래를 공유하고, 시와 삶에 관한 전문가의 강연을 통해 일상의 고단한 삶을 인문학적 교양의 지평에서 새롭게 승화시킬 수 있는 기획되었습니다.

소통의

이를 위해 시 낭송, 온-오프라인 시화전, 시민시집의 발간 등을 통해, 지극히 개인적 영역에 머물러 있던 개인의 정서를 대중과 함께 호흡하고 시민사회

마당

서울역사박물관 강당
강연 및 시낭송 :
박동규(전 서울대교수)

속에서 상호 소통할 수 있도록 끌어내게 되며, 이는 곧 인문학적 가치를 확대 재생산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시민시인들(8명내외)
행사문의 : 031) 709-4412

hychoi@aks.ac.kr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www.aks.ac.kr
한국학중앙연구원은“한국문화의 심층연구 및 교육 등을 통하여 한국학을 진흥”
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입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는, 한국문화에
관한 인문∙사회과학적 연구, 국내외 한국학 분야 연구자 및 교수 요원 양성, 한국고전 자료의 수집∙연구∙번역 및 출판, 한국학 연구 성과의 발간 및 보급,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및
디지털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편찬∙보급, 한국학 학술 정보의 전산화 및 보급, 한국학의 연구∙보급∙확산을 위한 국내외 학계와의 교류∙협력, 한국문화에 대한 국제적 이해 증진 및 지원
등과 관련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2| 2009 인문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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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원주대학교 인문대학

문화의 시대를 열어가는 상상과 체험의 인문학

9. 21(월)

9. 22(화)

서구문화와 인문학
- 주관자 : 박영주
- 사회자 : 전일균

인문주간 행사의 대주제는“열림과 소통”
이며, 금년도 소주제는“상상으로 여는 인문학”
이다. 본 인문학주간 행사 프로젝트는 폐쇄적이고 국한된 전공
연구실과 대학 강단에서 벗어나 물과 공기 그리고 자연처럼 그 속에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모든 대중이 필요로 하는 인문학의 지평을 넓히려는 것이다.
이는 인문학 제공자(교수, 초청강사, 공연자, 답사안내자)의 일방적인 소개나 안내에서 탈피하여 대중과 강단 인문학 사이의 소통의 장을 만들려는 것이다.
그리고 인문주간에 개최되는 각종 인문학 행사에서 행사 개최자와 수용자라는 정적인 역할의 틀을 깨고 개최자는 물론 수용자도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어

<세미나 + 동영상 + 회화>
1) 문화적‘차이’
의
이해와 소통을 위한
문화적 상상력
발표 : 최재식
토론 : 신인섭(강남대교수)

강릉원주대학교 인문대학 행정실

능력을 배양시켜 국가 및 인류사회에 봉사하는 전인적인 인간을 양성하는 데 있다. 따라서 국가와 인류에 봉사하고, 삶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다양하게 탐색하는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는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일본학과, 철학과, 사학과, 유아교육과의 8개 학과가 설치되어 명실상부한 인문대학의 학풍을 진작해 나가고 있으며,

<강연>
한∙중∙일‘역사의 분쟁’
을 넘어서
강연 : 박경수

<공연 + 문화체험>
민요와 함께하는 사랑과 삶의 인문학
- 우리의 민요

10:00~12:00
장소 : 강릉 평생교육정보관 영상음악실

강연 및 해설 : 강등학
공연 : 김형조, 유영란, 강남기
(정선아리랑 기능보유자)

15:00~17:00
장소 : 양양 문화복지회관 2층 소강당

2) 여성의 몸과 예술
발표 : 주경식
토론 : 박은숙

<문화체험>
일본 전통문화 체험과 전시회-Ⅱ
주관자 : 김태영, 히구치 다카코

http://www.gwnu.ac.kr

강릉원주대학교 인문대학은 동해의 억센 물결과, 대관령의 맑은 정기의 조화 속에 태동된 인문과학의 심오한 연구와 새롭고 폭넓은 탐구에 의한 올바른 가치관 함양, 합리적 사고 및 창조적

9.24(목)
<답사 + 문화체험>
신사임당의 세상읽기와 가족생활
답사 및 해설 : 이규대

<강연>
중국의 시와 문화, 그리고 현실
강연 : 김만원

함께 어울려 교감하고 소통하는 문화의 장을 열고자 한다. <문화의 시대를 열어가는 상상과 체험의 인문학>이라는 행사 주제를 걸고 인문학자들과 일반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에서 세계로 나아가는 인문학을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9.23(수)

