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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말

“근래 우리 사회에 인문학이란 말이 유행어처럼 떠돌고 있다. 서점에는 

인문학이라는 말이 들어간 제목의 책들어 널려있고, ‘인문학 산책’이라는 

심야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이 있는가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문학 

마을’을 설치하여 관광객들을 유치하고도 있다. 가히 인문학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하겠다. 

하나의 풍조는 개인들은 물론 조직의 문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오랜 

세월을 과학기술 분야의 조직에서 봉직해 왔지만 어쩌다가 인문학의 꽃이

라 할 수 있는 시의 세계도 넘보게 되어 시인의 모자를 쓰게 된 지도 어언 

30년이 되었고 가끔은 소위 「인문학 특강」을 요청받는 입장이 되었다. 

이 글은 간단히 말하여 인문학 예찬론인데, 인문학은 원자력산업계를 비

롯한 각종 조직의 유지와 발전에도 힘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펴보고 싶은 

것이다. 

인문학(人文學, humanities)이란?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인문학이란 “언어, 문학, 역

사, 철학 따위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되어 있다. “따위”라는 문구가 찜찜하

여 Wikipedia를 뒤져보니 “언어학, 문학, 철학, 종교, 예술, 커뮤니케이션, 

법률, 경제, 인간행동학, 심리학 등 인간적 조건과 상태를 다루는 제반 학

문 영역”으로 되어 있다. 

組織과 人文學

권이영 

시인·산업카운슬러

ㆍ고려대 법대 졸업

ㆍ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

ㆍ한국전력기술(주) 상무 

ㆍ한국프로젝트관리기술회 상무 

ㆍ한국해비타트 상임고문  

ㆍ(사)한국시인협회 교류위원장 역임

KAIF 칼럼



2018 • 07   59

흥미로운 사실은 미국의 국회법도 인문학을 정의하

고 있는데, “언어,·철학·고고학·예술사·비평·예

술의 이론과 실천, 그리고 인간을 내용으로 하는 학문

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철학자 니체도 한 마디 했

다. “인문학이란 인간 삶의 

경험에 대한 이해와 그 의미 

탐구를 통해 궁극적으로 스

스로의 성숙한 삶을 형성하

게 해주는 학문”이라는 것

이다.   

이밖에도 검색된 인문학

의 정의로는 “인간의 사상 및 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학

문 영역”, “자연을 다루는 자연과학(自然科學)에 대립

되는 영역으로, 인간의 가치 탐구와 표현 활동을 대상

으로 한다.”, “인문학은 근대과학에 대해 그 목적과 가

치를 인간적 입장에서 규정하는 인간과 인류 문화에 

관한 모든 정신과학을 통칭하여 일컫는다.”등이 있다. 

이처럼 인문학에 대한 정의는 출처마다 다르지만, 

공통적인 핵심은 문학, 사학, 철학(‘文史哲’)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인문학의 효용 

   

인문학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함을 주는가? 즉 문

학, 사학, 철학 등을 자주 접하게 되면 어떤 유익함이 

생기는가를 필자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다.  

첫째, 인문학은 창의력을 증진시켜 준다. 사물과 상

황을 새롭게, 다르게 보도록 하여 준다.  

둘째, 균형감을 유지시켜 준다. 여러 각도로 본고 여

러 측면을 고려하도록 해 주는 것이다.   

셋째, 통합력을 향상시켜 준다. 여러 요소를 엮고 묶

어서 바람직한 전체를 이루게 하는 역량을 강화시켜 

준다.  

넷째, 심미관을 넓혀주고 

높여준다. 아름다움, 고상

함, 품격에 대한 감성을 높

여 주며 이에 따라 가치의식

도 높여준다.  

다섯째, 사회성을 증진시

킨다. 타인에 대한 배려, 협

력과 합작의 중요성을 인식

시켜주는 것이다. 또한 커

뮤니케이션 등 사회성 기술

(social skills) 향상에도 도움을 준다. 

여섯째, 윤리성을 높여준다. 많은 사례와 교훈의 축

적으로 윤리감이 성숙해지고 전인적인 인격을 지향함

으로써 인간성 자체가 향상된다. 이것은 조직문화에

도 관여한다. 

