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
지 학교란?
도서관

‘도서관 지혜학교’는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의 심화 프로그램으로,
올해의 시범사업을 기반으로 전국 규모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지혜학교가 추구하는 ‘지혜’란
“우리 삶의 구체적인 경험을 인문학적 성찰을 통해 다듬은 통찰이자 앎”입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 삶의 두 번째 50년을 창조하는
‘지혜’를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2019

너와 내가 '우리'로 살아갈 수 있는

‘각자공생(覺者共生)’의
지혜를 함께 찾아요

혜
지 학교
도서관

'각자도생(各自圖生)'의 시대에

‘삶을 바꾸는 앎’, 지혜와 함께

잘 물든 단풍은 봄꽃보다 아름답다.
- 법륜스님

다른 사람의 지식으로 박식해질 수는 있어도
다른 사람의 지혜로 현명해질 수는 없다.

2019 년 8 월 ~11월 (12 주간)

- 몽테뉴

문

의

한국도서관협회 사업본부 (070-8633-8140~3 / www.libraryonroad.kr)
서울대 인문확산지원센터 (02-880-6025 / humanities.snu.ac.kr)

지자락 인자수(智者樂 仁者壽):
지혜로운 이는 즐겁게 살고, 어진 이는 오래 산다.
- 공자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전국국공립대 인문대학장협의회

혜
지 인문학

지혜
학교

지혜
학교

도서관

도서관

나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공부

참가대상

도서관 지혜학교 시범사업 프로그램 개요
지역 대학

도서관/일정

소

강의소개

국립중앙도서관
8. 26 ~11. 18

채윤미

자기 삶의

국문학

역사 쓰기

8월 ~ 11월 (12주간)

히 살아온 걸음을 잠시 멈추고 발걸음이 너무 빠르지는
않았는지, 너무 느리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며 자신의

분야

강의소개

부
산

부
산
대

21세기 소통과 융합의 시대를 맞이하여 현대사회의 소외계

부산광역시
금정도서관

박영미

대화, 공감, 소통,

층에 대한 문제를 고찰하여 아픔을 공유하고 공존의 가치

8. 28 ~11. 20

독어학

치유의 지혜

를 일깨우고자 합니다. 혐오 언어와 증오 범죄 등 상처로

매주 수요일

얼룩진 우리의 자화상을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는 지혜를

로운 나를 발견하고 지혜의 에너지로 나를 다시 채우면

다양한 형태의 대중문화 속에서, 특히 일상생활에서 친숙

서 자기답게 살아갈 행복한 인생 2막을 꿈꾸게 되는 시

한 대중매체 속 언어를 통해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철학적 대화의 지혜:
소크라테스처럼 '지혜 사랑하기’
공존의 지혜:
닮음과 다름에서 배우기
종교, 문화, 연령, 성, 건강의 측면에서 다양한 사람들

마포중앙도서관
공존의 지혜: 닮음과 다름에서 배우기

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인간은 반려동물 그
마포중앙도서관
8. 29 ~11. 28

서울특별시교육청강남도서관
역사 속 삶의 지혜: 『사기(史記)』를 통해 본 인간상

매주 목요일

소크라테스는 그야말로 철학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입니다.
대
구

경
북
대

대구광역시립
동부도서관

이재현

역사/철학에서

8. 27 ~11. 12

서양철학

배우는 지혜

매주 화요일

특히 그의 철학적 방법과 실천은 오늘날에도 철학적 방법
론의 전형으로 인정되며, 이것은 ‘소크라테스 대화법’으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소크라테스 대화법’을 활용한

구형찬

대화, 공감, 소통,

리고 심지어 인공지능, 로봇과도 부대끼며 살게 되었

종교학

치유의 지혜

습니다. 자신과 ‘닮았지만 다른’ 많은 존재들과 함께 살

참가자들이 직접 탐구하고 소통하여 실천적 통찰의 지혜

아야 하는 이런 상황에 우리는 사실 익숙하지 않습니

에 다함께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합니다.

세미나를 통해 인간의 삶과 괴리되지 않는 ‘철학적 문제’를

다. 닮음과 다름을 대하는 인간 마음의 구조와 특징을

광진정보도서관
서양 고전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해하면서 새로운 공존의 지혜를 진지하게 모색해보
서
울

서
울
대

고자 합니다.

