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석학술정보관 웹진 44호(2014년 8월) 

특집 
 
 2013년도 후기 졸업 예정
자 도서기증 기념사진 이벤
트  / 새 학기 이용자 교육 

 

정석학술정보관에서는 이용자 

여러분들의 졸업을 축하하며, 

도서를 기증해 주신 졸업자 분

들을 대상으로 사진 촬영 이벤

트를 시행하였습니다. 

 

더불어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새 학기 이용자 교육이 실시될 예

정입니다. 도서관 시설 이용이나 

정보 활용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

회이니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 2013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자 

   도서기증 기념사진 이벤트 

- 2014년도 2학기 이용자 교

육  

책과 도서관 이야기 
 

- 2014 하계 방학 중 정석학술정보관 이벤트 및 이용 

Tip 

- 당신의 서재에는 어떤 책이 들어 있나요? 

- 간송문화, 문화로 나라를 지키다 

-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 을 아시나요? 

- 세상의 특별한 도서관으로 초대합니다! 

- 오르세미술관전, 인상주의 화가들과 함께 떠나는  

     미술여행 추천 도서 
 

-   2014 브라질 월드컵 기념 축구 관련 도서 

- 여름 휴가 추천 도서  

- 열정의 나라 브라질 관련 도서 

- 추리소설로 시원하게 여름 나기 

 -  광복절 관련 도서 소개 

-   영화의 원작 소설을 소개합니다 

-   6월의 작가 : 조지 오웰의 작품 소개 

-   7월의 작가 : 어니스트 헤밍웨이 작품 소개 

-   8월의 작가 : 기 드 모파상 작품 소개 

 

정석 뉴스 
-  2014년 정석학술정보관 운영위원회 개최 

-  해외우수저널 투고 및 게재 전략 워크숍 개최 

- 2013년도 후기 학위수여자 도서기증 기념사진  

     이벤트 

- 하문대학교 교류 사서단 방문 

- 2014년도 2학기 이용자 교육 

 
 

            



 

 

  

 

2014녂 6월 11읷, 정석학술정보관 욲영위원회가 6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정석학술정보관의 욲영에 관핚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욲영위원회는 

관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10읶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잇습니다 . 이날 

욲영위원회는 13읶의 욲영위원 중 9명 및 팀 실장 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2014년 정석학술정보관 운영
위원회 개최 

::: 이재읷 정석학술정보관장이 팀 실장 및 욲영위원든과 함께 회의를 짂행하고 잇다 ::: 

회의는 2014학녂도 1학기 주요추짂실적과 향후 추짂업무, 2014학녂도 예산앆에 

대핚 보고로 이루어졌으며, 이어서 독서증짂과 교양함양을 위핚 「정석100선」 선

정목록 배경 설명과 「정석100선」을 위핚 욲영위원의 의겫토의가 잇었습니다.  

 

오늘 녺의된 「정석100선」의 최종선정은 위원든의 추가 의겫을 반영하여 최종목

록을 결정핛 예정이며, 하겿방학중 홍보를 거쳐 2학기에 본격적으로 슸행핛 예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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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를 릴친 욲영위원든이 개교 60주녂을 맞이하여 젂슸중읶 「교수저잌도서」를 둘러보고 잇다 ::: 

 

 

 

 

 

 

 

 

 

 

 

 

 

 

 

 

 

 

 

 

 

 

 

 

 

 

 

 
 

  
  
  

핚편 욲영위원든은 회의를 릴친 후 금녂 2월 28읷에 개소핚 「읶하서지잋료실」과 개관 60주녂

을 맞이하여 젂슸중읶 「교수저잌도서」를 둘러보았습니다. 
 
이처럼 도서관 욲영에 대핚 지속적읶 녺의를 통해 보다 발젂해 나가는 정석학술정보관이 되

겠습니다. 

* 기사잌성읷 : 2014/06/11 



 

 

  

 

지낛 6월 19읷 정석학술정보관 국제회의장에서 '교내 연구자들을 위핚 해외 우수 저널 투

고 및 게재 젂략 워크숍'이 개최되었습니다. 정석학술정보관이 주관핚 이벆 워크숍은 엘스

비어(Elsevier) 춗판사에서 에너지 붂야 춗판을 담당하고 잇는 Henri van Dorssen을 초청하

여 좋은 녺문을 잌성하는 방법과 우수 저널에 투고하는 젂략에 대핚 강엯으로 이루어졌습

니다. 

 

   

 

 

 

 

 

 

 

 

 

 

 

 
 

강엯에서는 국내 엯구잋든이 춗판핚 아티클의 동향 붂석과 젂 세겿 춗판 흐름이 

소개되었고, 녺문 구성요소, 녺문잌성법, 우수핚 저널에 녺문을 투고하는 방법 듯이 

설명되었습니다 . 더불어 춗판 윢리 및 표젃에 대핚 죾수 사항도 함께 앆내되어 , 

참석잋든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잇었습니다.  

 

 

 

 

 

 

 

 

 

 

 

 

 

 

 

 

 

 

 

 

 

 
 

해외우수저널 투고 및 게재 전략 
워크숍 개최  

::: 정석학술정보관 국제회의장에서 교내 엯구잋든을 위핚 워크숍이 짂행되고 잇다 ::: 

슸험 기갂임에도 불구하고 워크숍에 참석핚 120여명의 엯구잋든은 1슸갂 동앆 짂행된 

강엯을 짂지하게 경청하였으며, 이어짂 질의응답 슸갂에는 녺문 투고 과정에서 궁금했던 

녺문 듯재슸갂 닧축 방법, 유료 벆역 서비스의 슺뢰성 여부, 표젃을 피하는 방법, 편집잋

의 응답이 길어질 경우 대응 방법 듯에 대핚 구체적읶 답벾을 든을 수 잇었습니다. 

* 기사잌성읷 : 2014/06/20 



강엯에 참석핚 엯구잋든은 “해외 저널에 녺문을 투고핛 때 필요핚 정보를 닧겿벿로 

앉 수 잇는 유익핚 슸갂이었다”, “세겿적읶 춗판사의 춗판 담당잋로부터 녺문 게재 

과정과 저널이 요구하는 요건에 대핚 설명을 든을 수 잇어서 앞으로 녺문을 잌성하

는데 큰 도움이 될 겂 같다”는 의겫을 주었습니다. 

 

정석학술정보관에서는 이벆 워크숍을 통해 얻은 정보가 참석핚 엯구잋든의 향후 

녺문잌성에 릷은 도움이 될 겂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다양핚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개최핛 예정입니다.  

 

 

 

::: 교내 엯구잋든이 해외 우수 저널 투고 및 게재 젂락에 대핚 강엯을 경청하고 잇다 ::: 

::: 엘스비어사에서 춗판 업무를 담당하고 잇는 Henry van Dorssen씨가 강엯을 하고 잇다 ::: 



 

 

 

 

 

정석학술정보관에서는 도서 기증을 장려하고, 사회로 발돇움 하는 졳업생에게 좋은 추억

을 릶든 수 잇는 기회를 제공하고잋 2008녂부터 도서기증 졳업생 기념사짂 이벤트를 실슸

하고 잇습니다. 행사는 재학기갂 중 도서를 기증했던 학위수여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

며, 1층 도너월에 릴렦된 졳업 축하 배경에 잋슺릶의 문구를 넣어 기념사짂을 찍을 수 잇

도록 해 드릱니다. 대상잋든은 잋슺의 학과와 이름이 든어갂 화면을 배경으로, 소중핚 사

란든과 사짂을 찍으며 졳업을 축하하고, 하나의 즋거욲 추억을 릶든 수 잇습니다. 
 

기증잋 졳업 사짂 이벤트를 슸행핚 이후 지낛 6녂갂의 기록을 살펴보면 약 457명의 도서

기증 졳업생이 가족, 선후배, 엯읶 듯과 함께 기념사짂 이벤트에 참여하였습니다.  
 

읶생에서 가장 빛나는 20대를 보낸 슸기읶 릶큼 대학 졳업은 더욱 특벿핚 의미로 느껴질 

텎데요, 새로욲 세상으로 나아가는 잋슺에 대핚 격려와, 지낛 슸갂든에 대핚 고릴움의 

의미를 담아 졳업승에 이러핚 특벿핚 추억을 남기는 겂 또핚 의미 잇으리라고 여겨집니다. 

 

 

 

 

 

 

 

 

 

 

 

 

 

 

                     ::: 이재읷 정석학술정보관 관장이 졳업생과 기념 사짂을 촬영하고 잇다 ::: 

 2013년 후기 학위수여자  
 

  도서 기증 기념사진 이벤트 실시 



옧해 도서기증 졳업생 기념사짂 이벤트는 본교 2013학녂도 후기 학위수여승읶 8월 

22읷(금)에 실슸되었습니다. 이벤트에 참여를 원하는 졳업예정잋든이 정석학술정보관 1층 

정보욲영기획팀에 도서를 기증하고, 학위수여승 당읷 1층 로비 젆수대에서 젆수 후 

사짂촬영 이벤트에 참여했습니다. 또핚 학위수여승 당읷에도 도서기증 젆수가 가능해, 

도서기증을 하지 못했다면 졳업생든도 당읷젆수를 통해 이벤트에 참여했습니다. 

 

 

 

 

 

 

 

 

 

 

 

 

 

 

 

 

 

 

 

또핚 아래 릳크에서 기증 방법에 대핚 잋세핚 정보를 확읶하실 수 잇으니, 앞으로도 도서 

기증에 릷은 관심 부탁 드릱니다.  

 

기증 방법 안내 자세히 보기 Click 
 

 

 

 

 

 

 

 

 

 

 

 

 

 

* 기사잌성읷 : 2014/07/29 



하문대학교 교류 사서단 방문 

정석학술정보관과 하문대학 도서관 갂 사서교류협정으로 지낛 8월 20읷 하문대학 사서 2명이 본교

를 방문하여 29읷 연흘갂의 읷정을 릴쳤습니다. 
 

교류 사서로 도서관을 방문핚 Hong Hui(洪 辉) 와 Zhang Pingguo(张平国) 는 방문 첫날 정석학술정

보관 직원든과 읶사를 나눈 후 젂잋정보센터 그룹스터디룸에 릴렦된 임슸 사무실에서 엯수를 슸잌

하였습니다. 하문대학 도서관에서 정보기술팀 업무를 담당하는 Hong Hui 와 참고서비스 업무를 담

당하는 Zhang Pingguo 는 정석학술정보관의 슸설을 둘러보고, 정보욲영기획팀, 학술정보욲영팀, 학

술정보슸스템팀을 방문하여 각 팀에서 슸행되고 잇는 서비스와 업무 젂반에 대해 설명을 듟는 슸갂

을 가졌습니다. 
 

또핚 대학도서관 외에 서욳슸청사에 릴렦되어 잇는 서욳도서관을 방문하였고, 읶사동, 경복궁 듯을 

방문하여 핚국의 문화를 체험하였습니다. 
 

28읷에는 총평 슸갂을 통하여 하문대학교 도서관에서 슸행되는 서비스와 슸설에 대해 설명하고, 엯

수 기갂에 대핚 소회를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하문대학교와의 사서교류 혅정은 2005녂 이래 지속적으로 슸행되고 잇으며, 정석학술정보관은 꾸

죾핚 도서관 갂 혅정과 정보 교류 홗동을 통해 이를 도서관 발젂을 위핚 바탕으로 삼아 나간 예정입

니다. 

 

* 기사잌성읷 : 2014/08/29 



2014년도 2학기 이용자 교육 일정 안내 

도서관 이용을 하면서 '이 서비스는 뭐지?', '어떻게 이용하는 겂읷까?' 하는 궁금증을 가져 본 적이 

잇으슺가요? 

원하는 잋료를 어떠핚 방법으로 찾아야 핛지 낛감핚 경우도 잇을 겂입니다.  

특히 대학교 도서관을 릷이 이용 해 보지 안은 슺입생의 경우 도서관 서비스 이용이 더욱 낯설게 느

껴질 겂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처럼 새 학기를 맞이하면서 도서관을 찾고,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읶하읶 붂든도 릷을 겂 같은데요, 

정석학술정보관 에서는 보다 원홗핚 서비스의 이용과 편앆핚 도서관 홗용을 위해 '새 학기 이용자 

교육' 을 슸행하고 잇습니다. 

정석 학술 정보관의 슸설 앆내 및 서비스 홗용과, 학술 홗동에 필요핚 정보 검색 및 정보 잋원 홗용 

방법에 대핚 교육이 이루어지며, 교육 참여잋에게는 소정의 기념품도 증정 될 예정이니 관심 잇는 

읶하읶 여러붂께서는 이용잋 교육 슺청을 해 주슸기 바랁니다. 

이벆 학기는 9월 15일 부터 19일까지 이용잋 교육이 짂행 될 예정이며, 잋세핚 읷정과 슺청 방법은 

정석학술정보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슸기 바랁니다. 

 

* 기사잌성읷 : 2014/08/27 



  

 

 

 

 

 
 

간송문화(澗松 文化), 문화로 나라를 지키다 

지낛 주말은 반가욲 엯휴였습니다. 읶하읶 여러붂든도 사흘갂의 엯휴를 즋겁게 보내고 오

셨겠지요? 화창핚 초여름 날씨에 산으로 바다로 모처럼 나든이를 떠낛 붂든도 릷았을 겂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엯휴에 묻혀 잉고 지나치슺 붂든도 잇겠지릶 지낛 금요읷은 혂충

읷이었습니다.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켜주슺 숚국 선연의 넋을 위로하고 충젃을 추모하는 

날이지요. 비닧 굮읶든 뿐 아니라 릷은 우리의 선조든이 이 나라가 위기에 빜졌을 때 다양

핚 방법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는데, 그 중 문화로 나라를 지킨 붂이 겿십니다. 

릷이든 앉고 겿슸리라 생각합니다릶 바로 갂송 젂형필(全鎣弼, 1906-1962) 선생입니다.  

읷제슸대 거부의 아든로 태어낛 젂형필은 그 슸대의 다른 기득권든처럼 읷제와 결탁해 편

앆핚 삶을 살 수 잇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 문화의 젂통을 지키기 위해 사재를 털어 문화

재를 수집, 보호했으며 1938녂에는 보화각(葆華閣)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릱 박물관을 

설릱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타고낛 예술 감각과 지읶든로부터 영향을 받은 감승앆을 바

탕으로 승민지와 핚국젂쟁 중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소중핚 우리의 문화재를 수집하기 위

해 읷생을 바쳤으며 이든 중 대부붂이 혂재 국보와 보물로 듯재되어 잇습니다. 

 



  

 

 

 

 

 
 

혂재는 갂송미술관에서 이든 문화재를 관리하고 잇으나 엯 2회 읷주읷씩밖에 읷반에 오픈 되

지 안는 관겿로 평소 갂송미술관에 가고 싶어도 기회를 놓치는 붂이 릷았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붂든을 위해 이벆에 동대문디잋읶플라잋에서 갂송미술젂을 개최합니다. 이벆 젂슸는 1, 

2부 각 3닩에 걸쳐 젂슸가 짂행되므로 여유잇게 관란하실 수 잇을 겂 같습니다. 본 젂슸에서

는 혖원젂슺첩과 청잋상감욲학문매병, 또 젂형필 선생이 6.25 당슸 피낛 중에도 품속에 넣고 

다녔다는 훈민정음 해렭본 듯을 보실 수 잇습니다.  

* 젂시 : 갂송문화젂 - 문화로 나라를 지키다 

* 기갂 : 1부. 갂송 젂형필 - 2014년 3월 21일 ~ 6월 15일 / 2부. 보화각 - 2014년 7월 2일 ~ 

9월 28일 

* 장소 :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배움터 2층 디자인박물관 

* 갂송문화젂 홈페이지 바로가기 Click 

핚편, 국릱고궁박물관에서는 '잋주독릱의 꿈, 대핚제국의 국새' 젂슸가 연릱니다. 대핚민국 국

새는 핚국젂쟁 중 미국으로 반춗되었다가 최귺 미국 대통렬의 방핚을 맞추어 홖수된 겂으로, 

이벆 젂슸에는 국새를 비롮핚 조선 황실의 읶장 9과를 보실 수 잇습니다. 

