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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축사 이사장축사

교육부 장관   서 남 수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이 승 종

제6기 석학과 함께 하는
인문강좌를 시작하며

제6기 석학과 함께 하는 
인문강좌 개강을 축하하며

 인문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일반 대중과의 폭넓은 소통을 위하여 2007년 시

작된‘석학과 함께하는 인문강좌’가 어느덧 6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이 강좌는 인문학

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국내 최고 석학의 강연을 들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인문학과 대중과의 거리를 좁히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평생에 걸쳐 쌓아온 탁월한 학문적 성과를 열과 성을 다하여 알기 쉽고 유익한 강좌

로 만들어 주시는 석학 강연진분들과 적극적으로 강의에 참여해 주시는 청중 여러분께 

이 지면을 빌어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과 삶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과 탐구를 근간으로 하는 인문학은 우리의 일상과 밀

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현대인들에게 삶의 새

로운 이정표가 되기도 하고,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준다는 점에서 인문학은 소통과 공감을 활성화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인에 대한 무관심에서 비롯되는 사회갈등과 소외현

상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이뤄내는 데 인문학의 역할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삶, 세상을 잇는 인문학’이야말로 개인과 사회에 대한 깊은 성찰과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다운 삶이 실현되는‘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국민의 행복과 문화융성이 강조되는 오늘날, 철학적 토대와 방향 제시, 담론 형성에 있

어서 인문학에 거는 기대와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 개개인의 창의성과 상

상력이 콘텐츠가 되고 일자리와 산업으로 이어지는 창조경제의 출발은‘인문학적 상상

력과 창조성’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문학의 사회 확산을 통해 개개인의 삶

의 질을 높이고,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러한 의미에서 석학 인문강좌가 문화융성과 국민행복을 구현하는 소중한 마중물이 되

길 기대합니다.

 2013년 석학과 함께하는 인문강좌를 통해 더욱 많은 분께서 인문학적 사고와 소통을 

강화하시는 계기가 마련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인문학 대중화를 위한 지

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강좌를 위해 애쓰신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과학기술이 물질적 풍요를 위한‘가능성의 학문’이라면, 인문학은 더불어 살아가는 삶

의 가치 실현을 위한 학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문학은 인간과 삶에 대한 성찰과 

탐구를 바탕으로 우리의 일상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인문

학과 대중과의 소통을 확대하고자 시작된‘인문학 대중화 사업’이 7번째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석학과 함께 하는 인문강좌’는 대한민국 대표 명품 인문학 강좌로써 

인문학 확산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에서 우리 재단은 남다른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부심의 배경에는 인문학의 여러 주제들을 우리 모두의 눈높이에 맞추어 쉽고 

흥미롭게 풀어내주시는 강연진 여러분의 열정과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시어 열린 마음으

로 경청하여 주시는 청중 여러분의 호응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강좌의 성

공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연구재단은 학문분야의 균형적인 발전과 학문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광범위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추구하는 우리나라 대표 연구지원기관입니다. 무엇보다도‘사람’을 

지향하고 중시한다는 점에서 우리 재단이 인문학에 갖는 관심은 특별합니다. 사람에 대

한 성찰과 이해만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재단은 인문학대중화 사업 이외에 대학 내 연구소 중심의 연구체계를 확립하여 

세계적 수준의 인문학 연구역량을 키우기 위한 인문한국(Humanities Korea) 사업을 통

해 학계의 인문학 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인문학을 중심

으로 하는 각종 학제간 연구와 세계인문학포럼을 통해 대한민국 인문학의 우수성을 세

계에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저술 출판 지원, 중점연구소 지원, 등 국내

외 인문학 증진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인문학에 대

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찾아 왔습니다. 대한민국 곳곳에 희망과 기

쁨이 깃들길 바라며, 아울러‘석학과 함께 하는 인문강좌’와 함께 사람과 삶, 세상을 성

찰하는 소중한 시간 만드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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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학인문강좌 소개 강연소개

한 영 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한국사

‘석학과 함께하는 인문강좌’는 한국 사회를 대표하는 학자들이 
일생을 바쳐 쌓아 온 연구의 결실을 공개 강연을 통해 대중들에
게 소개하고 함께 논의함으로써, 한국의 학계와 학자들이 지향해
야 할 전범을 제시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석학과 함께하는 인문강좌’는 지난 6년간 인문학 관련 분야만
이 아니라 타 분야의 학자와 지식인 및 지적 관심을 가진 일반 대
중들과도 그 연구성과와 문제 의식을 함께 고민해 왔습니다. 

 이제 6기를 맞이한‘석학과 함께하는 인문강좌’의 강연을 소개
합니다.

 한국 전통문화의 핵심이자 한국인의 문화적 유전인자(DNA)를 선비정신과 선비
문화로 설정하고, 선비정신의 키워드를“생명사랑”“홍익인간”“공익정신”으로 
이해한다. 다음에 그 내용을 종교, 철학, 예술, 정치, 기록문화 등으로 나누어 설
명하면서, 그 특성이 현재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음을 이해시키고, 나
아가 미래에도 한국과 세계문명의 새로운 담론으로 주목받게 될 것임을 전망한
다. 그리고, 선비문화의 담론은 고급문화의 한류(韓流)로 자리매김될 필요가 있
음을 제기한다.       
  
1장, 종교와 철학에 담긴 선비정신
  1) 선비정신의 뿌리 : <<단군신화>>에 담긴 천지인합일사상
     (1) 三神, 三臣. 天符印 三개, 三危太白, 率徒三千, 三七日, 人間360餘事, 
        御國1500年, 壽1908歲의비밀--三位一體, 포용적 조화사상, 우주공동체 
     (2) 弘益人間의 의미, 다사리, 
     (3) 庶子의 의미--독생자 아님
     (4) 阿斯達, 朝鮮의 의미--태양이 뜨는 동방, 서라벌, 새몽, 샛바람 
         * 삼한, 삼국, 삼천궁녀 등
     (5) 圓方角문화 ○□△,
     (6) 性善的 神話
     (7) 樂天性, 神仙 

   2) 선비정신과 우주관
     (1) 오행의 상생, 오행의 상극
     (2) 오행과 관련된 문화 : 음영오행표
     (3) 天文, 地理

2장, 예술에 담긴 선비정신
   1) 건축 (초가, 기와집, 무덤, 연못)
   2) 그림 (산수화)
   3) 음악, 악기 (범종) (민요) (삼박자) 
   4) 춤 (고구려고분, 싸이의 말춤) 
   5) 곡선문화 (야나기 무네요시(柳宗悅)와 안토니오 가우디의 비교)

3장, 정치와 기록문화에 담긴 선비정신
   1) 홍익인간과 공익정신(公益精神)
   2) 지도층의 의식주 생활의 절제
   3) 정책결정은 민심(民心)과 공론(公論) 존중
   4) 인사정책은 공선(公選) 존중 
      : 입현무방(立賢無方) 유재시용(惟才是用)의 의미, 과거제도의 특징
   5) 경제정책은 공전(公田), 토지공개념(土地公開念) 
   6) 기록정치의 발달: 정치의 거울
   7) 유네스코에 등재된 한국의 기록문화유산 소개

좌문인 강 6기석학과 함께하는

좌문인 강 1강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문리과 (학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

주요저서

 ▶『왕조의 설계자 정도전』

 ▶『다시찾는 우리역사』

 ▶『조선전기 사학사연구』

 ▶『조선전기 사회경제연구』

 ▶『조선후기 사학사연구』

 ▶『한국민족주의 역사학』

 ▶『역사학의 역사』

 ▶『조선왕조 의궤』

 ▶『문화정치의 산실 규장각』

 ▶『정조의 화성행차 그 8일』

 ▶『명성황후, 제국을 건설하다』

 ▶『조선 수성기 제갈량 양성지』

 ▶『실학의 선구자 이수광』

 ▶『꿈과 반역의 실학자 유수원』

 ▶『율곡 이이평전-조선중기 

      최고의 경세가 위대한 사상가』

 ▶『간추린 한국사』

 ▶『한국선비지성사』

 ▶『과거, 출세의 사다리』

 ▶『다시, 실학이란 무엇인가』(공저)