역사 속 삶의 지혜:
『사기(史記)』를 통해 본 인간상

대구 대구광역시립동부도서관
철학적 대화의 지혜: 소크라테스처럼 '지혜 사랑하기’

대전 대전광역시노은도서관
서양문학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인간의 열정과 고뇌

주임교수

대화와 공감의 지혜:
대중문화의 언어로 소통하기

삶을 기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나의 역사를 쓰면서 새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글쓰기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인생 2막을 설계하다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도서관
문학에서 배우는 지혜: 문학적 진실, 역사적 사실

도서관/일정

간이고자 합니다.

각 지역 도서관 (‘프로그램 개요’ 참조)

부산 부산광역시금정도서관
대화와 공감의 지혜: 대중문화의 언어로 소통하기

지역 대학

12주 동안 나를 찾아 떠나는 글쓰기 여정입니다. 열심

인생의 두 번째 50년을 준비하는 중장년

매주 월요일

장

분야

글쓰기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인생 2막을 설계하다

*2019년은 시범운영으로 도서관별 모집 완료, 2020년 확대 시행 시 공모 예정
교육기간

주임교수

광
주

전
남
대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도서관
8. 27 ~11. 19

문학에서 배우는 지혜:
문학적 진실, 역사적 사실
민진영

고전에서

고전문학 속에 나타난 유럽의 역사를 발견해보는 프로그

불문학

배우는 지혜

램입니다. 역사적 사실로 인정받은 많은 사건들을 문학을
통해 재조명해보고, 역사적 사실과 문학적 진실 사이의 미

매주 화요일

세한 간극을 파악하는 지혜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동아시아의 첫 번째 통사(通史)인 『사기(史記)』의 수많

서울특별시교육청
강남도서관

김용찬

역사/철학에서

은 인물과 함께 호흡하며, 역사의 의미, 인간관계, 공동

8. 22 ~11. 21

동양사학

배우는 지혜

체의 삶, 권력과 명예, 경제와 부 등 현대인도 공감할

매주 목요일

서양문학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인간의 열정과 고뇌

수 있는 삶의 지혜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번역본뿐만

인생 후반기 두 번째 성장의 기회를 준비하며 숨겨진 창

아니라 원전도 참고하면서 동아시아의 역사적 전통과
고전을 읽는 묘미를 맛볼 수 있습니다.

강원 춘천시립도서관
글쓰기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인생 2막을 설계하다

대
전

충
남
대

대전광역시
노은도서관

조현진

고전에서

8. 22 ~11. 13

불문학

배우는 지혜

매주 화요일

8.28~11.20
매주 수요일

고전에서

서양고전학

배우는 지혜

같은 서양의 문학작품을 통하여 사랑의 욕망, 악의 유혹,
집념을 차례로 살펴보며, 현재 나의 열정의 색과 온도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일찍이 거대 제국을 건설했던 고대 로마는 서양 문명
김기훈

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본 강의는 지혜의 보물창고와
신을 향한 열망, 자연으로의 회귀, 삶의 환희, 음악에 대한

서양 고전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광진정보도서관

의성을 구현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당신은 열정적이십니

의 근간으로 평가됩니다. 문학·역사·철학 등 인문교

글쓰기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인생 2막을 설계하다

양 전반에 있어서도 로마인들의 영향력은 지대합니다.
‘지금-여기’ 키케로와 세네카,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

12주 동안 나를 찾아 떠나는 글쓰기 여정입니다. 열심히 살

우스 등 로마 사상가들이 남긴 작품들을 이정표로 삼
아 함께 읽는 시간은, 로마인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삶의 지혜를 얻는 여정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강
원

강
원
대

춘천시립도서관
8. 28 ~11. 20
매주 수요일

함복희

자기 삶의

아온 걸음을 잠시 멈추고 발걸음이 너무 빠르지는 않았는

고전문학

역사 쓰기

지, 너무 느리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며 자신의 삶을 기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나의 역사를 쓰면서 새로운 나를 발
견하고 지혜의 에너지로 나를 다시 채우면서 자기답게 살
아갈 행복한 인생 2막을 꿈꾸게 되는 시간이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