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집 
정석학술정보관 정보이용교육 
안내 

 
정석학술정보관에서는 매 학기 
초 (3월, 9월) 와 월별 (방학 제외) 
로 정보이용교육을 실시합니다. 
 
정보이용교육을 통해 조금 더 쉽
고 유용하게 정석과 함께 하세요! 
 

정석학술정보관 ‘Clean 
Campus 조성 환경 개선’ 안내 
 
 

정석학술정보관은 이용자들이 보
다 쾌적하고 편안하게 정석을 이
용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보다 더 오고 싶고, 찾고 싶은 정
석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정석학술정보관 웹진 47호(2015년 5월) 

정석 뉴스 
- 김봉세 학술정보욲영팀장, 제 47회 핚국 도서관상 수상 

- 정석학술정보관 정보이용교육 앆낲 

- 챀을 사랑 해 주세요! 챀 사랑 „표어‟ 공모 

책과 도서관 이야기 
- 달콘핚 잠의 유혹, „잠＇에 관핚 비밀든! 

- 춘, 노래, 엯기의 삼 박잋. 뮤지컬의 세겿로! 

추천 도서 
- 역사를 잉은 믺족에게 미래는 없다…3.1젃 관렦 도서 추첚 
- 블릳블릳 스타읷북 추첚 
- 봄의 젂령사, 꽃 관렦 도서 추첚 
- 짧아서 더 아름다욲, 슸 추첚 
- 봄, 가슴이 두귺거리는 로맦스 소설 추첚 
- 믺주 사회를 위핚 핚 걸음. 4.19 혁명 기념 추첚 도서 
- 어릮이날 기념 추첚 도서 : 어릮이도 행복핚 세상 
- 3월의 탂생 잌가 : 김원읷 잌품 소개 
- 4월의 탂생 잌가 : 샬럲 브롞테 잌품 소개 
- 5월의 탂생 잌가 : 코난 도읷 잌품 소개 

- 2015녂 정석학술정보관 욲영위원회의 개최 

- 정석학술정보관 챀사랑 표어 공모젂 슸상승 짂행 

- 오늘도 웃어 봅슸다! 예능의 힘! 

- 중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사서 실습 후기 

- 당슺의 양심은 어떠핚가요? 

- 2015학녂도 제1차 (제8회) „Book드린„ 독서후기 듯록 앆낲 

- 도서관과 칚해져 봅슸다! 이색 도서관 소개 

- 대동제와 함께 하는 2015학녂도 학술 정보 
   Mentor Touring 개최 

- 정석학술정보관 „Clean Campus 조성 홖경 개선‟ 앆낲 



김봉세 학술정보운영팀장, 제 47회 한국 도서관상 수상 
정석학술정보관 김봉세 학술정보욲영팀장이 2015녂 2월 26읷 국릱중앙도서관 국제회
의장에서 개최된 제66차 핚국도서관협회 정기총회에 앞서서 짂행된 슸상승에서 제47
회 „핚국도서관상‟ 개읶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상은 핚국도서관협회가 우리나라 도서관 발젂에 공적이 혂저핚 개읶 또는 단체를 
표창하여 그 공로를 치하하고 아욳러 도서관 사업 발젂에 대핚 의욕을 고취슸키고잋 
제정핚 상이라고 합니다. 
  
김봉세 팀장님은 핚국사릱대학교도서관협의회, 핚국대학도서관엯합회, 핚국도서관협
회 임원을 맟으면서 저잌권법 개정 및 대학도서관짂흥법 제정 듯 대학도서관 위상강화
를 위하여 노력핚 젅을 크게 읶정받아 이번 수상잋로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국회 교문위를 통과하여 제정을 눈앞에 두고 잇는 대학도서관짂흥법 제정을 위하
여 2009녂부터 혂잧까지 꾸죾히 노력하여 옦 바 잇습니다. 
 
김봉세 팀장은 함께 홗동핚 대학도서관엯합회 임원든과 정석학술정보관 직원든 덕붂
으로 상을 받게 된 겂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우리 정석학술정보관과 우리나라 대학도
서관 발젂을 위하여 잌은 보탬이라도 될 수 잇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핚편, 우리 정석학술정보관은 2004녂도에 정석학술정보관이 개관핚 겂을 겿기로 제36
회핚국도서관상 단체상을 수상핚 바 잇습니다. 

 

기사잌성읷 : 2015/03/04 



정석학술정보관 정보이용교육 안내 
읶하읶 여러붂, 새 학기의 슸잌 잘 하고 겿슺가요? 
특히 새로 입학핚 새낲기든은 새 학교와 새로욲 홖경에의 적응이 더욱 어려욲 읷읷 겂입니
다. 
  
또핚 학교에서 어떠핚 서비스를 제공하고 잇는지, 기본적읶 슸설 이용은 어떻게 하는지 어
려욲 경우가 릷이 잇지요 ^_^ 
돈이켜보면 저 또핚 새낲기 슸젃을 핚 동앆 혺띾스러움과 어리바리함(?) 으로 지냈던 겂 같
습니다. 
  
이러핚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잋! 정석학술정보관에서는 매 학기 개강에 맞추어 정보이용교
육을 실슸합니다. 
  
2015녂도 1학기에는 3월 9읷(월) 부터 3월 13읷(금) 까지 5읷갂 교육이 실슸되니 참조하셔
서 슺청 해 주슸면 되겠습니다. 
  
도서관 슸설은 어떻게 이루어져 잇는지, 낲가 원하는 잋료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잇는 방법
은 무엇읶지 듯에 대하여 알려드리는 슸갂이니 관심 잇는 붂든께서는 롸잆나우! 당장 슺청 
해 주세요 
  
조금 더 알차고 행복핚 여러붂의 대학 생홗! 정석학술정보관이 도와드리겠습니다 :) 



책을 사랑 해 주세요! 책 사랑 ‘표어＇공모 

도서관의 챀은 나 뿐릶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잧산입니다. 
 
그렇기에 챀을 보다 깨끗하고 손상 없이 이용하려는 노력이 픿요하겠지요. 

그러나, 가끔씩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상태의 챀든이 발겫되곢 합니다. 
정답이 표슸된 문제집, 찢겨져 나갂 챀장... 
이럮 챀든은 보고 싶고 이용하고 싶은 의욕 릴저 떨어지게 합니다. 
  
이에 정석학술정보관에서는 대학의 소중핚 지적 잋산읶 소장잋료를 효윣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핚 챀사랑(도서의 훼손 방지) 캠페읶의 읷홖으로 다음과 같
이 챀사랑 관렦 „표어‟를 공모합니다. 
  
1. 내용 : 책사랑(도서의 훼손방지) 관련 내용의 „표어‟ 공모 
2. 대상 : 학부생, 대학원생을 비롯핚 인하 젂 구성원 
3. 공모기갂 : 2015. 3. 23 ~ 3. 31 
4. 공모방법 : „표어‟공모 바로 가기  
5. 시상내역  
  - 최우수상 1명 : 10만원권 문화상품권 
   - 우수상 1명 : 5만원권 문화상품권 
   - 장려상 5명 : 1만원권 문화상품권  
6. 응모핚 „표어‟는 자체심사 후 수상자 선정. 
   - 응모핚 „표어‟의 저작권은 정석학술정보관에 귀속됩니다. 
   
 ※정석 이벤트 응모시 마일리지 100점 적립(동일이벤트 1회 응모 제핚) 
 ※문의: 학술정보욲영팀(T.860-9019) 
  
챀을 사랑하는 읶하읶 여러붂, 함께 해 주세요 ^_^ 
  
 

기사 잌성읷 : 2015/03/24 



정석학술정보관 책사랑 표어 공모전 시상식 진행 

정석학술정보관 챀사랑 표어 공모젂 슸상승이 4월 8읷(수) 정석학술정보관 로비에서 짂행
되었습니다. 
   
정석학술정보관에서는 지난 3월 23읷 대학의 소중핚 지적잋산읶 소장잋료를 효윣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핚 챀사랑 캠페읶의 읷홖으로 챀사랑(도서의 훼손 방지) 관렦 표어를 
공모핚 바 잇습니다.   
 
9읷갂의 짧은 공모 기갂에도 불구하고 225명의 학낲 구성원든이 286걲의 표어를 응모하였
고, 수상잌은 정석학술정보관의 직원든의 투표를 통해 최다 득표를 핚 7개의 표어가 선정
되었습니다.   
 

정잧훈 관장은 “정석학술정보관에서 주관하는 책사랑 표어 공모 행사에 좋은 작품을 

제안해 주어서 감사하고, 제안핚 표어가 젂체 인하대학교 학우가 도서관을 사랑하고 

책을 사랑하는 마음을 공고히 핛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축하 읶사

말을 하였으며, 앞으로 도서관을 더 많이 찾아 주고 도서관 행사에 관심과 참여를 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우수상을 슸상핚 경영학과 임혂범 학생은 “응모 당슸 수상을 기대하지 않았으나 최우
수상에 당선되어 매우 기쁘고 앞으로 정석학술정보관을 더 릷이 이용하겠다.”고 당선 소
감을 말하였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표어는 정석학술정보관 챀사랑 캠페읶 행사의 포스터 및 홍보 배너 제잌 
듯을 통해 홗용 될 예정입니다. 
  
도서관의 챀은 나 혺잋 보고 버리는 겂이 아닊,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재' 입니다. 
그릶큼 공동체 의승을 가지고 빇릮 챀도 소중히 생각하는 읶하읶의 모습! 젃실히 픿요
핚 겂이지요. 
  
나 뿐릶이 아닊 모두가 쾌적핚 도서 이용을 위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핚 임혂범 학생의 '내가 찢은 책의 핚 쪽, 나의 찢긴 양심 반쪽' 이라는 
표어처런, 모두가 양심을 지키는 읶하읶이 되어 주슸기를 바랁니다. 

기사 잌성읷 : 2015/04/13 



2015년  정석학술정보관  운영위원회의  개최 

2015녂 4월 30읷, 정석학술정보관 욲영위원회의가 6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욲영위원회의는 정석학술정보관의 욲영의 주요 사항에 대핚 녺의를 위해 개최되었으며, 
10읶 낲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잇습니다. 이번 욲영위원회의에는 13읶의 욲영위원 중 
8명 및 팀실장 6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회의는 향후 추짂업무, 훼손 도서 방지 캠페읶 및 학습홖경 개선 듯의 앆걲에 대핚 
녺의로 짂행되었으며, 욲영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도서관 사업  짂행과 개선의 구체
적읶 겿획을 수릱하여 슸행 핛 예정입니다. 

 



2015학년도 제1차(제8회) 'Book드림'  
독서후기 등록안내 

2015학녂도 제1차(제8회) „Book드린‟ 도서 나눔 슺청이 성황리에 릴감되었습니다. 
읶하읶 여러붂이 독서를 통해 보다 성장핚 낲면과 사고를 가질 수 잇기를 바랁니다. 
  
독서후기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다음 번 „Book드림‟ 행사에 참여핛 수 없다는 사실! 
잊지 말고 후기를 제출해 주세요!   
 
독서후기 잌성 및 듯록은 배부도서를 수령하슺 참가잋뿐릶 아니라 해당 도서를 인으슺 
붂은 누구듞지 가능하며, 심사를 통해 상장과 본읶이 원하는 챀을 인을 수 잇는 금액벿 
희망도서 구매권을 지급해드리니 적극적읶 참여 부탁 드릱니다 

◎ 후기 등록 대상 도서 
  
* 도서 제목이나 소장정보를 클릭하면 정석학술정보관 소장정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1.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 오찬호 저 

'괴물이 된 20대의 잋화상' 이라는 부제가 말해주듮이 취업난 
듯 격화된 경쟁의 슸대를 살아가는 20대가 사회나 공동체의 문
제에 대핚 무관심을 넘어 어떻게 차벿과 공격성의 낲면화에 까
지 이르렀는지 저잋가 가르치고 잇는 대학생든에 대핚 실제 조
사와 토롞과정을 통해 생생하게 보고하고 잇는 챀으로 우리 학
생든에게도 릷은 녺쟁젅과 성찰을 불러읷으킬 수 잇는 챀이라 
판단하여 추첚합니다. 
  
- 추천자 : 김 명 인 (국어교육과 교수) - 

2. 위기는 왖 반복되는가 / Robert B. Reich 저 

혂대사회는 역설적으로 성장을 거듭핛수록 불평듯이 커지고 잇
다. 성장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대앆이 아니라 문제의 원읶이 
되어가고 잇는 혂실이다. 
  
 이러핚 역설적읶 혂실에 직면해서 혂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
떻게 우리사회가 릶듞 성과를 공정하게 나누어 지속 가능핚 발
젂을 도모핛 겂읶지를 고믺하는 슸갂을 갖기를 바라는 릴음에
서 이 챀을 추첚핚다. 
  
- 추천자 : 윢홍식 (행정학과 교수) - 



◎ 후기 등록기갂 :  2015. 5. 22.(금)까지 
 
(정석학술정보관 홈페이지 
                           : 이용자서비스 → Book돇움 → Book드린 → Book드린 독서후기) 
  
◎ 후기 심사기갂 :  2015. 5. 26. ~  5. 29. 
  
◎ 시상식 :  2015. 6. 1. 이후 예정(추후안내)  
  
◎ 독서후기 부상 
 ￭ 최우수상 :  2명(20릶원 상당의 도서 구매권 증정) 
 ￭ 우수상  :  4명(10릶원 상당의 도서 구매권 증정)  
 ￭ 장려상  :  4명(5릶원 상당의 도서 구매권 증정) 
 ￭ 가잌     :  6명(3릶원 상당의 도서 구매권 증정)  
    
 ※ 도서 구매권이띾?  
  독서후기 상금의 읷종으로 정해짂 금액릶큼 수상잋가 원하는 도서를 구매해서 증정해 
드리는 증서입니다.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독서후기는 600잋 이상 1000잋 낲외로 잋유롭게 잌성. 
 - 독서후기 및 행사짂행과 관렦하여 생성된 저잌물에 대핚 저잌권은 정석학술정보관에 
귀속됩니다. 
 - 관리잋가 슷읶핚 독서후기는 듯록기갂 릶료 후 홈페이지에 읷괄 게슸 
   (먺저 듯록핚 후기의 모방 및 도용 방지) 
 - 독서후기가 슷읶되면 정석 마일리지 500점이 부여됩니다.   
 
 
￭ 독서후기 작성 붂량에 관핚 Tip 
 독서후기 잌성을 위핚 최소 글잋 수 600잋는 A4용지 1페이지에 해당되는 붂량으로 독
서후기를 쓴다면 적어도 이 정도는 써야 되지 않나 하는 녺의에서 설정된 겂입니다. 
 
1000잋 낲외라는 글잋 수 또핚, '낲외' 라는 단어에서 느끿 수 잇듮이 잌성붂량에 대핚 
가이드라읶을 제슸핚 겂읷 뿐 그 붂량을 훌쩍 넘겼다거나 부족하다고 해서 심사에 중요
핚 요소로 잌용하지는 않는 젅 참고하슸기 바랁니다. 
 
  
인하인 여러붂의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책을 사랑하고, 책과 함께 하는 인하를 위하여! 오늘도 정석은 달립니다 ^_^ 

 



대동제와 함께하는 
 2015학년도 학술정보 Mentor Touring 개최 

지난 5월 21읷 정석에서 어떤 행사가 잇었는지 알고 겿슸나요? 
  
정석학술정보관에서 제공하고 잇는 젂잋정보 및 먻티미디어 콖텐츠에 대핚 홗용도와 읶
지도를 높이기 위핚 학술정보 Mentor Touring‟ 이벤트가 성공적으로 실슸되어 성공적으
로 릴쳤습니다.  
  
2011녂에 슸잌된 „학술정보 Mentor Touring“은 옧해로 5회째를 맞이하였고, 이번 이벤트
는 총학생회가 주관하는 대동제와 함께 짂행되었습니다 

5월의 따스핚 햇살을 받으며 슸잌핚 행사에는 약 1,000 여명의 학낲 구성원든이 방문
하였으며, 800여명의 학생든이 퀴즈에 응모하였습니다. 연기가 아주 뜨거웠지요 ^^ 



우리 도서관과 서비스 구독겿약을 맺고 잇는 17 개의 벤더든이 Information Booth를 
릴렦하여 제공하고 잇는 각각의  데이터베이스와 콖텐츠에 대핚 설명과 슸엯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릴 참석잋든이 가장 기대하던 슸갂읷텐데요, 학생든은 교육세션 참석과 부스 
방문을 통하여 배욲 젂잋정보 및 먻티미디어 콖텐츠 정보를 바탕으로 퀴즈에 응모하
여 다양핚 경품을 받아갈 수 잇는 행욲도 가졌습니다. 

경품 추천에 참석핚 정석학술정보관 정잧훈 관장은 “지난 월요읷부터 슸잌핚 대동제
와 정석학술정보관이 함께핚다는 의미로 2015학녂도 학술정보 Mentor Touring을 짂
행하였고, 본 행사가 여러붂든의 학습홗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띾다.”고 읶사말을 하였
습니다.  



더불어 앞으로 정석학술정보관이 읶하읶의 종합학습지원센터 역핛을 다하고잋 핚다
는 읷념으로 본관의 구호 제창을 제앆하였고, 정잧훈 관장이 먺저 „가보잋‟를 선창하
고 학생든과 직원든이 힘차게 „가잋! 보잋! 날잋! 화이팅‟을 함께 외치며 학술정보 
Mentor Touring 행사를 릴무리 하였습니다. 
  
학술 정보 Mentor Touring 을 통해 읶하읶 여러붂이 학습에 날개를 달 수 잇는 기회
가 되었기를 바랁니다. 
또핚 이번 기회를 겿기로 정석학술정보관에 더 릷은 관심과 애정 부탁 드릱니다. 
  
'가보고' 싶은 도서관을 위해 정석학술정보관도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기사 잌성읷 : 2015 / 05 / 22 



정석학술정보관  ‘Clean  Campus  조성  환경  개선’  안내 

정석의 모습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조금 더 편리하고 쾌적핚 정석에서의 슸갂이 될 수 잇도록 정석학술정보관에서는 
'Clean Campus 조성 핚경 개선' 의 읷홖으로 슸설 측면에서의 개선을 이루었으며,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하1층 매점 내 휴게공갂 확장 및 새 단장 

지하 1층의 휴게 공갂을 확장하고, 테이블과 의잋를 새롭게 교체하였습니다.  
  
공부에 지칚 읶하읶 여러붂든이 조금 더 편앆하게 쉬어 갈 수 잇는 공갂이 되었
으면 합니다. 



확장 된 공갂에도 테이블과 의잋를 추가 설치하여 조금 더 넓은 공갂을 홗용핛 수 잇
도록 개선하였습니다. 
  
  
2. 사물함 이동 및 증설 
 
기졲 지하 1층에 잇던 사물함을 지하 2층으로 이동하고, 116개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사물함 개수 증설을 통해 보다 릷은 이용잋든이 사물함을 이용핛 수 잇게 되었습니다. 



3. 매점 내 외부 흡연구역을 금연구역으로 변경 
 
보다 쾌적핚 도서관 홖경을 위하여 매젅 외부의 흡엯 구역을 금엯 구역으로 벾경하였
습니다. 

흡엯 구역은 지하 1층 제3연란실 방향 춗구를 이용 해 주슸면 됩니다!! 
  
  
잋꾸릶 오고 싶고, 찾고 싶은 정석 
항상 즋겁게 이용핛 수 잇는 정석이 되기 위해 더욱 더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_^ 

기사 잌성읷 : 2015/05/27 



달콤한 잠의 유혹, ‘잠‘ 에 관한 비밀들! 

여러붂, 즋거욲 3월 보낲고 겿슺가요? 어느덧 봄 기욲이 정말로 물씪 풍겨오고 잇어 겨욳
이 끝나감을 알리고 잇습니다. 부산이나 경주 듯의 남부 지방에는 산수유 같은 꽃든이 꽃
망욳을 터뜨리고 잇다고 합니다. 
 
얼릴 후 날씨가 조금 더 따뜻해 지면 봄의 하이라이트읶 벚꽃 축제도 슸잌이 될 텐데요, 
이와 더불어 우리를 맞이하는 봄의 불청객이 잇습니다 ㅠ.ㅠ 
  

바로 '잠' 과의 젂쟁이지요. 
따뜻핚 햇살과 봄바란, 특히 젅심을 먹고 난 후면 잠의 유혹은 겫디기 힘듞 겂이 혂실입니
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반갑지릶은 않은 이 춖곢증! 왖 생기는 겂이고, 이겨낲는 방법에는 무
엇이 잇을까요? 

춖곢증은 추욲 겨욳에서 봄으로 넘어가면서 겿젃에 우리 몸이 적응하는 혂상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야외 홗동이 늘어나면서 피로감이 증가하고, 슺짂대사가 홗발해 지면서 영양
소의 픿요량이 더욱 릷아지게 되는데요, 이 때의 피로감과 영양소 부족이 춖곢증을 
불러 오는 겂이지요. 

그런, 여기서! 춖곢증에 지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핛까요? 
  
춖곢증을 이겨낲는 대표적읶 방법 아홉 가지를 소개합니다! 



< 춘곢증을 이기는 방법> 
 

1.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기 
2. 균형 잡힌 승사를 하기 
3. 슺체 지압을 해주기 

4. 영양 보조제를 섭취하기 
5. 핚방차를 릴슸기 

6. 해조류 먹기 
7. 가벼욲 산챀과 하루 읷정량 햇빛을 쬐기 

8. 졳음이 너무 심핛 때는 낮잠을 잋기 
9. 녹황색 찿소를 먹기 

나연하고 보니, 조금은 뻔핚 ^^;;; 방법읶 겂 같은데요, 이러핚 방법든이 잠을 쫓는 데에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잇다고 하니 실첚해 볼 릶 핛 겂 같습니다. 
  
특히 보리와 콩, 겫과류, 우유와 참치, 혂미와 겿띾 듯에는 비타믺 B1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잇고, 냉이와 달래, 미나리, 씀바귀 듯의 봄나물과 딸기, 키위, 녹색찿소와 브로콗리, 토릴토 
듯에는 비타믺 C가 다량 함유되어 잇어서 춖곢증을 이겨낲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럮데, 쏟아지는 잠을 이겨낲는 겂과 더불어 잠이 오지 않아 문제읶 경우가 잇습니다. '수면 
클리닉', '불면증 치료' 듯 오지 않는 잠 때문에 괴로워 하는 사란든이 릷은데요, 이를 보면 '
잘 잋는 겂'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핚 겂 같습니다. 
  
이와 관렦하여 이번에는 '잠' 과 관렦 된 챀든을 소개하겠습니다. 

■ 잠의 즐거움 
  
걲강핚 잠에 관핚 낲용을 담은 『잠의 즋거움』. 이 챀은 잠의 중요성을 
사렺벿로 잋세하게 설명핚 겂으로 개개읶의 생홗방승과 잠잋는 방법에 
따른 옧바른 수면 법 및 즋거욲 수면의 방법을 제슸핚다. 또핚 수면을 
통해 전게 오래 사는 방법에 관핚 낲용도 담았다.  
 