 ▶『대한제국은 근대국가인가』(공저)

 ▶『우리 옛 지도와 그 아름다움』(공저)

 ▶『대한민국 60년-성찰과 전망』(공저)

 ▶『행촌 이암의 생애와 사상』(공저)

경력사항

 ▷ 1991~2000 

 ▷ 1992~1996

 ▷ 1997 

 ▷ 2007~  

 ▷ 2012~2013  

 ▷ 2003~현재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서울대학교 규장각 관장

경기문화재단 이사

문화재청 사적분과 위원장

이화여자대학교 이화학술원 원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수상내역

 ▶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 수당학술상

 ▶ 경암학술상

 ▶ 민제 안재홍 학술상

미래와 만나는 한국의 선비문화

1) 프로필

2) 강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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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

2강

3강

세부
주차

종교와 철학에 담긴 선비정신

예술에 담긴 선비정신

정치와 기록문화에 담긴 선비정신



김 용 직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국문학

제1강 : 한국현대문학 연구

        한국현대문학 연구를 지망한 동기, 목적, 문헌연구의 시작 

        한용운『님의 침묵』의 본문비평 문제. C. 부룩스 실제비평이론 수용.

제2강 : 문예비평 방법론, 신비평과 종합론

      시론의 전제가 되는 비평방법 검토, 비교문학, 신비평 이론의 요점 파악, 절대주의 분석 비평과 외재적  

        연구의 통합으로 이루어지는 종합론 검토. 李陸史의 「광야」와 金素月의 「招魂」 읽기.

제3강 : 문학사의 방법과 근대문학의 기점 문제, 개화기 시가의 형성 전개

           문학사 가운데도 특수 형태인 詩史의 의의 파악, 근대문학 기점의 문제, 英正時代 시대인가 개화기 부터인가. 

        개화기 시가의 양식적 전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좌문인 강 2강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국문학과 (학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

주요저서

 ▶『한국근대시사』
 ▶『한국현대시사』
 ▶『김태준 평전』
 ▶『북한문학사』
 ▶『1945-1950, 한국시와 시단의 형성전개사』
 ▶『님의 침묵, 총체적 분석연구』

경력사항

 ▷ 1968 ~ 1975 

 ▷ 1975 ~ 1998

 ▷ 1994.3 ~ 1996.3 

 ▷ 2000.3 ~ 2005 

 ▷ 1998.5 ~ 현재 

 ▷ 2002.7 ~ 현재

서울대학교 교양과정부 조교수, 부교수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한국비교문학회 회장

한국문학번역원 이사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수상내역

 ▶ 현대문학상(1977) 

 ▶ 세종문화상(1987) 

 ▶ 대한민국문학상(1992)

 ▶ 삼일문화상(1997) 

 ▶ 만해문화상(2009)

도전과 성과 : 한국현대시 연구 50년

1강

2강

3강

세부
주차

한국현대문학 연구

문예비평 방법론, 신비평과 종합론

문학사의 방법과 근대문학의 기점 문제, 개화기 시가의 형성 전개

금 장 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동양철학

  이 강의는 한국사상사의 중심축을 이루는 유교사상이 조선시대와 근대(한말·일제강점기)의 시대에서 전개과정을 통해 제시하는 사상체계로서 세계

관을 이해하고 그 시대현실에 적응하는 과제와 이론을 해명하고자 한다.  조선시대의 통치이념을 뒷받침하면서 유교사상의 주류로 확고한 자리를 잡았

던 <도학-주자학>과 조선후기의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사상조류로서 <실학>이 궁극적 근원과 인간존재, 및 세계질서와 사회현실을 어떻

게 인식하고 대응하는지를 밝히고, 조선왕조의 몰락와 유교전통의 붕괴과정에서 한국근대유교의 변혁이론을 조망하면서, 역사적 변동기에 한국사상이 

지닌 적응역량을 살펴보고자 한다.

  1강에서는 (1)삼국시대 신라에 유교가 도입된 양상과 고려말에 주자학이 도입된 양상에 대비하여, 조선시대 도학이 지닌 시대사상적 성격을 음미하고, 

(2)조선시대 도학-주자학의 사유체계가 지닌 구조적 성격을 해명하고, (3)도학의 기본과제인 성리설·수양론·의리론·예학·치도론의 문제가 시대현실

과 어떤 연관 속에 전개되는지를 해명하고자 한다.

  2강에서는 (1)조선후기의 실학이 형성하고 전개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사상적 성격과 시대적 배경을 도학-주자학과 대비시켜 검토하고, (2)18세기 실

학의 정착과정에서 성호학파와 북학파라는 실학사상의 두 조류가 내포한 세계관과 시대인식과 적응방법을 해명하고, (3)19세기 실학의 대표적 두 봉우리

를 이루고 있는 다산 정약용과 혜강 최한기의 사상이 지닌 세계관의 특성과 시대적 적응논리를 점검해보고자 한다.

  3강에서는 (1)조선왕조의 멸망과 국제질서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조선시대를 이끌어왔던 유교사상이 붕괴의 위기를 맞게 되었을 때, 수구적 저항논리

에서 벗어나 변혁을 추구하는 시도가 다양하게 나타난 사실과 그 변혁의 방향과 과제를 살펴보고, (2)양명학·도학·공양학(公羊學)의 세 가지 사상배경

을 중심으로 변혁논리와 실천양상을 검토하며, (3)특히 한국근대유교의 변혁을 위한 과제로서 유교의 종교적 개혁운동이 드러내는 양상과 개혁론의 한

계를 성찰해보고자 한다.  

좌문인 강 3강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학사)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동양철학과 (석사)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동양철학과 (박사)

주요저서

 ▶『한국유교의 心說--심성론과 영혼론의 쟁점』
 ▶『도와 덕--다산과 오규 소라이의 『대학』·『중용』해석』
 ▶『실학과 서학--한국근대사상의 원류』

경력사항

 ▷ 1977~1980

 ▷ 1980~1985

 ▷ 1985~2009

동덕여대 교양학부 조교수

성균관대학교 한국철학과 부교수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

수상내역

 ▶ 제8회 退溪學국제학술상(1999)

 ▶ 제18회 洌巖학술상(1999)

 ▶ 제2회 茶山학술상(2001)

 ▶ 제1회 유교학술상(2004)

 ▶ 제1회 서울대 우수학술연구상(2008)

한국 유교의 세계관과 시대적 과제

1강

2강

3강

세부
주차

조선시대 도학의 사유체계와 쟁점의 성격

조선후기 실학의 세계관과 현실인식의 과제

한국근대유교의 변혁을 위한 탐색과 한계

1) 프로필 1) 프로필

2) 강연 요지

2) 강연 요지

06 07



좌문인 강

1) 프로필

김 경 현 고려대학교 교수, 서양고대사

  이 강의는 이교(paganism)의 세계였던 로마제국을 기독교 제국으로 바

꾸어 놓은, 그리하여 장기적으로 중세 유럽이 천년 넘게 기독교 세계로 존

속하게 한, 역사적 대전환의 계기였던,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종교정책을 

주제로 삼는다. 이 주제는 궁극적으로 콘스탄티누스 황제 자신의 기독교 

신앙의 문제로 귀결되며, 이에 관해서는 동시대부터 두 개의 판이한 시각

이 팽팽히 맞서 왔다. 하나는 기독교 변증론자들의 주장이다. 콘스탄티누

스 황제가 제국의 내전을 극복하고 단독황제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기독교 

개심의 결정적 사건이 있었고, 그 후 기독교의 강력한 호교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비기독교 문헌의 증언과 그의 치세에 제작된 주화나 공공

