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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산청에서의 인문도시지원사업은 크게 강좌, 체험, 인문주
간 등으로 나누어 진행되는데, 본고에서는 인문강좌를 중

점적으로 설명했다. 그 이유는 인문강좌를 수강한 지역민

들을 중심으로 좀더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변화가 일어나

고 있으며, 특히 인문강좌의 하나인 지역학 연구회에서 원
래의 계획에는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인문강좌가 만들어

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학 연구회는 본 사업단이 3년 동
안 교육, 토론, 연구, 답사, 쓰기 등의 내용을 융합하여 진행
하는 종합인문강좌이다.

지역학 연구회 회원들은 연구회에서 공부하고 답사하며
습득한 산청의 정신문화를 지역민들과 공유하고자 스스
로 두 개의 인문강좌와 한 개의 인문체험 프로그램을 본
사업단과 함께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그것은 <산엔청 강
좌>와 <산음 인문학당>, 그리고 <지역을 그리고 쓰다>이

다. 지역민들이 수동적인 인문소비자에서 지역의 인문 생산자로 변모하는 과정은 인문지식의 공유
와 확산이다. 이 과정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한 지역에서 인문학이 대중화되려면 첫째, 지역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 둘째, 지역민을 대
상으로 연속되는 인문교육과 인문교육을 지지할 수 있는 체험이 함께해야 한다. 셋째, 그 지역의 인
문역사, 전통적인 정서와 문화 등과 같은 지역의 정체성이 내포된 정신문화를 지역민과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공유에서 확산으로 이어지는 변증법적 학문 실천

은 항상 ‘이행’ 가운데 있는 것인데, 이때 모두에게 근원적이고 공통적인 연결점을 인문도시지원사업
이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주제어 : 인문도시지원사업, 지식의 공유, 인문학의 확산, 지역학 연구회, 인문생산자

Abstract

The humanities city support project in Sancheong is largely divided into courses, experiences, and humanities week, and the main school focused on humanities courses.
The reason for this is that more active and active changes are taking place arou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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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people who took the humanities course, and in particular, a new type of human-

ities course is being created, which was not originally planned, at the Regional Studies
Research Institute, one of the humanities courses. The Regional Studies Research Association is a comprehensive humanities course conducted by the business group for

three years by integrating contents such as education, discussion, research, research,
and writing.

Members of the Association for Research in Regional Studies have created and im-

plemented two humanities courses and one humanities experience program with
the main business group to share the spiritual culture of Sancheong, which they have

studied, explored and acquired in the research society with the local people. They are
<San&cheng Humanities> <Saneum Humanities coursel> and <Local Painting and Writing>. The process of local people’s transformation from passive humanities consumers
to local humanities producers is the sharing and spreading of humanities knowledge.
Looking at this process, we were able to come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In order for humanities to become popular in one region, first, there must be voluntary

participation of the local people. Second, there should be an experience to support a
series of humanities education and humanities education for the local people. Third, we

should create a spiritual culture with local identity, such as the humanities history of the

region, traditional sentiments and culture, etc. What we should pay attention to here is
that dialectical academic practice that leads from sharing to proliferation is always in

the midst of ‘implementation,’ when the humanities city support project can create a
fundamental and common connection for all.

* Key Word : Humanities City Support Project, Sharing of Knowledge, Diffusion of Humanities, Community of Regional Studies, Humanist Produc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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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작하는 글

인문학의 전통적인 범주는 문학, 역사, 철학이며, 넓게는 문화와 예술이 포함된다. 현대에 이르러서
는 융복합적인 학문 분야와 인공지능과 연관된 분야까지 인문학 연구로 확장되는 추세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지역과 계층에 따라 인문학은 여전히 어렵고 형이상학적인 학문으로 인식되는 것도 사
실이다. 인문학은 보이지 않으며 수치로 나타낼 수 없고, 그러면서도 일상에서 늘 일어나는 현상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인제대학교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인문도시지원사업을 진행하는 산청군은 인문학의 불모지
에 가깝다. 대학이 없고, 노령 인구가 많고, 인문학 관련 기관이 없고, 지자체의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것이 중요한 원인이다. 그러나 특이한 점은 산청 지역민의 인문학에 대한 이중적 태도이다. 인문
학은 어렵고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반면, 일각에서는 인문학과 연관된 작은 움직임1)이 있다. “

