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인문학 정책과 사회적 기여

송기동
교육과학기술부

I. 문제제기
1. 한국 사회가 당면한 위기와 인문학적 치유
2011년 12월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14살 소년이 과거 9개월 동안 당한 처참한 폭력이 고스란히 담긴
유서를 남기고 베란다에서 뛰어내린 이후, 한국사회는 학교 폭력의 소용돌이 속에 2012년을 보냈다.
이 뿐이랴, 우리나라의 아동, 청소년 상대 성범죄는 2007년 857건에서 지난해 2054건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2005년 광주 인화학교의 청각 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은 466만 명이
관람한 영화 ‘도가니’로 재점화되었다. 이러한 직접적인 폭력 이외에도, 높은 자살률과 이혼율, 빈부의
양극화 등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구조적인 모순 속에 현대를 사는 우리 모두는 아프고, 외롭다.
우리의 아픈 마음을 무엇으로 치유(Healing)할 수 있을까.
전 세계 수십억의 인구가 태어나고, 늙고, 아프고 죽는 생로병사(生老病死) 속에서 북적북적 살아
간다. 쏜살같은 인생 속에서 누구나 언젠가는 죽을 목숨들이지만 그가 세상에 일정기간 존재했다는
사실 그 자체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 그 사람의 지위가 높건 낮건, 부유하건 가난하던, 심지어
선하거나 악하거나 상관없이 인간은 누구나 저마다 인간으로서의 동등한 권리와 소중한 가치를
가진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회적 약자에게 끊임없는 온정의 손길을 베풀어야 한다1.
하지만 현실은 결코 녹록하지 않으며, 많은 사람들이 정해진 틀에서 낙오되고 자신을 좌절시킨 사회에
적개심을 갖는다. 이들은 절대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거나 죄를 뉘우치지 않으며, 오히려 기회가
닿는 대로 자신을 버린 그들을 향해 더 큰 보복을 자행한다. 우리 사회는 이들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 전자 발찌와 신상공개, 무기징역, 사형 등의 처벌로 이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거나, 저소득자,

1 전
 주대 신문, 2012.9.19, 김승종 전주대학교 인문대학학장 칼럼 발췌. 인문학은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사랑과
배려의 손길’의 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참 행복에 이르게 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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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태어주면 그들이 변화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람을 변하게’ 할 수 있을까. 인문학에 그
‘답’이 있다.
인문학(인문학, Humanities)2은 ‘인간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학문이다. 인문학은 먼저
자신을 되돌아보게 만들고, 이어서 주변의 타자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고, 마침내 타자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이게 만든다. 타자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느끼는 것이야말로 인문학의
참 정신이며 우리 사회 모순들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다3. 이러한 ‘공감(共感)’의 능력은
소외계층 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므로, 우리
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인문학적 접근이 사회적·정부적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 사회의
근본적의 변화의 열쇠는 인문학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2. 인문학이 당면한 위기
인문학은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자존감을 가지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득케
한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로 살아가는 이들은 당장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급급하다 보니 인문학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으며, 본인 자신부터 자신이 ‘인문학과 무관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또한 일반인들의
경우, 인문학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당장의 성적 향상이나 취업 등의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인문학에 손을 내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극대화된 신자유주의적
시장논리는 우리나라 대학의 풍경을 바꾸어놓았다. 교수들은 논문의 수로 대변되는 업적 지상주의에
흐름 속으로 내몰렸고, 학생들 또한 돈이 되는 전공4을 선택하면서 문학·사학·철학 등 소위 돈이 안
되는 학문은 점차 사회에서 외면당하기 시작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 각 1000명씩을 대상으로 ‘인문학
교육실태 및 수요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인문학 교육실태 분석 및 진흥방안 연구(연구책임자:
홍병선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등학생, 대학생 대부분이 인문학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교육에 참여할 의향도 있지만, 고등학생은 대학 진학 준비, 대학생은 학점 관리와 취업
준비 등의 이유로 인문학 교육에 참여를 망설이거나 소홀히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5. 인간과 사회,
세계의 본질과 근원에 대해 탐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인문학이,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즉각적인 물질적 보상을 약속하지 못한다는 인식 아래
무력하게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다.

