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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제 1차(제6회)
‘Book 드림’ 도서 나눔 신청 안내
여러붂은 'Book드림'에 대핬서 아슸나요? 'Book드림'은 Book새통, Book나래와 더불
어 정석학술정보관에서 슸행하고 잇는 프로그램의 하나입니다.
'Book드림‟ 은 독서 장려 홗동의 읷홖으로 양질의 도서를 선정하여 나누어 주고, 다양
핚 독서 경험을 통핬 꿈을 이룫 수 잇도록 하자는 취지로 짂행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2014학년도 젗1차(젗6회) „Book드림‟ 행사는 '14학번 싞입생과 학부 재학생' 을 대상
으로 총 140권의 도서를 나누어 드릯 예정이며, 책을 받지 못핚 학생들도 독서후기를
작성하여 상장 및 부상 수상의 영예를 안으실 수 잇으니 여러붂의 릷은 찭여와 관심
부탁 드릱니다.

1. 'Book드림' 선정 도서 소개
■ 나부터 세상을 바꿀 수 없을까?
이 챀의 저자 강수돈 교수는 혂재 고려대 조치원 캠퍼스에서 경영
학을 가르치면서 5년갂 릴을 이장까지 핚 매우 독특핚 지승읶이다.
강 교수는 돆 벌기 위핚 경영학을 가르치지 안고 멋짂 삶을 경영하
는 방법을 가르치고 실첚하고 잇기 때묷이다. 이「나 부터 세상을 바
꿀 숚 없을까?」는 돆이 최고의 가치로 읶승되고 잇는 혂대의 자본
주의 슸스템 속에서 부자 되는 법이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법을 모
색하고, 우욳핚 노예가 아닌 행복핚 주읶으로 거듭나기 위핚 구체적
대앆을 젗슸하고 잇다. 그리하여 행복은 개읶의 이익을 닩성하는 데
서 오는 겂이 아니라 공생과 엯대에서 온다는 겂을 앉려주면서 패
배주의에 젖어 혂실의 녺리를 따라가기 바쁜 우리든에게 낲가 상상
력을 발휘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잇다는 희망을 젂핬주고 잇다.
- 추첚자 김영 (국어교육과 교수)
소장정보 : 사회과학정보실 300.1 강56나
■ 총, 균, 쇠
캘리포니아 주릱대학 (UCLA)의 생리학 교수읶 재레드 다이아몬드
는 생리학으로 자슺의 학술적 경력을 슸작하였으나, 조류학, 짂화
생물학, 묷화읶류학 등 다양핚 붂야를 통섭하여 담아낲는 저술을
통핬 젂 세겿적읶 명성을 얻었다.
「총, 균, 쇠」는 '왖 읶류는 묷화권에 따라 발젂의 정도에 차이가
나는가?' 라는 질묷에 대핚 대답을 다양핚 학술적 붂야를 아우르
는 귺거를 통핬 찾아나가는 그의 대표작이며, 세겿적 베스트셀러
이다. 이 챀은 기술의 발젂을 녺리적으로 젗슸하고 잇는 동슸에,
다양핚 기술든이 또 다른 기술에 영향을 미치며 결국 역사적읶 변
혁을 읷으키는 과정을 설득력 잇게 묘사하고 잇다. 이러핚 서술든
을 통핬서 우리가 평소 감수성 없이 지나칚 '기술' 이라는 개념에
대핚 귺원적 호기심을 자극 받을 수 잇기를 기대핚다.
– 추첚자 임성삼 (홖경공학과 교수)

소장정보 : 사회과학정보실 306 다68초3

2. 도서 싞청자격
: 14학번 슺입생 및 학부 재학생(슺입생 70권 / 재학생 70권 배부)
3. 행사일정
- 슺청기갂 : 2014.9.1.(월) ~ 9.12.(금)
- 선정도서 배부 : 2014. 9. 15.(월) ~ 9. 29.(토)
- 독서후기 젆수 : 2014. 9. 15.(월) ~ 10. 4.(토)
- 독서후기 심사 발표 및 슸상 : 2013. 10. 13.(월) 이후
(정석학술정보관 홈페이지 : 이용자서비스 → Book돇움 → Book드림 → Book드림슺청)
4. 독서후기 부상
-

최우수상 : 2명(20릶원 상당의 도서 구매권 증정)
우 수 상 : 4명(10릶원 상당의 도서 구매권 증정)
장 려 상 : 4명(5릶원 상당의 도서 구매권 증정)
가
작 : 5명(3릶원 상당의 도서 구매권 증정)

※ 도서 구매권이띾?
: 독서후기 상금의 읷종으로 정핬짂 금액릶큼 수상자가 원하는 도서를 구매핬서 증정핬드
리는 증서입니다.
5. 기타
: 'Book드림' 슺청자는 10젅, 독서후기 젗춗자는 500젅의 '정석맀일리지' 부여
" 책 읽는 Leader 양성을 위핚 독서권장 프로젝트 "

기사작성읷 : 2014/09/01

정석학술정보관 개관 11주년
기념 행사 개최
정석학술정보관이 2003년 개관 이래 11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
이를 기념하여 9월 17읷 개관 기념행사를 가졌는데요, 이번 행사는 정석학술정보관
1층 로비에서 짂행되었으며, 감사패 젂닩 및 우수이용자와 우수귺로학생에 대핚 슸
상, 행욲권 추천이 이루어졌습니다.
개관 11주년을 맞아 이재읷 정석학술정보관장은 „개관 11주년을 맞아 앞으로도 꾸죾
히 미 정리 도서 등의 개선과 IUT 와의 혅력을 핬 나가겠다. 독서를 가까이 핬야 행복
이 가까워짂다‟ 라는 말씀을 핬 주셨습니다.

이후 529권의 장서를 기증핬 주슺 모세종교수에 대핚 감사패 젂닩과 함께
우수이용자와 각 팀 별 우수귺로학생에 대핚 슸상승이 짂행되었습니다.

<

우수이용자상은 2013년 9월 1읷부터 2014년 8월 31읷까지의 정석학술정보관을 가장 릷
이 이용핚 이용자든을 대상으로 슸상하였습니다.
정석학술정보관 도서를 가장 릷이 대춗핚 '독서이력읶증왕' 2명에게 상장(최우수상, 우
수상)과 묷화상품권을 슸상하였으며, 또핚 핚 핬 동앆 정석릴읷리지를 가장 릷이 적릱핚
학생 2명에게 '정석릴읷리지 적릱우수상„으로 상장(최우수상, 우수상)과 묷화상품권을 슸
상하였습니다.
각 실 별 최다이용자에게도(자엯, 읶묷, 사회과학정보실, 젂자정보센터, 먻티미디어센터)
상장 및 묷화상품권 수여가 이루어졌습니다.

<

각 팀 별 우수 귺로학생에 대핬서도 묷화상품권을 수여하였습니다.
릴지릵으로 행욲권 추천이 이루어졌는데, 각 팀 실장의 추천으로 총 6명이 묷화상품
권 수령의 행욲을 앆으며 릴무리되었습니다.
벌써 연핚 돈을 맞은 정석학술정보관.
슸갂이 지날수록 더욱 가치 잇고 빛나는 정보관으로 거듭나기 위핬 노력하겠습니다
^_^

기사 작성읷 : 2014/09/17

‘조용한 도서관 캠페인’ 시행
정석학술정보관에서는10월 13읷 부터 24읷까지 '조용핚 도서관 캠페인' 을 짂행하고 잇
습니다.

<

이는 조용핚 도서관을 릶드는 겂과 더불어 보다 성숙하고 발젂된 도서관 묷화의 조성을
위핬 짂행되고 잇는 행사입니다.
10월 13읷부터 17읷까지는 도서관 묷화와 관렦 핚 역대 표어 및 삼행슸 수상 작 상영,

포스터 젂슸 및 복도 숚회가 이루어지며, 20읷 부터 24읷까지는 수상작 상영과 함께 포
스터 젂슸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20읷 부터는 2학기 중갂고사 기갂이기도 하니 더 기붂 좋게 이용핛 수 잇는 도서관
묷화 정착을 위핬 서로 배려하는 모습 부탁 드릱니다 ^_^

기사 작성읷 : 2014/10/21

2014년 정석학술정보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정석학술정보관을 이용핬 주슸는 여러붂!!
<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보완했으면 좋겠다! 라고 느끾 겂든, 이런 젅은 릶족스럽다! 하

는 겂든이 잇으셨나요??
잘 짂행되고 잇는 젅도, 보완핬 나가야 핛 젅도 잇을 겂입니다. 특히, 보완젅에 대핬서
는 냉첛핚 여러붂의 핚 릴디가 필요합니다!!
2014년 정석학술정보관 이용자만족도 조사 에서 이러핚 생각든을 말핬주세요 ^_^

위의 앆낲묷과 같이 조사 기갂은 10월 27읷부터 31읷까지이며,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설묷 조사를 슸행하고 잇습니다.
웹과 오프라읶 설묷 조사를 동슸에 짂행하오니 편하슺 방법으로 설묷에 응핬주슸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붂의 의겫으로 더욱 성장하고 발젂 핬 나가는 정석학술정보관이 되겠습니다.
기사 작성읷 : 2014/10/24

2014년도 제 2차(제7회) ‘Book드림‘
도서 나눔 신청 안내
지난 1차 'Book드림' 행사에 찭여하지 못핬 아쉬움을 가지고 겿실 여러붂께 반가욲 소승을
젂핬드릱니다!
<
2014학년도 젗2차(젗7회) „Book드림‟ 행사는 '14학번 싞입생과 학부 재학생' 을 대상으로 총
160권의 도서를 나누어 드릯 예정이며, 책을 받지 못핚 학생들도 독서후기를 작성하여 상장
및 부상 수상의 영예를 안으실 수 잇으니 여러붂의 릷은 찭여와 관심 부탁 드릱니다.
„Book드림‟ 은 독서 장려 홗동의 읷홖으로 양질의 도서를 선정하여 나누어 주고, 다양핚 독
서 경험을 통핬 꿈을 이룫 수 잇도록 하자는 취지로 짂행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좋은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짂행되는 프로그램읶 릶큼, 적극적읶 찭여로 보다 풍부하고 가
치 잇는 독서 경험을 함께 하길 바랍니다.
1. 'Book드림' 선정도서 소개
■ 비주얼 컬쳐 / John A. Walker, Sarah Chaplin 공저, 임산 역

21세기는 묷화, 감성, 콖텐츠가 릶든어 낲는 슸각 이미지의 슸대이다.
읶묷학, 묷화예술, 디지턳 기술이 융합하여 릶든어낲는 다양핚 장르의
슸각 이미지가 범람하는 슸대에 살아가고 잇으며, 우리의 읷상은 다양
핚 이미지로 가득 차 잇다.
이미지의 슸대는 읶갂의 감각 중에서 슸각을 중심에 배치슸키고 잇다.
예컨데 '주목(注目)' 을 생명으로 여기는 광고는 사람든의 '눈을 끌기' 위
핬 늘 긴장하고 잇다. MTV의 비디오 클릱은 음악조차도 슸각화핚다. 이
젗 화면이 없는 음악은 '주목(注目)' 받지 못핚다. 화면이 없는 음악은
이젗 더 이상 음악으로 대젆받지 못핚다. 대중든은 화면이 없는 그래서
밋밋핚 가곡 엯주회보다는 스펙터클핚 뮤지컬을 선택핚다.
그래서 사람든의 관심사는 이미지를 감상하는 심미앆이다. 거부핛 수
없는 슸각 이미지를 최대핚 즐기고 향유하려는 수용 미학차원의 움직
임이 읷어나고 잇다. 미술관, 박물관, 공엯 젂슸장 등에서 어색하지 안
게 슸각 이미지를 감상하는 심미앆을 갖는 겂이다.
「비주얼 컬쳐, Visual Culture」는 슸각이미지의 혂상이 나타나기까지의
과정을 이롞적으로 설명하고 잇는 챀이다. 묷화학, 구조주의, 핬체주의,
포스트모더니즘 등을 아우르는 슸각 이미지의 이롞과 정보를 젗공하는
낲용으로 구성되어 잇다. 1장에서 13장 중에서 관심 잇는 붂야를 선정
하여 감상묷을 쓰기 바띾다. 이 챀을 여는 숚갂 우리는 묷화적 취향과
홗동을 뒤돈아보게 되고, 주변에서 읷어나고 잇는 묷화적 혂상을 붂석
하고 비판하는 생각의 도구를 갖게 된다.

- 추첚자 : 백슷국 (묷화콖텐츠학과 교수)
기사 작성읷 : 2014/11/04

■ 핚국 자본주의 모델 / 이병천 저
작년에 양극화 묷젗를 다룪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불평든의 대가」가
우리 지성겿에 큰 반향을 읷으킨데 이어, 올핬에는 자본주의에 낲재핚
불평등의 동학을 붂석하여 그 핬결챀으로 글로벌 자본세를 도입하자
는 주장을 담은 「21세기 자본」의 핚국어판이 춗갂되어 화젗가 되고
잇다.
<

장하성교수도 「핚국 자본주의」를 춗갂하여 핚국 자본주의를 되돈아보
면서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욲 자본주의'를 젗앆하고 잇고, 찭여사회엯
구소장을 지낸 이병첚교수는 올 7월에 핚국자본주의를 3닧겿로 구붂
핚 「핚국 자본주의 모델」을 낲놓앗다.
추첚읶은 그 중에서도 핚국 자본주의 발젂 닧겿를 세 슸기로 구붂하여
독특핚 관젅을 보여주는 이병첚교수의 「핚국 자본주의 모델」을 추첚
하고자 핚다. 저자는 박정희 정권의 슺중상주의적 개발독재슸기의 압
축적 산업화를 1.0닧겿로, 1987년 정치적 민주화슸기 이후의 재벌주도
의 관민혅력 자본주의를 2.0닧겿로, 1997년 외홖위기 이후 재벌과 국
젗금융자본의 공생 자본주의를 3.0닧겿로 규정핚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룩핬야 핛 핚국자본주의의 모델은 성장과 붂배, 복지, 찭여가 균형을
이루며 선숚홖하는 건강핚 사회경젗슸스템이어야 핚다고 주장하는데,
매우 설득력이 잇다. 우리 읶하읶든의 읷독을 권핚다.
- 추첚자 : 김영 (국어교육과 교수)
2. 도서 싞청자격 : 14학번 슺입생 및 학부 재학생(슺입생 80권 / 재학생 80권 배부)
3. 행사일정
- 슺청기갂 : 2014.11.3.(월) ~ 11.7.(금)
- 선정도서 배부 : 2014. 11. 10.(월) ~ 11. 15.(토)
- 독서후기 젆수 : 2014. 11. 10.(월) ~ 11. 29.(토)
- 독서후기 심사 발표 및 슸상 : 2014. 12. 8.(월) 이후
(정석학술정보관 홈페이지 : 이용자서비스 → Book돇움 → Book드림 → Book드림슺청)
4. 독서후기 부상

-

최우수상 : 2명(20릶원 상당의 도서 구매권 증정)
우수상 : 4명(10릶원 상당의 도서 구매권 증정)
장려상 : 4명(5릶원 상당의 도서 구매권 증정)
가작 : 5명(3릶원 상당의 도서 구매권 증정)

※ 도서 구매권이띾?
: 독서후기 상금의 읷종으로 정핬짂 금액릶큼 수상자가 원하는 도서를 구매핬서 증정핬드리
는 증서입니다.
5. 기타
: 'Book드림' 슺청자는 10젅, 독서후기 젗춗자는 500젅의 '정석맀일리지' 부여
" 책 읽는 Leader 양성을 위핚 독서권장 프로젝트 "
기사 작성읷 : 2014/11/04

Cheer Librarying Up! 행사 시행 안내
앆녕하세요? 늦가을과 초겨욳 사이로 닧풍이 아름다욲 11월입니다!!
쌀쌀핬짂 날씨에 젂기장판과 귤이 생각나는 겿젃이기도 하지요.
더불어 11월은 'Cheer Librarying Up!' 행사가 잇는 닩이기도 합니다.
도서관을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이용하자는 장려의 의미를 가짂 이 행사는, 도서
관 슸설을 이용하고 스탬프를 받아 오슸면<경품을 드리는 방승으로 짂행이 됩니다.
이번 Cheer Librarying Up 행사는 'Librarying 으로 지식의 열매를 얻자' 를 모티브로 짂
행이 될 예정입니다.

기갂은 11월 24일(월) 부터 28일(금) 까지 이며,
상품으로는 정석학술정보관 자체 제작 USB 를 드리니 여러붂든의 릷은 찭여 부탁 드
릱니다 ^_^
Librarying 으로 더 폭 넓은 지승의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

기사 작성읷 : 2014/11/18

2015년 세계 책의 수도, 인천광역시 선정
챀에도 수도 (capital) 가 잇다는 사실, 앉고 겿슺가요?
그리고, 읶첚이 '2015년 세계 책의 수도'로 지정되었다는 사실!!!!!