개인의 다양한 문화적 활동성은 국가보다 시민사회의 사적인 영역으로 귀속될 때가 많은데”2) 이러
한 현상은 최소한 산청지역에서 인문학의 대중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사업단은 산청 지역민이 인문학에 보이는 이러한 이중성의 원인을 알 수 있는 실마리를 산청군
의 역사에서 찾고자 했다. 산청군은 선사시대의 유적과 가야사의 중요한 역사적 지점3)에 있으며, 그

와 연관된 많은 유적이 땅속에 보존되어 있다. 근대에 이르면 남명 조식 선생이 학문과 교육에 매진
하며 노년을 보낸 곳이 산청이며, 영남 지역 유림들의 항일 운동이 시작된 지역이 산청이다. 반면, 빨
치산에 의한 이념적인 갈등, 국군과 경찰에 의한 양민학살사건 등과 같은 현대사에 의한 트라우마가
곳곳에 깊게 배여 있다.

특히 산청군만 지칭되는 것은 아니어도 지리산 권역을 무대로 하는 문학 작품들이나 미디어 작품들

이 주로 이데올로기에 의한 갈등과 트라우마를 묘사하고, 빨치산에 대한 부정적인 스토리텔링은 빨
치산이 마지막까지 활동했던 지역이 산청이었던 관계로 지역민들은 알게 모르게 역사 인식을 부정
적으로 배양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요소들이 은연 중 산청 지역민들에게 산청의 역사가 자랑스러움과 동시에 슬픔과 분노라는
상반된 모습으로 각인되고4),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트라우마를 소재로 하는 문학작품이나 역

사적 사실을 애써 부정하게 되면서 인문학에 거리를 둔 것으로 보인다. 또 지리적인 영향으로 약초

재배, 농업, 곶감 생산이 지역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생활 환경은 산청군을 인문학 소외지역으
로 변모시켜갔다. 5)

본 사업단이 산청군에서 진행하는 인문도시지원사업은 대학교의 지식 인프라와 지자체의 행정역량

이 협업하여 일반 대중에게 인문학을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문학 대중화를 실

현하는 연구사업이다. 인문적 인프라가 잘 가꾸어진 지역에서의 인문학의 활성화도 좋지만, 인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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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지역에서 숨어 있는 인문자산을 찾아 지역민과 공유하고 그 과정에서 지역민들의 인문적 소양
이 강화됨으로써 지역민에 의해 인문학 대중화가 자연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참으로 의미 있는 연구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사업단은 “치유의 인문역사 공간 산청, 정신문화의 빛을 밝히다”를 대주제로 정

하고 산청 지역의 인문학 대중화를 실현하고 있다. 본 사업단이 지향하는 인문도시란 개인의 행동이
나 사고, 삶의 양식이 무분별하게 집합되어 있는 곳이 아니라 삶의 역사가 문화로 발전하고, 문화의
발전은 지역민의 인문적 역량을 강화시켜 지역민이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곳이다.6) 정신문화란 그
지역의 자연 환경과 역사, 그리고 사람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면서 지역민들의 정신적인 지주로 작용

하는 무형의 인문활동이다. 본고에서는 인문도시지원사업과 함께 산청에서 확산되고 있는 인문정신
의 구현을 지역학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 산청 인문도시지원사업의 성격과 내용

산청에서의 인문도시지원사업은 크게 강좌, 체험, 인문주간 등으로 나누어 진행되는데(표 1참조), 인
문강좌는 인문학을 지역에 보급하여 지역민들의 인문역량을 강화해나가는 것이 목표이다. 인문체험은

주로 교육을 병행한 체험으로 이루어지며 지역의 소외계층인 한센인, 장애인, 노인들을 중심으로 진행
한다. 인문주간은 전국의 인문도시지원사업 대상 지역에서 매년 10월 말경에 집중적으로 인문행사가
진행되는 기간을 말하는데, 본 사업단에서는 지역의 역사와 연관한 학술세미나를 열어 전문가 집단과

