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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을 넘어, 화해와 상생으로”인문학 축제 열려
◈ 교육부, 10월 28일(월)～11월 3일(일) 제14회 인문주간 선포
◈ 전국 39개 기관에서 인문학 관련 강연·답사 등 다채로운 행사 개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은
10월 28일(월)부터 11월 3일(일)을

전국의

39개

｢제14회 인문주간｣으로 선포하고,

기관*에서 인문학과 관련된 토론회, 강연, 대담, 답사,

전시, 공연 등 다채로운 인문학 행사를 개최한다.

* 인문도시지원 사업단(17개), 인문한국/인문한국플러스 사업단(10개), 공모 선정 기관(12개)
ㅇ ‘인문주간’은

2006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가을 시민들에게 인문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인문학의 가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인문학 축제이다.

□ 올해 인문주간은

‘갈등을

넘어, 화해와 상생으로’를 주제로 다음의

행사들이 마련되어 있다.
ㅇ 서울 마포(서강대)에서는 ‘동아시아 기억의 연대와 평화’를 주제로
식민주의, 전쟁, 집단학살(제노사이드)에 대한 국제학술대회를 연다.
ㅇ 부천(서울신학대)에서는 ‘부천 공동체 인문학’을 주제로 공동체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강연과 책이야기(북토크), 체험활동을 열고,
다문화 가정 증가와 도시 브랜딩과 관련된 국제 포럼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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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논산(건양대)에서는 소외된 어르신, 장애인들과 함께 인문학 관련
체험 활동, 지역 문화 답사를 통해 동고동락하는 인문감성도시
논산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다.
ㅇ 그 외에도 우리 지역의 현황과 역사, 인문학이 들려주는 다양한
이야기를 이웃과 함께 나누고, 나를 둘러싼 공동체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행사들이 개최된다.

(행사 [붙임] 참조)

< 인문주간 주요 행사 >
구분

주관 기관

주요 내용

▪(강연) ① 조선, 왕실여성의 삶 ② 도봉서원 선비포럼
▪(체험) 동양고전 읽기(성균관 입교례)
새롭게 알아가는
▪(강연) 낙동강 재해와 활인대의 미덕
동아대(부산)
우리 지역
▪(체험) 낙동강 물길따라 서원따라
다채로운
▪(강연) 시민들을 위한 셰익스피어 특강
대진대(포천)
인문학 이야기
▪(공연) 셰익스피어 ‘헛소동’ (교수극단)

우리동네 역사 알기 덕성여대(서울)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인문학은

인간과 삶에 대 깊은

성찰을 주는 학문으로 올해 인문주간을 통해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 돌아보고, 함께 잘 사는 상생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ㅇ

2019년도

인문주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문여행 누리집*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누리집 주소: https://blog.naver.com/inmoonnrf/221671857948
[붙임] 1. 2019년 제14회 인문주간 포스터
2. 2019년 인문주간 개최 현황
3. 2019년 인문주간 주요 행사
4. 2018년 제13회 인문주간 주요 행사 성과
[별첨] 2019년 제14회 인문주간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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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19년 제14회 인문주간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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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2019년 인문주간 개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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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2019년 인문주간 주요 행사

