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카데미 프로그램 개요 

 

 과정명 

국문명: 자양 라이프 아카데미 

영문명: JA-LEAP (JAyang LifE Academy Program) 

 

 일정 - 개요 

오전 일정의 대주제는 앎-느낌-나눔입니다. 모듈 1-2 앎 – Philologia/Philosophia에서는 지식의 

형성과정과 문명 발달단계, 그리고 철학의 주요 면면을 살펴보고 모듈 3 느낌 – Philharmonia에

서는 음악과 조형예술을 통해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는 한편, 모듈 4 나눔 - Philanthropy에서는 

제 4차 산업혁명을 화두로 앞으로 다가올 인류 문명의 면모와 전망을 다루게 됩니다. 과정의 목

표는 전일체적 교육을 통해 현대 문명이 당연하게 여겼던 수많은 제도와 도구, 발명품들을 낯설

게 봄으로써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이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독자적인 시선을 

배양하는 데 있으므로 다른 과정과의 차별화를 위해 문학, 역사, 철학, 예술 등과 관련된 주제를 

백화점 식으로 나열하는 것은 지양하였습니다. 모든 과정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앎 – 

Philologia/Philosophia 부분에서는 세계사와 철학이, 느낌 – Philharmonia 부분에서는 조형 예술 

및 음악이, 모듈 4 미래 - Philanthropy에서는 테크놀로지와 삶의 전망이 각각 주요 주제로 자연

스럽게 부상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정에서는 각 주제와 도서 목록에서 제시해드린 도서들이 어

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교재로 사용될 핵심 도서 이외에도 관련 

도서 중 일부를 복사하여 참고하거나 함께 읽고 토론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진

행될 작문/디지털 테크놀로지/사회봉사/경영-기업/건축 등 5개 모듈은 오전 모듈과 연계하여 혹은 

독자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간 일정 

09:00-12:00  인문학 모듈 (문학/철학/과학/예술) 

12:00-13:30 점심시간 

13:30-15:30 일렉티브 – 리얼 러닝 첫 번째 세션 

15:30-17:30 일렉티브 – 리얼 러닝 두 번째 세션 

오전: 인문학 강연 및 토론이 진행됩니다. 문학/철학/과학/예술 등 각 부문의 주제에 대하여 전임 

강사와 초빙 강사의 강연 혹은 독서토론회가 진행될 것이며 주제와 강사의 계획에 따라 프리젠테

이션 등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강연기법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오전 인문학 강연은 자양 라이프 아카데미의 전일체 교육의 초석으로서 대학이 방기한 전인교육

의 의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오후: 오후에 진행되는 일렉티브 – 리얼 러닝 세션은 자양 라이프 아카데미를 차별화 해줄 수 있

는 독창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각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거둔 학자, 기업인, 예술가를 초빙하여 

학생들이 사회에서 활용 할 수 있는 지식을 전수하고 케이스 스터디 및 관리 과제 수행, 비즈니

스 모델 수립 등을 통하여 최신 경영 기법을 직접 실행해 보는 기회가 제공될 것입니다. 아울러 

주요 전시회와 음악 공연을 관람하고 관련 전문가의 설명을 듣는 프로그램과 자원봉사 프로그램

(2주 기준 종일 혹은 반일 계획)도 함께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후 일정 (3~5월 확정일정) 

 케이스 스터디 및 비즈니스 모델 : 윤세웅 WWF 한국대표  

 동영상 제작 기법 : 김기환 前 KOREAD CF 감독 

 디지털 모바일 – 시장의 경향과 비즈니스 모델 : 강태진 대표 (삼성전자 미디어솔류션센터) 

 마케팅이란 – 강연 및 관리 과제 : 최규현 한컴 대표이사  

 서울역사 문화공간 – 방문 도슨트 : 신수진 교수 (일우재단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국문 및 영문 작문 : 유성환 박사 (아카데미 담임교수) 

 CV쓰는법 및 자기경력관리에 대해서 : 채은주 콘페리 한국대표  

 보도사진 보는법 및 찍는법 : 장석준 대표  

 전기차에 대해서 : 표현명 롯데 렌터차 대표 

 전시회에 관해서 : 김건희 코바나 컨텐츠 대표  

 코칭과 명상에 대해서 : 김광호 대표(전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커피마케팅에 대해서 : 김진수 동서식품 부사장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동문회장) 