기념물 같은 다양한 비 문헌자료를 보면, 문제가 그리 자명하지 않다. 콘

스탄티누스 황제가 여전히 비기독교 (즉 이교)의 관습을 버리지 못했거나 

존중했음이 확연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의 기독교 신앙은 이교적 요

소와 뒤섞인 혼합주의적인 것이거나, 아니면 그저 정치적 방편이었을 따

름이라는 얘기가 된다.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기독교 신앙과 종교정책의 성격을 둘러싼, 이 오

랜 역사적 쟁점이 본 강의의 중심 화두이며, 내용은 연대순에 따라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출현하기 이전의 역사

적 상황, 특히 서기 3세기의 로마 제국의 정치, 사회적 위기와 종교 사

정을 이해한다. 둘째, 콘스탄티누스가 4황제체제(tetrarchy)에서 비롯된 내

전 상황에서 최후 승자가 되어 단독황제로 부상하는 과정(306~324년)을,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사학과 (학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양사학과 (석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

주요저서

 ▶『고대 그리스사』(역서)
 ▶『헬레니즘 세계』(역서)
 ▶『타키투스의 역사』(고전 번역)
 ▶『서양고대사 강의』(공저)
 ▶ Understanding Multiculturalism (공저)경력사항

 ▷ 1980~1995 

 ▷ 1982~1984

 ▷ 1995~현재  

 ▷ 2006~2010  

 ▷ 2005~2007 

 ▷ 2006~2008

 ▷ 2010~2012

 단국대학교 인문대학 역사학과 교수

 Harvard 대학 사학과 Visiting Fellow

 고려대학교 사학과 교수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소장 역임

 한국서양고대역사문화학회 회장 역임

 한국서양고전학회 회장 역임

 사단법인 역사학회 회장 역임

수상내역

 ▶ 지동식 학술상 (2005년)

 ▶ 고려대 석탑강의상 (2004, 2008, 2011, 2012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와 기독교

1강

2강

3강

세부
주차

시대 배경: 제국의 위기와 기독교

콘스탄티누스 황제와 기독교: 306~324년

니케아 종교회의와 콘스탄티노폴리스

2) 강연 요지

좌문인 강 4강

전 경 수 서울대학교 교수, 인류학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학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류학과 (석사)

 ▷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대학원 인류학 (박사)

경력사항

 ▷ 1981~1982

 ▷ 1982~현재

 ▷ 1997~1998

 ▷ 2003~2004

 ▷ 2009~2013

 ▷ 큐슈대학, 야마구치대학, 야마구치현립대학 객원교수 역임

University of Minnesota 강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인류학박사)

일본 국립민족학박물관 객원교수

동경대학 외국인연구원 및 비상근강사

운남대학(중국) 객좌교수

주요저서

 ▶『한국문화론』
 ▶『통일사회의 재편과정』
 ▶『環境親和의 人類學』
 ▶『한국인류학』
 ▶『백살의 문화인류학』
 ▶『탐라, 제주의 문화인류학』
 ▶『손진태의 문화인류학』
 ▶『일본열도의 문화인류학』

수상내역

 ▶ 서울대학교 학술연구상(2011년)

1) 프로필

  철저하게 비판적인 시각으로 한국인과 한국문화에 대한 진단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보편적 세계사와 윤리에 비추어 봄

과 동시에 비교문화적인 시각을 확립하여 미래의 공생사회를 지향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한국사회의 정신적 도약이 가능하다

는 신념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을 바라보는 ‘비교문화’라는 틀은 ‘독 속에서 독을 바라봄’이 아니라 ‘독 밖에서 독을 바라봄’을 

의미한다. 자위로 귀결되기 쉬운 ‘독 속’ 관을 비교관점의 ‘독 밖’이 균형 잡는 역할을 할 것이다.

  기존에 회자되고 있는 한국인과 한국문화에 관한 오해의 시각들에 대한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잘못된 관점들을 가차 없이 패대기치는 

것이 선행 과제이다. 특히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한 사실과 그 사실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문제점들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

는 인생 여정에 얼마나 엄청난 장애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기 성찰적 분석의 시도가 급선무이다. 이 과정 없이는 이 세상의 어

느 누구와도 함께 살아갈 수가 없다. 공생이 최고의 미래 가치가 될 것이라는 신념 하에서, 강의 중의 단상에서 곧바로 맞아 죽을 각오

로 쓰라린 토론을 전개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단일민족신화의 문제, 동아시아 구도의 올바른 이해, 다문화 사회의 지향점, 공사구분의 문제, 여자의 문제, 친일 반일의 문

제 등등. 시간이 가능한 대로 제시된 문제들에 대해서 필자의 주장을 전개한다. 강의를 듣는 사람들 중에는 엄청난 모멸감을 갖게 될 수

도 있고, 너무나 처절하게 얻어맞아서 오히려 시원해지는 느낌에 젖어들 수도 있다. “개콘”(KBS의 코미디 프로그램)의 ‘용감한 녀석

들’만 용감한 게 아니고, “나도 용감함을 보여주고 싶다.”

말도 안되는 한국인론

2) 강연 요지

특별강연

08 09

그의 기독교 개심과 종교정책과 연관하여 살핀다. 셋째, 콘스탄티누스 황

제의 치세 후반 (325~337년)의 중요한 사건들을 역시 그의 신앙과 종교정

책의 관점에서 논의한다.

1강. 시대 배경: 제국의 위기와 기독교

   1) 강의 주제의 역사적 의의 

   2) 3세기 로마 제국의 위기와 4황제체제 (tetrarchy) 

   3) 로마 제국의 종교적 전통: 이교(paganism)의 성격 

   4) 기독교 박해의 역사

2강. 콘스탄티누스 황제와 기독교: 306~324년

   1) 4황제체제의 혼란 (306~311년) 

   2) Mylvius 전투 (312년)와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개심의 문제 

   3) 콘스탄티누스 개선문: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태양신 숭배 

   4) Milano 협정 (313년) 이후 콘스탄티누스의 기독교 후원 정책 

   5) 제국의 통일: Licinius 황제에 대한 십자군 전쟁 (314~324년) 

3강. 니케아 종교회의와 콘스탄티노폴리스 

   1) 콘스탄티누스 황제와 기독교 교리 논쟁: 니케아 종교회의 (325년) 

   2) 왕조의 비극: 맏아들 Crispus와 황비 Fausta의 살해 (326년) 

   3) 새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 (330년): 기독교 수도인가? 

   4) 고대 이후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대한 인식과 평가



수상내역

 ▶ 제11회 오늘의 책: 야스퍼스

    : 역사의 기원과 목표(1986)

 ▶ 간행물윤리위원회 저작선정(2004)

 ▶ 우수학술도서선정 (2008)

주요저서

 ▶『사진과 사진철학』
 ▶『호스피스철학; 개정판』
 ▶『세계사적 역사인식과 칸트의 영구평화론』
 ▶『플레스너의 철학적 인간학』
 ▶『철학의 현실찾기』
 ▶『현실의 생명찾기』
 ▶『변증법적 비판이론』
 ▶『역사와 역사성』