□ 화해와 상생의 길

주관기관
주요 내용
기억의 연대와 소통 : 식민주의․전쟁․제노사이드
서강대학교 §- 지구적
(국제학술회의) 동아시아 기억의 연대와 평화 : 한일 가톨릭 교회의
(서울)
화해와 협력
§ 터-무-니(터에 새겨진 무늬) 속의 더불어 삶, 인문도시 용산
- (강연) ① 소녀상과 아이치 트리엔날레
② 용산의 전통문화, 용산의 외래문화
숙명여자대
③ 영화가 말하는 화해와 상생
학교
④ 혐오 사회 너머 ⑤ 3.1운동 100주년 기념-용산의 독립운동가
⑥ 리틀도쿄, 동부이촌동 ⑦ 남산에서 찾는 우리역사
(서울)
⑧ (심포지움) 용산지역문화 콘텐츠 구축
- (체험) ① 용산의 독립로드를 걷다 ② 남산에서 찾는 우리 역사
③ 남산에서 찾는 우리의 전통 문화
§ 인문학, 노원에서 평화와 통일을 노래하다
- (강연) ① 분단의 사회심리학
② 어서와, 북한영화는 처음이지?
삼육대학교
③ 북한의 실상과 한반도의 통일 준비
(서울)
④ 평화와 통일을 위한 인문학
- (토크콘서트) 세상을 바꾸는 글쓰기 그리고 통일 & 클래식 공연
- (답사) 가을걷기(조선의 길, 근대의 길, 평화의 길)
§ 부천 공 ‧ 동 ‧ 체(共同體) 인문학 – 복사골인문르네상스플랫폼
우리는 부천공동체다 ② 우리는 체감하는 공동체 노래
서울신학대 - (강연) ③① 변화하는
글로벌 과제 ④ 공동체의식을 체감하라
학교 - (북토크) 독서체감 세계질서와
인문공동체(총 12회)
(부천) - (체험) 아름다움의 프락시스-부천
둘레길
- (포럼) 다문화가정 증가와 도시 브랜딩
§ 치유의 인문역사 공간 산청, 정신문화의 빛을 밝히다
- (공연) 인문주간 선포식과 축하행사
- (체험) ① 한센병력인과 함께하는 옛날 운동회
인제대학교
② 문학관 답사(인접 인문도시 방문과 문학관 답사)
③ 청소년들의 서원과 古家 탐방
(산청)
- (포럼) 산청 지역학 포럼(문화, 역사, 경제로 보는 산청)
- (발표회) 위풍당당 문해 한마당(한글교실 졸업생 졸업식과 작품발표)
- (인문콘서트) 강의와 대원사 계곡길 걷기, 공연, 토크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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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세명대학교
(제천)

건양대학교
(논산)

주요 내용
§ 역사문화 ‧ 자연환경 기반 제천 : 글로컬 문화창의 도시 구현
- (강연) ① 뮤지컬영화와 함께 하는 인문여정
② 다문화이해(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생각한다)
③ (세미나) 지역전통문화의 발굴과 전승을 위한 시민인문포럼
⑤ (세미나) 다문화공생사회구현을 위한 지역의 과제
⑥ (세미나) 지역력 제고와 인문학
- (북콘서트) ① 청춘인문학콘서트(정이현 작가)
② 클래식과 함께하는 북콘서트
- (체험) ① 다문화가족의 한국역사문화 이해
② 다문화가족 외국인과 함께하는 식문화체험
③ 시민과 함께하는 역사문화 체험/ 인문예술 기행
④ 장애인과 함께하는 인문 여정
- (공연) 시민과 함께하는 클래식 콘서트/ 가곡의 밤/ 작은 음학회
§ 동고동락하는 인문감성도시 논산 : 충과 예의 인문공동체 창조
- (강의) ① 동고동락하는 논산시민과 함께하는 인문감성콘서트
② 영화로 배우는 인문학
- (체험) ① 쎈뽈요양원과 함께하는 논산지역 문화답사
② 장애가정과 함께하는 거제도 여행
③ 황혼녘 돌아보는 나의 인생의 시와 그림
- (공연) 타악기 공연(감성으로 나누는 행복공동체 통통 두드리며 소통)
- (경진대회) 명예코드 실천 우수사례 경진대회