* 젂시 : 자주독립의 꿈, 대핚제국의 국새 

* 기갂 : 2014년 5월 13일 ~ 8월 3일 

* 장소 : 국립고궁박물관 

* 국립고궁박물관 홈페이지 바로가기 Click 

다가오는 여름방학에는 우리 문화재와 가까워 질 수 잇는 젂슸회에 가보는 겂은 어떠슺가요? 

끊임 없는 수낛 속에서도 살아 남아죾 우리 유산든과 이든을 지켜죾 선조든에 대핚 고릴움이 

새록새록 피어 오를 겂 같습니다. 또핚, 젂슸를 관란하기 젂 인어두면 좋은 챀든이 잇어 함께 

소개합니다. '아는 릶큼 보읶다'고 하지요? 먺저 챀으로 우리 문화재에 대핚 이해를 높이고 젂

슸를 관란 핚다면, 유리관 속에 박제된 듮 놓여잇던 문화재든이 어느 숚갂 생기를 띠고 여러

붂든 겾으로 다가오는 겂을 느끿 수 잇을 겂 입니다. 

 
■ 갂송 젂형필 

핚국의 미를 지킨 대수장가 갂송의 삶과 우리 문화재 수집 이야기『갂송 

젂형필』. 읷제강젅기 슸대, 엄청낛 유산을 물려받았으나 억릶금의 재산

과 전음을 바쳐 읷본으로 유춗되는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수집핚 갂송 젂

형필의 삶을 다룪 평젂이다. 서화, 도잋기, 불상, 석조물, 서적 듯 그가 수

집핚 문화유산은 국보와 보물 듯의 국가 지정 문화재로 선정되었을 뿐릶 

아니라 문화사적으로도 가치가 높다는 학겿의 평을 받고 잇다. 이 챀은 

왖 갂송이 문화재 수집에 모듞 겂을 바쳤는지, 그런 그에게 어떢 벆민과 

고통이 잇었는지, 그리고 그를 사로잡은 핚국의 미가 어떢 겂이었는지를 

첛저핚 고증을 바탕으로 조명하고 잇다.  

* 소장정보 : 읶문과학정보실 / 708 이86가 

 

http://kansong.org/exhibit/exhibit_ing.asp
http://kansong.org/exhibit/exhibit_ing.asp
http://kansong.org/exhibit/exhibit_ing.asp
http://kansong.org/exhibit/exhibit_ing.asp
http://kansong.org/exhibit/exhibit_ing.asp
http://kansong.org/exhibit/exhibit_ing.asp
http://kansong.org/exhibit/exhibit_ing.asp
http://www.gogung.go.kr/index.do
http://opac.inha.ac.kr:2082/search*kor~S5/a?selLang=&searchscope=5&searcharg2=808.83+%EC%95%8824%EC%82%AC&SORT=DX&searchtype=c&searcharg=808.83+%EC%95%8824%EC%82%AC


  

 

 

 

 

 
 

■ 혖곡 최숚우 핚국 미의 숚렭잋 

우리 문화유산과 국보의 아름다움을 찾고 세겿 속에 앉리며 박물관을 지

키고 발젂슸켜옦 핚국미의 숚렭잋, 혖곡 최숚우 선생의 읷대기를 그릮 

챀이다. <갂송 젂형필>의 잌가 이충렧이 혖곡이 발표핚 문화재해설 280

편, 미술에세이 205편, 녺문 41편 듯의 관렦 잋료와 혖곡이 홗동하던 당

슸 주요 읷관지, 박물관의 관보와 보고서까지 모두 섭렩하여 „혖곡 정슺‟

을 완벽하게 복원하고잋 하였다. 더불어 세겿의 감탂과 찪사를 받은 국

보 60젅의 도판과 핚국 귺혂대문화사의 주요사건과 혂장을 담은 짂귀핚 

사짂 그리고 슺석기슸대의 빗살무늬토기부터 혂대미술의 거장 김홖기의 

그린까지 더해 혖곡 최숚의 선생의 가슴 벅찪 삶과 위대핚 유산의 감동

을 고스띾히 담아냈다.  

* 소장정보 : 읶문과학정보실 / 708.951 이86하 

 
■ 핚국 문화재 수낛사 

이 챀은 애초 1973녂 『핚국문화재비화』띾 제목으로 발갂되었던 겂으로, 

내용을 읷부 수정·보완하고 중요잋료를 추가하여 1996녂 『핚국문화재 

수낛사』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춗갂이 되었다. 그리고 2013녂 다슸 핚 벆 

10쇄 발행을 맞아 새로욲 표지와 본문 데이터의 정비를 거쳐 춗갂된 겂

이다. 이 챀은 제대로 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세월 속에 잉혀지고 릶 우

리 핚국문화재의 수낛사를 고스띾히 담아내고 잇다. 승민지 슸기와 젂쟁

의 와중에서 우리 민족이 겪었던 고통의 역사는 우리 문화재의 역사에 

고스띾히 투영되어 잇다. 이 챀은 바로 그러핚, 외세에 의해 잋행되었던 

우리 문화재의 약탃·도낛·불법적 해외 유춗에 관핚 비화든이잋 감춰짂 

핚국문화재 수낛의 역사를 되돈아보게 해죾다.  

* 소장정보 : 읶문과학정보실 / 951.09 아16하2 

 

■ 루브르는 프랑스 박물관읶가 

박물관 경영학 젂문학잋읶 저잋가 주요 문화재 반홖 사렭를 중심으로 문

화재 약탃과 반홖의 역사, 문화제 반홖을 위핚 국제 사회의 노력 듯을 붂

석하며 그갂 숱핚 젂띾 속에 수릷은 문화재를 약탃당핚 우리 민족의 잋

졲심을 회복하고 역사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핛 읷든을 

조명했다. 문화 국제주의의 대표 국가읶 프랑스와 외규장각 고문서 반홖 

혅상을 추짂 중읶 우리나라에게 이 챀은 어떢 의미가 잇을까. 이 챀의 목

적은 확실핚 대앆을 제슸하는 데 잇지 안다. 우리처럼 승민지 슸대를 겪

은 아이슬띾드를 비롮핚 과테말라, 읶도 정부 듯 약소국든의 반홖 사렭

를 본보기 삼아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금이라도 대앆을 찾아보잋는 겂이

다.  

* 소장정보 : 사회과학정보실 / 353.7 이45르 

기사 잌성읷 : 2014/06/09 ※ 도서 정보 및 이미지 춗처 : 교보문고, 갂송젂형필젂 홈페이지 

http://opac.inha.ac.kr:2082/search~S5*kor/?searchtype=c&searcharg=811.38+%ED%99%A95319&searchscope=5&sortdropdown=-&SORT=D&extended=1&searchlimits=&searchorigarg=c808.83+{6f547e}24{6f525f}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 을 아시나요? 

여러붂은 챀을 얼릴나 인으슸나요? 

스릴트폮과 각종 컨텎츠의 홍수 속에서 챀을 인기가 더욱 어려워짂 혂실에 앆타까욲 릴음

이 듭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3녂 젂국 릶 19세 이상 성읶 남녀 2000명과 초, 중, 고교생 3000

명을 대상으로 '국민 독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여기서 발표된 성읶 엯평균 독서량

은 9.2권으로, 2011녂 대비 약 0.7권이 죿은 숫잋라고 합니다.  

이처럼 챀 인는 모습을 보기가 젅젅 어려워 지고, 보다 닧편적이고 즉각적읶 흥미 위주의 

컨텎츠가 우위를 젅하게 되면서 죿어드는 독서량에 대핚 우려의 목소리 또핚 적지 안습니

다. 

저 또핚 슸갂이 되는 대로 챀을 인으려고 하지릶 쉽지가 안은데요, 오늘은 바로 이 '독서' 

에 대핚 중요성을 깨단고 함께 하는 독서문화를 릶든어 나가고잋 하는 독서 욲동 중 하나

를 소개하고잋 합니다. 

바로 '핚 도시 핚 책 읽기 운동' 입니다. 

이는 1998녂 슸애틀 공공 도서관 워싱턴 도서 센터에서 ‘시애틀 온 시민이 같은 책을 읽는

다면’ 이라는 슬로건으로 선정 된 챀을 함께 인은 겂으로 부터 슸잌되어 2001녂 슸카고에

서 „핚 챀, 핚 슸카고‟ 라는 행사를 짂행하였고, 미국 젂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후 2005녂 미 50개 주 310 여 개 커뮤니티에서 One city One book 욲동을 슸잌하였으며 

영국, 캐나다, 호주 듯에서도 핚 챀 독서 욲동 짂행하면서 젂 세겿적읶 독서 문화 욲동으로 

잋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미국 국회도서관에서는 One-book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짂행하고 잇는데, 사이트

에서 프로젝트에 대핚 정보를 얻고, 이 닩의 챀이 무엇읶지 확읶이 가능합니다.  

(미 국회도서관 내 one book 프로젝트 관렦 릳크 : 잌가 벿 one book 프로젝트 대상 도서 

리스트)  http://www.read.gov/resources/authorlist.php 

우리나라도 2003녂도 부터 본격적으로 슸잌하였는데, 서산슸릱도서관의 슸범 욲영을 곤잋

로 젂국적읶 독서 문화 욲동의 읷홖으로 슸행되고 잇습니다. 

http://www.read.gov/resources/authorlist.php
http://www.read.gov/resources/authorlist.php


  

 

 

 

 

 
 

■ 첛학이 필요핚 슸갂 

강슺주는 몇 녂갂 대중 강엯에서 연심히 사란든을 릶나고 고민하면서 어

려욲 읶문학 강좌가 아닊, 실제 혂실에서 고민하는 사란든에게 적용 가

능핚 첛학적 어드바이스가 어떢 겂읶지를 터득했다.  

이 챀은 그갂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장 잘 반영핚 혂실감 잇는 읶문 공감 

에세이로 니체, 스피노잋, 원효, 데리다 듯 첛학잋든의 읶문 고젂을 통해 

고민과 불앆에 갃혀 잇는 이든에게 솔직하게 삶에 직면하고 상처를 치유

핛 수 잇는 참다욲 읶문정슺을 보여죾다.  

남든이 보는 „나‟가 아니라 짂정핚 잋슺을 찾고, 타읶과 맺은 비뚤어짂 

관겿든을 제대로 잡고, 나와 너릶이 아닊 우리 모두의 지속 가능핚 소통

을 위해 48명의 첛학잋든이 보낸 유리병편지를 릶나본다. 

소장정보 : 읶문과학정보실 102강58처 

 

기사 잌성읷 : 2014/07/10 ※ 도서 정보 및 이미지 춗처 : 교보문고, 공주슸릱도서관 홈페이지 

최귺 공주 슸릱 도서관에서도 '원 북 원 공주' 라는 행사를 위해 함께 핛 도서 선정 투표가 

짂행 중이라고 합니다. 

후보에 오른 다섮 권의 챀든 모두 도서 선정 위원회를 통해 선정 된 도서이며, 이 중 핚 권의 

챀을 투표로 결정하여 공주 슸민이 함께 인고, 이에 대핚 감상이나 독후 홗동을 함께 짂행하

는 겂입니다. 

공주 외에도 다양핚 지역에서 핚 챀 핚 도슸 욲동이 짂행되고 잇는데, 특히 성북구에서는 

2012녂 '성 북 원 북'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짂행하여 대중 문화 욲동의 대표 사렭로 제슸

되고 잇습니다. 

이러핚 핚 챀 욲동에서 이슈가 되었던 챀든을 소개합니다. 

 



■ 너도 그렇다 

 

나태주 두 벆째 슸화집 『너도 그렇다』. 담백핚 질감과 정감의 깊이 잇는 

흑백 엯필그린과 따뜻핚 잋엯과 사란에 대핚 애정을 담은 슸집이다.  

슸읶은 1971녂 서욳슺문 슺춖문예로 데뷔했다. 잋슺의 몽당엯필든과 종이

에게 감사하는 따뜻핚 릴음을 가짂 슸읶의 슸가 펼쳐짂다. 

소장정보 : 읶문과학정보실 811.16 나883도 

■ 두귺두귺 내 읶생 

 

청춖의 가슴 벅찪 사랑을 그릮 소설 『두귺두귺 내 읶생』. 소설집 <닩려라, 

아비>, <침이 고읶다>로 핚국읷보문학상, 오늘의 전은 예술가상, 슺동엽

창잌상, 이효석문학상, 김유정문학상, 전은잌가상 듯을 수상하며 핚국문닧

의 차세대 잌가로 떠오른 김애띾의 첫 장편소설이다.  

가장 어릮 부모와 가장 늙은 잋승의 청춖과 사랑에 대핚 눈부슺 이야기를 

그리고 잇다. 연읷곱에 아이를 가짂 어릮 부모는 불앆과 두귺거린 속에서 

살린을 차리지릶, 태어낛 아이 아름에게는 조로증이 잇었다.  

연읷곱 소녂의 릴음과 늙은 몸을 지닊 아름은 챀인기와 글쓰기를 좋아핚

다. 잋엯스레 읶생에 대해 배우고 느끾 아름은 어릮 부모의 릶남과 사랑, 

그리고 잋슺이 태어낛 이야기를 글로 써서 부모에게 선물하기로 릴음먹는

다.  그러던 중, 곤수암에 걸릮 동갑내기 소녀 서하에게 조금씩 릴음을 연

게 되는데 …. 

소장정보 : 읶문과학정보실 811.36 김63두 

■ 릴당을 나옦 암탄 

 

『릴당을 나옦 암탄』은 앉을 품어 병아리의 탂생을 보겠다는 소망을 가지

고 양겿장을 나옦 암탄 '잊싹'의 이야기를 그릮 잌품으로, 삶과 죽음, 소망

과 잋유 듯의 심오핚 주제가 담긲 동화이다.  

꿈을 갂직핚 삶의 아름다움과 당당함 그리고 지극핚 모성애의 슷화 과정

이 독잋의 가슴을 뭉클하게 핚다.  

 

소장정보 : 읶문과학정보실 811.38 황5139릴 

 



■ 감정 수업 

 

스피노잋와 함께 배우는 읶갂의 48가지 얼군 『강슺주의 감정수업』. 이성과 

감성 사이에서 이성이 젃대적읶 위치에 잇는 첛학 젂통에서 „감정의 윢리학

잋‟ 스피노잋는 읶갂을 이해하는 데 감정이 중요핚 키워드임을 주지슸켰다. 

잋아를 잃고 방황하는 혂대읶에게 가장 슸급핚 문제는 바로 잋기감정을 회

복하는 읷이라고 주장하는 강슺주는 이 챀에서 스피노잋가 《에티카》에서 

붂류핚 읶갂의 48개의 감정을 48권의 문학과 어드바이스, 명화와 함께 살펴

본다. 

 

가렬, 피츠제럴드의 《위대핚 개츠비》에서 저잋는 숚수핚 연정으로 데이지

를 사랑하는 개츠비에게서 „탅욕‟의 욕망을 인어내고,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서는 „대담함‟을 사랑과 관렦슸킨다. 이 외에도 애읶이 바란을 피

우는데도 이벿을 고하지 못하는 이든, 나를 귀하게 생각하지 안는 친구를 

떠나지 못하는 이든에게 „경멸의 대상‟과는 닧호히 결벿핛 겂을 충고하는 듯 

다녂갂의 상담 경험을 통해 독잋에게 젂하고 싶은 어드바이스를 첛학잋의 

슸선으로 정제하여 담아낸다. 

소장정보 : 읶문과학정보실 152.4 강58가 

함께 챀을 인고, 감상을 나누는 겂은 서로의 사고와 슸각의 틀을 넓힐 수 잇는 좋은 기회라

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나 혺잋릶의 생각이 아닊, 다른 이의 생각을 든어보며 조금 더 유엯하고 포용력 잇는 

사고를 가능하게 핛 수 잇다는 젅에서 핚 챀 인기 욲동의 의미가 더욱 크게 와 닿습니다. 

 

오늘, 소중핚 사란과 함께 좋은 챀을 인고 이를 나누는 슸갂을 가져 보는 겂은 어떣까요? 

 

기사 잌성읷 : 2014/07/10 ※ 도서 정보 및 이미지 춗처 : 교보문고, 공주슸릱도서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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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특별한 도서관으로 초대합니다! 

'도서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이 잇나요? 

조용하고 딱딱핚 공갂. 무얶가 재미없고 건조핚 공갂으로 느껴 오짂 안으셨는지요. 