좌문인 강 5강

1) 프로필

안 삼 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독문학

  이 강의는 괴테와 토마스 만의 작품세계를 여섯 번의 특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독
문학의 진수가 괴테와 토마스 만의 문학이기 때문만은 아니고,  강연자의 지식과 탐구
가 아직 모자라서 이 두 시인 이외의 다른 대가들에까지 미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제1강: <질풍노도>의 문학과 젊은 괴테 - 『젊은 베르터의 고뇌』
 계몽주의 이래의 독일 현대독문학은 청년 괴테로부터 꽃을 피운다고 해도 과언이 아
니다. 『젊은 베르터의 고뇌』는 그 담당 계층으로 보자면, 독일 시민계급의 문학이며, 
사조사적으로 볼 때에는 시민계급의 자의식이 문학적으로 분출된 <질풍노도시대의 문
학>이다. 지금까지 이 작품은 일본어 번역 관례를 따라 흔히들 『젊은 베르테르의 슬
픔』이라고 잘못 불려져 왔다. 베르터(Werther)를 <베르테르>라고 한  것은 일본어 자
모의 특성에서 유래한 발음상의 오류이고, <고뇌(Leiden)>를 <슬픔>이라 번역한 것은 
그런 의미로 번역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소설을 단순한 연애소설로만 축소 해
석할 위험성을 수반한다. 사실 이 작품은 독일시민계급의 분노를 슬픈 연애사건으로 
포장한 엄청난 사회소설이기도 하다. 
 제2강: 독일 교양소설의 전형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
 『젊은 베르터의 고뇌』(1774)가 청년 괴테의 작품이라면,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
시대』(1795~6)는 괴테가 40대 중반이 되어서야 완성한 작품으로서, 이 작품은 문학
사조사적으로는 독일 고전주의 시대의 대표적 소설로, 그리고 장르로 볼 때에는 독일 
교양소설의 전형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 강의에서는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
의 내용과 구조를 살펴보고, 독일 교양소설의 특징을 구명해 본다.   
 제3강: 『파우스트』- 학자 비극과 악마와의 계약
 『파우스트』는 독일 고전주의 시기에 나온 작품이긴 하지만, 사조사적으로는 간
단히 규정되기 어려운 초시대적 대작이자 인류 전체의 문화유산이라 할 만큼  인간
세사의 모든 문제를 포괄하고 있는 철학적 작품이다. 이 강의에서는 특히 『파우스
트』 제1부의 그레첸 비극과 학자 비극을 중심으로 인물 파우스트의 -그리고 인간 괴
테의-고뇌를 다룬다. 
 제4강: 행위자 비극 - 파우스트의 득죄와 영원한 여성성의 은총
 만년의 괴테는 『파우스트』제2부를 쓰게 되는데, 그것은 그의 인생경험이 풍부해짐
으로써 작품 『파우스트』도 필연적으로 보완을 거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제2
부 중에서도 특히 제5막에 나오는 행위자 파우스트의 비극은 파우스트의 득죄 과정과 
그가 <영원한 여성성>의 <은총>을 받게 되는 모습을 다루고 있다.  

제5강: 토마스 만의 『부덴브로크가의 사람들』과 『토니오 크뢰거』- 독일 시민계
급의 몰락과 예술가의 탄생 
 토마스 만의 대표작은 『마의 산』이지만, 1901년에 나온 그의 처녀장편이자 노벨문
학상 수상작이기도 한 『부덴브로크가의 사람들』이야 말로 작가 토마스 만과 그의 
문학을 이해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열쇠라 하겠으며, 그의 모든 작품들의 원상(原狀)
이라 할 수 있다. 연이어 나온 중편소설 『토니오 크뢰거』에서는  <시민기질>과 <예
술가기질>의 갈등이 잘 드러나 있으며, 만년의 소설 『요젭과 그의 형제들』에 이르
면, 토마스 만적 예술가의 <시민성으로의 회귀>를 엿볼 수 있다.
 제6강: 토마스 만, 이청준, 그리고 우리
 독일 작가 토마스 만의 고뇌와 위대성이 현재 우리와 무슨 관련성이 있을까? 
 특히, 서울대 학부에서 독문학을 전공한 이청준에게 토마스 만은 어떤 작가였을까? 
토마스 만과 이청준을 잠시 비교해 볼 수 있는 입각점이 있기는 있는 것일까? 그
런 입각점들의 하나로서 이청준의 많은 소설들이 <예술가소설>로 읽히는 까닭을 들 
수 있을 것인가? 한국적 예술가 <매잡이>와 <소리꾼>은 작가 이청준과 어떤 상관관
계에 있는가?  
 
 “여섯 번의 특강으로 살펴보는 독일문학”이란 제목 뒤에 “그리고 우리”라는 말
을 붙인 이유는 이 강의들이 모두“우리 한국인들”과 무슨 관련성이 있다는 대전제
가 뚜렷이 있었기 때문은 아니다. 하지만,“그리고 우리”란 말을 구태어 덧붙인 것
은 이런 고찰들이“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삶과 과연 어떤 상관성을 지니고 있
을까를 끊임없이 자문해 가면서 이 강의를 진행하겠다는 강연자의 근본 자세를 나타
내기 위해서이다.
 50년 가까이 독문학을 읽고 공부하고, 대학 강단에서 가르쳤건만, 언제나 부딪히게 
되는 것은 외국문학도로서의 극복할 수 없는 한계성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탁
이 왔을 때 감히 응한 것은 자기관찰의 엄혹한 시선 앞에서는 언제나 한줌 부끄러움
일 수밖에 없는 역관의 이 비극성을 때늦은 열성으로써 잠시라도 극복할 수 있는 행
복한 순간이 있을까 하는 희망 때문이다. 곱게 늙지 못한 서생의 노욕일지도 모르겠
다. 몸과 마음이 이미 쇠해 있지만, 마지막 열과 성을 바쳐서 여섯 번의 특강에 임할 
생각이며, 설익은 지식의 축적을 보여주려 하기보다는 확실히 이해한 것만을 쉽고 가
까운 것으로 풀이해 보이겠다.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독문학과 (학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 독일 본(bonn)대학교 수학·문학 (박사)

주요저서

 ▶『괴테: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
 ▶『토마스 만: 토니오 크뢰거』
 ▶『괴테. 그리고 그의 영원한 여성들』
 ▶『전설의 스토리텔러 토마스 만』

경력사항
 ▷ 1991~2010 

 ▷ 1995~1997

 ▷ 2001~2002

 ▷ 2003~     

 ▷ 2004~2005

 ▷ 2007~2008

 ▷ 2008~2009 

 ▷ 2008~2010 

 ▷ 2010~2011 

 ▷ 2010~현재

서울대학교 인문대 독문학과 교수

서울대 인문대부설 독일학연구소 소장

한국괴테학회장

한국독어독문학회장

한국비교문학회장

한국토마스만학회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인문정책위원장

재단법인 한독문학번역연구소 소장

한국훔볼트회장

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과 명예교수

수상내역

 ▶ 1996. 9. 15: 제3회 한독문학번역상

    (재단법인 한독문학번역연구소) 

 ▶ 2012. 11. 16: 독일학술교류처(DAAD)의 “야콥 및 빌헬름 

    그림상”수상

여섯 번의 특강으로 살펴보는 독일문학, 그리고 우리

1강

2강

3강

세부
주차

제1강: <질풍노도의 문학>과 젊은 괴테 - 『젊은 베르터의 고뇌』
제2강: 독일 교양소설의 전형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

제3강: 『파우스트』 - 학자 비극과 악마와의 계약
제4강: 행위자 비극 - 파우스트의 득죄와 영원한 여성성의 은총

제5강: 토마스 만의 『부덴브로크가의 사람들』과 『토니오 크뢰거』 - 독일 시민계급의 몰락과 예술가의 탄생
제6강: 토마스 만, 이청준, 그리고 우리

2) 강연 요지

좌문인 강 6강

백 승 균 계명대학교 목요철학원장, 서양철학

  이 강의는 먼저 사람의 가치를 생각하는 인문학으로서의 철학을 고찰한다. 철학은 삶에서 비롯되는 논리이나 삶기 위해서는 앎이 앞서야하

고, 그 앎에 앞서는 것이 (인간)존재이다. 따라서 철학의 원리는 통상 논리학과 인식론, 그리고 존재론이 되고, 여기에 가치론이 부가하기도 한

다. 이를 전제로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은 이성적 혹은 감성적 인간으로 해석되기 전에 생물학적으로 인간존재를 밝힌다. 인간은 동물과

는 달리‘부정할 수 있는’존재이고,‘모자라는 존재’이며 혹은 자기‘중심에서 벗어나있는’존재이다.