지역민들이 교류하는 장을 제공한다. 이러한 형태의 전문가와 지역민들의 교류는 “상이한 부류의 사
람들 및 그들과 연계된 규범을 구별하는 이론적인”7) 교류와는 다른 효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인문체험 중 몇 개의 변화를 살펴보면, 대상자 중 지적 장애우 청소년들이 본 사업의 후원으로 난
타를 배워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에서 공연을 가짐으로써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 장애인 부모들이 교육

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본 사업단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 현재 장애우의 어머니들이 인문도시지원사업

의 지원으로 매주 모여 책을 읽으며 이야기를 통한 치유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책읽기와 이야기 나누기
에서 장애인 교육의 방향과 가정에서의 돌봄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을 교류한다.

<표1> 산청군의 인문도시지원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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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들에게 지원한 인문체험 중 음악 치유는 한센인들이 듣고 싶은 음악을 신청받아 그 음악을 감
상하고 신청한 음악과 연관하여 서로의 기억과 의견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인데, 다른 한센인의 이야

기를 들으며 위안을 받는다는 의견이 많다. 디카시 창작 교육은 다른 한센인들의 한글교실 진행 요

청을 불러왔고, 매주 3회의 한글교실이 열리고 있다. 문자를 익히지 못해 읽고 쓰는 것은 자신과 상

관없는 일이라고 여겼던 다수의 한센인들이 시를 짓는 동료의 모습을 보면서 늦었지만 책을 읽고 싶
다는 의지를 가지게 된 것이다.

지자체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한글을 깨친 노인들에게 짧은 시를 짓고 그 시를 낭송하며, 졸

업식을 경험하는 행사를 인문주간에 개최하여 지역 전체에 큰 반향을 불러왔으며, 지자체에 노년기
인문교육의 중요성을 알렸다. 그 결과 노인들의 문예 행사는 지자체의 요청에 의해 산청군의 연례행
사로 이전했다. 지역 전체로 확산한 노인들의 인문교육은 지자체의 평생 교육 행정과 인문도시지원

사업의 인문학 대중화가 결합한 결과이다. 노인 인문학은 이제 체험의 단계를 지나 면 단위로 찾아
가는 실버인문강좌로 발전했다.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분석할 분야는 인문강좌이다.(표 2 참조) 그 이유는 인문강좌를 수강한 지역민
들을 중심으로 좀더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원래의 계획에는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인문강좌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문강좌의 중심은 36회의 계획으로 매월 진행되는

인문교양강좌와 지역학 연구회이다. 매월 다른 주제로 진행하는 인문교양강좌는 지역민들에게 지역

에 대한 관심을 불러왔으며, 인문도시지원사업 종료 이후의 지역 인문학 지원에 대한 계획을 지자체
에 요청할 정도로 지역민들의 참여도가 높다.

<표2> 인문강좌의 내용
공감 인문학은 지역민과 한센인이 함께 하는 인문교류 프로그램이다. 매월 1회 모여 좋은 시와 책을
함께 읽으며 삶을 이야기하고, 문학관 답사를 함께 하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던 편견의 벽을 허물어
가는 인문 강좌이다. 실버인문강좌는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따뜻한 노년기 삶을 위하여 개설한

강좌로 면 단위로 찾아가는 강좌이다. 위의 표에는 없으나 청소년을 위한 인문강좌로 매년 인문주간
에 TED 형식의 자유주제 발표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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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학 연구회는 본 사업단이 3년 동안 교육, 토론, 연구, 답사, 쓰기 등의 내용을 융합하여 진행하는

종합인문강좌이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찾아서 지역민의 눈으로 보고 지역민의 시각으로 산청의
지역학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최종 목표이며, 그 결과물로 산청지역학 책의 발간을 준비 중이다. 산청
군에 거주하는 지역민들로 연구회는 이루어져 있으며, 연구회원은 지자체의 홈 페이지를 통하여 신

청한 지역민들 중 10명을 선정하여 출발하였으며, 현재 8명의 회원이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
역학 연구회는 다음 장에서 좀더 자세하게 다룰 것이다.