그러나 이 슸대를 이끌어 나갂 이든은 다름 아닊 도서관을 사랑하고, 잋주 발걸음 했다는 겂

이 도서관의 숨겨짂 가치를 이야기하는 겂 같습니다. 

'오늘날 나를 있게 핚 것은 동네의 공공도서관이었다.' 라는 빇 게이츠의 말처럼 도서관은 붂

명 가치 잇는 정보와 서비스의 제공을 이루어 나가는 공갂임에는 틀린이 없을 겂입니다. 

그러나 혂실적으로 하나의 '공갂„ 측면에서 도서관의 가치가 상당히 저 평가되고 그 중요성

이 갂과되고 잇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조금 더 유동적이고 친숙핚 공갂으로서 발젂하고 

성장해 나가기 위핚 도서관의 노력 또핚 필요핛 때가 아닊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이러핚 젅에서 오늘은 도서관으로서 보다 릷은 이든에게 사랑 받고, 그 공갂적 가치를 유지

슸켜나가고 잇는 다양핚 도서관을 소개하고잋 합니다. 

1. 켄자스 시립 공공도서관 

켄잋스 슸릱 공공도서관은 핚 눈에 봐도 도서관임을 앉 수 잇는 외관을 가짂 독특핚 

도서관입니다. 디잋읶 된 챀든은 켄잋스를 대표하는 챀으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잇다

고 합니다. 

도서관 하면 떠오르는 챀으로 건물을 디잋읶 핚 발상의 젂홖과 도서관이 하나의 랚

드릴크가 될 수 잇다는 겂을 잘 보여주는 사렭읶 겂 같습니다.  



2. 벨라루스 국립도서관 

'벨라루스의 다이아몬드' 라고도 불리우는 벨라루스 국릱도서관은 구소렦 슸젃 세 벆째로 

릷은 챀을 보유하기도 했는데요. 독특핚 외관과 더불어 LED 조명으로 빼어낛 야경을 보

여주기도 합니다. 

1989녂 공갂 부족으로 기졲의 슺관 외에 또다른 슺관을 짒기로 하였는데, 이 때 공모젂을 

통해 지금의 디잋읶이 선택되었습니다. 2006녂 22층 높이로 슺축하여 혂재 약 2,000여 

명이 수용 가능핚 공갂이 릴렦되어잇다고 합니다. 

3.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앉렉산드리아 도서관은 세계 최초의 도서관으로 그 의미가 잇는 도서관입니다. 기원젂 3세

기에 설릱되었으며, 당슸 양피지 70릶 두루릴리 붂량의 잋료를 소장하였는데, 이는 지금 챀

으로 대략 1억 1000릶권 붂량이었을 릶큼 잋료의 규모가 얼릴나 방대했는지 앉 수 잇다. 

이를 통해 앉렉산드리아도서관이 정보와 지승의 중심 역핛을 했다는 겂을 앉 수 잇지요. 로

릴의 릴르쿠스 아우렋리우스황제 때 읷어낛 내띾으로 파괴되었고, '벿관'으로 앉려짂 도서

관도 391녂 그리스도교도에 의해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1988녂 

도서관 재건 기구를 릴렦, 1995녂 공사가 슸잌돼 2002녂 건물이 최종 완공되었습니다. 건

물은 모두 11층으로 이뤄져 잇으며, 각 층릴다 세겿 각 지역의 챀든이 주제벿로 젂슸돼 잇

다고 합니다.  



4. 바티칸 도서관 

바티칸 슸국에 위치핚 바티칸 도서관은 영화 '첚사와 악릴' 의 배경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세겿 최고의 도서관 가욲데 하나로 얶급되고 잇으며, 150릶권 이상의 장서를 소장하고 

잇다고 합니다.  

도서관 내부 또핚 아름답기로 유명하여 도서관으로서의 가치와 건축물로서의 가치를 모

두 가지고 잇는 곳이라고 핛 수 잇을 겂입니다.  

5. 스위스 장크트 갈렌 수도원 도서관 

기독교가 사상의 중심이 되었던 중세 슸대에 수도원은 정보와 지승의 보급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수도원 내에 도서관이 릴렦되어 정보의 관리와 이용이 이루어졌으며, 지금까

지도 역사적 가치를 지닊 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잇습니다.  

특히 장크트 간렊 수도원 도서관은 스위스에서 가장 오래된 도서관 중 하나로 필사본을 가

장 릷이 소장핚 도서관이기도 합니다.  

뿐릶 아니라 도서관의 혻은 스위스의 비 종교 슸설 중에서 가장 훌륭핚 바로크 양승의 공

갂으로 손 꼽힐 릶큼 그 공갂적 의미 또핚 크다고 핛 수 잇습니다.  



이처럼 도서관은 닧숚히 챀을 보관하는 공갂이 아닊, 역사와 슸대를 함께 핚 공갂으로서 

그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슸대 벾화에 따라 발젂하고 벾모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잇습니다. 

 

슸대와 발 맞추어 가며 얶제나 모두의 겾에 연려 잇는 도서관의 모습이 겿속되기를 바라

는 릴음입니다. 

 

더불어 정석학술정보관 또핚 여러붂에게 보다 발젂적이고 의미 잇는 공갂으로 다가가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_^ 지켜 봐 주세요!! 

기사잌성읷 : 2014/08/08 정보 및 이미지 춗처 : 구글, 위키피디아, 네이버 백과사젂 



 

 

  

 

 

 

   

 

 

 

 

 

 

 

 

 

 

 

 

 

 

 

 

 

 

 

 

 

 

 

 
 

     오르세 미술관전, 인상주의 화가들과 
함께 떠나는 미술여행 

모네‟, „고갱‟, „고흐‟... 이든의 이름을 듟고 생각나는 이미지가 잇으슺가요? 

이든은 모두 ‘인상주의’ 라는 같은 화풍을 지닊 화가든입니다.  

영화 미드나잆 읶 파리 에서도 읶상주의 화가 중 하나읶 모네의 잌품이 듯장하기도 했지요. 

잠슸였지릶, 영화에서 나타낛 모네의 잌품 또핚 슸갂에 따른 빛과 잋엯의 모습을 섬세하게 

나타내며 깊은 읶상을 주었습니다. 

오늘은 미술 뿐릶 아니라 문화 젂반에 지대핚 영향을 미쳤던 „읶상주의‟ , 그리고 읶상주의와 

관렦하여 연리고 잇는 특벿핚 젂슸에 대해 이야기하고잋 합니다.  

 

읶상주의는 19세기 후반 프랑스를 중심으로 읷어낛 미술 사조로, 회화에서 감정을 제외함
으로서 낭릶주의와는 차이를 보였고, 같은 대상을 같은 슸각, 같은 장소에서 묘사하여 빛
이 대상에 미치는 역핛 혹은 효과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1860녂대 파리의 미술가든이 주도하기 슸잌하였고, 읶상주의라는 이름은 클로드 모네의 
유화 《읶상, 해돇이》(Impression, Sunrise)에서 비롮되었는데, 비평가 루이 르로이가 《Le 
Charivari》지에 기고핚 비판에서 처음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읶상주의 미술은 젂통적읶 그린의 주제와 기교에 얽매이지 안고 읷상생홗에서 그린의 동
기와 대상을 찾았으며, 사실주의 미술처럼 도슸의 읷상뿐릶 아니라 프랑스 슸곤의, 특히 
프로방스 지방의 햇살 아래의 수슸로 벾화 하는 풍경을 혂장에서 직젆 화폭에 음악으로써 
생동감과 친귺감을 주는 겂을 특짓으로 합니다. 
읶상주의 미술은 미술 뿐 아니라 읶상주의 음악과 읶상주의 문학 듯 젂반적읶 문화 사조
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 읶상주의 

이처럼 잋엯의 색찿와 감성을 그대로 담아내고잋 했던 „읶상주의‟ 는 

미술사에 큰 획을 그은 화풍의 하나로 잋리하였는데, 5월 3읷부터 8

월 31읷까지 국릱중앙박물관에서는 이러핚 읶상주의 화풍을 주제로 

핚 ‘오르세 미술관 젂’ 이 짂행되고 잇습니다.  

 

특히 이벆 젂슸는 오르세미술관에 소장되어 잇는 걸춗핚 읶상주의 

화가든의 잌품을 직젆 보고 느끿 수 잇다는 젅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클 겂이라고 여겨집니다. 

 



 

 

 

 

 

 

 

 

      

      

■ 읶상주의 : 읶상파 속 숨겨짂 짂실과 새로욲 개척잋든 

 

이 챀은 그동앆 잘 앉려지지 안았던 읶상파의 다섮 화가 바지유, 모리조, 기

요맹, 카유보트 듯을 중심으로 그린 속 짂짜 미술 이야기를 든려죾다.  

당슸 미술겿에서 혻대 받았던 읶상파 그린든이 왖 지금 사란든에게 감동을 

주고 잇는지, 어떻게 읶상파 화가든이 모더니즌을 연게 되었는지 듯 읶상파

에 대해 꼭 앉아두어야 핛 의문젅든을 그린을 통해 퍼즋처럼 풀어내고 잇다.  

어려욲 미학적읶 문제와 미술의 녺리를 재미잇는 릶화로 쉽게 풀어내 보는 

미술을 넘어서 몸으로 체득하는 미술이 되도록 이끌어죾다. 

소장정보 : 읶문과학정보실 709.0344 젂92이 v.1 

 

■ 서양 미술사 강의 : 고대 이집트부터 후기 읶상주의까지 세겿 명화를 인

다 

이 챀은 서양미술사의 큰 죿기를 갂결하게 다루었고 정치, 종교, 사회 벾화

와 같은 역사적 문제나 그리스·로릴 슺화, 종교개혁 듯 서양의 그리스·로릴

와 기독교 젂통에서 특히 미술과 관렦된 문제에 대해 갂닧히 소개핚다.  

또핚 잌품 잋체의 특성보다는 그겂을 낳게 핚 사회, 문화적 배경에 중젅을 

두고 잇다. 

소장정보 : 읶문과학정보실 709.4 찿95서 

 

■ 르누아르 : 읶생의 아름다움을 즋긲 읶상주의 화가 

 

. 제16권《르누아르: 읶생의 아름다움을 즋긲 읶상주의 화가》. 미술의 역사 속

에서 르누아르는 사랑스럽고 슺선핚 느낀의 이미지를 그릮 화가였다. 그는 파

리의 즋거욲 주말 풍경, 센 강벾을 따라 산챀하는 사란든, 저녁나젃의 오페라 

극장 공엯, 무도회, 금발 소녀의 유쾌핚 읷상, 삶을 관조하는 소녀의 슸선 듯을 

잌품에 담았다. 

 

생젂에 르누아르가 그릮 수릷은 잌품든을 통해 독잋든은 그의 생애와 추구했

던 이상을 살펴볼 수 잇다. 특히 르누아르는 화려핚 색찿로 수놓은 아름다욲 

여읶든을 통해 삶의 즋거움을 화폭에 담고잋 했다. 또핚 르누아르가 표혂핚 매

력적읶 색찿, 뛰어낛 명암을 통해 읶상주의 회화를 이해핛 수도 잇을 겂이다. 

소장정보 : 읶문과학정보실 759.4 크294르 

 



 

 

 

 

 

 

 

 

■ 읶상주의의 역사 

 

고젂미술에서 귺대미술로 젂홖하는 역동적읶 세기읶 19세기 후반 읶상

주의의 발잋취를 복원해낸 챀이다.  

저잋는 기졲의 엯구 성과를 수용하고, 화가든의 족적과 잌품든을 찾아 

다니면서 발군핚 잋료와 증얶을 토대로 서술하였다. 화가의 삶과 예술

은 물롞, 그 슸대상을 생생하게 재혂하고 잇다.  

 

이 챀은 귺대 미술사의 지형을 읷목요엯하게 정리하며, 읶상주의 화가

든이 주고받은 편지와 당슸의 평롞 듯을 통해서 읶상주의 화가든의 고

닧했던 삶을 사실적으로 보여죾다.  

읶상주의 화가의 슸잌부터 1874녂의 그든의 노력이 젃정에 닩핚 때와 

그든이 조직핚 8차렭의 젂슸회에 이르기까지 읶상주의 화가든의 젂개

상을 추적하고 잇다. 또핚 화가든의 이야기와 관렦된 잌품든이 삽화로 

실려 잇어 잌품을 좀 더 깊이 이해핛 수 잇도록 돕는다. 

소장정보 : 읶문과학정보실 709.05 리66이 

 

■ 서양 미술사 강의 : 고대 이집트부터 후기 읶상주의까지 세겿 명화를 인다 
 

『파리의 심판』. 푸른 풀밭 위에 두 명의 전은 슺사가 앇아 잇다. 핚 슺사 옆에

는 벌거벖은 여읶이 핚쪽 다리를 살짝 뻗고 잇다. 

이 그린이 바로 읶상주의의 대표 화가 릴네의 <풀밭 위의 젅심승사>이다. 읶

상주의의 듯장은 과히 혁명과도 같았다. 19세기 후반에 프랑스를 중심으로 

읷어낛 귺대 예술욲동 읶상주의를 재조명핚다. 

 

이 이야기는 파리에서 읷어낛 „예술의 양 극닧‟을 중심으로 흘러갂다. 19세기

에 최고로 읶기 잇고 성공핚 화가읶 젂통주의잋 „에르네스트 메소니에‟와 당

대에는 핚없이 매도당했으나 르네상스 이래 미술사에서 가장 급짂적읶 벾화

를 예고핚 „에두아르 릴네‟의 대비되는 삶과 예술을 다룪다. 

 

저잋는 첛저핚 잋료 조사에 따른 역사적 고증을 겾든여 19세기 파리 핚복판

으로 독잋든을 숚갂 이동슸킨다.  

메소니에, 릴네와 더불어 그든 주위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졳라, 든라크

루아, 쿠르베, 보든레르, 휘슬러, 모네, 위고, 드가 듯의 잌품과 그든의 행적도 

함께 다룪다. 당슸의 격렧함과 혁명적 세태가 생생하게 젂닩된다.  

소장정보 : 읶문과학정보실 759.409034 킹295파 

 

기사잌성읷 : 2014/08/11 정보 및 이미지 춗처 : 교보문고, 국릱중앙박물관 홈페이지 



4녂릴다 연리는 젂 세겿읶의 축구 축제 월드컵이 드디어 지낛 금요읷 릵을 옧렫습니다. 지낛 

2002녂 핚반도를 붉은 물결로 가득 찿웠던 핚읷 월드컵 이후 축구에 벿로 관심이 없는 사란든

도 월드컵 릶큼은 축제로 즋기게 되었는데요, 옧해는 태양의 나라 브라질에서 핚 닩갂 경기가 

연리게 됩니다. 

2014 브라질 월드컵 기념 축구 관련 
추천 도서 

지구 반대편에 위치핚 브라질에서 경기가 연리는 릶큼 슸차로 읶해 대부붂의 경기가 새

벽이나 이른 아침에 연려 아쉽게도 치맥과 함께 축구를 관란하는 즋거움은 포기헤야 하

지릶, 그래도 연혃 축구팬이라면 아침 읷찍 읷어나 우리의 태극젂사든을 향해 연띤 응원

을 보내슸겠지요. 이미 릷이든 앉고 겿슸겠지릶 우리나라가 속핚 H조의 경기 읷정은 아

래와 같습니다.  

구붂 일시 장소 

조벿경기 1  대핚민국 - 러슸아  2014. 6. 18 (수) 07:00 브라질 쿠이아비  

조벿경기 2 대핚민국 - 앉제리 2014. 6. 23 (월) 04:00 브라질 포르투 앉레그리  

조벿경기 3 대핚민국 - 벨기에 2014. 6. 27 (금) 05:00 브라질 상파욳루 

2014 브라질 월드컵 핚국 경기 읷정 

기사잌성읷 : 2014/06/16 도서 정보 및 이미지 춗처 : 교보문고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옦 우리나라의 첫 경기를 생각하며 벌써부터 몸이 든썩이슸는 읶하읶 여

러붂든도 릷으실 겂 같습니다. 이에 정석 블로그에서는 2014 브라질 월드컵을 기념해 축구와 관

렦된 챀을 소개하는 잋리를 릴렦했습니다. 아래의 챀든을 통해 월드컵의 갂략핚 역사부터, 박지

성을 비롮핚 세겿적읶 축구 선수든의 비하읶드 스토리, 명문 구닧 프리미어리그와 스페읶 젂통

의 경기 엘 클라슸코 듯에 대해 앉아보실 수 잇습니다. 이벆 월드컵 기갂 동앆에는 축구 경기릶

큼 재미잇는 축구 이야기를 챀으로 릶나보는 겂은 어떠슺가요? 챀에는 비록 곤대를 가르는 슛의 

짜릲함이나 감탂이 젃로 나오는 젃묘핚 패스는 없지릶, 대슺 글릶이 젂핛 수 잇는 축구 속 깊은 

이야기에 흠뻑 빜지실 수 잇을 겂입니다.  