  이러한 인간이라고 해도 사회를 떠나 존재할 수 없다면,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상을 우리는 한편으로는 현대철학의 사회비판이론에서 밝히

려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날의 디지털사회이론에서 밝히려한다. 이밖에도 수많은 인간해석이 가능하나, 그 어느 이론도 인간 자체를 완벽하

게 밝혀내지는 못한다. 더욱이 현실과 가상이 다 함께 존재하는 이 디지털사회에서 또 다른 인간존재의 상실감을 맞고 있다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이를 위해서는 무를 새로 응시할 수 있는 인간 스스로의 의식각성이라면 이제 더 이상 위학일익(爲學日益)이 아니라 위도

일손(爲道日損)이어야한다. 왜냐하면 미래나 현재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으나, 어디에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고, 이를 각(覺)하는 사람들에게

만 현실로 다가올, 그러나 아직은 다가와 있지 않는 새로운 현실이 있기 때문이다.

  1강에서는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인문학으로서의 철학을 우리의 삼재(三才)인 천지인의 의미에서 밝히면서 철학적 사유과정을 3단계인 일상

적, 과학적, 그리고 철학적 단계로 짚는다. 

  2강에서는 인간이 이성적 존재 이전에 생물학적 존재이라면, 생명현상으로서 인간의 생사관계가 밝혀져야 하고, 이어 인간이란 무엇인가가 밝

혀져야 한다. 먼저는 생물학적으로, 그리고 사회학적으로 인간을 밝힌다.   

  3강에서는 현실과 가상이 공존하는 디지털사회에서 인간존재의 본래성을 되짚어본다. 이 시대의 인문학으로서 철학의 역할은 무엇인가? 인

간이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한, 자기의식의 각성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는가!

경력사항

 ▷ 1977~1988 

 ▷ 1985~1989

 ▷ 1984~1985 

 ▷ 1985~1988 

 ▷ 1986~1987 

 ▷ 1987~1989

 ▷ 1990~1991 

 ▷ 1992~1993

 ▷ 1995~1997  

 ▷ 1991~2000  

 ▷ 2001~현재 

 ▷ 2004~현재

 ▷ 2008~현재

 ▷ 2010~현재

계명대학교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계명대학교 독일학연구소장

독일정부초청교환교수(DAAD)

지방사회연구회장

영남철학회장

계명대학교 인문과학대학장

교육인적자원부 해외파견교수

대한철학회장

계명대학교 철학연구소장

계명대학교 교학부총장

계명대학교 명예교수

운제철학연구소 철학스터디

대한철학회 이사장

계명대학교 목요철학원장

사람과 생명, 그리고 사회 - 인간 삶의 철학으로서 인문학 -

1강

2강

3강

세부
주차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인문학 : 철학함의 인문학적 사유

사람을 자연 이상으로 보는 철학 - 탈중심성의 생물학적 사유 -

디지털사회와 인문학의 새로운 지평 : 인간성 실현을 위한 사유

학력사항

 ▷ 한국외국어대학교 독어과 (학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석사)

 ▷ Frankfurt 대학교 철학부 수학

 ▷ Tübingen 대학교 철학 (박사)

1) 프로필

2) 강연 요지

10 11



좌문인 강 7강

박 한 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동양사학

  이 강의는 수천년 중국의 왕조의 역사 가운데 한(漢)왕조 더불어 최성기로 여겨지는 당(唐)왕조의 연원과 그 실체, 그리고 그 유산을 밝히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당왕조를 흔히‘대당제국(大唐帝國)’으로 지칭되고 있는데 과연 그 이름에 맞는 제국이었던가? 아울러 대당제국은 어떤 경로를 거쳐 성립

되었으며, 이후 중국 사회에 어떤 유산을 남겼는가 하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잘 알다시피 당왕조는 중국사에서 독특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대당제국은 

중국인에게 자부심이다.‘한당(漢唐)’으로 병칭(並稱)되고 있듯이 한·당은 왕조시대의 두 정점인 동시에 유사한 성격의 제국으로 종래 치부되기도 했다. 

그러나 당왕조는 한왕조와 달리 순수한 한족이 세운 왕조가 아니다. 당왕조는 중국고대 문명을 계승했지만, 유목문화를 수용하여 새롭게 창조한 것도 많

다. 당왕조가 가지는 최대의 특징은 세계 각처에 온 상이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는(共存-共生)‘복합문화’혹은‘다문화’사회였다는 점이다. 당왕

조는 세계제국(世界帝國)’이라 지칭된다.‘세계제국’이란 먼저 그 이름에 합당하게 주위를 압도할만한 힘이 동반되어야 하고, 다음으로 세계 각처의 사

람들이 모여들게 할 수 있는 매력적·선진적·보편적인 문명이 구비됨을 전제로 한다. 이런 세계제국이 출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 가지 이질적인 인

적 요소를 융합하여 병존할 수 있는 제국인의 의식적 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이질적이고 분산적인 이들 힘들을 조절·통어하여 제국의 힘으

로 집중·전환시키는 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두 전제는 당왕조에서 갑자기 출현·성립한 것은 아니었다. 중국고대문명을 변형시킨 동력의 원

천은 바로 유목민족의 중원 진출이라는 대사건에서 찾을 수 있다. 중국의 북방 초원지대에 살던 흉노·선비 등 오호(五胡)의 중원 진출은 중국사회에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큰 충격을 주었다. 이들 유목민족의 진입을‘오호난화(五胡亂華)’라고 폄하되곤 하였지만, 현재의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

國)의 인민과 강역(疆域)의 구성으로 볼 때, 오히려‘오호흥화(五胡興華)’라고 평가하는 편이 더 옳다. 흔히 중국의 역사를 장성을 사이에 둔 남북의 농

경민과 유목민이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한다. 이런 점에서 처음으로 중원에 진출한 유목민족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간 시대상의 규명은 유구한 중국사뿐만 

아니라 현재의 중국을 이해하는데 긴요한 과제라고 본다.   

  1강에서는 먼저 당왕조가 어떤 특징을 가졌으며 중국 역사상 위치를 점하는 나라였던가를 밝힌다.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한·당(漢·唐)이라 병

칭되는 한왕조와의 차이가 설명될 것이다. 아울러 대당제국이 이룩한 문명이 이후(특히 현재) 중국사회 혹은 중국인에게 어떤 유산으로 계승되고 있는

가를 밝힌다.

  2강에서는 흉노·선비 등 소위‘오호’라 통칭되는 북방 유목민족의 중원진입이라는 미증유의 사건 이후 중국사회의 변화과정을 살핀다. 종족간의 갈

등과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모순을 넘어 공존·공생의 세계를 향해가는 호한 양종족의 의식의 변화과정이 설명될 것이다.

  3강에서는 출처가 다양한 인민, 다양한 문화가 하나의 왕조 아래에서 조화·공존하는 제국적 상황과 그 통치체제의 실체를 밝히고, 이런 것들이 출현

한 과정과 그 연원을 밝힌다. 구체적으로 도성제도, 토지제도, 관료제도, 신분제도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측면도 설명될 것이다.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학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동양사학과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동양사학과 (박사)

주요저서

 ▶『중국중세호한체제연구』
 ▶『영웅시대의 빛과 그늘 : 삼국·오호십육국시대』
 ▶『강남의 낭만과 비극 : 동진·남조시대』
 ▶『세계제국으로의 긴 여정 : 북조·수·초당시대』
 ▶『아틀라스 중국사』
 ▶『이십이사차기』경력사항

 ▷ 1981~1985 

 ▷ 1985~2013 

 ▷ 2000~2002 

 ▷ 2005~2007

 ▷ 2006~2012 

 ▷ 2010~현재  

국민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동양사학과 교수

한국중국학회 회장

동양사학회 회장

(일본)중국사학회 편집

(중국)위진남북조사학회 명예이사

수상내역

 ▶ 2001년도 및 2002년도 서울대학교 우수교수상

    (2001, 2002)

 ▶ 제49회 「한국출판문화상(번역부분)」) 수상 (2008)

 ▶ 2010년 서울대학교 학술연구상 (2009)

유목민족의 중원 진입과 대당제국의 출현
- 호한복합사회와 그 유산 -

1강

2강

3강

세부
주차

대당제국의 실체와 그 유산

호한의 융합과 대당제국의 탄생

제국의 경영과 통치술

1) 프로필

2) 강연 요지

좌문인 강 8강

최 명 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국문학

  이 강의는 일반인들이 한국어의 방언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강의 내용은 다

음과 같다.