3. 인문학의 공유와 확산

본 사업단의 인문강좌 중 하나인 지역학 연구회는 지역민이 전문가 집단의 인문지식을 공유하고, 그
지식을 활용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살린 인문학을 활성화해나간다는 강좌의 목적에 따라 소수의 지

역민을 선발하여 3년 동안 진행 중이다. 지역민들은 전문가의 강의를 통하여 역사, 문화, 예술 등 인

문학 전반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인문지식은 회원들의 지역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결합하여 지역
을 새롭게 조명하는 토대를 만들어가는 중이다. 8)

지역학 연구회는 2018년 7월에 회원선발을 마무리하고 2018년 8월부터 2020년 9월 현재까지 외부
전문가 특강 6회, 내부 전문가 강의 5회, 세미나 18회, 지역 답사 16회가 있었다. 외부 전문가 특강은

지역의 역사인 선사시대와 가야사, 그리고 불교 문화9)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내부 전문가는 본

사업단의 공동연구원과 책임교수가 문화, 예술, 문학 등의 분야 책10)을 함께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

했다. 또 출판사의 편집자를 초빙하여 글쓰기 특강을 진행했다.

외부 전문가 강의는 연구회 회원들의 요청에 따라 주제가 정해지면, 본 사업단에서 전문가를 섭외하
였다. 또 지역의 문화 유산을 어떻게 계승하고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책이 선정되면 읽

고 토론하며 인문역량을 강화시켜나갔다. 책으로부터 습득한 이론을 참고하여 연구회 회원들이 자
신들의 어린 시절 경험과 어른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산청에 살면서 자랑하고 싶은 곳 등을 제시

하면 논의를 거쳐 답사 장소를 선정했다. 장소가 선정되면 그 장소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서 공유한
후에 장소 답사를 진행했다.

답사가 끝나면 수집한 자료와 답사에서 찾은 새로운 자료들을 놓고 서로의 의견을 조율해 나갔다.

이 단계가 끝나면 개별적으로 자료와 답사의 내용을 토대로 글을 쓰고, 다음 세미나에서 글을 발표

하고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은 후, 수정된 글들을 모아 지역민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지역학 책을 준

비 중이다. 현재 지역학 회원들이 결정한 지역학 연구 주제는 역사, 문화와 예술, 암각문, 선비문화, 강
과 마을, 불교문화와 유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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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의 연구 수련이 지나갈 즈음부터 연구회원들의 변화는 시작되었다. 강의를 듣고 일방적으로
인문 지식을 받아들이던 수동적인 태도에서 회원들이 의견을 서서히 나타내기 시작한 것이다. 먼저
나타난 변화는 진행 중인 인문학 강좌에 대한 의견이었다. 현재 인문도시지원사업이 월 1회 진행하

는 인문교양 강좌는 지역민 중심이긴 하지만, 산청을 지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는 것과는 거리가 멀
어 지역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강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아울러 연구회 회원들은 연구회에서 공부하고 답사하며 습득한 산청의 인문역사를 지역민들과 공
유하고 싶어했다. 특히 지역학 연구회에서 인문주간 기간 동안 진행한 “남명 선생 장구지소 강연 재
현” 행사11)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산청의 정신문화를 대표하는 장소를 4개 선정하여 그 장소에서 연

관된 주제를 강의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지역민들에게 심어주자는 목표로 <산엔청 인문학

>이 만들어졌다. 꽃잔디가 피는 가야 고분군, 남명매와 함께 하는 산청 삼매, 대원사 계곡에서 진행
하는 명상과 불교문화, 백운동 계곡의 명상과 강연 등이 선정되었다.