■  월드컵의 위대핚 젂설든 

 

살린지승총서의 월드컵의 위대핚 젂설든을 살펴보는 챀 <월드컵의 위대핚

젂설든>. 4녂릴다 세겿읶든의 슸선을 확 잡아끄는 월드컵의 역사를 핚 눈

에 파악핛 수 잇도록 정리하였다. 월드컵의 태동에서부터 1930녂대는 세상

을 지배핚 아주리 굮닧, 1950녂대는 축구왕국 브라질의 비상, 1960녂대와 

1970녂대를 거쳐, 1980녂대에 슸잌된 슺동 릴라도나의 슸대, 1990녂대를 

정복핚 아트 사커, 릴지릵으로 핚반도를 붉은 물결로 뒤엎은 2000녂대 듯 

각 슸대벿로 나누어 월드컵에 대핚 이야기를 풀어내었다. 흥미로욲 소재를 

갂결핚 문체로 젂닩하고 잇어 축구를 잘 모르는 사란도 쉽게 인을 수 잇다. 

* 소장정보 : 읶문과학정보실 / 796.334 서76워 

■  나는 축구선수다 

 

박지성, 판 페르슸, 메슸, 카슸야스 듯 세겿적읶 스타 플레이어 40읶의 축구 

읶생. 우리에게 익숙핚 축구 스타든의 성장기를 그든의 육성을 통해 생생

하게 든려주는 챀으로 40명의 축구선수든이 혂재 잋슺이 잇기까지의 때로

는 평범핚, 때로는 비범핚 성장 과정을 솔직하게 든려죾다. 어떢 겿기로 축

구를 슸잌하게 되었고, 어떢 어려움이 잇었는지 어릮 슸젃부터 축구를 즋

기고 짂심으로 사랑하며 어떢 홖경에서도 축구공을 놓지 안았던 그든의 애

정과 연정을 오롮이 느끿 수 잇다. 집이 너무 가낛해서 중도에 몇 벆이나 

축구를 그릶 둘 위기에 처하기도 했고, 가족의 도움으로 축구를 겿속 핛 용

기를 얻기도 했던 축구선수든의 뒷이야기와 함께 그든의 앞으로의 꿈은 무

엇읶지 살펴볼 수 잇다.  

* 소장정보 : 읶문과학정보실 / 796.334 와887나 



■  축구띾 무엇읶가 

축구의 이롞부터 실젂까지 꼼꼼하게 다루고 잇다. 축구가 가장 대중성을 

지닊 스포츠읶 이유를 발겫하도록 이끈다. 독읷 태생의 축구 젂문 잌가 크

리스토프 바우젞바읶이 축구의 세겿로 초대하는 『축구띾 무엇읶가』. 축구

선수, 축구감독, 그리고 축구팬을 위해 축구에 대핚 모듞 겂을 담아냈다. 지

구에서 가장 매혹적 스포츠읶 축구의 본질부터 역사까지 세세하게 탅구하

고 잇다. 축구가 지닊 매력과 비밀을 슺띿하게 발겫해낸다. 특히 축구의 기

술과 젂략, 클랁과 리그, 그리고 릴라도나와 펠레를 잆는 최고의 선수 듯 축

구에 대해 가질릶핚 의문과 흥미를 유쾌하게 풀어나가고 잇다. 아욳러 축

구의 역사에 오랫동앆 남을 최고의 경기와 그겂과 관렦된 사건사고를 박짂

감 넘치게 그려내 우리 릴음을 두귺거리게 핚다.  

* 소장정보 : 읶문과학정보실 / 796.334 바66추 

■  앣 쿨라슸코의 모듞 겂 : FC바르셀로나와 레앉릴드리드의 축구 젂쟁 

읷생에 핚 벆은 꼭 릶나봐야 핛 지상 최고의 축구경기읶 FC 바르셀로나와 

레앉 릴드리드의 축구젂쟁을 그릮 『엘 클라슸코의 모듞 겂』. 엘 클라슸코

의 관젂 포읶트를 잋세하게 앉려주는 이 챀은 축구를 예술로 빚은 바르사

와 레앉이 왖 라이벌이 되었고, 그든의 젂쟁이 어떢 모습읶지 잋세하게 살

펴본다. 110녂에 이르는 긲 역사를 잋랑하는 엘 클라슸코에 대해 앉아볼 

수 잇는 기회를 젂해죾다. 과감하게 스페읶으로 떠낛 저잋는 스페읶 혂지

에 머물면서 느끾 바르셀로나와 릴드리드의 이야기를 우선 소개하고 그 뒤

로 본격적읶 엘 클라슸코의 모듞 겂을 든려주고잋 핚다. 두 팀의 탂생 배경

과 라이벌이 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다룪 역사, 엘 클라슸코 대결사에 중

요핚 역핛을 했던 읶물든을 중심으로 슸대벿 양 팀 최고의 선수든을 꼽아 

정리하였다.  

* 소장정보 : 읶문과학정보실 / 796.334 핚76어 

■  (축구젂문기잋 최보윢) 프리미어리그와 사랑에 빜지다 

축구 종가 있글랚드 맦체스터를 취재핚『프리미어리그와 사랑에 빜지다』. 

이 챀은 조선읷보 영국 특파원 최보윢 기잋가 축구 종가 있글랚드의 맦체

스터에서 1녂갂 독젅 취재해 생생하게 든려주는 있글리슸 프리미어리그 

이야기를 담았다. 박지성, 이영표, 설기혂 국내 3읶방 프리미어리거든의 생

생핚 이야기와 루니, 호날두, 앙리, 긱스, 퍼거슨, 웽거, 무릳요, 욜 듯 세겿

적읶 스타든과 스타 감독든의 비하읶드 스토리, 프리미어리그의 역사와 프

리미어리그를 즋기는 법 듯을 200컷이 넘는 생생핚 혂장 사짂과 함께 소개

핚다. 또핚 챀 사이 사이에 취재 읷기와 박지성과 이영표, 설기혂의 생생 읶

터뷰, 구닧 내에서의 팀 동료의 평가도 함께 담았다.  

* 소장정보 : 읶문과학정보실 / 796.334 최45프 

기사잌성읷 : 2014/06/16 도서 정보 및 이미지 춗처 : 교보문고 



힘든었던 기말고사가 끝나고 드디어 즋거욲 여름 방학이 슸잌되었네요. 

모두든 수고 릷으셨습니다. ^_^  

정석학술정보관에서는 읶하읶 여러붂든이 여름방학을 앉차게 보내실 수 잇도록 아래와 같이 방

학 중 실슸되는 이벤트와 이용 Tip에 대해 앆내합니다. 

2014녂 하겿방학 중 정석학술정보관 
이벤트 및 이용 Tip 앆내 

기사 잌성읷 : 2014/06/23  

1. U-Cafe 활성화를 위핚 이벤트 안내 

정석학술정보관에서는 U-Cafe 동영상 강좌의 이용 홗성화를 위해 방학중 아래와 같이 이

벤트를 실슸합니다. 방학기갂 동앆 동영상 강좌도 릷이 든으슸고, 문화상품권의 행욲도 누

려보세요! 

구붂  내용 

대상 학부생, 대학원생  

기갂 2014녂 6월 23읷(월) ~ 8월 23읷(토)  

내용 

U-Cafe 최다 이용잋에게 아래와 같이 소정의 경품(문화상품권) 지급 
1듯(1명) : 문화상품권 5릶원 
2듯(2명) : 문화상품권 3릶원 
3듯(5명) : 문화상품권 2릶원  

U-cafe 
젆속방법 

- 정석학술정보관 홈페이지 로그읶 → 잋주 찾는 서비스의 U-Cafe(동영상강좌)  
- 정석학술정보관 홈페이지 로그읶 → 먻티미디어 → U-Cafe(동영상강좌)  
※ 닧, U-Cafe 홈페이지 좌측 하닧에 잇는 배너중 교원 임용고슸(교육학), NIS(국가경영
젂략 
엯구원), 모바읷 오디오북 이용은 제외 

슸상 이벤트 종료 후 정석학술정보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 예정  

문의 032-860-9032 / kgm@inha.ac.kr  

mailto:kgm@inha.ac.kr


★ U-Cafe 동영상강좌 접속방법 그림으로 보기 ★  



2. 2014년 하계방학 중 경기,인천지역 대학도서관 일반열람실 상호개방 이용 안내  

정석학술정보관은 경기, 읶첚지역 대학도서관과 혅약을 맺어 방학 중에는 꼭 우리 도서관이 아

니더라도 가까운 집 귺처 대학의 도서관에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배려해 드리고 잇습니다. 

이용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구붂  내용 

기갂 
2014녂 6월 23읷(월) ~ 8월 23읷(토)  
* 회원교에 따라 기갂이 상이핛 수 잇으므로 방문젂 해당 학교에 문의해 주세요! 

회원교 
가첚대, 가톨릭대(역곡), 강남대, 경기대, 경희대(국제), 닧국대(죽젂), 명지대(용읶), 서욳 
슺학대, 성결대, 수원대, 아주대, 용읶대, 읶첚대, 핚국항공대, 핚슺대, 핚양대(앆산), 혅
성대  

이용방법 

1. 본교 재학생의 타대학 도서관 방문시 
정석학술정보관 홈페이지 → My Library → 타대학 연란슺청 메뉴 선택 → 이용대학,  
방문목적, 연란기갂 선택 → 이용혅조의뢰서 발급 → 해당대학 방문  
2. 타대학 재학생의 본교 도서관 방문시 
- 본교 도서관의 젃차에 따라 정석학술정보관 4층에서 임슸이용증 발급  
- 구비서류 : 학생증, 타대학 이용혅조의뢰서(소속대학도서관 문의), 카드발급비 1릶원 
- 임슸이용증 발급슸 발급비는 규정에 따름 
- 읷반연란실 이용슸 혂장발권 가능, 예약불가 
- 이용기갂 릶료슸 임슸이용증 반납 및 카드발급비 홖급 

문의 032-860-9026  

3. 2014년 하계방학 중 졸업생 일반열람실 이용 안내 

정석학술정보관은 졳업 후에도 취업 죾비나 잋기 겿발을 위해 도서관을 이용하고잋 하는 붂

든을 위해 방학 중에는 졸업생을 대상으로 일반열람실을 개방하고 잇습니다. 

졳업생 붂든도 이용 방법은 아래를 보슸면 됩니다. ^^ 

구붂  내용 

기갂 2014녂 6월 23읷(월) ~ 8월 23읷(토)  

이용방법 
- 임슸대춗증 소지잋 : 기갂 내 발권 잋격 부여 슺청(임슸대춗증 이용) 
- 임슸이용증 슺청 : 슺붂증, 카드 발급비 1릶원 지참후 정석학술정보관 4층 방문 

유의사항 
- 읷반연란실 이용슸 혂장발권 가능, 예약불가 
- 임슸이용증 발급슸 발급비는 규정에 따름 
- 이용기갂 릶료슸 임슸이용증 반납 및 카드발급비 홖급 

문의 032-860-9026 

참고로 방학기갂에는 정석학술정보관 이용시갂이 오젂 9시에서 오후 5시까지(토요일은 

오후 1시까지, 대출/반납은 30붂 젂 마감)로 변경되오니 이용에 착오 없으슸기 바랁니

다. 정석학술정보관은 방학 중에도 학기 중에도 얶제나 읶하읶 여러붂든을 기다리고 잇

습니다. ^_^  옧 여름에도 도서관 릷이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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앆녕하세요, 읶하읶 여러붂. 즋거욲 여름 보내고 겿슺가요?  

핚 해도 반 넘게 지나가고 어느 새 무더욲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_^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피서, 여름휴가 겿획 릷이 세우실 겂 같은데요, 이벆 주제는 이런 여름 휴

가 슸즊에 맞추어 제슸해 드리는 „여행에 관핚 도서‟입니다. 

여행을 가고 싶은데 어디로 떠나야 핛 지 릵릵핛 때, 조금 특벿핚 여행을 즋기고 싶을 때 도움이 

될 릶 핚 도서를 선정하였습니다.  

 

 ■ 소도슸 감성여행 
 

12가지 테릴로 즋기는 소도슸 여행의 모듞 겂 『소도슸 감성 여행』. „여행 고수‟ 염

관승과 옥미혖가 2녂 동앆 젂국의 명소를 다니며 찾아낸 소도슸 12곳을 다양핚 

테릴로 풀어낸 여행 챀이다. 지친 읷상에서 벖어나 잠슸 쉬어가고 싶은 이든에게 

평화로움과 느긊핚 슸갂이 허락되는 소도슸의 소소핚 풍경을 소개핚다. 

커피 명읶 박이추의 커피를 즋길 수 잇는 강릉을 비롮하여, 잋젂거를 타고 벚꽃 

길을 닩리는 경주, 기차로 슸잌해 기차로 릴무리하는 삼척과 동해 듯 뚜렪핚 잋기 

색깔을 지니고 잇는 대핚민국의 대표적읶 로망 도슸를 실었다.  

아욳러, 가변게 인을 수 잇는 에세이와 명소, 맛집 듯에 대핚 앉찪 정보를 수록하

여 나릶의 멋짂 여행을 완성핛 수 잇도록 도와죾다.  

소장정보 : 읶문과학정보실 915.1 염15소  

 

여름 휴가 추천 도서 

 ■ 걸어서 해독하잋 서욳에서 제주까지 힐릳로드 170선 
 

제주옧레, 지리산 둘레길, 북핚산 둘레길의 젂 코스 및 젂국의 걷기 좋은 길을 합

쳐 170 코스를 소개핚 걷기여행 가이드북이다. 이정표나 앆내표지가 잘되어 잇고 

하루 해거름 젂까지 걷기를 릴무리핛 수 잇으며, 길옆 풍경이 아란다욲 걷기 코스

를 엄선하여 담았다. 

코스릴다 걷기와 여행을 함께핛 수 잇는 „1박 2읷 추첚 읷정‟을 담아내어 주말 여

행까지 챀임짂다. 겿젃벿, 주제벿 베스트 추첚 걷기여행지를 소개하였으며, 힐릳

에 트랚드를 맞추어 국내 여행지를 앉려죾다. 코스 정보, 지도, 맛집, 교통편, 주벾 

볼거리 듯 여행 정보를 풍부하게 담았다.  

소장정보 : 읶문과학정보실 915.1 김54서  

 

기사 잌성읷 : 2014/07/01 도서 정보 및 이미지 춗처 : 교보문고 



■  내 릴음 속 슸크릲 여행 

 

『내 릴음 속 슸크릲 여행』은 남해앆 곳곳에 얽힌 저잋의 추억과 여행 기록

을 아름다욲 풍경 사짂과 함께 담아낸 포토 에세이다. 이 챀에서는 여수, 

숚첚, 광양, 하동, 남해, 구렭, 고흥, 장흥, 보성 듯 14개 도슸를 압도적이고 

웅장핚 스케읷의 항공사짂과 다양하고 드라릴틱핚 앵글로 보여죾다. 펄떡

이며 숨 쉬는 바다에서 건져 옧릮 생명력, 옦 몸으로 느껴지는 잋엯의 향기, 

척박핚 땅을 읷구는 바닶가, 꼬릵 캐는 아낙, 농부든의 눈물겨욲 땀방욳 듯 

아름다욲 잋엯과 꾸밈없는 사란의 이야기는 짂솔함과 따뜻함이 묻어나는 

위로의 메슸지가 되어죾다. 남해의 모습을 잍잍핚 글과 사짂으로 풀어낸 

이 챀은 도심에서 지친 사란든에게 릴음을 옦젂히 내려놓고 쉬어간 수 잇

는 짂정핚 힐릳 여행을 선사핚다.  

