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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제이슨 W� 무어� 생명의 그물 속 자본주의�오류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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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그물 속 자본주의』 한국어판 오류 교정

 

아쉽게도 눈에 띈 몇몇 오류를 다음과 같이 고쳐서 올립니다�

책을 읽으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40쪽� 각주 30) 위에서 3�4번째 줄� 통제권을 다시 한 번 부과하는 데 --> 통제권

을

 

2. 56쪽� 위에서 10번째 줄� 인류�속�자본주의 --> 자연�속�자본주의

 

3. 70쪽� 위에서 9번째 줄� 첫 번째 물음에 대한 --> 첫 번째 물음��대상으로서의 환

경��에 대한

 

4. 88쪽� 아래에서 5번째 줄� �환경형성�에서 �형성�을 강조체로 표현

 

5. 89쪽, 아래에서 4번째 줄: 명확한 --> 특정한

 

6. 95쪽� 위에서 3번째 줄� 분석들 대부분에서 --> 급진적인 분석들 대부분에서

 

7. 99쪽� 위에서 6번째 줄� 행위주체성들이 --> 행위주체들이

 

8. 107쪽� 위에서 10번째 줄� 자연의 --> �인간 자연을 비롯한� 자연의

 

10. 111쪽� 위에서 10번째 줄� 교육적이라고 --> 견인적이라고

 

11. 114쪽� 위에서 1번째 줄� 노동 --> 자연

사물의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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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14쪽� 위에서 3번째 줄� 자본의 �자기�팽창이 --> 자본의 �자기�팽창을 위한 조건이

 

13. 124쪽� 위에서 2번째 줄� 불균등한 일반화라는 --> 불균등한 지구화라는

 

14. 131쪽� 아래에서 4번째 줄� 연역적 수단으로��> 견인 수단으로

 

15. 134쪽� 위에서 1�2번째 줄� 여기면서 --> 여기는 관점을

 

16. 162쪽� 아래에서 3�4번째 줄� 이런 생태잉여는 체계 전반의 무상 일�에너지 전유 규모 대비 체계 전반의 자본 규모의 비

율이다� --> 이런 생태잉여는 체계 전반의 자본 규모 대비 체계 전반의 무상 일�에너지 전유 규모의 비율이다�

 

17. 181쪽� 아래에서 7번째 줄� 급등했다� --> 급락했다�

 

18. 195쪽� 위에서 8번째 줄� 양적 재구성 --> 질적 재구성

 

19. 200쪽� 위에서 6번째 줄� 지리적 증가를 --> 기하급수적 증가를

 

20. 241쪽� 위에서 6번째 줄� 고정자본 --> 불변자본

 

21. 279쪽� 위에서 2번째 줄� 그 발전소를 --> 지구온난화를

 

22. 299�301쪽� 각주 표시� 중복된 70�부터 78�까지를 수정� 70->71, 71->72, ... 78->79

 

23. 307쪽� 아래에서 2번째 줄� 전유 --> 착취

 

24. 328쪽� 위에서 6�8번째 줄� 이런 식으로� 자본주의의 대응 사업은 모순적인 역사적 과정을 창출하기 위해 온갖 종류의

경쟁적이고 논란이 많은 시각과 저항을 맞닥뜨린다� -->�이런 식으로� 자본주의의 대응 사업은 온갖 종류의 경쟁적이고 논

란이 많은 시각과 저항을 맞닥뜨려서 모순적인 역사적 과정을 창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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