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양대학교・민음사출판그룹

융합 독서 아카데미
2013년 1학기

2013년 새 학기를 맞아 기초・융합교육원과 민음사출판그룹이 힘을 모아 새로운 형태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화제의 신간 저자들을 직접 만나 책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볼 뿐 아니라, 관련된 주제를 다룬 양질의 공연이나 동영상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취업을 위한 경쟁으로 내몰리는 사이 진짜 공부의 의미를 

잃어버린 학생들에게, 경쟁이 아닌 나를 찾는 공부,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계획하려는 학생들에게, 신선한 자극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시간  3~5월 마지막 주 화요일 저녁 7시 

장소  한양대학교 제2공학관 27-312호 

주최  한양대학교 기초·융합교육원, 민음사출판그룹

『불순한 예술』 특강 

순수하지 않은 예술의 행복 

5월 28일 저녁 7시

심보선｜시인, 사회학자 

『싸우는 인문학』 특강

인문학과 과학은 어떻게 만나나?

3월 26일 저녁 7시 

서동욱｜서강대학교 철학과 교수 

이상헌｜동국대학교 교양교육원 교수 

1 2 3
『초협력자』 특강 

협력이 지배하는 세상

4월 30일 저녁 7시 

허준석｜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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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는 인문학
한국 인문학의 최전선

한편으로는 인문학의 위기를 말해온 지 오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인문학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들린 적도 없다. 노숙인 

인문학에서 CEO 인문학, 나아가 어린이 인문학, 엄마 인문학까지. 

계급과 성별, 나이를 불문하고 전 국민이 인문학을 공부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인문학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이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인문학은 어떤 것인가? 나아가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인문학은 무엇인가? 이 책은 지금 여기의 인문학을 총점검하기 

위한 25가지 질문에 답하는 22인의 인문학자들이 치열한 고민을 

담았다.

서동욱

벨기에 루뱅 대학교 철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현재 서강대 철학과 교수이다. 시인이자 

평론가이며, 계간 《세계의 문학》 편집위원이다. 

쓴 책으로 『철학 연습』, 『차이와 타자』, 『들뢰즈의 

철학』, 『일상의 모험』, 『익명의 밤』 등이 있고, 

시집으로 『랭보가 시 쓰기를 그만둔 날』, 『우주전쟁 

중에 첫사랑』이 있다. 종합공연 「신체연구」, 

「허파주체」 등을 기획하기도 했다.

이상헌

서강대학교 대학원에서 칸트 철학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동국대학교 

교양교육원에서 강의 전담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지식융합연구소 수석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융합시대의 기술 윤리』를 썼으며, 『대학생을 

위한 과학 글쓰기』, 『기술의 대융합』, 『인문학자, 

과학기술을 탐하다』, 『따뜻한 기술』 등을 함께 

지었다. 

서동욱 외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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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준석

서울 대학교 경제학부에서 경제학을 전공했으며 진화 게임 이론 및 협력의 

진화에 관한 연구로 동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울 대학교, 홍익 

대학교에서 경제학과 콘텐츠 비즈니스를 가르치고 있으며, 현재 모바일 

게임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에도 참여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재미의 

비즈니스』, 번역한 책으로 『이기적 원숭이와 이타적 인간』, 『초협력자』가 

있다.

이기적인 유전자를 넘어, 경쟁하고 배신하는 개인을 넘어, 서로 협력하는 

이타적인 집단이 출현할 수 있을까? 무한 경쟁과 이기심으로 오늘날 전 

인류가 맞닥뜨린 지구 온난화, 해양 자원 고갈 등의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인간은 정말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다른 이의 필요 따위는 철저히 외면하는, 계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뼛속까지 이기적이기만 한 존재들일까? 20여 년간 수학과 경제학, 네트워크 

과학 등을 넘나들며 협력의 세계를 탐험해 온 하버드의 수학자이자 진화 

생물학자인 마틴 노왁 교수가 쓴 『초협력자』와 함께, 협력을 이끄는 다섯 

가지 법칙을 탐구하고 승자 독식 시대에서 모두가 승자가 되는 협력의 

시대로 돌아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 

초협력자 
세상을 지배하는 다섯 가지 협력의 법칙

마틴 노왁, 로저 하이필드 지음

496쪽｜20,000원｜사이언스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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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순한 예술
예술의 불순함에서 다시 찾는 행복과 해방의 빛

심보선

1970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과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사회학 박사과정을 졸업했다. 1994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시 「풍경」이 당선되면서 등단하였다. 현재 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인문예술잡지 F》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시집으로 『눈앞에 없는 사람』, 『슬픔이 없는 십오 초』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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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지음

민음사｜5월 출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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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예술이고, 예술이 아닌가. 또는 예술이 아닌들 어떠한가. 예술과 

비예술의 경계에서 ‘불순한 예술’은 예술이 아닌 것들, 삶, 정치, 일상과 

접속함으로써 예술을 수행한다. 자신을 휘감았던 마술적 광휘를 잃은 채 

남루함 속에서 조락하고 있는 현대의 예술이 우리에게 여전히 제공하는 

쓸모와 가치는 무엇인가? 거리에 응집했다 사라지는 예술, 평범한 노인의 

시, 철거 공간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 이 모든 불순한 예술에서 우리는 

행복과 해방의 빛을 다시 발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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