□ 우리 동네 역사 알기
주관기관

주요 내용
§ 역사가 살아있는 문화 인문도시 도봉
덕성여자대 - (강연) ① 조선, 왕실여성의 삶 ② 도봉서원 선비포럼
학교 - (축제) 조선시대 선비들의 풍류 한마당(공연 및 체험마당)
(서울) - (체험) ① 초안산 탐방 ② 동양고전 읽기(논어) 성균관 입교례
- (전시) 도봉서원 발굴 유물 사진전시회
§ 디지털 인문도시 : 순성의 복원
인문주간 초청 특강-디지털인문학 강좌 ② 도성과 발굴
서울미디어 - (강연) ③① 조선시대
전쟁
대학원대학교 - (토크콘서트) 보통의도성과
展 아티스트 톡(총 4회)
(서울) - (전시) 보통의 거짓말 거짓말
展
- (답사) 한양도성 순성탐방-인왕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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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성신여자대
학교
(서울)
인천대학교
(인천)
위덕대학교
(경주)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충주)

주요 내용
§ 침묵의 인문도시 : 성북
- (답사) 침묵의 역사에 귀 기울이기
① 근현대 지식인 가옥(家屋) 답사 ② 사찰답사
- (답사) 그들의 기억에 귀 기울기/유물의 無言의 이야기에 귀 기울기
① 근현대 지식인 가옥(家屋) 답사 ② 유물 답사
§ 인문도시 인천 : 산업화 100년의 역사에서 온고지신의 지혜를 찾다
- (세미나) 경인공업지역의 산업유산에 관한 탐구와 활용
- (체험) ① 신기한 생활 속 원리 탐험
② 인천동구의 산업 백년사 탐방
- (전시) ① 목욕탕과 목욕문화
② 인천의 마음고향 송현동 전시 해설
- (답사) 구로공단의 산업유산 탐방
§ 경주에 龍 잡으러 가즈아!
- (강연) 용의 기원과 유래 및 신라 구룡의 상징
- (답사) 경주시 일원 답사(박물관, 왕릉, 사찰 등)
- (인문포럼) 경주 용문화의 문화관광 상품 브랜드화
§ 인문도시 충주, 5000년의 역사를 따라 걷다 - 역사, 문화, 체육의
中心 忠州 이야기 - (강연) ① 충주의 골목길에서 만난 사람들 1,2,3,4
② 中原의 민속신앙 및 민속문화
③ 고려의 불교문화 ④ 우리 것을 연구한 실학자들
- (공연) ① 택견공연 ② 댄스스포츠 공연
- (체험) 관아공원 체험부스(향초공예, 목공예, 한글가훈써주기, 도자기
체험, 캐리커쳐, 3D펜 체험, 스칸디아모스체험, 아트토이 만들기,
드론조종체험 외)

3快한 인문도시樂! 대전 동구를 디자인하다
- (강연) ① 갈등을 넘어, 화해와 상생으로(호사카 유지 교수)
② 우리 역사 바로 알기(신병주 교수)
전통문화 체험, 미술작품 전시회
대전대학교 - (체험) ②① 독립영화
제작 및 상영
(대전) - (축제) ① 전국우암백일장
② 인문학포럼과 함께 하는 도전 골든벨
- (답사) ① 인문도시 동구의 문화탐방 마을 여행
② 인문도시 동구의 역사탐방 마을 여행(한용운생가, 김좌진 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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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주요 내용
§ 이용후생의 인문도시 당진, 신북학파의 인문나루
- (강연) ① 화해와 상생, 이용후생의 인문학과 당진
② 심훈의 근대 이용후생 정신과 당진
③ (포럼) 이용후생의 당진, 민주시민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한서대학교 - (체험) 이용후생의 도량형 제작 체험
(당진) - (답사) ① 당진 의병운동, 항일 만세운동 유적 탐방
② 근대 당진 천주교 유적 탐장
③ 당진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탐방
④ 이용후생의 당진 우리고장 알기
- (공연) 낭독공연(그들만의 전쟁)
§ 갈등과 침묵, 인문학이 입을 열다
- (강연) ① ‘애기섬’ 다큐멘터리 영화감독 초청 강연
② (토크콘서트) 여순사건 유족초청 증언 및 공연
순천대학교
③ 찾아가는 인문학강의(지역의 역사 인문학 해설)
(순천) - (체험) 여순사건 주요 발생지 순례
- (전시) 여순사건 관련 미술작품(사진) 전시
- (공연) ① 시낭송(이 가을 기억속으로 시가 피었다)
② 인문예술 초청 공연(순천만 국가정원)