일곱째, 결국 인문학은 행복감을 증진시켜 준다. 많

은 것들을 소화하고 즐길 수 있게 됨으로써 행복감

이 높아지는 것이다. 중국의 저명한 작가이며 문명비

평가인 린위탕(林語堂)은 말했다. “나에게 행복은 대

체로 소화의 문제다. (Happiness for me largely is a 

matter of digestion)”

조직을 위한 인문학의 기여

위에서 인문학의 일반적인 효용을 나열해 보았는

데, 인문학은 개인들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의 유지와 

발전에도 유익함을 준다. 인문학의 효용을 조직의 핵

심 측면들에 적용시켜 본다.  

첫째, 창의력의 증진으로 조직 구조와 사업 개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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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업무 수행 방식의 변화와 혁신을 촉진한다.    

둘째, 조직원들의 윤리의식 고취로 윤리경영을 가능

케 하며 기업의 품격을 높인다. 이 나라의 상당한 기관

들과 기업들이 윤리적 문제들로 진통을 겪어왔다. 경

영자들은 기술 문제나 자연재해도 문제지만 인재(人

災)도 문제이다.  자연이나 기술적 요소 외에 인적 요

소(human factors)도 중요시하는 경영을 펼쳐야 한다

는 것이다.

셋째, 조직원들의 통합적 사고로 사업과 조직 자체

의 발전과 위험 통제 능력과 안전성을 높여 준다. 원자

력 안정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넷째, 인문학의 장려는 결국 조직원들의 사기와 생

산성을 높이며, 결과적으로 행복감을 증진시켜 준다.

인문학적 교양의 제고 방법

첫째,  평소에 문학, 역사, 철학, 심리학, 예술 등 인

문학 영역의 책들을  많이 읽자. 직장에서는 종업원 교

육과 복지 차원에서 이러한 책들을 많이 구비한다.    

 둘째, 문화, 예술 체험을 많이 하자. 즉  음악, 미술, 

문예, 영화, 연극, 무용, 사진 관련 이벤트를 자주 참관

하고 여행을 많이 하자. 직장에서도 종업원들에게 그

러한 기회를 자주 제공하고 예산에도 반영한다.

셋째, 글쓰기, 그림 그리기, 사진 촬영 등 기록 활동

을 습관화 하자. 기록 활동은 사물에 대한 해석이고 번

역이며, 자기 표현이고 제2의 창조 행위이기도 하다. 

직장은 글쓰기 백일장, 그림이나 사진 콘테스트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넷째, 인문학의 꽃이며 보고인 시와 가까워지자. 시

에는 문학, 사학, 철학이 함축되어 있다. 

필자는 「인문학의 꽃 시의 이해와 활용」이라는 특강

을 하기도 하는데, 시에는 문학, 사학, 철학, 예술 등 

인문학적 요소들이 응축되어 있다. 공자의 “詩三百 思

無邪”(시 삼백 편을 알면 생각에 사악함이 없다) 라는 

말을 기억하자. 

고대 문화에서 시는 역사의 기록이었으며 철학을 논

하는 수단이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를 보거

나 격조 높은 교류나 출세를 위해서는 시문에 능통할 

필요가 있었다. 

조지 워싱턴, 아브라함 링컨, 토마스 제퍼슨, 지미 

카터(어쩌다가 필자는 이 분의 친필 서명 시집을 받은 

적이 있다) 등 미국의 여러 역대 대통령들이 시를 짓는 

등 시와 가까웠다. 우리나라 이승만 초대 대통령도 한

시에 능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가까이는 전력 및 원

자력산업계의 원로 이종훈 전 한국전력공사 사장께서

는 한문 시집을 출간할 정도로 시에 조예가 깊으시다. 

맺는 말 

필자는 30여 년 전 일본 도교에서 열린 원자력 국제

대회(아마도 ‘Pacific Basin Nuclear Conference’?)에 

참가한 적이 있다. 그때 있었던 일들의 대부분은 기억

에서 사라졌지만, 한 가지만은 기억에 남아 있다. 그것

은 대회 중 참가자 전원이 참석한 만찬으로서, 특별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식사를 마칠 쯤에 행한 초청 강연

이었다. 원자력과는 관계가 없는 어느 저명한 여류 문

필가가 등단했던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원자력 행사

에 인문학을 끌어들인 기획자들의 높은 차원의 사고를 

느끼게 하는 상징적 장면이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인문학의 열풍은 인문

학이라는 말이 너무 남용되는 느낌은 있으나 전반적으

로는 환영할 일이다. 이 인문학 열풍의 수혜자들 중에

는 원자력계를 비롯한 과학기술 분야의 개인들과 조직

들도 많아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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