14:00~17:00
장소 : 인문관 201호

14:00~17:00
장소 : 해람문화관 소공연실

14:00~17:00
장소 : 학생복지관 5층 비령아트홀

<공연 + 문화체험>
민요와 함께하는 사랑과 삶의 인문학
- 세계의 민요
주관자 : 홍영희

18:30~20:30
장소 : 학생복지관 5층 비령아트홀

13:00~18:00 장소 : 오죽헌, 경포 일대
서구문화와 인문학
- 주관자 : 박영주
- 사회자 : 전일균
<세미나>
3) 신화의 세계와 서구문화
발표 : 안진태 토론 : 육현승
4) 죽음, 운명 그리고 철학
발표 : 이현모
토론 : 양국현(명지대 겸임교수)
14:00~16:00 장소 : 인문관 201호
<강연 + 동영상 + 시연>
기수련과 동아시아의 신명 축제와 문화
강연 및 시연 : 김백현
19:00~21:00
장소 : 강릉시 평생학습도시추진단
‘행복한 모루 한마루’

<전시> 일본 전통문화 체험과 전시회-Ⅰ/주관자 : 김태영, 히구치 다카코

지역 주민과 함께 언어, 사상, 문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인문학적 대화와 소통의 소임을 다하고 있다.

10:00~17:00 장소 : 해람문화관 전시실
<강연 + 문화체험> 시도 지어보고 시화도 감상하고/주관자 : 양문규 초청시인 : 이홍섭
10:00~17:00 장소 : 인문대학 장미공원
9.24(목) 15:00~17:00 - 초청시인 특강 및 시 품평회
<축제 + 문화체험>
독일의 카니발 축제 퍼레이드/주관자 : 김창진
14:00~17:00
장소 : 강릉대학로 및 솔올공원

상상으로 여는 공연 한마당
<공연>
1) 셰익스피어 비극의 명장면(원어극)

<강연 + 영화상영>
중국의 협객과 욕망, 그리고 무협영화/강연 : 유경철
15:00~17:00
장소 : 양양 문화복지회관 2층 소강당
<강연>
행복과 기복에 대한 철학적 성찰/강연 : 이호근
19:00~21:00
장소 : 강릉시 평생학습도시추진단‘행복한 모루 한마루’
행사문의 : 033) 640-2097∙2099

24| 2009 인문주간

2) 셰익스피어의『한여름 밤의 꿈』
(뮤지컬)
주관자 : 이혜경
16:00~18:00
장소 : 해람문화관 대공연장

baekes@nukw.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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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학, 과학과 이야기를 만나다
- 우주에 대한 행복한 상상

21일(월)

23일(수)

24일(목)

25일(금)

SF 스토리텔링 워크숍

인간∙우주∙상상(강연)

SF 스토리텔링 워크숍

천문대 가는 길(저자 초청 강연)

15:00~18:00,

14:30~17:30,

15:00~18:00,

14:30~17:30,

15:00~16:30

KAIST 시청각실(N4)

KAIST 시청각실 (N4)

KAIST 시청각실(N4)

KAIST 터만홀 (E11)

KAIST 시청각실(N4)

“갈릴레이, 다윈을 만나다”

인문학과 과학은 서로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과 자연의 본질 탐구라는 동일한 목표를 추구합니다. 인문학과 과학의 만남은 단지 서로 다른 학문

22일(화)

인간∙우주∙상상(강연)

장대익 교수(동여대)

“시나리오 워크숍”
육상효 감독(인하대)

“21세기 우주론은 물리학자의 전유 “SF 특강”

영역에 대한 이해에 그치지 않고, 인간과 자연의 본질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연구소는 인문학과 과학,

물일까?”

이야기의 만남을 통해 우주에 대한 행복한 상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획강연‘우주∙인간∙상상’
은 인문학자와 과학자가 인간과 우주에 대해 각각 어떻게

박우석 교수(KAIST)

정재승 교수(KAIST)

설명해왔는지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첨성대’
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과 강연과 퓨전국악공연은 한국의 천문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신, 우주, 인간”
김대륜 교수(KAIST)
“상상하는 뇌”
김정훈 교수 (KAIST)

“CG의 세계”
노준용 교수(KAIST)

저자 : 전용훈 교수(교토산업대)
저서 :『천문대 가는 길』

“매혹적인 이야기의 구조”
전봉관 교수(KAIST)
제4차 첨성대 대토론회(심포지엄)

첨성대 천년의 꿈(공연)

13:00~17:00,

17:00~18:30, KAIST 시청각실

KAIST 시청각실(N4)

(N4)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밖에도 우리 연구소는 인문학과 과학의 행복한 만남을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스토리텔링 워크숍, 글쓰기 대회 등 다채로운

숙명 가야금 연주단
기념사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한국 문명사에서 첨성대의 의미” 퓨전 국악 공연
(전상운)

KAIST 인문사회과학연구소 http://hss.kaist.ac.kr
KAIST 인문사회과학연구소는 1997년 설립된 이래로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협동을 통해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주요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해왔습니다. 또한

기조강연

한국의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기관인 KAIST 내에 설치된 인문∙사회과학 연구소인 만큼 인문학과 과학기술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주간해왔습니다. 2008년부터는 한국연구재단의