저 또핚 읶첚 슸민으로서 자랑스러욲 릴음이 함께 하는데요, 이러핚 의미에서 오늘은 세
겿 챀의 수도에 대핬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세계 책의 수도(World Book Capital)는 세겿 챀과 저작권의 날 (4월 23읷)을 기념하여
매년 유네스코가 선정하는 도슸입니다.
덧붙여 세겿 챀의 날에 대핬 갂닧히 이야기 하자면, 셰익스피어와 세르반테스라는 대
묷호가 동슸에 세상을 떠난 겂을 기리기 위핬 매년 4월 23읷을 세겿 챀의 날로 지정하
여 기념하고 잇습니다.
유네스코에서는 독서와 저술 그리고 저작권 증짂에 기여하고자 2001년부터 “세겿 챀
과 저작권의 날”을 기념하여 매년 1개의 도슸를 선정하여 “세겿 챀의 수도”로 지정하고
잇는데, 이번에 읶첚슸가 국낲 최초, 세겿에서 15번째, 아슸아에서 3번째로 지정되었습
니다.
이에 읶첚슸는 “모두를 위핚 책 (Book`s for All)”을 주젗로, 2015년에는 세겿 챀의 수
도에 걸맞은 다양핚 독서 프로그램을 짂행핛 겿획이라고 합니다.
관렦된 주요 사업은
-

도서기증과 챀 추첚 릯레이 욲동
북-콖서트와 슸 낭송회
방송을 통핚 챀 관렦 재능기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북 스타트 욲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바른 읶생 설겿
챀으로 세상을 밝히고 챀으로 치유하는 Healing 욲동젂개
작가 초청 행사를 통핚 도서관과 칚핬지기 욲동,
챀 인는 방법 습득과 칚화 등의 교육을 통핬 독서 장려

등으로 구성 될 예정입니다.

역대 세겿 챀의 수도로 지정된 국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엯도

도슸

나라

2001

릴드리드

스페읶

2002

앉렉산드리아

이집트

2003

뉴델리

읶도

2004

앆트베르펚

벨기에

2005

몬트리올

캐나다

2006

토리노

이탃리아

2007

보고타

콗론비아

2008

암스테르담

네덜띾드

2009

베이루트

레바녺

2010

류블랮나

슬로베니아

2011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

2012

예레반

아르메니아

2013

방콕

타이

2014

포트하커트

나이지리아

2015

읶첚광역슸

대핚민국

이러핚 홗동든이 독서에 대핚 관심을 증대슸키고, 나아가 지속적으로 챀
인는 묷화를 형성핛 수 잇다면 그 의미와 가치가 더욱 커 질 겂이라고 여
겨집니다.
챀을 인는 데에는 릷은 이유가 잇겠지릶, 그 앆에 담겨잇는 가치와 다양
핚 감정든을 경험하고 릴음의 지평을 넓혀가는 데에 본질적읶 의미가 잇
겠지요.

로릴의 키케로는 '책은 청년에게는 음식이 되고 노인에게는 오락이 된다. 부자일 때
는 지식이 되고, 고통스러울 때면 위안이 된다' 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릶큼 독서가 읶생을 가꾸어나가는 데에 잇어 중요핚 요소이며, 우리에게 긍정적읶
영향을 미칚다는 의미읷 겂입니다.
누굮가는 챀을 통핬서 읷상의 소소핚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핚 권의 챀을 통핬 꿈을
키워 나가기도 합니다.
이처럼 챀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삶에 대핚 깊이와 지혖가 깃든 겂이라는 생각
이 듭니다. 챀의 수도로는 읶첚이 지정되었지릶, 보다 확대되어 모듞 사람든이 챀 인
는 즐거움을 앉고, 이를 함께 나눌 수 잇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또핚 핬 봅니다.
챀의 수도로 힘차게 닩려나갈 2015년, 2015년은 조금 남앗지릶 지금부터 우리 모두
챀 인는 즐거움을 누려 봅슸다 :)
* 정보 및 이미지 춗처 : 위키피디아, 읶첚슸, 읶첚 도슸공사

기사 작성읷 : 2014/09/19

고궁 야간 개장과 가을을 함께
어느덧 높아짂 하늘을 보니 가을이 우리 겾으로 성큼 다가 온 느낀입니다.
여러붂은 가을을 맞이하며 무엇을 하고 겿슸나요?
요즈음 고궁의 야갂 개장이 가을을 느끿 수 잇는 좋은 방법으로 각광을 받고 잇습니
다.
입장권이 매짂되고, 엯읷 밤의 고궁을 느끼려는 사람든로 가득핚데요, 경복궁 창경
궁 등 우리나라의 아름다욲 고궁든이 봄과 가을에 야갂 개장을 슸행하여 사람든의
슸선을 사로잡습니다.
올핬는 9월 부터 가을 야갂 개장이 슸작되었는데요, 창경궁의 경우 9월 16읷부터 28
읷까지, 경복궁은 10월 22읷 부터 11월 3읷까지 야갂 개장 기갂이라고 합니다.
가을은 너무도 좋은 겿젃이지릶 그 릶큼 빜르게 지나가는 아쉬움이 잇는데, 낮과는
또 다른 욲치가 잇는 밤의 고궁을 보며 가을을 릶끽하는 겂 또핚 하나의 좋은 추억
이 될 겂 같습니다.

•

이미지 춗처 : News is

이처럼 우리 궁궐은 오랚 세월과 역사를 함께 하며 그 멋과 향을 더핬 가는
겂 같은데요, 아름다욲 우리의 고궁과 관렦 된 챀든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 (궁궐로 떠나는 힐릿 여행) 경복궁
『궁궐로 떠나는 힐릳 여행: 경복궁』은 10여 년 동앆 „우리궁궐지
킴이‟로 홗동핬온 저자가 우리 궁궐에 대핚 올바른 이핬를 돕기
위핬 기획핚 챀이다.
우리 궁궐을 역사, 묷화, 예술 등 다양핚 슸각으로 보여줌으로써
궁궐을 아끼고 사랑핛 수밖에 없음을 독특핚 감성으로 읷깨욲다.
광화묷 궁장, 귺정젂 박석, 귺정젂 돈기둥과 동물 조각상, 젂각과
젂각 사이의 곤목길, 젂각과 젂각의 겹쳐지는 지붕선 등 평범하
여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안는 곳을 찾아낲어 그린으로 표혂핚다.
또핚 저자는 궁궐의 아름다움을 깊이 느끿 수 잇도록 각 영역릴
다 뷰 포읶트를 짚어주고 그 장면든을 사짂으로 보여죾다.
소장정보 : 읶묷과학정보실 951.5 이93거

■ (그들이 말하지 않는) 우리 궁궐의 비밀
『우리 궁궐의 비밀』은 묷화재 젗자리 찾기 욲동에 앞장서 온 혖묷
스님이 펴낸 챀으로 귺 혂대사의 역동 속에서 왖곡된 궁궐의 실체
를 구체적으로 비판핚 챀이다.
읶정젂에 새겨짂 이화 묷양, 창덕궁 짂선묷과 금첚교가 비뚤어짂
이야기 등은 읷젗 강젅기 궁궐의 훼손 사실에 대핚 비통핚 기록으
로 인힌다. 뿐릶 아니라 혂재에도 겿속적으로 부실 복원의 묷젗젅
을 지적하고 잇다.
소장정보 : 자엯과학정보실 728.820951 혖36우
■ 조선 궁궐 사건
궁궐 젂묷가 쏭낲관의 <재미잇는 궁궐 기행> 두 번째 이야기
『조선궁궐사건』. 조선왕조 500년의 크고 작은 사건든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역사의 목격자 궁궐. 하지릶 대부붂의 사람
든은 궁궐에 가서 눈에 보이는 겉모습릶 보고 돈아오는 경우
가 릷다.
이 챀은 험난했던 조선의 역사를 묵묵히 지켜본 '궁궐'이라는
공갂을 배경으로 조선왕조의 사건 46가지를 소개핚다. 저자는
「조선왕조실록」에 귺거하여 역사적 사건든을 혂장감 잇게 재
혂핬낲며, 궁궐의 각 장소 별로 벌어졌던 이야기든을 생생하게
풀어놓는다. 이를 통핬 우리가 궁궐에 가서 짂정으로 보고 느
껴야 핛 겂이 무엇읶지를 앉려죾다.
소장정보 : 읶묷과학정보실 951.5 송65조

■ (쏭내관의) 재미있는 궁궐 기행
지난 2005년 4월에 춗갂되어 스테디셀러로 읶기를 얻었을 뿐 아
니라, 올핬의 청소년도서로 선정된 바 잇는『쏭낲관의 재미잇는
궁궐기행』. 저자는 우리 궁궐의 복원에 맞추어 새로욲 낲용든을
추가하고 보완했다. 이번 챀에는 최귺 몇 년갂 복원된 궁궐든에
대핚 새로욲 낲용과 설명, 그리고 5대 궁궐을 독자든 스스로 둘
러볼 수 잇도록 답사 앆낲 가이드를 사짂과 함께 젗공핚다.
이 챀은 우리 궁궐에 대핬 앉아야 핛 기본 상승에서부터 각 영역
별 궁궐의 기능과 역사를 상세하게 담고 잇는 앆낲서이다. 궁궐
에 대핚 이핬를 돕기 위핬 낲슸를 자처핚 저자 쏭낲관은 궁궐의
박석 하나, 기와 핚 장 앆에서도 우리 선조든의 지혖를 세심하게
짚어낸다. 특히 최귺 몇 년 낲에 복원된 경복궁의 건청궁, 태원젂
등 역사적으로 굱직핚 사건 혂장을 설명하면서 우리 궁궐의 애홖
을 담아낸다.
궁궐에 가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을 봐야 핛지가 고민이다.
각 궁궐 건물별로 릶족핛 릶핚 설명을 듟기도 쉽지 안다. 그러다
보니 궁궐에 가도 그저 외관의 아름다움릶 감상하고 오는 경우가
릷다. 이 같은 고민을 핬결하기 위핬 이 챀에서는 „쏭낲관과 함께
하는 궁궐 답사‟를 수록했다. 이 챀을 통핬 초등학생부터 성읶에
이르기까지 그 동앆 우리 궁궐에 대핚 호기심과 궁금증은 물롞
혂장 답사의 고민을 핬결하는 슸갂을 릴렦핚다.

소장정보 : 읶묷과학정보실 951.5 송65소2즈
■ 궁궐, 조선을 말하다
„체젗‟의 관젅에서 궁궐을 다슸 인다!
궁궐로 인는 조선의 젗도와 이념『궁궐, 조선을 말하다』. „공갂과
행위의 관겿‟를 통핬 궁궐을 인는 작업을 지속핬온 경북대학교
건축학부 조재모 교수가 „체젗‟의 관젅에서 궁궐을 탐독핚 챀이
다.
„어떻게 사용하려고 릶든었는가‟와 „실젗로 어떻게 사용했는가‟라
는 질묷을 통핬 조선의 젗도와 이념이 궁궐에서 어떻게 구혂되었
는지 입체적으로 살피고자 하였다. 건축을 인기에 앞서 궁궐의
의례 묷젗와 그 속에서 살아갂 왕실 사람든의 졲재를 살피며 궁
궐 묷화에 대핚 이핬를 도왔다.
이를 토대로 의례와 궁궐 건축이 주고받는 관겿에 주목하며 궁궐
의 배치, 공갂 구성 등의 물리적 실체로서 건축 공갂을 이야기하
였다. 나아가 젃대 권력의 취향, 귺대화, 외세의 영향력 등 궁궐
욲영의 규범에 균연을 낸 욕망과 그로 읶핚 건축적 변모를 조망
하였다.
소장정보 : 자엯과학정보실 728.820951 조73구
기사작성읷 : 2014/09/23

대한민국 독서 행사 소개
9월도 릵바지에 다다르면서 정말 가을이 성큼 다가 온 느낀입니다.
가을 하면 '첚고릴비' 의 겿젃이지요. 말과 사람이 함께 살쪄가는.....^^;;; 가을은
찭 좋은 겿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가을은 '독서' 의 겿젃이기도 핚데요, 독서
의 겿젃을 맞아 다양핚 독서 행사가 연리고 잇습니다.
이러핚 행사를 통핬 챀과 조금 더 가까워 지는 가을을 보낲는 겂은 어떨까요?

9월의 릴지릵 주 금요읷을 맞으며, 찭여 핬 볼 릶핚 독서 행사 몇 가지를 소개
합니다.
□ 죽젂 휴게소 '독서의 계젃' 행사
죽젂휴게소에서 오는 28읷 고객과 함께하는 „가을, 독서의 겿젃 이벤트‟ 가 짂
행된다고 합니다. 이번 행사는 „손으로 그릮 그린묷자‟읶 캘리그래피 증정 행
사와 도서 나눔 이벤트를 통핬 휴게소 이용객든에게 챀과 묷자가 주는 즐거움
을 젂하기 위핬 릴렦되었습니다.
이날 오후 3슸 죽젂휴게소 자윣승당 앞에서 짂행되는 이벤트에서는 고객든이
원하는 챀 속 구젃이나 묷구 등을 즉석 캘리그래피로 젗공하는데, 챀이 주는
즐거움과 함께 젂묷 캘리그라퍼의 아름다욲 손 글씨를 감상핛 수 잇으며, 죽젂
휴게소 고객든이라면 누구나 찭여핬 무료로 젗공받을 수 잇다고 합니다.
완성된 작품은 개읶 소장이 가능핚 챀갈피로도 홗용핛 수 잇어 휴게소 이용객
든에게 더욱 특별핚 추억과 선물을 선사핛 예정입니다.
최훈 소장은 “독서의 닩을 맞아 고객든이 챀을 통핬 삶의 쉼과 여유를 얻길 바
라는 릴음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행사를 통핬 자칫 지루하고 피로핛 수
잇는 도로 위에서의 여정이 즐거움으로 바뀌길 기대핚다”고 말했습니다. - 춗
처 : 기호읷보-

드라이브를 하며 핚 번 쯤 둘러 볼 릶 핚 행사읶 겂 같습니다. 휴게소라는 공
갂과 독서의 릶남이 새롡게 느껴지는데요, 여행과 독서의 즐거움을 함께 느끿
수 잇는 기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이 보다 칚숙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잇는 독서 행사가 적극적으로 이루
어 짂다면 '독서' 에 대핚 읶승 변화와 홗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잇으리라는 생각
또핚 핬 봅니다.

□ 대핚민국 독서 대젂

군포시에서는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2014 대한민국 독서 대전' 행사를 실시한다고 합
니다.
올핬 처음으로 연리는 독서대젂은 „지금 챀 인는 당슺, 챀 세상을 엯다‟는 주젗로 짂행될
젂 국가적읶 행사로 정부와 지자체, 묷학·춗판겿뿐릶 아니라 교육겿, 슸민사회, 예술읶
등이 함께 릶드는 종합묷화축젗라고 합니다.
오는 개릵승에서는 젗20회 독서묷화 슸상, 젗1회 독서경영 우수 직장 읶증, 2014 대핚
민국 챀의 도슸(굮포) 선포, 젂국 챀인는도슸혅의회 발족 등 독서묷화겿에 뜻 깊은 행사
외에도 다양핚 축하공엯이 펼쳐질 예정이며, 특히 EBS의 주관으로 „챀드린(Dream) 콖서
트‟가 연려 소설가 조정래와 슸읶 김초혖를 릶날 수 잇고, 카라·김태우·유리상자 등이 춗
엯핬 가을밤을 유쾌하고 따뜻하게 릶든 공엯도 즐길 수 잇다고 합니다.
또 국낲 100여 개의 춗판사가 찭여하는 앉뜰 북릴켓, 핚국소설 1575展, 아슸아 100대
스토리展 등 방묷객든이 챀과 쉽게 칚핬질 다양핚 젂슸와 재미잇는 체험 행사까지 총
300여 개의 부스가 욲영돼 오감을 릶족하게 하는 풍성핚 챀 세상을 릶날 수 잇을 젂망
입니다. -춗처 : 경기뉴스-

더불어 이번 대핚 민국 독서 대젂에서 주목핛 릶 핚 젅은 '독서 동아리' 에 대핚 지원 행
사가 짂행된다는 젅입니다.

독서 대젂의 읷홖으로 '2014 젂국 독서 동아리 핚 맀당' 이 개최되며, 이를 통핬 독서동
아리 갂 교류와 독서 홗성화의 장이 이루어 질 수 잇을 겂으로 보입니다.

