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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소개
전지구적 정치도덕(global political morality)의 제도화를 시도하는, 역사상 전례 없는 국제 현상으로
서의 인권을 살펴본다. 인권의 정치·역사적 배경, 법적·제도적 현황, 그리고 규범적 정당화를 비판적으로 검
토함으로써 인권법, 제도 및 이론이 우리가 당면한 여러 전지구적 문제의 대응책으로 적합한지 각자 견해를 형
성한다.
입문 수업이며, 선수과목은 없다. 주로 강의로 진행하되 소그룹 토론, 역할 놀이, 수업 중 짧은 글쓰기
연습 등의 학습 방법도 활용한다.

비대면 강의 정보
(2020년 3월 15일 기준) 2020년 3월 31일까지 비대면 강의 진행. 첫 강의(3월 17일)는 사전 녹화
후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이후 강의는 동영상 녹화와 업로드 또는 Zoom 기반 화상회의 형
식 가운데 정할 예정.
동영상 업로드 장소: https://www.youtube.com/channel/UCMamoQQHxc91RTq53ghUQQQ
수업 관련 질문 또는 토론은 eTL의 해당 게시판(“질문과 토론” 또는 “수업 진행 질문”) 활용.
참고: 사회과학대학 비대면 강의 정보: https://monot.github.io/css-co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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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강의 기간 이후 확정. 확정 후 온라인 면담신청은 www.jiewuh.net에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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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와 평가
1. 읽기 과제 읽기 (분량이 일정하지 않으니 미리 계획할 것). 미주(endnotes)가 있으면 이 역시 읽을 것.
2. 수업 게시판(eTL)에 올려진 강의 개요를 내려받아 수업 시간에 가져오기
3. 수업 참여: 30%
• 수업 중 짧은 글쓰기 과제 포함:
• 날짜: 수업 진행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정함.
• 비대면 강의 기간에는 특정 날짜까지 eTL 게시판에 업로드하는 형식으로 진행.
• 분량과 시간: 5~10분 동안 특정한 질문에 대해 1~2 단락 정도를 작성.
• 성적: S/U.
4. 중간퀴즈: 15%
• 객관식.
5. 영화 “평”: 국문—11 포인트, 160%, 1~2 페이지. 영문—12 point, double-spaced, 2-3 pages. 20%.
• 제출일: 5월 22일
• 관련 영화 목록과 작성 지침 사전 제시.
• 성적: S/U. 단, 미제출시 수업 전체 성적이 U 단계로 산출됨.
6. 기말시험: 6월 16일, 35%.
• 사전 제시된 7개 학습 문제 가운데 3문제 제출.
• 학습 문제 제시: 6월 2일

수업 정책
과제 마감: 마감 연장을 원하면 마감 48시간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48시간까지의 마감 연장은 신청과 함께 승
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사전 신청 없이 마감을 어긴 과제물은 미제출한 것으로 분류된다. 신청 방법은 과제 주
제 제시 시점에 공지한다. “수업 중 짧은 글쓰기 과제”에 해당하는 쓰기 과제는 연장 불가.
재채점: 산술적 오류 외 재채점은 하지 않는다.
표절을 포함한 부정 행위: 발견 시 수업 최종 성적은 F학점으로 산출하며 관련 학과와 기관에 보고한다.
선수과목: 없음.
녹음·녹화: 수업 내용의 부분 또는 전체 녹음이나 녹화를 금지한다. 단, 장애나 부상으로 녹음·녹화가 필요하
며 교수자에게 사전에 상의한 경우 허락하며, 이때 수강생에게 사전에 공지한다. [예외: 비대면 강의 기간에 사
전 업로드 되는 강의 동영상. Zoom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한 화상회의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할 경우, 녹음·녹
화 금지 원칙은 그대로 적용된다.]
장애·부상: 온라인 수강편람에 제공되는 안내문 참고. 장애나 부상으로 조치·조절(accommodation)이 필요
하면 강사에게 연락할 것.
초안지: 정치학 전공에서 정한 절차와 일정을 따른다. http://polisci.snu.ac.kr/korean/sub5_01.php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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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과제와 일정
1. 3월 17일: 강의 소개 [비대면 강의]
• 권장: Charles Beitz, The Idea of Human Rights (Oxford UP, 2009), ch. 1.
2. 3월 24일: 역사—국제법, 정치철학, 사회운동으로서의 인권 [비대면 강의]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 영문 또는 공식 국문 번역본.
Beitz, ch. 2.
Paul Gordon Lauren, The Evolution of Human Rights 3rd ed. (UPenn Press, 2011), chs. 7–9.
Samuel Moyn, The Last Utopia (Harvard UP, 2010), ch. 4.
Kathryn Sikkink, Evidence for Hope (Princeton UP, 2017), chs. 5-6.
(권장) Moyn, The Last Utopia (Harvard UP, 2010), ch. 3.
• (권장) Johannes Morsink,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Penn Press,
1999), ch. 1.
•
•
•
•
•
•