2 역
 사적으로 로마시대 정치 사상가 키케로(Cicero)가 ‘인간에 관한 연구, 인간에 관한 학문’이라는 의미에서 ‘인문학
(Humanities)’이라는 말이 생겨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전
 주대 신문, 2012.9.19, 김승종 전주대학교 인문대학학장 칼럼 발췌
4 2
 005년~2008년 인문사회 분야 박사과정 진학률 평균 12.6% vs 이공계의 21.3%~23.4%(교육과학기술부, 2010).
5 뉴
 시스, 2012.2.14, “고교 대학 인문학 교육 소홀, 대학 입시, 취업 준비가 주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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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사회의 변화를 위한 인문학의 새로운 발돋움
최근 기업과 CEO들 사이에서 인문학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글로벌
금융위기 등 통계적 분석기법으로는 예측이 곤란한 현상에 대해 인문학적 통찰력이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고 역사적인 안목을 중시하는 인문학은 미래 경영환경 예측에
활용되기에 매우 위력적인 도구”라고 진단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금융공학과
기술 위주의 경영 시스템에 대한 반성으로 균형 잡힌 인문학적 사고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연구소의 진단은 최근 수많은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나 임원들이 인문학 공부에
다시 매달리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실제로 서울대 최고지도자 인문학 과정, 고려대 문화ㆍ예술
최고위 과정 등에 다양한 인문학 과정이 개설되며 인문학 열풍이 다시 거세게 불고 있다6.
이와 함께 최근 온라인상에서의 인문학의 부흥도 괄목할 만하다. 인문학 관련 약 20여개의 온라인
커뮤니티 및 홈페이지가 활동하고 있으며, 오프라인의 토론스터디나 독서 스터디를 동반 운영하고 있다.
도서 관련 업체에서 지원하거나, 자발적인 공동체에서 운영하는 커뮤니티도 있다. 아래에 제시된 예시
중 KB 레인보우 인문학 같은 경우, 철학, 영화,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인문학 콘텐츠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미학, 다큐멘터리, 철학, 행복학, 건축, 시네마 등 다양한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이처럼 인문학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되살아나고, 인터넷과 IT기술의 발달로 학문의 콘텐츠가
디지털화 되어 국민들에게 공유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며 소셜미디어(social media)를 통해
수요자가 학문의 생산에 적극 참여하는 환경이 구축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사회 분위기와
기술적 발전에 힘입어 우리 선조들이 남겨준 삶의 정수로서의 인문학을 널리 전파하여야 한다.
생명경시 풍조 및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하고, 노인 및 조기 은퇴자, 귀화자, 탈북자가 증가하여 사회적
갈등이 점증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다양한 문화권의 인문주의 전통과 21세기 세계의 당면과제에 주는
함의를 탐색하는 장(場)으로서의 인문학이 절실한 때이다.
<인문학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 홈페이지 현황(예시)>
1) 인문학 까페 _ http://www.thinkntalk.net/
2) yes24 희망의 인문학 캠페인 _ http://inmun.yes24.com/
3) KB레인보우 인문학 _ http://money.kbstar.com/quics?asfilecode=5023&_nextPage=page=rainbow
4) POD CAST 최진기의 인문학 특강 _ http://itunes.apple.com/kr/podcast/id459005831
5) 아트앤스터디 _ http://www.artnstudy.com/
6) 문탁 네트워크 _ http://moontak.cafe24.com/
7) 인문학 박물관 _ http://www.kmoh.org/kmoh_pro02a.html
8) 독서대학 르네 21 _ http://www.renai21.net/
9) 인디고 서원 _ http://www.indigoground.net/

6 해
 럴드 경제, 12.2.23, “<신리세스오블리주>,삼성경제연구소 “미래경영의 대안은 바로 인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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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재
 단법인 플라톤 아카데미 _ http://www.platonacademy.org/HumanitiesSpread.php?method=spreadinfo
&PHPSESSID=e3ea259b63133aad9dc07b9463e15e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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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립 중앙 도서관의 ‘길 위의 인문학’ 캠페인 _ http://www.nl.go.kr/tour/
12) 정동 문예 아카데미 _ http://www.sangsangculture.com/_intro/intro.aspx
13) 인문학 캐스트 고전 _ http://itunes.apple.com/kr/podcast/id493859279
14) e시대와 철학 _ http://ephilosophy.kr/
15) 대안 연구 공동체 _ http://www.ecoleerasmus.org/
16) 인문학 도서 전문 출판사 그린비 블로그 _ http://www.greenbee.co.kr/blog/
17) 대전 문화 연대 _ http://www.djca.or.kr/djca_new/intro.htm
18) 로고스 서원 _ http://www.logosschool.co.kr/