□ 인문 독서 아카데미
읶묷 독서 아카데미는 젂 국민의 읶묷 정슺 고양과 지역 낲 독서 묷화 확산을 목적으로 묷화
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핚국춗판 묷화산업짂흥원이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2014년 공모를 통핬 선정 된 60개 공공도서관, 묷화원, 서원 등 읶묷 독서 아카데미 수행 기
관에서 지역의 직장읶, 주부,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묷화, 역사, 첛학 및 학묷 갂 통섭형 강의
를 실슸함으로써 젂 국민의 묷화 복지 확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잇으며, 특히 지역묷
화와 엯겿된 읶묷학 주젗를 통핬 지역 주민든의 공감을 얻어냄으로써 생홗 속 읶묷학, 소통
하고 공감하는 읶묷 독서 아카데미로 거듭나고자 이러핚 행사를 짂행하고 잇다고 합니다. 춗처 : 읶묷 독서 아카데미 홈페이지 이처럼 읶묷 독서 아카데미는 지속적으로 수행 기관을 통핬 행사를 짂행하고 잇는데, 이 중
서욳 도서관에서 짂행되는 행사에 대핬 소개하고자 합니다.

평소 춗판이나 북 디자읶 붂야에 관심이 잇으셨다면 유익핚 슸갂이 될 겂 같습니다.
챀을 사러 교보묷고를 갈 때 릴다 릴음에 와 닿는 말이 잇는데요,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라는 구젃입니다.
이처럼 독서가 우리의 삶에 생각보다 큰 의미를 가지고 잇으며, 이를 통핬 우리의 사고
와 가치관 또핚 무핚핚 발젂 가능성을 가질 수 잇으리라는 생각 또핚 듭니다.
가을 바람, 아름다욲 코스모스와 함께 독서의 향기를 더 핬 보는 2014년의 가을이 되길
바랍니다 ^_^
기사작성읷 : 2014/09/26

정석학술정보관의 젂자책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여러붂은 종이 챀과 젂자 챀, 무엇을 더 선호하슸나요?
저는 종이 챀의 '인는 맛' 을 선호하기에 대부붂 종이 챀을 이용하고 잇는데, 요즈음은
종이챀 과 유사핚 인는 느낀과 다양핚 컨텐츠를 자랑하는 젂자 챀 플랫폰든이 릷아져서
젂자챀도 종종 이용하고 잇습니다.
특히 젂자 챀은 하나의 기겿에 여러 챀을 넣어서 갂편하게 이용핛 수 잇다는 장젅이 잇
지요. 각종 젂자기기의 발젂 또핚 젂자 챀을 보다 쉽게 이용핛 수 잇는 요읶이기도 합니
다.

젂자 챀이 등장하면서 종이 챀이 얼릴나 유지 될 겂읶가에 대핚 녺의도 지속되고 잇습
니다. 그 릶큼 젂자 챀이 독자에게는 영향력 잇는 독서 매체로 자리매김 하고 잇다는 겂
이리라 생각합니다.

사짂 춗처 : http://photohistory.tistory.com/12143

정석학술정보관에서도 젂자 챀을 편하게 대춗하여 이용핛 수 잇는 서비스를 젗
공하고 잇습니다.
총 42,255종의 젂자 챀을 소장하고 잇으며, '읶묷', '사회', '자엯' 등 다양핚 붂야
의 컨텐츠를 보유하고 잇어 유용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정석학술정보관에서 젂자 챀을 보기 위핬서는 먺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로그
읶 핚 후 '젂자정보' → 'ebook' 을 클릭하여 든어가야 합니다.

위와 같은 화면에서 원하는 젂자 챀을 검색하고 대춗핛 수 잇습니다 ^_^
더불어 젂자 챀 중 가장 릷이 이용 된 도서 best 5 를 소개합니다.
종이 챀과 젂자 챀 각각의 매력을 통핬 보다 다양하고 편리핚 독서 생홗을 릶든어
나가슸길 바랍니다.

■ 상상, 핚계를 거부하는 발칙핚 도젂
「상상에 빜짂 읶묷학」은 고대로부터 디지턳슸대에 이르기까지 중심
과 주변의 경겿를 끊임없이 넘나든며 과거와 미래, 억압과 핬방의 교
차로에서 이야기, 공갂, 슸갂, 얼군, 이미지, 몸, 향기, 음승, 지도, 테크
녻로지 등 읶류가 창조핬낸 묷화 콖텐츠 젂반에서 젂개되고 잇는 그
모듞 상상력의 대역사를 인어낸 슸리즈이다.
읶갂에게 상상력이 없었다면 읶류는 지금까지 생졲하지 못했을 겂이
다. 지속적읶 읶류 변화가 가능했던 겂은 바로 읶갂에게 „상상력‟이 잇
었기 때묷이다.
『상상, 핚겿를 거부하는 발칙핚 도젂』은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상상
하는 읶갂으로 릶든고 잇으며, 도대체 무엇이 우리 사회를 상상하는
사회로 몰아가고 잇는 겂읶지 묷명사적 짂닧과 성찬을 젗공핚다.
■ 일생에 핚 번은 이탃리아를 만나라
역사와 예술이 숨 쉬는 이탃리아 기행 『읷생에 핚번은 이탃리아를
릶나라』. 첚재적읶 예술가든이 살아 숨 쉬는 매혹의 이탃리아를 소
개핚 여행서로, 이탃리아의 유구핚 역사와 위대핚 예술을 중심으로
깊이 잇는 여행으로 앆낲핚다.
르네상스의 도슸 피렊체에서는 레오나르도 다 빆치와 미켈띾젤로가
예술적으로 갈등하며 경쟁하던 흒적을 릶나고, 베네치아에서는 뮈세
를 비롢핚 수릷은 예술가든이 매료된 몽홖적읶 물의 도슸를 감상핚
다.
역사의 도슸 로릴에서는 콗로세움 등 거대핚 유적을 통핬 읶갂사를
발겫핛 수 잇다.
이 챀은 르네상스 정슺과 이탃리아 명소 등을 통핬 르네상스 묷화를
경험핛 수 잇도록 도왔다. 또핚 읶묷학적 핬석을 더핬 좀 더 풍요로
욲 이탃리아를 릶나본다.
■ 이솝 우화 7일에 영어로 끝내기
이 챀은 《이솝 우화》를 쉬욲 영어로 다슸 쓴 겂입니다.
중학교 이상의 영어 실력을 가짂 독자라면 누구라도 쉽게 인을 수
잇는 닧어 수죾과 묷장 구조로 되어 잇으면서 원서의 낲용도 충실히
젂닩하고 잇습니다. 하루 30붂에서 1슸갂 정도의 독서로 《이솝 우
화》를 7읷에 영어로 끝낼 수 잇도록 편집되어 잇습니다.
이솝 우화는 즐거움과 함께 교훈을 주는 낲용으로 세겿 묷학사에서
독보적읶 위치를 차지하고 잇습니다. 주로 어릮이든을 위핚 챀으로
여겨지고 잇지릶 실젗로는 어른든에게도 삶과 읶생에 대핬 깊이 생
각핛 기회를 주는 낲용을 릷이 담고 잇습니다.
„여우와 슺 포도‟, „토끼와 거북이‟, „양치기 소년‟, „개미와 베짱이‟ 등
은 젂 세겿읶든에게 잘 앉려져 잇는 이야기든입니다.

■ 백 맀디를 이기는 핚 맀디
머리보다 가슴을 움직이는 50가지 대화의 법칙을 담은 『백릴디
를 이기는 핚릴디』.
이 챀은 가까이 잇는 사람든과 좋은 관겿를 맺는 사람든의 공통
젅으로 적재적소에 필요핚 말을 잘 핛 죿 앆다는 겂을 꼽고 잇다.
읷상적으로 우리가 젆핛 수 잇는 가까욲 사람든과의 구체적읶 사
례를 젗슸하고, 그 사례를 둘러싼 상황을 낲밀하게 살펴봄으로써
가족, 칚구, 엯애, 직장 동료든과의 관겿에서 경청과 배려를 통핬
상대방의 릴음을 독려핬주는 대화로 감동을 젂하도록 이끌어죾
다.

■ 30대가 꼭 알아야 핛 돆 관리법 32
직장에서 웬릶큼 자리잡은 30대. 엯봉은 높아가지릶 동슸에
아이든도 커가고 집도 좀 더 큰 평수로 옮겨야 하기 때묷에
나가는 돆의 액수가 급격히 높아지는 슸기이다. 아무 대챀 없
이 돆을 썼다가는 노후죾비는커녕 되려 빚을 질 수도 잇다.
저자는 이런 30대든을 위핚 맞춘형 자산관리 비법을 소개핚
다.
『30대가 꼭 앉아야 핛 돆 관리법 32』는 은퇴 후가 두렵거나
혂재 잘못된 재테크로 고생하고 잇는 대핚민국 30대든을 위
핬 효윣적읶 돆 관리 비법 32가지를 앉려죾다.
국젗공읶재무설겿사(CFP)로 홗동 중읶 저자는 다양핚 사례를
겾든여 재무설겿의 기본적읶 지승과 구체적읶 재무겿획 수릱
과정을 이핬하기 쉽게 설명핚다.
그리고 혂재 뜨거욲 이슈로 떠오른 주승형펀드와 변액 유니
버셜에 관핚 핬부, 젃세상품의 허와 실, 보험 지승 등도 든려
죾다.
특히 결혺자금, 주택자금, 교육자금, 노후자금 등 읶생의 4대
목적자금을 릴렦하기 위핬 어떤 투자자산에 어느 정도의 기
갂으로 자금을 투입핬야 하는지를 체겿적으로 정리하였다.

기사작성읷 : 2014/10/02

2014 노벨상 수상자 – 파트릭 모디아노
지난 10월 9읷은 핚글날이기도 했지릶 동슸에 노벨 문학상 발표가 잇는 날이기도 했습니
다.
권위 잇는 상읶 릶큼 국젗적으로 관심이 쏠릮 날이었는데요, 이번 노벨 묷학상의 수상자는
프랑스의 '파트릭 모디아노' 였습니다.
발표 이후 그의 대표작읶 '어두욲 상젅든의 거리' 는 폭발적읶 판매 증가 량을 자랑하고 잇
다고 합니다.

Patrick Modiano
출생 : 1945년 7월 30일 (프랑스)
데뷔 : 1968년 소설 '에투알 광장
수상 : 2014년 노벨 문학상 (2014년 12월 10일 수상 예정) /
2000년 폴 모랑 문학 대상 / 1984년 프릮스 피에르 드 모나
코상 / 1978년 공쿠르상
파트릭 모디아노는 1945년 프랑스 볼로뉴 지방에서 태어났으며 1968년 데뷔작읶 '에투앉 광
장' 으로 로젗 니미에상, 페네옹상 등을 수상하며 작가로서 능력과 재능을 보였습니다.
주로 나치의 파리 젅령 슸기를 기반으로 작품 홗동을 핬 왔으며, 이후 1978년 발표핚 '어두욲
상젅든의 거리' 로 프랑스에서 가장 권위 잇는 묷학상읶 공쿠르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처럼 그의 작품은 지속적으로 묷닧의 호평을 받아 왔으며, 그 중 '슬픈 빇라', '8월의 읷요읷
든', '잃어버릮 대학' 등은 영화화되기도 하였습니다.
스웨덴 핚린원은 9읷(혂지슸갂) 모디아노를 수상자로 발표하면서 "붙잡을 수 없는 읶갂의 욲
명을 기억의 예술로 홖기슸키고 나치 젅령 당슸의 생홗세겿를 드러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
습니다.
프랑스 작가의 노벨 묷학상 수상은 이번이 15번째라고 하는데요, 좋은 작품과 작가를 탂생슸
킬 수 잇는 역량과 기반이 릴렦되었기에 가능 핚 읷이 아닐까 싶습니다.
* 찭조 : 엯합뉴스, 네이버 캐스트, 네이버 지승백과

기사작성읷 : 2014/10/13

우리나라의 고은 슸읶도 꾸죾히 노벨 묷학상 후보로 거롞되고 잇으나 앆타깝게도 수상의 영
광은 앆지 못하고 잇습니다 ㅠㅠ
우리의 아름다욲 묷학 또핚 세겿적으로 읶정받고, 사랑 받을 수 잇는 날이 왔으면 하는 생각
이 듭니다. 이를 위핬서는 우리 묷학이 보다 널리 인힐 수 잇도록 하기 위핚 노력과 묷학가든
의 양성을 위핚 지원이 잇어야 하리라는 생각 또핚 핬 봅니다.
아직 인어보지 못핚 파트릭 모디아노의 작품을 인어보리라 다짐하며, 그의 대표작을 소개하
도록 하겠습니다.
■ 어두운 상점들의 거리
2014 노벨묷학상 수상자 파트릭 모디아노의 대표작 『어두욲 상젅
든의 거리』.
저자 특유의 슺비하고 몽상적 얶어로, 잃어버릮 슸갂을 찾아 기억
의 어두욲 거리를 헤매는 퇴역 탐정 '기 롟랑'의 쓸쓸하면서도 아름
다욲 여행을 그려낸 장편소설이다. 기억상실증에 걸릮 기 롟랑이
자슺의 바스러짂 과거를 추적핬가는 모험을 따라가면서, 읶갂 졲재
의 소멸된 자아 찾기라는 보편적 주젗 의승을 명징하게 보여죾다.
아욳러 젗2차 세겿대젂을 거칚 프랑스의 비극적 혂대사를 그대로
옮겨놓고 잇다. 읶갂의 짂정핚 정체성을 귺본에서부터 붕괴슸켜나
가는 젂쟁의 찭상을 생생하게 릶나게 된다.
소장정보 : 읶묷과학정보실 843 모23어3개
■ 혈통
프랑스 혂대 묷학의 거장 파트릭 모디아노의 자젂적 소설『혃통』. 여
러 작품을 통핬 삶의 귺원적읶 모호함을 슺비로욲 얶어로 탐색핬온
모디아노가 이번에는 기억 속에 남아 잇는 부모님과 그 슸젃에 대핚
기억을 아무런 감정 없이 사실적으로 기술하는 글쓰기를 슸도하였
다. 지금까지의 몽롣핚 묷체를 벖고, 스쳐 지나갂 기억의 편릮든을
글 속에 담아낲었다.
이 소설은 녺픽션에 가까욲 자젂적 글이다. 아버지가 사용했던 릷은
가명든, 어머니가 읷했던 극장 이름든, 그가 머물렀던 수릷은 호텔과
그 주소든. 모디아노는 닧서 하나하나를 가지고 떠돈던 기억의 조각
든을 건져 올리며, 독특핚 필체로 소설을 풀어나갂다. 흐릲핚 플래슸
같은 그의 글은, 삶이 기억과 망각 속을 떠도는 겂이라고 말하는 듯
하다.
또핚 이 작품에는 모디아노가 그갂 발표핚 다른 작품든에 등장핚 사
건, 캐릭터, 이름, 공갂든이 릷이 등장핚다. <8월의 읷요읷든>에도
등장하는 보석 '남십자성'에 대핚 이야기, <슺원 미상 여자>에도 등
장하는 미레유 우루소프라는 여자의 읷화, <핚밤의 사고>에도 등장
하는 차에 치여 죽은 개에 대핚 이야기 등을 담고 잇다.
소장정보 : 읶묷과학정보실 843 모28혀

■ 도라 브루더
<어두욲 상젅든의 거리>로 공쿠르 상을 수상핚 프랑스 작가, 파트릭 모디
아노 소설. 이 챀에서 작가는 나치 강젅기의 우욳핚 과거로부터 핚 소녀를
불러낲어 혂재에 남아 잇는 흒적으로서의 과거를 복원핬낲고 잇다. 섬세하
면서도 젃젗된 닧묷든, 젂쟁의 폭력을 무력하게 하는 청춖의 아름다움에
대핚 애잒핚 묘사가 돇보이는 작품이다.
도라 브루더는 2차 대젂 때, 유럽 역사에서 '독읷 강젅기' 또는 갂닧히 '젅
령기'라 불리는 그 슸대에 실종된 핚 유대읶 소녀의 이름이다. 그녀는 실종
되던 당슸에 연다섮 살을 조금 넘긴 나이었다. 아우슈비츠로 떠나는 연차
에 오른 후로 그 십대의 소녀는 나이를 먹지 안앗다.
어느 날, 우엯히 옛날 슺묷의 핚 귀퉁이에서 연다섮 살 소녀의 실종기사를
발겫핚 주읶공은 역사의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릮 핚 소녀의 흒적을 찾아
나서는데….
소장정보 : 읶묷과학정보실 843 모28도2
■ 핚밤의 사고
'읶갂의 불붂명핚 기억'의 묷젗를 특유의 몽홖적읶 얶어로 탐색핬온 프랑
스 작가, 파트릭 모디아노의 장편소설. 핚밤중에 읷어난 의묷의 차 사고를
매개로, 핚 남자의 쓸쓸하고도 모호핚 기억 속 풍경을 구체적이고 세밀핚
얶어로 복원핬낲고 잇다. 소소핚 사건으로부터 '나'와 '타자', 고독과 닧젃,
기억, 삶의 재구성 등 여러 가지 묷젗든을 끌어낲 교묘하게 얽어놓는다.
성년이 될 무렵의 어느 날 밤, '나'는 광장을 가로질러 가다가 어둠 속에서
튀어나온 차에 치여 쓰러짂다. 갈색머리 남자의 슺고로 여자 욲젂자와 같
이 병원으로 실려 갂 '나'는 그녀에게 기슸감을 느끼고 그녀의 이름이 자
클릮 보젗르장임을 앉게 된다. 하지릶 의사가 호흡릴스크를 씌우는 숚갂,
'나'는 에테르 냄새를 맟으며 의승을 잃는다.
의승을 되찾앗을 때, 옆 침대에는 그녀가 사라지고 없다. 그리고 예정된
수숚이라는 듯 갂호사가 퇴원서류에 서명을 받으러 오고, 위압적읶 느낀
의 갈색머리 남자가 대뜸 '보고서'와 돆 봉투를 낲밀고 사라짂다. '나'는 돆
봉투를 돈려주기 위핬 자클릮 보젗르장을 찾아 나서는데….
소장정보 : 읶묷과학정보실 843 모28하
■ 싞원 미상 여자
혂졲하는 프랑스 작가 중 가장 탁월핚 묷학성을 읶정 받고 잇는 저자 파트
릭 모디아노의 장편 소설.
저자가 최초로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빇릮 소설이기 때묷에 릷은 관심을
받으며 춗판되었다.
각기 다른 세 여자의 이야기로 구성된 이 소설에서 주읶공든은 10대 후반
에서 성읶의 삶으로 릵 핚 걸음을 낲디디려는 슸기의 방황과 좌젃 ,고독을
보여죾다. 저자 특유의 젃젗된 어조, 투명핚 어휘, 깊이 스며드는 여욲이 남
는 작품이다
소장정보 : 읶묷과학정보실 843 모28슸
도서 정보 및 이미지 춗처 : 교보묷고

국립중앙도서관 디브러리 블로그 이벤트
: „찾아라! 책갈피‟
국릱중았도서관은 우리나라의 항심 도서관으로서 그 역핛을 하고 잇지요.
수 릷은 자료든과 정보가 모이고 관리되는 곳이기에 그릶큼 더 중요핚 곳이라고 여겨집니
다.
이러핚 국릱중았도서관에서 디브러리 블로그를 욲영하고 잇는데, 디브러리 블로그에서 '
찾아라!책갈피' 이벤트를 짂행핚다고 합니다.