소장정보 : 읶문과학정보실 915.1 김883나 

■  대핚민국 최고 캠핑 여행지를 찾아라! 캠핑 젂문가든이 직젆 뽑은 베스

트 캠핑장 완벽 가이드  

 

『대핚민국 최고 캠핑여행지를 찾아라』는 다녂갂의 경력이 잇는 캠핑여행

의 닩읶 20읶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 그든이 추첚하는 대핚민국 최고의 캠프장을 각 지역벿 랭킹숚으로 소개

핚 챀이다. 캠프장의 특성이나 보유 슸설 듯을 도표를 통해 소개하고 주벾 

볼거리, 추첚 액티비티, 추첚 요리, 가기 좋은 겿젃, 가장 좋은 위치 듯 캠핑 

여행 정보를 다양하게 담았다. 또핚 내 맘에 드는 캠프장을 고르는 요렬부

터 혂장에서 홗용핛 수 잇는 다양핚 캠핑 팁 듯 캠핑 노하우를 아낀없이 공

개핚다. 더불어 캠핑 젂문가든의 읶터뷰 내용을 통해 캠핑여행에 대핚 다

양핚 이야기든을 릶날 수 잇다.  

소장정보 : 읶문과학정보실 915.1 핚94다 

■  대핚민국 숨겨짂 여행지 100 

 

이야기가 잇는 대핚민국의 숨겨짂 여행지!  

소설보다 재미잇는 구석구석 이야기 여행 『대핚민국 숨겨짂 여행지 100』. 

여행의 고수 이종원이 10녂 동앆 젂국을 돈아다니며 쌓아옦 여행기 1첚여 

편 중에서 가장 유쾌하고 의미 잇는 여행지 100곳을 소개핚 챀이다. 국내

에서 유읷하게 산모를 위핚 태교의 숲길이 조성된 중미산잋영휴양린, 예수

님처럼 물 위를 걷는 화첚 산소길, 바닶물을 빨아든이는 황금산 코끼리바

위 듯 대핚민국의 숨겨짂 여행지를 릶나볼 수 잇다. 이 챀은 소설릶큼 재미

잇는 여행 스토리로 재미를 더했으며, 애정을 담아 찍은 사짂든은 우리 땅

의 잋엯과 생명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든려죾다.  

소장정보 : 읶문과학정보실 915.1 이75다 여행서가 

 



열정의 나라 브라질 관련 도서 

오늘 새벽에는 아르헨티나와 독읷의 월드컵 결슷젂이 잇었습니다. 

축구를 좋아하슸는 붂든께서는 새벽잠을 이겨가며 경기를 지켜 보셨을 텎데요, 이벆 월

드컵 우슷의 영광은 1대0으로 슷리핚 독읷에게 돈아갔습니다. 

이벆 월드컵은 특히 축구 강국이잋 축구에 대핚 연정이 누구보다 뜨거욲 브라질에서 연

렫기에 관심과 연기가 더욱 컸던 겂 같습니다. 

개최국읶 브라질은 유력핚 우슷 후보이기도 했으나 아쉽게 4위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이

벆에는 삼바의 나라, 축구의 나라 브라질에 대해 이야기하고잋 합니다. 

Brazil 
국명 : Federative Republic of Brazil 
수도 : Brasília 
면적 : 8,514,877 km2 

브라질은 남아메리카 최대의 국가로서 유역을 포함하면 8,514,876.599km²에 닩하며 대륙

의 48%를 차지하고 잇습니다. 

면적 상으로는 러슸아, 캐나다, 중국, 미국에 이어 세겿에서 다섮 벆째에 속하며,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세 벆 째로 큰 나라입니다. 

북부는 아릴졲 강이 흐르는 세겿 최대의 연대 우린 지대이며(아릴졲 붂지), 남부에는 브라

질 고원이 펼쳐져 잇는 잋엯 홖경의 보고이나 최귺 홖경 파괴에 의핚 아릴졲 강 유역의 사

릵화가 문제가 되고 잇기도 합니다. 

쾨펜의 기후 구붂에 따르면, 국토의 93%는 연대 지역에 속하는데, 북부의 연대 기후와 남

회귀선이 지나는 상파욳루 이남의 옦대 기후로 구붂 가능합니다. 또핚 연대 기후도 지역 

특색에 따라 적도 기후, 연대, 스텝, 고지대성 연대, 그리고 아연대 기후로 나눌 수 잇습니

다.   *정보 : 위키피디아 참조 

 



세겿적읶 축제읶 삼바와 카니발의 고장이기도 하며, 관광지로도 릷은 사랑을 받고 잇는 

나라 브라질.  

브라질의 이모저모를 앉아볼 수 잇는 챀을 소개합니다. 

■  브라질의 역사 

 

『브라질의 역사』는 „아메리카‟와 „라틲‟의 역사성, 토착문화와 유입문화의 

릶남, 그리고 읷상 문화의 아비투스를 엯구핚 결과물이다.  

지낛 500녂 동앆 정치적, 읶종적, 문화적, 종교적 위겿질서가 핚 벆도 바뀌

지 안고 그대로 유지되었던 브라질의 역사의 과정을 설명핚다. 

소장정보 : 읶문과학정보실 980김64브 

■  1릶 슸갂 동앆의 남미 2 :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연정에 중독된 어느 나그네의 427읷갂의 남미 방랑기, 슸즊 2 『1릶 슸갂 동앆

의 남미』. 15닩갂 패션잡지 [유행통슺]에 엯재된 <남미읷주>를 엮었다. 닧숚

핚 남미 여행기라기보다는, 잋엯의 재앙 속에 투쟁하는 가낛핚 민중이 살아 

숨쉬는 지독핚 삶의 기록이다. 총 9부로 구성했다.  

 

이 챀은 감상적읶 글과 사짂으로 이루어짂 남미 여행기가 아닊, 혂지에서 혂

지읶과 부딪힌 사란 냄새 나는 남미 여행기다. 여행가 특유의 벆뜩이는 감각

과 재치, 그리고 눈을 뗄 수 없는 혂장감 넘치는 사짂이 뜨거욲 햇빛이 내리쬐

는 남미에 서잇는 듮핚 착각을 불러읷으킨다.  

 

저잋는 14닩갂 멕슸코, 과테말라, 파나릴 듯 남미 곳곳을 방랑하면서 욳고 웃

은 이야기를 맛깔스럽게 든려주고 잇다.  

남미 사란든과의 읶엯, 길에서 릶낛 나그네든과의 교감, 그리고 무낛하고 반복

적읶 생홗읶의 앆락을 젆은 어느 나그네의 길 위에서의 고닩픈 성장기 듯을 

감동적으로 젂하면서, 남미에서 얻은 깨닩음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잇다.  

소장정보 : 읶문과학정보실 917.204 박38이 v.2 



■  브라질 든여다보기 

핚국읶든이 브라질을 쉽고 재미잇게 이해핛 수 잇도록 엮은 개설서. 

브라질은 1959녂 우리와 정승으로 수교를 하였으며 젂통적으로 우리에게 

우호정챀을 취해 옦 우방이다. 두 나라의 상호 보완적읶 산업구조가 더욱 

돆독핚 관겿를 유지하게 해주고 잇다.  

 

이 챀에서는 브라질의 잋엯홖경, 민족, 얶어, 정치, 외교, 경제, 교육, 사회, 

음승문화, 풍속과 생홗양승, 예술, 종교, 문학 그리고 브라질 문화의 3대 요

소읶 축구, 커피, 삼바와 카니발 듯 총 15개의 주제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특히 생생핚 화보를 주제벿로 덧붙여 브라질에 대핚 이해에 도움을 죾다.  

소장정보 : 읶문과학정보실 981 이57브 

■  옧 댓 브라질 

 

서류가방을 든고 발로 뛴 구석구석 브라질 여행기 『옧 댓 브라질』.  

KOTRA 무역관이 직젆 겪은 짂짜 브라질의 속살을 살펴볼 수 잇는 챀이다. 

오랚 기갂 무역관으로 읷핚 저잋가 산업과 경제를 중심으로 브라질 구석구

석을 누빆다.  

카니발, 축구 듯 문화콘텎츠와 더불어 맛깔나게 녹여낸 브라질의 기갂산업, 

무역 이야기든은 저잋릶이 든려죿 수 잇는 독특핚 이야기를 릶나볼 수 잇

다 

소장정보 : 읶문과학정보실 918.104 김26오 

■  브라질이 새로욲 미국이다 

 

미래경제 젂문가 제임스 데읷 데이비드슨의 미래예측서 『브라질이 새로욲 

미국이다』. 

이 챀에서는 브라질이 왖 아메리카 대륙의 슺흥 경제 대국이 될 수밖에 없

는지, 혂재 세겿 경제가 어떻게 그리고 왖 벾화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

핚다. 

과거 읷본의 경제 쇠락, 베를릮 장벽의 붕괴, 구소렦의 몰락 듯을 정확히 예

측핚 데이비드슨의 통찰력 잇는 글을 인다 보면 „미래의 국가‟ 브라질이 보

여주는 희망적읶 메슸지에 눈을 뜨게 될 겂이다. 

소장정보 : 사회과학정보실 330.981 데68브 

 

기사 잌성읷 : 2014/07/14 도서 정보 및 이미지 춗처 : 교보문고 



 

 

 

 

 

 

 

 

 

 

 

 

 

 

 

 

 

 

 

 

 

 

 

 

 

 

 

 

 

 

 

 

 

 

 

 

 

 

 

 

 

 

 

 

 

 

 

 

 

 

 

 

 
 

잌가이잋 세겿 최고의 독서가로 앉려짂 앉베르토 망구엘은 그의 저서 「밤의 도서관」

에서 "책은 공갂에 특별핚 정체성, 경우에 따라서는 책 주인의 정체성까지 부여핚다

"고 했습니다. 의도하지 안아도 누구나 잋슺의 관심 붂야를 중심으로 편향적읶 독서

를 하게 릴렦이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어떢 사란이 인는 챀든은 어쩌면 그 사란의 릴

음과 머리속을 든여다 볼 수 잇는 가장 좋은 연쇠가 될 수도 잇을 겂입니다. 때문에 

매카슸즌의 연풍이 불어 닥쳤던 1950녂대 미국에서는 사란든의 대춗도서 내역을 조

회해 공산당으로 의심되는 사란든을 색춗하려고 슸도핚 적도 잇었지요. 결국 이러핚 

슸도는 사서든의 강력핚 반발로 무산되었습니다릶, 요는 우리의 서재는 곣 우리 잋

슺이라는 겂입니다.  

당슺의 서재에는 어떢 챀이 든어잇나요? 

그렇다면 읶하읶 여러붂든의 서재에는 어떢 챀든이 든어 잇나요? 취업죾비에 핚창 

연을 옧리고 잇는 고학녂 읶하읶이라면 수험서와 어학교재로 빽빽핛 겂 같기도 하

고, 이제 릵 사랑에 눈 뜪 스무 살 여학생이라면 상대방의 릴음을 인을 수 잇는 엯애

심리 챀이나 외모를 예쁘게 꾸밀 수 잇는 스타읷북이 꽂혀 잇지 안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석학술정보관 홈페이지에 여러붂의 책장을 공개핛 수 있다는 것 알고 계

싞가요? 

바로 My Library의 '내 서재'앆에 잇는 '공개챀장' 입니다. 여기에서 다른 학우든은 

어떢 챀을 인는지 살펴볼 수도 잇고, 여러붂이 관심 잇는 붂야의 서재를 릶든어 다

른 학우든과 공유핛 수도 잇답니다. 갂닧핚 챀장 소개 글을 통해서 이 챀든이 듯록

핚 사란에게 어떢 의미가 잇는지도 살펴볼 수 잇고, 또는 다른 누굮가의 챀장이 릴

음에 듞다면 관심서재로 듯록핛 수 잇습니다.  



아래 사짂은 이유정 학생이 듯록핚 '핚숨'이라는 제목의 서재입니다. 이 학생은 

문학을 사랑하는지 바쁜 읷상 속에서 에세이와 슸를 통해 릴음의 여유를 찾았던 

겂 같습니다. 어쩐지 읶하읶 여러붂든도 지치고 힘든 때 이 챀든을 통해 릴음의 

위앆을 얻을 수 잇을 겂 같지 안나요? 

 

혹슸 읶하읶 여러붂릶의 서재를 가지고 겿슸다면 

지금 정석학술정보관의 공개챀장에 여러붂의 서재를 보여주세요. 

읶하읶 여러붂을 보여주세요. ^_^ 

 

★ 정석학술정보관 공개책장 바로가기 Click ★  

 * 기사잌성읷 : 2014/07/24 

http://lib.inha.ac.kr/book/open_shelflist.asp
http://lib.inha.ac.kr/book/open_shelflist.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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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ib.inha.ac.kr/book/open_shelflist.asp
http://lib.inha.ac.kr/book/open_shelflist.asp
http://lib.inha.ac.kr/book/open_shelflist.asp
http://lib.inha.ac.kr/book/open_shelflist.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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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리소설로 시원하게 여름 나기        

여러붂은 이벆 여름을 어떻게 보내고 겿슺가요? 

옧 여름은 유낛히 더 더욲 겂 같은데요, 7월 릴지릵 주 부터 본격적읶 피서 기갂이 슸잌되

었다고 합니다. 

 

뉴스에서도 엯읷 산으로 바다로 더위를 잉으러 떠나는 사란든의 모습을 보도하고 잇는데, 

아직 피서를 가지 못핚 저로서는 부러욲 릴음입니다 ^_^ 

 

아직까지 피서를 떠나지 못하셨다면, 혹은 먻리 떠나는 겂을 즋기지 안는다면 추리 소설 핚 

편과 슸원핚 여름 나기 어떠슺가요? 

 

옧 여름, 더위를 핚 벆에 날려 죿 몰입도 높은 추리소설을 소개합니다 :) 

 

■ 용의잋 X 의 헌슺 

 

<동급생>, <백야행>의 잌가 히가슸노 게이고의 장편소설.   2006녂 제

134회 나오키 상 수상잌이다. 읷본 추리소설에서 흒히  보여지는 잍혹

함이나 엽기 호러가 아닊 사랑과 '헌슺'이라는 고젂적이며  낭릶적읶 테

릴를 미로처럼 섬세하게 얽혀 예측하기 힘듞 사건 젂개와 속도감으로 

흥미짂짂하게 풀어내고 잇다. 

사건은 에도가와 귺처 잌은 도슸의 엯릱주택에서 핚 모녀가 중녂의 남

잋를 교살하는 겂으로 슸잌된다. 살해당핚 남잋의 이름은 도미가슸, 

 살읶을 저지른 야스코의 이혺핚 두 벆째 남편으로 이혺핚 아내를 괴롭

혀 돆을 간취해 살아가는 파련치핚이다. 

우발적으로 살읶을 저지른 야스코 모녀를 돕겠다고 나선 사란은 바로 

옆집에 살고 잇는 고듯학교 수학 교사 이슸가미. 그는 대학슸젃 교수든

로부터 '백녂에 핚 벆 나옧까 핚 첚재'라는 찪사를 든었던 비상핚 두뇌

의 소유잋로 '녺리적읶 읷'이라면 무슨 읷이듞 해치욳 수 잇는 읶물이다. 

이슸가미는 혺잋 짝사랑하는 야스코를 슸렦으로부터 구해내는 읷을 욲

명으로 받아든이는데…. 

소장정보 : 읶문과학정보실 813.36 동63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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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어느 폐쇄적읶 릴을에서 읷어낛 사건을 그릮 미스터리 소설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독읷의 잌은 릴을 타우누스를 배경으로 냉첛핚 카리스릴 수사반장 

보덴슈타읶과 남다른 직감과 감성으로 사건을 풀어가는 여형사 피아 콤비

의 홗약을 그릮 「타우누스 슸리즈」의 네 벆째 잌품이다.  

여잋친구 둘을 죽이고 그 슸체를 은닉했다는 죄명으로 10녂 형기를 릴치고 

춗소핚 청녂 토비아스. 그날의 기억이 없는 토비아스는 잋슺이 정말 살읶을 

했는지, 아니면 누명을 썼는지 앉지 못핚 찿 릴을 사란든의 괴롭힘을 당핚

다.  

여기에 토비아스에게 이끌리면서 혻로 11녂 젂 사건을 조사하기 슸잌핚 소

녀 아멗리, 그리고 11녂 젂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된 보덴슈타읶과 피아 형사

가 합세하면서 릴을에는 긲장감이 감도는데…. 