“제1차~제3차 첨성대 대논쟁의 성

지원을 받아 시민인문학 강좌를 개최해 인문학과 과학기술의 소통은 물론 대전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와 과제”
(송상용)
발표/토론
“동아시아 천문학 전통에서 본 첨성
대”
(이문규/전용훈)
“첨성대와 신라사”
(김기흥/전덕재)
“왕도 경주와 첨성대”
(조세환/윤선태)
“고대 종교와 첨성대”
(김일권/이욱)
“현대 천문학으로 본 첨성대”
(박창범/이용복)
KAIST 과학 글쓰기 대회 시상식
(공모전)
14:00~15:00,
KAIST 행정동 제1회의실
행사문의 : 042) 350-8007

26| 2009 인문주간

kaisthumanity@gmail.com

Humanistic Imagination Exploring New Paths |

27

계명대학교 논리윤리교육센터

상상의 인문학
- 다문화의 창

21(월)

22(화)

개회식
2009 인문주간 개회식

23(수)

24(목)

영화∙토론대회

강연∙시청∙토론

영화 속‘인문’
을

목요철학세미나와

토론하다

대중예술의 만남

25(금)

26(토)

27(일)

답사∙문화체험

답사∙문화체험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
신화와 역사를

신화와 역사를

찾아 떠나다(1박 2일)

찾아 떠나다(1박2일)

이강화(대구교대)

이주 노동자와 더불어 결혼 이주가 급증하면서 우리 사회도 본격적인‘다문화 시대’
로 접어들었으며‘문화 충돌’
의 가능성마저 예견되는 가운데‘불안한

11:00~11:30

13:00~17:50

동거’
를 시작하고 있다. 그런데 다문화란 말을 단순히 이주민들에 대해서만 국한시켜 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른바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나타난

대구 반월당 메트로센터

대구영상미디어센터

필연적 현상인 것이다. 이러한 다문화 사회에 있어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덕목이며, 열림과 소통을 위한 노력은 무엇보다

분수광장

-스크린 씨눈

복합적 형식으로 진행할 것이다.

인각사, 군위군 한밤마을

일대 삼국유사 유적지

다문화체험

다문화체험

다문화체험

다문화체험

다문화, 빛을 찾아

5일간의 다문화체험

5일간의 다문화체험

5일간의 다문화체험

5일간의 다문화체험

5일간의 다문화체험

떠나는 길

몽골

인도

네팔

베트남

11:00~13:30
협성재단 강당

전시

전시

교육프로그램의 연구 개발 및 교재와 교수법 개발을 위한 통합 연구를 실행하는 것이다. 센터의 두 번째 사업은「철학과 논술」
이란 저널을 발행하여 논리∙논술 및 윤리인성 교육을

사진과 닥종이 인형으로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주요사업은 목요철학세미나와 연계한 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연구 및 운영이다. 본 센터의 이러한 활동은 <철학의 대중화, 대중의 철학화>라는

보는 다문화 가족

대구∙경북지역에서 논리∙인성교육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센터 설립 이전부터 다년간 행하여진 목요철학세미나와 철학∙논술캠프, 그리고 논리∙논술연구실 운영 등
다각적인 연구와 교육활동을 실시한 결실이 토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본 센터의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사업은 논리∙논술 교육프로그램과 윤리∙인성

목요철학세미나의 이념을 바탕으로 인간다움에 기초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고, 인문학의 본격적인 대중화를 선도할 것이다.

군위군 한밤마을, 팔공산

다문화체험

15:00~17:30

계명대학교 논리∙윤리 교육센터는 계명대학교에서 실시하는 철학∙윤리학 특성화 사업팀의 본격적인 활동을 위해 2006년 8월 1일 설립되었다. 3년이라는 짧은 활동기간에도 불구하고

09:00~12:00

14:00~22:30

공연∙토론

대구문화예술회관 소극장

계명대학교 논리윤리교육센터 http://www.klogic.kr

15:00~19:00
계명대학교 바우어관

강판권(계명대)

시청각실

절실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인문학이 본래적 사명을 자각하며 상상의 나래를 펴고서 다문화사회를 향한 창을 열고자 한다. 따라서 본 행사는‘불안한 동거’
를
시작한 결혼 이주민의 문제를 중심에 두고, 또 하나‘문화 충돌’
의 중요한 진원지인 전통문화와 현대문화를 이해와 열림, 소통과 만남이라는 목표 아래 장르

이기훈(계명대)
현진현(소설가)

11:00~13:30

11:00~13:30

15:00~17:30

스페이스 콩코드

신짜오(베트남 전통식당)

전시

전시

전시

사진과 닥종이 인형으로

사진과 닥종이 인형으로

사진과 닥종이 인형으로

보는 다문화 가족

보는 다문화 가족

보는 다문화 가족

인도로 가는 길
(인도 전통식당)