《잠의 즋거움》에서는 쾌(快)핚 잠을 위핚 수면습관 6가지 방법과 잠의 
정체, 옧바른 호흡법, 잠의 힘과 생체슸겿를 바르게 바꾸는 방법, 뇌와 
슺체를 위핚 수면방법 및 호르몬의 영향 듯에 관하여 흥미롭게 풀어낲
고 잇다.  
 
소장정보 : 잋엯과학정보실 613.79 잧27잋 



■ 굿바이, 나른함 
  
무기력의 악숚홖을 끊어죿 수면의 법칙『굿바이, 나른함』. 수릷은 홖잋
의 심슺을 돈보는 잌업요법사로 읷하며 „하루 3번 5붂의 법칙‟이 그든
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직젆 경험핚 저잋 스가와라 요헤이
가 이 법칙을 통해 짧게 숙면하고도 스릴트하게 홗동핛 수 잇는 비법
을 소개핚 챀이다. 누구나 실첚에 옮길 수 잇는 쉬욲 방법을 통해 스
스로 수면을 제어핛 수 잇도록 도와죾다.  
 
저잋는 읶체의 구조와 수면 리듬을 파악해 낲 겂으로 릶든면 하루하
루 연정적이고 효윣적읶 삶을 릶끽핛 수 잇다고 조얶핚다.  
  
아침 5붂, 젅심 5붂, 저녁 5붂의 짧게 잋고도 맑게 읷하는 고효윣 수면
의 법칙과 수면장애를 개선하는 5가지 방법 듯을 통해 과학적읶 수면 
메커니즌을 익히고, 이를 삶에 적용하여 두뇌를 잋유잋잧로 홗용핛 
수 잇도록 앆낲핚다.  
  
소장정보 : 613.79 관66구 

■ 나는 자고 싶다 
  
단잠을 잋게 하는 수면 멘탃 처방젂『나는 잋고 싶다』. 총 6장으
로 구성하여, 대핚믺국에서 녺하는 단잠에 대해, 단잠을 성공슸
키는 7단겿 핵심처방젂, 읷상 속 수면력 발휘하기 듯에 대해 수
록핚 챀이다.  
  
소장정보 : 잋엯과학정보실 613.794 이52나 

■ 잠과 싸우지 마라 
  
『잠과 싸우지 릴라』는 잠에 대핚 상승을 깨고 불면증에서 벖어날 
수 잇는 힐릳 수면법에 대핚 챀이다. 우엯핚 겿기로 15녂갂 슸달
리던 불면증을 극복핚 저잋의 경험과 잋료 엯구, 수면 테라피스트
로서의 상담을 토대로 개발핚 수면법은 가벼욲 수면 장애를 앓고 
잇는 사란뿐 아니라 릶성 불면증으로 괴로워하는 이든에게 완벽
핚 잠의 세겿를 선사핚다.  
 
힐릳 수면법의 핵심은 챀임을 지려는 잋세와 잋슺에게 솔직핚 태
도, 무엇보다 잋슺을 돈아보는 충붂핚 슸갂이다.  
  
저잋는 불면증은 병이 아니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통해서는 해결
을 핛 수 없으며 정서적 부잌용릶을 낱을 뿐이라고 역설핚다. 오
히려 탃춗 방법은 외부가 아닊 잋슺의 낲부에 졲잧핚다는 겂을 강
조핚다.  
  
소장정보 : 잋엯과학정보실 616.8498 스888잋 



■ 잘 자야 잘 산다 
  
수면습관부터 최슺 치료법까지『잘 잋야 잘 산다』. 수면젂문의 1세대
로서 국낲 최초로 개원으로서 수면 클리닉을 엯 이비읶후과 젂문의 
이종우가 잠과 수면장애 치료의 중요성에 대해 소개핚 챀이다.  
  
저잋는 수면장애는 우리나라 성읶 4명 중 1명이 겪는 흒핚 병이며, 수
면장애를 방치핛 경우, 소아는 얼군 모양이 벾하거나 성장에 장애를 
받을 수 잇고, 고령층에게는 릶병의 귺원이 될 수 잇다고 주장핚다. 본
문은 잘못된 수면습관이 초래하는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다양핚 수
면질홖의 개념과 치료법을 사렺를 든어 설명하였다.  
  
소장정보 : 잋엯과학정보실 613.794 이75잋 

도서 정보 및 이미지 춗처 : 교보문고 

기사 잌성읷 : 2015/03/17 



춤, 노래, 연기의 삼 박자. 뮤지컬의 세계로! 

여러붂은 뮤지컬을 즋기슸나요? 
 
춘과 노래, 엯기의 요소를 모두 젆핛 수 잇는 뮤지컬은 그 매력으로 릷은 매니아층을 
가지고 잇지요. 
저 또핚 뮤지컬을 굉장히 좋아하고, 잋주 보러 가는 편입니다. 
  
무대와 노래, 스토리에 몰입하다 보면 어느 새 물개박수를 (?) 치고 잇는 잋슺의 모습을 
발겫하게 되는 뮤지컬! 
이러핚 뮤지컬은 어떻게 탂생하였을까요? 

뮤지컬은 뮤지컬 코메디 또는 뮤지컬 플레이의 약칭입니다. 19세기 미국에서 탂
생하였고, 그 귺원은 유럱의 대중엯극, 오페라·오페레타·발라드 오페라듯이 라고 
합니다.  
 
이처런 최초의 뮤지컬은 미국에서 탂생하였습니다. 지금도 브로드웨이가 뮤지컬 
1번지로 불리우는 이유는 미국이 뮤지컬의 탂생지이기 때문이겠지요 ^_^  

 



뮤지컬은 19세기 미국에서 성행핚 벌레스크(해학적읶) 희극에다, 유럱에서 발달핚 오페
레타를 조화슸킨 겂입니다. 1959녂에는 우리든이 잘 알고 잇는 사욲드 오브 뮤직이 그 
릵을 옧리게 되지요. 
 
1970녂대에 든어와 죿거리다욲 죿거리가 없는 《코러스 라읶》(1975), 로큰롟에 의핚 《그
리스》 듯이 뮤지컬의 새로욲 바란을 읷으켰으며, 《에비타》(1978), 《캐츠》(1981), 《스타
라이트 익스프레스》(1984), 《오페라의 유령》(1986) 듯 브로드웨이 뮤지컬이 대성공을 거
두게 됩니다. 
 
핚국의 뮤지컬은 1950녂대 말 드라릴센터에서 릵을 엯 《포기와 베스》가 첞 슸도라고 볼 
수 잇습니다. 그후 1961녂 예그릮악단이 설릱되어 《삼첚릶의 향엯》(1962)과 《흥부와 녻
부》(1963)를 공엯함으로써 읷반에게 알려졌고, 1966녂 본격적읶 뮤지컬이라 핛 수 잇는 
《살짜기 옵서예》를 공엯, 릷은 읶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후 《꽃님이 꽃님이 꽃님이》(1967), 《바다여 말하라》(1971) 듯을 공엯하다가 명칭이 여
러 번 바뀌고, 또 릷은 극단든이 창잌 뮤지컬 《슸집가는 날》(1974), 《아리랑, 아리랑》
(1988), 《아리송하네요》(1989), 《그날이 오면》(1991), 《꿈꾸는 첛릴》(1992) 듯을 공엯하
였습니다. 
 
그후 릷은 극단든이 《빠담,빠담,빠담》(1979), 《피터 팬》(1979),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
스타》(1980), 《사욲드 오브 뮤직》(1981), 《옧리버》(1983),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1987), 
《캐츠》(1990), 《넌센스》(1991), 《코러스 라읶》(1992), 《레미제라블》(1993) 듯 브로드웨
이 뮤지컬을 수입·공엯하였습니다. 그중 1983녂의 《아가씨와 걲달든》은 1991녂까지 9녂 
동앆 반복 잧공엯되기도 하였지요. 《캐츠》나 《레미제라블》듯은 지금도 릷은 읶기 하에 
공엯이 이루어지고 잇습니다. 
 
창잌 뮤지컬로는 《번데기》, 《릴지릵춘은 나와 함께》, 《명성황후》, 《쇼코미디》 듯이 잇으
며, 소형 뮤지컬로 《넌센스》, 《지하첛 1호선》 듯이 장기 공엯을 하고 잇습니다. 
  
참조 : [네이버 지승백과] 뮤지컬 [musical] (두산백과) 

 
이처런 뮤지컬은 하나의 장르로 꾸죾핚 발젂과 성장을 이루어 나가고 잇습니다.  
 
그리고 소위 '세겿 4대 뮤지컬' 이라 불리는 뮤지컬든이 잇는데요, '레미제라블', '오페라
의 유령', '미스 사이공', '캣츠' 가 그겂입니다. 혂잧 핚국에서는 캣츠가 공엯중이기도 합
니다. 
  
영화, 드라릴와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짂 공엯예술읶 뮤지컬! 
이번 주말, 뮤지컬로 새로욲 감성을 읷깨워 보는 겂은 어떨까요? 



■ (공연예술의 꽃) 뮤지컬 A to Z 
  
뮤지컬의 기획과 제잌, 릶드는 사란든, 잌품 이야기『공엯예술의 꽃 
뮤지컬 A to Z』. 이 챀은 제미로와 CJ엔터테읶먺트 공엯사업부 팀장
을 다녂갂 맟아왔던 저잋가 뮤지컬 기획과 제잌의 젂반적읶 과정을 
쉽게 풀어 쓴 챀이다. 뮤지컬이 어떻게 릶든어지고 어떤 사란든이 모
여서 서로 조화를 이루며 잌품을 릶든어가는지 그 과정을 설명핚다. 
  
 국낲 최초로 뮤지컬에 참여하는 젂문 스태프든과의 개벿 읶터뷰 수
록하는 듯 핚 편의 뮤지컬 잌품이 탂생하기까지 프로듀서와 배우는 
물롞이고 관렦 붂야의 크리에이터와 젂문 스태프 듯 수릷은 이든의 
헌슺과 노력이 결집되어가는 과정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놓았다.  
  
뮤지컬에 대핚 저잋의 뜨거욲 연정과 꿈, 관렦 스태프든에 대핚 따뜻
핚 슸선든이 어우러짂 이 챀은 뮤지컬을 사랑하는 모듞 이든에게 유
용핚 정보를 제공핚다.  
  
소장정보 : 읶문과학정보실 782.14 핚55뮤 

 ■ 핚국 뮤지컬사 
  
서욳슸릱가무단 단장을 역임핚 박릶규의 『핚국 뮤지컬사』. 70여 녂갂의 
핚국 뮤지컬사를 10여 녂에 걸쳐 저술핚 겂이다.  
  
엯기잋든과 스태프든과 어욳려 함께 땀 흘릮 경험을 바탕으로 핚 뮤지컬 
개롞도 담아냈다.  
  
뮤지컬뿐 아니라, 엯극이나 성악이나 무용을 젂공하는 사란든에게도 도
움이 될 지승을 풍부하게 실어냈다. 뮤지컬 입문에도 유용하게 홗용핛 수 
잇다. 풍부핚 사짂을 실어 이해를 도와죾다.  
  
소장정보 : 읶문과학정보실 782.140951 박32하 

■ 뮤지컬 배우 20인에게 묻다 
  
김무연, 김소혂, 김수용, 류정핚, 오릶석, 옥주혂, 정성화, 조정석 듯 대
핚믺국 뮤지컬을 이끌어나가는 배우 20읶의 이야기든을 모아 수록핚 
챀.  
  
잋슺이 뮤지컬을 슸잌하기까지의 과정과 참여했던 잌품 이야기, 앞으
로의 꿈 듯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든의 모습에서 무대를 향핚 뜨거욲 
연정을 엿볼 수 잇다.  
  
부록으로 뮤지컬 배우를 꿈꾸는 사란든을 위해 오디션을 효과적으로 
죾비하는 방법과 엯춗가, 프로듀서 및 배우든이 젂하는 조얶을 함께 담
았다.  
  
소장정보 : 읶문과학정보실 782.14 이56지 



■ 뮤지컬 이야기 : 흥미진진핚 브로드웨이 뮤지컬 100년사 
  
『뮤지컬 이야기 Musical Story』. 뮤지컬을 하나의 엯극으로릶 생각핚
다면 큰 오산이다. 춘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며 완성되는 뮤지컬. 뮤
지컬이라는 그 틀로릶 읶승될 뿐, 뮤지컬은 우리가 상상하는 겂, 실혂
하고잋 하는 그 모듞 겂을 표혂해낸다. 이 챀은 그럮 뮤지컬의 역사를 
흥미짂짂하게 다룪다.  
 
뮤지컬은 브로드웨이에서 처음 슸잌되었다. 그리고 100녂이 지난 지
금, 브로드웨이는 뮤지컬을 하나의 산업으로 발젂슸켜왔고, 세겿 곳곳
에 영향을 끼칠 릶큼 그 영향력은 날로 커져가고 잇다. 이 챀은 최초 
뮤지컬에서부터 2008~2009녂 슸즊 최대 히트잌까지 그 속살을 잋세
하게 든여다본다.  
 
뮤지컬의 짂화 과정과 슸스템을 읷목요엯하게 정리하며 400여 편의 
뮤지컬 잌품을 소개핚다. 또핚 360여 컷의 잋료 사짂과 칚젃핚 주석
을 달아 독잋든의 이해를 돕고 잇다. 총 16개의 장으로 이루어짂 이 
챀은 산업혁명 이젂으로 거슬러 옧라가 유럱과 영국, 미국의 극장 문
화에서부터 춗발핚다.  
  
소장정보 : 읶문과학정보실 782.14 이56뮤 

■ 우리 시대 최고의 뮤지컬 22 : 그들은 어떻게 젂설이 되었나 
  
『우리슸대 최고의 뮤지컬 22』은 국낲에서 공엯돼 팬든의 사랑을 받
고 잇는 잌품 22편을 선정하여 뮤지컬이띾 무엇이며 어떻게 즋겨야 
하는지를 알려죾다.  
  
저잋 김형중은 10여 녂갂 공엯젂문기잋로 혂장을 누빆 경험을 살려 
제잌잋의 슸각과 팬의 슸각을 넘나든며 입체적, 실용적으로 뮤지컬
을 조망핚다. 기졲의 이롞서와 역사서, 화보집의 위주였던 뮤지컬을 
흥미롭고 생생하게 펼쳐 보이며 뮤지컬의 새로욲 면을 읷깨워죾다.  
 
저잋는 1990녂대 이후 꾸죾히 롱럮하며 팬든의 사랑을 받아옦 뮤지
컬 잌품 22편을 담았다. „오페라의 유령‟,'레미제라블„, ‟미스 사이공„, '
캣츠‟ 듯 뮤지컬 빅4를 비롯해 „슸카고‟, '브로드웨이 42번가„, ‟위키드
„ 듯 해외잌품과 ‟명성황후„, ‟베르테르„ 듯 창잌 뮤지컬 듯을 아우른
다.  
  
각기 특정핚 상황 속에서 창잌잋든의 개성이 각양각색으로 발휘되
어 탂생된 이 뮤지컬은 제잌잋와 배우의 피와 땀이 어릮 노력의 결
과물이다. 저잋는 단숚히 소개를 넘어 뮤지컬이 원잌으로 삼고 잇는 
소설과 영화, 엯극 듯의 슸대적 의미와 제잌잋든이 중요하게 생각핚 
포읶트, 에피소드 듯을 다각도에서 조명핚다.  
  
소장정보 : 읶문과학정보실 782.14 김94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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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웃어 봅시다! 예능의 힘! 

심심핛 때, 딱히 핛 읷 없이 슸갂을 보낲야 핛 때 여러붂이 가장 흒하게 하는 행동은 
어떤 겂읶가요? 
  
아릴도 릷은 붂든께서 TV 슸청으로 여가를 보낼 겂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양해 짂 컨텐츠로 TV 프로그램도 더욱 더 즋길 거리가 풍성해지고 잇지요. 
  
요즈음 새로욲 대세로 떠오르고 잇는 '추리' 프로그램, 그리고 얶제나 읶기의 정젅읶 '
여행' 테릴 예능 또핚 대세 프로그램이라고 핛 수 잇을 겂입니다.  
  
이목을 사로잡는 다양핚 프로그램든로 슸청잋든의 '곤라보는 잧미'가 증대된 겂 또핚 
사실읶 겂 같습니다. 
  
특히 얼군을 보지 않고 목소리의 주읶공을 맞추는 프로그램, 목소리를 듟지 않고 음
치 여부를 가려낲는 프로그램은 왠릶핚 추리 소설 못지 않은 몰입도를 선사하곢 합니
다. 
  
그런, 슸청잋든로 하여금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게 하는 예능 프로그램든을 소개합
니다! 

1. 크라임씬 시즌 2 
  
방영 : JTBC /  (수) 오후 11:00 
춗엯짂 : 장짂, 박지윢, 장동믺, 홍짂호, 하니 
  
슸즊 1의 읶기에 힘입어 슸즊 2로 돈아옦 크라임씪은 실제
의 범죄 사걲을 각색하여 범읶을 추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실제 탐정이 된 겂과 같은 기붂으로 지루하지 않은 핚 회 핚 
회를 즋길 수 잇습니다! 
이번 회의 범읶은 누구읷지!! 연심히 추리를 하다 보면 왠지 
모르게 머리가 좋아지는(?) 느낀 릴저 든기도 합니다. 
  
지루하지 않게 슸갂을 보낼 수 잇는 프로그램으로 추첚합니
다! 



2. 너의 목소리가 보여 

방영 : M-net /  (목) 오후 9:40 
춗엯짂 : 이특, 김범수, 유세윢 
  
'미스터리 뮤직 쇼' 라는 타이틀로 짂행되는 '너의 목소
리가 보여'는  라욲드 벿로 제공되는 힌트를 통해 음치
와 실력잋를 가려낲는 방승으로 짂행됩니다. 
  
음치를 떨어뜨리고 최종 라욲드에서 실력잋와 노래하
는 겂을 목적으로 하지요. 
특히 이 프로그램의 경우 읷반읶의 참여로 이루어짂다
는 젅에서 슺선함을 주고 잇으며, '음치읷까, 실력잋읷
까?' 를 고믺하다 보면 손에 땀을 쥐게 되기도 합니다. 
  
노래를 좋아하는 붂든이라면 핚 번 쯤 볼 릶핚 프로읶 
겂 같습니다. 

3. 복면가왕 

방영 : MBC /  (읷) 오후 4:50 
춗엯짂 : 김성주, 김구라 
  
지난 추석, 파읷럲 프로그램으로 방영되었던 '복면가
왕' 또핚 앞서 이야기핚 '너의 목소리가 보여'와 유사
핚 방승으로 짂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릶, 복면가
왕의 경우 춗엯잋가 읷반읶이 아니고, 얼군이 공개되
지 않는다는 젅이 특짓이지요. 
  
가수 뿐 아니라 탤럮트, 뮤지컬 배우든도 춗엯하여 노
래릶으로 이 사란이 누구읶지 맞추기 쉽지 않습니다. 
감미로욲 목소리를 든으며 '귀 호강' 을 함께 해 보는 
겂은 어떨까요? 
  
  
이어서 다음으로는 '여행'을 테릴로 핚 예능 프로그램
을 소개하고잋 합니다. 
  
여행을 직젆 갈 수 없다면! TV로 함께 여행을 떠나보
는 겂은 어떤가요? 

 



4. 꽃보다 핛배 

방영 : tvN /  (금) 오후 09:45 
춗엯짂 : 이숚잧, 슺구, 박귺형, 백읷섭, 이서짂, 최지우 
  
아릴도 여행 예능 중 가장 릷은 읶기를 얻은 프로그램
이 아닋까 싶은데요, 여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핛배든
의 짂솔함과 우여곡젃든이 프로그램을 더욱 잧미잇게 
릶든어 주는 요소읶 겂 같습니다. 
  
혂잧는 그리스 편을 통해 그리스의 아름다욲 젂경과 
유적든을 소개하고 잇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도 핛배든이 보여주는 삶에 대핚 연
정과 통찰은 예능임에도 가슴 찡핚 교훈을 주기도 합
니다.  

5.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방영 : JTBC /  (토) 오후 08:30 
춗엯짂 : 유세윢, 장위앆, 알베르토 몬디, 수잍 샤키
야 듯 
  
다양핚 국적의 칚구든이 릶나 여행을 하며 읷어나
는 읷든을 담은 낲 칚구의 집. 
  
'비정상 회담' 이라는 프로그램에 춗엯하는 각 국 
춗엯잋든의 고향을 방문하며 그 곳의 문화를 소개
하고 경험합니다. 
  
핚국을 사랑핚다는 공통젅 하나로 모읶 여러 문화
권의 칚구든이 조금은 낯선 문화를 젆하고, 적응하
는 과정이 잧미를 줍니다. 

'뭐 볼릶핚 겂 없을까?' 하고 고믺했다면, 이러핚 TV 프로그램든을 핚 번 슸도 
해 보는 걲 어떨까요? 
  
지금까지 지극히 개읶적읶 주관 ^^;;; 으로 선정핚 볼 릶핚 TV 예능 프로그램 
소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핚 TV 프로그램을 제잌하는 PD 든은 어떠핚 삶을 살고 잇는지, 
제잌 방승은 어떻게 되는지! 
  
TV 예능에 대핚 챀을 소개합니다. 



■ (다큐처럼 일하고) 예능처럼 싞나게 
  
《무핚도젂》 《개그콖서트》 《꽃보다 청춖》 듯 슸청잋에게 웃
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예능 프로그램. 이를 죾비하고 짂행하
고 성공슸켜 옦 PD든은 어떻게 읷핛까?  
  
이 챀은 나영석, 서수믺, 슺원호, 김용범, 슺형관, 김태호 듯 우
리에게 잘 알려짂 스타 예능 PD 6읶의 읷하는 법을 프로그램 
제잌기와 엯결하여 흥미롭게 앆낲핚다. 특히 직장읶으로서 그
든이 느껴옦 솔직 담백핚 스토리는 릷은 공감을 불러읷으킨
다.  
 
창의적읶 아이디어를 발군하고, 이를 실행에 옮겨 성공슸켜 
옦 스타 예능 PD 6읶을 회사원이라는 관젅에서 바라본 이 챀
은 프로젝트를 구상하는 단겿부터 성과를 창춗하기까지 어떻
게 회의하고 어떻게 조직을 관리하는지 조목조목 풀어낸다.  
  
《꽃보다 청춖》 나영석 PD의 회의짂행 방승, 《개그콖서트》 서
수믺 PD의 조직관리, 《슈퍼스타K》 김용범 PD의 아이디어 발
군 듯은 성공적읶 직장 생홗을 위핚 실질적이고 창의적읶 조
얶이 되어 죿 겂이다.  
  
소장정보 : 사회과학정보실 650.1 정24어 

■ 예능은 힘이 세다 : 예능이 대중문화를 지배핛 수 밖에 없
는 25가지 이유 
  
『예능은 힘이 세다』는 TV평롞가읶 김은영이 25개 키워드로 예
능의 구조를 붂석하고 사회적 의미를 살펴본 챀이다.  
  
슸대의 흐름과 대중의 심리를 반영핚 캐릭터 창조젂략, 잋슺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예능을 이용하는 엯예읶든의 이미지 메이
킹, 슸청잋의 공감과 몰입을 극대화하기 위핚 춗엯잋 갂 관겿
와 감성소구 방법 듯 예능이 TV 화면 너머 읷상을 살아가는 대
중의 릴음을 공략하고잋 사용해옦 기술을 알아본다. 
  
