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SKKU -- SAAH

600년의 인문학 콘텐츠와 동양학 고전의 진수, 그리고 동양문화예술의 정신적 가치를 담아

인문동양학의 최고 대학인 성균관대학교가 지적 담론의 장을 마련합니다. 

인문동양학과 New Normal 시대



한국의 정신문화와 고전 속에서 발견한 창의적 리더십 프로그램을 통하여 

미래의 새로운 가치를 열어 나가고자 합니다.

과거·현재·미래를 함께 성찰하고 조망하게 될 

성균인문동양학아카데미(SAAH)에 여러분을 정중히 초대합니다.



교육목표 인문동양학의 3대 가치

知
지

仁    인 勇 용 

동양고전을 통한

인문동양사상에 대한

폭넓은 탐구

정신문화에 담긴 

인간과 세계에 대한

통찰

미래의 가치 창출과

글로벌 사회에 공헌하는

창의적 리더십 체화

큰 선비

창의적 리더십 
지성·지혜

Classics

덕성·품격

Culture & Art

용기·열정 

Humanities ·
Tech & leader

知 仁    勇 

동양정신문화

창의적 리더십  

동양의 고전과

정신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한 

미래사회의 

지성과 지혜

동양의 예술

문화적 가치에 대한

성찰을 통한

현대사회의

덕성과 품격

동양의 인문정신에 

담긴 가치와

21세기 과학기술을 

통섭하는

용기와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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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콘텐츠 대표 강사진 

知
지성·지혜
Classics

仁 
덕성과 품격
Culture & Art

勇 
용기와 열정
Humanities-Tech & leader

동양고전과 정신가치 문화예술과 인간세계 인문·Tech와 창의리더

고전역사

-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의 역사와 미래 

시(詩)

- 시가 흐르는 인문학

역사를 빛낸 리더십

- 세종의 창의리더십

- 퇴계의 선비리더십

- 이순신의 솔선리더십

- 다산의 혜안으로 디자인하는 포스트코로나의 미래

고전철학

- 코로나 사태로 본 하늘의 깨우침 

- 사서가 말하는 수기치인 리더의 길

- 인문의 시대, 논어를 말하다

- 맹자에서 찾는 행복의 조건

- 대학에서 배우는 인생의 한 수

- 마음의 면역력을 높이는 지혜, 중용

예(禮)

- 혼을 담은 서예

- 우리 역사의 수수께끼

- 히말라야와 인생

- 동양문인들의 심미적 삶

- 동의보감, 욕망이 몸의 병을 부른다

고전 속의 리더십

- 고전 사기 속의 리더십

- 등소평과 중국의 리더십

- 조선 선비와 일본 사무라이

고전문학

- 한국 근대소설의 인문정신

악(樂)

- 한국 고전음악의 향연

- 해설과 함께 하는 서양 고전음악

- 한국의 회화예술과 인문정신

- 예술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 스마트시대 창의와 공감의 과학기술

Tech 시대의 리더십

- 제4의 물결과 21세기 리더

- 포스트코로나: 4차 산업 혁명의 야만과 희망

- 서로주체성의 이념: 철학의 혁신을 위한 서론

- 물리학으로 보는 세상

- 인공지능(AI)과 인간의 길

이기동 교수

(성균관대학교)

박재희 교수

(민족문화콘텐트연구원)

김영수 교수

(한국사마천학회)

김문수 부총장

(aSSIST 경영대학원)

이희옥 교수

(성균관대학교)

김상봉 교수

(전남대)
송승환 교수

(피엠씨프러덕션)

최재붕 교수

(성균관대학교)

박석무 이사장

(다산연구소)

김범준 교수

(성균관대학교)

호사카 유지 교수

(세종대학교)

엄홍길 산악대장

고미숙 고전평론가

(감이당)

김영운 사장

(국악방송)

윤정인 소프라노

이덕일 교수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교육 주차 교육 일자 교육 가치 교육 콘텐츠 강사