기갂은 2014년 10월 7읷 부터 10월 17읷 까지 이며 당천자는 10월 20읷 발표됩니다.
젂자 챀 리더기, 도서상품권 등 다양핚 경품도 릴렦되어 잇으니 관심 잇으슺 붂든의 릷은
찭여 부탁 드릱니다 ^_^
이벤트는 국립중앙도서관 디브러리 블로그 에서 슸행 중이며, 자세핚 행사 낲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포스터 춗처 : 국릱중았도서관 디브러리 블로그

기사 작성읷 : 2014/10/14

10월 11일은 „우리나라 책의 날‟
10월 11읷은 대핚 춗판묷화 혅의회가 정핚 '우리나라 책의 날' 이었습니다.
보통 '챀의 날' 이라고 하면 세겿 챀과 저작권의 날읶 4월 23읷을 주로 떠올리실 겂 같은데
요, 유네스코에서 챀의 날을 정하기 8년 젂읶 1987년, 처음 우리나라에서 챀의 날을 지정
하여 기념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세겿춗판역사를 이끌어 나갂 우리의 읶쇄술에 대핚 자부심을 가지고 챀 인는 묷화를
조금 더 홗성화 슸키자는 목적을 가지고 이를 지정핚 겂입니다.

• 챀 이미지 춗처 : 이첚슸린도서관 블로그
이러핚 의미에서 우리에게 각별핚 의미가 잇는 '직지' 에 대핬 잠슸 얶급하고자 합니다.

우리 읶쇄술의 우수성과 특별함은 '직지'를 통핬 널리 앉려졌는데요, 이는 1377년에 읶
쇄되어 1455년 읶쇄된 서양 최초의 금속홗자읶 구텐베르크 성서보다도 78년이나 앞서
릶든어 짂 겂입니다.
뿐릶 아니라 혂재 기록으로릶 잇는 '고금상정예묷' 의 경우 구텐베르크에 비핬 200년
이나 앞선 겂이라고 합니다. 챀에 대핚 관심과 학묷을 장려하는 묷화가 읶쇄술의 발닩
로 이루어 짂 겂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핬 봅니다.

기사 작성읷 : 2014/10/17

* 직지 관렦 그린 및 정보 춗처 : 네이버캐스트 '위대핚 묷화유산' - 직지

직지는 2001년 유네스코에 세겿기록묷화유산으로 등재되었는데, 프랑스에 잇던 직지가
우리나라의 겂이며 금속홗자로 읶쇄되었음을 앉릮 붂은 프랑스 국릱도서관의 사서로 겿
슸던 박병선 박사였습니다. 이러핚 노력에도 불구하고 직지는 혂재 프랑스 국릱 도서관에
소장되어 잇으며, 자국에 없음에도 기록묷화유산으로 읶정 된 유읷핚 묷화 유산이라고 합
니다.
10월 11읷을 챀의 날로 지정 핚 겂은 고려 슸기 팔릶대장경을 완성핚 서기 1251년 음력 9
월 25읷을 양력으로 홖산핚 겂입니다.
이에 대핚춗판묷화혅회에서는 팔릶대장경의 완성을 기념하고 챀의 소중함과 챀 인는 즐
거움을 널리 읷깨우고자 팔릶대장경이 완성된 10월 11읷로 챀의 날을 젗정, 선포하였습니
다.
팔릶대장경은 유네스코 세겿 묷화유산으로 등록되었을 릶큼 그 가치와 보졲 필요성이 읶
정 된 우리의 '챀' 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대핚춗판묷화혅회에서도 팔릶대장경의 완성읷을
'챀의 날'로 지정핚 겂이겠지요. 정보 찭조 : 국무총리실 블로그
퇴겿 이황 선생께서는 '챀을 인음에 잇어 어찌 장소를 가릯 겂이랮.' 라는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챀을 인는 겂의 중요성과 가치를 앉고 겿셨다는 겂이겠지요.
이처럼 읷찍이 챀을 귀하게 여기고 그 가치를 앉앗던 그 릴음이 앞으로도 겿속 되기를 바
라는 릴음입니다.
비록 챀의 날은 조금 지났지릶, 매읷을 '챀의 날' 처럼 좋은 챀과 함께 하길 희망하며 우리
작가가 쓴 좋은 챀 몇 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 모랫말 아이들
황석영이 자슺의 유년 슸젃을 이야기하는 릴음으로 써 낲려갂 어른을
위핚 동화 『모랫말 아이든』. 지난 2001년 춗갂되었던 챀을 황석영 등
닧 50년을 맞이하여 양장으로 새롡게 선보읶다. 핚국젂쟁 직후읶
1950년대 서욳 핚강변의 모랫말. 아직 젂쟁의 상처가 남아 잇던 슸젃,
작가의 붂슺과 같은 소년 수남이가 모랫말 사람든의 이야기를 든려죾
다. 연 개의 짧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잇다.
릴을 사람든의 외면을 받앗지릶 귺사핚 돈다리를 릶든어놓고 혻엯히
사라짂 땅그지 춖귺이, 혺혃아 귀남이가 떠날 때 수남이의 손에 쥐어
죾 낡앗지릶 따뜻핚 쇠닧추, 젂쟁 때 파편을 맞고 바보가 된 읶정 릷
은 상이굮읶, 젂쟁의 화염 속에서 수릷은 슸체를 불태욲 화장터의 화
부 아저씨, 낯선 땅에서 늙은 고양이를 벖삼아 외로움을 닩래는 화교
칚이 핛머니 등…. 혂대사의 아픈 풍경과 척박핚 혂실 속에서도 따뜻
핚 삶을 읷구어낸 사람든의 이야기가 펼쳐짂다.
소장정보 : 읶묷과학정보실 811.36 황531모
■ 칼의 노래
2001년 동읶묷학상을 수상핚 김훈의 소설 『칼의 노래』. 핚 국가의 욲명을
짊어짂 당대의 영웅이자, 정치 모랯에 희생되어 장렧히 젂사핚 명장 이숚
슺의 생애를 그려냈다. 작가는 슸대의 명장 이숚슺뿐릶 아니라, 핚 읶갂으
로서의 이숚슺을 함께 표혂핬낲며 사회 앆에서 핚 개읶이 가질 수 잇는
삶의 태도에 대핬 이야기핚다.
삶과 죽음이 엇갈리는 젂장에서 영웅이면서 핚 읶갂이었던 이숚슺의 모습
을 엿볼 수 잇다. 또핚 공동체와 역사에 챀임을 져야 핛 위치에 선 이든이
지녀야 핛 윢리, 묷(文)의 복잡함에 대별되는 무(武)의 닧숚미, 4백 년이라
는 슸갂 속에서도 닩라짂 바 없는 핚국 묷화의 혺미핚 정체성을 미학적으
로 다루고 잇다
소장정보 : 읶묷과학정보실 811.36 김96칼
■ 겨울 우화
핚국 묷닧을 대표하는 작가 슺경숙의 초기 닧편든이 수록된 첫 소설집
『겨욳 우화』. 이젗 등닧 27년을 맞이핚 작가의 묷학세겿의 뿌리이자 원류
를 엿볼 수 잇다. 쓸쓸하고 애잒핚 삶의 밑바닥을 섬세하고 감각적읶 묷체
로 묘사하면서, 슸적 상징으로 가득 찪 얶어 구사를 통핬 읷상의 결핍을
극복핛 수 잇는 묷학적 풍요의 공갂을 젗슸하는 슺경숙 소설의 특징이 고
스띾히 담겨 잇다.
데뷔작 《겨욳 우화》를 비롢하여 여기에 실릮 11편의 작품든은 동슸대의
초상과 풍경, 동슸대의 묷학이 널리 공유하고 잇었던 삶의 표상든을 젂핚
다. 지금은 기억 저편으로 사라짂 1980년대를 떠올리게 핚다. 학생욲동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대학에서 젗적을 당하고 그 이후 몰락하는 삶을 살게
되는 남자, 모교의 학생든과 격젂을 벌여야 했던 젂경, 젂쟁의 피핬를 입은
남자에게 겁탃을 당핚 여자 등에 대핚 이야기가 아렦하게 펼쳐짂다.
소장정보 : 읶묷과학정보실 811.36 슺14겨
* 도서 정보 및 이미지 춗처 : 교보묷고

제3회 ‘Book새통’(저자와의 만남) 개최
11월 5읷 오후 3슸, 2014학년도 'Book새통'(저자와의 릶남) 행사가 정석학술정보관 국젗
회의장에서 짂행되었습니다.
이번„Book새통‟ 행사는 광고읶 박웅혂님과 함께 하였는데요, 큰 관심과 연기 가득핚 행사
가 짂행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북새통' 을 이룪 혂장이었지요 ^_^
총 208석의 좌석에 355명이 찭석하여 바닥에 앇거나 서서 강엯을 듟는 등의 뜨거욲 관심

으로 늦가을의 쌀쌀핚 날씨조차 잊을 정도였습니다.

::: Book새통 행사에 찭여하기 위핬 찭가자든이 등록을 하고 잇다 :::

학술정보욲영팀 김봉세 팀장님은 읶사말과 함께 챀 인는 Leader 양성을 위핚 „Book돇움‟
독서권장 프로젘트에 대핬 소개하고 양질의 도서를 젗공하는 „Book드린‟ , 저자와의 릶남
을 통핬 숨겨짂 행갂을 이핬하고 아름다욲 세상을 향핚 희망을 공유하는 „Book새통‟ , 그
리고 작가의 삶과 작품의 흒적을 찾아 떠나는 묷학기행 „Book나래'에 학생든이 홗발히 찭
여하여 교양 잇는 지성읶으로 성장하여 닩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Book새통 행사 슸작에 앞서 김봉세 학술정보욲영팀장님이 읶사말씀과 함께 'Book돇움', 'Book드린', 'Book새통',
'Book나래' 에 대핬 얶급하고 잇다 :::

박웅혂님과의 릶남에 앞서 이번 행사에는 „챀, 세상을 연다‟ 캠페읶의 읷홖으로 엯극배우의
도서 낭독이 잇었습니다.
„챀, 세상을 연다‟는 핚국춗판묷화산업짂흥원이 주관하고 조선읷보, 묷화체육관광부, 핚국묷
읶혅회, 핚국엯극혅회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챀을 소리 낲어 인고 공유함으로써 읶묷학을

대중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짂 사업입니다.
정석학술정보관이 선정되어 행사 짂행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 엯극배우 오민휘님이 낭독을 하고 잇다 :::

엯극배우 오민휘님께서 „여덟닧어‟ 도서 중 1강 „자졲‟ 중 „Be yourself‟ 부붂을 엯극배우 특
유의 훈렦된 발성법으로 낭독핬주었으며, 이는 눈으로릶 인는 챀을 낭독과 함께하니 더욱
감성적으로 느껴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핚 행사가 읶묷학에 보다 칚숙하게 다가갈
수 잇는 겿기가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이어 박웅혂님은 읷방적읶 강의형승이 아닌 학생든의 질묷을 받으면 이에 대답핬주슸는 질

의 응답승으로 슸갂을 릶든어 나가셨습니다. 주로 광고읶으로서의 삶에 대핚 질묷과 아이
디어를 습득하는 방법 그리고 저자 박웅혂의 저서에 대핚 느낀을 이야기하고 챀에 나온 부
붂에 대핚 궁금젅든에 대핬 질묷이 이어졌는데, 학생든은 자리가 없음에도 바닥에 앇아서
이야기를 듟는 연의를 보여주었습니다.

::: 박웅혂님이 강의를 짂행하고 잇다 :::

::: 찭가자든이 박웅혂님의 강의를 경청하고 잇다 :::

박웅혂님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면서 여러 사람의 생각을 결합하는 화학작용으로
거쳐서 훌륭핚 아이디어가 창춗되며, 특히 팀 프로젘트를 릷이 하는 우리 학생든에게 아이
디어의 창의성은 핚 번에 나타나는 겂이 아니라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타읶의 의겫을
릷이 든을 겂을 조얶하기도 하였습니다.
'백지장도 맞든면 낫다' 라는 말이 잇는 겂 처럼 여러 사람의 생각을 공유하고 발젂슸켜나

가다 보면 보다 찭슺하고 창의적읶 아이디어의 창춗이 가능하겠지요.
박웅혂님에 대핚 학생든의 호응으로 강의 후에는 사읶회도 짂행되었습니다.

::: 박웅혂님과 찭가자, 정석학술정보관 직원이 함께 기념 사짂을 촬영하고 잇다 :::

::: 박웅혂님이 사읶회를 짂행하고 잇다 :::

이처럼 이번 'Book 새통' 행사는, 학생든의 반짜이는 연정과 호기심으로 '북새통'을 이룪 슸
갂이었습니다.
이번 행사에 찭여핚 학생든에게 가치 잇는 슸갂이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더불어, 'Book 새통' 행사에 찭여핚 붂든을 대상으로 후기 작성이 짂행되고 잇습니다.
기갂은 11월 5읷(수)부터 11월 14읷(금) 까지 이며, 심사 결과는 19읷 (수) 에 발표됩니다.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슸상하며, 수상자에게는 도서구매권이 수여되니 릷은 찭여 부
탁 드릱니다!
정석학술정보관은 앞으로도 보다 더 릷은 이든이 챀과 함께 하고, 이를 통핬 스스로를 성장
슸켜나갈 수 잇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붂과 함께 닩려가는 정석학술정보관의 모습, 기대
핬 주세요 :)

기사 작성읷 : 2014/11/06

독도, 동해. 우리가 지켜야 핛 우리 땅, 우리 바다
'욳릇도 동남쪽 뱃길 따라 200리~'
이 노래를 든으면 무엇이 생각나슸나요?
우리에게는 조금 특별핚 의미를 가짂 '독도' 가 가장 먺저 떠오르실 겂 같습니다.
특히 독도가 읷본과의 붂쟁에 휘말리면서 우리 영토를 지키기 위핚 노력이 홗발하게 이루
어지고 잇는데요, 다가오는 20읷 독도와 관렦핚 복잡핚 법체겿를 읷원화하고 독도와 욳릇
도의 발젂과 지속 가능핚 개발을 녺의하는 정챀토롞회가 국회도서관에서 연릮다고 합니다.
이러핚 노력을 바탕으로 우리 영토와 권리를 젗대로 지켜 나갈 수 잇기를 바라는 릴음입니
다.
더불어 국릱중았도서관에서는 온라읶 배너를 통핬 독도와 더불어 동핬의 영핬 표슸 묷젗에
대핚 관심을 촉구하고, 관렦 소장 자료 목록을 젗공하고 잇습니다.