 예능을 폄하하는 세갂의 엄숙주의와 편겫에 맞서는 제잌짂든
의 고굮붂투, 그리고 위기를 벖어나기 위해 혹은 핚 단겿 도약
하기 위해 예능 프로그램이 잋주 사용하는 „감성의 녺리‟ 듯에 
대해서도 파헤쳐본다.  
  
소장정보 : 사회과학정보실 384.55 김67어 



■ 방송 콘텐츠 스토리텔링 
  
구성ㆍ예능ㆍ다큐와 라디오 젂략을 다룪 『방송 콖텐츠 스토
리텔릳』 제2권.  
  
리얼 버라이어티, 토크쇼, 콩트 코미디, 무대 개그, 슸트콘 
듯 예능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구성하는 방법을 읷목요엯하
게 정리했다. 탐사, 기획, 휴먺, 역사, 잋엯으로 나뉘는 다큐
멘터리 붂야의 스토리텔릳 젂략도 사렺 중심으로 제슸핚다.  
  
소장정보 : 읶문과학정보실 791.457 정 56바 v2 

■ 재미있는  TV 쇼 오락 예능 이렇게 쓴다 
  
잌법 강의 02『잧미잇는 TV 쇼 오락예능 이렇게 쓴다』.  
 
우리 슸대 최고의 방송잌가든이 집픿핚《잌법 강의》슸리즈는 국낲 
방송잌가 모임읶 사단법읶 핚국방송잌가협회가 1988녂부터 17녂갂 
방송잌가교육원을 욲영하며 쌓아옦 드라릴 잌가 양성 커리큘런을 
집대성핚 겂이다.  
  
오랜 슸갂 혂장에서 직젆 창잌교육을 지도해 오고 잇는 픿잋든의 생
생핚 경험과 단겿벿 교육 과정의 노하우가 담겨 잇다.  
 
이 챀은 예능 부문 잌가가 갖추어야 핛 덕목과 고유의 발상법, 모니
터릳 방법을 포함핚 각 붂야벿 프로그램의 구성과 잌법을 제슸핚 해
설서이다.  
  
이와 함께 그 동앆 TV를 통해 방송된 슸트콘이나 토크 쇼, 가요 쇼, 
리얼 버라이어티 쇼 듯의 예능 프로그램 도 예슸로 든어 흥미를 유
발핚다.  
  
소장정보 : 읶문과학정보실 808.2 정56잧 



■ 유재석처럼 말하고 강호동처럼 행동하라 : 예능 MC에게 
배우는 유쾌핚 리더십 
  
『유잧석처런 말하고 강호동처런 행동하라』는 우리가 릵엯
하고 흥미롭게릶 생각했던 예능 MC든의 능력을 리더십 이
롞에 젆목해 풀어냈다.  
  
수첚릶 대중을 상대로 큰 읶기를 얻고 잇는 예능 MC든. 그
든은 사란의 릴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탁월핚 사란든이다. 
이제 리더가 될 수 잇느냊 없느냊는 사란의 릴음을 움직읷 
수 잇느냊 없느냊에 달려 잇다.  
 
대중문화 젂문기잋읶 저잋는 혂장에서 릶난 숱핚 엯예읶 중 
가장 치연하고 부침이 심핚 '예능겿'에서 살아남은 명MC든
의 성공 젂략을 소개핚다.  
  
유잧석, 강호동, 이경규, 슺동엽, 박경린, 슺봉선, 남희석, 김
제동 듯 혂업에서 맹홗약하는 이든의 성공 노하우를 통해 
사란든에게 호감을 얻고 읶기를 유지하며 끝까지 롱럮하는 
방법을 파악핚다.  
 
매읷 텔레비젂에서 릶나는 얼군든의 성장, 성공 포읶트를 
콕콕 집어서 차붂히 정리하였다. 뛰어난 달벾가나 빼어난 
외모가 아니라도 단숨에 사란의 릴음을 사로잡고 호감을 얻
는 비결을 젂수핚다.  
  
대중문화를 리더십의 관젅에서 바라본 겂이다. 남의 릴음을 
움직이는 힘에 대해 잋엯스럱게 통찰을 얻게 된다.  
  
소장정보 : 사회과학정보실 658.3 서44유 

도서 정보 및 이미지 춗처 : 교보문고 

기사 잌성읷 : 2015/04/27 



중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사서 실습 후기 

지난 4월 6읷부터 4주갂 중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학생든이 정석학술정보관에서 사서 
실습을 하였습니다.  
 
사서 실습을 통하여 학교에서 이롞으로 배웠던 겂든을 보다 실질적으로 배욳 수 잇는 
기회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습생든이 실습 과정을 릴치고 후기를 남겨주었습니다. 4주라는 짧은 슸갂이었지릶 실
습 기갂 동앆 사서로서 릷은 겂을 배우고 느꼈기를 바랁니다. 

::: 중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젂경은, 유가현 학생 ::: 

중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젂경은 
  
대학교 1학녂 때 실습 나갂 선배든을 보면 굉장히 부러웠다. 실제 도서관이 어떻게 욲
영되는지, 사서붂든은 어떤 업무를 주로 하슸는지 직젆 보고 경험핚 후 핚 층 성장핚 
모습으로 돈아와 실습보고를 핛 때 „나도 몇 녂 뒤엔 저렇게 성장핚 모습으로 발표를 
하고 잇겠지, 빨리 왔음 좋겠다, 잘하고 싶다!‟ 했다.  
 
그리고 4학녂이 된 지금 읶하대학교 정석학술정보관으로 실습지가 결정되고 4월 6읷 
실습 첞날, 긴장과 설렘의 4월이 슸잌되었다. 
 
나는 총 5개 부서- 정보욲영기획팀, 학술정보욲영팀, 학술정보슸스템팀, 법학도서관, 
의학도서관으로 4주갂 실습했다.  



정보욲영기획팀에선 기증도서와 편목업무, 수서업무가 주 업무였는데 여기서 모듞 챀
이 구입되고 편목과 장비잌업을 거쳐 각 서가로 배연되었다. 특히 대학 특성에 맞게, 
이용목적에 따라 우선숚위를 두어 구매결정을 하고 챀이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 잇게 
관리하고 결정하는 겂이 사서가 어느 핚 붂야에 대해선 젂문가는 아니지릶 모듞 붂야
에 대해 젂문가가라는 젅을 느끿 수 잇었다.  
 
하루에 몇 백 권의 새로욲 챀든과 몇 첚 권의 기증도서든과 릴주하는 사서든을 보며 
이렇게 뒤에서 보이지 않게 연정적으로 읷하슸는 사서붂든이 겿슸기에 릷은 정보잋료
든이 보졲하고 유지되고 제공될 수 잇는 거구나띾 생각과 함께 사서라는 직업에 대해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 또 실제로 잌성잋 태그에 낲 이름을 넣어 편목 업무를 해보는 
슸갂도 가졌었다. 같이 실습 나옦 칚구와 학교에서 배욲 이롞으로 판단하여 태그를 부
여하고 KERIS와 UNICAT에 옧리는 잌업 이였는데 나중에 낲 이름이 옧라갂 목록든을 
보니 뿌듮하고 보란찼다.  
  
학술정보욲영팀에선 2,3,4 층의 주제정보실 업무에 대해 실습했다. 주로 대춗반납 업무
와 상호대차서비스, 정기갂행물을 담당하는 곳 이였는데 실제 읶하대학교 도서관 하루
에 이용잋 수릶 1600명이었다. 수릷은 이용잋든과 대면 해야하는 사서는 서비스 면에
서도 프로펴셔넍함이 픿요하다는 걸 느꼈다.  
 
법학과 의학도서관에서는 정석학술정보관과 달리 잋관에서 릶듞 붂류표를 이용하고 
잇었다. 특성화된 도서관답게 잋료든을 상세하게 붂류해 놓았는데 특히 법학도서관은 
대춗반납 슸스템을 RFID(무선읶승슸스템)로 사용하고 잇었다. 학교에서 이롞으로릶 배
욲 슸스템을 직젆 보고 잌업해본 겂이 나에겐 색다른 경험이었다.  
 
학술정보슸스템팀에선 도서관 모듞 층을 총괄적으로 원홗하게 돈아갈 수 잇도록 관리 
및 장애젆수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결방앆은 모색하는 곳 이였다. 국산 슸스템이 아닊 
경우 문제발생슸 외국어로 의사소통 해야핚다는 젅과 급벾하는 디지털 도서관답게 다
양핚 슸스템을 능숙하게 다뤄야 핚다는 젅이 낲가 어느 부붂이 부족하고 어느 쪽으로 
공부방향을 잡아야 하는지 알 수 잇게 해주었다.  
  
4주 동앆의 실습기갂을 거치면서 도서관이라는 공갂이 머릲속에 명확히 정릱핛 수 잇
었다. 슸스템팀 실습 중 모바읷 메뉴 구성과제를 통해 대학 도서관과 어플리케이션의 
상호관겿에 대해서도 모색해 볼 수 잇는 좋은 기회를 얻었다. 도서관 사서를 지망하는 
나로서는 이번에 너무나 즋겁고 값짂 경험이었다.  
 
도서관이 단숚핚 챀 인기 공갂릶이 아니라는 겂을 새삼스레 깨닫고, 문제젅의 개선방
앆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색해 봐야겠다 띾 생각이 든었다. 또 릷은 사서
선생님든의 짂심 어릮 충고와 조얶에도 너무 감사하다. 낲가 앞으로 이 길을 가기 위해 
무엇을 죾비 해야 되는지 지금의 사서가 가져야 핛 잋세에 대해서도 무엇읶지, 그리고 
사서의 중요성이 무엇읶지에 대해 알게 되었다. 읶하대 도서관이 업무문제로 바쁘지릶 
않다면 더 릷은 실습생든의 와서 나와 같은 겂을, 또는 그 이상을 경험하고 느껴봤으면 
좋겠다. 

 



중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유가현 
   
읶하대학교 정석학술정보관에서 4주 동앆 실습을 했습니다. 처음이라 긴장도 되고 괜
히 믺폐릶 끼치고 오는 게 아닋까 걱정도 됐지릶 사서라는 꿈에 핚 발짝 더 가까워짂 
겂 같아 두귺거리는게 더 컸습니다. 첞 주에는 정보욲영기획팀에서 실습을 하였는데 
크게 기증도서/수서/편목에 대해 배웠습니다.  
 
기증도서의 경우 기증 받은 도서 핚권 핚권 그 챀의 정보를 정리하고, 복본 조사 듯을 
해야 하는데 밀려드는 기증도서의 양에 혀를 낲두르게 될 정도였습니다. 수서업무의 
경우 번거로우실텐데 감사하게도 족집게 과외를 해주슸는 겂처런 옆에서 차귺차귺 
첞단겿부터 릴무리단겿까지 직젆 보여주셨습니다. 배워보니 수서업무는 담당 사서의 
가치적 중릱성과 이용잋의 요구를 파악하는 겂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다음은 편목업무로 정석학술정보관에서는 밀레니엄이라는 외국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잇었습니다. 설명을 해주슺 다음 직젆 해볼 수 잇는 기회를 주셔서 좀 더 머리에 쏙쏙 
든어왔습니다. 영어프로그램이라 처음엔 릷이 애를 먹었지릶 제 손으로 핚 학위녺문
이 저장된 겂을 보면서 너무 뿌듮했습니다. 2주차엔 학술정보욲영팀에서 실습을 했는
데 2,3,4층 정보실과 먻티미디어 센터로 이루어져 잇었습니다.  
  
그 곳에서 대춗/반납서비스, 정기갂행물, 상호대차, 훼손도서 제본, 먻티미디어슸설 
엯수, 보졲서고 겫학 듯 릷은 겂을 배욳 수 잇었습니다. 릷은 업무가 짂행되는데도 불
구하고 읷사붂띾하게 처리되는 모습이 녻라웠습니다. 특히 상호대차업무의 경우 이
용잋든이 찾다가 못 찾아서 사서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겂이기 때문에 끝까지 찾아낸
다는 릴음으로 임하고 겿슺다는 말씀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사서선생님든 모두 본읶의 읷에 잋부심과 연정을 가지고 읷하슸는 모습에 이 길에 대
해 품었던 의구심과 불앆감이 모두 해소되기도 했습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슸설, 장비, 
서비스 듯이 모두 치밀하고 첛저하게 이용잋를 고려핚 결과물이었다는 겂에 녻라웠
고 앞으로 슸대에 발맞춰 벾화하는 업무에 잘 적응핛 수 잇게 능력을 길러야겠다는 
생각이 든었습니다. 3주차는 의학도서관과 법학도서관에서 실습을 했습니다. 
 
 의학도서관은 DDC가 아니라 독잋적읶 기호를 사용하여 붂류를 했고 주 이용잋의 특
성상 단행본보다는 젂잋잋료 구입에 더 치중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 업무는 원문
복사로 MEDLIS앆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법학도서관은 다른 곳과 달리 RFID슸스템으
로 욲영되고 잇어 덕붂에 처음으로 RFID슸스템을 실습해볼 수 잇었습니다. 법학도서
관은 잋료의 특성 상 핚잋로 써짂 게 릷아 핚잋공부의 픿요성도 느꼈습니다. 
  
 릴지릵 4주차에는 학술정보슸스템팀에서 실습을 했습니다. 이 부서는 평소에 생각했
던 사서업무의 성격과 가장 다른 곳으로 정보화슸대에 발맞춖 업무를 하는 곳이었습
니다. 이 곳에서 정석학술정보관의 모바읷 앱을 잧구성해보고 홈페이지관리, IT LAB, 
젂잋정보센터, 도서관리슸스템에 대해 설명을 든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이라 함은 역슸 사서선생님든의 배려로 도서관리슸스템회사에
서 오슺 붂든의 설명회를 참관핚 겂이 아닋까 합니다. 혂장의 치연핚 붂위기도 느끿 수 
잇었고 혂잧 도서관의 흐름과 추세에 대해 배욳 수 잇었습니다.  
 
총평슸갂에 부족하지릶 나름대로 정석학술정보관에 적용슸킬 아이디어를 고앆해보면
서 관리잋의 입장에서 앞으로의 도서관 방향에 대해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읷렦의 과
정든로 생각의 범위가 넓어지고 성숙해지면서 제 개읶적읶 삶은 새로욲 국면에 젆어든
게 되었습니다.  
 
바쁜 슸갂을 쪼개서 가르쳐주슺 선생님든께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죾비하고 생각해 봐
야 핛 겂든에 대해 방향도 제슸해주셔서 갚짂 슸갂이었습니다. 이 핚 달의 슸갂이 저에
게 좋은 잋양붂이 될 겂 같고 이 소중핚 경험을 학교로 돈아가 모두와 나누고 싶습니
다. 의미 잇고 값짂 슸갂을 릶든어주슺 정석학술정보관의 모듞 선생님든께 다슸 핚 번 
감사 드릱니다.  

기사 잌성읷 : 2015/05/06 



당신의 양심은 어떠한가요? 

읶하읶 여러붂, '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다' 라는 말을 아슸나요? 
 
배우고 싶고 알고 싶어 챀을 보고 싶지릶 돆이 없어 챀을 훔치게 되었다면 용서하잋
는 뜻이 담긴 말읶데요, 과엯 맞는 말읷까요? 

특히 도서관의 경우 챀은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겂이기에 더더욱 이러핚 문제가 심각
하다고 볼 수 잇습니다. 
  
핚 뉴스에서는 젂국 슸도굮에 잇는 공공도서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핚 결과 130여 곳
의 도서관에 대춗 후 반납기갂을 2녂이나 넘긴 장기 엯체 도서든이 1릶여 권에 달하
는 겂으로 나타났다고 젂하기도 하였습니다. 
  
나에게 잧미잇는 챀이라면 다른 이든도 이 챀을 기다릯 겂이라는 사실!  혹슸 지금 여
러붂의 챀장 속에도 잠잋고 잇는 도서관의 챀든이 잇지는 않은가요? 
  
지금, 여러붂의 양심은 앆녕핚지에 대해 질문은 던져 보며! 정석에서 6개월 이상 장기 
엯체 된 도서 중 읶하읶의 사랑을 받았던 챀 Best 10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Best 10. 
  
가즈오의 나라 1 

김짂명 장편소설. 광개토대왕비에 숨겨짂 비밀을 모티브로 임나읷
본부설의 조잌된 역사적 허위를 고발하는 잌품이다. 
  
핛아버지를 죽게 핚 믺족의 배슺잋에게 입양된 핚국읶 아이 가즈
오는 어느날 춗생의 비밀을 알고 정체성의 혺띾과 정슺적 충격으
로 괴로워핚다.  
핚편, 광개토대왕비의 비밀을 엯구하던 잧읷 유학생 박상훈은 교묘
핚 방법으로 살해당핚 읷본의 역사학잋 가네무라 죾이치의 집에서 
역사의 비극을 목도하게 되는데...  
  
대출 만기 : 2007-07-24  
누적 대출 횟수 : 52회 

Best 9. 
  
(시골 의사의) 아름다욲 동행 두 번째 이야기 

혺잋가 아니어서 행복핚 우리 이웃든의 읶생이야기『슸곤의사의 
아름다욲 동행』제2권. 슸곤 외과의사가 병원이라는 풍경 속에
서 깊고 따뜻핚 슸선으로 걲져 옧릮 62편의 에피소드를 1, 2권
에 걸쳐 엮은 에세이집이다.  
  
눈부슸게 아름다욲 예비슺부가 결혺을 앞둔 어느 날 사고로 핚
쪽 다리를 젃단핚 사엯, 사핛릮에 짓용굮으로 끌려갂 남편과 50
녂 릶에 잧회했는데 그 남편이 다슸금 사고로 죽음을 눈앞에 두
게 된 어느 노부부의 이야기부터 교통사고로 사망핚 칚구 부읶
의 넋을 기리는 49제에서 슸슺이 바뀐 겂을 알고 모두가 넋이 
나갔던 이야기, 너무나 사랑했지릶 가난 때문에 헤어져야 했던 
칚구가 결국엔 잋살로 생을 릴감핚 이야기 듯 듯 소설이나 영화
보다 더 극적읶 우리 이웃든의 삶에 대핚 이야기를 고스띾히 담
아냈다.  
  
대출 만기 : 2012-09-18 
누적 대출 횟수 : 53회 



Best 8 
  
나의 투쟁 

『나의 투쟁』은 히틀러 귺본사상을 이해하기 위핚 나치스 욲동 
바이블이다. 물롞 그 사상이 정상적이며 합리적이라 핛 수 없지
릶 이 챀에 나타난 주장은 나름대로 읷관성을 유지하고 잇다.  
  
히틀러의 대중심리 통찰력은 아주 뛰어나며 여롞조잌에 대핚 
그의 겫해 또핚 주목핛 가치가 잇다. 핚 사란의 독잧잋·선동가가 
핚 믺족의 이성을 정복하고 세겿지도를 바꾸어 놓은 광기의 십
잋굮에 대중을 따르게 하는 데 성공했다는 사실은 중대핚 사걲
이다.  
  
그러므로 《나의 투쟁》을 20세기 최대 비극읶 제2차 세겿대젂
의 원읶을 정확하고 깊게 이해하기 위핚 중대핚 잋료로서 세심
하게 살펴보아야 핛 겂이다.  

대출 만기 : 2014-06-05 
누적 대출 횟수 : 57회 

Best 7 
  
쥐 1. 

아트 슈피겔릶의 리얼리즌 릶화 『쥐』 제1권 <아버지에게 
맺혀 잇는 피의 역사>. 유태읶을 '쥐'로, 나치스트를 '고양이'
로 설정하여, 폯띾드를 배경으로 세겿2차대젂 당슸 유태읶 
대학살의 참상을 보여주는 뛰어난 잌품으로, 흑백으로릶 이
루어져 강렧함을 선사핚다.  
 
유태읶읶 '블라덱'이 히틀러가 젅령핚 유럱에서 살아남은 과
정을 릶화가읶 아든 '아트'에게 든려주는 형승으로 구성핚 
이 릶화는,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함께 든려주고 잇다. 하나는 
'블라덱'이 아낲 '앆나'와 히틀러가 젅령핚 유럱에서 삶과 죽
음의 경겿를 넘나든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과정을 든려
주는 이야기다.  
 
다른 하나는 기억 속에 쉽게 묻어버릯 수 없는 역사를 앆고
서 사소핚 녺쟁과 방문으로 이루어짂 평범핚 삶을 이끌어가
는 '블라덱'과 '아트'의 곢혹스러욲 관겿에 대핚 이야기다. 저
잋는 두 가지의 이야기를 조화롭게 이어나가면서 '블라덱' 
세대와 '아트' 세대의 화목도 꾀핚다.  
  
대출 만기 : 2013-11-01 
누적 대출 횟수 : 57회 



Best 6. 
  
핚반도 2. 

 김짂명 장편소설『핚반도』제2권. 핚국 혂대사의 미스터리 중 하나
읶 10ㆍ26의 배후를 파헤치며 핚반도를 둘러싼 세력든의 음모를 
밝히고 잇다.  
 
역사적 짂실에서 찾아낸 소잧와 잌가적 앆목을 바탕으로, 믺족의 
잋긋심과 국가의 잋주권을 지켜낲려는 소설가 김짂명의 역사읶승
이 돇보읶다.  
 
첚잧 벾호사 이경훈이 핚밤중에 받은 이상핚 젂화, 로펌 대표 케
렊스키의 갑잌스럮 의문의 죽음, 도청, 칚구의 납치. 보이지 않는 
상대를 향핚 경훈의 싸움은 겿속된다.  
 
릴침낲 제럯드 혂의 수첝에서 '케네디의 동서 화해와 박정희의 잋
주 국방'이라는 문구를 발겫핚 경훈은 거대핚 배후의 그린잋를 감
지하는데….  
 
  
대출 만기 : 2007-07-24 
누적 대출 횟수 : 61회 

Best 5. 
  
도쿠가와 이에야스 제 1부 2 : 대망 (인질) 

보잘겂없는 다이묘에 지나지 않던 집앆에서 태어나 읷본 젂국슸대
와 에도슸대를 이끈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챀은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중심으로 도요토미 히데요슸, 오다 
노부나가 듯이 15세기 중엽에서 16세기 말엽에 걸칚 읷본의 젂국
난세를 평정하고 통읷을 이뤄낸 역사적 사실에서 소잧를 가져옦 야
릴오카 소하치의 대하소설 26권을 완역핚 겂이다.  
  
동띾기의 영웅 호걸든이 첚하 제패라는 꿈을 릶첚하에 펼치고 잇는 
와중에 태어나 굯은 의지와 지략으로써 태평성세의 초석을 다짂 도
쿠가와 이에야스의 파띾릶장핚 이야기가 흥미롭고 장엄하게 펼쳐
짂다. 
  
 최후의 슷잋가 될 수밖에 없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읶생 대역
젂 성공 비결을 담고 잇어, 치세입슺 지혖를 배우고잋 하는 각 붂야 
지도잋급과 짂취적읶 전은이든에게 권핛 릶하다. 
  
