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의 눈으로 본 신자유주의의 맨 얼굴

희망의 몸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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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감수성까지 통째로 바꾼 신자유주의의
본 모습을 들여다본다. 사회 모든 영역에서,
근본적으로 삶의 철학에까지 침투해 우리를 온

주권이 지금 만들어진 현재를 살게 한다면,
존엄은 현재에 틈을 만들어
새로운 미래를 살게 한다.

통 피폐화하고 있는 신자유주의라는 괴물은 도

민중과 시민의 직접행동은

대체 어떤 녀석인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머나먼 미래의 이상 사회가 아니라

신자유주의는 지금 한국에서는 어떠한 모습을

지금의 현실에서 존엄하게 살자는 몸부림이다.

하고 있는가? ‘우리 삶은 도대체 왜 이렇게 팍

정치의 가치인 존엄은

팍해지기만 하는 걸까’ 하는 질문을 한 번쯤 던

자본과 권력이 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니라

져 보았던 모든 이들을 위한 성찰이 담겨 있다.

나와 우리가 노력할 몫이다.

길 위의 신부 문정현

중앙 언론이 장악한 미디어를 벗어나 조금만 시선을 돌

다시 길을 떠나다

리면 우리는 지금도 곳곳에서 싸우는 사람들을 만날 수

김중미 지음

있다. 팔당의 두물머리를 지키는 농민들, 강정 마을을
한국 민중운동의 역사가 곧 그의 삶이라 해도
좋을, 이 시대의 가장 뜨거운 이름 문정현! 독
실한 천주교 집안에서 태어나 하느님을 따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선택’이 아닌 ‘운명’으로

지키는 사람들, 송전탑을 반대하며 싸워 온 밀양의 주민
들…… 이기지 못할 거라는 그 싸움을 몇 년째 우직하게
일상으로 만들어 온 수많은 사람이 있다. 자기 밥벌이에
바빠 다른 사람의 일에 신경을 쓸 시간이 없을 거라는 인

받아들였던 유년 시절, 민주화운동의 현장에서

식을 비웃듯 희망버스를 타고 한진중공업으로 향한 시민

‘운동권 신부’로 살았던 40년 세월, 은퇴 뒤에

들이 있다. 그리고 때로는 그런 시민들이 새로운 사건을,

도 여전히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

희망찬 승리를 만들어 낸다.
— 본문 중에서

달려가는 길 위의 신부, 열혈 신부, 연민의 신
부 문정현의 삶을 작가 김중미가 차분히 기록
했다.

대지의 청지기 웬델 베리의 먹거리, 농사, 땅에 대한 성찰
웬델 베리 지음｜이한중 옮김

우리는 이제 소로우 이후에는 웬델 베리가 있
다고 감히 말해도 좋을 것이다.건실한 농사와
그 농사를 짓는 농부의 이야기를 농사의 마지
막 종착지인 ‘먹거리’를 중심으로 풀어 가고 있
는 이 책은 결국 제대로 먹는 일과 건실한 농사
는 하나이며, 그것이 바로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길, ‘참된 살림’이라고 이야기한다.

ISBN 978-89-89646-76-1

값 14,000원

하승우
정치학을 전공한 것은 우연이었다. 시험 성적에 맞춰 지원했을 뿐 정치
에 관심은 없었다. 대학원에 진학한 것은 학문에 대한 뒤늦은 관심이
었지만, 대학원의 교육 과정은 그 호기심을 채워 주지 못했다. 정체성
을 강조하는 학교 밖 학문 공동체들에도 정을 주기는 어려웠다. 그러다
2001년 풀뿌리 운동을 만났다. 내가 생각하던 바를 이미 현실에서 구
현하는 운동이 있었다니! 그때부터 연구와 활동의 경계를 넘나들며 본격
적인 공부를 시작했다. 삶이 받쳐 주니 생각의 힘이 부쩍 강해졌다. 그
래서 요즘은 삶이 생각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고민하며, 중심에서 멀
어지는 삶을 기획하고 있다.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운영위원으로 활
동하고 있고 녹색당 평당원이다. 동네에서 몇 개의 독서 모임과 공부 모
임을 진행하고 있다. 《참여를 넘어서는 직접행동》 《희망의 사회윤리 똘
레랑스》 《세계를 뒤흔든 상호부조론》 《군대가 없으면 나라가 망할까》
《아나키즘》 《도시생활자의 정치백서》(공저) 등을 썼다.

하승우 지음

하승우 지음

온 삶을 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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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땅의 사람들이 품고 부딪치고 살려 낸

지난 100년 동안 시민의 존엄과 직접행동은 어떻게 짓밟히고 되살아났는가 ?

아무도 남을 돌보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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