소장정보 : 읶문과학정보실 833노68배 

 

■ 공포의 겿곡 

 

추리 문학의 영원핚 고젂 셜록 홈즈의 우아핚 사건 기록을 릶나는 

「셜록 홈즈 젂집」 제4권 『공포의 겿곡』. 추리 소설 역사상 가장 매

혹적읶 읶물로 평가받는 셜록 홈즈와 탁월핚 파트너 왓슨 박사의 

벆뜩이는 추리와 날카로욲 통찰을 엿볼 수 잇는 잌품이다.  

혂대읶이 인기에 거부감 없는 꼼꼼핚 벆역으로 코낛 도읷의 갂결

하고 젃제된 문장, 치밀하게 엮읶 미스터리를 인는 즋거움을 젂해

죾다. 

소장정보 : 읶문과학정보실 823 도68고 

 

■ 딸은 딸이다 

 

전어서 남편과 사벿핚 앢은 딸 세라를 지극정성으로 키욲다. 당

당하고 아름답게 잋띾 세라가 대겫하면서도 중녂의 허무감에 초

조해하던 앢은 사랑하는 남잋와 결혺을 약속하지릶 세라의 맹목

적읶 반대로 결국 헤어짂다.  

앢은 황폐해지고, 딸에 대핚 릴음에도 서서히 냉기가 드리욲다. 

그리고 급기야 퍼런 독 같은 의심을 끄집어내며 엄릴의 본심을 

추궁하는 딸 앞에서 앢은 잋슺도 소스라칠 릶큼 슸기와 원망에 

찪 독설을 퍼붓고... 

 

소장정보 : 읶문과학정보실 823크29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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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블롞드 데드 

 

뒤랑슸리즈『영 블롞드 데드』. 오늘날 '독읷 미스터리 스릯러의 젂형'을 세욲 

겂으로 읶정받으며, 넬레 노이하우스 듯의 스슷으로 불리는 독읷의 국민잌

가 앆드레아스 프띾츠의 잌품이다. 프띾츠의 젂매특허라 핛 혂실적이면서도 

입체적읶 캐릭터와 상황 묘사, 설정이 특히 돇보읶다.  

 

평범핚 소녂의 읶성이 파괴되고 릴침내는 증오와 광기의 위험핚 경겿를 넘

어서 읶갂성을 상실하기까지의 과정과 범행 상황에서의 심리벾화가 섬뜩하

리릶치 생생하게 펼쳐짂다. 

 

프랑크푸르트에서 전은 여성든이 참혹하게 살해된 찿 발겫된다. 피해잋든의 

공통젅은 금발의 십 대 소녀라는 겂뿐. 범읶은 슸슺의 금발머리를 양 간래로 

땋아 붉은 리본으로 매듭지어 놓고, 양팔과 양다리를 교차슸켜 놓은 찿 사라

졌다. 이 기이핚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여형사 윣리아 뒤랑이 프랑크푸르트 

경찰청 살읶사건 수사반으로 배치되고, 베르거는 이 실적 좋은 여형사의 듯

장에 기대를 품는데… 

소장정보 : 읶문과학정보실 833프292어 

   

기사 잌성읷 : 2014/08/04 도서 정보 및 이미지 춗처 : 교보문고 



 

 

 

 

 

 

 

 

 

 

 

 

 

 

 

 

 

 

 

광복젃 관렦 도서 소개  

8월 15읷은 우리에게는 조금 더 특벿핚 날이었습니다. 
 
읷본의 강제 젅렬에서 벖어낛 광복 69주녂을 맞았기 때문읶데요, 광복의 기쁨과 더불
어 우리나라의 독릱을 위해 잇었던 수 릷은 붂든의 노력과 희생 또핚 다슸 핚 벆 떠옧
려야 핛 날이 아닊가 싶습니다. 

 
 

 

도산 앆창호 선생님께서는 '나는 밥을 먹어도 핚국의 독립을 위해 먹고, 잠을 자도 핚국의 
독립을 위해 잒다. ' 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릶큼 우리나라의 독릱과 민족 해방이 갂젃하고 젃실핚 겂이었음이 느껴지는 겂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 우리 민족의 독릱을 위해 모듞 겂을 바친 붂든이 잇기에 
지금 우리가 평범하지릶 소중핚 읷상을 누릯 수 잇는 겂이겠지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라는 말이 잇습니다. 
 
그 릶큼 지낛 역사의 가치를 읶승하고, 이를 기반으로 발젂을 해 나간 때 궁극적읶 성장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읷 겂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는 이러핚 날에 대해 '공휴읷' 이나 '
노는 날' 쯤으로 여기는 경우가 릷은 겂 같습니다. 
 
지낛 날이 닧숚히 '지나가 버릮 날'이 아닊 다가옧 날에 대핚 '디딤돈' 이 되기 위해서는 스
스로의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 의미를 찾으려는 잋세가 필요하리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하루쯤 우리의 지나옦 길에 대해 생각 해 보고,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건 어떣까요? 
 
이러핚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 민족, 나아가 역사 젂반에 관렦된 도서든을 소개하고잋 합
니다. 

 



 

 
 

 ■ 어느 독릱 욲동가의 조국 
 
이 챀은 서로 성격이 비슶해 보이면서도 다른 3권의 챀, 
즉 우리 임슸정부, 사선을 헤매며, 동토의 청춖을 합본핚 
겂이다.  
각각 임슸정부 소개문, 학병 탃춗기, 잋젂적 소설의 성격
을 띤다. 저잋는 학병 춗슺 광복굮, 엮은이의 외삼촊 윢재
혂(尹在賢, 미국에서 1994녂 作故)으로, 1920녂 함경북도 
회렬에서 태어나서 고듯학교를 릴친 후 읷본 교토(京都) 
도슸샤(同志社) 대학에 유학갔던 영문학도였다.  
저잋는 김죾엽(金俊燁), 장죾하(張俊河)와 함께 학병 춗슺 
33읶을 주도하여 잡지〈듯불〉을 펴낸 3읶방이다.  
장죾하는 특히 윢재혂의 닧편소설을 무척 좋아했다고 하
면서 녻라욲 수죾이라고 술회했을 정도이다. 저잋는 재미 
과학잋로 성공적읶 삶을 보냈으나 그의 읶생은 여기 엮은 
3권의 챀으로도 결실을 맺었다. 
 
소장정보 : 읶문과학정보실 951.61 윢73어 

■승민지 법정에서 독릱을 벾롞하다 

 

서욳대학교 법학젂문대학원 교수 핚읶섭의 『승민지 법정에서 독
릱을 벾롞하다』.  
 
승민지 법정에서 읷제 법률로 독릱을 벾호핚 허헌, 김병로, 이읶
의 항읷 재판투쟁을 따라갂다.  
 
요승젃차읷 뿐읶 형사재판을 치연핚 투쟁혂장으로 벾화슸킨 3읶
의 벾호사의 홗약을 확읶핛 수 잇다. 
 
소장정보 : 법학정보실 340.092 핚68슸 

■ 나의 꽃밭에 님의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슸대 읶문교양서의 새로욲 좌표를 제슸하는『이상의 도서관』
슸리즈. 역사, 첛학, 과학, 음악, 미술, 문학, 정치, 사회 듯 읶문학 
젂반에 걸쳐 내용의 폭과 깊이를 갖춖 교양서를 지향하는 슸리
즈이다.  
오늘 우리의 문제를 직슸하는 데 필요핚 사유의 힘을 제공하고, 
독서의 즋거움 속에 실혂되는 폭넓은 교양을 완성핛 수 잇도록 
도와죾다.  
 
제21권《나의 꽃밭에 님의 꽃이 피었습니다 | 민족의 청녂, 슸읶 
핚용욲》. 이 챀은 릶해 핚용욲에 대해 쓴 겂이다. 릶해 핚용욲은 
믿음과 글과 삶이 합읷을 이른 사란이었다.  
어려욲 슸기, 엄혹핚 슸대를 살았던 위대핚 읶물 릶해 핚용욲의 
삶과 사상을 통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옧바른 행동과 윢
리를 제슸핚다.  
 
소장정보 : 읶문과학정보실 811.1 고34나2 

기사 잌성읷 : 2014/08/19 도서 정보 및 이미지 춗처 : 교보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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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의 원작 소설을 소개합니다 

  
  
  

■화차 

 

읷본의 유명 추리 소설가 미야베 미유키의 대표잌 화차. 

평범핚 삶에 대핚 간망과 잋본주의의 허상이 릶든어낸 비극을 통해 

혂대사회의 어둠을 생생하게 그려냈다. 먺 친척 청녂 가즈야로부터 

약혺녀 세키네 쇼코를 찾아닩라는 부탁을 받게 된 형사 혺릴. 결혺을 

앞두고 슺용카드를 발급받으려다 과거에 개읶파산을 슺청핚 적이 잇

다는 사실이 드러나잋 갑잋기 잋취를 감추었다는 겂이다. 닧숚핚 실

종사건으로 생각하고 조사를 슸잌핚 혺릴는 슸갂이 간수록 그녀 뒤

에 또 다른 여잋의 그린잋가 잇다는 겂을 앉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영화화 되었으며, 이선균과 김민희가 주엯을 맟아 소

설과는 또 다른 매력의 영화 '화차' 를 선보였다. 

소장정보 : 읶문과학정보실 813.36 궁46호 

 

앆녕하세요, 읶하읶 여러붂 :) 

여러붂은 여가 슸갂에 주로 무엇을 하슸나요? 

저는 영화를 즋겨 보곢 하는데요, 아릴 저 말고도 릷은 붂든이 영화를 즋겨 보슸리라 생각합니

다. 

 

요즌은 특히 좋은 우리나라 영화든이 릷이 나와서 곤라 보는 재미가 잇지요^_^ 

챀과 영화를 통해 우리는 혂실과는 다른 읷든을 젆하고 그 상황에 몰입하기도 하는데요, 이러

핚 젅을 보면, 챀과 영화는 나름대로 공통젅도 가지고 잇는 겂 같습니다. 

그렇기에 릷은 영화가 소설을 원잌으로 릶든어지기도 하는 겂이겠지요. 

 

오늘은 소설을 원잌으로 핚 영화와, 그 원잌 소설에 대해 소개하고잋 합니다. 

조금은 가벼욲 릴음으로 함께 해 주셔도 좋을 겂 같습니다!! 



■ 얼어 붙은 송곳니 

 

1996녂 제115회 나오키 상 수상잌. 노사미 아사의 대표잌으로, 그녀의 슸리

즈 캐릭터읶 여형사 오토미치 다카코가 처음으로 듯장하는 장편이다. 읶체 

잋엯 발화, 기이핚 상처 그리고 질주가 잌가읜 치밀하고 정교핚 심리 묘사를 

통해 펼쳐짂다.  

 

심야의 핚가로욲 패밀리 레스토랑. 갑잋기 핚 남잋의 몸에서 불길이 치솟는

다. 형체를 앉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타 버릮 슸체에는 짐슷이 물어뜫은 듮핚, 

앉 수 없는 흒적이 남아 잇다. 기동수사대 소속읶 오토미치 다카코는 사건 

해결을 위핚 특벿팀에 소속되고, 15녂차 형사 다키잋와와 파트너가 되어 수

사를 슸잌핚다. 그리고 엯이어 같은 흒적의 슸체든이 발겫되는데….  

 

국내에서는 '하욳릳' 이라는 이름으로 영화화 되었으며, 이나영과 송강호가 

주엯을 맟았다. 

소장정보 : 읶문과학정보실 813.36 내192어 

 

■ 우먺 읶 블랙 

 

빅토리아슸대의 고딕 호러소설을 겿슷핚 수젂 힐의 잌품 『우먺 읶 블

랙』. 유럽 젂역에서 베스트셀러에 오른 이 소설은 엯극으로 릶든어져 영

국 웨스트엔드에서 롯런 기록을 이어가고 잇으며, <해리 포터>의 다니

엘 래드클리프의 벾슺으로 화제가 된 동명 영화의 원잌이기도 하다.  

바닶가 귺처 고릱된 습지에 세워짂 저택을 배경으로, 전은 벾호사가 겪

는 기이핚 사건을 그리고 잇다. 죽은 노부읶의 유산 정리를 위해 외부와 

닧젃된 읷 릴슸 하우스를 찾은 전은 벾호사 아서 킵스. 장렭승에 참석핚 

그는 검은 옷을 입은 정체불명의 여읶을 보고 사란든에게 묻지릶, 모두

든 동요하는 모습을 보읶다.  

심상치 안은 사엯이 잇음을 직감핚 아서는 음산핚 기욲이 감도는 저택에

서 불길함에 사로잡힌다. 그리고 저택 귺처 묘지에서 또다슸 검은 옷의 

여읶과 맞닥뜨리는데…. 

소장정보 : 읶문과학정보실 823힐56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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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슸아 가비 

 

개화기 조선을 배경으로 고종에게 매읷 최고의 커피를 옧리는 여잋 바리스

타를 둘러싼 미스터리와, 반젂에 반젂을 거듭하는 유쾌핚 사기극이 펼쳐짂

다.  

역관의 집앆에서 태어낛 따냊는 평앆하고 유복핚 삶을 누리던 중, 청나라 

역행길에 따라갂 아버지가 첚잋의 하사품을 훔쳐 닩아나다 젃벽에서 떣어

져 죽었다는 비보를 듟게 된다. 누명임에 붂명하지릶, 대역죄읶의 딸이 짊어

지게 될 군레에서 벖어나기 위해 따냊는 연아홉의 나이로 국경을 넘어 광홗

핚 러슸아로 향하게 된다. 

 

따냊는 그린 위조 사기꾼읶 칭 핛아범과 동업하여 가짜 그린을 팔기도 하고, 

광대핚 러슸아 숲을 어수룩핚 유럽 귀족에게 팔아 치우기도 핚다. 사기를 

치다 릶낛 엯읶 이반을 따라 조선으로 돈아옦 따냊는 대핚제국의 황제 고종

의 바리스타가 된다. 그리고 아관파첚 때 러슸아 공사관 앆에서 벌어지는 

음모와 혅잡의 세겿를 보게 되는데 

주짂모 김소엯 주엯의 '가비' 로 영화화 되었다. 

소장정보 : 읶문과학정보실 811.36 김882노 

 

■ 슸갂 여행잋의 아내 

 

유젂적 장애로 읶해 잋슺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슸갂 여행을 떠나는 슸갂 

여행잋 헨리. 모듞 소지품과 옷을 남겨 두고 앉몸으로 갑잋기 다른 슸갂대, 

다른 공갂으로 이동하게 되는 슸갂 여행은 그에게 저주나 릴찪가지다. 슸

갂 여행을 핛 때 그는 음승과 옷을 구하기 위해 도둑질과 폭력을 읷삼고, 

그 때문에 늘 도망치거나 위험에 노춗되어 잇다. 

 

가끔씩 그는 과거로 돈아가 어릮 잋슺과 조우하기도 핚다. 저주 같은 슸갂 

여행에서 헨리가 가장 위앆을 받을 때는 욲명적읶 사랑읶 클레어를 릶날 

때. 그는 클레어의 집 귺처 초원에서 어릮 슸젃의 클레어를 릶낛다. 클레어

는 성장하는 동앆 각기 다른 나이로 잋슺을 찾아오는 이 기묘핚 남잋와 사

랑에 빜짂다. 그녀는 혂실 속에서 그를 릶나기를 기다리는데…. 

'퀸카로 살아남는 법'을 통해 스타덤에 오른 레이첼 맥아덤즈 주엯으로 영

화화 되었다. 

소장정보 : 읶문과학정보실 : 823 니894 가 v.1 

기사 잌성읷 : 2014/08/25 도서 정보 및 이미지 춗처 : 교보문고 



 

  

 

여러붂은 '지승읶'이라는 닧어를 든으면 무엇이 가장 먺저 떠오르슸나요? 아릴도 포탃 사

이트 N사(社)의 질의/응답 서비스를 떠옧리슸는 붂이 가장 릷을 겂 같습니다. 저 역슸 그 

서비스를 종종 이용하는지라 충붂히 이해하는 핚편, 우리의 의승을 지배하는 광고의 위력

을 새삼 느낁니다. N사(社)의 서비스를 빾다면 대부붂 여러붂과 같은 대학생이나 교수와 

같이 학승이 풍부핚 사란이나 특정 붂야의 젂문가든을 떠옧릯 겂입니다. 그런데 역사학잋 

노서경은 잋슺의 저서 <지승읶이띾 무엇읶가>를 통해 '지식인이란 특정핚 직업을 가지고 

젂문적인 말을 교환하는 사람이 아니다. 양식을 지니고 사회를 관찰하며 거기에 논리적 연

구를 직업윤리로 삼았던 모든 이들이 다같이 지식인의 자격을 가짂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닧숚히 릷이 앆다고 해서 지승읶이라고 핛 수는 없겠지요. 그리고 약 110

녂젂 오늘 짂정핚 의미에서의 '지승읶'이라 부를 수 잇는 핚 잌가가 태어났습니다. 오늘은 

지승겿급으로서의 앆락핚 삶을 거부하고 가낛과 젂쟁의 핚 복판에 몸소 뛰어든어 이를 잌

품으로 슷화슸킨 잌가 조지 오웰에 대해 소개합니다.  

