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사람이 만나 새로운 관계가 생겨나고
학문과 학문을 융합해 나만의 전공을 창조하는 곳

시민자유대학
2020년 가을학기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생활속 거리두기 수칙을
철저히 준수합시다.
※코로나19로 인해 여름학기 일정이 변동・취소될 수 있습니다.

장덕동 근대한옥(등록문화재 제146호)

월요일

01
교 수

정명순
전남대학교
독일언어문학과교수

커리큘럼

사회와철학

독일문학으로 읽는 현대사회
기간 2020년 9월 14일~11월 2일(8주)
시간 매주 월 저녁 7시~10시
장소 강사 연구실(온라인 실시간 화상 강의)

독일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작품들을 통해서 현대사회의 문제점들을 파악하며, 인간적인 삶에 대해
고민해본다. 세 작가의 작품들을 같이 읽고 토론하면서 인간 소외문제, 어두운 역사와의 대면, 현대인의
정체성 위기라는 세 주제를 중심으로 현대인의 삶을 성찰한다.

1강 09.14 문학의 역할: 프란츠 카프카의 삶과 문학
2강 09.21 프란츠 카프카 <변신>: 현대사회의 소외, 고독, 방향상실
3강 09.28 프란츠 카프카 <학술원에 드리는 보고>: 정체성 위기와 출구 찾기
4강 10.05 베른하르트 슐링크 <책 읽어주는 남자>: 어두운 역사와의 대면, 계몽의 허구성
5강 10.12 베른하르트 슐링크 <책 읽어주는 남자>: 사유와 공감력 부재.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은 단지 질서의 맹종자였는가?
6강 10.19 파트릭 쥐스킨트 <향수>: 시각 중심 사회의 광기. 현대인을 매혹하는 향은?
7강 10.26 파트릭 쥐스킨트 <향수>: 현대의 오디세우스 우리가 빠져나와야 할 야만의 세계는?
8강 11.02 파트릭 쥐스킨트 <깊이에의 강요>: 주체적인 삶이란?
★ 이 과목은 ‘교사와 시민을 위한 나람인문강좌’입니다.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 대면 강의로 전환될 경우 수강자는 먼저 수강을 신청한 분들을 우선합니다.
★ 교재: 강사 제공 유인물

화요일

02
교 수

박병기
철학박사

커리큘럼

서양고전

철학을 실천하러 철학을 떠나다 :
카를마르크스의 『독일이데올로기』 독해
기간 2020년 9월 15일~11월 3일(8주)
시간 매주 화 저녁 7시~9시
장소 강사 연구실(온라인 실시간 화상 강의)

카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초고 『독일 이데올로기』를 편집해 온 정치사를 개괄하고 신판
『독일 이데올로기』 포이어바흐 장을 강의자가 직접 옮긴 한국어로 읽음으로써 그동안 유물사관이라
는 철학에 가려진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진면목을 그들의 육필원고를 통해 직접 들어보고 그들이 도달
한 실천적, 과학적 역사이해를 인류의 지성사적 성취로 이해한다.

1강 09.15 『독일 이데올로기』 에 대한 오해들
2강 09.22 『독일 이데올로기』 초고 작성의 시대적 배경과 과정
3강 09.29 『독일 이데올로기』 편집의 정치사
4강 10.06 「포이어바흐에 관하여(ad Feuerbach)」 읽기
5강 10.13 카를 마르크스의 「서문」 초안 읽기
6강 10.20 카를 마르크스/프리드리히 엥겔스의 「1. 포이어바흐」 장 첫머리(1)」 읽기
7강 10.27 카를 마르크스/프리드리히 엥겔스의 「1. 포이어바흐」 장 첫머리(2)」 읽기
8강 11.03 카를 마르크스/프리드리히 엥겔스의 「1. 포이어바흐」 장 첫머리(3)」 읽기
★ 이 과목은 ‘교사와 시민을 위한 나람인문강좌’입니다.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 대면 강의로 전환될 경우 수강자는 먼저 수강을 신청한 분들을 우선합니다.
★ 교재: 이병창 역, 『독일이데올로기1』, (먼빛으로, 2019)/ 강사 번역본

수요일

동양고전

03
교 수

조우진
전남대학교
철학연구교육센터
학술연구교수

커리큘럼

주역여행

기간 2020년 9월 16일~11월 11일(8주)
시간 매주 수 저녁 7시~9시
장소 장덕동 근대한옥(온라인 실시간 화상 강의)
이 강좌는 『주역』을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역』을 읽는 기초적인 방법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주역』을 바탕으로 철학적 사유를 개괄하고, 주역철학이 추구하는 이념을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더 나아가 주역을 읽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괘효사를 읽어볼 것이다.

1강 09.16 주역이란 무엇인가?
2강 09.23 주역 책의 구성
3강 09.30 괘효사를 읽는 방법
4강 10.07 괘효사 읽기: 정괘(鼎卦)와 제(祭)
5강 10.14 괘효사 일기: 정괘(井卦)와 복(福)
6강 10.21 설괘전 1장
7강 10.28 설괘전 2장
8강 11.11 설괘전 3장
★ 이 과목은 ‘교사와 시민을 위한 나람인문강좌’입니다.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 대면 강의로 전환될 경우 수강자는 먼저 수강을 신청한 분들을 우선합니다.
★ 교재: 강사 제공 유인물

목요일

04
교 수

이상훈
전남대학교
강의교수

커리큘럼

예술과미학

영화가 그린 예외상태

기간 2020년 9월 17일~11월 12일(8주) *추석연휴(10월1일) 휴강
시간 매주 목 저녁 7시~9시
장소 온라인 녹화된 동영상 강의
코비드-19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은 현대인의 일상과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이 보이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인간은 선택을 해야 한다. 이 수업에서는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일상이
무너졌을 때 우리의 다양한 모습과 선택을 예외상황이 벌어진 영화들을 통해 알아본다. 이를 통해 미래를
예상하고 이를 준비하는 것에 대한 토론의 기회를 갖는다.