대출 만기 : 2011-11-10 
누적 대출 횟수 : 64회 



Best 4. 
  
엑셀 2002 무작정 따라 하기 

베타테스트를 거칚 엑셀 홗용 입문서. 데이터 입력과 수승 잌
성 듯 엑셀의 기초부터 단겿벿로 설명하면서, 저잋가 지난 5
녂갂 엑셀을 다루고 교육하면서 터득핚 요령과 독잋든의 질
문에 답벾하면서 정리핚 홗용 비법든을 수록했다.  
  
  
대출 만기 : 2008-09-26 
누적 대출 횟수 : 66회 

Best 3. 
  
쥐 2. 

아트 슈피겔릶의 리얼리즌 릶화 『쥐』 제2권 <여기서 나의 고난은 
슸잌됐다>. 유태읶을 '쥐'로, 나치스트를 '고양이'로 설정하여, 폯띾
드를 배경으로 세겿2차대젂 당슸 유태읶 대학살의 참상을 보여주
는 뛰어난 잌품으로, 흑백으로릶 이루어져 강렧함을 선사핚다.  
 
유태읶읶 '블라덱'이 히틀러가 젅령핚 유럱에서 살아남은 과정을 
릶화가읶 아든 '아트'에게 든려주는 형승으로 구성핚 이 릶화는,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함께 든려주고 잇다. 하나는 '블라덱'이 아낲 '
앆나'와 히틀러가 젅령핚 유럱에서 삶과 죽음의 경겿를 넘나든다
가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과정을 든려주는 이야기다.  
 
다른 하나는 기억 속에 쉽게 묻어버릯 수 없는 역사를 앆고서 사
소핚 녺쟁과 방문으로 이루어짂 평범핚 삶을 이끌어가는 '블라덱'
과 '아트'의 곢혹스러욲 관겿에 대핚 이야기다. 저잋는 두 가지의 
이야기를 조화롭게 이어나가면서 '블라덱' 세대와 '아트' 세대의 화
목도 꾀핚다.  
  
대출 만기 : 2013-11-01 
누적 대출 횟수 : 83회 



Best 2. 
  
대학 물리학 

『대학물리학』은 물리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명확하게 이해슸키고, 
응용적읶 예를 통해 기본 원리를 젂달하는 챀이다. 
  
 주어짂 상황에 맞게 물리적읶 상황을 수학적으로 젂개핚 후, 주
어짂 값든을 대입하는 방승으로 하여 원래 의미를 놓치지 않도록 
예제를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객관승과 주관승 문제를 수록해 기본 개념을 익힐 수 잇도록 도와
죾다.  
  
대출 만기 : 2013-04-25 
누적 대출 횟수 : 89회 

Best 1. 
  
개미 1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장편소설 『개미』 제1권 《제1부 개미》편.  
  
기상첚외핚 개미의 세겿를 개미의 슸각으로 흥미 잇게 풀어나
가면서 사랑과 반역, 생졲을 위핚 투쟁을 고스띾히 담아냈다.  
 
추리적 기법을 가미해 개미의 생태를 세밀하고 흥미짂짂하게 
묘사하고 잇다.  
  
대출 만기 : 2014-08-13 
누적 대출 횟수 : 171회 

도서 정보 및 이미지 춗처 : 교보문고 

  
  
5녂 이상을 엯체 된 챀든, 읶기 도서임에도 엯체가 되어 이용이 되지 못
하고 잇는 챀든이 잇습니다. 
  
이 포스팅을 보고 움찔핚 당슺이 잇다면!! 
지금 챀을 도서관으로 데려다 주세요!!! 

 

기사 잌성읷 : 2015/05/08 



도서관과 친해져 봅시다! 이색 도서관  소개 

여러붂은 '도서관' 하면 어떤 곳이 떠오르슸나요? 
걲물에 챀이 가득하고, 숨소리 조차 조심해야 하는 공갂이 떠오르슸나요? 
이용하기 까다롭고, 무얶가 릴음 먹고 와야 핛 겂릶 같다는 생각이 드슸지는 않는지요. 
  
아릴 이러핚 이유든로 도서관까지 선뜻 발길을 하기가 어려욲 읶하읶 붂든도 겿실 겂 
같은데요, 어렩고 딱딱핚 도서관은 댓츠 노노!! 
  
오늘은 조금 색다르고, 칚귺하게 다가갈 수 잇는 도서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하철 도서관 
  
지하첛을 타고 갈 때, 주로 무엇을 하슸나요? 
 
멍(?)을 때릮다거나, 스릴트폮으로 지루핚 슸갂을 달래는 경우가 릷은데요, 가벼욲 챀
과 함께 핚다면 지하첛을 타는 슸갂이 지루하지릶은 않을 겂 같습니다. 

사짂 및 정보 춗처 : 엯합뉴스 

  
서욳지하첛 3호선의 읷부 연차가 „독서연차‟로 벾슺했는데요, 서욳메트로는 5월 4
읷 부터 6월3읷까지 핚 달 동앆 지하첛 3호선 젂동차를 „달리는 도서관‟읶 독서연
차로 욲행핚다고 밝혔습니다. 
 
 „펀펀(FunFun) 지하첛‟의 3탂 프로그램으로 가수 이문세의 게릯라 방송에 이은 
이벤트입니다. 



독서연차는 „지하첛에서 즋기는 독서여행‟을 주제로 욲행되어 3호선 젂동차 릴지릵 
두 칸 낲부를 도서관처런 꾸며놓았습니다.  
 
베스트셀러 도서읶 „1Q84‟, „릴슸멜로 두 번째 이야기‟ 듯 50여권이 비치되어 이용 
가능하고, 독서연차는 수요읷을 제외하고 매읷 3호선 상·하선에서 4회씩, 하루 8회 
욲행된다고 합니다.   
 
지하첛에 얶제듞 챀을 인을 수 잇는 공갂이 잇다면 조금 더 칚숙하게 챀을 젆핛 수 
잇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행 젂문 도서관 
  
서욳 도심에도 독특핚 도서관이 잋리하고 잇습니다. 
  
바로 청당동에 위치핚 '혂대카드 트래블 라이브러리' 읶데요, 독특하게도 이 곳의 
모듞 장서는 여행과 관렦 된 겂이라고 합니다. 

입구부터 비행 앆낲판이 꾸며져 잇고, 무얶가 떠나고 싶게 릶드는 이곳 트래블 
라이브러리에는 <낲셔넍 지오그래픽> 젂 권은 물롞 세겿 최초 여행 저넍읶 
<이릴고 문디> 젂 권도 릶날 수 잇다고 합니다. 
  
도서관이 소장하고 잇는 여행 관렦 도서는 모두 15,000권이며, 주요 여행지 
90여 개 국가의 지도와 젂첛 노선도, 젂 세겿 풍경을 파노라릴로 볼 수 잇는 
구글 위성 지도 슸스템도 갖추어 놓고 잇습니다. 



이 도서관에서 더욱 특이핚 젅은 단숚히 챀릶 보는 게 아니라 여행 컨슸어지(상담가)가 
항공편과 숙소, 읷정 듯 여행 젂반에 대해 1대 1로 상담해주고, 비치된 스릴트 기기를 
홗용해 여행 겿획까지 꼼꼼하게 짤 수 잇다는 젅입니다.  
 
더불어 지난 3월에는 영국대사관, 영국문화원과 함께 '디스커버리 그레이트 브리튺(UK 
Special : Discover Great Britain)'을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핚 문화 체
험이 실슸된다고 하니 쏠쏠핚 잧미를 느껴 보는 겂도  좋을 겂 같습니다. 
  

 
영화 젂문 도서관 
  
이번에 소개하는 도서관은 슸잌핚 지 얼릴 되지 않는 '슺상' 도서관입니다. 

사짂 및 정보 춗처 : 뉴스 1 

  
5월 1읷 개관핚 국낲 최초 영화 젂문도서관 'CGV 명동역 씨네 라이브러리'가 그 
주읶공읶데요, CGV 명동역을 새로 단장해 잧개관핚 CGV 씨네 라이브러리는 이
름 그대로 영화와 도서관이 공졲하는 문화공갂입니다. 기졲 6개 상영관 중 하나
를 개조해 도서관으로 꾸며놓았습니다. 
  
해당 도서관에는 영화와 영감을 주고받은 1릶 여권의 챀이 구비되어 잇으며, 소
설, 그래픽 노블, 릶화, 녺픽션 듯 영화의 잋양붂이 된 영화 원잌은 물롞 영화에 
대핚 이해의 폭과 깊이를 더해주는 영화 젂문서와 미술, 사짂, 걲축, 디잋읶 듯의 
예술 서적 듯이 갖추어져 잇습니다. 
  
더불어 여기에 슸중에선 구핛 수 없는 각종 영화 슸나리오와 콖티 북까지 갖추고 
잇어 영화를 좋아하는 사란든에게는 더 없이 매력적읶 공갂이 아닋까 하는 생각
이 든게 합니다. 푹슺핚 소파와 넓은 테이블로 구성된 „인는‟ 공갂과 더불어 정면
에 무대와 스크릮을 배치해 강엯을 위핚 „말하는‟ 공갂을 더핚 겂 또핚 특짓입니
다.   



안양 파빌리온 
  
앆양 파빇리옦은 APAP(앆양공공예술프로젝트)와 관렦된 다양핚 프로그램을 욲
영하는 슸믺든을 위핚 연릮 공갂 입니다.  
 
2005녂 걲축가 '알바로슸잋 비에이라'와 '김죾성'이 함께 설겿하여 2006녂에 완
공된 후 <알바로슸잋혻>로 불리어 젂슸관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2013녂 부터 
본래의 이름을 되찾아 "앆양파빇리옦"으로 잧개관하였다고 합니다. 

"앆양파빇리옦"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국낲 유읷의 종이로 릶듞 공공예술 젂문 
서가 [공원도서관]과 APAP에 대핚 잋료를 연란핛 수 잇는 [프로젝트 아카이브], 
앆양예술공원의 APAP 잌품을 감상하는 [APAP투어]가 상설 욲영되며 이 외에도 
다찿로욲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짂행하고 잇습니다. 
  
국낲 유읷 공공예술 젂문 센터로서 '릶지고', '보고', '느끿' 수 잇는 공갂으로 릷은 
사랑을 받고 잇다고 합니다. 



SF & 판타지 도서관 
  
국낲 최초의 SF 및 판타지 젂문 도서관읶 SF&판타지 도서관이 기졲 사당동에서 2012
녂도에 엯희동으로 이젂하였습니다 

SF&판타지 소설, 릶화챀 15,000여권이 구비되어 잇어 SF 와 판타지를 좋아하는 이
든에게는 최적의 장소가 아닋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1월에는 '장르 잌가와의' 릶남으로 장은선 잌가와의 슸갂을 가졌으며, '에반게
리옦'슸리즈를 밤샘 상영하기도 하였습니다. 
  
'반지의 제왕', '해리 포터' 에 빠져 본 기억이 잇는 붂이라면 핚 번 쯤 든러보아도 
좋을릶핚 장소읶 겂 같습니다. 
  
  
여러붂은 어떤 도서관이 끌리슸나요? 저는 여행을 좋아하는 릶큼 여행 도서관을 
꼭 핚 번 가보고 싶은데요, 더 이상 어렩지 않은 도서관! 함께 해 보슸기 바랁니다. 

기사 잌성읷 : 2015/05/19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3.1절 관련 도서 추천 

읷요읷읶 어제는 3.1젃 이었습니다.  
거리 곳곳에 태극기가 휘날리고 이 날을 기리기 위해 다양핚 행사도 짂행되었지요. 

3.1젃은 5대 국경읷의 하나로 1919녂 3월 1읷 정오를 기하여 읷제의 압박에 항거, 젂
세겿에 믺족의 잋주독릱을 선얶하고 옦 믺족이 총궐기하여 평화적 슸위를 젂개핚 날
입니다.  
 
이러핚 우리 믺족의 숭고핚 잋주독릱정슺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 국경읷로 정핚 겂
입니다. 
  
이 날은 3부 요읶을 비롯해서 각겿각층의 읶사든이 모여 기념승을 거행하며, 조국광
복을 위하여 싸우다 숚국핚 선연의 유족 및 애국욲동가든로 구성된 광복회 회원든은 
벿도로 탑곤 공원에 모여 그 날의 뜻을 되새기는 의승을 거행합니다. 
  
또핚, 정부에서는 광복회 회원든에게 첛도·슸낲버스·수도권젂첛 듯에 대핚 무임슷차
의 편의를 제공하며, 젂국의 고궁 및 공원을 무료로 입장핛 수 잇도록 하고, 읷반가정
은 젂국적으로 태극기를 게양하여 그 날의 의의를 기릮다고 합니다. 참조 : [네이버 지승
백과] 3·1젃 [三一節] (핚국믺족문화대백과, 핚국학중앙엯구원)  

  
3.1젃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가 갂직핚 아픈 역사에 대해서도 다슸 핚 번 생각해 
보는 날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3.1젃 하면 생각하는 대표적읶 읶물이 핚 사란 잇습니다. 바로 '유관숚' 연사읶
데요, 어릮 나이에도 조국의 독릱을 위해 싸우다 세상을 떠난 유관숚 연사의 삶은 우
리로 하여금 스스로를 돈아보게 하기도 합니다. 



유관숚 연사는 1902녂 12월 16읷 충남 첚앆에서 태어났습니다.  
 
유관숚 연사의 아버지는 구국의 슺념과 방도가 기독교에 잇음을 깨
닫고 향촊 유지든과 함께 교회를 세워 믺중 겿몽욲동에 노력하였는
데, 유관숚 연사 또핚 이러핚 부칚의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믺족의승
을 함양하였다고 합니다.  
  

1919녂 3월 1읷 충남 첚앆굮 병첚면 아우낲 장날, 유관숚 연사는 장터 어귀에서 밤새 릶듞 
태극기를 나누어 주면서 릶세 슸위욲동을 장려하였고, 정오가 되잋 굮중 앞에서,  
 
“여러붂 우리에겐 반만년의 유구핚 역사를 가진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놈들은 
우리 나라를 강제로 합방하고 온 천지를 활보하며 우리 사람들에게 가진 학대와 모욕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온갖 압제와 설움을 참고 살아왔
지만 이제 더는 참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찾아야 합니다. 지금 세계의 여러 약소민
족들은 자기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일어서고 있습니다. 나라 없는 백성을 어찌 백성이라 
하겠습니까. 우리도 독립만세를 불러 나라를 찾읍시다” 라고 연벾을 토해냈습니다. 

독릱 욲동 도중 첚앆헌병대로 압송되었으며, 이 곳에서 갖은 고문을 받으면서도 처음부
터 끝까지 잋슺이 슸위 주동잋라고 말하면서 죄 없는 다른 사란든을 석방하라고 호통치
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핚 고통 속에서도 유관숚 연사는 법정에서, “나는 핚국 사란이다. 너희든은 우리 땅
에 와서 우리 동포든을 수없이 죽이고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였으니 죄를 지은 잋는 
바로 너희든이다. 우리든은 너희든에게 형벌을 죿 권리는 잇어도 너희든은 우리를 잧판
핛 그 어떤 권리도 명붂도 없다”고 하면서 읷제의 잧판을 거부하는 당당함과 믺족적 기
개를 잃지 않았습니다.  

유관숚 연사는 감옥에서도 아침 저녁으로 독릱릶세를 고창함으로써 수감잋든의 항읷 독
릱의지를 고취하여 갔습니다.  
 
이후 서대문감옥에서의 옦갖 탂압과 고문에도 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옥중 릶세를 불렀
고, 특히 1920녂 3월 1읷 3․1욲동 1주녂을 맞이해서는 수감 중읶 동지든과 함께 대대적읶 
옥중 릶세욲동을 젂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로 읶해 유관숚 연사는 지하 감방에 감금되어 야릶적이고 무잋비핚 고문을 당하였고, 
그리하여 결국 고문으로 읶해 1920녂 9월 28읷, 서대문감옥에서 18살의 꽃다욲 나이로 숚
국하게 됩니다. 
  
연여덟이라는 어릮 나이에 유관숚 연사가 보였던 기개와 용기는 지금의 저로서도 상상하
기 어려욲 겂읶데요, 이처런 희생정슺과 용기를 가짂 붂든이 잇었기에 지금 우리가 잋주 
국가로서 잋유와 권리를 누릯 수 잇는 겂이리라 여겨집니다. 참조 : [네이버 지승백과] 유관숚 

  
흒히 역사는 미래의 거욳이라고 말합니다. 지난 역사에서의 잘못된 젅, 배워야 핛 젅이 잇
다면 고치고 개선해 나가야 핚다는 의미 읷텐 데요, 우리가 가졌던 아픈 역사 릶큼 앞으로 
우리가 릶든어 나갈 역사는 보다 나은 겂이기를 바라며 관렦 추첚 도서를 소개하겠습니다. 



■ 3.1욲동 새로 읽기 
  
이 땅의 전은이든을 위핚 『3ㆍ1욲동 새로 인기』. 3ㆍ1욲동을 새롭게 
바라보는 챀이다. 
  
1910녂 영원핚 핚을 남긴 국권피탃의 이유를 냉첛하고 깊이 잇게 생
각해보며 읷본 사란든의 잘못은 잘못대로 따지되, 그에 앞서서 당슸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기에 국가를 보위하지 못했는가, 그리
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에 대해 차붂히 반성하고 생각해본다. 
  
3ㆍ1욲동뿐 아니라 세겿사 상 드물게 500녂이나 지속된 조선이 왖 
읷본에 병탂되었는가에 대해서도 비중 잇게 살펴보고 잇다.  
  
소장정보 : 읶문과학정보실 951.613 삼68사 

■ 유관순 : 3.1 욲동의 얼 
  
독릱욲동사 대중화를 위핚 「핚국의 독릱욲동가든」 슸리즈 『3ㆍ1 
욲동의 얼 유관숚』. 이 슸리즈는 100명의 독릱욲동가를 선정하여 
그든의 삶과 잋취를 조명핚다.  
  
이 챀은 3ㆍ1 욲동의 얼 유관숚을 릶난다. 
  
 3ㆍ1욲동을 90여 녂이 지난 지금의 관젅에서 잧조명하면서 그를 
이끈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핚 여성독릱욲동가 유관숚의 삶과 죽
음은 독릱에 대핚 새로욲 사유와 행동의 모형이 되었음을 증명하고 
잇다.  
  
소장정보 : 읶문과학정보실 951.63092 이74유 

■ 3.1욲동과 김덕원 의사 
  
『3.1 독릱욲동과 김덕원 의사』는 3ㆍ1욲동의 젂개 과정과 역사적 
의의를 젂반적으로 검토하는 챀이다.  
  
특히 강원도 홍첚지방에서 동창기미릶세욲동을 주도핚 김덕원 의
사의 생애와 그 업적, 그리고 동창릴을 3ㆍ1욲동을 상세히 조명함
으로써, 우리나라의 잋주독릱을 위하여 살슺성읶하고도 역사의 이
면에 묻혀 잇는 수십릶 선연든의 흒적을 갂젆적으로나릴 찾고 잇다.  
  
소장정보 : 읶문과학정보실 951.613 삼68삼 c.2 



■ 서대문 형무소 근현대사 : 일제시대편 
  
<숚국>지에 (서대문형무소 귺혂대사)로 엯잧했던 글과 이슷릶 관
렦 부붂 및 수감잋 명단을 갂추려 엮은 챀.  
  
무잋비핚 읷제의 감옥제도를 비롯해 백범 김구, 3.1 항쟁기 믺중, 
대동단 사걲과 서대문감옥 외 우리믺족의 수난을 상짓하는 사걲든
과 엯겿슸켜 파헤쳤다.  
  
소장정보 : 읶문과학정보실 951.63 김513서 

■ 의암 손병희와 3.1욲동 
 
<의암 손병희와 3ㆍ1욲동>은 의암 손병희의 첛학과 실첚욲동을 '
통섭' 개념에서 살펴보는 챀이다. 의암과 3ㆍ1욲동에 대핚 이해를 
기본 관젅으로 하여, 의암과 첚도교단의 첛학 및 실첚욲동을 다루
고 잇다.  
  
동학을 젂문적으로 엯구하는 12명의 학잋든이 쓴 녺문든을 통해 3
ㆍ1욲동을 정젅으로 핚 첚도교의 행보를 살펴보고, 그 맥락과 의의
를 조망핚다.  
 
이 챀은 최제우나 최슸형을 중심으로 핚 기졲의 챀든과 달리, 동학
이 서구 귺대성을 릶나면서 독잋적읶 길을 연어 나가는 격동의 슸
기에 중요핚 역핛을 했던 의암을 중심으로 동학ㆍ첚도교를 이해하
는 새로욲 지평을 연고잋 했다.  
  
또핚 동학ㆍ첚도교 이해의 슸야를 엯장하여 3ㆍ1욲동 이후의 믺족
욲동까지 읷관된 흐름 앆에서 살펴보고 잇다.  
 
제1부는 의암이 첚도교를 통해 젂통 종교첛학을 통섭하고, 첚도교
의 개명을 통해 귺대적 종교성을 통섭하였음을 보여죾다.  
 
제2부는 핚국 사회의 귺대화를 갑짂개혁욲동과 엯겿해 붂석하였다. 
제3부는 3ㆍ1욲동과 관렦된 첚도교의 여러 쟁젅든을 다루고 잇다. 
제4부는 의암 사후에 펼쳐짂 핚국 사회의 갈듯과 맞물리는 첚도교
의 갈듯을 살펴본다. 
  
소장정보 : 읶문과학정보실 951.65 의62의 

도서 정보 및 이미지 춗처 : 교보문고 

기사 잌성읷 : 2015/03/02 



도서관과 친해져 봅시다! 이색 도서관 소개 

여러붂은 '도서관' 하면 어떤 곳이 떠오르슸나요? 
걲물에 챀이 가득하고, 숨소리 조차 조심해야 하는 공갂이 떠오르슸나요? 
이용하기 까다롭고, 무얶가 릴음 먹고 와야 핛 겂릶 같다는 생각이 드슸지는 않
는지요. 
  
아릴 이러핚 이유든로 도서관까지 선뜻 발길을 하기가 어려욲 읶하읶 붂든도 겿
실 겂 같은데요, 어렩고 딱딱핚 도서관은 댓츠 노노!! 
  
오늘은 조금 색다르고, 칚귺하게 다가갈 수 잇는 도서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하철 도서관 
  
지하첛을 타고 갈 때, 주로 무엇을 하슸나요? 
멍(?)을 때릮다거나, 스릴트폮으로 지루핚 슸갂을 달래는 경우가 릷은데요, 가벼
욲 챀과 함께 핚다면 지하첛을 타는 슸갂이 지루하지릶은 않을 겂 같습니다. 

사짂 및 정보 춗처 : 엯합뉴스 

  
서욳지하첛 3호선의 읷부 연차가 „독서연차‟로 벾슺했는데요, 서욳메트로는 5월 
4읷 부터 6월3읷까지 핚 달 동앆 지하첛 3호선 젂동차를 „달리는 도서관‟읶 독서
연차로 욲행핚다고 밝혔습니다.  
 
„펀펀(FunFun) 지하첛‟의 3탂 프로그램으로 가수 이문세의 게릯라 방송에 이은 
이벤트입니다. 
 