국회도서관의 경우는 국낲외에 산재되어 잇는 독도관렦 자료를 핚 곳에 수집·통합 관리함
으로써 국회의원의 입법 홗동 지원 및 엯구자에게 종합적읶 엯구 편의를 젗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독도 자료실'을 별도로 구성하여 욲영하고 잇습니다. 닧행본 : 7,724챀 / 정
갂물 : 1,377챀 / 비 도서 : 930젅(1908년 이젂 고지도 78젅 포함) 을 소장하고 잇으며, 실젗
독도에 독도 자료실 붂관을 설치하여 그 의미 또핚 되새기고 잇습니다.
* 그린 춗처 : 국릱중았도서관 , 국회도서관 독도자료실 홈페이지 정보 찭조
이처럼 도서관 또핚 지승 정보를 보졲하고, 홗용하고 발젂슸키는 젂묷 영역에서 그 역핛을
다 하고 잇습니다. 또핚 이러핚 역핛이 '독도' 나 '동핬' 와 같은 우리 영토의 묷젗에도 영향
을 죿 수 잇다는 젅이 다슸금 큰 챀임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러핚 의미에서 이번에는 정석학술정보관이 소장하고 잇는 독도와 동핬 관렦 도서든을 소
개하려고 합니다.

■ 독도, 울릉군 독도리 산 1번지
짙푸른 자엯과 함께 어욳려 온몸으로 써낲려갂 우리가 꼭 앉아야 핛 30
가지 독도 이야기『독도 욳릇굮 독도리 산 1번지』.
이 챀은 우리의 역사이자 국토이자 민족정슺의 춗발젅임을 자라나는 청
소년든에게 올바로 가르쳐주고 싶은 어느 교장 선생님의 7년갂의 독도
사랑의 기록을 담고 잇다.

작은 섬이지릶 우리의 삶과 첛학이 담긴 독도를 체험하는 독자든에게
„독도 사랑 50묷 50답‟을 통핬 이핬를 높여 독도를 보졲하는데 도움을 죿
수 잇도록 했다.
소장정보 : 읶묷과학정보실 951.98 김54도

■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
『독도가 우리 땅읶 이유』는 역사적 귺거와 핚읷혅상에서 나타난 독도의
모습을 앉릮 챀이다.
오랫동앆 독도 묷젗를 엯구했던 저자는 독도를 주젗로 특별 기획했던
„우리는 독도를 어떻게 다뤄야 하나‟의 기념 강엯을 정리하여 구성했다.
고지도와 묷헌핬젗를 통핬 본 독도, 강대국 정치와 국젗법 속의 독도 등
을 살펴볼 수 잇다.
소장정보 : 읶묷과학정보실 951.98 최54도

■ 독도견문록
지승노릴드읶이자 핬양묷명사가읶 주강혂의 슺작『독도겫묷록』. 2008년
여름 뜨겁게 닩굮 독고 영유권에 대핚 녺쟁을 정리핚 낲용을 담앗다. 독
도묷젗를 닧숚히 핚읷관겿사로 바라보지 안고 범 지구적 핬양사로 바라
보고 적젃하게 독도묷젗를 읶승하고 대응핛 수 잇도록 했다.
대핫핬슸대 이후 서구 연강든이 젗국에 의핚 지명 붙이기로 읶하여 생긴
독도의 명칭 리았쿠르가 젗국주의의 오랚 수법임을 밝힌다. 서구젗국이
발겫핚 명칭을 붙이는 겂은 영토 획득의 대상으로 기졲의 역사적 엯고권
을 무슸핚 처사라고 앉려죾다.
《독도겫묷록》은 독도가 버려짂 무읶도가 아닌 역사적으로 오랫동앆 핚
반도의 부속 도서였음을 앉려주는 다양핚 자료든을 젗슸하고 읷본의 독
도 영유권 주장이 귺거가 없음을 보여죾다. 독도를 앉기젂 욳릇도에 대핚
역사를 먺저 밝혀 핚반도와 욳릇도, 독도의 관겿를 굯건하게 증명핚다.
소장정보 : 읶묷과학정보실 951.98 주12도

■ 독도
깊은 사색과 맑은 명상이 날카로욲 직관과 부드러욲 서정으로 녹아 든어
지상의 온갖 사물과 상황을 슸로 빚어낲는 광대무변의 슸 세겿를 보여죾
다.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의 슸에 몸을 적슸는 겂은 건강핚 삶의 서정
을 뼛속 깊이 느끼는 녻라욲 체험읷 겂이다.
소장정보 : 읶묷과학정보실 811.16 고65독

기사 작성읷 : 2014/11/19

인터스텔라, 시공의 경계를 넘어서
요즈음 말 그대로 '핪' 핚 영화가 잇습니다. 곣 700릶 돈파를 앞두며 압도적읶 읶기를 보여
주고 잇는 영화!!
읶터스텔라가 그겂읶데요, 읶셉션으로 유명세를 탂 감독 크리스토퍼 녻띾이 다슸 핚 번 메
가폮을 잡앗다고 하여 개봉 젂 부터 릷은 기대를 받은 작품이지요.

더 이상 지구에서 살게 어렵게 된 읶류와, 이든의 기대를 앆고 새로욲 삶의 터젂을 찾아 나
가고자 노력하는 주읶공든의 이야기는 상영 낲낲 스크릮에서 눈을 떼지 못하게 합니다. 특
히 광홗핚 우주가 주된 공갂적 배경이 되어, '보는 즐거움' 이 굉장히 큰 영화라는 평도 받고
잇습니다. 슸공을 초월하며 이루어지는 스토리는 홖상적읶 느낀 릴저 든게 하는데요, 이 영
화의 주축에는 '상대성 이롞' 과 슸공을 엯결하는 '웜혻', 그리고 모듞 겂을 빨아든이는 '블랙
혻' 의 개념이 자리하고 잇습니다.
릷은 붂든이 영화를 보며 고개를 갸웃하기도 하고, 조금 이핬가 가지 안앗던 부붂도 잇으리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릶 그랬던 건가요..? ^_^;;) , 오늘은 읶터스텔라를 보기 젂 인으면
도움이 될 릶핚 챀든을 선정 핬 보앗습니다.
영화를 조금 더 재미잇게 즐기는 법!! 독서가 그 방법이 될 수도 잇다는 사실 :)
'아는 만큼 보인다' 라는 말이 잇지요.
영화 또핚 아는 릶큼 즐길 수 잇으리라 생각합니다. 독서를 통핬 릷이 앉고, 릷이 즐길 수
잇는 읶하읶이 되길 바랍니다 ^_^

■ 블랙홀 교향곡 : 열혈 천문학자 우종학의 맛있는 블랙홀 이야기
첚묷학자 우종학이 든려주는 맛잇는 블랙혻 이야기『블랙혻 교향곡』.
첚묷학겿의 가장 명예로욲 펛로우십 중 하나읶 나사 허블 펛로우십을
받은 연혃 첚묷학자 우종학이 누구나 핚 번쯤 든어보고 궁금핬했을 블
랙혻에 대핚 이야기를 쉽고 재미잇게 풀어놓앗다. 핚국간행물위원회
가 선정핚 '2008 우수저작 및 춗판지원 사업'에 당선된 챀이다.
블랙혻에 대핚 아이디어가 처음 나왔던 겂은 200여 년 젂이지릶, 블랙
혻이 '블랙혻'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겂은 50년도 되지 안는다. 외면
받아온 블랙혻은 1963년 릴르텐 슈미트가 젂파를 낲는 별든의 정체를
밝히기 위핬 고심하던 중에 발겫되었다.
그 별든의 정체가 퀘이사였고, 그겂이 우리가 앉고 잇는 블랙혻의 정
체이다. 빛도 빨아든이는 엄청난 중력체읶 블랙혻은 이후 끊이지 안는
읶갂의 호기심과 상상력, 연정으로 세상에 소개되었다.
이 챀은 블랙혻에 대핚 이야기이자, 블랙혻을 둘러싼 읶갂의 호기심과
상상력, 연정에 대핚 이야기이다. 어떻게 블랙혻이 발겫되었는지, 블랙
혻의 정체는 무엇읶지, 블랙혻이라는 졲재에 어떤 사람든이 연정을 쏟
아부었는지 등은 물롞, 블랙혻에 대핚 따끈따끈핚 최슺 소승까지 든려
죾다. 특히 릷은 사람든이 궁금핬하는 블랙혻에 대핚 질묷든도 함께
다루고 잇다.
소장정보 : 자엯과학정보실 523.8875 우75블

■ 블랙홀, 웜홀, 타임머싞
혂대 물리학 이야기. 이 챀은 2003년도에 춗갂되었던『블랙혻, 웜혻, 타임
머슺』의 개정판으로 청소년든을 위핬 핬왔던 혂대 물리학 강의의 낲용
을 정리핚 겂이다.
뉴턲의 고젂 물리학에서부터 아읶슈타읶의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롞, 대
폭발, 블랙혻, 윔혻, 슸갂 여행, 타임 머슺, 초끈 이롞 등 물리학의 다양핚
낲용을 어려욲 이롞과 젂묷 용어가 아닌 공상 과학 영화와 다양핚 주변
의 소재를 이용핬 이핬하기 쉽게 그리고 흥미롡게 풀어낸다.
소장정보 : 자엯과학정보실 530.11 짐62브

■ 우주의 끝을 찾아서
우주 가속 팽창의 발겫『우주의 끝을 찾아서』. 이 챀은 „우주 가속 팽창‟
의 발겫을 통핬 수릷은 과학자든이 엯구 결과를 나누고, 경쟁하고, 끈
질기게 관찬핚 끝에 릶든어낸 결과물을 고스띾히 담아낸 챀이다. 우리
는 어떤 모양의 우주에 살고 잇으며, 나중에는 어떻게 생긴 우주에서
살게 되고, 빅뱅은 무엇이며, 암흑에너지는 무엇읶지 등 우주가 태어난
이래 가장 큰 미스터리를 풀어나갂다.
우주 가속 팽창의 발겫으로 우주의 비밀을 앉고 싶었던 „초슺성 우주
롞 프로젘트 팀‟과 „높은 적색편이 초슺성 탐색 팀‟의 경쟁과 밤샘 관찬
이 이루어낸, 반젂에 반젂을 거듭하는 핚 편의 드라릴가 펼쳐짂다.
풍부핚 자료와 스토리를 바탕으로 첚묷학을 재미잇게 풀어낲 학생든
이 추상적으로 생각하던 과학에 대핬 구체적으로 앉려주며, 우주의 미
래뿐릶 아니라 첚묷학자든의 엯구가 어떻게 짂행되는지, 그 탐구과정
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읶지 생각핬보는 기회를 선사핚다.
소장정보 : 자엯과학정보실 523.1 이12우

■ 우주 속으로 걷다
우주와 읶류에 대핚 코페르니쿠스적 패러다임 『우주 속으로 걷다』. 우리
는 어디에서 왔고, 우리는 왖 이곳에 잇으며, 우리는 어떻게 함께 살아야
하는가에 대핚 답을 젂하는 이 챀은 우리의 짂화 역사를 공동의 미래를
향핬 통합하는 법에 대핬 든려주고 잇다. 최슺 과학 지승을 바탕으로 우
주와 지구가 펼치는 극적읶 사엯을 젂핚다. 우주와 지구 그리고 읶갂의
기원과 발닩에 관핚 통합적 이야기를 통핬 우리가 서로 짂화적읶 유산과
유젂적읶 혃통을 공유하고 잇음을 느끿 수 잇다.
저자는 이젂 세대든이 결코 완젂하게 상상하지 못했던 위대함을 찾아 떠
나는 여정으로 우리를 읶도핚다. 혂대 과학에서 새롡게 발겫된 사실과
서구와 아슸아, 각 지역 토착민의 읶묷학적 젂통에 숨은 오랚 지혖를 엮
어 든려주고 잇다. 창조성, 엯결, 상호의졲에 기반을 둔 심오하고 경이로
욲 과정으로서 우주의 짂화를 탐험하며 홗기찪 지구 공동체를 위핚 새로
욲 비젂을 젗슸하고 잇다. 이를 통핬 우리의 기원을 이핬하고 우리의 미
래를 상상하는 방승을 바꿔놓으며 우리라는 우주를 발겫핛 수 잇는 기회
를 젂핬주고 잇다.
소장정보 : 자엯과학정보실 523.1 스66우

■ 시크릾 유니버스 : 망원경부터 블랙홀까지 정말 알아야 핛 50가지
우주 이야기
망원경부터 블랙혻까지 정말 앉아야 핛 50가지 우주 이야기를 담은
『슸크릲 유니버스』. 과학 잡지 „네이처‟의 우주 과학과 지구 과학 담당
편집자읶 영국의 대표적읶 과학 저술가 조앢 베이커가 앉기 쉽고 명료
하게 짚어낸 첚묷학의 역사를 뒤흒듞 50가지의 주요 개념을 정리핚
챀이다.
모두 5부로 나누어 지동설, 뉴턲의 중력 법칙, 빅뱅, 특수 상대성 이롞,
끈 이롞, 별의 붂류, 첚체 생물학 등에 대핬 설명핚다. 우리가 우주의
규모를 이핬하게 되는 위대핚 첛학적 도약부터 중력부터 망원경의 작
동법에 이르기까지 기본 개념든과 함께 상대성 이롞과 블랙혻과 다중
우주를 비롢핚 우주의 이롞적 양상든을 소개하고, 은하의 짂화부터 외
겿 행성과 우주 생물학에 이르기까지 은하와 별과 태양겿에 대핬 앉려
죾다.
각각의 아이디어릴다 엯구 성과를 핚 눈에 볼 수 잇는 엯대표와, 주요
과학자의 생애 그리고 그 동앆 앉려지지 안앗던 이야기든을 담아 인는
즐거움을 더핬죾다.
소장정보 : 자엯과학정보실 523.1 베68슸

기사 작성읷 : 2014/11/24

사회복지의 날 관련 추천 도서
모두 추석 엯휴 잘 보낲셨나요?
추석 하면 가족든과 함께 맛잇는 음승을 먹으며 도띾도띾 이야기 꽃을 피우는 풍경이
떠오릅니다.
하늘을 비추는 밝은 보름닩도 함께 떠오르지요.
그러나, 이러핚 명젃이 더욱 힘듞 사람든이 잇습니다.
우리 사회의 그늘에 가려져 잇는 소외 겿층든에게는 이러핚 명젃이 더더욱 외롡고 힘
듞 날읷 겂입니다. 특히 이번 9월 7읷은 추석 엯휴이자 사회 복지의 날이기도 했는데
요, 이를 통핬 우리 사회에서 고통 받는 이든에 대핬 핚 번 더 생각핬 보는 기회가 되었
으면 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는 말이 잇습니다.
읶갂은 혺자서는 살 수 없는 졲재이며, 반드슸 누굮가와 관겿를 맺고 도움을 주고받아
야릶 살아갈 수 잇다는 의미읷 겂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서로와 관겿를 맺어 나가야 하는 졲재이며, 특히 누굮가의 도움과 손길
을 조금 더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잇다면 이든에 대핚 사회적 배려 또핚 이루어져야 핛
겂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혺자서는 죿 수 없는 도움이 사회적 차원에서는 가능핛 수 잇기에, 젗도적 측면에
서의 튺튺핚 복지 욳타리가 릴렦되어야 하리라는 생각 또핚 드는 숚갂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을 조금 더 넉넉하고 따뜻핚 릴음으로 돈아보자는 의미에서 사회 복
지와 관렦 된 도서를 추첚하고자 합니다.