12:00~19:00

10:00~19:00

10:00~19:00

10:00~19:00

대구 반월당 메트로센터

대구 반월당 메트로센터

대구 반월당 메트로센터

대구 반월당 메트로센터

분수광장

분수광장

분수광장

분수광장

인도네시아
11:00~13:30
발리인다
(인도네시아 전통식당)
전시

사진과 닥종이 인형으로 사진과 닥종이 인형으로
보는 다문화 가족

보는 다문화 가족

10:00~19:00

10:00~19:00

대구 반월당 메트로센터 대구 반월당 메트로센터
분수광장

분수광장

아름다운 방송, 다문화 인터넷 나비TV와 함께
인문주간 다문화관련 행사 매일 안내와 보도, 중요 행사 생중계
행사문의 :
- 계명대학교 논리윤리교육센터 : 053) 580-5550 eunomia@kmu.ac.kr
- 솔 열린대학 : 053) 746-8004 jhc0717@hanmail.net
동아백화점

28| 2009 인문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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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점필재연구소

상상으로 여는 인문학
- 인문과 과학으로 지역의 미래를 꿈꾸다

14일(월)

15일(화)

16일(수)

17일(목)

18일(금)

19일(토)

20일(일)
원로대담
실학정신과 서양과학

오전
10:00
-

초청원로 : 이동환

12:00

(고려대 명예교수)
예림서원

본 연구소는 2009 인문주간에 총 9개의 행사를 개최하게 된다. 이들 행사는 고전과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인문고전 메카로서의‘밀양’
을 재발견하고,
인문과 과학의 만남을 통해 지역의‘미래’
를 꿈꾸는 축제의 한 마당으로 기획되었다. 본 연구소는 2009 인문주간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림서원∙
영남루 등 밀양의 수려한 전통 문화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며, 지역의 문화적 역량을 이끌고 있는 밀양박물관, 밀양문화원, 밀양문학회, 밀양연극촌
등과도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그리하여“열림과 소통 : 상상력으로 여는 인문학”
이라는‘2009 인문주간’
의 정신이 밀양에서 활짝 꽃피우는 계기가 될

오후

개막좌담

문화체험(1)

폐막좌담

1:00

지역에서 꿈꾸는

박물관에서 만나는

일상에서 펼쳐지는 인문과

-

인문과 과학의 만남

우리과학의 전통

과학의 만남을 위해

3:00

향촌

밀양박물관

향촌

것이다.
부산대학교 점필재연구소 http://jpj.or.kr

시화전시
오후
2:00

부산대학교 점필재연구소(소장 정출헌)는 밀양이라는 한국의 주변부에서 인문고전과 지역문화를 깊이 연구함으로써, 우리 고전을 21세기를 열어가는 인문정신으로 새롭게 되살리고자 한다.

-

점필재 김종직 선생은 성리학의 학맥을 열어가고, 지방의 신진문사를 교육하였으며, 새로운 문풍을 일으키는 등 조선전기 문명 기획에 큰 발자취를 남긴 분이다. 본 연구소는 점필재 선생과

6:00

우리 삶과 함께 한

古風서린 옛터에서

密陽江을 노래하다

상상하는 고전의 삶

밀양문학회
영남루, 남천강

그의 제자들의 문집 자료를 오늘의 언어로 번역하고 깊이 연구하여 다양한 문화 컨텐츠로 기획∙보급하며, 밀양을 비롯한 부산∙경남 일대의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고전의 대중화 작업을

밀양지역 문화유산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2009년 현재 <고전연구부>, <고전번역부>, <고전자료부>, <교육사업단>, <고전문화콘텐츠기획단> 및 <인문한국(HK) 고전번역학센터>에 50여 명의 연구원이 함께 하고

기획강좌(1)

기획강좌(2)

기획강좌(3)

문화체험(2)

있다. 밀양이 우리고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연구하고 함께 생활하는 연구공동체를 일구고, 그리하여 인문고전으로 지역문화를 활짝 꽃피우는 아름다운 진경(珍景)의 거점이

동양적 사유와

나노과학과

신화적 상상력과

연극으로 만나는

과학정신의 깊이

인문학의 접속

인문정신의 미래

서양고전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저녁
19:00
-

이용주

정세영

김용호

셰익스피어의

(서울대)

(부산대)

(성공회대)

<한여름 밤의 꿈>

밀양시립박물관

밀양시립박물관

밀양시립박물관

밀양연극촌

21:30

전기간
행사문의 : 055) 350-5886∙5887

30| 2009 인문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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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전시
조선의 人文精神을 열어간 사람 : 점필재 김종직 선생/밀양시립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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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행복을 나누는 인문학

9월 22일(화)
‘태화강에서 즐기는
인문학 산책’개막식

23일(수)

24일(목)

상상력과 창의력 :
동해 남부선 이야기1

21세기의

인문학이 내게로 왔다

원동력을 찾아서

25일(금)

26일(토)

인문학, 건축을 만나다1

인문학, 건축을 만나다2

(울산 전통 건축의 사회사)

(울산 고건축 답사)

27일(일)

동해 남부선 이야기2

10:00~16:00
동해남부선답사/

‘행복을 나누는 인문학’
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인문학의 가치를 지역사회에 보급하고 이를 매개로 지역민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무심코 지나치던 일상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을 인문학적 시선으로 재발견함으로써, 인문학이 우리 삶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시민들이