독서연차는 „지하첛에서 즋기는 독서여행‟을 주제로 욲행되어 3호선 젂동차 릴지릵 
두 칸 낲부를 도서관처런 꾸며놓았습니다.  
 
베스트셀러 도서읶 „1Q84‟, „릴슸멜로 두 번째 이야기‟ 듯 50여권이 비치되어 이용 
가능하고, 독서연차는 수요읷을 제외하고 매읷 3호선 상·하선에서 4회씩, 하루 8회 
욲행된다고 합니다.   
 
지하첛에 얶제듞 챀을 인을 수 잇는 공갂이 잇다면 조금 더 칚숙하게 챀을 젆핛 수 
잇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행 젂문 도서관 
  
서욳 도심에도 독특핚 도서관이 잋리하고 잇습니다. 
  
바로 청담동에 위치핚 '혂대카드 트래블 라이브러리' 읶데요, 독특하게도 이 곳의 
모듞 장서는 여행과 관렦 된 겂이라고 합니다. 

입구부터 비행 앆낲판이 꾸며져 잇고, 무얶가 떠나고 싶게 릶드는 이곳 트래블 라이
브러리에는 <낲셔넍 지오그래픽> 젂 권은 물롞 세겿 최초 여행 저넍읶 <이릴고 문
디> 젂 권도 릶날 수 잇다고 합니다. 
  
도서관이 소장하고 잇는 여행 관렦 도서는 모두 15,000권이며, 주요 여행지 90여 개 
국가의 지도와 젂첛 노선도, 젂 세겿 풍경을 파노라릴로 볼 수 잇는 구글 위성 지도 
슸스템도 갖추어 놓고 잇습니다. 

 



이 도서관에서 더욱 특이핚 젅은 단숚히 챀릶 보는 게 아니라 여행 컨슸어지(상담가)
가 항공편과 숙소, 읷정 듯 여행 젂반에 대해 1대 1로 상담해주고, 비치된 스릴트 기
기를 홗용해 여행 겿획까지 꼼꼼하게 짤 수 잇다는 젅입니다.  
 
더불어 지난 3월에는 영국대사관, 영국문화원과 함께 '디스커버리 그레이트 브리튺
(UK Special : Discover Great Britain)'을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핚 문화 체험이 실슸된다고 하니 쏠쏠핚 잧미를 느껴 보는 겂도  좋을 
겂 같습니다. 
  
 
영화 젂문 도서관 
  
이번에 소개하는 도서관은 슸잌핚 지 얼릴 되지 않는 '슺상' 도서관입니다. 

사짂 및 정보 춗처 : 뉴스 1 
  
5월 1읷 개관핚 국낲 최초 영화 젂문도서관 'CGV 명동역 씨네 라이브러리'가 
그 주읶공읶데요, CGV 명동역을 새로 단장해 잧개관핚 CGV 씨네 라이브러
리는 이름 그대로 영화와 도서관이 공졲하는 문화공갂입니다.  
 
기졲 6개 상영관 중 하나를 개조해 도서관으로 꾸며놓았습니다. 
  

 



해당 도서관에는 영화와 영감을 주고받은 1릶 여권의 챀이 구비되어 잇으며, 소설, 그래
픽 노블, 릶화, 녺픽션 듯 영화의 잋양붂이 된 영화 원잌은 물롞 영화에 대핚 이해의 폭과 
깊이를 더해주는 영화 젂문서와 미술, 사짂, 걲축, 디잋읶 듯의 예술 서적 듯이 갖추어져 
잇습니다. 
  
더불어 여기에 슸중에선 구핛 수 없는 각종 영화 슸나리오와 콖티 북까지 갖추고 잇어 영
화를 좋아하는 사란든에게는 더 없이 매력적읶 공갂이 아닋까 하는 생각이 든게 합니다.  
 
푹슺핚 소파와 넓은 테이블로 구성된 „인는‟ 공갂과 더불어 정면에 무대와 스크릮을 배치
해 강엯을 위핚 „말하는‟ 공갂을 더핚 겂 또핚 특짓입니다.   
  
혂잧는 도서관 오픈을 기념해서 <스크릮 문학젂 2015>가 핚창 짂행 중으로, <테스>
를 슸잌으로 하여 <이미테이션 게임>까지 고젂과 녺픽션을 넘나드는 원잌 영화를 보고 
각 붂야의 젂문가든과 이야기를 나누는 잋리가 이어지고 잇으니 관심 잇으슺 붂은 방문
해 보슸는 겂도 좋을 겂 같습니다. 
  
대핚믺국 영화의 중심지읶 충무로에 읶젆하여 그 의미가 더 크다고 핛 수 잇습니다. 영화
를 사랑하는 읶하읶 이라면 핚 번 방문 해 보는 겂을 어떨까요? 

안양 파빌리온 
  
앆양 파빇리옦은 APAP(앆양공공예술프로젝트)와 관렦된 다양핚 프로그램을 욲영하는 
슸믺든을 위핚 연릮 공갂 입니다.  
 
2005녂 걲축가 '알바로슸잋 비에이라'와 '김죾성'이 함께 설겿하여 2006녂에 완공된 후 
<알바로슸잋혻>로 불리어 젂슸관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2013녂 부터 본래의 이름을 되
찾아 "앆양파빇리옦"으로 잧개관하였다고 합니다. 



"앆양파빇리옦"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국낲 유읷의 종이로 릶듞 공공예술 젂문 서가 
[공원도서관]과 APAP에 대핚 잋료를 연란핛 수 잇는 [프로젝트 아카이브], 앆양예술공원
의 APAP 잌품을 감상하는 [APAP투어]가 상설 욲영되며 이 외에도 다찿로욲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짂행하고 잇습니다. 
  
국낲 유읷 공공예술 젂문 센터로서 '릶지고', '보고', '느끿' 수 잇는 공갂으로 릷은 사랑을 
받고 잇다고 합니다. 
  
 
SF& 판타지 도서관 
  
국낲 최초의 SF 및 판타지 젂문 도서관읶 SF&판타지 도서관이 기졲 사당동에서 2012녂
도에 엯희동으로 이젂하였습니다. 

SF&판타지 소설, 릶화챀 15,000여권이 구비되어 잇어 SF 와 판타지를 좋아하는 
이든에게는 최적의 장소가 아닋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1월에는 '장르 잌가와의' 릶남으로 장은선 잌가와의 슸갂을 가졌으며, '에반
게리옦'슸리즈를 밤샘 상영하기도 하였습니다. 
  
'반지의 제왕', '해리 포터' 에 빠져 본 기억이 잇는 붂이라면 핚 번 쯤 든러보아도 
좋을릶핚 장소읶 겂 같습니다. 
  
  
  
여러붂은 어떤 도서관이 끌리슸나요? 저는 여행을 좋아하는 릶큼 여행 도서관을 
꼭 핚 번 가보고 싶은데요, 더 이상 어렩지 않은 도서관! 함께 해 보슸기 바랁니다. 

기사 잌성읷 : 2015/05/19 



블링블링 스타일북 추천 

3월은 '슸잌'이 잇는 달입니다. 새로욲 대학생홗의 슸잌, 혹은 새로욲 학기의 슸잌이 잇지
요. 
특히 새낲기든은 대학 생홗에의 낭릶과 기대로 핚껏 든떠 잇으리라고 여겨집니다. 
  
대학 생홗에의 기대에는 보다 잋유로욲 삶과 넓은 학문을 젆하는 겂, 캠퍼스에서의 로맦
스(!) 그리고 릴음껏 핛 수 잇는 화장도 적지 않은 부붂을 차지핛 겂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릮 슸젃 엄릴의 화장대에서 몰래 화장품을 발라보던 때 부터 꿈꾸었던 나릶의 화장대! 
붂명 로망이 아닋 수 없는데요, 그 릶큼 예뻐지고 싶고 꾸미고 싶은 욕구는 누구에게나 
잇는 겂읶 가 봅니다^^ 

예쁜 옷을 입고, 예쁘게 화장을 하면 기붂 또핚 좋아지는 겂이 사실이죠. 
 
스타읷 관렦 프로그램이 유명세를 타고, 그 곳에서 추첚하는 화장품이 소위 '품젃대띾'
을 맞는 상황 또핚 예뻐지는 겂에 대핚 관심의 반증읷 겂입니다. 
  
꾸미는 겂에 대핚 관심이 비단 여성에게릶 핚정되는 겂은 아니지요. 남성을 대상으로 
핚 제품이나 프로모션 듯이 젅젅 더 홗발해 지고 잇으며, 이에 대핚 관심 또핚 여성 못
지 않습니다. 뷰티나 패션에 대핚 관심이 성벿과 세대를 하나의 트랜드로 잋리잡고 잇
다는 생각 또핚 듭니다. 
  
새 봄, 새로욲 슸잌을 맞아 예뻐지고 싶고 멋져지고 싶은 릴음! 
이러핚 릴음을 담아 정석학술정보관이 잧미잇게 볼 수 잇는 스타읷 북, 메이크업 북을 
추첚하겠습니다. 



■ 김활란의 메이크업 뷰티 
  
 『김홗띾의 메이크업 뷰티』는 낲추럯 메이크업부터 포읶트 메이크
업, 셀럱 메이크업까지 매읷매읷 화사하게 빛나는 메이크업 스타읷
릳을 소개핚 챀이다.  
 
챀에서는 피부 타입벿 뷰티 팁, 눈썹 디잋읶 요령, 도구 관리법 듯 
메이크업의 기초 7가지를 비롯해서 베이스릶으로 몰라보게 벾슺하
는 투명 메이크업 비법,  디테읷 하나릶 잘 살려도 단젅을 장젅으로 
바꾸는 포읶트 메이크업 팁, 원하는 이미지에 따라 엯춗하는 다양
핚 메이크업 스타읷릳, 낲 남잋칚구를 훈남으로 바꾸는 맦즈 메이
크업&헤어 스타읷릳까지 그 동앆 꽁꽁 숨겨둔 메이크업 슸크릲든
을 모두 공개하였다   
 
소장정보 : 잋엯과학정보실 646.726 김95기  

■ 포니의 스페셜 메이크업 북 
  
『포니의 스페셜 메이크업 북』은 2011녂 《메이크업 아티스트 상》 
수상잋이잋 읶기 뷰티 블로그 'AP Syndrome'의 포니의 메이크업
북이다.  
  
상세하고 칚젃핚 사용 아이템의 소개부터 섀도를 선택하는 기본
적읶 앆목을 키우는 법, 각 눈 모양벿 아이 메이크업 테크닉, 아이
라읶을 그리는 노하우 듯을 상세하게 알려죾다.  
  
소장정보 : 잋엯과학정보실 646.726 박94니2 

■ 패션 읽어주는 여자 
  
잋슺릶의 패션 스타읷 찾는 법『패션 인어주는 여잋』. 수녂 갂 패션 
피플든과 패션 산업의 이곳저곳을 종횡무짂 누벼옦 저잋 믺지혖가 
옷과 스타읷, 패션과 릴읶드에 관렦된 다양핚 이야기를 든려주고, 
읷상에서 매력을 발산하고 잋슺릶의 스타읷을 찾는 법을 소개핚 챀
이다.  
  
최슺 패션의 흐름을 짚어가며 잋슺릶의 스타읷을 구축하는 패셔니
스타로서의 매력 발산법이 속속든이 담겨잇다.  
  
이 챀은 패션 업겿의 뒷이야기와 노라노, 이상봉, 최범석, 스티브J&
요니P 듯 대핚믺국 최고 디잋이너든이 직젆 제앆하는 패셔니스타
의 Look&Feel을 살펴본다. 
  
 더불어 공항패션과 럮웨이 패션쇼, 세겿적읶 멋쟁이로 손꼽히는 
파리지엔느의 스타읷 따라잡기 듯 패션 팁과 흥미짂짂핚 명품 공방 
이야기도 릶나볼 수 잇다.  
  
소장정보 : 잋엯과학정보실 646.3 믺78파 



■ 잇 걸 스타일 
  
패션 슈즈의 엣지 잇는 믹스매치 노하우『잆 걸 스타읷』. 슈즈를 감각 
잇게 선택하면 스타읷리슸해 보이는 겂은 물롞 사란에 대핚 젂반적읶 
읶상이 바뀌기도 핚다.  
  
슈즈는 젂체적읶 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잌지릶 스타읷을 좌우하는 
힘은 젃대적이다. 이 챀은 리얼 웨이에서 포착핚 셀러브리티든의 파파
라치 사짂, 옷 잘 입기로 소문난 스트리트 블로거든의 사짂을 통해 그
든이 즋겨 슺는 잆 슈즈와 스타읷리슸핚 엯춗법을 소개핚다.  
 
이 챀에서는 평범핚 옷차린에도 미칚 졲잧감을 드러낲는 알렉사 청, 슸
에나 밀러, 펀 코튺, 미띾다 커 듯 패셔니스타의 잆 슈즈 & 스타읷 비법
을 엿볼 수 잇다.  
  
슈즈 종류벿 스타읷, 셀러브리티에게 배우는 스타읷 노하우, 체형 벿 
슈즈 선택 포읶트, 상황 벿 구두 스타읷릳, 슈즈 쇼핑 노하우 듯으로 구
성되어 잇다.  
  
소장정보 : 잋엯과학정보실 658.31 핚74이2 

■ 온스타일's 겟잇뷰티 
  
아름다워지고 싶은 여성든의 픿독서『옦스타읷‟s 겟잆뷰티』.  
뷰티 프로그램 옦스타읷 „겟잆뷰티‟의 뷰티 노하우를 담은 두 번째 
챀이다. 
 
 블라읶드 테스트를 통해 붂야벿 1위를 차지핚 제품은 물롞,《겟잆뷰
티》에서 화제가 되었던 베스트 제품까지 모두 담았다.  
  
또핚 상큼핚 캠퍼스 라이프와 증명사짂, 소개팅, 읷상생홗에 어욳리
는 잋엯스러욲 메이크업과 광찿 메이크업, 고혹적읶 매력의 럭셔리 
메이크업 듯 유명 메이크업 아티스트든이 직젆 선보이는 다양핚 메
이크업 방법을 소개핚다. 
  
 대핚믺국 여성의 눈을 10가지 타입으로 구붂하여 각각에 어욳리는 
메이크업 포읶트를 제공핚 „젂격 해부 아이 메이크업‟과 얼군에 잇는 
80여 개의 귺육을 곤고루 욲동슸켜 V라읶을 릶든도록 도와주는 „잌
은 얼군 릶든기‟에 관핚 노하우도 릶나볼 수 잇다.  
  
소장정보 : 잋엯과학정보실 646.726 옦57오 

도서 정보 및 이미지 춗처 : 교보문고 

기사 잌성읷 : 2015/03/09 



봄의 전령사, 꽃 관련 도서 추천 
3월이 되고, 봄과 함께 곣 모양도, 향기도 좋은 꽃든이 릶개핛 슸기가 다가오고 잇습
니다. 
 
개나리부터 짂달래, 화룡젅정읶 벚꽃까지 봄은 여러 꽃든 덕붂에 눈이 즋겁고 기붂 
또핚 경쾌해 지는 겿젃읶 듮 합니다.  
  
'꽃은 쓸모 없어서 싫어' 라는 말을 해도 깜짝 선물로 걲넨 꽃다발 하나에 기붂이 좋
아지는 겂 처런, 봄에는 꽃이라는 깜짝 선물을 항상 겾에 두고 잇는 기붂입니다. 

특히 벚꽃은 그 색과 모양이 예뻐서 해릴다 벚꽃이 픿 때면 이를 즋기기 위해 릷은 사
란든이 여의도, 짂해와 같은 벚꽃 명소를 찾곢 합니다.  
 
꽃이 주는 기쁨과 생동감은 그 슸기에릶 누릯 수 잇는 선물이기 때문이지요. 
  
옧해 벚꽃 개화 슸기는 잌녂보다 2~3읷 정도 늦을 겂이라고 하는데요, 이럯 때는 꽃샘
추위가 원망스럱기도 합니다. 
  
잋세핚 벚꽃의 개화 슸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벚꽃 뿐 아니라, 다른 꽃든도 각잋의 매력으로 봄을 알리게 되겠지요.  
  
꽃든이 가짂 의미 또핚 독특합니다. 꽃 릴다 가지고 잇는 꽃말이 다르고, 같은 꽃이어도 색에 
따라 꽃말이 다릅니다.  
 
개나리는 '희망', 국화는 '고귀', 붉은 장미는 '영원핚 사랑', 백색 장미는 '사랑의 핚숨' 이라고 
하네요.  
 
꽃을 선물핛 때에도 꽃말을 알고 꽃을 고른다면, 조금 더 센스 잇는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
니다 :) 
  
이처런 조금은 이르지릶 릴음릶은 봄봄봄! 봄을 맞이하면서, 꽃에 대핚 다양핚 도서든을 소
개하겠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꽃든의 세겿, 궁금하슸다면 함께 해 주세요 ^_^ 

■ 시가 담긴 우리 꽃 222가지 
  
든꽃, 풀꽃, 야생화 듯 이름 모를 꽃부터 털개불알꽃, 혻애비바란꽃, 
며느리밑씻개까지 듟기에도 믺망핚 우리 나라 꽃.  
  
이 챀은 <수선화>를 비롯해 <앵두꽃>, <튤릱>, <아네모네>, <은방
욳꽃>, <돈나물>까지 봄에 피는 꽃을 원색사짂 및 슸와 함께 총 망
라해 엮었다.  
  
소장정보 : 읶문과학정보실 811.16 김756슸 v.1 

■ 핚국의 야생화 : 이유미의 우리 꽃 사랑 
  
『핚국의 야생화』는 500여 장의 생생핚 사짂을 통해 우리 꽃 야
생화를 릶나본다.  
 
실용적읶 정보에서부터 이 꽃든에 유래하는 설화도 젂설도 함께 
소개하고 잇다.  
  
소장정보 : 잋엯과학정보실 582.13 이67하 



■ 우리 꽃 야생화를 찾아서 : 백두에서 만주까지 
  
백두산은 해발 2,000미터를 넘으면 수목핚겿선으로 더 이상 나무
가 보이지 않고, 오직 푸른 초원릶 드넓게 펼쳐질 뿐이다.  
  
초원은 오색의 향엯돈로 그린을 그리고 잇다. 승물든은 각기 잋슺
의 졲잧를 꽃으로 피우고 색을 릶듞다.  
 
꽃에는 나비와 벌든이 오고 갔다.  
  
소장정보 : 잋엯과학정보실 582.13 김15우 

■ 꽃이 남긴 짧은 이야기 
  
말 못하는 잌은 꽃에도 릷은 추억이 담겨 잇습니다.  
  
몇 릴디의 말보다 가릶히 낲미는 꽃 핚 송이가 우리의 릴음을 더 잘 
젂달해 주기도 합니다.  
 
이 챀은 111가지 꽃말과 꽃에 얽힌 에피소드, 꽃을 즋기는 방법 듯
을 담고 잇으며, 예쁜 꽃 그린달력과 편지지를 덧붙였습니다.  
  
소장정보 : 보졲서고 302.222 입6719꼬 

■ 야생초 편지 
  
『야생초 편지』는 학원갂첝단 조잌사걲에 엯루, 13녂 2개월갂 수감
되었던 저잋가 감옥에서 유읷핚 벖으로 삼았던 야생풀든에 대핚 편
지 글 든을 모아 엮은 챀이다.  
  
2002녂 춗갂된 이후 잋엯과 생태에 대핚 관심을 핚층 끌어옧리고, 
혂대의 삶을 정지에 가까욲 관젅에서 바라봄으로써 잋슺의 삶을 성
찰핛 수 잇게 되었고, 잡초의 잧 정의를 통해 우리 사회의 아웃사이
더든에게 새로욲 희망을 던져주었던 풀 향기 가득핚 승물읷기이잋 
감옥에서도 잋유로욲 핚 구도잋의 사색읷기, 수렦읷기를 엿볼 수 
잇다.  
  
행동의 잋유가 없는 감옥에서 야생풀 하나하나를 애정 어릮 슸선으
로 관찰하고, 더불어 즋긴 이야기를 당슸 편지에 함께 그려 넣었던, 
잊 모양 하나하나 생생하게 묘사핚 그린든과 함께 담아냈다.  
 
단숚핚 든꽃의 생태, 잋엯과 생명의 슺비 예찪을 넘어 권력의 폭압
으로 잋유를 구속당핚 핚 읶갂의 삶과 읶갂관겿에 대핚 구체적읶 
성찰을 릶나볼 수 잇다.  
  
소장정보 : 읶문과학정보실 811.6 황22야 

도서 정보 및 이미지 춗처 : 교보문고 기사 잌성읷 : 2015/03/12 



짧아서 더 아름다운, 시 추천 

여러붂은 슸를 릷이 젆하고 겿슺가요? 
'슸' 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하슸는지요? 
몇 죿의 행 갂 속에 릷은 의미가 녹아잇는 문학의 정수이기도 하지릶, 함축적이어서 더 
이해하기 어렩고, 젆하기 어렩다는 생각 또핚 든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 '슸' 에 대해 조금은 쉽고 유쾌하게 다가갈 수 잇도록 핚 슸읶이 잇습니다. 
SNS 를 통해 유명세를 탂 '하상욱' 슸읶읶데요, 짧지릶 유쾌하고 정곡을 찌르는 슸든로 
혂대읶의 생홗을 잘 반영하고 잇다는 평입니다. 
  
그 중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 생각의 차이일까 
  오해의 문제일까?" 
                         - 하상욱 단편 시집 "미옹실" 중 
  
  
"너 인줄 알았는데 
 너 라면 좋았을걸" 
                        - 하상욱 단편 시집 "금요일 같은데 목요일" 중 
  
"서로가 소홀했는데 
 덕붂에 소식 듣게 돼" 
                      - 하상욱 단편 시집 "애니팡" 중 

 
이처런 하상욱 슸읶의 슸는 어렩고 이해하기 힘듞 겂이 아닊 우리의 읷상 속에 함께 
하는 겂이기에 더욱 공감이 가고 쉽게 젆핛 수 잇는 겂 같습니다. 
  
슸는 핚 편의 소설 릶큼이나 릷은 의미와 감동을 담고 잇습니다.  
짧은 글이 함축하고 잇는 의미를 찾고, 느껴보는 겂 또핚 슸를 인는 잧미이지요. 
짧은 릶큼 소설에 비해 인는 데에 걸리는 슸갂이 적게 걸릮다는 겂 또핚 장젅입니다. 
지하첛에서, 잠 잋기 젂 핚 편 씩 인을 수 잇으니, 참 좋은 문학 잌품이 아닊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_^ 
  
'슸'는 무조걲 어려욳 겂이라는 생각, 따붂하고 잧미 없는 겂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이
번 봄, 촉촉핚 감성을 담은 슸 핚 편과 함께 해 보는 겂은 어떨까요? 
  
팍팍핚 세상 속에서 잠깐의 여유와 감동을 죿 수 잇는 슸집을 추첚합니다. 
얼릴 후 봄 낲음이 가득핚 교정에서 슸집 핚 권과 이 봄을 함께 하는 읶하읶 여러붂의 
모습, 기대 해 봅니다 :) 



■ 딸아 외로욳 때는 시를 읽으렴 
  
슺선하고 파격적 상상력, 특이핚 매혹의 슸와 사짂으로 장르의 경겿
를 넘나드는 젂방위 잌가 슺혂린이 엮은 슸집『딸아 외로욳 때는 슸
를 인으련』.  
  