Ⅱ. 한국의 인문학 진흥 정책
1. 인문학 진흥의 목적
교육과학기술부의 한국 인문학 진흥 정책은 현재 학술진흥법(구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다. 인문학 진흥은 학술연구지원사업의 한
부분인데, 이 사업은 다음 두 가지의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첫째, 사회적 적실성을 갖춘 학제 간
연구를 수행하는 세계적 수준의 인문학 및 해외 지역학 연구소를 육성하는 것이다. 둘째, 인문학과
대중과의 소통을 확대함으로써 인문학의 외연을 확대하고, 학문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문화국가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2. 인문학 진흥의 역사
1963년, 문교부(현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법에 근거하여 학술연구조성비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대한민국 인문사회분야 교수들의 연구비 지원이 처음 시작 되었다. 특히 1981년 한국학술진흥재단(현
한국연구재단)의 출범은 지금의 인문사회분야 연구지원체제가 구축되는 계기였다고 할 수 있다.
2007년은 인문학 진흥의 역사적 계기가 되는 한 해였다. 2006년, 전국의 인문대학장들이
인문주간(Humanities Week) 행사 개막식에서 “인문학의 위기”를 선언하고 인문학 진흥을 위한
결의를 다졌으며, 이와 함께 2007년 연간 400억 수준의 인문학진흥사업이 시작되었다. 대표적인
인문학 진흥 사업으로 인문한국 (HK, Humanities Korea) 연구소 지원사업과 인문 저술 지원 사업,
인문학 대중화 사업이 있다.
3. 연도별 인문학 지원 예산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원하는 인문학 관련 지원 예산(기초 학문으로서의 인문학 연구 지원 포함)은
1963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2002년부터는 인문사회분야 예산이 급격하게 확대되었는데,
이후 근 10년간 기초학문육성 지원 사업을 통해 연평균 916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12년 현재 총
1,500억 원 이상이 인문학분야 연구 진흥을 위해 지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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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인문학 지원 예산>
(단위 : 억원)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기초학문육성

940

920

920

940

861

858

867

916

891

1,107

1,101

인문한국
지원사업

200

326

394

394

404

414

저술출판
지원

15

28

43

53

53

53

인문학
대중화사업

35

27

27

27

27

29

1,108

1,248

1,380

1,365

1,591

1,597

인문학
진흥

계

940

920

920

940

861

※ ’02~’05년 : 기초학문육성 인문사회지원 예산(`05년 학술연구조성사업 기본계획, 기초학문육성지원사업 성과집(04)), 단, ’05년
기초학문자료센터예산 30억 추가
※ ’ 0 6 ~ ’ 1 1 년 : 기 초 학 문 육 성 인 문 사 회 지 원 ( ’ 0 2 ~ ’ 0 5 ) 이 구 조 개 편 된 사 업 예 산 합 계 ( 학 문 후 속 세 대 지 원 ,
일반연구지원(기본연구,신진연구), 우수학술도서, 토대기초연구지원, 기초학문자료센터(KRM), 대학교육과정개발지원

그러나 전체 정부 R&D 예산 중 인문사회분야 투자 예산은 2~3%에 불과하여, 향후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정부 R&D 예산 및 인문사회분야 지원현황 >
(단위 : 억원)

연도

정부지원
R&D예산 (A)

인문사회(B)
비율 (B/A)
인문학

사회과학

복합학

예술체육학

합계

2006

89,096

582

840

212

200

1,834

2.06%

2007

97,629

893

1,028

394

330

2,645

2.71%

2008

110,784

886

1,594

182

305

2,967

2.68%

2009

123,437

1,023

1,857

255

391

3,526

2.85%

2010

136,827

939

2,051

308

331

3,629

2.65%

주1) 정부지원 R&D 예산 : 2011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보고서 기준
주2) 인문사회분야 지원액은 대학에 투입된 정부지원 총 연구비임(대학연구활동실태조사 분석보고서(2011. 11.), 한국연구재단)