18:00~20:30

남창역탐방/남창장체험

태화강 십리대밭

/간이역음악회

16:00~18:00

15:00~16:30
울산시민연대 교육관

울산대 인문관

허영란

느끼게 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기획한 것도 그러한 까닭입니다. 인문학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심포지엄

인문강좌 수강
체험담 발표

10:00~11:30
울산대 시청각교유관

10:00~16:00

강영환(울산대 건축학부)

동해남부선답사/

이종서

(울산대 역사문화학과)

산책에 나서는 가벼운 발걸음만으로도, 얼마든지 인문학의 향기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태화강에 부는 산뜻한 바람 속에서, 울산 곳곳에 숨어 있는 고건축의

10:00~16:00

태화강에서 즐기는 인문학 산책

숨결 속에서, 동해남부선의 간이역과 5일장에서 만난 이웃들의 정겨운 삶에서, 행복한 삶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들을 편안하게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

종일

(울산대 역사문화학과)

덕하역탐방/덕하장체험/
간이역음악회
허영란
(울산대 역사문화학과)

태화강 십리대밭
‘우리 안의 행복을 찾아서’
(UCC상영)/
‘울산 전통 건축의 아름다움’
(전시)/각종 공연/문화체험
행사문의 : 052) 259-2647

ulsanhumanity@hotmail.com

울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http://cms.ulsan.ac.kr/humanity
울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는 인문대학의 각종 학술행사, 초청강연회, 심포지엄 등을 지원하고 인문과학 각 분야에 걸친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1989년 1월 1일에 설립되었습니다. 본
연구소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현대 학문 사회에서 인문학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인문학의 이론을 심화하는 동시에, 이를 실제에 적용하여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문대학 수요콜로키엄 및 학술세미나 개최,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팀 활동 지원, 국제학술강연회 - <세계로 여는 窓> 개최, 연 1회『인문논총』발간, 인문대학
내 초청강연회 지원 등의 활동을 지속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수년간‘울산지역사 연구’
,‘한 중 일 3국의 의사소통구조 비교 연구’
,‘카리브해의 문화현상과 담론’등의 과제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를 토대로 울산 지역과 아시아, 나아가 세계와의 소통을 위한 연구소와 지역학계의 역할이 무엇인지 꾸준하게 고민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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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

감성의 벗

21일(월)

22일(화)

23일(수)

24일(목)

25일(금)

책의 생명력전
�감성의 상상력전/고속버스 터미널 2층 U-스퀘어
�꿈꾸는 인문방/인문백서 전시(전남대 도서관 본관 2층 로비)
�독서클럽/고속버스 터미널 2층 U-스퀘어
문화게릴라

‘상상으로 여는 인문학’
을 주제로 하는 2009년 인문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한국연구재단이 후원하고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가 주관하는 발표, 전시,

�연극

연극, 강의를 포함한 3개 분야의 7개 행사를 주관한다.“문화 게릴라”행사에서는 오늘날 대학생들이 경제 불황과 취업난의 여파로 순수학문 탐구보다는
실용과 취업의 열쇠로 작용하는 스펙을 쌓기에 여념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극, 전시, 글쓰기를 통해 시민들과 대학생들에게 인문학적 상상력을 키우고,
창의적인 사유의 계기를 마련하고 인문학적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한다.“책의 생명력”
전에서는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발산하는 책의
역동성을 공유하고,“우리시대의 인문강의”
에서는 인문학 분야별로 최고의 인문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8명의 인문학자를 선정하여 수준 높은 인문학 강의의

구엔돌린 퍼어슨의
“버지니아 그레이의 초상”

�현대미술 바로알기
서울시립미술관, 덕수궁미술관,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연출/임채광, 백현미 교수

관람 및 토론 평가

출연/박사라(불문과),

장소/인문대1호관 학술회의실

정다운(국문과)외 15명

�감성찾기 글쓰기 공모전(수상작품 선정 및 수상)
장소/각 학과 전공강의실 및 학술회의실

시간/오후3시

장을 펼친다.

장소/인문대 3호관 소강당
우리시대의 인문강의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 http://www.altair.chonnam.ac.kr/~inmunwon
권오현(서울대 독어교육과)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는 1971년 전남대학교 문리과대학 부설연구소로 출범하여 2003년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로 최종 개명되었다. 본 연구소는 인문과학분야의 학술 연구 활동을
통해 인문과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학술연구, 자료의 수집, 정리 및 활용, 연구성과 및 연구자료의 간행, 연구발표회의 개최, 타 연구기관 및 학회와의 연구상의 교류협력의
장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소는 사회가 요구하는 이러한 시대적∙이념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인문학이야기> 사업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여러 우수한 학자들의 강연을 듣고 함께 토론할 수 있는

표세만(군산대 일문과)
“일본문화의 이해방법”