  1강의 내용은 다음 세 가지로 구성된다. 먼저 한국어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위하여 한국어 방언의 양상을 소개한다. 6개의 대방언 즉 동남

방언, 동북방언, 서남방언, 서북방언, 중부방언, 제주방언을 토박이 화자들의 음성과 그에 대한 전사자료와 함께 소개한다. 다음으로한국어 방언

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몇 가지 술어의 기본개념을 설명한다.‘한국어, 표준어, 방언, 사투리’가 그에 해당한다. 끝으로 방언 일반론에 대해서 

설명한다. 방언의 형성, 방언의 성격, 방언의 중요성에대한 것이 그 내용이 된다.

  2강의 내용은 한국어 방언의 음운과 어휘에 대한 설명이다. 먼저 한국어 방언들은 단어의 뜻을 구별하는데 필요한 몇 개의 음소와 어떤운소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형태소와 형태소가 결합할 때에 형태소 경계에서 일어나는 음소들의 변동이 방언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설명한다. 

다음으로 친족어휘와 인체어휘 그리고 몇 가지 특수한 어휘들에 대한 방언의 차이를 대조방언의 형식으로 또는 방언지도를 사용하여 설명한다.

  3강의 내용은 한국어 방언의 형태와 통사에 대한 설명이다. 먼저 한국어 방언이 가진 문법 형태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대조방언의 형

식으로 설명한다. 곡용어미와 활용어미가 그 대상이 된다. 다음으로 한국어 방언이 가진 통사면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대조방언의 형

식으로 설명한다. 서법, 경어법, 부정법 등이 그 대상이 된다 .

한국어의 방언

3강

2강

1강

세부
주차

1. 한국어 방언의 양상
2. 술어의 기본개념(한국어, 표준어, 방언, 사투리)
3. 방언 일반론(방언의 형성, 방언의 성격, 방언의 중요성)

1. 한국어 방언의 음운
2. 한국어 방언의 어휘

1. 한국어 방언의 형태
2. 한국어 방언의 통사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문리과 (학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학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학 (박사)

 ▷ Univ. of Edinburgh Postdoctoral Fellow

1) 프로필

2) 강연 요지

경력사항

 ▷ 1976~1986  

 ▷ 1986~2010   

 ▷ 2010~현재  

 ▷ 2004~2008  

 ▷ 1992~현재 

 ▷ 1992~현재

영남대학교 문과대학 전임강사/부교수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교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한국방언학회 1,2대 회장

국어학회 평의원

진단학회 평의원

12 13

수상내역

 ▶ 제4회 일석국어학연구 장려상(1981) - 국어학회

 ▶ 제11회 일석국어학상 (2013) - 일석학술재단

주요저서

 ▶『경북 동해안방언 연구』
 ▶『월성지역어의 음운론』
 ▶『한국 언어 지도집(공편): 대한민국 학술원』
 ▶『국어음운론과 자료』
 ▶『한국어 방언연구의 실제』
 ▶『경주 속담ㆍ말 사전』(공저)
 ▶『함북 북부지역어 연구』(공저)
 ▶『국어음운론』
 ▶『한국언어지도』(공저)
 ▶『현대한국어의 공시 형태론』



경력사항

 ▷ 1994~현재

 ▷ 2012~현재 

 ▷ 2011~현재

  

 ▷ 2009~2009 

 ▷ 2005~2006 

 ▷ 1998~1999

 ▷ 1987~1988

 ▷ 1984~1987

 ▷ 1989~1994 

 ▷ 2010~2011

 ▷ 2006~2007

 ▷ 2004~2006

 ▷ 2002~2004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

서울대학교 자문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정책자문위원

 

일본 쿄토대학교 방문교수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UC San Diego) 초빙교수

미국 Stanford University Hoover Institution 방문교수

미국 Harvard University, Center for International Affairs, Affiliate

미국 Harvard University, Harvard-Yenching Institute, Junior Fellow

한림대학교 교수

사회통합위원회 민간위원

감사원 자문위원회 위원장

감사원 자문위원

교육인적자원부 자문위원

송 호 근 서울대학교 교수, 사회학

좌문인 강 9강

주요저서

 ▶『이분법사회를 넘어서』 

 ▶『인민의 탄생: 공론장의 구조변동』 

 ▶『위기의 청년세대: 출구를 찾다』 

 ▶『독안에서 별을 헤다』 

 ▶『다시 광장에서』   

 ▶『한국의 평등주의, 그 마음의 습관』 

 ▶『한국,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한국,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세대, 그 갈등과 조화의 미학』 

 ▶『지식사회학』등 다수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학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

 ▷ 미국 Harvard University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

1) 프로필

좌문인 강 특별강연

송 병 락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경제학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 미국 남켈리포니아대학교 대학원 (박사)

 ▷ 미국 하버드대학교 포스트닥터과정

주요저서

 ▶『싸우고 지는 사람. 싸우지 않고 이기는 사람』
 ▶ 『세계경제전쟁, 한국인의 길을 찾아라』
 ▶ 『한국 경제의 길-독창적 모델을 찾아서(제5판)』

경력사항

 ▷ 한국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 산업정책실장

 ▷ 국제연합(UN), 세계은행(IBRD), 

    아세아개발은행(ADB) 등 고문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

 ▷ LG전자(주) 사외이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서울대학교 부총장

 ▷ 재단법인 자유기업원 이사장

수상내역

 ▶ 제1회 한국경제학회상

 ▶ 제10회, 21회 시장경제대상 출판부문 우수상

수상내역

 ▶ 2013년 한림대 일송상(8회) 수상

1) 프로필

  지금은 초경쟁의 시대라고 합니다. 전략으로 경쟁하고, 누구나(삽입) 전략을 알아야 생존이 가능한 시대라고 합니다.

  이 강의는 기정전략, 전승전략, 융합전략, 총력전략 등 알아야 할 대표적인 4대전략과 초전략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비교우위, 경쟁우위 및 진

화우위 전략을 통하여 승자가 되는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전승하는 사람은 전략이 다르다

2) 강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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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시민사회와 시대정신

2) 강연 요지

1강

2강

3강

세부
주차

한국 시민사회의 특성은 무엇인가?

시민사회의 기원과 교양시민

사회정의와 시민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한국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시대정신’의 모색과 아울러 그 비전을 제시하고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강

의는 한국의 시대정신을‘시민민주주의의 실현’으로 규정하고, 왜 이 시점에서 시민민주주의인가를 선진국의 발전경험 및 궤적과 비교하여 그를 위한 필요충

분 조건을 탐색하고자 한다.