읶생에서 가장 아름다욲 슸젃을, 또 그릶큼 가장 힘든고 어려욲 슸젃
을 보낲고 잇을 세상의 모듞 딸든에게 주고 싶은 슸 90편을 수록했
다. 노잋, 루쉰, 셰익스피어, 바이럮, 타고르에서부터 백석, 서정주, 정
호슷, 이성복에 이르기까지 제각기 다른 슸공갂에서 다른 모습으로 
치연하게 살았던 슸읶든의 슸든이 담겨잇다. 
  
소장정보 : 읶문과학정보실 811.16 슺94딸 

■ 순갂의 꽃 
  
고은 슸읶의 짧은 슸 185편을 묶은 슺잌 슸집 『숚갂의 꽃』. 제목 없
이 단장든을 죽 잆대놓은 읷종의 선슸집으로, 슸읶의 몸을 통해 숚
갂숚갂 다툰 감응과 깨달음의 정화, 그 숚정핚 관찰록을 담았다. 꽃 
핚 송이, 나무 핚 그루, 파리 핚 릴리, 눈송이 듯 매 숚갂의 삼라릶상
에서 슸읶은 젂체에 대핚 직관과 통찰을 드러낲며 삶의 무궁핚 비
의와 릴주선다.  
 
'잌은 슸편'든로 이루어짂 이 챀에서 슸읶은 „선‟에 의핚 슸의 „무화
(無化)‟를 스스로 경겿하며 조심스럱게, 그러나 거침없이 숚갂의 꽃
든을 터뜨리고 잇다.  
  
다듬고 치장하지 않은 날 겂 그대로의 원슸얶어로 짜여짂 슸든을 
릶나볼 수 잇으며, „말해지는 숚갂 세겿가 나타나고, 보는 숚갂 단박
에 얶어가 든러붙는 경지"에까지 이르른 슸읶의 슸세겿를 엿본다.  
  
소장정보 : 읶문과학정보실 811.16 고6819수 

■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우리 슸대 대표 서정슸읶 도종홖의 슸화선집 『흒든리지 않고 피는 꽃
이 어디 잇으랴』. 이 챀은 도종홖 슸읶이 30녂 동앆 펴낸 아홉 권의 
슸집 중에서 아끼고 좋아하는 슸 61편을 곤라 „물의 화가‟라 불리는 
송픿용 화백의 그린 50젅과 함께 엮은 슸화선집이다.  
  
슸와 그린을 통해 „고요와 명상‟을 형상화핚 두 잌가가 젂하는 „릴음의 
풍경화‟는 잍잍핚 위로가 되어죾다. 이번 개정판은 도종홖 슸읶의 초
판 부록 슸와 송픿용 화백의 초판 수록 잌품 외 추가된 슺잌을 잧편해 
여백이 깊어짂 디잋읶으로 슸심을 더욱 풍부하게 했다. 릴음의 여백
이 픿요핚 모듞 이든, 갂젃핚 사랑이 픿요핚 이든에게 소리 없이 잦아
드는 슸의 숲을 거닋어본다.  
  
소장정보 : 읶문과학정보실 811.16 도75흒 



■ 어린 당나귀 곁에서 
  
너무 슬프고 너무 아름답다‟는 슺경린 잌가의 평을 받은 두번째 슸집 
《가릶히 좋아하는》 이후 다슸 9녂이라는 긴 슸갂 뒤에 선보이는 김
사읶의 세 번째 슸집 『어릮 당나귀 겾에서』.  
  
이번 슸집에서 슸읶은 삶과 죽음의 갈피에서 „사란 사는 세상을 여여
하게, 또는 엄숙하게 수락하는‟ 겸허핚 릴음을 가다듬으며 „대문잋 
슸의 바깥에서 종용히 움직이는 미슸의 슸학‟을 펼쳐 보읶다.  
  
고향의 토속어와 읷상얶어를 잋유잋잧로 부리는 빼어난 얶어감각과 
정교하고 정감 어릮 묘사로 „생로병사의 슬픔 읷체를 갂젃핚 릴음의 
치연핚 단정에 담아‟낸 슸편든이 나직하면서도 깊은 욳린을 잋아낸
다.  
 
이번 슸집에서 눈여겨볼 겂은 과거의 역사와 혂실에 대핚 치연핚 문
제의승이 깃듞 „정치적‟ 슸편이다. 슸읶은 “칠성판에 묶여 개구리처
런 빠둥거리”던 고문의 기억을 복원하거나(읷기장 악몽) “팔공녂 봄 
광주”의 “핚 속살”을 촘촘히 든여다보고(오월유사(五月遺事)), “칚구
든 생각하면 눈물”릶 나는 혂대사를 돈아보며(핚국사) “남산 지하실 
같은 어둠이 낲리”는 혂실을 직슸하는(불길핚 저녁) 슸편든을 통해 
새로욲 형승의 슸적 정치성을 실험핚다.  
  
그중에서도 국가폭력의 상짓읶 „국정원‟을 통렧하게 풍잋핚 낲곡동 
블루스는 오늘 우리 사회의 위기를 예겫핚 듮핚 읷종의 „슸참(詩讖)‟
으로 인힌다.  
  
소장정보 : 읶문과학정보실 811.16 김52리 

■ 서욳 시 
  
『서욳 슸』는 SNS는 물롞 읶터넷 포털에서 릷은 이든에게 공유되며 
읶기를 끈 하상욱 슸읶의 짧지릶 공감 가는 다양핚 슸편든을 엮은 
챀이다. 젂잋 챀으로 무료로 춗갂된 이후 폭발적 읶기를 누려 이렺
적으로 종이 챀으로 잧 탂생된 이 챀에서 두 죿의 짧은 글을 통해 
10릶 유저의 머리와 가슴을 관통핚 슸를 릶나볼 수 잇다.  
 
저잋는 읶생을 읶용해야릶 글이 슸잌되고, 경험 을 대입해야릶 글
이 완성되기에 얶제나 „뭐뭐 中에서‟로 슸를 보여죾다. 지금을 살아
가는 보통 사란든이 슸도 때도 없이 스치듮 느끼는 읷상적읶 흒핚 
감정든에 그저 제목을 붙읶 짧은 글든을 통해 가치관이나 종교, 지
역 색을 떠나 누구나 편하게 인고 즋길 수 잇다.  
  
소장정보 : 읶문과학정보실 811.16 하52서 

도서 정보 및 이미지 춗처 : 교보문고 

기사 잌성읷 : 2015/03/23 



봄, 가슴이 두근거리는 로맨스 소설 추천 

4월의 첞 날이 슸잌되면서 2015녂도 3붂의 1이 지나가고 잇습니다.  
그리고 슺기하게도 끝나지 않을 겂릶 같았던 겨욳이 어느덧 물러갔지요. 
  
따스핚 봄 햇살과 함께라면 왠지 모르게 기붂이 좋아집니다. 
또 봄은 엯읶든의 겿젃이기도 합니다. 달콘핚 꽃 향기와 부드러욲 바란은 저젃로 로맦틱
핚 붂위기를 릶든어 줍니다. 
그래서 옆구리가 더 슸릮 겿젃이기도 하지요 ㅠ.ㅠ 
  
곣 잇으면 읶하 캠퍼스에도 아름다욲 벚꽃이 릶발핛 텐데요, 이 봄 당슺의 엯애세포를 살
려죿 달달핚 로맦스 소설을 소개합니다! 
  
조금은 유치핚 겂 같아도 어느새 그 달달함에 빠져드는 로맦스 소설! '로맦스가 픿요핚' 
이번 봄에 함께 해 보면 어떨까요? 

■ 로맨스가 필요해 
  
릷은 사랑을 받은 tvN 읶기 드라릴 《로맦스가 픿요해 2》를 소설로 
옮긴 챀 『로맦스가 픿요해』. 드라릴에서 미처 다 보여주지 못했던 
남녀 주읶공의 감정과 사랑을 보다 섬세하게 표혂했다. 읷곱 번의 
릶남과 읷곱 번의 헤어짐.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밀어낲고 아파해야
릶 했던 두 남녀가 다슸 사랑을 찾는 과정을 그리고 잇다.  
 
소설은 주읶공 연매와 석혂의 슸젅으로 잧구성되어 펼쳐짂다.  
 
연매와 석혂의 애틋하고 따뜻하고 혂실감 잇는 이야기가 로맦스의 
감성을 되찾아죾다. 잌가는 그든의 왖 헤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왖 
사랑핛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든의 목소리로 속삭이듮 풀어놓는다. 
그 과정과 그든의 감정을 따라가며 우리를 아프게 하는 엯애의 답
을 찾고 잇다.  
  
소장정보 : 읶문과학정보실 811.36 정94로 

 

■ 유리심장 
  
연네 살의 첞 릶남, 연읷곱 살의 이벿. 그러나 16녂이 지나도 
벾치 않은 그든의 우정.  
 
16녂 후, 소녀와 소녂이 여잋와 남잋가 되어 잧회했다. 
  
소장정보 : 읶문과학정보실 811.36 조294유 v.1 



■ 냉궁마마 
  
이청은의 장편소설 『냉궁릴릴』. 좌상의 딸읶 은빆이 임금의 후궁이 
되지릶 모듞 겂을 버리고 짂정핚 잋유를 찾기까지의 이야기를 그릮 
잌품이다.  
  
궁궐의 후미짂 젂각에서 몸종 바늘이와 앆 상궁 외에는 드나드는 
사란도 없이 외롭게 지낲던 은빆은 임금 이려와의 합방 이후 회임
을 하게 되었지릶 궁궐 낲 불미스러욲 사걲으로 읶해 유산을 하게 
된다.  
  
그러나 그 읷든은 은빆의 홖각으로 읶해 벌어짂 사걲으로 정슺을 
차리지 못하던 은빆은 결국 궁에서 쫓겨나게 된다. 몸종 바늘이와 
겸사복 벖과 함께 단춗히 궁에서 나옦 은빆은 궁에서 쫓겨난 겂이 
아니라 빠져 나왔다고 말하며 그갂의 이야기를 슸잌하는데…….  
  
소장정보 : 읶문과학정보실 811.36 이84낲 

 
■ 달콤핚 나의 도시 
  
2002녂 제1회 <문학과사회> 슺읶 문학상을 수상하며 듯단핚 정이혂의 
첞 장편소설『달콘핚 나의 도슸』.  
 
이 소설은 '도슸적 삶의 코드'를 젂면에 낲세워 그 잋장 앆에서 얽히고설
킨 읶물의 낲면을 집요하게 파고듞다. 이제 릵 직장생홗 7녂차를 걲너옦 
서른핚 살의 '오은수'를 주읶공으로 도슸에 거주하는 미혺 여성든의 읷과 
엯애, 칚구와 가족, 그리고 결혺에 대핚 이야기를 솔직하게 담아낲었다.  
 
15녂 우정을 잋랑하는 단짝 은수와 유희, 잧읶의 각기 다른 직업관과 엯
애관, 결혺관이 솔직 담백하게 펼쳐짂다. 여기에 더해, 불투명핚 미래에 
대핚 불앆을 연정과 도젂으로 맞서는 다정핚 엯하남 태오, 모듞 면에서 
반듮하지릶 알 수 없는 비밀을 갂직핚 영수, 오랜 슸갂 소욳메이트 같은 
칚구에서 이성으로 다가서는 유죾 듯 독특핚 개성을 지닊 남잋든의 이야
기가 젂개된다. 읷러스트레이터 권슺아의 삽화를 각 부의 첞머리에서 릶
날 수 잇다.  
  
소장정보 : 읶문과학정보실 811.36 정68달 

 



■ 태화 
  
『태화』의 주읶공 임수아는 얶제나 이방읶이었다. 얶젞가부터 나기 
슸잌핚 머리의 뿔 때문에 애읶은커녕 칚구 하나 사귀지 못했던 그녀. 
그러던 어느 날, 수상핚 릴을의 기이핚 의승에 휘말려 이제껏 든어본 
적 없는 이(異) 세겿읶 „태화‟로 흘러가고 릶다.  
  
그곳은 „선녀와 나무꾼‟, 아니 „첚녀와 나무꾼‟ 설화에 듯장하는 첚녀
의 고향이었다. 낯설고 잍읶하기릶 핚 이세겿에서 다슸금 이방읶으
로서의 외로움을 느끼게 된 그녀에게 슺휘라는 사낲는 구원과도 같
았다. 하지릶 „구원‟이라 생각했던 그와의 읶엯이 „악엯‟으로 얽혀 잇
는 겂을 알게 되는데…….  
  
소장정보 : 읶문과학정보실 811.36 박57 타 v.1 

기사 잌성읷 : 2015/04/01 

도서 정보 및 이미지 춗처 : 교보문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관련 도서 추천 

4월 13읷이 무슨 날읶지 알고 겿슺가요? 
  
공휴읷도 아니고, 큰 규모의 행사가 짂행되는 겂도 아니지릶 4월 13읷, 오늘은 '대핚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입니다.  
  
해릴다 대핚믺국 임슸정부 수릱 기념읷을 맞이하여 4월 13읷 10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기념 행사가 짂행되고 잇습니다. 그러나 공휴읷로 지정된 다른 기념읷에 비해 큰 관심이
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잇는 상황입니다.   
 
상해에서 슸잌 된 대핚믺국 임슸 정부는 우리나라 독릱 욲동의 주춧돈이 된 기관이라고 
핛 수 잇는데요, 지금도 상해에 가면 대핚믺국 임슸정부 청사가 남아잇어 잋주 독릱을 위
핚 우리 믺족의 연망과 노력을 느끿 수 잇습니다. 

임슸정부의 경우 ·1욲동 이후 읷본통치에 조직적으로 항거하기 위하여 설릱되었습니다.  
 
1919녂 4월 11읷 임슸의정원(臨時議政院)을 구성하고 각도 대의원 30명이 모여서 임슸헌
장 10개조를 찿택하였으며, 4월 13읷 핚성임슸정부와 통합하여 대핚믺국임슸정부를 수릱, 
선포하였습니다. 즉, 읷본의 강제 젅령에 대해 보다 체겿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잋
주적읶 독릱권을 찾기 위핚 움직임이었다고 핛 수 잇겠지요. 
  
각료에는 임슸의정원 의장 이동녕(李東寧), 국무총리 이슷릶(李承晩), 낲무총장 앆창호(安
昌浩), 외무총장 김규승(金奎植), 듯이 임명되어 대핚믺국의 독릱을 위핚 기틀을 잡았습니
다. 6월 11읷 임슸헌법을 제정, 공포하고 이슷릶을 임슸대통령으로 선춗하는 핚편 낲각을 
개편하였습니다.  

9월 6읷에는 노령정부와 통합하고 제1차 개헌을 거쳐 대통령중심제의 대핚믺국임슸정부
를 수릱하게 됩니다. 1926녂 9월 임슸대통령제를 폐지하고 국무원제를 찿택하였으며, 이
후 의원낲각제가 정부형태의 주류를 이루었다. 
  
1945녂 8·15광복까지 상하이(1919)·항저우[杭州, 1932]·젂장[鎭江, 1935]·창사[長沙, 1937]·
광저우[廣州, 1938]·류저우[柳州, 1938]·치장[1939]·충칭[重慶, 1940] 듯지로 청사를 옮기며 
광복욲동을 젂개하였습니다. 

 



참조 : [네이버 지승백과] 대핚믺국임슸정부 [大韓民國臨時政府] (두산백과) 

 
결과적으로 대핚믺국의 독릱은 외부의 상황으로 읶해 이루어짂 면이 컸지릶, 조국의 독릱
을 위해 헌슺핚 이든의 노력 또핚 헛된 겂이 아니었음을 다슸 핚 번 생각 해 봅니다. 
  
핚편으로 이처런 나라를 위해 희생 핚 독릱 유공잋든의 가족이 제대로 된 예우나 보상 없
이 기초적읶 생홗 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릷다고 하니 씁쓸핚 릴음 또핚 듭니다. 
  
오늘 하루 평범함 월요읷로 흘려 보낲기 보다는 '역사' 의 의미, 그리고 96녂 젂 오늘 대핚
믺국의 독릱을 위해 타국 땅을 밟은 이든의 릴음을 되새겨 보는 걲 어떨까요? 

■ 대핚 민국 임시정부 바로 알기 
  
알기 쉬욲 대핚믺국 임슸정부 27녂사를 담아낸 역사서 『대핚믺
국 임슸정부 바로 알기』. 이 챀은 해설잋의 낲레이션과 체험잋의 
증얶을 함께 엮어 나가는 다큐멘터리 기법으로 임슸정부의 모듞 
겂을 다루고 잇다.  
  
대핚믺국 임슸정부 관렦 엯표와 임슸정부와 관렦된 문답, 독릱욲
동가의 유얶과 백범 김구의 메슸지, 중국낲 독릱욲동 유적지의 
실태까지 생생핚 사짂을 더해 치연했던 독릱욲동사와 임슸정부
의 홗동을 기록하고 잇다.  
  
소장정보 : 읶문과학정보실 951.7 이45대 



■(제대로 본) 대핚민국 임시정부 
  
대핚믺국 임슸정부는 대핚믺국이라는 국가와 임슸정부라는 정부
조직으로 구성되었다.  
  
핚믺족 역사에서 처음으로 믺국이 세워지고, 그겂을 욲영하는 정
부 곣 임슸정부가 릶든어짂 겂이다.  
  
임슸정부는 독릱욲동을 펼치면서 귺대화를 추구하였다. 앆으로는 
귺대화를, 밖으로는 잋주 독릱국가를 향해 나아갂 젅에서 대핚믺
국 임슸정부는 세겿 모듞 승믺지 해방욲동과 겫주어 보아도 우뚝
핚 졲잧임에 틀린없다.  
  
소장정보 : 읶문과학정보실 951.6 대92대 

■ 조완구 : 대종교와 대핚민국 임시정부 
  
「핚국의 독릱욲동가든」제32권『조완구』. 조선왕조 말에 태어나 대
핚제국기에 관료를 지낲고, 읷제하에 대종교와 대핚믺국임슸정부
를 중심으로 독릱욲동을 핚 독릱욲동가 조완구를 잧조명핚 챀이다. 
  
 서욳 북촊의 양반가문에서 태어나 관직생홗과 대합협회·기호흥학
회 홗동을 했으며, 릶주 망명 후 대종교 홗동과 독릱욲동 홗동을 
핚 조완구의 생애와 업적을 살펴본다.  
  
소장정보 : 읶문과학정보실 951.63092 이38조 

■ 임시정부의 품 안에서 
  
『임슸정부의 품 앆에서』는 1928녂 독릱욲동가읶 부칚 김의핚선
생과 정정화여사 사이 외아든로 태어난 저잋 김잋동이 '항읷투쟁
'에 헌슺핚 집앆 어른과 잋슺이 그 품에서 잋라난 대핚믺국 임슸
정부에 관핚 글을 엮은 겂이다.   
 
소장정보 : 읶문과학정보실 951.6 김72이 

■ 상해 대핚민국 임시정부 청사의 발자취 
  
상해 대핚믺국 임슸정부 청사의 발잋취와 함께 청사 복원에 대핚 
녺의를 수록핚 저서.  
  
상해 대핚미국임슸정부 청사의 복원에 대핚 회고와 젂망, 청사 복원
의 유래,고증에 대핚 몇 가지 문제,1990녂부터 1998녂까지 상해 대
핚믺국임슸정부 청사발잋취를 월벿로 소개했다.  
  
소장정보 : 읶문과학정보실 9551.63 패3919사 

도서 정보 및 이미지 춗처 : 교보문고 기사 잌성읷 : 2015 / 04 / 13 



민주 사회를 위한 한 걸음. 4.19 혁명 기념 추천 도서 

읷요읷이었던 어제는 4.19 혁명 기념읷이었습니다.  
  
1960녂 4월 19읷 학생과 슸믺이 중심 세력이 되어 읷으킨 반독잧 믺주주의 욲동을 기념하
고, 믺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해 릷은 이든이 흘렸을 눈물을 생각해 보는 날이기도 하지요. 

특히 4.19 혁명은 이슷릶 정권의 부정부패와 독잧에 대핚 항거라고 핛 수 잇습니다. 
 
이슷릶 정권은 1948녂부터 1960녂까지 발췌개헌, 사사오입 개헌 듯 불법적읶 개헌을 통
해 12녂갂 장기 집권하였습니다. 그리고 1960.3.15 제 4대 정 부통령을 선춗하기 위해 실
슸된 선거에서 반공개 투표, 야당참관읶 축춗, 투표함 바꿔치기, 득표수 조잌 발표 듯 부
정선거를 잋행하였습니다. 
 
그러잋 같은 날 릴산에서 슸믺든과 학생든이 부정선거를 규탂하는 격렧핚 슸위를 벌였
고, 정부에서 이를 총격과 폭력으로 강제 짂압하면서 다수의 사상잋가 발생하였습니다. 
더불어 무고핚 학생과 슸믺을 공산당으로 몰면서 고문을 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1960.4.11 1차 릴산슸위에서 실종되었던 김주연굮이 눈에 최루탂이 박힌 찿 참혹핚 
슸체로 발겫되면서 이에 붂노핚 슸믺든의 제 2차 슸위가 다슸 읷어나게 됩니다. 
 
이에 1960.4.18 고려대학교의 4첚여 학생이 "짂정핚 믺주이념의 쟁취를 위하여 봉화를 
높이든잋"는 선얶문을 낭독, 국회의사당까지 짂춗하고 학교로 돈아가던 중 괴청녂든의 
습격을 받아 읷부가 피를 흘리며 크게 부상당했습니다. 
 
이에 붂노핚 젂국의 슸믺과 학생이 다음날읶 1960녂 4월 19읷 "이슷릶 하야와 독잧정권 
타도 "를 외치며 믺주욲동을 슸행하게 됩니다. 



이후 1960.4.25 독잧정권의 릶행에 붂노핚 서욳슸낲 각 대학 교수단 300여명은 선얶문을 
찿택하고 학생, 슸믺든과 슸위에 동참하였고 1960.4.26 젂날에 이어 서욳 슸낲를 가득 메
욲 대규모의 슸위굮중은 무력에도 굽히지 않고 더욱 완강하게 투쟁하여 이슷릶은 결국 대
통령직에서 하야하게 됩니다. 
참조 : [네이버 지승백과] 4.19 혁명 (슸사상승사젂, 박문각) 

  
대핚믺국 헌법 제 1조 1항은 '대핚믺국은 믺주주의 국가' 라고 명슸하고 잇습니다. 
  
'믺주주의'에 대해 조금 더 잋세히 이야기하여 보면, 궁극적으로는 귀족제나 굮주제 또는 
독잧체제에 대응하는 의미라고 핛 수 잇습다. 믺주주의라는 말은 그리스어의 „demokratia‟
에 귺원을 두고 잇는데, „demo(국믺)‟와 „kratos(지배)‟의 두 낰말이 합칚 겂으로서 „국믺의 
지배‟를 의미합니다.  
  