1 5월 11일
입학례

성균관대학교 인문학 역사 소개(김준영 이사장)

2 5월 18일 용(勇) Tech 시대의 인문학 리더십 최재붕 교수

3 5월 25일 지(知) 코로나 사태로 본 하늘의 깨우침 이기동 교수

4 6월 1일 

용(勇) 다산의 혜안으로 디자인하는 포스트코로나의 미래 박석무 이사장

인(仁) 혼을 담은 서예 김응학 교수

5 6월 8일 

지(知) 포스트코로나: 4차 산업 혁명의 야만과 희망 이종관 교수

인(仁) 해설과 함께 하는 서양 고전음악 윤정인 소프라노

6 6월 15일 

지(知) 사서가 말하는 수기치인 리더의 길 이천승 교수

용(勇) 서로주체성의 이념: 철학의 혁신을 위한 서론 김상봉 교수

7 6월 22일 

지(知) 우리 역사의 수수께끼 이덕일 교수

인(仁) 히말라야와 인생 엄홍길 산악대장

8 6월 29일 용(勇) 등소평과 중국의 리더십 이희옥 교수

 ● 7~8월 중
국내문화탐방(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 함께 하는 인문 동양 정신 체험

9 9월 7일 용(勇) 고전 사기 속의 리더십 김영수 교수

교육 주차 교육 일자 교육 가치 교육 콘텐츠 강사

10 9월 14일 

지(知) 맹자에서 찾는 행복의 조건 고재석 교수

인(仁) 물리학으로 보는 세상: 사람 사이의 연결이 큰 변화를 만든다 김범준 교수

11 9월 28일 인(仁) 한국 고전음악의 향연 김영운 사장

12 10월 5일 

지(知) 대학에서 배우는 인생의 한 수 신정근 교수

인(仁) 동양문인들의 심미적 삶  조민환 교수

13 10월 12일 

지(知) 마음의 면역력을 높이는 지혜, 중용 진성수 교수

용(勇) 조선 선비와 일본 사무라이 호사카유지 교수

 ● 9~10월 중
해외문화탐방(유네스코 세계자연문화유산)

글로벌 시대 속에서의 인문 동양 가치 재발견

14 10월 26일 인(仁) 스마트시대 창의와 공감의 과학기술 송승환 감독

15 11월 2일  명륜당 가을 음악회  

16 11월 9일 

용(勇) 인공지능(AI)과 인간의 길 김문수 부총장

인(仁) 동의보감, 욕망이 몸의 병을 부른다 고미숙 작가

17 11월 16일 지(知) 인문의 시대, 논어와 만나다 박재희 교수

18 11월 23일 
졸업례

<내 마음에 새기는 고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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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정 

※교육콘텐츠와 강사는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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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사 

교육일정    | 기간 | 2021년 5월 11일(화) ~ 11월 23일(화)

| 일시 | 매주 화요일 18:00 ~ 21:30(저녁 만찬 제공)

| 장소 |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

지원자격     동양정신문화를 기반으로 지(知)·인(仁)·용(勇)의 창의적 리더십을

구현할 사회 인사

지원절차    | 온라인 접수 | E-mail : saah@skku.edu 

| 우 편 접 수 | 0306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성균관대학교

호암관 2층 50217A 성균인문동양학아카데미 사무국 

문의          성균인문동양학아카데미 사무국 

Tel : 02-760-0170, http://saah.skku.edu

지원방법 

고재석(성균관대 유학대학·학부대학 교수) 

Tel : 02-760-0223, 010-4936-9902

 E-mail : slowlife@skku.edu

주임교수
성균인문동양학아카데미(SAAH)는 동양고전과 정신 가치· 

문화예술과 인간 세계·인문 Tech와 창의리더 등을

더욱 깊이 경험해 볼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입니다.

역사적 전통과 최첨단 학문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 사학 성균관대학교에서 의미 있는 감동의

시간을 누리고, 대한민국 최상의 고품격 프리미엄

원우회에서 사랑과 의리를 나누는 정겨운 가족이 되십시오.