4. 한국 인문학 진흥 정책의 효과

‘04년 대비 ’09년 인문사회분야의 연구 논문 수가 65.2% 증가(’04년 23,334편, ‘09년 38,568편)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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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분야 연구 논문 수 증가 추이7>
(단위 : 편)

또한 인문사회분야 연구 논문의 국제저널 발표율의 변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연구자들의 국제적
연구역량 또한 증가하였다.
<2009~2011 인문사회분야 논문 발표 분포 현황 8>
인문사회분야

2009

2010

2011

계

SCI

104 (2.7%)

79 (2.3%)

245 (6.8%)

428

비SCI

3,380

3,335

3,341

10,056

계

3,484

3,414

3,586

10,484

특히 HK연구소는 인문학분야 인력양성과 세계적 수준의 인문학연구소 설립을 통해 대학의 인문학
연구를 학과중심에서 연구소 기반의 연구로의 확장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들 연구소를 통하여 해당
분야 연구를 선도함으로써 연구의 구심점을 확보하고, 인문학분야 연구지원과 성과에 대한 패러다임을
기존의 개인중심의 학술적 논문연구에서 공동연구체제를 기반으로 사회와의 교감을 통한 궁극적인
인문학의 과제 해결의 국면으로 전환하게 하였다. 이를 통해 인문학 관련 연구 논문 수 증가 및 우수한
후진 인력 양성 성과가 나타났음을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7 <
 출처> 「인문사회 학술연구 지식지도 작성」 (연구책임자 배인명) 정책연구보고서(2010), 한국연구재단, p.8.
8 <
 출처>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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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한국지원사업(HK) 성과(2007~2011)>

인문학대중화사업은 대학과 연구기관의 인문학자들이 사회로 나오게 하여 석학인문강좌9, 시민
인문강좌10 등 대중을 위한 다양한 강좌를 제공하고 인문학 총서를 발간하여 일반 시민들과의 교감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대중의 인문학에 대한 관심과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일상 속에서 인문학을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시민인문강좌의 경우
일반 시민에서부터 소외계층까지 전 대상을 아우르며 한국의 클레멘트 코스11로 시민들의 삶 속에
인문사회분야 학문적 성과를 전해 오고 있다. 또한 인문주간, 세계인문학포럼 개최 등 다양한 인문
사회분야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대중이 인문사회분야의 성과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참여기관수

14

22

16

15

33

100

참여인원

3만명

3만4천명

3만8천명

4만명

55,127명

197,127명

9 석
 학인문강좌 : 국내외 최고 인문학자의 연속 공개강좌와 저술·방송을 통해 인문학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이해 도모
- ’07년 이후 4년간 총 200회의 명품 강의 제공 (회당 평균 300명 이상 참석)
- 기초학문자료센터(KRM), 석학인문강좌 홈페이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대학공개강의(KOCW)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 서
비스 제공
10 시
 민인문강좌 : 지역특성 연계 및 청소년, 소외계층(노숙인, 교도소 수감자) 등 다양한 계층 대상의 인문강좌 개설·운영
11 노
 숙자, 빈민, 죄수 등 최하층 빈민들에게 정규대학수준의 인문학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클레멘트 코스(미국)는 빈민들을
동원하여 직업 등을 훈련시키는 대신 그들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성찰하도록 도와준다. 자신을 돌아보는 힘을 밑천으로 자
존감을 얻고,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며 더 나아가 행동하는 삶을 살도록 함으로써 한 사회의 시민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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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세계인문학포럼 참여 현황(’11. 11)>
구분