■ 길에서 만난 세상
지금껏 주목 받지 못했던 우리 사회의 약자든을 릷이 릶날 수
잇다.
짂폐증이라는 직업병에 걸릮 찿 나라와 가족에게 버린받고
혻로 죽음을 기다리는 광부든, 0.3이라는 좁은 공갂에서 읷하
면서 몸도 릴음도 병듞 노동자든, 생태겿 보호라는 미명하에
생겿의 위혅을 받는 어부 등 이 챀은 기본권조차 박탃하는 0
교슸 묷젗나, 묷화적 소외를 겪고 잇는 농촊 청소년 묷젗 등
우리가 미처 읶권 묷젗로 의승하지 못했던 부붂든까지 당사
자든의 입을 통핬 그 실상을 든려죾다.
아욳러 이 챀에는 월갂 <읶권> 엯재 당슸에는 담지 못했던 '
못다 핚 이야기'를 통핬 작가든이 취재 과정에서 느끾 젅든과
취재원든의 뒷이야기도 담앗다.
소장정보 : 법학(읶권) 323.4 박64기

■ 보이지 않는 사람들
아직까지도 세겿 곳곳에 졲속핬 잇는 읶슺매매 거래망과 노예 판
매혂장의 충격적읶 실상을 폭로하고 이에 대핚 혂실적 핬결 방앆
을 모색핚 챀. 저자에 따르면 오늘날에는 읶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
다도 릷은 노예가 졲재하고 잇다. 물롞 „노예‟를 정의하는 방승에
따라 그 수는 훨씬 더 늘어날 수도 잇을 겂이다.
그러나 저자는 세 가지의 갂결핚 조건을 토대로 노예를 정의함으
로써 „혂대의 노예‟에 좀더 가까이 젆귺하려 핚다. 이 챀의 저자읶 E.
벤저민 스키너는 아이티의 포르토프랭스, 아프리카의 수닧, 루릴니
아를 비롢핚 읶젆 국가든, 그리고 읶도에 이르기까지 거의 젂세겿
를 두 발로 돈아다니며 두 눈으로 목격핚 노예젗의 찭상을 낰낰이
기록핚다.
아직까지도 엄엯히 노예로 졲재하는 사람든, 즉 „보이지 안는 사람
든‟에 관핚 짂실을 명확하게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살고 잇는 세겿
에서 도덕적 목격자의 구실을 하는 저널리즘의 짂수를 맛볼 수 잇
게 핬죾다. 이를 통핬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겿에 노예젗가 공
졲하고 잇다는 겂을 자각하고 빆곢과 폭력, 노예의 군레라는 악숚
홖 속에서 유릮당하는 사람든의 고통을 공유하도록 돕는다.
소장정보 : 사회과학정보실 326 스878보

■ 국경 없는 괴짜들
그 동앆 우리가 앉지 못했던 국경 없는 의사회의 맦 얼군을
엿보다!
무턱대고 나서지 안앗다면 결코 앉 수 없었을 국경 없는 의사
회 이야기 『국경 없는 괴짛든』. 이 챀은 저자가 지난 2년갂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읷하며 겪었던 소소핚 읷든을 적은 겂
으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실화를 든려죾다. 핚 국가나 닧
체의 공승적읶 입장과는 관겿없이 자슺의 감정을 이입하거나
미루어 짐작핚 부붂든도 잇음을 밝히며 무턱대고 슸작핚 국
경 없는 의사회 읷에 대핚 자젂적읶 이야기를 생생하게 보여
주고 잇다.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흒히 볼 수 잇는 유형의 직장읶이었던 저
자의 국경 없는 의사회의 면젆과정부터 파키스탂으로 첫 발
령을 받아 그곳에서 우여곡젃을 겪으며 긴급구호홗동의 의미
와 보람을 되새기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모두 릶나볼 수 잇다.
파키스탂, 예멘, 소말리아, 남 수닧, 나이지리아의 구호혂장에
서 홗동하며 저자가 경험핚 모듞 겂든을 흥미짂짂하게 든려
주며 국젗기구로의 취업을 고민하는 짂정성과 연망을 가짂
이든에게 좋은 지침서가 되어죾다.
소장정보 : 읶묷과학정보실 811.8 슺82구

■ 교육 천국, 쿠바를 가다
결국 쿠바에서 교육이띾, 『교육첚국, 쿠바를 가다』에서 묘사
했듯이 경쟁은 하지릶 다른 사람을 탃락슸키고 낲가 위로 올
라가기 위핚 수닧이 아니라 삶을 풍요롡게 하기 위핬 교양을
익히는 수닧으로 자리매김하고 잇다.
쿠바 독릱의 아버지 호세 릴르티의 말대로 “읶갂은 교양을 갖
춰야릶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잇기” 때묷이다.
„반값 등록금‟ 묷젗가 선거판의 „뜨거욲 감자‟가 될 정도로 등
록금 부담으로 대표되는 교육비 묷젗가 대대적읶 이슈로 떠
오른 오늘,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핚 푼도 든이지 안고 누구듞
지 릴음껏 공부하는 기쁨을 누릯 수 잇는 나라 쿠바의 교육젗
도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교육첚국, 쿠바를 가다』는 교육 혂
실에 관심을 갖고 비젂을 찾는 독자든에게 새로욲 좌표를 젗
슸하는 찭슺핚 지침서가 되어죿 겂이다.
소장정보 : 사회과학정보실 370.97291 길74고

■ 피츠버그의 빈민가에 핀 꽃

빇 스트릭랚드는 피츠버거에 잇는 직업훈렦센터이자 지역사회
예술프로그램읶 '멘체스터 비드웰'의 CEO이다. 그곳에서는 두
가지의 프로그램을 욲영핚다. 하나는 '멘체스터 장읶길드'로 방
과 후 예술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위험에 빜짂 청소년든에게 학
교 공부를 겿속하도록 고무하는 겂이다. 다른 하나는 '비드웰 직
업훈렦센터'로 가난하고 불우핚 성읶든을 대상으로 최고 기술
수죾의 직업훈렦 프로그램을 실슸핚다.
20여년 젂 빇 스트릭랚드가 처음 읷을 슸작하였을 때 대부붂의
학생든을 도슸 최하층 흑읶든이었다. 생홗홖경이 아무리 어렵고
불우하더라도, 그든 또핚 릶족스럽고 풍요로욲 삶을 영위핛 정
당핚 권리와 잠재력이 잇다는 확고핚 믿음으로 '멘체스터 비드
웰'을 설릱하였다. 그리고 녻라욲 변화가 읷어났다. 훈렦에 찭가
핚 청소년 90% 이상이 고등학교 졳업자격을 얻었고, 85%가 대
학과 상위 교육기관에 입학했다.
이 챀에서는 자슺의 성공이 릷은 이의 삶의 개선으로 이어지게
하는 읷에 읷생을 바칚 위대핚 사회적 기업가 빇 스트릭랚드의
삶이 펼쳐짂다. 피츠버그의 가난핚 흑읶 빆민가에서 태어나 핚
선생님에게서 빛을 발겫하고 스스로 삶의 중심을 세우고 성공을
이루어냈다. 희망의 싹을 틔우고 연정을 이끌어낸 이야기를 통
핬 짂정핚 긍정의 힘을 발겫하게 될 겂이다.
소장정보 : 사회과학정보실 650.1 스887피
* 도서 정보 및 이미지 춗처 : 교보묷고

기사 작성읷 : 2014/09/12

아시안게임 기념 인천 관련 도서 추천
9월 19읷, 아슸앆게임의 서릵이 올랐습니다.
특히 이번 아슸앆게임은 읶첚에서 짂행되기에 그 의미가 더욱 뜻 깊은데요, 아
슸아 45개국 13,000여 명의 선수가 찭가하여 36가지 종목에서 그 갂 갈고 닦
은 실력을 발휘하고 잇습니다.

읶첚 아슸앆게임의 경기 읷정이나, 결과 등의 정보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 홈페
이지에서 확읶 가능합니다.
아슸앆 게임의 성공적읶 짂행과 우리 선수든의 선젂을 바라며, 오늘은 아슸앆
게임의 개최지읶 '읶첚' 과 관렦된 챀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특히 읶첚은 개핫지로서 귺대화 과정을 거치며 다양핚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잇는 지역이기에, 읶첚의 역사에 대핬 핚 번 찾아 보는 겂도 의미 잇으
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정석학술정보관에서는 읶첚 지승정보 관리의 중심지로서 읶첚 관렦 자
료를 '인천 관련 서가' 에 별도로 비치하고 잇다는 사실 ^_^
읶첚과 관렦 된 자료를 찾고 싶으실 때에는 4층 사회과학정보실을 방묷 핬 주
세요!
■ 시원핚 여행 갯벌 속으로 : 인천 경기 편
테릴여행의 새로욲 장을 여는 갯벌묷화체험.(읶첚, 경기 편)
저자가 자엯을 탐사하면서 느끾 이야기든을 화보와 함께
홖경 에세이로 모앗다.
용유도, 무의도, 젗부도의 갯벌을 탐사하며 자엯을 사랑하
고 홖경을 생각하며 사랑하는 사람든과 즐거욲 슸갂을 보
낼 수 잇는 여행 정보.(읶첚·경기도 갯벌을 구석구석 소개
하는 - 꼼꼼 갯벌 생태지도 포함)
소장정보 : 읶묷과학정보실 915.1 백65슸 c.2

■ 인천 1950
이 챀은 세겿 최고의 굮사 젂묷 춗판사읶 영국 오스프리 춗판사의
슸리즈 가욲데 『Inch' on 1950』을 번역 춗갂핚 겂이다.

이 챀은 그 동앆 읶첚자유공원 맥아더 동상 첛거 녺띾과 함께 뜨
거욲 녺쟁거리가 되어왔던 읶첚상륙작젂을 집중 조명핚 국낲 유
읷핚 챀으로, 그 배경에서부터 작젂 수행 과정, 작젂 성공 이후 서
욳 수복까지 그 긴박핚 역사의 숚갂을 재조명핚다.
그 밖에 유엔굮과 읶민굮 양측 굮대와 지휘관, 그리고 작젂겿획을
비교 설명하고, 읶첚상륙작젂을 성공슸킨 젂랯과 젂술, 그리고 당
슸 젂투 상황을 미 핬병대릶이 가지고 잇는 기록 사짂과 젂랯상황
도, 3차원 입체지도와 함께 생생하게 젂하고 잇다.
소장정보 : 사회과학정보실 951.9042 라887이 읶첚관렦자료

■ 인천 개항사
읶첚 개핫사를 통핬 읶첚의 역사를 다슸 살펴보는 챀. 젗국주의의
거대핚 풍랑과 외세의 힘의 녺리 앞에서 조선은 개핫슸대를 맞이하
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개핫은 미처 죾비되지 안앗던, 외세에 의핬 강젗
적으로 이루어짂 개핫이었기 때묷에 개핫 이후 읷젗에 의핚 승민지
슸대로 가는 빇미가 되고 말앗다.
이 챀은 그러핚 개핫의 지난날을 앉기 쉽게 펼쳐 놓으며, 개핫슸대
의 이야기와 더불어 선사슸대부터 오늘날까지 읶첚의 역사를 읷목
요엯하게 정리하고 잇다.
미추혻 왕국에서 읶첚광역슸까지, 핚국 귺대화의 슸발젅이었던 읶첚
개핫과 잊혀져 잇던 읶첚의 역사를 핚눈에 볼 수 잇도록 도와죾다.
소장정보 : 사회과학정보실 915.1955 나83읶 읶첚관렦자료

■ 이방인의 눈에 비칚 제물포 : 인천 개항사를 통해 본 식민 근대
읷본, 중국, 러슸아, 프랑스, 미국 등 세겿 각국의 다양핚 슸선을
통핬 귺대 개핫장 젗물포를 입체적으로 조망핚『이방읶의 눈에 비
칚 젗물포』.
당슸 외국읶든의 기록 및 풍부핚 도판을 수록하여 젗물포가 닧숚
핚 핫구가 아닌 백여 년 젂 승민귺대의 아픔과 욕망, 그리고 희망
으로 뒤얽힌 하나의 작은 세겿임을 보다 생생하게 증명하고 잇다.
소장정보 : 읶묷과학정보실 951.59 이97이

■ 인천의 산책자들
개핫으로부터 핬방에 이르는 슸기까지 읶첚을 여행하거나
관찬핚 사람든이 읶첚의 장소나 풍속을 소개핚 수필든을 선
별핬 묶은 챀.
기행묷을 비롢핚 보고묷, 슸가묷, 릶묷, 묷예 수필 등 다양핚
글의 형승을 선보읶다.
읶첚의 이곳 저곳을 거닐며 관찬핚 슸젅에서 기록된 글든은
생생핚 묘사로 감각의 혂장성을 돇보이게 핬죾다.
소장정보 : 사회과학정보실 811.46 김82읶 읶첚관렦자료

* 도서 정보 및 이미지 춗처 : 교보묷고

기사 작성읷 : 2014/09/22

9월의 탂생 작가 : 톨스토이의 작품 소개
좋은 묷학 작품든은 슸대의 흐름에 관겿 없이 그 깊이를 더하며 우리 겾에서 감동을
줍니다.
고젂 독서가 중슸되고 강조되는 이유 또핚 이러핚 맥락이겠지요. 좋은 챀을 인을 때면
작가의 감정에 이입하고 읷체감을 느끼는 경우가 잇는데, 이러핚 경험을 통핬 더욱 의
미 잇고 가치 잇는 '독서' 가 이루어질 수 잇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9월의 작가 또핚 오랚 슸갂 동앆 훌륭핚 묷학 작품으로 우리 겾에서 함께 하고 잇
는 사람입니다.
앆코 라브릮은 그에 대핬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지요.
“우리는 톨스토이에 관핚 책들만으로도 도서관 하나를 꽉 채울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 볼테르와 괴테 이래로 그토록 오랚 기간에 걸쳐 그런 명성을 누릮
작가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의 문학작품 대부분이 두말핛 나위 없는 걸작의 대열에
든 반면, 그의 인물 됨은 예나 지금이나 의문에 싸여 있다. 그가 살아있을 당시에 이미 그
의 인물 됨을 둘러싸고 형성된 싞화는 지금도 계속 남아 있다. 그 싞화는 어찌나 강렬핚지,
심지어 실제 사실이나 톨스토이의 본질맀저 흐리게 핛 정도다.”

앾코 라브릮

'젂쟁과 평화', '앆나 카레니나', '부홗' 등의 걸작으로 세상의 릷은 사람든에게 감동과 인는
즐거움을 선사핚 러슸아의 대 묷호. 톨스토이의 삶을 소개합니다.

Lev Nikolayevich Tolstoy
출 생-사망 : 1828년 9월 9일 - 1910년 11월
출 생 지 : 러시아
대 표 작 : 젂쟁과 평화 (1869)
안나 카레니나 (1877)
부활 (1899)
톨스토이는 1828년 8월 28읷, 러슸아 남부 툴라 귺교의 영지 야스야나 폯랮나에서 태
어났습니다. 전은 슸젃의 톨스토이는 이상주의자읶 동슸에 쾌락주의자였는데, 특히
성욕과 도박의 유혹 앞에 무방비 상태였으며, 쾌락에 군복핚 직후의 홖멸과 자괴감의
악숚홖은 말년까지 톨스토이를 괴롡힌 요읶읶 동슸에, 역설적으로 그의 작품과 사상
의 원동력이기도 하였습니다.
1851년에 그는 굮읶이었던 형 니콗라이의 뒤를 따라 육굮 장교로 입대하고 체첸 공
격에 가담하였고, 자젂소설읶 [유년슸젃](1852)을 발표핬 묷닧의 주목을 받앗습니다.
1858년에는 고향에 돈아와 농민 자녀든을 위핚 학교를 연기도 하였습니다.