주숭일(3기 수료, 현 총원우회장), (주)테스 회장

성균인문동양학아카데미를 만나면 기업 철학이 달라집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성균관대학교 인문학 강의에 참여하여,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시대를 정화하는 인문학 완성의 길에 동참하기를

요청드립니다.

장창익(8기 수료), (주)우진기전 대표이사

성균인문동양학아카데미 과정을 시작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소중한 인연을 

쌓아 온 것 같습니다. 모든 교육 과정은 옛 고전 정신이 현대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때로는 고전 정신 속에서 현대 사회 문제에 대해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귀한 가르침이였습니다. 이러한 배움을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윤하(7기 수료), 국제산공(주) 회장

성균인문동양학아카데미 교육 과정은 동양고전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최고위 교육 과정입니다. 한국 최고의 인사들이

마주하는 자리에 함께하여 여러분의 지혜가 샘솟기를 기대합니다.

전용주(7기 수료), (주)해시스냅 회장

“지금까지 이런 인문학 과정은 없었다. 대학원인가 친교의 장인가! 

성균인문동양학아카데미” 600년 전통의 성균관대학교에서 여러 분야의 

훌륭하신 원우님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짜임새 있는 강의를 통해 동양

인문학의 정수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영진(7기 수료),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성균인문동양학아카데미 국내답사

성균인문동양학아카데미 입학례 성균인문동양학아카데미 강연 현장

성균인문동양학아카데미 졸업례



大學之道 在明明德 在新民 在止於至善 <大學>
대 학 지 도  재 명 명 덕  재 신 민  재  지 어 지 선    <대학>

큰 학문의 길은 밝은 덕을 밝힘에 있고, 

백성을 새롭게 함에 있으며, 지극한 선에 머무는 데에 있다.

The way of great learning consists in manifesting one’s bright 
virtue, consists in making the people new, consists in staying in 
perfect goodness.

  

博學之 審問之 愼思之 明辨之 篤行之 <中庸>
박 학 지  심 문 지  신 사 지  명 변 지   독 행 지    <중용>

널리 배우며, 자세히 물으며, 신중히 생각하며, 

밝게 분석하며, 독실하게 행해야 한다.

Study broadly, inquire in detail, contemplate carefully, 
discern clearly, and practice sincerely.

 

  

爲政以德 譬如北辰 居其所而衆星共之 <論語>
위 정 이 덕   비 여 북 신  거  기  소  이  중  성  공  지    <논어>

덕으로 정치하는 것을 비유하면, 북극성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 별들이 그것을 향하는 것과 같다. 

When one rules by means of virtue it is like the North Star. 
It dwells in its place and the other stars position themselves 
around it.

  

盡其心者 知其性也 知其性 則知天矣 <孟子>
진 기 심 자   지 기 성 야   지 기 성  즉  지  천  의     <맹자>

그 마음을 다하는 자는 그 성을 알게 되고, 

그 본성을 알면 하늘을 알게 될 것이다.

Those who exhaust their minds and hearts know their nature. 
Once one knows one’s nature, s/he will know Heaven.

SKKU -- SAAH
Sungkyunkwan University 

Sungkyun Academy of Asian Humanities



지원자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생년월일 (음/양)                    년            월            일 

자택주소

(우)

전화 (        )                -                         휴대전화        (        )                 -                       

e-mail                                                        추천인                      

소속
(前 소속)

직장명                                                                            직위                              

주소 (우)                                                                       전화  

비서
성명                                                          e-mail

전화 (        )                -                         휴대전화        (        )                 -                       

사회

활동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귀 대학교 성균 인문동양학 아카데미 과정에 지원합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성균관대학교 총장 귀하

※접수번호 : 

성균 인문동양학 아카데미(SAAH) 지원서 
Sungkyunkwan University - Sungkyun Academy of Asian Humanities

사진

3.5cm×4.5cm

최근 6개월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