이 강좌는 외부 강사를 부르지 않고 지역학 연구회원들이 그 동안 쌓아온 지식을 토대로 좀더 깊

고 넓은 공부를 하면서 진행하기로 했다. <산엔청 인문학> 강좌를 시작으로 또 다른 강좌인 <산음

인문학당>과 인문체험인 <지역을 그리고 쓰다>가 만들어졌다.(표 3 참조) 세 개의 강좌 모두 지역민
의 힘으로 지역을 연구하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려 지역 인문학을 활성화하고, 인문도시

지원사업의 종료 이후에도 산청군에서 인문학이 지속적으로 발전12)하기를 바라는 연구회 회원들의

열정으로 만들어졌다

<표3> 지역학 연구회의 인문학 확산 현황

<산음 인문학당>은 산청에 거주하며 자신만의 지식 세계를 구축한 숨은 명인을 찾아 산청만의 인문
강좌를 만들어 보자는 연구회 회원들의 발의에 의해 시작된 강좌이다. 외부 전문가를 초빙한 강좌는

매월 1회 진행하는 인문교양강좌가 있으므로, <산음 인문학당>에서는 산청의 인문역사와 문화예술
을 중심으로 진행하되, 산청과 교류했던 인접 지역의 전통문화도 함께 살펴보기로 했다. ‘산음’은

산청의 옛지명이다. 지리산의 음지 방향에 있다하여 ‘산음’으로 불렀으나, 산음이라는 단어에는 깊
은 산과 맑은 물이라는 의미가 숨어 있다.

지역학 연구회원들은 <산음 인문학당>의 강사를 직접 방문하여 강좌의 성격과 의도를 설명하고 지

금까지 일반인들에게 자신의 세계를 쉽게 드러내지 않던 전통 예술인들의 참여를 이끌어 냈다.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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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기의 맥을 이어가는 도공, 산청군에 연구실과 작업장을 가지고 있는 소목장 등이 강사로 참여를
약속한 대표적인 전통 예술인들이다.

더 나아가 지역학 연구회 회원과 산청에 거주하며 학문을 갈고 닦기를 멈추지 않는 평범한 지역민들
도 강사로 선정했다. 중국에서 공부하고 학위를 받은 후 산청군 문화 해설사로 근무하며 중국 한시

를 연구하는 문화 해설사, 지리산 골짜기에서 약초를 연구하며 은거하는 농부, 산청과 인접 지역의

한옥과 정자에 관심을 가지고 비교 연구하는 지역민 등 다수의 은자(隱者)들이 지역민인 연구회 회
원들이 주관하는 <산음 인문학당>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참여 의사를 밝힌 강사들은 인문도시지원사업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만 강사료를 받고, 인문도시지

원사업 종료 이후부터는 무료 강연이라는 조건에도 모두 흔쾌히 동의했다. 지역학 연구회 회원들의
희망대로 지역의 인문문화예술 대중화라는 강좌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면, 산청군만의 인문학이 만

들어질 것이며, 나아가 지역의 정체성을 살린 인문학이 지역의 정신문화를 더 깊고 넓게 가꾸어나
갈 수 있을 것이다. 13)

현재까지 진행된 <산음 인문학당> 강좌는 “재미있는 한시(漢詩) 이야기” “산청의 산천각자를 찾

아서” 등이며, “재미있는 한시(漢詩) 이야기”는 유튜브 강의로도 제작되어 강의 장소로 올 수 없
는 지역민들이 sns로도 강좌에 참여하고 있다. 외부 전문가들의 강의는 영상 촬영의 동의를 받지 못
해 온라인으로는 지역민들의 참여가 불가능했지만, 지역민이 강사로 나서는 <산음 인문학당>의 강

좌는 온라인 참여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이후 진행 예정인 강좌는 “산청과 함양의 고택, 그리

고 정자 이야기”, “분청사기의 맥을 찾아서”, “나무의 숨, 소목 이야기”, “약초쟁이의 약초 이야
기”, “후손이 말하는 남명” 등이다.

<지역을 읽고 쓰다>는 산청만 연구할 것이 아니라 지리산권의 다른 지역도 알아야 산청을 더 정확

하게 볼 수 있을 것이라는 회원들의 의견에 따라 2020년 3월부터 만들어진 인문체험이다. 지역의 역
사와 문화에 관심이 있었던 지역민을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하였으며, 코로나 19가 진행되는 상황임

을 감안하여 6명으로 제한하였다. 그리고 지역학 연구회 회원이자 지역에서 활동하는 화가의 지도
로 매월 2회 진행하고 있다.