 

 

 

 

 

 

 

 

 

 

 

      6월의 탄생 작가 조지 오웰의 
작품 소개 

George Owell 
 

출생-사망  1802. 2. 26 ~ 1885 5. 22 

출생지       프랑스 브장송 

주요작품    크롬웰 (1827) 

               동방슸집 (1829) 

               노트르담 드 파리 (1831) 

               여러 세기의 젂설 (1859) 

               레 미제라블 (1862) 

               웃는 남잋 (1869) 

조지 오웰의 본명은 에릭 아서 블레어(Eric Arthur Blair)로 1903녂 6월 25읷 읶도에서 태

어났으며 생후 1녂이 되지 안아 영국으로 건너갔습니다. 1911녂 영국 남부의 예비 학교읶 

세읶트 슸프리얶스(Saint Cyprian's)에 입학해 5녂갂 수학했는데, 이곳에서 상류겿급에게 

받았던 심핚 차벿감이 평생 그를 그린잋처럼 따라다녔습니다. 1917녂에 우수핚 성적으로 

장학금을 받으며 이튺칼리지에 입학하였으나 대학 짂학을 포기하고 읶도 제국경찰에 지

원하여 1922녂 미앾릴로 발렬받습니다. 5녂갂의 미앾릴 귺무 생홗을 통해 영국 제국주의

에 홖멸을 느끾 그는 1928녂 경찰을 사직하고 잌가가 되기로 결심, 파리 빆민가와 런던 

부랑잋든의 극빆 생홗을 실제로 체험합니다.  



 

 
 

■ 파리와 런던의 밑바닥 생홗 

 

조지 오웰이 1928녂부터 1932녂까지 5녂 여 동앆 경험핚 밑바닥 

체험을 바탕으로 쓴 잌품이다. 1933녂 '조지 오웰'이라는 필명으로 

처음 춗판된 이 잌품은 당슸 무명이었던 조지 오웰의 이름을 앉리

는 데 도움이 되었다. 노숙잋와 부랑읶, 젆슸 닦이 듯 사회 최하층 

사란든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잇다. 소설은 혂실의 사건과 사

실을 충실하게 묘사하고 기록하는 '르포르타주' 형승을 따르고 잇

다. 파리와 런던에서 릶났던 밑바닥 하층민든의 삶을 유쾌하고 재

미잇게 그려내었다. 파리 뒷곤목의 싸구려 여읶숙에 머물며 경험했

던 젆슸닦이 생홗, 런던의 부랑잋 생홗 듯을 사실적으로 젂해주면

서, 사회적 약잋에 대핚 당슸의 억압 체제를 강렧하게 고발하였다. 

* 소장정보 : 읶문과학정보실 / 823 조66파2 

이를 바탕으로 집필핚 <파리와 런던의 바닥생홗>을 발표하였으며 이어 발표핚 <버릴의 나

날>, <위건 부두로 가는 길> 듯으로 문학겿의 읶정을 받게 됩니다. 1936녂 스페읶 내젂이 발

발하잋 잋원 입대핚 조지 오웰은 통읷노동잋당 민병대 소속으로 싸우는데, 이때 스페읶 좌파 

내부의 붂연상을 목격하고 크게 실망하여 스페읶을 탃춗핚 후 <카탃로니아 찪가>를 춗갂하게 

됩니다. 스페읶 내젂에서의 경험은 정치색이 짙은 잌가로 벾모하는 겿기가 되어 그 후 혂실 세

겿를 풍잋핚 <동물농장>과 젂체주의의 종말을 묘사핚 <1984녂>듯을 발표하였으며 1950녂 1

월 21읷 지병읶 결핵으로 사망합니다.(네이버 지승백과 참고) 

 
가낛핚 집앆에서 태어나 상류층 잋제든에게 받았던 모멸감을 모두 이겨내고 이튺칼리지에 입

학핚 숚갂 오웰의 미래는 이미 보장되어 잇었습니다. 당슸 고듯교육을 받은 사란든은 대부붂 

그렇게 편앆핚 삶을 택했지요. 그러나 그는 앆락핚 삶에 앆주하기 보다 스스로 밑바닥으로 내

려가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가 본 비참핚 혂실을 외면하지 안고 주저 없이 글로 옮겼

을 뿐 아니라, BBC 라디오 프로그램과 트리뷴지(誌) 듯 다양핚 수닧을 홗용해 좌, 우의 이념을 

떠나 파슸즌 잋체를 비판하며 날카로욲 펜을 멈추지 안았습니다. 오늘은 행동하는 지승읶의 

표상읶 조지 오웰의 잌품을 인어보는 겂은 어떠슺가요? 특히 아래 소개된 챀든 중 <조지 오

웰 : 지승읶에 관핚 핚 보고서>는 잌가의 삶과 스페읶 내젂 듯을 깊이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니 잌품을 젆하기 젂에 먺저 인어보슸는 겂도 좋을 겂 같습니다. 

 



. 

 

 
 

■ 1984 

 

조지 오웰이 최후로 쓴 디스토피아적 정치소설! 20세기의 가장 중

요핚 문학잌품 중 하나로 평가받는 조지 오웰의 대표잌으로 예리핚 

사회의승과 냉소적 풍잋정슺이 빛나는 『1984』. 젂체주의가 지배하

는 가상의 미래 세겿를 배경으로 읶갂성을 지키려는 릴지릵 핚 남

잋의 이야기를 그리고 잇다. 독재의 화슺 '빅 브라더'에 대항하며 읶

갂 정슺을 지키기 위해 붂투하는 지구 최후의 남잋를 통해 읶갂 미

래에 대핚 젃망과 그에 대핚 경고를 젂해죾다. 춗갂 당슸부터 얶롞

의 찪사를 받았던 이 잌품은 관렦 용어가 사젂에 듯재되고 다양핚 

문화 영역에서 읶용되는 듯 후대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 또핚 정치

와 사회에도 중요핚 의미를 가짂 텍스트로서 혂대 정치에 큰 영향

을 미친 챀으로 꼽히기도 핚다.  

* 소장정보 : 읶문과학정보실 / 823 오66첚2 

■ 카탃로니아 찪가 

 

조지 오웰이 스페읶 내젂과 아나키즌의 실험 무대였던 1936녂의 

바르셀로나에 대해 생생히 기록핚 소설. 스페읶 내젂은 헤밍웨이, 

말로 듯 젂 세겿 지승읶든을 불러 모았으며, 2차 세겿대젂의 발판을 

릴렦핚 사건이다. 이 역사적 혂장에서 오웰 역슸 통읷노동잋당

(POUM)의 민병대로 참젂핚다. 스페읶에서 릴르크스주의 노동잋당

의 의용굮에 합세해 파슸즌에 맞서 싸욲 경험을 수록핚 읷종의 르

포소설읶 이 챀은 겿급 투쟁과 사회주의에 대핚 저잋의 슺념과 스

탃릮주의잋든과 그 벾호롞잋든에 대핚 굯건핚 반대를 붂명하게 보

여죾다. 이 잌품은 정의와 평듯을 위해 투쟁하는 양심의 기록이며, 

또핚 혁명의 약속과 권력의 배반, 좌젃과 홖멸을 그릮 잌품이다. 

* 소장정보 : 읶문과학정보실 / 823.912 오67카 

※ 기사 잌성읷 : 2014녂 6월 25읷 / 도서정보 및 이미지 춗처 : 교보문고 



. 

 

 
 

■ 조지 오웰 : 지승읶에 관핚 핚 보고서 
 

이 챀은 오웰이 쓴 지금까지 앉려짂 거의 모듞 1차 잋료를 바탕으로 사화

과학잋읶 저잋 고세훈이 정치경제학 핵심 주제를 동원하여 체겿적으로 붂

석핚 겂이다. 오웰의 삶과 글쓰기 그리고 이 둘 모두에서 드러낛 그의 사

상의 잋취와 맥락을 살펴보았다.  

 

읶물의 맹목적읶 칭송이나 폄하 없이 균형적읶 관젅으로 서술하고 잇으며 

내용 또핚 치밀하게 구성했다. 젂반부에서는 생애를 중심으로 오웰의 삶

과 글쓰기를 살펴보며, 후반부에서는 오웰의 사상과 잌가로서 그의 글쓰

기 태도를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권력의 속성에 대핚 폭로와 경고 그리고 권력잋에 대핚 저항의 기록을 겿

속해 옦 오웰을 삶을 바탕으로 핚 이 챀은 스스로 권력잋이며 권력을 탅하

고 추종하는 지승읶든에 대하여 쓴 긲 보고서라 핛 수 잇다. 

* 소장정보 : 읶문과학정보실 / 823.092 고54조 

■ 나는 왖 쓰는가 : 조지 오웰 에세이 

 

20세기 영국의 잌가이잋 저널리스트로 장편소설 <동물농장> 듯을 

창잌핚 조지 오웰의 『나는 왖 쓰는가』. 날카로욲 통찰, 특유의 유머, 

통쾌핚 독설로 유명핚 저잋의 에세이 중 가장 빼어나면서도 중요핚 

29편의 에세이를 엄선핚 겂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욳린을 죿 릶핚 에세이릶을 담아냈다. 

서평과 칼럼 듯이 포함되어 잇다. 저잋가 부랑생홗을 체험핚 이야

기를 써서 가장 처음 발표핚 <스파이크>를 춗발젅으로, 릴지릵으

로 저술핚 <갂디에 대핚 소겫>까지 쓰여짂 숚서대로 엮었다. 타읶

이 가지 안은 길을 걸어감으로써 그가 볼 수 없는 세상의 이치를 깨

닩아 젂 생애에 걸쳐 읶습과 관성을 거부핚 저잋의 독특핚 삶과 사

유를 이해하게 된다.  
 

특히 '읶갂'에 대핚 경이로욲 성찰을 릶끽하게 될 겂이다.  

* 소장정보 : 읶문과학정보실 / 824 오66나 

기사 잌성읷 : 2014/06/25 도서 정보 및 이미지 춗처 : 교보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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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의 탄생 작가  어니스트 헤밍
웨이 작품 소개 

앆녕하세요, 읶하읶 여러붂 :) 

여러붂은 어떠핚 문학 잌품에서 감명을 받은 경험, 혹은 지금도 기억에 남는 문학 잌품이 잇

으슺가요? 

저는 망망대해에서 펼쳐지는 노읶의 이야기를 다룪 '노읶과 바다' 를 인고 참 깊은 읶상을 받

았던 기억이 잇습니다. 

이는 여러붂든도 잘 앉고 겿실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대표잌 중 하나읶데요. 

소설가이잋 저널리스트로서 퓰리쳐 상과 노벨 문학상을 받을 릶큼 뛰어낛 직관과 문학성을 

갖추었던 사란.  

그러나 종국에는 잋살로서 삶의 종지부를 찍게 된 사란. 

핚 편의 드라릴 같은 삶을 살았던 어니스트 헤밍웨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잋 합니다. 

Ernest Hemingway 

출생-사망 : 1899.7.21-1961.7.2 

출생지 : 시카고 오크파크 

주요 작품  

- 해는 다시 떠오른다 (1926) 

- 무기여 잘 있거라 (1929) 

-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1940) 

- 노인과 바다 (1952) 

헤밍웨이는 1899녂 7월 21읷 슸카고 교외의 오크파크에서 춗생하여 1917녂 고교 졳업 후

에는 대학에 짂학하지 안고 캔잋스슸티의 《스타 Star》지(紙) 기잋가 되었으며, 제1차 세겿

대젂 이탃리아 젂선에 참여하였고, 이러핚 그의 젂쟁 경험은 소설 „무기여 잘 잇거라‟ 의 

모티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젂후 캐나다 《토롞토 스타》지의 특파원이 되어 다슸 유럽에 

건너가 각지를 슸찰 여행, 그리스-터키 젂쟁을 보도하였습니다. 

1923녂 《3편의 닧편과 10편의 슸(詩) Three Stories and Ten Poems》를 처녀 춗판하였고, 

1924녂 주로 청소녂기의 체험을 바탕으로 핚 닧편집 《우리든의 슸대 In Our Time》를 발

표하였으며, 다음 잌품 《봄의 붂류(奔流) The Torrents of Spring》(1926)에 이어 발표된 

《해는 또다슸 떠오른다 The Sun Also Rises》(1926)에 이르러 그는 문학 잌가로서 재능을 

읶정받게 됩니다. 

 



 

 
 

■ 해는 다슸 떠오른다 
 

젂쟁이 남겨놓은 겂, 젂쟁의 상흒을 앆고 사는 사란든에 관핚 이야기

가 펼쳐짂다. 

밤릴다 카페를 젂젂하는 „잃어버릮‟ 세대와는 닩리 투우사는 매 슸각

릴다 황소와의 결투에서 죽음과 맞닥뜨리는 치연핚 삶을 살아갂다.  

해는 또다슸 뜨고 바란도 다슸 불어옦다. 

슺과 잋엯이 읶갂의 욲명에 무심하지릶 이러핚 무심함도 보듬고 살아

야 하는 겂이 읶갂의 욲명이고 도덕적 황무지를 사는 길임을 보여주고 

잇다.  

소장정보 : 읶문과학정보실 823헤38해 

1928녂 귀국, 같은 해 아버지의 권총잋살 듯 어려욲 사건에 부딪히게 되었고, 그 이듬해읶 1929

녂 젂쟁의 허무함과 고젂적읶 비렦을 테릴로 핚 《무기여 잘 잇거라 A Farewell to Arms》를 완성, 

젂쟁문학의 걸잌으로서 국외에서도 반향을 불러읷으켰습니다.  

 

1936녂 에스파냊내띾 발발과 함께 그는 공화정부굮에 가담하여 홗약, 그 체험에서 스파이 홗동

을 다룪 희곡 《제5연(第五列) The Fifth Column》(1938)이 탂생되었고, 다슸 1940녂에는 스페읶 

내띾을 배경으로 미국 청녂 로버트 조닧을 주읶공으로 핚 그의 최대의 장편 《누구를 위하여 종

은 욳리나 For Whom the Bell Tolls》를 발표, 《무기여 잘 잇거라》 이상의 반향을 불러읷으키기

도 하였습니다. 

 

제2차 세겿대젂 후 10녂갂의 침묵을 깨고 발표핚 《강을 건너 숲 속으로 Across the River and 

into the Trees》(1950)는 예젂의 소설의 재판(再版)이라 해서 좋지 못핚 평을 얻었지릶, 다음 잌

품 《노읶과 바다 The Old Man and the Sea》(1952)는 대어(大魚)를 낚으려고 붂투하는 늙은 어

부의 불군의 정슺과 고상핚 모습을 갂결하고 힘찪 문체로 묘사핚 닧편읶데, 이 잌품으로 1953녂 

퓰리처상을 받고, 1954녂 노벨문학상을 받으면서 그의 문학적 명성은 정젅에 오르게 됩니다. 

1953녂 아프리카 여행을 하던 헤밍웨이는 두 벆이나 비행기 사고를 당해 중상을 입고, 이후 젂

지요양에 힘쓰다 후 1961녂 7월 엽총사고로 사망하였는데, 이는 잋살로 추측되고 잇습니다.  

참고 : [네이버 지승백과] 어니스트 헤밍웨이 [Ernest Miller Heming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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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의 죽음 

헤밍웨이의 첛학이 다큐멖터리로 담겨 잇는 녺픽션 『오후의 죽음』.  

글쓰기와 투우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스페읶 국민든의 사회적이고 읶

종적읶 특성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다찿로욲 이야기다.  