□ 새롭게 알아가는 우리 지역
주관기관

동아대학교
(부산)
한국해양대
학교
(부산)
중부대학교
(고양시)

주요 내용
§ 낙동열전(洛東列傳) : 낙동(落東)에서 낙동(樂東)의 인문도시로
- (강연) ① 청소년 문화강연-화해와 공존을 위한 음악/ 미술
② (콜로키움) 낙동강 재해와 활인대의 미덕
- (공연) 김해오광대 공연
- (토크콘서트) 갈등과 대립에서 화해와 공존으로
- (체험) 낙동강 물길따라 서원따라(역사 물길 체험)
§ 제2회 바다인문학 콘서트
- (강연) 북항 재개발의 현황과 향후 전망
§ 조선왕릉의 도시, 고양 : 서오릉과 서삼릉을 거닐다
- (답사) ① 고양을 고양시키다(서삼릉 서오릉 답사)
② 함께 고양을 걷다(고양누리길 걷기)
- (토크콘서트) 조선왕릉의 숨겨진 매력 찾기와 지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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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중부대학교
(고양시)
경상대학교
(하동)

경북대학교
(포항)

전남대학교
(여수)
제주대학교
(제주)

주요 내용
§ 조선왕릉의 도시, 고양 : 서오릉과 서삼릉을 거닐다
- (답사) ① 고양을 고양시키다(서삼릉 서오릉 답사)
② 함께 고양을 걷다(고양누리길 걷기)
- (토크콘서트) 조선왕릉의 숨겨진 매력 찾기와 지키기
§ 하동, 秀, 茶纖水(수, 다섬수) : 결의 인문학으로 물들다!
- (강연) ① 관람이 함께하는 특강(축하공연)
② 다문화 여성들을 위한 토크콘서트
③ 우리는하동의무엇을보고무엇을알리고무엇을쌓아야하는가?
④ 갈등을 넘어 상생과 화합을 말하다
- (체험) 압화로 만나는 하동의 역사(다문화 여성을 위한 체험활동)
- (전시) 추억을 전시해 드립니다.
- (공연) 하동춤단 특별공연(결의 인문학, 춤으로 물들다!)
§ 바다와 인문학 - ‘인문학, 바다(海)와 놀다’
- (강연) 인문학 토크 콘서트(저 바다에 고래가 살았다)
- (전시) 바다와 어구
- (체험) ① 스토리텔링 테마기행(문학 속 포항의 바다)
② 현장 토크(포항 바다의 삶과 애환)
- (공연) ① 포항시 초등학생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② 입체 낭독극 페스티벌(풍경이 있는 바다, 바다를 읽는 가을 밤)
§ 해양여수 인문도시를 꿈꾸다
- (포럼) 인문도시 여수 그리고 동아시아의 인문학
- (체험) 도예체험(다문화 어울림)
- (콘서트) 해양여수 문학콘서트(지역의 상생과 도약)
- (전시) 해양여수 전시회(공감과 배려)
- (공연) 해양여수 인문도시 페스티벌
§ 제주, 올레길 인문학 코스를 걷다!
- (강연) “화해와 상생-학부모와 함께 하는 4․3”
- (토크콘서트) ① 영화 속 인문학 산책, 올레 시네마
② 강산에와 나누는 제주정착기와 음악
- (체험) 북아트로 만나는 갈등과 화해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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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채로운 인문학 이야기