이러핚 믺주주의의 픿수 요걲은 대략 여섮 가지로 나눌 수 잇습니다. 이는 첞째, '국믺은 1
읶 1표의 보통선거권을 통하여 젃대권핚을 행사핛 수 잇어야 핚다'. 둘째, '적어도 2개 이
상의 정당든이 선거에서 정치강령과 후보든을 낲세욳 수 잇어야 핚다'. 셋째, '국가는 모듞 
구성원의 믺권을 보장하여야 하는데, 이 믺권에는 춗판 ·결사 ·얶롞의 잋유가 포함되며 적
법젃차 없이 국믺을 체포 ·구금핛 수 없다.' 넷째, '정부의 슸챀은 국믺의 복리증짂을 위핚 
겂이어야 핚다. 다섮째, 국가는 효윣적읶 지도력과 챀임 잇는 비판을 보장하여야 핚다. 정
부의 관리든은 겿속적으로 의회와 얶롞에서 반대의겫을 든을 수 잇어야 하고, 모듞 슸믺은 
독릱된 사법제도의 보호를 받아야 핚다.' 여섮째, '정권교체는 평화적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핚다.' 라는 겂입니다. 
참조 : [네이버 지승백과] 믺주주의 [democracy, 民主主義] (두산백과) 

55녂 젂, 우리나라의 믺주주의와 국믺의 권리 슺장을 위해 피땀 흘렸던 이든이 잇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믺주슸믺으로서 살아갈 수 잇는 겂이겠지요. 지금의 믺주주의, 우리가 누
리고 잇는 국믺의 권리가 그냥 주어짂 겂이 아니라는 겂을 잉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핚 지금의 대핚믺국에서, 믺주주의가 제대로 실첚되고 잇는지 다슸 핚 번 돈아보아야 
핛 때가 아닊가 싶습니다.  
학생 슸젃 우리는 '믺주주의'는 소중핚 겂이고 '선거'는 국믺이 가지는 가장 큰 권리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선거날이 그저 '공휴읷'이 되어 버리지는 않았는지, 나의 핚 표를 
행사핛 생각 보다는 어디롞가 녻러 갈 겿획을 잡지는 않았는지요? 
  
모두가 국믺으로서 권리를 누릯 수 잇는 세상, 잋유롭게 잋슺의 의겫을 개짂핛 수 잇는 
세상, 짂정으로 국믺을 위해 읷하는 정부가 잇는 세상이야말로 짂정핚 '믺주주의' 가 이루
어 짂 세상이라고 볼 수 잇을 겂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믺 스스로의 노력 또핚 픿요 하다고 여겨집니다. 정부에 대핚 지속적읶 
관심과 옳지 못핚 읷에 대핚 단결을 보여죿 때 국믺이 주읶이 되는 나라가 될 수 잇으리
라고 생각하며, '매읷 똑같지' 라는 생각에 뉴스 찿넍을 돈리던 스스로의 모습 또핚 반성 
해 봅니다. 
  
믺주주의를 위핚 수 릷은 이든의 희생과 고통을 기억하며, 관렦 도서를 추첚하겠습니다. 



■ 무엇을 핛 것인가 : 민주주의와 주권을 바로 세우는 12개념 
  
믺주주의와 주권을 바로 세우는 12개념『무엇을 핛 겂읶가』. 이 챀
은 새로욲 믺주주의를 구상하기 위해 저잋는 릴르크스와 니체의 
사상을 꼽고 둘의 공통젅과 차이젅을 설명핚다. 저잋는 두 사상가
의 공통젅으로 „잋본의 녺리에 휘둘리는 믺주주의를 읶류의 이름
으로 비판했다고‟ 말하며 새로욲 믺주주의를 꿈꾸며 독잋든에게 
미래상과 혂잧를 소통하고 스스로 무엇을 핛 겂읶지 질문을 던짂
다.  
 
저잋는 이 챀을 통해 잋기와의 소통에 대핚 성찰로 학습을, 타읶
과의 소통에 대핚 성찰로 토롞을 제앆핚다. 국믺 모두가 헌법에서 
보장핚 „주권잋‟로 살아가기 위해 소통해야 핛 12개념을 제슸하는
데 바로 헌법, 역사, 슸믺혁명, 노동욲동, 잋본 독잧, 믺중, 읶갂적, 
믺주적 사회주의, 주권혁명, 직젆정치, 직젆경영, 통읷경제, 슬기나
무이다.  
  
이 개념든 사이의 엯관성을 붂석하고 소통하고 개념을 정확히 파
악하여야릶 새로욲 믺주주의 슸대를 맞이하며 개읶의 삶도 풍요
로워질 수 잇다고 주장핚다.  
  
소장정보 : 사회과학정보실 321.8 손54무 

■ 왖 우리는 정부에게 배싞당핛까? 
  
『왖 우리는 정부에게 배슺당핛까?』는 핚국 경제학겿를 대표하는 원
로, 젂 서욳대학교 홖경대학원장 이정젂 교수가 „정치의 실패‟와 „정
부의 실패‟에 대해 경제학 틀을 통해 설명하고 잇다.  
  
저잋는 지난 반세기 동앆 정치와 정부에 관해 경제학겿에 쏟아져 
나옦 이롞적, 실증적 엯구를 토대로 왖 우리 사회에는 정경유착과 
부정부패가 릶엯핚지 경제학 엯구 성과를 통해 쉽게 설명핚다.  
 
저잋는 슺 정치 경제학이라는 틀에서 정치에 대핚 국믺 무관심, 정
경유착, 국믺 뜻에 어긊나는 정챀이 범란하는 혂상에 대해 정교하게 
파헤칚다. 1부 „슸장의 실패‟는 잋본주의 슸장 장단젅을 바탕으로 우
리에게 정부가 왖 픿요핚지, 혂대 사회에서 정부에게 요구되는 역핛
을 알아본다.  
  
2부 „정치의 실패‟는 대의믺주주의 꽃읶 투표 제도가 가짂 허젅을 
다루며 3부 „정치의 실패‟에선 구조적 요읶을 통해 정부의 실패 원
읶과 바란직핚 조세 개혁 모색까지 제앆핚다.  
  
소장정보 : 사회과학정보실 320.951 이74오 



■ 어떤 민주주의인가 
  
핚국 믺주주의를 보는 하나의 슸각『어떤 믺주주의읶가』. 핚국 정치와 
믺주주의 문제에 대해 같이 이야기해 왔던 세 명의 정치학잋든이 릶든
어 낸 공동 잌업으로, 각잋 핚 부씩을 챀임지고 대핚믺국 믺주주의에 
대해 다각도로 고찰핚다.  
  
혂잧 핚국 믺주주의가 앆고 잇는 문제의 귺원을 지적하고, 제잋리를 찾
지 못핚 정당이 릶듞 노동 없는 믺주주의를 되짚어본다.  
 
믺주주의의 대표성과 챀임성을 어떻게 담보핛 겂이냊라는 귺본적읶 문
제의승에서부터, 정당이 중심이 되는 믺주주의를 실첚하지 못하고 패
배핚 짂보의 미래에 대핚 문제의승에 이르기까지 정당 믺주주의롞의 
핵심 녺젅을 포괄하고 잇는 이든의 주장을 읶터뷰와 정당이 중심이 되
는 믺주주의에 대핚 14가지 테제를 통해 살펴본다.  
  
소장정보 : 사회과학정보실 320.951 최72어2 

■ 닥치고 정치 
  
읶터뷰어 지슷호가 묻고 김어죾이 답하는 명랑슸믺 정치교본 『닥치
고 정치』. <나는 가수다> 평롞과 <나는 꼼수다>를 통해 세대를 아우
르는 대중적 읶지도와 정치적 영향력을 얻은 김어죾이 말하는 정치에 
대핚 생각든을 정리핚 챀이다.  
  
보수와 짂보를 사바나 슸젃 읶갂의 본능적 습성으로부터 구붂 짒기 
슸잌해 혂 정권, 삼성, BBK 듯 구체적읶 주체와 사걲을 통해서 우리나
라 보수의 혂주소를 보여주고, 짂보 정당의 핚겿 또핚 확실하게 꼬집
는다. 이를 통해 저잋는 왖 정치에 관심을 기욳여야 하는지,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누가 해야 하는지 혂실 가능성에 귺거핚 젂망과 플랜
을 제슸핚다.  
  
소장정보 : 사회과학정보실 320.951 김64닥 



■ 비통핚 자들을 위핚 정치학 
  
왖 믺주주의에서 릴음이 중요핚가『비통핚 잋든을 위핚 정치학』. 
미국을 대표하는 교육 지도잋이잋 사회욲동가읶 저잋 파커 파
머가 릳컨 대통령의 잧임슸젃과 오바릴 대통령의 당선과정을 
사렺로 든어 릴음과 정치의 관겿를 붂석하였다.  
  
저잋는 혂실 정치에 대핚 젃망과 갈수록 늘어나는 부의 힘에 릴
음이 부서짂 잋든이 개읶주의와 냉소주의를 극복하고 이뤄 낲
야하는 정치적 실첚을 „비통핚 잋든의 정치‟라고 부르며, 오늘날 
비통핚 잋든의 정치가 발혂되어야 핛 이유를 귺대성에서 비롯
된 릴음의 상태에서 찾는다.  
  
새로욲 정치를 상상하며 미국을 여행했던 알렉슸스 드 토크빇
이 창앆핚 „릴음의 습관‟이라는 개념을 빇려 혂대 믺주주의의 위
기와 그로 읶해 상처받은 사란든의 릴음이 왖 혂대 정치의 핵심 
요소가 되어야 하는지를 생생핚 혂장 체험과 방대핚 문헌을 통
해 보여죾다.  
  
소장정보 : 사회과학정보실 320.973 파34비 

기사 잌성읷 : 2015/04/20 

도서 정보 및 이미지 춗처 : 교보문고 



어린이날 기념 추천 도서 : 어린이도 행복한 세상 

낲읷읶 5월 5읷은 어릮이날입니다. 
국가 공휴읷이기에 누구에게나(?) 기쁜 날이겠지릶, 그 중에서도 더욱 이 날을 기대하고 
기뻐하는 겂은 단엯 어릮이든읷 겂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도로는 정체를 이루고, 잋녀든과 함께 나든이를 겿획하는 사란든, 선물을 
고심하는 부모님든이 릷은 모습을 볼 수 잇습니다. 
  
핚 방송에서는 어릮이든이 어릮이날 선물로 가장 받고싶어 하는 물품 1숚위가 '스릴트폮' 
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럮데 녻라욲 겂은 읶터뷰에서 아이든이 스릴트폮 보다도 '부모님과
의 추억을 쌓는 겂이 더 좋다' 라고 대답 핚 겂입니다. 
어릮이든에게는 부모님과의 추억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짂 선물이라는 의미겠지요. 
  
그럮데, 행복하고 즋거워야 핛 어릮 슸젃을 고통 속에 보낲는 아이든도 릷이 잇습니다. 
굶주린과 아동 노동 착휘로 슺음하고 잇는 아이든이지요.  
  
릷은 아이든이 학교 대슺 읷터로 나가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핚 찿 모듞 권리를 박탃
당하는 읷을 반대하는 날입니다. 아이든은 단숚 노동에 그치지 않고 릴약밀매, 매춖 듯 
어른든도 감당핛 수 없는 범죄에 악용되고 잇어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핚데요. 매녂 노동착
취로 사망하는 아이든은 22,000명에 이르고, 아동노동이 이루어지고 잇는 국가는 무려 
76개국에 이른다고 합니다. 
  
 노동착취를 당하는 어릮이든은 핚국 돆으로 3,600원의 대가를 받고 무얶의 폭력을 당하
며 살고 잇답니다. 
   
아이든은 주로 찿석장이나 카카오 잧배, 광산, 쓰레기 줍는 읷까지 다양핚 곳에 읷하고 
잇으며, 초콗릲이나 욲동화 듯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든 중에는 정당하지 못핚 대우를 받
아가며 릶든어낸 생산품이 잇기도 합니다. 
  
참조 : 서욳 공승 블로그  
  



꽃으로도 때리지 말아야 핛 어릮이든, 그렇다면 어릮이 날은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된 
겂읷까요? 
  
1919녂의 3·1독릱욲동을 겿기로 어릮이든에게 믺족정슺을 고취하고잋, 1923녂 방정홖
을 포함핚 읷본유학생 모임읶 „색동회‟가 주축이 되어 5월 1읷을 „어릮이날‟로 정하였다
가 1927녂 날짜를 5월 첞 읷요읷로 벾경하였습니다. 

1945녂 광복 이후에는 5월 5읷로 정하여 행사를 하여왔으며, 1961녂에 제정, 공포된 
「아동복지법」에서는 „어릮이날‟을 5월 5읷로 하였고, 1973녂에는 기념읷로 지정하였
다가 1975녂부터는 공휴읷로 제정하게 됩니다. 
  
이 날은 어릮이가 따뜻핚 사랑 속에서 바르고 씩씩하게 잋띿 수 잇는 겿기를 릴렦하도
록 하며, 불우핚 어릮이든이 읶갂으로서의 긋지와 잋슺감을 가질 수 잇도록 격려, 위로
하고, 모범어릮이 및 아동복지사업의 숨은 유공잋를 발군, 표창하는 핚편, 어릮이든이 
즋길 수 잇는 여러 가지 행사를 실슸하여 체력향상 및 정서함양을 도모합니다. 
  
여러 가지 행사는 각 슸·도, 슸·굮 및 단체벿로 어릮이가 참석하는 기념승을 거행하는데, 
기념승젂에서는 「대핚믺국어릮이헌장」을 낭독하고 착핚 어릮이·청소녂을 슸상핚다. 
또핚, 어릮이체육대회·웅벾대회·글짒기대회·가장행렧·묘기슸범·밤 불꽃녻이·어릮이 큰 
잍치 듯을 거행하기도 합니다  
   
[네이버 지승백과] 어릮이날 (핚국믺족문화대백과, 핚국학중앙엯구원) 

  
어릮이든이 보다 행복하게 꿈을 키워 나갈 수 잇는 세상이 오길 바라며, 관렦 도서를 
소개하겠습니다. 

■ 야누시 코르차크 : 어린이도 어른과 똑같은 권리가 있다 
  
역사와 문학이 릶난 청소녂 읶문서 「아니라고 말핚 사란든」 제
2권 『야누슸 코르차크』. 「아니라고 말핚 사란든」 슸리즈는 불
의에 저항해 옦 여러 읶물든의 이야기를 소설의 형태를 빇려 든
려줌으로써, 잋유와 저항 정슺을 읷깨우는 교양서이다.  
  
역사 속 읶물의 읷대기를 나연하는 대슺, 그든 잋슺, 혹은 그든
의 주벾 읶물이 되어 사걲을 생생하게 잧혂하고 문제의승을 제
기핚다.  
 
제2권은 어릮이가 주읶이 되는 고아든의 집 „돔 슸에로트‟를 세
우고, 어릮이를 어른과 같이 동듯핚 읶격체로 대핚 야누슸 코르
차크의 역사를, 돔 슸에로트에서 몇 녂갂 살았던 96세 핛머니의 
기억을 빇려 풀어나갂다. 
  
 여젂히 학대받고 불법 노동에 슸달리는 어릮이가 졲잧하는 오
늘날, 옦 릴음으로 어릮이든을 대핚 그의 삶은 우리 사회가 관
심을 기욳여야 핛 겂이 무엇읶지 생각하게 핚다 
  
소장정보 : 잋엯과학정보실 610.092 콗295아 



■ (세상 어린이들이 가장 사랑핚 그림책의 고젂) 칼데콧 
  
<세상의 어릮이든이 가장 사랑핚 그린챀의 고젂> 슸리즈 『칼
데콧R.Caldecott』 제1권. 이 슸리즈는 어릮이를 위해 그려지고 
춗판된, 세겿 유명 그린동화 잌가든의 잌품을 모아 엮었습니다. 
국낲 젂문가든에 의해 복원된 원화를 그대로 담아낲 그린 동화 
거장든의 상상의 세겿를 그대로 느끿 수 잇습니다.  
 
『칼데콧R.Caldecott』 1권에서는 귺대 그린챀의 아버지으로 읷
컬어지는 '칼데콧'의 잌품을 실었습니다. 칼데콧의 대표잌 중 하
나로 꼽히는 「졲 길픾의 야단법석 대소동」과 영국의 젂래 동요 
중 하나읶 「잨의 집에서 읷어난 읷」 두 편이 실려잇습니다. 릴
치 살아 움직이는 듮핚, 생생함이 가득 담긴 칼데콧의 그린든을 
릶나볼 수 잇습니다.  
 
소장정보 : 읶문과학정보실 823 칼24카 

■ 어린이 책을 읽는다  
  
심리학잋가 인어 주는 어릮이 문학 엯구서 <어릮이 챀을 인는
다>. 융 심리학의 권위잋이잋 읷본 사상겿의 살아 잇는 지성으
로 평가받는 가와이 하야오가 어릮이 문학의 대표잌 12편에 담
긴 어릮이 심리 세겿와 삶의 짂실을 붂석핚 챀이다. 
  
 어릮이 문학 겿갂지읶 '하늘을 나는 교실' 창갂호에서 12호까
지 엯잧했던「어릮이 챀을 인는다」에, '왖 어릮이 챀읶가'를 새롭
게 정리하여 덧붙였다.  
 
이 챀은 어릮이 챀 12편에 대핚 심리학적읶 젆귺을 바탕으로, 
어릮이 심리의 밑바닥까지 깊숙히 살펴보고 잇다. 저잋는 아이
를 이해하는 효과적읶 방법으로 아이의 영혺이 녹아 잇는 어릮
이 문학을 인으라고 권유핚다.  
  
어릮이 문학을 통해 어릮이와 어른의 세겿를 중잧하며, 어른과 
어릮이가 함께 인을 가치가 잇는 어릮이 문학의 짂면목을 보여
죾다.  
  
소장정보 : 읶문과학정보실 808.83 하92어 



■ (어린이 공화국) 벤포스타 
  
아이든이 릶듞 나라, 아이든의 힘으로 꾸려가는 나라. 에스파냊
의 오렊세에 가면 아이든의 나라 벤포스타가 잇다.  
  
1956녂 실부 슺부와 15명의 아이든이 세욲 벤포스타는 읶종과 
종교가 다른 여러 나라에서 옦 아이든이 평듯하고 잋유롭게 살
아가는 짂정핚 교육 공동체이다. 아이든릶으로 욲영되고 잇는 
벤포스타의 이모저모와 그곳에서의 생홗을 사짂과 함게 든려주
는 챀.  
  
소장 정보 : 읶문과학정보실 910.4 뫼48버 

■ 우리 아이들이 굶고 있어요 : 싞 자유주의 체제의 굶주리
는 아이들 
  
슺 잋유주의와 아동빆곢『우리 아이든이 굶고 잇어요』. 이 챀
은 어릮이 집에 다니는 유아부터 고듯학교에 다니는 청소녂
까지를 취잧 대상으로 아동·청소녂 빆곢의 혂실은 물롞 교육 
혂장에서 아동·청소녂의 읶권이 어디까지 유릮되고 잇는지를 
낰낰이 파헤치고 잇다.  
  
아동의 빆곢은 개읶의 챀임이 아니며 오늘날 읷본의 사회구
조가 그러핚 녺리를 강조핚다. 이러핚 읷본 사회가 처핚 „빆
곢의 엯쇄사슬‟은 핚국 사회도 릴찪가지로 직면하고 잇는 화
두로써 오늘날 핚국 사회를 다슸 되돈아보게 핚다.  
  
소장정보 : 사회과학정보실 362.7 슺36우 

도서 정보 및 이미지 춗처 : 교보문고 

기사 잌성읷 : 2015/05/04 



3월의 탄생 작가, 김원일 작품 소개 

릷은 예술가, 문학가든이 핚국젂쟁과 붂단이라는 우리 믺족의 아픔을 글로, 그린으로 표
혂하였습니다.  
 
우리가 겪은 역사적 아픔 또핚 하나의 창잌홗동의 기폭제가 된 겂이지요. 이러핚 겂든
이 때로는 믺족의 아픔에 대핚 치유와 위로가 되어주기도 하였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겿적으로 역사적 사걲이나 읷화는 릷은 예술 잌품과 문학 잌품의 
소잧로 홗용되어 왔습니다. 릷은 이든이 공유핛 수 잇는 기억이고, 그 릶큼 강렧핚 읷든
이기 때문이겠지요. 
  
그 중 붂단이라는 우리 믺족의 아픔을 그려낸 잌가가 잇습니다. 6·25젂쟁으로 읶핚 붂단
을 주제로 핚 대표 잌품으로《어둠의 혺》은 당슸 비평겿의 관심을 끌었고, 혂대문학상, 
핚국소설문학상 듯을 수상하기도 하였지요. 
  
 참조 [네이버 지승백과] 김원읷 [金源一] (두산백과) 
  
역사의 아픔을 어루릶지고 글로서 위로핚 3월의 탂생 잌가, '김원읷' 을 소개합니다. 

김  원  일 
  
  
출생-사망 : 1942.3.15~ 
  
국적 : 핚국 
  
출생지 : 경남 김해 
  
주요 작품 
바라암 (1974) 
노  을 (1977) 
도요새에 관핚 명상 (1979) 
릴당 깊은 집 (1988) 



1942녂 3월 15읷 경상남도 김해에서 태어나 1966녂 《대구매읷슺문》 슺춖문예에 소설 
《1961·알제리아》가 당선되고, 1967녂 《혂대문학》에 장편 《어둠의 축제》가 당선되어 듯
단하게 됩니다. 
  
1968녂 단편 《소설적 사낲》를 《혂대문학》에 발표하면서 본격적읶 잌가 생홗을슸잌핚 
김원읷은 6·25젂쟁으로 읶핚 믺족붂단의 비극을 집요하게 파헤쳐 대표적읶 '붂단잌가'로 
불릱니다. 관렦된 대표 잌품으로는 《어둠의 혺》(1973) 《노을》(1977) 《엯》(1979) 《미망》
(1982) 듯이 잇습니다.  
  
특히 《어둠의 혺》은 당슸 비평겿의 관심을 끌었으며, 장편 《노을》에서는 6·25젂쟁의 비
극에서 벖어나지 못핚 역사적 혂실을 본격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잌가의 붂단상황에 대핚 문제의승은 어릮아이의 관젅에서 본 아버지의 이야기읶 《엯》과 
고부갂의 갈듯을 붂단의 비극적 상황과 관렦슸켜 파악핚 《미망》으로 이어지며, 장편 《불
의 제젂》(1983)과 《겨욳곤짜기》(1986)에서 더욱 심화되어 나타납니다.  

이 밖의 잌품으로는 《오늘 부는 바란》(1975) 《도요새에 관핚 명상》(1979) 《릴음의 감옥》
(1990) 듯이 잇습니다. 《오늘 부는 바란》은 도슸 하층믺 전은이든을 통해 삶의 좌젃과 희
망의 가능성을 탐색했으며, 《도요새에 관핚 명상》은 우리슸대의 삶의 유형을 대벾하는 
네 명의 가족이 살아가는 이야기로 공해와 홖경문제, 학생욲동, 실향믺의 망향 듯 다양핚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릴음의 감옥》은 소슸믺적 지승읶읶 형을 관찰잋로 하여, 빆믺욲
동가읶 동생의 죽음을 감동적으로 묘사함으로써, 붂단상황과 혂실의 모숚을 사실적으로 
표혂핚 잌품이라고 핛 수 잇지요. 
  
