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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토요�세미나� (사회역학-정책�협동�세미나)

제안: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연구소 박진욱,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명희

문서작성일: 2016.9.

1.� 제안�배경

l 그동안 건강불평등,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대한 역학적 분석과 정책/전략을 함께 다루

며 과학적 지식의 정치성과 현실 적용 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왔던 서리풀 사회역학-정

책 협동 세미나가 여덟 번째 시즌을 맞았습니다.  

l 2016년 하반기에 진행될 8기 세미나의 주제는 ‘(사회) 불평등의 이론과 건강불평등의 맥

락’입니다. 7기 세미나에서 건강불평등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생물학적 기전을 공부했다면, 

다시 사회 수준으로 올라와 건강불평등이 발생하는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세미나

의 목표입니다. 사회불평등 분야의 고전이라 할 수 있는 루소의 책에서 시작하여, 사회불

평등의 발생과 지속, 정당성을 논하는 책들을 함께 읽고자 합니다. ‘건강’ 불평등이 이들 

책의 중심 주제는 아니지만, 전체 사회불평등 맥락 안에서 건강 불평등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l 서리풀 토요세미나는 모두의 협업과 토론으로 진행되는 자율적 공부모임입니다. 학습의 필

요성에 공감하고, 연구를 통한 실천 활동에 동참하고자 하는 젊은 연구자, 학생들의 성실

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제안합니다. 

2.� 진행�방식

l 일시: 격주 토요일 오전 10시-12시, 10월 15일일 (토) 첫 모임 (2016년 3월까지 진행 예정) 

l 장소: 시민건강증진 연구소 (지하철 7호선 남성역 4번 출구)

l 코디네이터: 박진욱 (이 모임에 조교/보조원 개념은 없습니다. 참여자의 사회적 지위, 나이

에 관계없이 자료 복사와 다과 준비, 뒷정리는 공평하게 분담합니다)

l 참가자격: (영어) 책을 읽고 정리하여 다른 이들에게 설명하며 발표할 수 있어야 하며, 전

공은 무관합니다. 토론의 연속성 보장을 위해 간헐적 참가는 사절합니다 (선착순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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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참가비용: 별도 참가비는 없습니다. 다만 문헌자료나 발제문 복사, 간단한 다과 준비가 가

능하도록 (아직 회원이 아닌 분들은) 연구소 후원 회원 등록을 권장합니다. 

l 문의 및 신청: 2016년 10월 03일까지 이메일 (socialepiseminar@gmail.com) 

3.� 학습�내용�

l 장 자크 루소 지음, 주경복 옮김.『인간불평등 기원론』책세상 2003

l Amartya Sen. 『Inequality Reexamined』Harvard University Press 1992 (이상호 옮김. 

불평등의 재검토. 한울아카데미 2008)

Introduction Questions and Themes

1. Equality of What?

2. Freedom, Achievement and Resources

3. Functionings and Capability

4. Freedom, Agency and Well‐Being

5. Justice and Capability

6. Welfare Economics and Inequality

7. Poverty and Affluence

8. Class, Gender and Other Groups

9. The Demands of Equality

l Charles Tilly 『Durable Inequality』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8

1. Of Essences and Bonds

2. From Transactions to Structures

3. How Categories Work

4. Modes of Exploitation

5. How to Hoard Opportunities

6. Emulation, Adaptation, and Inequality

7. The Politics of Inequality

8. Future Inequalities

mailto:socialepiseminar@gmail.com


- 3 -

l Göran Therborn. 『Killing Fields of Inequality』Polity 2013 (이경남 옮김. 불평등의 킬링필드. 

문예춘추사 2014)

1. Human, nasty and short: life under inequality

2. Behind the doors of exclusion

3. Theoretical cross-draught

4. Three kinds of (in)equality and their production

5. Inequality and the rise of modernity

6. A historical six-pack: three inequalities in global and national history

7. Current world patterns and dynamics of inequalities

8. Three puzzles of contemporary inequalities

9. Overcoming inequality – yesterday and tomorrow

10. The decisive battlefields of future (in)equality

l Danny Dorling. 『Injustice: Why social inequality persists』Policy Press 2011 (배현 옮김. 불의

란 무엇인가. 21세기 북스 2012)

1 Introduction 

2 Inequality: the antecedent and outcome of injustice

3 ‘Elitism is efficient’: new educational divisions

4 ‘Exclusion is necessary’: excluding people from society

5 ‘Prejudice is natural’: a wider racism

6 ‘Greed is good’: consumption and waste

7 ‘Despair is inevitable’: health and well-being

8 Conclusion, conspiracy, consens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