주관기관
주요 내용
–샤리아연구와중동학토대구축명지대학교 §- 현대중동의사회변동과호모이슬라미쿠스
(강의) 현대 아랍문화 알아보기
(서울)
① 아랍의 볼거리 ② 아랍의 역사 ③ 아랍의 분쟁과 평화
§ 대중과 함께하는 셰익스피어 : 셰익스피어 학자와 배우, 시민들이
함께 만드는 공연사업
대진대학교 - (강연) 시민들을 위한 셰익스피어 특강(셰익스피어를 왜 좋아하는가?)
(포천) - (공연) ① 셰익스피어 ‘헛소동’
② 셰익스피어 명장면(셰익스피어 명장면 시민촌극)
③ 대학생 연극(로미오와 줄리엣)
§ 포스트제국의 문화권력과 동아시아 : 동아시아 화해와 협력을 위하여
- (강연) ① 일상의 표현자 동아시아 연극인과 함께하는 워크숍
한림대학교
② 온가족 인문예술교육
(강원) - (공연) 연극 6월26일
- (체험) 작은 책방과 함께하는 포문동
§ 한자와 동아시아 문명연구-한자로드의 소통(疏通), 동인(動因), 도항(導航)
- (강의) ① 부산시민을 위한 한자인문로드 강좌(목판각과 서책의 세계)
② 부산시민을 위한 갑골문 강좌/ 행초서 강좌
③ 부산청소년을 위한 한자교실
경성대학교
④ 한자어 이야기-김치, 딤채, 침채(沈菜)
(부산)
⑤ (인문학콘서트) 4차산업혁명시대와인터렉티브문자콘테츠의전망
- (체험) ① (축제) 한자와디자인의만남-한자캘리그라피/ 목판인쇄/ 서책제작
② (탐방) 부산의 한자로드-지명, 역사인물, 역사유적 및 유물
- (전시) 한자를 활용한 디자인 전시
§ 신전환의 라틴아메리카, LATIN+를 통한 통합적 접근과 이해
부산외국어 - (강연) ① 내가 본 라틴아메리카의 박물관
대학교
② 내가 알고 있는 라틴아메리카의 원주민
(부산) - (토크콘서트) ① 내가 만난 라틴아메리카
② 내가 들은 라틴아메리카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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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대구광역시
남구청
(대구)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대구)
경상남도청
(창원)
경상북도
예천교육지
원청
(예천)

청운대학교
(홍성)

주요 내용
§ 대구 남구 낭만가을, 인문학에 취하다
- (강연) ① 상처를 치유하는 인문학의 힘
② 현대사회와 로봇도움이, 그리고 인간의 미래
③ 빨강머리 앤이 하는 말
④ 빛나는 별빛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는가
⑤ 시와 음악이 있는 인문학의 향연
- (체험) 청소년 대명동 방랑기(도시탐사대)
§ 美(아름다운) 人(인문학)에 빠진 달서
- (강연) ① 미술로 만나는 인문학(저자 초청 강연)
② 대구의 건축, 문화가 되다
- (공연) 성악공연(오페라 속 인문학)
- (전시회)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출품작
- (체험) 가족과 함께하는 시문학 교실(명시 감상 및 시 그림책 만들기)
§ 2019 경남인문축제 ‘자연에게 말을 걸다’
- (토크콘서트) 자연에게 말을 걸다(색소폰 연주)
- (전시) 영호남이 함께 부르는 생명의 소리(시인 100인의 시화전)
§ ‘시’가 소풍가는 날
- (강연) ① 안도현 시인과 함께 하는 시와 만남(시가 생기는 지점)
② 인문학 콘서트(카툰 속에 숨어 있는 인문학)
③ 정호승 시인과 함께하는 인문여행(시는 살아있는 인문학이다)
- (전시) 시 나들이(학교로 찾아가는 1일 시화 전시회)
- (시낭송) 시낭송 한마당(마음이 함께하는 시낭송)
§ 화해와 공존의 삶을 위한 “도시재생뉴딜”의 인문학(홍성과
더블린 두 도시 이야기)
- (강연) ① 애프터눈 인문 티타임(영국의 차문화와 찻잔의 인문학/
스콘과 마카롱 이야기)
② 두 도시 이야기(아일랜드 화해 프로세스/ 도시재생뉴딜의 인문학)
③ 걸어서 더블린(삶과 문학/ 청소년 이해하기)