  제 1강 : IMF 이후 한국사회가 걸어온 길을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한국민주주의의 발전궤적을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여 한국이 도달한 현재의 위치를 정치학적, 

사회학적, 경제학적 관점에서 조명한다. 한국사회가 갖고 있는 상대론적 특성을 밝혀 이를 토대로 시민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한국사회가 추구해야 할 현재

적, 미래적 과제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2강 : 한국의 시민사회이 기원은 무엇인가? 한국의 시민사회가 교양시민의 약화, 도덕정신의 취약 등을 특징으로 한다면 시민사회가 형성될 당시, 즉 개

화기와 식민초기의 사회적 상황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시민사회의 형성을 서양과 비교하여 왜 현재의 모습으로 발전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 3강: 시민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건인 공정성과 사회정의가 어떤 관점에서 실현가능한지를 검토한다. 여기에는 선진국에서의 경험이 주요한 준거가 될

것인데, 공정성을 둘러싼 선진국에서의 논의와 개념이 어떠한 정책적 수단으로 구체화되었는지를 대표적인 사례를 통하여 조명하고, 이러한 정책이 한국사회에

서 실행가능한지의 여부를 점검한다. 독일과 스웨덴, 네덜란드의 경험이 검토될 것이며, 한국과 같이 인구가 많고 영토가 좁고, 평등주의적 가치관이 강한 경우 

어떤 유형의 정책이 폭넓은 합의에 이를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제 4강 : 시민권의 한국적 개념과 실현방법에 관한 논의이다. 시민권은 시민참여를 통하여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진화될 수 있는데, 한국의 시민운동과 시민

참여는 중앙집중적, 권력적 특성을 갖기 때문에 정치적 영역과의 상호접합 양상이 중요해진다. 이런 경우, 시민권의 한국적 개념은 선진국의 경우와 사뭇 달라

지고, 그것의 실현방식도 차이를 갖게 마련이다. 시민권은 책임과 권리라는 양면적 특성을 갖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왜 권리측면이 과도하게 발달했는지, 그래서 

시민적 책임/의무가 잘 이행되지 않는지를 검토하고, 향후 한국에 필요한 의식전환의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아울러 네 번의 강의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쟁점화

하여 강연자의 관점을 먼저 제시한 후 이를 중심으로 참석자들과 폭넓은 토론을 전개한다. 일종의 시민참여 토론이 될 것이다.



수상내역

 ▶ 국민훈장 모란장

 ▶ 도산인상

 ▶ 한국수필인 상

 ▶ 자랑스런 동문상 (서울대 영문과, Westminster 신학교)

 ▶ 자랑스런 고신인상

주요저서

 ▶『Science and Person』
 ▶『현대정신과 기독교적 지성』
 ▶『고통받는 인간』
 ▶『나는 누구인가』
 ▶『별수 없는 인간』

손 봉 호 고신대학교 석좌교수, 서양철학

좌문인 강 10강

경력사항

 ▷ 네덜란드 자유대학교 철학부 전임강사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 한성대학교 이사장

 ▷ 동덕여자대학교 총장

 ▷ 세종문화회관 이사장.

 ▷ 기독교철학회 회장

 ▷ 칸트학회회장

 ▷ 한국철학회 회장

 ▷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 공명선시민운동협의회 상임공동대표

 ▷ KBS, MBC 시청자위원회 위원장

 ▷ 대검감찰위원회 위원장

 ▷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학사) 

 ▷ 미국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석사)

 ▷ 네덜란드 Vrije Universiteit (철학박사)

1) 프로필

  이 강의는 행위자의 선한 의지가 아니라 타자, 특히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고통에 초점을 두고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정의의 문제를 재조명한

다. 현대인의 행복과 불행은 타자와의 관계에 의하여 결정되고, 그 정상적인 인간관계의 최소 요구는 정의다. 정의로운 행위의 당위성은 인간이 

고통을 기피한다는 보편적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1강에서는 경제성장과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이 불행한 이유를 찾아보고, 인간이해가 본질에서 관계 중심으로, 인간의 삶이 자연이 아

니라 사회에 의하여 결정되는 현대사회에서 윤리가 차지하는 위치를 점검한다. 행위자의 선한 의지에서 출발하는 주체중심의 전통적 윤리의 약

점을 지적한다. 

  2강에서는 고통을 회피하는 보편적이고 직관적인 사실에서 윤리적 행위의 당위성을 찾는 약자 중심의 윤리를 제시한다. 관계의 윤리로서의 

정의의 문제를 점검하고 합리적인 분배의 정의로서 기본수요의 정의를 제시한다. 

  3강에서는 고통총량불변의 법칙이란 가설, 합리적 이기주의, 세계내적 금욕 등의 전략을 통하여 윤리회복을 시도해 본다. 

타자 중심의 윤리 - 정의 확립을 위한 한 이론적 시도 -

1강

2강

3강

세부
주차

인간의 행복과 윤리

약자 중심의 윤리와 정의

정의 실현을 위한 전략

2) 강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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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기 강연일정

일정 강연 주제 강연자

1 강 ‘07. 10. 13 ~ 11. 10 <한국지성의 문명의식과 실학> 
임형택 성균관대 교수

한국한문학

2 강 ‘07. 11. 17 ~ 12. 15 <문명의 텍스트로 읽는‘국가’>
김남두 서울대 교수

서양고전철학

3 강 ‘07. 12. 22 ~‘08. 01. 19 <자유, 정의, 상생과 사회발전>
이근식 서울시립대 교수

경제학

4 강 ‘08. 01. 26 ~ 02. 23 <민주주의 : 가치, 제도, 실천>
최장집 고려대 교수

정치학

5 강 ‘08. 03. 08 ~ 04. 05
<사회의 도덕적 기초:

자유의 윤리적 토대로서의 개인주의>
이진우 계명대 총장

사회철학

6 강 ‘08. 04. 12 ~ 05. 10 <21세기 역사학, 우주과학과의 만남>
이태진 서울대 교수

한국사학

7 강 ‘08. 05. 17 ~ 06. 14 <법과 사회와 인권>
안경환 서울대 교수

법학

8 강 ‘08. 06. 21 ~ 07. 19
<사회적 자산으로서의 문화:
기층문화로서의 기복사상>

최정호 울산대 석좌교수
언론학

9 강 ‘08. 07. 26 ~ 08. 23 <불교의 역사적 이해>
조성택 고려대 교수 

불교철학           

10 강 '08. 08. 30 ~ 10. 04
<인문과 자연, 인문학과 과학:

과학기술 시대 인문학의 반성과 과제>
김영식 서울대 교수

과학사학

일정 강연 주제 강연자

1 강 ‘08. 10. 18 ~ 11. 15
<조선시대 유학의 도덕철학 

: 한국 성리학과 실학의 윤리사상> 
윤사순 고려대 명예교수

한국철학

2 강 ‘08. 11. 22 ~ 12. 20
<물질, 생명, 인간

- 그 통합적 이해의 가능성>
장회익 서울대 명예교수

물리학

3 강 ‘08. 12. 27 ~‘09. 01. 31
<전통과 수용 

: 한국 고전문학과 해외교류>
이혜순 이화여대 명예교수

국문학

4 강 ‘09. 02. 07 ~ 03. 07 <영상문화와 문학의 새로운 파동>
김주연 숙명여대 명예교수

문학평론

5 강 ‘09. 03. 14 ~ 04. 11 <실크로드, 몽골제국, 세계사의 탄생>
김호동 서울대 교수

역사학

6 강 ‘09. 04. 18 ~ 05. 23 <화폐와 금융의 세계>
정운찬 서울대 교수

경제학

7 강 ‘09. 05. 30 ~ 07. 04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
: 서양윤리사상의 출발점>

이태수 인제대 교수
서양철학

8 강 ‘09. 07. 11 ~ 08. 08 <건축과 도시와 인문>
김석철 명지대 석좌교수

건축학

9 강 ‘09. 08. 22 ~ 09. 19 <왜‘법의 지배’인가?>
박은정 서울대 교수

법철학

10 강 ‘09. 09. 26 ~ 10. 31
<‘근대’를 넘어서는 상상력

: 지속가능한 인류의 삶과 주변적 행위자들>
조한혜정 연세대 교수

문화인류학

>> 1기 : 2007. 10. 13 ~ 2008. 10. 4

>> 2기 : 2008. 10. 18 ~ 2009. 10. 31

주제 : “인문학의 매력에 빠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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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강연 주제 강연자

1 강 ‘09. 11. 14 ~ 12. 12
<기이한 생각의 바다에서 :

자기형성과 그 진로, 인문과학의 과제>
김우창 (이화여대 학술원 석좌교수,

영미문학비평)

2 강 ‘09. 12. 19 ~‘10. 01. 16
<법고창신(法古創新)의 길,
지식기반 문화국가 조선>

정옥자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3 강 ‘10. 01. 23 ~ 02. 27 <존재와 소유>
김형효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동서비교철학)

4 강 ‘10. 03. 06 ~ 04. 03
<중국인의 일상세계 :
문화인류학적 해석>

김광억
(서울대 교수, 인류학)