매월 1회의 답사지를 지리산권역인 산청, 남원, 합천, 함양, 하동 등으로 선정했다. 해당 지역을 대

표할 수 있는 자연풍경을 답사하면서 지역민을 인터뷰하고, 그 내용을 그림과 글로 묘사한 후 월 1
회 만나서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 중이다. 지리산권역이지만 역사와 문화가 다른 지역을 답사하면

서 산청이 지닌 인문적 가치를 찾고, 산청의 인문학을 어떻게 발전시켜나가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지역의 인문학 대중화라는 인문도시지원사업의 관점에서 볼 때, 지역학 연구회원들의 변화는 결코

가볍지 않다. 시작이 외부의 전문가들이 전달하는 인문지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인문 소
비자였다면, 교육과 체험이 진행되면서 인문역량이 강화되고, 강화된 인문적 힘은 스스로 성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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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갈 방향을 창조하는 능동적인 인문 생산자로 거듭나고 있기 때문이다14).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공유에서 확산으로 이어지는 변증법적 학문 실천은 항상 ‘
이행’ 가운데 있는 것인데, 이때 모두에게 근원적이고 공통적인 연결점을 인문도시지원사업이 만
들 수 있다는 점이다. 15)“인문학은 나와 내가 사는 공동체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상식, 지식, 질

서, 진리, 권력을 벗겨내 그 이면16)”을 문제 삼을 수 있을 때 생명을 가지며, 그 생명력으로 우리들 삶
의 공간을 변화시킬 수 있다.

4. 맺음글

지금까지 지역민들에게 인문강좌와 인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한 결과, 지역민이 지역의 인문대중

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문 생산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인문확산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한
지역에서 인문학이 대중화되려면 다음 세 가지의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지역

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그 참여를 이끌어 낼 성취동기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지역민을 대상으로 연
속되는 인문교육과 인문교육을 지지할 수 있는 체험이 함께해야 한다. 셋째, 그 지역의 인문역사, 전
통적인 정서와 문화 등과 같은 지역의 정체성이 내포된 정신문화를 지역민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즉, 인문학 대중화가 이루어지려면 상당한 시간과 소통과 교류가 있어야 한다. 인문도시지원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지자체의 행정력을 토대로 대학의 전문가 집단이 지역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함께 지
역의 인문학을 만들어 나간다는 데에 있다. 또 1년 단위의 성과나 결과를 요구하지 않고 3년 동안 기
다려주고, 전문적인 학술 결과가 아니라 활동 내용을 보고한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1년 단위로 전문

적인 학술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면, 지역민들과 인문학을 공유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시간을 가지지
못한 채 일회성적인 성과를 만드는 것에 급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인문도시지원사업의 긍정적인 성격과 사업단의 노력이 결합된다면, 지역민들은 인문학을 수동적으
로 경험만 하는 인문 소비자에서 지역에 맞는, 지역민들에게 필요한 인문학을 만드는 인문 생산자로

변화할 수 있다. 인문 소비자로서 인문학을 공유하고, 공유한 인문학은 인문 생산자를 양성하고 인문
생산자는 지역에 남아서 인문학을 확산시켜갈 것이다. 인문도시지원사업은 3년 동안 지역의 인문학
대중화를 지원하고, 사업이 종료된 이후의 지역 인문학을 지역민이 이끌어 간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
은 좀더 행복하고 안온한 공간, 정신문화가 빛을 발하는 공간이 될 것이다.
참고자료

김상근,  아레테의 힘,  인문학으로 창조하라,  멘토,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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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틴 하이데거 지음, 김재철 번역,  빌헬름 딜타이의 탐구작업과 역사적 세계관,  2020,  
찰스 테일러 지음, 이상길 옮김,  근대의 사회적 상상,  이음,  2011.

누멘.

NOTE

1) 이러한 작은 모임들은 지역민에 의해 움직이는데, 대표적으로 지역의 여성들이 중심인 까르페 디엠(읽고 쓰는 모임),
시낭송 모임인 지리산힐링시낭송회, 지역의 지명을 딴 필봉문학회 등이 있다. 활발하게 활동하지는 않지만 지속되는
인문모임이다.