 

 참고 도서 목록 

문학 (창작 시기 기준) 

작자 미상  『시누헤 이야기』 

작자 미상  『함무라비 법전』 

소포클레스  『안티고네』 

아리스토파네스  『뤼시스트라테』 

노자   『노자』 

유의경   『세설신어』 

조너선 스위프트  『걸리버 여행기』, 박용수 옮김 (1998) 문예출판사 

니코스 카잔차키스 『그리스인 조르바』, 이윤기 옮김 (2013) 열린책들 



알렉산드르 솔제니친 『이반 데니소비치, 수용소의 하루』, 이영의 옮김 (1998) 민음사 

미셀 투르니에  『방드르디, 태평양의 끝』, 김화영 옮김 (1995) 민음사 

오르한 파묵  『내 이름은 빨강』, 이난아 옮김 (2004) 민음사 

엘리자베스 M. 토마스 『세상의 모든 딸들』, 이나영 옮김 (2007) 홍익출판사 

에리히 마리아 레마르크 『서부 전선 이상 없다』, 홍성광관 옮김 (2009) 열린책들 

테드 창   『당신 인생의 이야기』, 김상훈 옮김 (2016) 엘리 

 

역사/사회 (가나다 기준) 

김유동   『충적세 문명』 (2011) 도서출판 길 

나카자와 신이치  『사랑과 경제의 로고스』, 김옥희 옮김 (2004) 동아시아 

다치바나 타카시  『도쿄대생은 바보가 되었는가』, 이정환 옮김 (2002) 청어람미디어 

마이클 샌덜  『정의란 무엇인가』, 이창신 옮김 (2010) 김영사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 조현욱 옮김 (2015) 김영사 

유시민   『국가란 무엇인가』 (2011) 돌베개 

제러드 다이아몬드 『문명의 붕괴』, 강주헌 옮김 (2005) 김영사 

제러미 리프킨  『공감의 시대』, 이영남 옮김 (2009) 민음사 

카렌 암스트롱  『축의 시대』, 정영목 옮김 (2006) 교양인 

 

철학 (가나다 기준) 

강신주   『상처받지 않을 권리』 (2009) 프로네시스 

고병권   『철학자와 하녀』 (2014) 메디치 

김용석   『메두사의 시선』 (2010) 푸른숲 

남경태   『누구나 한번쯤 철학을 생각한다』 (2012) 휴머니스트 

박홍순   『사유와 매혹: 서양철학과 미술의 역사』 (전 2권) (2011) 서해문집 

서은국   『행복의 기원』 (2014) 21세기북스 

존 그레이  『하찮은 인간』, 김승진 옮김 (2010) 이후 



 

과학 (가나다 기준) 

구본권   『로봇 시대, 인간의 일』 (2015) 에크로스 

마이클 셔머  『왜 사람들은 이상한 것을 믿는가』, 류운 옮김 (2007) 바다출판사 

수전 블랙모어  『밈』, 김명남 옮김 (2010) 바다출판사 

앤럴라 더스워크  『그릿』, 김미정 옮김 (2016) 비즈니스북스 

에드워드 윌슨  『인간 존재의 의미』, 이한음 옮김 (2016) 사이언스북스 

장대익   『다윈의 정원』 (2017) 바다출판사 

정인경   『과학을 읽다』 (2016) 여문책 

최인철   『프레임: 나를 바꾸는 심리학의 자세』 (2007) 21세기북스 

클라우스 슈밥  『제4차 산업혁명』, 송경진 옮김 (2016) 새로운현재 

 

예술 (가나다 기준) 

김형태   『예술과 경제를 움직이는 다섯 가지 힘』 (2016) 문학동네 

송병건   『비주얼 경제사』 (2015) 아트북스 

이주헌   『지식의 미술관』 (2009) 아트북스 

이진숙   『시대를 훔친 미술』 (2015) 민음사 

진중권   『서양미술사: 모더니즘 편』 (2011) 휴머니스트 

진중권   『서양미술사: 후기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 편』 (2013) 휴머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