시간을 마련함으로써 대학 교직원뿐만 아니라 대학생/대학원생을 포함하여 일반인들까지 다양한 학문적 주제를 접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시간/오후2시

학술 집담회, 서적출판 등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인문학이 사회 안에서 좀 더 실용적인 학문으로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장소/일문과 전공강의실

행사문의 : 062) 530-3119∙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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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한양대 국문과)

“미래의 리더와 다문화 소통능력”“한국 한문학”

윤학로(강원대 불문과)
“프랑스 애니메이션”

시간/오후3시

시간/오후3시

시간/오후3시

장소/독문과 전공강의실

장소/국문과 전공강의실

장소/불문과 전공강의실

김동수(전남대 사학과)
“호남문화론”

윤정묵(전남대 영문과)
“음악과 함께하는 예이츠의 시”

김시준(서울대 명예교수)
“중국문학, 새로운 길을 찾다”

시간/오후3시

시간/오후3시

시간/오후4시

장소/사학과 전공강의실

장소/영문과 전공강의실

장소/중문과 전공강의실

노양진(전남대 철학과)
“몸 철학”
시간/오후3시
장소/철학과 전공강의실

bettyey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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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시간여행을 통해 본 인문학적 가치의 재발견
- 우리의 과거∙현재∙미래 상상하기

구분

21일(월)

22일(화)

23일(수)

9:00

15:00

<이주민의 삶을 통해본 우리의 현재와 미래 상상하기 :
집담회>
사회자 : 강희숙(조선대 국문과 교수)
장소 : 조선대 본관 4층 다목적세미나실
시간 : 15시~18시
발표자 : 나타샤 외 5인
토론자 : 문석우 외 5인

<인문주간 선포식>
사회자 : 이재영(조선대 철학과 교수)
장소 : 조선대 서석홀

실용성과 효용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현실에서 잠시 벗어나 과거와 미래로의 시간여행을 통해 우리의 현재적 삶을 성찰하기 위하여 본 연구원에서는
2009 인문주간의 주제로“시간여행을 통해 본 인문학적 가치의 재발견 - 우리의 과거∙현재∙미래 상상하기”
를 기획하게 되었다.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통해 과거인들의 풍부한 신화적 상상력, 정신적 평화를 획득한 삶의 여유 등을 경험하고 이를 현재적 삶 속에서 어떻게 구현할지 생각해 볼 것이다. 우리가

16:00~18:00

처한 현재적 문제는 한둘이 아니다. 그 중에서 본 연구원이 속한 광주∙전남 지역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재적 과제는 다문화가정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이에 다문화와 관련된 행사를 통해 본격적인 다문화 시대의 도래를 앞두고 인문학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점검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영상문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인문학적 시각으로 SF영화를 감상하는 능력을 기르고, 영화 속에 상상된 우리의 미래상에

19:00~22:00

대해 성찰해 보고자 한다.

<신화와 상상력 : 동서양 신화와의 만남>
장소 : 조선대 중앙도서관 7층 영상세미나실

<기조강연>
주제 :“나는 상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강연자 : 진형준(홍익대 불문과 교수)
장소 : 조선대 서석홀

시민강좌 1 : 한국 신화
강연자 : 김수중(조선대 국문과 교수)

<영화 속, 우리가 상상하는 미래 : 인문학의 눈으로 SF 영화보기>
장소 :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영화 1 : 화씨 451
진행자 : 박상준(판타스틱 편집위원)

구분

영화 2 : 메트로폴리스
진행자 : 홍성남(영화평론가)

24일(목)

<불교+차+도자기 문화체험>
진행자 : 최성렬(조선대 철학과 교수)
일시 : 25일 9시~26일 17시(1박 2일)
장소 : 전남 강진/해남/무안군 일대
출발 일시 및 장소 : 25일 9시 조선대학교

본 연구원은 조선대학교의 건학이념인‘개성교육, 생산교육, 영재교육을 통한 세계인의 양성’
을 실천하기 위해, 문학∙언어학∙역사∙철학 등 인문학 전반에 관한 학술연구를 수행함을
9:00

『인문학연구』발간 4.『인문학연구총서』
,『인문학자료총서』등 단행본 발간 5.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의 능동적 추진을 통해 인문학의 위기를
극복하고 인문학 연구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학문후속세대 양성 및 인문학의 대중화에도 적극 기여하고자 한다.