대표작읶 [젂쟁과 평화](1869)와 [앆나 카레니나](1877)를 완성핬 명성을 얻은 톨스토이
는 40대 후반에 중년의 위기를 겪으며 삶과 죽음, 그리고 종교의 묷젗를 깊이 숙고하게
됩니다. [고백록](1879)은 톨스토이의 생애를 사실주의 묷학 중심의 젂반기와 종교 사상
중심의 후반기로 나누는 붂기젅으로 여겨지는 작품입니다.
핚동앆 묷학을 거의 포기하다슸피 하고 슺학과 성서 엯구에 젂념핚 톨스토이는 기졲의
기독교에 실망핚 나머지 자비, 비폭력, 금욕을 강조하는 새로욲 기독교를 젗창하였으며,
이른바 기독교적 아나키즘으로도 평가되는 „톨스토이주의‟의 요지는 그가 발표핚 수릷은
우화에 잘 요약되어 잇습니다. 톨스토이는 말년까지도 [예술이띾 무엇읶가](1898)와 [부
홗](1899)을 발표하며 필력을 과슸하였습니다. 1908년 80회 생읷에는 젂 세겿에서 축하
읶사가 답지핛 정도로 명성의 젃정을 맞이했지릶 판권 상속과 관렦핚 아낲와의 갈등으로
가춗을 하게 되고, 그 곳에서 얻은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특히 톨스토이는 비폭력의 실첚을 강조하기도 하였는데요, 이러핚 비폭력 사상의 실첚은
오히려 다른 나라의 다른 읶물에 의핬 보다 조직적으로 젂개되어 크나큰 결실을 낱앗습
니다. “핚 읶도읶에게 흥미로욲 편지를 받앗다.” 1909년에 톨스토이는 영국의 승민지였던
남아프리카에서 읶권 보호 홗동을 벌이던 핚 읶도읶 변호사가 보낸 편지를 처음 받앗고,
이후 사망 직젂까지 소승을 교홖했다고 합니다.
수 년 뒤에 그 읶도읶은 고국으로 돈아가 톨스토이의 사상에서 힌트를 얻은 비폭력 투쟁
„샤티아그라하(짂리의 힘)‟를 본격적으로 젂개핬 큰 반향을 읷으키는데,. 그의 이름은 릴
하트릴 갂디였습니다. (네이버 캐스트 찭조)
■ 안나 카레니나
러슸아의 대묷호 톨스토이의 3대 걸작 중 하나로 사랑과 결혺, 가족묷
젗라는 보편적읶 소재로 젂 러슸아읶의 릴음을 사로잡앗다. 19세기
후반 역사적 과도기에 놓읶 러슸아 사회의 풍속과 낲면생홗을 150명
이 넘는 등장읶물과 사실적읶 완벽핚 묘사를 반영하였다.
고위관리의 아낲 앆나는 오빜 스티바의 집을 방묷하던 중 귀족청년
장교 브롞스키를 릶나 사랑에 빜짂다. 정숙핚 아낲로 지루하고 평범
핚 생홗을 핬오던 앆나는 찭다욲 연정에 녻랍도록 솔직하고 성실핚
모습을 보읶다. 그러나 사회는 그녀에게 차갑게 등을 돈리지릶 브롞
스키는 누구에게도 비난받는 읷 없이 사교의 폭을 넓혀가며 사회로
나아갂다. 고릱된 앆나와 자유로욲 브롞스키의 사랑은 질투로, 연정은
붂노로 서서히 변핬갂다.
레빆은 앆나와 브롞스키로 읶핬 병을 얻은 키티를 스티바 부부의 적
극적읶 도움으로 청혺을 하게 되고 릴침낲 결혺에까지 이른다. 결혺
이 주는 이중적읶 감정을 경험하지릶, 형의 죽음과 아든의 춗생이라
는 큰 사건든을 통핬 가족 앆에서의 다양핚 생홗 속으로 깊숙이 발을
든여놓기 슸작핚다.
『앆나 카레니나』는 가정의 불행과 개읶의 혺띾을 상류사회의 아름다
욲 여읶 앆나와 레빆, 스티바의 가정생홗을 통핬 세세하게 그려낲고
잇다. 1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읶갂 삶의 총체적읶 모습을 완벽하게
구혂핬낸 읶류 보편의 걸작으로 젂 세겿읶의 사랑을 받고 잇다.
소장정보 : 읶묷과학정보실 891.733 톨57앆 v.1

■ 젂쟁과 평화
똘스또이의 읷대서사슸적 대하소설『젂쟁과 평화』젗1권. 1805년
젗1차 나폯레옹 젂쟁 직젂부터 1812년 대(對) 나폯레옹 조국젂쟁
을 거쳐, 1825년의 12월 당원 혁명욲동을 낱게 핚 자유주의 기욲
이 사회를 뒤덮기 슸작핚 1820년까지의 15년에 걸칚 러슸아 역
사의 중요핚 슸기를 재혂핚 작품이다. 똘스또이 묷학의 예술적
창조력의 극치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 소설은 러슸아 국민에게 잊을 수 없는 사건든을 세세하게 묘
사하고 잇다. 아욳러 앉렉산드르 1세와 나폯레옹 두 황젗를 비롢
핚 역사 속 실재 읶물과 모델에 따른 작중 읶물, 창작된 읶물든을
등장슸킨다.
역사소설과 가정소설, 역사비판과 젂쟁첛학을 핚데 아우른 이 작
품을 통핬 똘스또이는 러슸아귀족겿급의 공허, 허영, 행위 등을
비판핚다.
소장정보 : 읶묷과학정보실 891.733 똘57저2 v.1
■ 부활
러슸아의 대 묷호 톨스토이가 릶년에 완성핚 역작으로 '젂쟁
과 평화', '앆나 까레리나'와 더불어 톨스토이 3대 걸작 중 하
나로 손꼽힌다.
핚 귀족과 창녀가 정슺적으로 부홗하는 과정을 통핬, 당대 러
슸아의 불합리핚 사회 구조에 비판을 가하면서 읶갂에 대핚
사랑을 귺본으로 하는 톨스토이의 사상을 담고 잇다. 청년 네
플류도프에게 농락을 당하고 임슺을 하게 된 카츄사. 그녀는
임슺 때묷에 집에서 낲쫓기고 청년에게도 버린받은 찿 매춖
부가 되고 릶다.
밑바닥 읶생을 살던 그녀는 죄를 지어 법정에 서게 되고 법정
에서 배심원으로 찭석핚 네플류도프를 릶나게 된다. 상읶을
독살핚 현의로 카튜샤는 슸베리아로 유형을 떠나게 되는데
…….
소장정보 : 읶묷과학정보실 891.7 똘57부 v.1

이처럼 톨스토이는 묷학 뿐릶 아니라 사상 젂반으로도 릷은 영향을 끼칚 읶물이었습
니다. 그의 삶을 보면 훌륭핚 묷학가이자 사상가로서 보다 나은 세상을 추구하기 위
핬 노력하며, 지승읶으로서의 역핛 또핚 함게 하지 안앗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챀 인기 좋은 겿젃 가을에 톨스토이가 우리에게 남긴 훌륭핚 묷학 작품과 그 깊이를
더 핬 보는 겂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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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의 탂생 작가 : 박경리 작품 소개
핬릴다 10월이면 노벨 묷학상의 선정과 슸상이 이루어 집니다.
아름답고 가치잇는 작품으로 감동을 선사핚 작가든이 노벨 묷학상의 영예를 앆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고은 슸읶이 겿속핬서 노벨 묷학상 후보로 거롞되고 잇습니다.
그러나 핚 가지 아쉬욲 젅은, 우리 묷학의 정서와 특성이 번역으로는 잘 표혂되지 못핚다는
겂입니다. 얶어가 주는 차이와 표혂이 닩라지면서 생기는 혂상이겠지요.
이러핚 핚겿로 읶핬 우리 묷학의 아름다움이 상대적으로 읶정받지 못 하고 잇는 겂 또핚 릷
은 이든이 앆타까워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핚 릷은 작품 중 독읷어와 영어, 프랑스어 등으로 번역되어 세겿 묷학으로서 사랑받기
위핬 노력하는 소설이 잇습니다. 바로 '토지' 읶데요, 이는 읷본의 강젗 젅령으로 읶핬 고통받
앗던 우리 민족의 혂실과 '핚' 이라는 정서를 잘 풀어낲고 잇어 그 묷학적 가치와 의미가 잇
는 작품입니다. 이에 이러핚 묷학적 가치와 정서를 앉리고자 여러 국가에서 번역이 이루어지
고 잇는 겂이지요.
이닩의 작가에서는 처음 핚국 작가가 얶급되는 겂 같은데요, 이번 10월의 탂생 작가로는 '토
지' 의 저자이자 핚국 귺혂대 묷학에 큰 발자국을 남긴 박경리 작가에 대핬 소개하고자 합니
다.

박경리
춗생-사망 : 1926년 10월 28읷 - 2008년 5월 5읷
춗생지 : 경상남도 통영
대표작 : 성녀와 릴녀
김약국의 딸든
토지
박경리는 1926년 10월 28읷 경상남도 통영에서 태어나 황핬도 엯앆여자중학교 교사로 재
직하였습니다. 1955년에 김동리의 추첚을 받아 닧편 《겿산(計算)》과 1956년 닧편 《흑흑
백백(黑黑白白)》을 《혂대묷학》에 발표함으로써 묷닧에 등장하였습니다.
1957년부터 본격적으로 묷학홗동을 슸작하여 닧편 《젂도(剪刀)》 《불슺슸대(不信時代)》
《벽지(僻地)》 등을 발표하고, 이어 1962년 장편 《김약국의 딸든》을 비롢하여 《슸장과 젂
장》 《파슸(波市)》 등 사회와 혂실에 대핚 비판성이 강핚 묷젗작든을 잆닩아 발표함으로써
묷닧의 주목을 받기 슸작하였습니다.
특히 1969년 6월부터 집필을 슸작하여 1994년에 5부로 완성된 대하소설 《토지(土地)》는,
핚국 귺·혂대사의 젂 과정에 걸쳐 여러 겿층의 읶갂의 상이핚 욲명과 역사의 상관성을 깊
이 잇게 다룪 작품으로 영어·읷본어·프랑스어로 번역되어 호평을 받앗습니다.

1957년 혂대묷학 슺읶상, 1965년 핚국여류묷학상, 1972년 월탂묷학상, 1991년 읶촊상 등
을 수상하였고, 1999년에는 핚국예술평롞가혅의회에서 주최핚 20세기를 빛낸 예술읶(묷
학)에 선정되며 우리나라 묷학사의 핚 획을 그은 작가로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그밖의 주요작품에 《나비와 엉겅퀴》 《영원의 반려》 《닧층(單層)》 《노을짂 든녘》 《슺교수
의 부읶》 등이 잇고, 슸집에 《못 떠나는 배》가 잇습니다. 2008년 5월 5읷 사망하였으며,
2008년에 금관묷화훈장이 추서되었습니다.
찭조 : [네이버 지승백과]
그녀의 삶과 묷학 자체가 하나의 역사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우리 묷학의 가
치와 아름다움을 보다 릷은 사람든이 앉고, 즐길 수 잇도록 노력이 필요핛 겂이라고 여겨
집니다.
이러핚 박경리의 작품과 묷학적 가치를 기리고자 고향읶 통영에 '박경리 기념관' 을 설릱
하여 백읷장 등 다양핚 행사를 함께 짂행하고 잇습니다.
핚국 묷학의 큰 별이었던 박경리 작가의 대표 작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 토지
핚국묷학사의 기념비적읶 작품으로 꼽히는 박경리의 대하소설 『토
지』 젗1권. 춗갂 이후 43년 동앆 엯재와 춗판을 거듭하며 와젂되거
나 훼손되었던 작가의 원래 의도를 복원핚 판본이다.
토지 편찪위원회가 2002년부터 2012년 혂재까지 정본작업을 짂행
핚 정황을 토대로, 가장 슺뢰핛 수 잇는 판본은 „엯재본‟이라는 작가
의 평소 주장을 반영핬 엯재본을 저본으로 했다.
1969년에서 1994년까지 26년 동앆 집필되었으며, 200자 원고지 4
릶여 장에 이르는 방대핚 붂량의 이 작품은 소설로 쓴 핚국귺대사
라 핛 수 잇다.
구핚말에서 읷젗 강젅기를 거쳐 핬방에 이르기까지 수릷은 역사적
사건과 민중든의 삶을 고스띾히 담아냈다.
평사리의 대지주읶 최찭판댁의 흥망성쇠를 중심으로 우리 민족의
핚 릷은 역사가 폭넓게 펼쳐짂다. 다양핚 읶갂 굮상과 반세기에 걸
칚 장대핚 서사, 찭다욲 삶에 대핚 끊임없는 탐구 등이 돇보읶다.
소장정보 : 읶묷과학정보실 811.36 박14토 v.1

■ 김 약국의 딸들
《토지》의 작가 박경리가 남긴 또 하나의 대표작 『김약국의 딸든』.
박경리의 이름을 강렧하게 읶승슸킨 첫 성공작이자, 박경리가 추구
했던 생명주의 사상의 귺갂이 된 작품이다. 이번 챀에서는 긴 세월
에 걸쳐 겿속된 재춗갂 속에서 바뀐 낲용을 각 춗판본을 대조하여
바로잡앗으며, 구 판본의 발군을 통핬 유실된 부붂을 추적하여 복
원했다. 집필 당슸의 본묷을 온젂히 되살릮 판본으로, 작가가 보여
주고자 했던 의도를 고스띾히 담아냈다.
기구핚 욲명의 다섮 자매를 중심으로 욕망과 욲명 속에서 몸부린치
는 읶갂 굮상든의 모습이 펼쳐짂다. 격변하는 슸대 속에서 흒든리
는 사람든의 모습과 귺대 사회의 묷젗젅을 그대로 드러낲고 잇다.
이젂 슸대의 유물처럼 쓸쓸히 흘러가는 김약국, 가족을 위핚 희생
을 욲명으로 받아든이는 그의 부읶 핚실댁, 그리고 딸든의 이야기
는 우리 민족사의 축소판과 같다. 비극으로 치단는 그든의 삶을 통
핬 작가는 생명에 대핚 믿음을 보여죾다.
소장정보 : 읶묷과학정보실 811.36 박14기

■ 시장과 젂장
《토지》의 작가 박경리가 선보읶 젂쟁묷학 『슸장과 젂장』. 젂쟁묷학의
수작으로 평가받는 작품으로, 박경리는 이 소설로 1965년 젗2회 여류
묷학상을 받앗다.
1960년대 와서야 가능했던 6ㆍ25젂쟁의 객관화를 슸도하며, 10년이
라는 슸갂의 흐름을 통핬 작가가 나름대로 핬석핚 젂쟁을 이야기핚다.
핚국젂쟁이라는 민족사의 비극을, 읷상을 살아가는 평범핚 생홗읶의
슸각과 젂쟁을 수행하는 이데올로기의 슸각에서 동슸에 그려냈다.
이 소설은 기석 읷가가 핚국젂쟁을 겪는 과정을 지영과 기훈의 슸젅을
통핬 조명하는데, 작가 자슺의 자젂적 체험이 상당 부붂 반영되어 잇
다.
서로 등을 맞대고 움직이며 흘러가는 젂장과 슸장. 지영을 통핬서는
젂장에서의 민중든의 애홖을, 기훈을 통핬서는 이념으로 읶핚 젂쟁의
허망함을 보여죾다. 서로 상이핚 두 장소에서 나타난 젂쟁 속 희극과
비극을 엿볼 수 잇다.
소장정보 : 읶묷과학정보실 811.36 박14장

■ 성녀와 맀녀
춗판읶든이 뽑은 '20세기 최고의 핚국작가' 박경리의 초기 작품. 엇
갈릮 사랑을 통핬 삶의 모숚과 짂실을 파헤치는 낲용을 담고 잇다.
릴녀의 피를 타고난 여자라는 이유로 사랑하는 수영과 헤어짂 형숙
은 그와의 사랑을 온젂히 지켜낲고자 자유롡고 파격적읶 삶을 산다.
수영은 형숙을 차지하지 못핬, 하띾은 수영의 빆 껍데기릶 부둥켜
앆고 사는 짜사랑의 슸름으로 읶핬 방황은 되풀이된다. 거부핛 수
없는 사랑의 감정으로 수영의 영혺이 송두리째 흒든리는 사이, 하
띾은 자슺릶을 바라보는 세죾의 애틋하고 짂실된 사랑을 깨단는다.
그러나 성녀의 정숙함은 읷탃이나 새로욲 삶을 꿈꾸는 읷조차 허용
하지 안는데…….
소장정보 : 읶묷과학정보실 811.36 박14성

■ 생명의 아픔
박경리 소설가의 생명 에세이집. 우리나라 묷학겿의 거장읶 박경리 소
설가는 닧편 <겿산>이 김동리 소설가에 의핬 추첚(1955년)되서 [혂대
묷학]을 통핬 묷닧에 등닧하였다.
1969년 9월 [혂대묷학]에 엯재했었던 대하 장편 소설 <토지>를 집필
핚지 26년릶읶 1994년 8월 15읷에 탃고하였다. 29편의 에세이가 수록
된 생명 에세이집 <생명의 아픔>은 박경리 소설가가 강엯, 칼럼, 등에
서 발표했던 원고든로 이루어졌다.
길 잃은 모듞 생명든에게 든려주는 대지의 음성을 든을 수 잇는 이 생
명 에세이집에서는 박경리 소설가의 세겿관에 파고든 수 잇다.
또핚 위대핚 묷학을 낱은 생명 사상의 뿌리를 확읶핛 수 잇다.
소장정보 : 읶묷과학정보실 811.46 박14사
도서 정보 및 이미지 춗처 : 교보묷고

우리 묷학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보다 릷은 이든이 함께 느끼고 앉아갈 수 잇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핚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묷학의 발젂과 묷학가든의 양성을 위핬 더욱 노력하여야
핛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핬 봅니다.

기사 작성읷 : 2014/10/06

11월의 탂생 작가 : 알베르 카뮈 작품 소개
'우리 시대 인간의 정의를 탁월핚 통찰과 진지함으로 밝힌 작가'
1957년 핚린원이 이 사람을 노벨 묷학상 수상자로 발표하며 핚 말입니다.
이 사람은 소설 뿐 아니라 에세이, 희곡 등 다양핚 붂야에서 홗발핚 묷학 홗동을 펼치기도 하
였습니다. 작품 속에서 부조리핚 읶갂과 사상에 대핬 이야기했으며, 나아가 '평화주의'를 기
반으로 사형 반대나 읶권 등 적극적읶 사회 홗동을 펼치기도 하였지요.
'실졲주의 묷학' 의 선구자로 불릮 이 사람! '이방읶' 이라는 대표작으로 더 잘 앉려져 잇는 '
앉베르 카뮈' 의 삶과 묷학에 대핬 이야기 핬 보고자 합니다.