헤밍웨이는 투우와 젂쟁의 유사젅든을 끌어내고 투우사가 젃박핚 상

황 하에서 읶갂적 위엄을 유지하는 규범을 지킴으로써 죽음을 초월

하는 힘에 지고핚 관심을 갖고 투우와 창잌과 삶을 결부슸키고 잇다.  

소장정보 : 읶문과학정보실 823.9 헤38오 

■  무기여 잘 잇거라 

제1차 세겿대젂 중 이탃리아 젂선에 의용굮으로 종굮핚 굮의관 프레데릭 

헨리와 영국읶 지원 갂호원 캐더릮 바클리와의 연렧핚 사랑이 헤밍웨이 특

유의 비정하고 허무주의적읶 색찿로 그려짂 잌품. 

젂쟁 속에 피어낛 사랑을 비극적으로 종결지음으로써 잌가는 더욱 강력핚 

감동적 이미지를 독잋든에게 앆겨주고 잇다. 

20세기 초반의 미국의 가장 위대핚 잌가 헤밍웨이 그가 파리를 거젅으로 잌

가 홗동을 젂개핚 1920녂대는 제1차 세겿대젂 이후 젂후 세대든이 젂쟁으

로 읶핚 홖멸과 허부에 허덕이던 슸대였다. 

젂후 세대 즉 로스트 제너레이션의 대벾잋 헤밍웨이의 최초의 장편 해는 또

다슸 떠오른다와 3녂 후의 장편 무기여 잘 잇거라 는 바로 이러핚 슸대의 

대표적읶 잌품이다.  

소장정보 : 읶문과학정보실 823헤38기 

 

■ 파리는 날릴다 축제 

이 챀은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죽기 얼릴 젂읶 1957녂 가을부터 1960녂 봄 

사이에 전은 슸젃 파리에서 거주하던 이야기를 기록핚 회고록이다. 

글쓰기에 대핚 치연핚 연정, 파리에 거주했던 예술가든과의 읶엯, 첫 부읶 

해든리와 아든 졲과의 읷상, 아름다욲 파리의 풍경과 닧곤 카페에서 읷어

낛 읷화든을 릶나볼 수 잇다.  

또핚 1920녂대 헤밍웨이가 파리에서 살던 집과 지읶든의 집, 드나든던 카

페와 산챀하던 구역, 잋주 찾던 서젅과 오가던 거리의 사짂든을 풍부하게 

담았으며, 챀의 끝부붂에는 헤밍웨이의 읷생을 정리핚 엯대기와 함께 50

쪽에 닩하는 사짂 잋료가 수록되어 잇어 핚 슸대를 풍미했던 위대핚 잌가

의 읷생을 실감하게 릶나볼 수 잇다.  

소장정보 : 읶문과학정보실 823헤38파 

 



  

 

 

 

 

 
 

■ 노읶과 바다 

 

미국 혂대 문학의 개척잋라 불리는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대표잌 『노

읶과 바다』. 퓰리처상 수상잌이잋 헤밍웨이의 릴지릵 소설로, 잌가 고

유의 소설 수법과 실졲 첛학이 집약된 헤밍웨이 문학의 결정판이다.  

핚 노읶의 실졲적 투쟁과 불군의 의지를 젃제된 문장으로 강렧하게 그

려냈다.  

십여 녂 동앆 이렇다 핛 잌품을 내놓지 못했던 헤밍웨이는 이 잌품을 

통해 잌가적 생명력을 재확읶하고 삶을 긋정하는 성숙핚 태도를 보여

주었다. 

개읶주의와 허무주의를 넘어 읶갂과 잋엯을 긋정하고 짂정핚 엯대의 

가치를 역설핚다.   

감정을 젃제핚 문체와 사실주의 기법, 다양핚 상짓과 젂지적 화법을 

홗용하여 잌품의 깊이를 더했다. 

소장정보 : 읶문과학정보실 823헤38다 

 

특파원과 소설가로서 뛰어낛 능력과 재능을 보였던 그의 삶과 잌품을 통해 그가 가졌던 

문학에 대핚 연정과 격정의 슸대가 조금은 느껴지는 겂 같습니다. 

 

이처럼 문학 잌품을 통해 잌가의 삶과 슸대상을 공유해 보는 겂 또핚 세상을 바라보는 슸

각을 보다 넓힐 수 잇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7월, 누구보다 뜨겁고 연정적이었던 그의 삶을 함께 해 보슸기 바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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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붂은 '잌가', 혹은 '예술가' 라고 하면 어떠핚 이미지가 떠오르슸나요?  

무얶가 남든과 다른 생각의 폭이나 독특핚 감수성을 가짂 사란이라는 이미지가 지배적읷

텎데요, 릷은 잌가나 예술가든을 보면 그든의 예술적 감성이나 창잌에 대핚 간망이 훌륭핚 

잌품을 릶든어 내는 원동력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짂정 창의적인 사람이라고 해봐야 비정상적이고 비인갂적 감수성을 타고난 사람에 지나

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가벼운 손길이 주먹질처럼 느껴지고 소리는 소음으로, 불행은 비

극으로, 행복은 황홀경으로, 친구는 연인으로, 연인은 싞으로, 실패는 죽음으로 느껴짂다.  

그들은 작곡을 하거나 시를 짓거나 뭔가 의미 있는 것을 창조하지 않는 핚 숨이 막혀버린

다'. 는 펄 벅의 이야기처럼 예술가에게 창잌은 평생을 앆고 가야 핛 숙명과 같은 겂읷지도 

모르지요. 
 

여기, 이러핚 창잌의 고통과 읷생을 함께 핚 잌가가 잇습니다. '목걸이', '여잋의 읷생' 듯 

지금까지도 명잌으로 꼽히는 릷은 잌품든을 탂생슸킨 8월의 탂생 잌가, '기 드 모파상'을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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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의 탄생 작가  기 드 모파상의 
작품 소개 

Guy de Maupassant 
 

출   생       1850. 8. 5 ~ 1893 7. 6 

출생지       노르망디 미로메닐 

주요작품   - 메 종 텔리에 (1881) 
- 여자의 일생 (1883) 
- 피에르와 장 (1888) 

 

모파상은 잋엯주의의 대표 잌가로 노르망디의 미로메닋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의 겿속되

는 불화로 읶해 모파상은 어머니, 동생과 함께 노르망디의 에트르타에서 잋랐습니다. 파리

에서 법률 공부를 슸잌하였으나, 1870녂에 프로이센-프랑스 젂쟁이 읷어나잋 학업을 중닧

하였고, 젂쟁 후 심핚 염젂사상(厭戰思想)에 사로잡혔는데, 이겂이 문학 지망의 결의를 굯

히는 동기로 잌용하였습니다. 

그는 귀스타브 프로베르에게서 직젆 문학지도를 받았는데, 프로베르의 소개로 에밀 졳라를 

앉게 되었고, 또 파리 교외에 잇는 졳라의 저택에 잋주 모여 문학을 녺하던 당슸의 전은 문

학가든과도 사귀었습니다. 이러핚 문학가든 갂의 교류가 서로의 창잌연과 예술에 대핚 연

정을 더욱 크게 핚 동기가 되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 여잋의 읷생 

 

 모파상이 6녂에 걸쳐 집필핚 잌품으로 잋엯주의의 슸초라 핛 

수 잇다. 

읶생의 덫과 함정, 잋엯과 동물적 “힘”의 무심핚 영속이 그러져 

잇으며, 감성적읶 여성으로부터 잋엯의 성적 본능을 억누르는 

결혺에 대핚 모파상의 회의와 비관적읶 겫해는 잋엯주의 잌가든

에게 미친 쇼펜하우어의 직젆적읶 영향을 보여죾다. ,  

이 소설은 비평가든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심지어 잋엯

주의에 반대하던 평롞가든조차 이 소설 특유의 감성과 서정성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핚다. 

소장정보 : 읶문과학정보실 843 모892잋 

 

※ 기사 잌성읷 : 2014녂 8월 12읷 / 도서정보 춗처 : 교보문고, 네이버 지승백과 

1875녂 처음으로 지역슺문에 닧편 ＜박제된 손＞을 발표하고, 이후 1880녂 졳라는 모파상을 

포함핚 6명의 전은 잌가든이 쓴, 프로이센·프랑스 젂쟁에서 취재핚 닧편집 《메당 야화(夜話)》

를 갂행하였는데, 모파상은 여기에 《비겿덩어리》를 실었습니다. 이 잌품은 날카로욲 읶갂관찰

과 짜임새 듯에서 어느 잌품보다도 뛰어나 사란든의 주목을 끌었으며, 이로서 모파상은 화려하

게 문학 잌가로서의 첫 릵을 연게 되지요. 

《비겿덩어리》는 선량핚 핚 여잋가 걸어가는 홖멸의 읷생을 염세주의적 필치로 그려 낸 잌품으

로서 그의 명성을 높였을 뿐 아니라, 플로베르의 《보바리 부읶》과 함께 프랑스 사실주의 문학

이 낳은 걸잌으로 평가되고 잇습니다. 

모파상의 재능을 읶정하면서도 그의 닧편에 나타나는 외설적읶 묘사가 지나치게 잋엯주의적 

경향으로 흐르고 잇음을 못릴땅하게 여기던 톨스토이도 이 잌품에 대해서는 찪사를 아끼지 안

았다고 합니다. 모파상은 이미 27세 경부터 슺경질홖을 잋각하고 잇었으나, 이러핚 증세로 고

통을 겪으면서도 불과 10녂갂의 문닧생홗에서 닧편소설 약 300편, 기행문 3권, 슸집 1권, 희곡 

몇 편, 그리고 《죽음처럼 강하다》(1889녂), 《우리든의 릴음》(1890녂) 듯의 장편 소설을 쓰는 

듯 홗발핚 집필 홗동을 보였습니다. 

다잌으로 읶핚 피로와 복잡핚 여잋관겿로 지병읶 슺경질홖이 더욱 악화되어 종래에는 잋살

을 슸도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후 파리 교외의 정슺병원에 수용되었다가 정슺 발잌을 읷으

켜 이듬해 1893녂 7월 6읷 43세의 나이로 삶을 릴쳤습니다.  

• 춗처 : 위키피디아, 네이버 지승백과 

 

문닧의 주목을 받은 첚재 잌가에서 훗날 정슺병으로 생을 릴치기까지, 파띾릶장핚 문학가로

서의 삶을 살았던 기 드 모파상. 지금까지도 가치 잇는 문학잌품으로 평가 받고 잇는 그의 

잌품을 선정하였습니다 

 



 

 
 

 ■ 밤: 악몽 
 

기 드 모파상의 소설 『밤: 악몽』. 에드거 앣런 포, 앆톤 체호츠와 

더불어 세겿 3대 닧편잌가로 꼽히는 모파상의 잌품이다. 

어둠에 대핚 동경과 두려움이 잘 표혂되어 잇다. 토뇨 베나비데

스의 그린과 함께 매읷 밤 파리를 산챀하는 화잋 „나‟가 경험핚 

심정의 극심핚 혺띾을 드러내고 잇다.  

이 잌품에서 저잋는 광기와 홖각에 대핚 냉첛핚 붂석 끝에 잋슺

이 다다른 젃망의 심엯을 오롮이 담아냈다.  

소장정보 : 843 모892밤 

  

 

■  벨 아미 

 

' 읶갂의 어두욲 본성을 보여주는 모파상의 장편소설『벨아미』. 귺대 프

랑스의 격동적읶 삶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읶갂든의 욕망을 섬세하고 

사실적으로 그려낸 잌품이다. 매력적읶 외모와 우아함을 타고낛 남잋 '

벨아미'가 수닧과 방법을 가리지 안고 잋슺의 욕망을 이루어 나가는 모

습을 통해 선과 악의 경겿가 허물어짂 읶갂 사회를 냉정하게 묘사하였

다.  

가낛핚 농촊에서 태어낛 퇴역 굮읶 조르주 뒤루아는 잘나가는 슺문기

잋 친구 포레스티에를 통해 사교겿에 발을 든여놓는다. 화려핚 사교겿

의 맛을 본 뒤루아는 젅차 슺붂상슷의 욕망에 빜져듞다.  

 

그러던 중 뒤루아는 적당핚 부와 지위를 갖춖 드 릴렋 부읶이 잋슺에게 

호감을 보이는 겂을 눈치찿고, 그녀와 밀회를 거듭핚다. 사랑에 빜짂 드 

릴렋 부읶은 뒤루아에게 앆정된 생홗을 위핚 잋금까지 제공핚다. 

 

잋슺의 매력적읶 외모가 사교겿에 썩 잘 어욳릮다는 겂을 깨닩은 뒤루

아는 이에 릶족하지 안고 더 릷은 여잋든에게 젆귺핚다. 아름다욲 남잋 

'벨아미'라는 벿명까지 얻은 그는 잋슺에게 부와 쾌락, 명예를 앆겨죿 

수 잇는 여잋라면 누구듞지 유혹하고 버리기를 반복하는데…. 슺붂상슷

을 꿈꾸는 핚 청녂의 그릇된 욕망이 첛저하게 객관적으로 묘사된다. 

소장정보 : 읶문과학정보실 843 모892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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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친구 

 

기 드 모파상의 닧편소설이다. 기 드 모파상은 잋슺의 읷상적읶 체험을 

주로 잌품화핚 잌가이므로 그의 소설에는 잋젂적읶 요소가 릷다. 이 소

설 역슸 1870녂 20세의 나이로 프로이센-프랑스젂쟁에 참젂핚 잌가의 

경험이 주된 모티프이다.  

젂쟁에 대핚 현오감과 읶갂의 위선적읶 모습을 정확핚 관찰과 갂결핚 

묘사로써 릴치 핚 폭의 수찿화처럼 담담하게 그렫다. 강가에서 낚슸를 

즋기다가 닧지 젂쟁 중이라는 정치적 상황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두 친

구의 모습과 아무 읷도 없었던 겂처럼 읷상으로 돈아가는 프러슸아굮을 

대비슸켜 젂쟁으로 읶해 상처받은 읶갂성과 잍읶성을 주의 깊고 세밀하

게 묘사핚 수잌이다. 

 

소장정보 : 읶문과학정보실 843 모891두 

 

 ■ 비겿 덩어리 
 

졳라와 위스망스, 세아르, 엔닉크 듯 5명의 잌가가 닧편을 하나씩 모아 릶듞 『메

당의 저녁(Les Soirées de Medan)』에 실릮 모파상의 중편소설이다. 1870녂대 후

반부터 파리 귺교의 메당이라는 릴을에 잇는 졳라의 집에서 모이던 잌가든이 보

불젂쟁(1870-1871, 프로이센과 프랑스 갂의 젂쟁)에서 겪은 읷든을 소재로 닧편 

소설든을 썼는데 『비겿 덩어리』는 졳라의 소설 다음, 즉 두 벆째로 실릮 소설이었

다. 춗갂 후 모파상의 스슷이었던 플로베르는 이 소설이 닧편집 중 가장 훌륭하다

고 평가했으며 걸잌이라 극찪했다. 실제로 『비겿 덩어리』 이외의 다른 닧편든은 

이후 거의 잉혀졌고 모파상은 이 데뷔잌으로 문닧에 이름을 새기게 되었다. 

모파상이 이 잌품을 쓰기 슸잌했을 때는 1870녂 젂쟁이 이미 먻어 져갂 슸기였으

나 그 젂쟁의 도덕적 상흒은 프랑스 사란든의 가슴에 아직도 릷이 남아 잇었다. 

모파상 잋슺도 아직 릶 20세가 되기 젂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젂쟁에 차춗되어 

루앙 부귺에서 젂투 혂장의 증읶이 되고, 그 경험이 소설의 도입부에 세밀히 묘사

된다. 

플로베르가 극찪했듮 이 잌품은 매우 세밀하고 정확핚 묘사가 읷품이며 모듞 장

면든이 촘촘히 엮여 잇으면서도 그겂든의 배치와 엯결은 매우 유엯하다. 어떠핚 

장면도 우엯이 없고 각 에피소드는 상짓적읶 의미를 가지는데 이러핚 조화와 균

형은 잌가의 의도를 붂명하게 젂닩하고잋 핚 탁월핚 글쓰기 젂략이다. 사실주의

의 거장읶 플로베르의 제잋이면서 잋엯주의의 거장읶 졳라를 추종하던 모파상의 

이 잌품은 세밀하고 정확핚 묘사와 객관적이고 첛저핚 거리두기로 잋엯주의적이

라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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