19:00~22:00

<인문의 땅, 상상의 길 : 기행>
진행자 : 이종범(조선대 사학과 교수)
시간 : 9시~18시
장소 : 전남 장성/담양군 일대
출발 시간 및 장소 : 9시 조선대학교

<신화와 상상력 : 동서양 신화와의 만남>
장소 : 조선대 중앙도서관 7층 영상세미나실
시민강좌 3 : 인도 신화
강연자 : 류경희(한국외대 전임연구원)

시민강좌 4 : 라틴아메리카 신화
강연자 : 박종욱(부산외대 연구교수)

시민강좌 5 : 그리스 신화
강연자 : 염수균(조선대 철학과 교수)

<영화 속, 우리가 상상하는 미래 : 인문학의 눈으로 SF 영화보기>
장소 :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영화 4 :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진행자 : 정경운(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행사문의 : 062) 230-6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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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토)

<아시아의 춤과 음악 : 공연>
장소 : 조선대 서석홀
시간 : 15시~18시
공연자 : 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5개 단체

15:00

16:00~18:00

영화 3 : 혹성탈출
진행자 : 이향준(전남대 철학과 강사)

25일(금)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ttp://ih.chosun.ac.kr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원에서는 1. 인문학 제 분야에 관한 조사와 연구 2. 인문학에 관한 세미나, 심포지엄, 강연회 등 학술행사 개최 3. 기관지

시민강좌 2 : 이집트 신화
강연자 : 정규영(조선대 아랍어과 교수)

영화 5 : 1984
진행자 : 임경규(조선대 영문과 교수)

영화 6 : 브라질
진행자 : 김형중(조선대 국문과 교수)

ihcu@chosu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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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상상으로 여는 인문학

9/21(월)

9/22(화)

9/23(수)

9/24(목)

제주민의 내면세계 제주민화展-탐라인의 삶속으로
전시회 : 9월 21일~10월 4일

10:00-17:00

주관 : 제주대 박물관
장소 : 제주대학교 박물관
제주신화의 상상력과 현대적 재발견 -탄생-

행사소개 : 우리의 인생을 연극, 마당극 등의 Performance 통해 표현해 봄으로써 삶을 가치를 성찰하고 추구해야 될 행복과 방향을 생각해 본다. 제주는
신화 전설의 고향으로 인문학의 상상력과 현대적 재발견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제주의 탄생과 관련된 지역과 신당을 탐방함으로써 신화와 전설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문화산업콘텐츠 자료로서의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바쁜 세상을 살아가는 도시민에게 제주 올레는 느림의 중요함과 삶의 여유를 되찾을 수
있는 쉼터가 되고 있다. 길을 걸으며 문화를 경험하고 우리의 삶의 속도를 회고해 본다.

10:00-17:00

행사취지 : 지역적 특성을 십분 활용하여 강연이나 토론회보다는 역사 풍속 문학 등의 문화적 내용이 담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당시의 일들을 상상해보고

현장답사

현장답사

문화체험

제주탄생 신화기행

제주탄생 신당기행

올레길을 걸으며 문화를 즐기며

- 아! 탄생 신비로움으로

- 탄생, 남겨진 비밀

- 여유로운 삶과 가치

주관 : 제주대 박물관, 인문과학연구소

주관 : 제주대 박물관, 인문과학연구소

주관 : 제주대 인문과학연구소

출발지 : 제주시청 정문 앞

그 담긴 뜻을 이해하여 인문학의 흥취를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속적이고 연계적인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용을 체계화하고 대중에게

장소 : 삼성혈, 연혼포 등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문화컨텐츠의 발굴로 이어질 수 있는 행사로 운영한다.

http://museum.jejunu.ac.kr

출발지 : 제주시청 정문 앞

장소 : 화천사, 오석불 등

장소 : 제주올레 11코스

연극 공연
18:30-20:00

주관 : 제주대 영어영문학과
제목 : A midsummer night’
s dream

제주대학교 인문대학(학장 : 김승한 일어일문학과 교수)은 언어, 문학, 역사, 철학, 사회, 예술에 대한 탐구를 통해서 인간의 정신 활동과 관계되는 인간현실에 대한 바른 인식과 학문적

<한여름 밤의 꿈>

접근을 통해서 휴머니즘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참여기관인 제주대학교 박물관은 제주도를 중심으로 국내외의 고고∙미술∙역사∙민속∙인류학 분야의 자료를 수집.

주관 : 제주대 중어중문학과
제목 : 超速三代 <과속스캔들>(원어연극)

주관 : 제주대 일어일문학과
パ 一 ト タ イ ム ∙ ゴ 一 ス ト」
<파트타임 고스트>(원어연극)

장소 : 제주도 문예회관 소극장

전시하고 민속조사, 지표조사와 발굴조사 등의 학술조사 활동을 벌여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참여기관인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는 인문학 대상
학술논문집의 발간, 국내외 학술대회, 강연회, 학술 간담회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여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출발지 : 제주시청 정문 앞

Performance로 본 삶의 가치 -상상력의 밤-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http://humanities.jejunu.ac.kr
제주대학교 박물관

녹색자연 그리고 인문학

행사문의 :
-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 064) 754-2702∙2703 skk123@jejunu.ac.kr
- 제주대학교 박물관 : 064) 754-2241∙2242
-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064) 754-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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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트앤스터디

人文學에 길을 묻다

구분

21일(월)

22일(화)

23일(수)

24일(목)

25일(금)

예술강좌 11:00~13:00 | 고전강좌 15:00~17:00 | 현대사상강좌 19:00~21:00
생생한

�매일 3개 강좌 개설 & 온라인 생중계

인문학
이정우

정병규

한창호

최종덕

심상영

<들뢰즈 철학의 정수> 외

<책, 디자인으로 말하다> 외

<미술이 영화에 빠진 날> 외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 이해> 외

<칼 융의 생애와 사상> 외

Live!