1강 09.17

아무 것도 만나지 말고, 누구도 만나지 마라 <컨테이젼>

2강 09.24

전염병, 국가를 마비시키다 <감기>

3강 10.08

모두가 눈이 멀어버린 도시에서 눈이 뜬 자 <눈먼

4강 10.15

괴물과 맞서 싸우는 가족의 투쟁기 <괴물>

5강 10.22

기적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 <칠드런

6강 10.29

전대미문의 재난 속 사투의 여정 <부산행>

7강 11.05

바이러스 혹은 분노 <28일

8강 11.12

종말에 대한 공포 <멜랑콜리아>

자들의 도시>

오브 맨>

후>

★ 이 과목은 ‘인문도시광주’와 함께 합니다.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 대면 강의로 전환될 경우 수강자는 먼저 수강을 신청한 분들을 우선합니다.
★ 교재: 강사 제공 유인물

금요일

05
교 수

이향준 외 2

동양철학특강

동양고전의 쓸모,
시대의 변화를 읽다

기간 2020년 9월 18일~11월 20일(8주) *추석연휴(10월2일), 한글날(10월9일) 휴강
시간 매주 금 저녁 7시~9시
장소 온라인 녹화된 동영상 강의
≪동양고전의 쓸모, 시대의 변화를 읽다≫에서는 초개인화 사회에서 동양고전을 바탕으로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고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 성찰한다. 현실적인 관심사로부터 미래의 삶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뿐만 아니라, 고전과 현대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자 한다.

전남대학교
철학연구교육센터
학술연구교수

1강 09.18 시간과 희망_점과 복 | 조우진

커리큘럼

3강 10.16 공간과 문화_무궁화, 태극기, 한글 | 조우진

2강 09.25 우주의 밝음과 어두움_음양과 오행 | 조우진
4강 10.23 사랑과 연대_공자의 인仁 | 정영수
5강 10.30 정의와 공존_맹자의 의義 | 정영수
6강 11.06 욕망과 절제_순자의 예禮 | 정영수
7강 11.13 인간의 징검다리_서恕 | 이향준
8강 11.20 『논어』의 첫 글자_학學 | 이향준
★ 이 과목은 ‘HK가족커뮤니티사업단’과 함께 합니다.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 대면 강의로 전환될 경우 수강자는 먼저 수강을 신청한 분들을 우선합니다.
★ 교재: 강사 제공 유인물

토요일

사회와철학

06

KNOW 광주:
시민을 위한 도시 이야기

기간 2020년 9월 19일~11월 14일(8주) *개천절(10월3일) 휴강
시간 매주 토 오전 10시~12시 30분
장소 온라인 녹화된 동영상 강의

“여기가 로도스다. 여기서 뛰어라!”
천국은 다른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여기 네가 발 딛고 있는 현실에서 열린다는 헤겔의 말이다.
지금 여기 광주를 아름답게 구성하는 것은 지금・여기를 진단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KNOW 광주: 시민을 위한 도시 이야기는 철
학, 환경, 지역개발, 예술, 역사의 전문가를 모시고 광주에 대한 다층적 진단을 시도한다.

커리큘럼

1강
2강
3강
4강
5강
6강
7강
8강

09.19
09.26
10.10
10.17
10.24
10.31
11.07
11.14

아토포스 광주를 산책하다 |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
기후변화의 과학적 이해 | 윤원태 국제기후환경센터 대표이사
지역경제의 이해와 사회적경제의 의미: 광주지역경제를 중심으로 | 나주몽 지역개발연구소 소장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 광주지성사를 위한 시론 | 이향준 철학연구교육센터 학술연구교수
항아리 필름과 신체 카메라 : 항쟁이미지에 관하여 | 김만석 독립큐레이터
광주, 도시의 속살과 도시재생 | 정성구 도시컨텐츠연구소 소장
광주의 역사, “Road In Gangju” | 서금석 조선대 역사문화학과 교수
광주와 장소특정적 미술: 민중미술에서 공공미술로 | 김동일 대구카톨릭대 교수

★ 이 과목은 ‘인문도시광주’와 함께 합니다.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 대면 강의로 전환될 경우 수강자는 먼저 수강을 신청한 분들을 우선합니다.
★ 교재: 강사 제공 유인물

수강신청
· 신청 방법

시민자유대학 홈페이지 접속→‘새소식’ 내 수강신청 게시글 참조

·수 강 료

무료 *시민자유대학의 회원 가입과 많은 분들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과목 선택 및 수강료 납부 기간
· 입금 계좌

·
·
·

문

의

전

화

2020년 9월 1일(화) ~ 9월 14일(월)

광주은행 074-107-666930(사단법인 인문도시연구원)

062-961-1110

홈페이지

https://freeuniv-gj.imweb.me

이 메 일

freeuniv_gj@naver.com

Facebook & Instagram freeuniv.gwangju

* 2020년 시민자유대학 가을학기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시민자유대학” 검색

과 함께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