5 강 ‘10. 04. 10 ~ 05. 08
 <상상력·이미지·스토리 

: 중국신화의 세계>
정재서

(이화여대 교수, 중문학, 비교문학)

6 강 ‘10. 05. 15 ~ 06. 12
 <프랑스 현대 소설의

형성과 전개>
김화영

(고려대 명예교수, 불문학)

7 강 ‘10. 06. 19 ~ 07. 17  <자본주의 경제의 공황>
김수행

(성공회대 석좌교수, 정치경제학)

8 강 ‘10. 07. 24 ~ 08. 21
<‘고을’과‘마을’의 문화이야기 :

지역문화와 생활문화>
이해준

(공주대 교수, 조선후기사)

9 강 ‘10. 08. 28 ~ 09. 25
 <누추한 삶과 욕망의 온도 :

사설시조의 세계>
김흥규

(고려대 교수, 고전시가)

10 강 ‘10. 10. 02 ~ 10. 30 
<조선왕조시대(1392-1910)

의 산수화(山水畵)
안휘준

(서울대 명예교수, 고고미술사학)

일정 강연 주제 강연자

1 강 ‘10. 11. 13 ~ 12. 11 <이야기의 구조와 의미>
서대석

(서울대 명예교수, 국어국문학)

2 강 ‘10. 12. 18 ~‘11. 01. 29 <격동의 시대와 자아의 인식>
엄정식

(서강대 교수, 서양분석철학)

3 강 ‘11. 02. 05 ~ 03. 05  <과학과 사회, 그리고 한국>
오세정

(서울대 교수, 물리·천문학)

4 강 ‘11. 03. 12 ~ 04. 09 
<세계화와 반(反)세계화 

- 21세기 한국의 미래를 묻는다>
임현진

(서울대 교수, 사회학)

5 강 ‘11. 04. 16 ~ 05. 14  
<역사적 자의식과 역사 만들기 
- 러시아 인텔리겐찌야 이야기>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 서양사학)

6 강 ‘11. 05. 21 ~ 06. 18 <양명학의 정신과 그 발전>
정인재

(서강대 명예교수, 동양철학)

7 강 ‘11. 06. 25 ~ 07. 23 <반(反)시대적 시의 옹호>
유종호

(문학평론가, 문학비평)

8 강 ‘11. 07. 30 ~ 08. 27 
<시(詩)로 읽는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의 생애와 사상>
송재소

(성균관대 명예교수, 국문학)

9 강 ‘11. 09. 03 ~ 10. 01
<한국 역사 속의 창조적 리더십을 통해 

미래를 본다.>
이배용

(이화여대 교수, 한국사학) 

10 강 ‘11. 10. 08 ~ 11. 05
<지성적 공간 안에서의 종교 - 종교문화

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위하여>
정진홍

(울산대학교 석좌교수, 종교학)

>> 4기 : 2009. 11. 13 ~ 2011. 11. 05

>> 3기 : 2009. 11. 14 ~ 2010. 10. 30

주제 : “인문학, 앎의 맛 삶의 멋”

주제 : “인문학의 거울에 나를 비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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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강연 주제 강연자

1 강 ‘12. 02. 11 ~ 03. 10  
<한국 근대사 연구의 쇄국화를 

막기 위하여>

최문형
한양대학교 명예교수

서양사

2 강 03. 17 ~ 04. 14
<영국인의 삶과 의식을 계도한 

영국 소설>

서지문
고려대학교 교수

영문학

3 강 04. 21 ~ 05. 26
<인학(人學), 대대문화문법, 우리 사회 

- 문화인류학적 성찰>

강신표
인제대학교 명예교수

문화인류학 및 문화사회학

4 강 06. 02 ~ 06. 30 <노장사상의 현대사회에서의 意義>
이강수

전 연세대학교 교수
동양철학

5 강 07. 07 ~ 08. 04 <이것을 저렇게도 - 다원주의적 실재론>
정대현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언어철학

6 강 08. 11 ~ 09. 08
<감성과 오성 사이 

- 한국 미술사의 라이벌>

이태호
명지대학교 교수

미술사

7 강 09. 15 ~ 10. 20 <사회 속의 과학 기술>
윤정로

KAIST 교수
사회학

8 강 10. 27 ~ 11. 24 <인문학으로서의 미술론 강의>
오병남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미학

9 강 12. 01 ~ 12. 29
<갑신정변에서 대한민국 건국까지 - 대
의민주주의 공화국 탄생의 역사적 기원>

유영익
한동대학교 T.H. Elema 석좌교수

한국사

>> 5기 : 2012. 02. 11 ~ 2012. 12. 29

주제 : “인문학, 삶에 무늬를 새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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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기

2013

1강

3월 9일
3월 16일
3월 23일        
3월 30일

한영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한국사

미래와 만나는 
한국의 선비문화

3월 4일

2강

4월 6일
4월 13일
4월 20일
4월 27일

김용직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국문학

도전과 성과 
: 한국현대시 연구 50년

4월 1일

3강

5월 4일
5월 11일
5월 18일
5월 25일

금장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동양철학

한국 유교의 
세계관과 시대적 과제

4월 29일

4강

6월 1일
6월 8일
6월 15일
6월 22일

김경현
고려대학교 교수

서양사

콘스탄티누스 황제와 기독교 5월 27일

특별
강연

6월 29일
전경수
서울대학교 교수

인류학

말도 안되는 한국인론 5월 27일

5강

7월 6일
7월 13일
7월 20일
7월 27일

안삼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독문학

여섯 번의 특강으로
살펴보는 독일문학,
그리고 우리

7월 1일

6강

8월 3일
8월 10일
8월 17일
8월 24일

백승균
계명대학교 명예교수

서양철학

생명과 인간, 그리고 사회
- 인간 삶의 철학으로서 인문학 -

7월 29일

7강

8월 31일
9월 7일
9월 14일
9월 28일

박한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동양사

유목민족의 중원 진입과 
대당제국의 출현
-호한복합사회와 그 유산-

8월 26일

8강

10월 5일
10월 12일
10월 19일
10월 26일

최명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국어학

한국어의 방언 9월 30일

특별
강연

11월 2일
송병락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경제학

전승하는 사람은 전략이 다르다 9월 30일

9강

11월 9일
11월 16일
11월 23일
11월 30일

송호근
서울대학교 교수

사회학

한국의 시민사회와 시대정신 11월 4일

10강

12월 7일
12월 14일
12월 21일
12월28일

손봉호
고신대학교 석좌교수

서양철학

타자 중심의 윤리
-정의 확립을 위한 한 이론적 시도-

12월 2일

년도 일정 강연자 강연제목 접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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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기 강연일정

>> 주제 : “사람과 삶, 세상을 잇는 인문학”

    기간 : 2013년 3월 9일 ~ 2013년 12월 28일

    장소 : 매주 토요일 15:00~17:00 서울역사박물관 강당



강연문의

인문학대중화사업 운영위원회 사무국

대표전화 : 02)739-1223 / FAX : 02)3460-5589
인터넷 : http://inmunlove.nrf.re.kr

주소 : 137-748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25

       한국연구재단 인문학대중화사업 운영위원회 사무국

강연장 오시는 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8번 출구 / 서대문역 4번 출구

  버  스 160, 260, 270, 271, 273, 370, 471, 601, 7023, 704,
         720, 9602, 9701 번
         서울역사박물관 (강북삼성병원) 하차

※오시는 길의 자세한 설명은 서울역사박물관 홈페이지 museum.seoul.kr을 
  참조하십시요.

http://inmunlove.nrf.re.kr

http://www.facebook.com/inmunlove

http://www.youtube.com/inmunlove

http://twitter.com/univinmest

http://blog.naver.com/inmun_love

주관

(305-754)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대표전화 : 042)869-6114 / FAX : 042)869-6777
http://www.nrf.re.kr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대표전화 : 02)6222-6060 / FAX : 02)2100-6133
http://www.moe.go.kr

주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