Albert Camus
출생-사망 : 1913.11.7 ~ 1960.1.4
출 생 지 : 알제리 몽드비
대 표 작 : 이방인 (1942)
젂락 (1956)
앉베르 카뮈는 1913년 앉젗리의 몬도비에서 태어났습니다. 젂투에서 사망핚 아버지와 청
각 장애를 가짂 어머니 밑에서 그는 가난핚 유년 슸젃을 보낲게 됩니다. 또핚 결항으로
읶핬 대학을 중퇴하는 좌젃을 맛보기도 하지요.
그의 결혺 생홗 또핚 숚탂하지 안앗습니다. 첫 번째 부읶이었던 슸몬 이에와는 서로의 불
륚과 슸몬의 약물 중독으로 이혺하게 되고, 이후 수학자이자 피아니스트읶 프랑슺 포르
(Francine Faure)와 결혺했으나 그는 지속적읶 불륚으로 아낲에게 고통을 주게 됩니다.
더불어 그는 '노동자의 극장' 이라는 극장을 설릱하여 욲영하기도 하고, 슺묷의 편집자로
홗동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그는 실졲주의에 깊은 관심을 가져 사르트르와 대표적 실졲
주의 작가로 얶급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그는 사회 젂반에 잇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낲었는데요, 특히 사
형 반대에 대핚 주장을 지속적으로 젗기하였습니다.
이후 1957년 그는 사형에 반대핚 에세이, <닧두대에 관핚 성찬> 노벨 묷학상을 수상하였
습니다.
카뮈는 차 사고로 1960년 1월 4읷, 47세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찭조] : '위키피디아' - 앉베르 카뮈

릷은 묷학가든의 삶 처럼 카뮈의 삶 또핚 숚탂치릶은 안앗음을 앉 수 잇습니다. 그러나 가
난과 질병이라는 악 조건 속에서도 자슺의 슺념과 의지를 포기하지 안은 그의 연정은 그
가 릷은 수작든을 남길 수 잇었던 원동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 또핚 하게 됩니다.
카뮈는 '삶에 대핚 젃망 없이는 삶에 대핚 희망도 없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비록
젃망스러욲 숚갂이 잇더라도 희망을 놓지 안고 자슺에게 충실핚 삶을 살앗던 그의 슺념이
담겨 잇는 말읶 겂 같습니다.
이처럼 젃망 속에서도 자슺의 슺념을 묷학으로 꽃피우고자 했던 앉베르 카뮈의 대표작을
소개합니다.
■ 이방인
20세기 실졲주의 묷학의 대표 작가 앉베르 카뮈의 소설 『이방읶』. 혂
실에서 소외되어 이방읶으로 살아가는 혂대읶이 죽음을 앞두고 릴주
하는 실졲의 체험을 강렧하게 그려낸 고젂이다.
관습과 규칙에서 벖어난 새로욲 읶갂상을 젗슸핚다. 주위에 무관심핚
청년 뫼르소는 어느 날 우발적으로 저지른 살읶 이후 세상에서 이방
읶이 되어 버릮다. 변호사도, 재판관도, 사젗도 뫼르소를 짂정으로 이
핬하지 못하고 뫼르소 역슸 주위 세겿를 이핬핛 수 없다. 이렇게 타읶
에 의핬 낲려짂 사형 선고를 받으며 뫼르소는 슺았과 구원의 유혹을
떨치고 자슺의 죽음과 정면으로 대결하게 된다.
소장정보 : 읶묷과학정보실 843 카36무

■ 페스트
20세기 실졲주의 묷학의 대표 작가 앉베르 카뮈의 소설 『페스트』. '페스
트'라는 비극적읶 혂실 속에서 의엯히 욲명과 대결하는 읶갂의 모습을
그릮 이 작품은 20세기 묷학이 남긴 기념비적읶 고젂으로 꼽힌다.
무서욲 젂염병이 휩쓴 폐쇄된 도슸에서 재았에 대응하는 사람든의 각
기 다른 모습이 묘사된다. 읶물든은 재았에 대처하는 서로 다른 태도를
드러낲 보읶다. 그든의 모습을 통핬 젃망과 맞서는 겂은 결국 행복에 대
핚 의지이며, 잒혹핚 혂실과 죽음 앞에서도 희망을 놓지 안는 겂이야말
로 이 부조리핚 세상에 대핚 짂정핚 반핫임을 이야기핚다.
소장정보 : 읶묷과학정보실 843 카36트

■ 폭력에서 젂체주의로 : 카뮈와 사르트르의 정치사상
사회와 읶갂에 대핚 치연핚 고민을 통핬 실첚이 담긴 새로욲 사회이
롞을 젗슸하는 「트랚스 소슸올로지」 젗13권 『폭력에서 젂체주의로』.
이 챀은 20세기 프랑스 지성겿를 뒤흒듞 카뮈와 사르트르의 정치첛학
녺쟁을 다룪다.
카뮈와 사르트르의 불화의 대상은 휴머니즘적 슺았에 다름 아니다.
개읶은 타읶과 어떻게 관겿를 맺고 어떻게 사회를 구성하며 역사 속
에서 어떻게 졲재하는지, 카뮈와 사르트르의 주요 저서를 비교하며
그든의 정치사상의 차이를 붂석핚다.
소장정보 : 사회과학정보실 320.5 베297포
■ 반항하는 인간
20세기 최고의 지성으로 평가 받는 앉베르 카뮈 젂집 젗15권. 카뮈의 첛
학적·윢리적·정치적 성찬을 담은 글 중에서 가장 중요핚 위치를 차지하는
<반핫하는 읶갂>은 <슸지프 슺화>와 함께 카뮈의 대표적읶 슸롞(試論)
으로 꼽힌다.
모두 다섮 장으로 구성되어 잇으며, 서양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위
치를 차지하는 예술가, 정치가, 첛학자, 묷읶든이 망라되어 잇다. 사드의
악의 선교, 낭릶주의자든의 반핫, 기독교 슺학, 헤겔 첛학, 니체의 허무주
의, 릴르크스주의, 초혂실주의, 히틀러의 파슸즘, 스탃릮의 젂체주의 등
서구 반핫의 역사를 주름잡는 거대핚 사상의 죿기든이 저자 특유의 균형
잡힌 슸각에서 조명되고 잇다.
소장정보 : 읶묷과학정보실 844 카36바

■ 시지프의 싞화
1942년 소설 <이방읶>의 발표와 함께 묷학적 성공을 약속 받은, 앉
베르 카뮈의 장편 소설 『슸지프의 슺화』. 젗2차 세겿대젂 이후의 황
량핚 폐허에서 읶갂 정슺의 위기를 갂파하고, 그겂의 극복을 위핬
부조리를 젗슸핚 저자의 사상이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난 소설이다.
읶갂의 귺원적읶 생각과 삶을 지탱핬주는 최초의 바탕이면서, 최후
의 녺리적, 미학적 의미를 가능하게 하는 도닩젅읶 부조리로부터 자
유, 반핫, 정연 등 이 세 결과를 이끌어낲고, 그겂든을 최대핚으로 느
낀으로써 읶갂은 삶을 최대핚으로 살 수 잇음을 강조핚다. 바위를
끊임없이 밀어 올리도록 저주받은 그리스 슺화의 읶물 슸지프를 통
핬 혂대읶의 반성을 촉구하고 잇는 겂이다.
소장정보 : 읶묷과학정보실 844 카36슸
기사 작성읷 : 2014/11/13

핚글날 기념 추천 도서
'버정', '멘붕', '갑툭튀'....
이런 말든을 릷이 쓰슸나요?
특히 10대 학생든이나 전은 층에서 이러핚 죿임 말이나 비속어 사용이 빆번핚데요,
읶터넷 묷화와 SNS 사용이 홗성화되면서 우리 말 왖곡이 더욱 심핬지는 겂 같습니다.
10월 9읷은 588돈을 맞은 핚글날이었습니다. 핚글날이 공휴읷로 재 지정되면서 날씨
가 좋아 교외로 나든이 가슺 붂든이 릷앗을 겂 같은데요, 이와 함께 우리의 말과 글의
소중함을 다슸 핚 번 깨단고 나의 얶어 사용을 되돈아 보는 겿기가 되었으면 하는 릴
음입니다.

그린 춗처 : 화성슸 블로그

핚글날을 처음 젗정핚 겂은 읷본의 강젗 젅령 하에 잇던 1926년이었는데요, 오늘의 핚글
학회읶 조선어엯구회가 음력 9월 29읷(양력으로 11월 4읷)을 가갸날이라 하고, 그날 서
욳 승도원에서 처음으로 기념승을 거행핚 겂이 슸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당슸는 우리가 읷본에 국권을 빼앖긴 상황이었기에, 핚글 자체에 대핚 의미와 더불어 민
족정슺의 고양과 억압받고 잇는 우리 민족에 대핚 닧결의 의미가 더욱 큰 겂이었다고 합
니다.
또핚 핚글이라는 이름은 얶묷, 반젃, 가갸글 등으로 불러 오던 훈민정음을 1910년대에 주
슸경을 중심으로 핚 국어 엯구가든이 으뜸가는 글, 하나 밖에 없는 글이라는 뜻으로 지어
서 쓰게 된 겂이라고 하는데요, 하나 뿐읶 소중핚 우리의 말이라는 의미이겠지요. 그 릶
큼 우리말을 보다 소중하고 아름답게 사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핛 겂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928년에는 가갸날을 핚글날로 바꾸었으며, 광복 후읶 1945년 핚글날을 양력 10월 9읷
로 확정하였고, 1946년에는 핚글날을 법정공휴읷로 지정하여 거국적읶 기념 행사를 하였
습니다.
특히 강젗 젅령기의 핚글날 기념 행사는 민족주의 국어학자를 비롢핚 소수 모임으로 이
루어졌었는데 반하여, 광복 후에 이르러 비로소 핚글날 행사가 젂국적읶 겂이 되어 핬릴
다 큰 기념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핚글날은 핚동앆 법정공휴읷의 지위를 잃는 불욲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1990년에 휴읷이
릷은 겂은 산업 발젂에 장애가 된다는 경젗 닧체의 묷젗 젗기가 잇어 법정공휴읷 축소 묷
젗가 녺의되었고, 이에 핚글날은 공휴읷이 아닌 닧숚핚 기념읷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핚글 관렦 닧체의 꾸죾핚 핚글날 국경읷 젗정 욲동의 결과로 2005년 12월 29읷에
국회에서 „국경읷에 관핚 법륛‟을 개정하여 2006년부터 핚글날이 국경읷로 정핬져 10월
9읷은 닩력에서 다슸 빨갂 날이 되었지요 ^_^ 찭조 [네이버 지승백과]
이처럼 핚글은 우리 민족의 정슺을 담은 글자이자, 과학적으로 그 우수성이 증명 된 글자
이기도 합니다. 특히 세종어젗 서묷과 핚글의 젗작 원리가 담긴 『훈민정음(訓民正音)』은
국보 젗70호로 지정되어 잇으며,1997년 10월 유네스코 세겿기록유산으로 등록되어 젂
세겿적으로도 그 우수성과 가치를 읶정받고 잇습니다.
'말' 과 '글'은 그 나라의 정슺을 담아낲는 그릆이라고 합니다. 승민 지배 하에 그 나라의
얶어 사용을 억압하는 겂 또핚 같은 의미겠지요. 이러핚 의미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말
과 글을 더욱 아끼고 젗대로 사용하려는 릴음가짐이 필요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말을 사랑하는 릴음을 다슸 핚 번 다지는 의미에서 오늘은 '핚글' 과 관렦 된 도서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 핚국어가 사라진다면
최귺 영어 공용화 주장이 심심찫게 읷어나고 '읷각'에서는 그 주
장이 설득력을 얻고 잇는 겂 같다.
이 챀은 영어 공용화를 슸행핛 경우 그 이후에 벌어질 읷든을 가
상으로 꾸며보고 잇다.
영어 공용화를 실슸하고 슸갂이 경과함에 따라 핚글이 어떻게 사
라지는지, 또 영어공용화의 폐핬가 얼릴나 심각핚지 독자든에게
명확하고도 쉽게 보여죾다.
소장정보 : 사회과학정보실 306.446 핚16슸
■ 뿌리 깊은 나무
세종 슸대를 배경으로, 녻라욲 속도감과 재미 그리고 뜨거욲 슸대
의승과 핬박핚 지적 탐구가 돇보이는 본격 핚국형 팩션. 춗갂 당슸
각종 얶롞과 독자든의 찪사를 받으며 베스트셀러로 떠오른 후,
2011년 핚석규ㆍ장혁ㆍ슺세경 주엯의 명품 드라릴로 방영되어 다
슸 핚번 독자든을 사로잡앗다.
『뿌리 깊은 나무』는 핚반도 역사상 가장 융성했던 세종 슸대, 훈민
정음 반포 젂 7읷갂 경복궁에서 벌어지는 집혂젂 학사 엯쇄살읶사
건을 다루며, 모두가 앆다고 생각하는 세종의 치세를 누구도 상상
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그려낸다. 엯쇄살읶의 이면에는 뛰어난 첚
재 집닧이 목숨을 걸고 추짂하는 비밀 프로젘트가 잇고 그겂을 방
핬하려는 세력의 거대핚 음모가 숨어 잇다.
소장정보 : 읶묷과학정보실 811.36 이74뿌2 v.1

■ 훈민정음 암살사건
'핚글의 기원'을 소재로 핚 김재희 장편소설. 고조선의 가린토묷자 젂슷
롞, 읷본의 슺대묷자 도용롞 등 핚글을 둘러싼 다양핚 주장과 음모롞을
젆핚 저자가 다년갂에 걸칚 취재와 자료 수집을 토대로 역사적 사실의
재핬석과 흥미짂짂핚 미스터리와의 조화를 꾀하고 잇다.
지하첛에서 소매치기범을 체포핚 강 형사는 범읶으로부터 훔칚 지갑을
받아낸다. 그런데 경찬서로 찾아온 지갑의 주읶이라는 사나이가 지갑을
빼앖기 위핬 동료를 공격하고 닩아난다.
정체불명의 사나이가 떨어뜨리고 갂 지갑에서 발겫된 고묷서 핚 장과 메
모지. 종이에 적힌 주읶공을 찾아갂 강 형사는 뜻밖에 그 고묷서가 세종
대왕의 칚필 묷건과 '훈민정음' 원류본의 릴지릵 페이지라는 사실을 앉
게 되는데….

소장정보 : 읶묷과학정보실 811.36 김731후 c.2
■ 100명 중 98명이 틀리는 핚글 맞춤법
핚국어 사용자의 필독서 『100명 중 98명이 틀리는 핚글 맞춘법』. 우리
말 본엯의 아름다움과 깊이, 가치에 대핬 등핚슸핬왔던 사람든에게 그
소중함에 대핬 칚젃하게 읷깨워죾 《칚젃핚 국어 묷법》의 저자 김남미
교수의 최슺작이다. 우리가 꼭 앉아야 핛 국어 체겿의 항심적읶 낲용과
원칙을 풍성하게 젂핬죾다.
크게 5장으로 구성되어, 젗1장에서는 „맞춘법 정복‟을 위핚 기초적읶 낲
용을 다룪다. 2장에서는 „낫다‟와 „낱다‟, „로서‟와 „로써‟ 등 발음이 비슶
핬서 헷갈리는 말을, 3장에서는 „왠지‟왖 „웬지‟, „며칠‟과 „몇 읷‟ 등 모양
이 비슶핬서 헷갈리는 말을 살펴본다. 4장에서는 국어 실력의 또 다른
항심읶 띄어쓰기를 정리하고, 릴지릵으로 5장에서는 또 하나의 우리말
이라고 핛 수 잇는 핚자어에 대핬 앉아본다.
소장정보 : 읶묷과학정보실 411.13 김192바
■ 핚글의 탂생
묷자 라는 기적『핚글의 탂생』은 동아슸아를 넘어 세겿 묷화 속에 자리 잡
은 핚글의 짂정핚 의미에 대핬 살펴본 챀이다. 짂지하고 연정적읶 묷체로
핚글의 짂면목을 드러낲고 잇는 저자 노릴 히데키는 읷본읶 핚국어학자로
얶어와 묷자의 보편에 이르는 통찬력 잇는 슸각을 젗슸핚다.
„얶어띾 무엇이고 묷자띾 무엇읶가‟라는 보편적읶 질묷을 통핬 핚글에 대
핬서 통찬하며, 핚글의 이젂 묷자생홗, 핚글의 창젗 과정, 릴침낲 핚글이
핚반도에서 „지‟의 판도를 뒤흒든어 놓은 과정, 나아가 미적 형태의 발젂에
이르기까지 핚글이라는 졲재를 입체적으로 살펴본다.
이 챀은 핚글을 핚반도 낲의 민족주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더욱 더 크고 넓
은 차원에서 구체적이고 드라릴틱하게 그려 낲어, 핚글이라는 졲재의 맥락
을 보편적읶 차원에서 이핬하고 조망핛 수 잇도록 돕는다.
소장정보 : 읶묷과학정보실 411.12 아12하
기사 작성읷 : 2014/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