2) 최신한 지음,  슐라이어 마허-감동과 대화의 사상가,  살림,  2003,  107쪽.

3) 산청군에는 선사시대의 고인돌,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의 생활상을 층층이 함께 품고 있는 소남리 유적지, 가야
마지막 왕인 구형왕과 연관된 유적과 지명, 가야 왕릉 등 많은 가야사 유적지가 있다. 안타깝게도 출토된 유적들은 다른
지역의 여러 박물관으로 분산되어 전시되고 있으며, 산청군 내에서 보존되는 유물이 없다. 본 사업단에서는 3년 연속으로
산청의 고대사와 가야사를 알리는 인문강좌와 학술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4) “역사는 보편사이지만, 역사적 앎은 인간적인 것들을 전체적으로 직관하는 원리가 된다.” 마르틴 하이데거 지음, 김
재철 번역,  빌헬름 딜타이의 탐구작업과 역사적 세계관,  누멘,  2020,  11쪽.

5) 영남 지역 유학의 대표적인 학자인 남명 조식 선생이 있었으나, 남명학 또한 선비들의 학문이었으며, 서민들이 일상에
접목할 수 없었으므로 지역민의 대중인문학으로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6) 김상근,  아레테의 힘,  인문학으로 창조하라,  멘토,  2013,  18~20쪽.  참고.  “학문,  예술,  종교는 인간의 내면을 새롭게 
형성하고 도야한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문화형성의 요소로 파악되므로, 새로운 문화형성은 국가의 일이라기보다
자유로운 교제의 조건이다.” 최신한, 앞의 책, 108쪽.

7) 찰스 테일러 지음, 이상길 옮김,  근대의 사회적 상상,  이음,  2011,  46쪽.

8) 이 방법은 딜타이가 말하는 ‘학습의 학습’이라는 방법이다. 마르틴 하이데거, 앞의 책, 25쪽 참고.

9) 특강 주제는 다음과 같다. 1. 산청의 고대문화 개관, 2. (傳)구형왕릉에 대한 역사적 고찰, 3. 산청 가야 유적과 기와, 4.
산청의 불교 역사와 문화 1, 5. 산청의 불교 역사와 문화 2

10) 함께 읽고 토론한 책은 다음과 같다. 1. 신화와 함께 하는 제주 당올레, 2. 유럽 도시 기행 1, 3. 지리산 단속사, 그 끊지
못한 천 년의 이야기, 4. 세계화 시대의 지역학, 5. 내가 라틴 아메리카에서 보고 들은 것들

11) 2년차 인문주간 기간에 진행한 야외 인문학 행사이다. 남명 조식 선생이 백운동 계곡에서 제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강연을 연구회 회원들이 같은 장소에서 재현했다. 남명의 일대기와 산청군과의 인연, 지리산과 남명학 등을 중심으로
한 강의와 명상, 시조창 시범과 따라 부르기 등으로 진행했다.

12) 지역의 인문학 활성화를 위하여 인문도시지원사업 종료 이후에도 사업의 성과를 확산시켜나갈 원동력의 중요성에

Section 4-3 성숙한 삶터로서의 인문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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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채영희(｢인문도시사례 분석을 통한 시민 의사소통 교육 가능성 모색｣,  한국사고와 표현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사고와 표현학회, 2018, 06)와 김지원⸱윤영득(｢인문도시지원사업의 현황 및 시사점:한국연구재단 선정사업을
중심으로｣,  문화산업연구  제17권 제2호,  2017,  06)의 선행연구에서도 나타난다.

13) 도시 정체성 확보는 지방자치 시대에 경쟁력 강화와 지역성을 부각시키고 잠재되어 있는 자치단체의 이미지를 새롭게

구현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명호, ｢City Identity를 통한 지방 정부의 이미지 상승에 관한 연구｣,  지역
개발 연구 4호,  강원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1996.)  참조.

14) “인문학은 나를 성찰하되, 그 나는 그냥 나가 아니라 관계 속의 나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유범상,  필링의 인문학, 
논형, 2014, 15쪽.

15) 최신한, 앞의 책, 81쪽 참조.
16) 범상, 앞의 책,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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