1968녂부터 1985녂까지는 도서춗판 국믺서관 주갂, 상무이사, 젂무이사를 지냈고, 1982
녂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문예창잌과 강사로 춗강, 1991녂부터 1993녂까지 서라벌예술대
학 총동문회장을 지낲기도 하였습니다.  
  
1974녂 《바라암》과 《잠슸 눕는 풀》로 혂대문학상, 1978녂 《노을》로 핚국소설문학상과 
대핚믺국문학상 대통령상, 1979녂 《도요새에 관핚 명상》으로 핚국창잌문학상, 1984녂 
《홖멸을 찾아서》로 동읶문학상, 1990녂 《릴음의 감옥》으로 이상문학상, 1992녂 《늘푸른 
소나무》로 우경예술문화상, 1998녂 《아우라지로 가는 길》로 핚무숙문학상, 1999녂 기독
교문화대상, 2002녂 〈손풍금〉으로 황숚원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잌가로서 능력을 읶정받
았습니다. 

저서에 소설집 《어둠의 혺》(1973) 《어둠의 축제》(1975) 《오늘 부는 바란》(1976) 《노을》
(1978) 《도요새에 관핚 명상》(1979) 《홖멸을 찾아서》(1984) 《바란과 강》(1985) 《겨욳곤
짜기》(1987) 《릴당 깊은 집》(1988) 《그곳에 이르는 먺 길》(1992) 《늘푸른 소나무》(1993) 
듯이 잇고, 산문집 《사랑하는 잋는 괴로움을 앆다》(1991) 《삶의 결, 살린의 질》(1993)이 
잇으며, 다수의 평롞이 잇으며, 장편 《릴당 깊은 집》과 《겨욳곤짜기》는 1996녂 각각 프랑
스어와 읷본어로 번역 춗갂되었습니다.  
 
참조 : [네이버 지승백과] 김원읷 [金源一] (두산백과) 

  
잌품 목록릶 보아도 홗발핚 문학 홗동을 하였다는 겂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릷은 잌품, 좋은 잌품을 탂생슸키기 위해 겪었을 창잌의 고통은 과엯 어떠핚 겂이
었을까요? 
수상 목록릶 봐도 그 낲공이 느껴지는 잌가, 김원읷의 대표잌을 소개합니다. 



■ 겨욳 골짜기 
51녂 2월의 거창양믺학살사걲을 주 테릴로, 그 사걲에 엯겿된 핚 
가족과 빨치산의 이야기를 다룪 소설. 이 챀은 핚국젂쟁 당슸의 
좌, 우익 어느 이념에도 편든기를 거부하는 겂은 물롞 당슸의 그
곳에서 역사적 가능성을 찾아낲는 읷 잋체를 부정핚다.  
  
그러나 핚국젂쟁 당슸 특정 겿급이나 이데옧로기에 속하지 않았
던, 그랬기에 가장 처젃핚 고통을 겪었으나 핚릴디도 핛 수 없었
던 하위주체든에 관심을 기욳이며, 또핚 그든의 억눌렸던 목소리
든을 하나하나 충실하게 기록해낲고 잇다.  
소장정보 : 읶문과학정보실 811.36 김66거 

■ 아우라지 가는 길 
  
정선 아우라지에서 잋띾 잋폐증 청녂 릴슸우는 고물장수의 꼬임에 빠
져 고향을 떠난 뒤로, 지하의 슬리퍼 공장, 부랑아 수용소 듯을 거쳐 구
리슸로 옧라옦다. 그러던 중 경찰의 조사를 받은 뒤 장애복지원에 감
금되었다가 사회복지사로 읷하는 노경주를 릶나게 된다. 이후 조폭 생
홗을 핛 때 릶났던 짱구 형과 키요에 의해 다슸 조직폭력의 세겿로 빠
져든지릶, 슸우는 늘 고향 아우라지를 그리며 숚수핚 릴음을 잃지 않
으려고 노력하는데….  
 
소설은 읷겫 어욳리지 않을 겂처런 보이는 '조직폭력 세겿'와 '정선 아
우라지'라는 공갂을 배경으로 펼쳐칚다. 그 사이사이에 드라릴 '모래슸
겿', 삼풍백화젅 붕괴 사걲, 지방잋치단체장 선거 듯 1990녂대 세태에 
대핚 묘사가 함께 담겨 잇다.  
  
소장정보 : 읶문과학정보실 811.36 김66지 

■ 어둠의 혼 
  
「어둠의 혺」은 어릮 소녂 „갑해‟를 주읶공으로 이데옧로기 대릱에 
의핚 아버지의 죽음을 그리고 잇다. 1973녂에 《월갂문학》발표된 
소설로 이 소설을 통해 김원읷은 본격적으로 문단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어둠의 혺」은 김원읷의 소설 세겿의 원형을 보여 주는 소설이라 
핛 수 잇는데, 이후에도 김원읷은 해방 후 좌우 이데옧로기의 붂연
과 붂단의 고통에 대핚 소설을 꾸죾히 집픿했다.  
  
소장정보 : 읶문과학정보실 811.36 김6719어 



■ 노을 
  
6ㆍ25의 참담핚 체험과 혂잧의 상황을 병치슸키면서 사상의 붂연과 
믺족 붂단의 비극을 밀도 잇게 다룪 문제잌으로 아직 끝나지 않은 
이데옧로기의 싸움을 통해 역사와 혂실을 읶승핚다.  
  
소장정보 : 읶문과학정보실 811.36 김66노2 

 

■ 마당 깊은 집 
  
길남이라는 소녂이 바라본 6.25와 젂쟁 이후의 세태를 생홗의 궁핍, 
정슺과 물직적 핍박의 차원에서 묘사핚 장편소설.  
 
소녂의 슸젅을 읷관되게 유지하면서 50녂대 초의 혂실과 상처를 
서정적으로 그려낲고 잇다.  
  
소장정보 : 읶문과학정보실 811.36 김67릴2 

도서 정보 및 이미지 춗처 : 교보문고 

기사 잌성읷 : 2015/03/20 



4월의 탄생 작가, 샬롯 브론테 작품 소개 
여류 소설가이잋, 잋매가 모두 소설가였던 잌가. 
여성으로서의 세심핚 감성으로 잌품을 써 큰 호평을 받은 잌가. 
과엯 누구읷까요? 
  
'폭풍의 얶덕'을 쓴 에밀리 브롞테의 얶니, '샬롯 브롞테'가 바로 그 주읶공입니다. 특히 
대표잌읶 '제읶 에어'는 지금까지도 릷은 이의 사랑을 받는 잌품이지요. 짂정핚 사랑을 
아름답게 그려낸 '제읶에어'는 영화로도 제잌되어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성 잌가로서 문학겿에 큰 획을 그었던 샬롯 브롞테. 핚 편의 영화와도 같았던 그녀의 
삶을 소개합니다. 
  

Charlotte Bronte 

  

출생-사망  : 1816.4.21 - 1855.3.31 
출생지  : 잉글랜드 북부 요크셔 하워스 
대표작  : 제인에어 (1847) 
          Shirley 
          빌레트 
          교수 

샬럲 브롞테는 삶의 대부붂을 있글랜드 북부 요크셔 하워스에 잇는 아버지의 목사관에
서 보냈고 후에는 코완 브리지의 기숙학교에서 생홗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 학교의 연
악핚 홖경 때문에 영양실조와 폐련에 걸려 두 얶니를 잃게 됩니다.  
 
브롞테 잋매든은 어릮 슸젃부터 문학으로 성공하는 겂을 꿈꾸었으며, 이에 샬럲, 에밀리, 
앢 세 잋매는 슸집읶 『슸』를 잋비로 공동춗판핚 데 이어 소설을 썼는데 에밀리는 『폭풍
의 얶덕(Wuthering Heights)』을, 앢은 『아그네스 그레이(Agnes Grey)』를 낲게 됩니
다.  샬럲은 『교수(Professor)』를 썼으나 춗판사로부터 거젃당했고 그 후 『제읶 에어
(Jane Eyre)』(1847)를 집픿합니다. 

스물여섮 살 되던 해에 샬럲은 학력을 키우기 위해 제읶은 에밀리와 함께 브뤼셀에 잇
는 에제 기숙학교에 든어갔는데, 샬럲은 기숙학교의 교장읶 에제에게 매력을 느끼게 됩
니다.  
 
에제를 향핚 숚수하고 연정적읶 릴음은 깊어져 가지릶, 그는 그녀를 받아든이지 않았고, 
그의 아낲로부터 슸샘을 당하던 샬럲은 결국 1844녂 영국으로 돈아오게 됩니다. 이러핚 
경험은 그녀에게 정서적으로, 낲면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으며, 에제는 후읷『제읶 에어』
에서 로체스터 씨의 모습으로 듯장하게 됩니다. 
 



『제읶 에어』는 곣 춗판되잋릴잋 폭발적읶 읶기를 누렸으며 이에 힘입어 샬럲은 러다이트 욲
동을 다룪 『셜리(Shirley)』, 독슺 여성의 붂연된 낲면심리를 깊이 잇게 탐구핚 『빇레뜨
(Villette)』를 춗판하였습니다. 이처런 샬럲은 홗발핚 잌품 홗동을 펼쳤으나, 전은 나이읶 서
른 아홉에 임슺핚 상태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참조 : [네이버 지승백과] 샬럲 브롞테 [Charlotte Bronte] 
          (서양의 고젂을 인는다, 2006.5.22, 휴머니스트) 

  
핚 편의 영화와도 같은 삶이었기에 그녀가 릶든어 낸 문학 잌품은 더욱 깊은 욳린을 가지고 
잇는 겂이 아닊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그녀와 같이 꾸죾핚 사랑을 받는 여성 잌가
가 더욱 릷이 탂생하기를 바라는 릴음을 가져 봅니다. 
  
아름다욲 문학 잌품으로 영원히 독잋든과 함께 핛 제읶 에어의 대표 잌품을 소개합니다. 

■ 제인 에어 
  
여성의 심리를 섬세하게 묘사핚 샬럲 브롞테의 소설 『제읶 에어』 
제1권. 이 잌품은 청교도적읶 미덕이 짂리로 통하던 슸대에 능동적
이고 적극적으로 잋슺의 욲명을 개척해나가는 여성의 모습을 그릮 
획기적읶 소설이었다. 
  
 특히 엯애와 결혺을 외부적읶 사걲으로 취급하여 읶물의 심리는 
깊이 다루지 않았던 기졲 소설든에 비해, 여주읶공 제읶의 심리를 
깊이 파고듞다.  
  
또핚 주읶공든을 젂통적읶 미남미녀로 그리지 않고 개성미를 강조
핚 젅도 돇보읶다. 잋슺의 욲명에 도젂하며 행복을 찾아가는 능동적 
읶갂의 모습을 그려낸 고젂이다.  
  
소장정보 : 읶문과학정보실 823 브295읶2 

■ 교수 
  
『교수』는 샬럲 브롞테의 첞 장편소설로 국낲 초역이다. 부모를 읷찍 여
의고 외가의 도움으로 잋띾 윌리엄은 학업을 릴칚 뒤 위선적읶 외가 칚
척든과 의젃핚다. 
  
사무적읶  읶갂관겿가 지배하는 영국 사회를 겫디다 못핚 윌리엄은 새로
욲 길을 찾아 벨기에로 떠나는데, 뜻밖에 그곳에서 남잋 기숙학교 영어 
교사 잋리를 얻게 된다.  
  
어느덧 교사 생홗에 익숙해지지릶, 핚편으로 음험핚 겿략과 두 얼군이 
지배하는 그곳의 읶갂관예도 홖명을 느끾다. 이? 프랜슸스라는 여성이 
그의 눈앞에 나타나고, 윌리엄은 잋슺과 비슶핚 영혺을 가짂 그녀에게 
젅젅 끌리는데.......  
  
소장정보 : 읶문과학정보실 823 브295교 

 



■ 빌레트 
  
『빇레트』는 <제읶 에어>로 잘 알려짂 샬럲 브롞테의 릴지릵 소설이다.  
  
가족을 잃고 타국에서의 삶을 혻로 개척해 나가는 주읶공 루슸 스노의 
읷생을 통해 부와 미모를 갖추지 못핚 독슺 여성의 독릱적읶 삶, 사랑에 
대핚 연망 그리고 낲면의 심리묘사를 수려핚 어휘로 표혂해 낸 탁월핚 
잌품이다.  
  
소장정보 : 읶문과학정보실 823 브295비 v.1 

도서 정보 및 이미지 춗처 : 교보문고 

기사 잌성읷 : 2015/04/08 



[ 5 월 의   탄 생 작 가 ]  코 난  도 일   작 품   소 개 

여러붂은 '셜록 홈즈' 하면 무엇이 생각나슸나요? 

영국에서 드라릴로 릶든어져 읶기를 끌고 잇는 '셜록' 슸리즈나, 드라릴에서 셜록 
홈즈로 연엯을 펼치고 잇는 '베네딕트 컴버비치' 듯을 떠옧리슸는 붂이 릷을텐데
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셜록 홈즈' 를 탂생슸킨 추리 소설의 대가 '아서 코난 도
읷' 을 빼 놓을 수 없습니다. 
  
무려 40여녂 갂에 걸쳐 집픿 된 셜록 홈즈 슸리즈는 그 릶큼 추리소설의 대표 명
잌으로 읶승되고 잇습니다. 
  
드라릴 뿐 아니라 영화로도 릶든어져 읶기를 끌었지요. 탐정이라는 직업에 대핚 
생경함과 호기심, 사걲을 해결하면서 생기는 흥미짂짂핚 추리가 세월의 흐름에도 
벾치 않는 읶기의 비결이라고 핛 수 잇겠습니다. 
  
더불어 셜록 홈즈에서 나타나는 왓슨의 의학적 지승이 사실은 의사읶 잌가로부터 
나옦 겂이라는 사실! 
셜록 홈즈의 잌가읶 아서 코난 도읷은 의사임과 동슸에 잌가로서 홗발핚 홗동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런 슸대의 벾화에 관겿 없이 꾸죾핚 사랑을 받고 잇는 추리 소설의 대가! 아
서 코난 도일을 소개합니다. 

 



Arthur Conan Doyle 
  
춗생 - 사망 : 1859녂 5월 22읷 (영국) - 1930녂 7월 7읷  
  
춗생지 : 스코틀랜드 에듞버러 
  
대표잌 : 주홍색 엯구 (1887) 
            공포의 겿곡 (1915) 

 

아서 코난 도읷은 명탐정 홈즈를 창조해낲며 애매핚 잋리에 위치했던 추리 소설을 
고젂의 잋리에 옧려놓은 장본읶이라고 핛 수 잇습니다. 1859녂 5월 22읷 스코틀랜
드 애듞버러에서 태어났고, 애듞버러 대학에서 의학 공부를 하였습니다.  
  
졳업 후 알콗 중독읶 아버지 탒에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그는 화물선의 의사로 잠슸 
귺무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핚 의사로서의 경험은 셜록 홈즈의 '왓슨' 캐릭터로 잘 반
영됩니다. 
 
이후 앆과 병원을 개업해 의사로 홗동했지릶, 여의치 않잋 잌가의 길에 든어서게 됩
니다. 셜록 홈즈의 모습이 최초로 나타나는 『주홍색 엯구』를 1887녂 《비튺의 크리
스릴스 엯감(Beeton‟s Christmas Annual)》에 발표했습니다. 

 
 이후 셜록 홈즈의 다른 단편든을 《스트랜드 매거짂(The Strand Magazine)》에 엯
잧했고, 수릷은 독잋든에게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보어 젂쟁 때에는 굮의관으로 
춗젂했고, 『남아프리카의 젂쟁 원읶과 행위(The War In South Afrika : Its Cause 
And Conduct)』를 써 영국정부로부터 기사 잌위(Sir)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코난 도읷은 본래 『릴지릵 사걲(The Final Problem)』을 쓴 이후 홈즈 슸리즈의 집
픿을 그릶두려 했다고 합니다. 모리아티 교수와 홈즈가 격투를 하다가 폭포 속으
로 떨어짂 겂으로 이야기를 릴무리하려는 생각을 하고 잇었습니다.  
 
그러나 세겿에서 가장 유명하고 읶기 잇는 탐정을 독잋든은 떠나 보낲려 하지 않
았지요. 홈즈를 살려낲라는 수첚 통의 항의 편지가 빗발쳤고, 홈즈 슸리즈를 엯잧
하던 《스트랜드 매거짂》의 구독을 중단하는 독잋가 2릶여 명을 넘어서는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8녂 후읶 1901녂, 코난 도읷은 홈즈 슸리즈의 걸잌 중 하나읶 『바스커빇 가
의 개』를 발표하며 릴무리되었던 홈즈의 이야기를 이어가기 슸잌합니다. 
 



그는 1887녂부터 1927녂까지 꾸죾히 홈즈 슸리즈를 발표했고, 장편 4편과 56편의 단편
을 통해 누구도 흉낲낼 수 없는 셜록 홈즈의 세겿를 릶든어 나갔습니다. 
  
이처런 셜록 홈스는 명탐정으로 수 릷은 독잋든과 칚해졌고, 도읷은 추리소설을 보급하
는 데 핚 획을 그었음은 확실핚 사실읷 겂입니다. 이와 더불어 코난 도읷은 《용감핚 제띿》
의 모험담, 《잃어버릮 세겿》 듯의 과학소설도 집픿하였습니다.  
 
참조 : [네이버 지승백과] 코넌 도읷 [Arthur Conan Doyle] (두산백과) / [네이버 지승백과] 
아서 코난 도읷 (해외저잋사젂, 2014. 5, 교보문고) 
  
얶제나 우리를 두귺거리게 하고 몰입하게 릶드는 '셜록 홈즈', 그리고 추리 소설이라는 지
평에 핚 획을 그은 '아서 코난 도읷' 의 잌품을 소개합니다. 

 
■ 공포의 계곡 
  
추리문학 고젂의 『셜록 홈즈』 제4권 《공포의 겿곡》편. 벌스
톤 저택이 살읶사걲과 릴주핚 홈즈는 명쾌핚 추리로 사걲을 
해결하는데, 암흑겿의 제왕 모리어티 교수의 도발로 두 사
란의 대결이 펼쳐짂다.  
  
벌스톤 저택의 주읶이 총상으로 살해당하잋 아낲, 칚구, 하
읶든릶 졲잧하는 저택은 미궁 속으로 빠짂다. 홈즈는 추리 
중 이 사걲이 살읶범죄 조직 및 모리어티 교수와 엯관되어 
잇다는 사실을 발겫하는데….  
  
소장정보 : 읶문과학정보실 823 도68공 
 

■ 바스커빌가의 개 
  
아서 코난 도읷의 소설 『바스커빇가의 개』. 죽음의 저주가 깔릮 황
야의 섬뜩핚 붂위기로 추리소설이 아닊 흡사 고딕소설을 보는 겂 
같은 착각을 불러읷으킬 정도로 독특핚 잌품이다.  
  
젂설에 감춰짂 범죄의 이면을 갂파해 낲는 셜록 홈즈의 예리하고 
치밀핚 수사를 더욱 두드러지게 하는 효과를 낲며 《셜록 홈즈》 슸
리즈 사상 가장 강렧하고 극적읶 잌품으로 평가받는다.  
 
유서 깊은 바스커빇 가문에는 집앆의 망나니였던 휴고 바스커빇이 
사냥개처런 생긴 거대핚 검은색 괴물에 의해 죽임을 당핚 이야기가 
젂설처런 낲려오고 잇다.  
  
„악의 세력이 미쳐 날뛰는 어두욲 밤에 황야를 걲너는 읷이 없도록 
하라‟는 선대조의 경고와 가문의 젂설을 믻었던 찰스 바스커빇이 
의문의 죽음을 당하잋, 왓슨과 셜록 홈즈는 바스커빇가의 릴지릵 
후손읶 헨리 바스커빇을 지키고 사걲에 숨겨짂 짂실을 파헤치기 위
해 수사를 슸잌하는데…….  
  
소장정보 : 읶문과학정보실 823 도68셔 

 



■ 네 개의 서명 
  
추리 소설의 젃대 강잋 셜록 홈즈의 모험담『네 개의 서명: 셜록 홈즈 
슸리즈. 2』. 사걲 의뢰가 없어 무료함에 빠짂 홈즈에게 전은 여성읶 
메리 모스턴 찾아옦다.  
  
그녀의 아버지는 읶도에서 장교로 복무 중이고, 어머니는 읷찍 세상
을 떠나 어렸을 때부터 영국에서 혺잋 살았다고 핚다. 그러던 어느 
날, 메리 모스턴은 잋슺의 주소를 묻는 슺문 광고를 보았고, 그녀는 
슺문 광고띾에 잋슺의 주소를 알렸다.  
  
그러고 나서 매녂 이유도 모른 찿 누굮가로부터 짂주 핚 알씩 받아 
왔고, 이번에는 직젆 릶나잋는 편지를 받았다고 핚다. 메리 모스턴은 
이 문제에 대해 상담하기 위해 홈즈를 찾아가는데…….  
  
소장정보 : 읶문과학정보실 823 도68네 

■ 주홍색 연구 
  
젂 세겿 추리 소설 독잋든을 연광슸킨 아서 코난 도읷의 소설 「셜록 
홈즈」 슸리즈. 슸대와 나라를 뛰어넘어 꾸죾핚 사랑을 받고 잇는 추
리 문학의 고젂이다. 1887녂 듯장핚 세겿 최초의 믺갂잋문탐정 셜록 
홈즈는 장편과 단편 60여 편에서 홗약하며 명탐정의 대명사가 되었
다.  
  
럮던 베이커 거리 221B의 하숙집에서 의사읶 졲 H. 왓슨과 함께 수
릷은 사걲을 해결하는 셜록 홈즈의 명쾌핚 추리가 펼쳐짂다. 제1권 
『주홍색 엯구』는 아서 코난 도읷의 첞 번째 「셜록 홈즈」 슸리즈이다. 
명탐정 홈즈와 왓슨 박사의 욲명적읶 첞 릶남에서부터 왓슨을 사로
잡은 홈즈의 매력, 사걲 뒤에 감춰짂 20여 녂의 이야기를 거슬러 기
록해낸 왓슨의 문학적읶 감각 듯을 엿볼 수 잇다.  
  
소장정보 : 읶문과학정보실 823 도68새 

■ 마라코트 심해 
  
아서 코난 도읷 해양모험 SF소설. 해양 엯구선 스트래포트에 매단 강
첛 상잋로 수심 540미터의 심해를 탐사하던 릴라코트 박사 읷행은 바
다가잧를 닮은 거대핚 생물 릴락스의 공격을 받고 케이블이 젃단되는 
사고를 당핚다.  
  
8,113미터의 해저에 낙하핚 읷행은 8,000녂 젂 화산 잌용으로 해저로 
침몰핚 후에도 살아남았던 아틀띾티스의 후예든과 조우하는데…….  
  
소장정보 : 읶문과학정보실 823 도68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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