초청 연사

사전
등록자

현장
등록자

학계 VIP

주최기관
초청

PCO

진행
요원

자원
봉사자

국내

29

366

1,017

2

87

15

15

40

1,571명

해외

27

9

7

1

4

-

-

-

48명

합계

56

375

1,024

3

91

15

15

40

1,619명

합계

Ⅲ. 치유의 인문학(Healing & Humanities)
1. 주제 선정
전술했듯, 나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면서 인간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학문이
인문학이다. 따라서 인문학과 치유(Healing)의 개념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012년의
경우 유난히 우리 주변에 ‘상처’ 받은 사람들이 많다. 폭력으로, 외로움으로, 실패로. 우리가 겪는
상처의 배경에는 지나친 경쟁이 유발하는 갈등, 타인과 공동체를 배려하지 않는 이기주의, 합리적
수용 가능성을 넘어선 빈부 격차, 풍요 속의 빈곤,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한 부적응과 이로 인한
사회적 격차, 지구 환경의 위기,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적절하게 적응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심리적
불안, 전통적인 공동체의 해체가 초래한 개인의 고독과 인간과 인간 사이의 불화 등이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치유의 인문학(Healing & Humanities)을 2012년 인문주간 (Humanities
week, 12.10.29~11.4) 및 제2회 세계인문학포럼(World Humanities Forum, 12.11.1~3)의 주제로
삼아 현대 사회를 인문학적으로 성찰함으로써 역사와 사회, 개인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려 한다. 이를 통해 나와 세계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을 통해 숙고하는 개인과 품격 있는
공동체를 키워 나갈 수 있을 것이다12.
동 주제를 바라보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어떻게 하면 상처를 치유하고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가?
• 청소년의 아픔을 치유하고, 희망을 주기 위해 인문학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 나와 이웃과 공동체 사이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 의미 있는 삶과 품위 있는 국가에 인문학이 기여할 바는 무엇인가?
• ‘세계사적 의제의 설정과 발전’을 위해 인문학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12 “12년 치유의 인문학 주제 기획의도,” 2012 인문학 대중화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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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유의 인문학을 실천하는 현장의 사례(시민인문강좌)
최근 동아일보에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철학 수업의 사례가 실렸다. 북한군이 남한의
‘중학생’이 무서워서 남침을 못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교사들도 머리를 절레절레 흔드는
나이이다. 이렇게 통제가 어려운 아이들이 인간의 폭력성에 대한 강좌에 집중하며 어떻게 하면
폭력을 없앨 수 있는지 경쟁적으로 손을 들어 발표를 한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폭력
실태조사 결과 다른 학생들을 ‘장난’으로 가해했다는 답변이 1순위였음을 고려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11년 인문학
대중화사업 중 시민인문강좌
사업에 선정된 경희대학교
허우성 교수팀의 ’취약지역
중학교 학생들의 돌봄과
치유를 위한 철학 강좌‘는
이러한

과제를

몸소

실천하고 있다.

행복한 마을, 행복한 삶을 위한 가야골 희망대학 인문학강좌(동의대학교)의 경우, 부산 동구와 진구
경계에 위치한 대표적인 산동네인 안창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존감 회복을 위한 인문학 강좌를
실시하였다. 지역, 나, 삶, 행복을 주제로 강좌를 운영하되, 강의식·토의식·현장견학 등의 체험식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참여를 높였다. 이를 통해 수강생들의 자아존중감이 향상될 뿐
아니라, 대학과 지역 사회의 공감대 형성 및 소통의 장이 마련될 수 있었다고 한다. 열심히 살았지만
기초수급자, 장애 6급, 유방암 수술 등 늘 실패한 삶을 살았던 한 여성이 ‘행복’해지고 싶어서 강좌를
신청했고, 동 강좌를 통해 삶의 희망을 얻었다는 진솔한 소감은 인문학이 우리의 삶에 왜 절실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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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 번 깨닫게 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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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뒤이어 발표할 강원대학교의 인문과학연구소의 치료인문학,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의
통일인문학, 원광대 마음인문학연구소의 마음인문학의 사례 또한 인문학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치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좋은 예시가 되어 줄 것이다.

Ⅳ. 한국의 인문학 정책의 미래와 과제
인문학이 사회적 기여를 통해 ‘사회적 책무성’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시대의 요구에 발맞춰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대중과의 소통 없이 상아탑 속에만 머무는
인문학은 진정한 인문학이 아닐 것이다. 사람을 향하고 대중을 품는 ‘모두의 인문학’ 이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인문학대중화가 인문학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창출하고 각계의 자생적 활동을 지원하는
인문학 대중화 시도기였다고 한다면, 향후에는 인문 콘텐츠를 제공하는데 주력하기보다는 인문학의
중요성과 의의를 알리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13 기존 인문대중화사업 평가 및 향후 사업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본다.
<인문학대중화 중장기 정책>
기간

사업 방향

2006~2010년

대중화 시도기(대중화에 대한 사회적 수요 창출, 각계의 자생적 활동 지원)