- (체험) ① 걸어서 용봉산-생태힐링체험
② 걸어서 신도시-생태교란식물
- (답사) ① 걸어서 홍고통(주거지 재생의 인문학)
② 걸어서 수당고택(지역인문공간으로써 수당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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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주요 내용
§ 초개인화 시대, 통합과 소통을 위한 가족커뮤니티인문학
- (강연) 스며드는 인문학 특강(시민사회와 인문정신)
전남대학교 - (공연) 가족영화제(가족으로 새긴 이름들)
(광주) - (토크콘서트) 책으로 사람과 사람을 잇다(내 인생의 책, 내 삶의 한 구절)
- (워크숍) 지역인문네트워크 구상(인문학자와 시민, 새로운 만남의
길을 트다)

강진군민과 함께 하는 인문축제
- (공연) ① 군민 시 낭송의 밤(시 하나의 추억, 그리고 사랑)
② 시월의 마지막 밤 인문콘서트(성악, 현악4중주, 시낭송 등)
- (토크콘서트) 예술과 인간
- (전시) 영랑생가 인문학과 소통하다(강진작가 출품)
§ 동북아 공동번영을 위한 동북아시아다이멘션(NEAD) 토대 구축 :
역사, 문화 그리고 도시
- (강연) ① 역사, 문화 그리고 철학적 사유(공동)
② 이야기는 어떻게 삶이 되는가?
- (토크콘서트) 3․1운동 100주년 기념 역사음악창작극 <꼬마> 뒷이야기
- (체험) 도자기 체험(손으로 빚는 인문학)
- (전시) 인문소통엽서전(내 삶과 마음에 뛰어든 명구)(공동)
§ 마음인문학 : 인류정신문명의 새로운 희망
- (강연) ① 역사, 문화 그리고 철학적 사유(공동)
② 인문학강연 1,2,3,4
- (체험) ① 명상체험 1(숲 명상, 자연을 만나다)
② 명상체험 2(춤 명상, 개벽의 몸짓)
- (전시) 인문소통 엽서전(내 삶과 마음에 뛰어든 명구)(공동)
§ 유교문화의 탈영토화, 공존의 인간학과 미래 공동체
- (강연) ① 사진으로 역사읽기 ② 음악 속 인문 이야기
③ 영화에 나타난 인문학 들여다보기 ④ 한국의 예절
- (체험) ① 길광편우 책 만들기
② 어서와 향교는 처음이지?(선비,국궁,비빔밥,판소리,공예,한지 등)
- (공연) 연극과 함께하는 공감의 삶(뮤지컬 ‘홍도’ 관람)
- (포럼) 호남권 HK+ 지역인문학센터 교류 협력 좌담회
§

강진군청
(강진)

원광대학교
(익산)

원광대학교
(익산)

전주대학교
(전주)

- 12 -

붙임4

'18년 제13회 인문주간 주요 행사 성과

<역사문화자연환경 기반 제천>

<치유의 인문역사 공간 산청>

콘서트, 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 내 구성원들에게 인문학을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인문자산과
자연환경, 구성원을 아우르는 지역학 연구
보급을 위한 지역학 세미나 개최

<인문도시 인천 : 산업화 100년의 역사>

<인문학에 ‘철’ 들다 : 포항>

인천 시민들과 함께 원도심의 인천산업
100년사의 산업유산과 가치를 찾아보고
지역 재생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고민

현대제철 현장 견학, 철강노동자 삶에
대한 토크, 철 문화의 역사적 장소
답사하는 스토리텔링 테마 기행 실시

<동고동락하는 인문 감성도시 논산>

<생명힐링 인문도시 별고을 성주>

인문학으로 공감하는 따뜻한 공동체
만들기
(쎈뽈여고 논산 재발견 포스터 대회)

지역의 인문자산 발굴과 활용을 통해
군민들에게 인문강좌, 전시회를 제공
(성주초등학교 인문학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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