3. 3월 31일: 정당화 [비대면 강의]
• James Nickel, Making Sense of Human Rights 2nd ed. (Blackwell, 2007), ch. 5.
• Beitz, ch. 5.
• Joshua Cohen, “Minimalism about Human Rights?” in The Arc of the Moral Universe
(Harvard UP, 2010), pp. 319–48 (or: Journal of Political Philosophy 12 (2004): 190–213).
• (권장) Henry Shue, Basic Rights 2nd ed. (Princeton UP, 1996), chs. 1-2.
• (권장) Amartya Sen, “Elements of a Theory of Human Rights,”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32 (2004): 315–56.
4. 4월 7일: 인권과 불평등 I
• Philip Alston, “The Populist Challenge to Human Rights,” Journal of Human Rights 9
(2017): 1-15.
• Susan Marks, “Four Human Rights Myths,” in David Kinley et al. ed., Human Rights: Old
Problems, New Possibilities (Edward Elgar, 2013), pp. 217–35.
•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1966).
• Allen Buchanan, The Heart of Human Rights, pp. 133-45, 285-86.
• (권장) Jan-Werner Müller, What is Populism? (UPenn Press, 2016), chs. 1-2.
5. 4월 14일: 인권과 불평등 II
• Samuel Moyn, Not Enough (Harvard UP, 2017), chs. 6-7 (권장: Introduction, Conclusion).
• Samuel Moyn, “A Powerless Companion: Human Rights in the Age of Neoliberalism,” Law
and Contemporary Problems 77 (2015): 147–69.
• Kathryn Sikkink, Evidence for Hope, ch. 2.
영화 목록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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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4월 21일: 정치문화와 국제정치
• T.M. Scanlon, “Human Rights as a Neutral Concern,” in The Difficulty of Tolerance
(Cambridge UP, 2007), pp. 113-23.
• Makau Mutua, Human Rights: A Political and Cultural Critique (UPenn Press, 2008), ch. 1
(권장: cf. 2).
7. 4월 28일: 의무와 집행 I—주권과 국제행동
•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Report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Intervention and
State Sovereignty (2001), 1–75, available at: http://responsibilitytoprotect.org.
•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How the Court Works,” available at: https://www.icc-cpi.int/
about/how-the-court-works.
• William Schabas, An Introduction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4th ed. (Cambridge
UP, 2011), ch. 2.
• TBD (case study).
8. 5월 5일: 어린이날—보강은 개별 영화감상 시간 활용으로.
9. 5월 12일: “중간” 퀴즈
10. 5월 19일: 의무와 집행 II—시민사회와 규범의 확산
•
•
•
•

Margaret E. Keck and Kathryn Sikkink, Activists beyond Borders (Cornell UP, 1998), ch. 1.
Sally Engle Merry, Human Rights and Gender Violence (Univ. of Chicago Press, 2006), ch. 7.
Beitz, pp. 186-96.
TBD (인권단체 보고서).
5월 22일: 영화 “평” 제출

11. 5월 26일: 의무와 집행 III—구조적 인권침해, 점진적 실천, 기후변화
• Pablo Gilabert, “The Feasibility of Basic Socioeconomic Human Rights,” Philosophical
Quarterly 59 (2008): 659-81.
• 조효제, 『인권의 지평』 (후마니타스, 2016), 2장.
• Henry Shue, Climate Justice (Oxford UP, 2014), ch. 16.
• Simon Caney, “Climate Change, Human Rights and Moral Thresholds,” in Stephen
Humphreys ed. Human Rights and Climate Change (Cambridge UP, 2010), pp.69-90.
12. 6월 2일: 인권과 인권, 인권과 정의
• TBD.
기말시험 학습 문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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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6월 9일: 종합토론
14. 6월 16일: 기말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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