아트앤스터디는‘인문학에 길을 묻다’
라는 주제 아래 보다 많은 사람들이 쉽고 친근하게 인문학을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습니다.

인문학,

신청 접수

온라인 신청 ∙ 접수 (~9/30)

학교에 가다

오전 9시 시작

�10/5(월) 100개교 선정 및 발표

<생생한 인문학 Live!> : 예술/고전/현대사상을 주제로 인문학 특강을 개설하여 온라인 생방송 형태로 강좌를 실시간 방영합니다.
<인문학, 학교에 가다> : 전국 중∙고교 100개교의 교사 및 학생에게 고전, 문학, 철학, 논리학 등의 강좌를 1년간 무료로 제공하는 지원프로그램입니다.
<인문학 지식TV> : 유명 인문학자의 동영상 강좌 100여 편을 3개 채널에서 24시간 연속 방영합니다.
<인문학 퀴즈> : 인문학을 재미있고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한 퀴즈 프로그램입니다.
아트앤스터디 본사

인문학
지식TV

http://www.artnstudy.com

철학채널

미학채널

문화예술채널

09:00 이정우 세계 철학사의 주요 흐름

09:00 진중권 9인의 미학자를 찾아서

09:00 김지하 근대시의 현대적 재해석

12:00 고병권 니체 사상의 핵심

12:00 진동선 현대미술로서의 사진

12:00 김윤식 한국문학의 정체성

18:00 박정하 서양철학사 입문

18:00 이지영 들뢰즈의 영화론

18:00 임석재 한 눈에 보는 서양건축사

24:00 강신준 마르크스『자본』읽기

24:00 조광제 20세기 현대미술탐방

24:00 정남영 리비스의 삶문학론

…

…

…
�24시간 방송

�24시간 방송

�24시간 방송

아트앤스터디(대표 현준만)는 인문학∙문화예술 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1년 개설한 인문강좌 포털사이트입니다.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 넘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인문학 소외 계층에도
재교육과 평생교육의 기회를 두루 제공합니다. 철학, 미학, 문학, 영화, 미술, 건축, 사진, 음악, 역사, 전통문화 등 인문학과 문화예술 전 장르에 걸쳐 수준 높은 동영상 강좌를 제공하고

인문학

첫째날

둘째날

셋째날

넷째날

있으며, 다양한 강좌를 통해 시인 신경림, 김지하, 소설가 조정래, 박범신, 철학자 이정우, 진중권, 사회학자 이진경, 박노자, 고병권 등의 교수진이 네티즌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퀴즈

오전 9시 시작

24시간 진행

24시간 진행

24시간 진행

아트앤스터디는 인문학과 대중의 디지털 가교로서 인문학의 향기를 퍼뜨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날
오후 6시 마감
�9/26 당첨자 발표 및 시상

※ 상세 일정은 홈페이지 참조 www.artnstudy.com
행사문의 : 02) 323-1081

mikang@artnstudy.com

합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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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연락처
지역
서∙울

기관명

홈페이지

전화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ttp://kuhri.konkuk.ac.kr

02) 455-0335, 450-3885

경희대학교 문과대학 실천인문학센터

http://gaya.khu.ac.kr/human

02) 961-0673

동국대학교 문과대학

http://www.dongguk.edu

02) 2260-3756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http://human.sogang.ac.kr

02) 705-8229(연구소),

http://www.mapoartcenter.or.kr(마포문화재단(마포아트센터))

02) 3274-8600(마포문화재단)

성신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http://www.sungshin.ac.kr/human

02) 920-7299

한국외국어대학교 철학연구소

http://human.hufs.ac.kr

031) 330-4059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www.aks.ac.kr

031) 709-4412

강∙원

강릉원주대학교 인문대학

http://www.gwnu.ac.kr

033) 640-2099

충∙남

카이스트 인문사회과학연구소

http://hss.kaist.ac.kr

042) 350-8007

경∙북

계명대학교 논리윤리교육센터

http://www.klogic.kr

053) 580-5550(센터),
053) 746-8004(솔열린대학)

경∙남

전∙남

부산대학교 점필재연구소(밀양)

http://www.jpj.or.kr

055) 350-5886, 7

울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http://cms.ulsan.ac.kr/humanity

052) 259-2647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

http://www.altair.chonnam.ac.kr/~inmunwon

062) 530-3119(인문학연구소),
062) 530-3114(인문대학)

제∙주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ttp://ih.chosun.ac.kr

062) 230-6519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http://humanities.jejunu.ac.kr,

064) 754-2702~3(인문대학),

http://museum.jejunu.ac.kr(박물관)

064) 754-2241~2(박물관),
064) 754-2824(인문과학연구소)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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