2011~2013년

대중화 정착기(대중화에 대한 사회적 수요 확장 및 지원 체계화)

2014~2016년

대중화 융성기(인문학에 대한 사회적 수요에 적극 대응)

특히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의 소통과 인문학 정보의 확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인문학과 대중의 친밀한 소통과 적극적인 정보 확산을 위해
인문학대중화 홈페이지,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12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문학 강좌 안내, 인문학 정보 소개, 강좌 참여 수기 공모 등 대중 참여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인문학대중화를 위한 SNS 사이트 소개>

- 홈페이지 : inmunlove.nrf.re.kr
- 트위터 : twitter.com/univinmest

- 네이버 블로그 : blog.naver.com/inmun_love
- 페이스북 : www.facebook.com/inmunlove

* 인문학대중화사업 로고

13 최환진 『인문학대중화사업의 성과평가와 발전방향 모색』 (한국연구재단,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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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재 석학인문강좌만 제공하고 있는 동영상 서비스를 시민인문강좌에도 확대하여 유수의
인문학 콘텐츠를 누구든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 최근 가수 싸이가
유투브를 통해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로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한 사례나, TED14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무료로 고급 강연을 언제 어디서나 향유할 수 있는 것을 볼 때 무료 디지털 콘텐츠의 강력한
영향력에 주목하고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역의 문화 프로그램과 학술적 기반의 연계를 통해 지역 내 인문자산(인물, 문화재, 강좌,
체험, 축제) 등을 통합적으로 활용하고 지자체와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올해 처음 시범으로 실시한
“인문도시(Humanities City)” 사업은 유럽의 문화수도, 미국의 지역문화재 발굴사업(We the People,
NEH 추진)의 한국적인 시도이다. 올해 처음 지정된 ‘수원’과 ‘통영’ 인문도시를 통해 지역의 인문학
자산을 발굴하고 지역의 시민이 인문학을 통해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2011년 처음 개최된 세계인문학포럼은 2012년 2회를 맞아 보다 발전된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제1회 포럼이 “다문화 세계에서의 보편주의”를 주제로 세계 석학들의 인문학의
사회적 역할과 철학적 기반에 대한 논의의 장이었다면 제2회 포럼은 “치유의 인문학(Humanities and
Healing)”을 주제로 하여 인문학의 실천적 기여에 대해서 논의하게 되며, 각국의 인문학 진흥에 대한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국가 간의 협력체제 구축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세계인문학포럼은 학술대회 성격과 대중적 성격을 동시에 고려한 입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한국이 인문학에 대한 세계적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세계인문주간(World Humanities Week)’을
한국정부와 유네스코가 함께 지정하는 방안 또한 시도할 만하다. 이는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가
UNESCO와 함께 추진하게 된 ‘세계 문화예술교육주간’과 함께 한국의 세계적 리더십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세계인문학포럼이 인문학 분야에서 국제적인 행사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세계 각 지역의 참여가 필수적이므로 이를 위해서 UNESCO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와 재외공관 등의 적극적인 공식 외교 채널 활용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경제와 미래에 대한 국제적 신뢰 수준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불안한 세계 경제
환경 속에서 한국이 세계 속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사람의 힘이다.

14 위
 키백과에 따르면 TED(Technology, Entertainment, Design)는 미국의 비영리 재단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기술, 오
락, 디자인에 관련된 강연회이다. 1984년에 창립되었고 1990년부터 매년 개최되었으며 특히 TDD강연회와 기타 다른 강
연회의 동영상 자료를 웹사이트에 올려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초대되는 강연자들은 각 분야의 저명인사와 괄목할 만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중에는 빌 클린턴, 앨 고어 등 유명인사와 많은 노벨상 수상자들이 있다. TED를 현
재 이끄는 기획자는 크리스 앤더슨으로 전직 컴퓨터 저널리스트이자 잡지발행자였으며 새플링 재단에 속해 있다. 2005
년부터는 매년 3명의 TED상이 수여되는데 ‘세상을 바꾸는 소망’을 가진 이들에게 수여된다. “널리 퍼져야할 아이디어
(Ideas worth spreading)”가 모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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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5

인문정신을 통해 국민의 정신적 풍요와 국가의 품격 향상을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