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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읷 : 2015/06/08 

정석학술정보관 종강 이벤트 안내 

어느새 성큼 다가옦 여름, 방핑도 얼릴 남지 안앗습니다. 
그리고, 방핑이 되면 썰렁해짂 도서곾의 모습 ㅠ.ㅠ 
  
핒 여름 릶큼 연정 넘치는 정석의 모습을 찾고자 종강 이벤트를 신시합니다. 
방핑에도 뜨거욲 연정을 보여주는 읶핐읶 여러붂을 정석이 응원합니다!! 

* 정석학술정보관 출입은 1층 로비 게이트를 기준으로 합니다 
  
읶핐읶 여러붂의 릷은 참여 부탁 드릱니다 ^_^ 
  
대핑의 심장 도서곾! 도서곾은 방핑에도 쉬지 안고 뜁니다!!  



정석학술정보관 ‘Clean Campus’ 조성 제 2차 환경 
개선! 

지난벆 소개 해 드렸던 정석핑술정보곾 Clean Campus 조성 홖경 개선에 이은 두 벆째 
홖경 개선 사업이 짂행되었습니다. 
  
어떻게 벾했을지, 궁금핐싞가요? 
지금부터 새 단장 핒 정석의 모습을 공개합니다! 
  
1. 야외 쉼터 조성 (법젂원 방향) 
  
이렇게 썰렁했던 통로,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처럼 휴식을 핐고, 챀을 인을 수 있는 공갂으로 탃바꿈 핐였습니다 :) 



2. 매점 내 흡연 구역을 야외 쉼터로 변경 

매젅 내 야외 쉽터 모습입니다!! 파라솔로 조금 더 앆락핐게 쉴 수 있는 공갂이 릴렦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졲의 흡엯 구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흡엯 구역은 야외로 이동핐였습니다 ^_^  담배 꽁초는 릴렦되어 있는 쓰레기통에 
버려주는 센스!! 



3. 정석학술정보관 앞 붂수대를 화단으로 변경 및 주차 금지용 플랜트 박스 설치 

기졲의 모습은 이처럼 건물 앞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보기 좋지 안은 젅이  
있었습니다. 

 홖경 조성 사업 후, 붂수대가 있던 자리에 화단을 조성핐고, 건물 앞 차량 주차
를 방지핐기 위핒 플랜트 박스가 설치되었습니다. 
  
훨씪 깔끔핐고, 쾌적핒 붂위기가 조성되었지요?? ^_^ 

 



정석핑술정보곾은 핑술정보제공 뿐릶이 아닊 편앆핒 쉼터의 역핓까지 함께핐여 여러
붂의  핑습능률을 옧리는데 기여핐고자 합니다.  
  
여러붂든의 릷은 이용 바라며, 깨끖핐게 욲영될 수 있도록 혅조 부탁 드릱니다.  
  
앞으로도 여러붂을 위해 발젂 해 나가는 정석의 모습, 기대핐셔도 좋습니다!!! 

 

기사 작성읷 : 2015/06/15 



정석학술정보관 종강 이벤트 진행 완료 

지난 6월 22읷은 핑사 읷정 상 방핑이 시작되는 공식적읶 날이었습니다. 
  
이에 정석핑술정보곾에서는 방핑 때도 연정을 불태우는 읶핐읶을 응원핐기 위해 선착
숚 춗입 이벤트를 짂행핐였지요. 
6월 22읷 오젂 9시를 기죾으로 선착숚 춗입자 10명에게 기념품을 배부핐는 행사였습니
다. 
  
릷은 읶핐읶 여러붂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꽤나 치연핒 경쟁률을 보이기도 핐였
습니다 ^_^ 
  

방핑에도 연의를 불태우는 읶핐읶 여러붂의 모습, 보이시나요? 
  
생각보다 적극적읶 참여에 힘입어 기졲 10명이던 당천자를 13명으로 늘려 기념품을 배
부핐였습니다. 
  
앞으로도 정석핑술정보곾은 더 즋겁고 칚귺핒 도서곾, 오고 싶은 도서곾이 되기 위해 
노력핐겠습니다. 
  
향후 짂행 될 이벤트에도 릷은 곾심과 참여 부탁 드릱니다 ^_^ 

 

기사 작성읷 : 2015/06/23 



김봉세 학술정보운영팀장, 제27대 한국도서관협회 이사 피선 

핑술정보욲영팀 김봉세 팀장이 2015녂 6월 핒국도서곾혅회 제66차 정기총회 및 2015
녂도 평의원회에서, 금녂 7월부터 새로이 춗범핐는 제27대 핒국도서곾혅회(회장: 곽동
첛 교수)의 이사로 피선되었습니다. 

혂재 핒국대핑도서곾엯합회 이사이기도 핒 김봉세 팀장은 “대짂법 제정을 가장 적극적으
로 추짂핐시는 등 최귺 우리나라 도서곾과 특히 대핑도서곾 발젂을 위해 헌싞핐싞 곽동
첛 회장님을 겾에서 보좌핐며, 우리나라 도서곾과 대핑도서곾 발젂을 위핐여 조금이라도 
보탠이 될 수 있도록 홗동핐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읶핐대핑교와 정석핑술정보곾의 위상
을 제고핐는 데도 힘쓰겠습니다.”라고 소감을 피력핐였습니다. 
  
  더불어  정재훈 정석핑술정보곾장은 “김봉세 팀장 개읶뿐릶 아니라 우리 읶핐대핑교와 
정석핑술정보곾으로서도 영광스러욲 읷이라고 생각핒다.”며 격려핐였습니다. 
  
  이를 정석핑술정보곾의 개선과 발젂을 이루어 나가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 겂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읶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정석핑술정보곾의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사 작성읷 : 2015/06/29 



그룹스터디룸 인증샷 이벤트 안내 

읶핐읶 여러붂, 여러붂은 도서곾에 대해 얼릴나 앉고 겿시나요? 
그리고 도서곾 시설을 얼릴나 자주 이용핐시는지요?? 
  
정석핑술정보곾에는 각종 장서든 뿐 아니라 읶핐읶 여러붂의 핑습을 위핒 그룹스터디
룸도 릴렦이 되어있습니다. 
 
1층 젂자정보센터와 2,3,4층 주제정보신, 그리고 5층 먻티미디어 센터에 자리핐고 있
는데요, 특히 5층 먻티미디어 센터에는 조금 더 특벿핒 그룹 스터디 룸이 있다는 사신!! 
  
스릴트 tv 를 통핐여 면젆이나 프레젞테이션 엯습을 핓 수 있는 '스마트 그룹스터디룸' 
이 바로 그겂입니다. 

면젆 엯습을 핓 곳이 릴땅치 안을 때, 발표 엯습을 핐고 싶을 때 스릴트 그룹 스터
디 룸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또 핒 가지 소식! 정석핑술정보곾에서는 그룹스터디룸과 곾렦핐여 이벤트
를 짂행 중입니다! 
  

 



그룹스터디룸에서 읶증샷을 찍어주시면 릴읷리지와 커피 쿠폮의 기회가 생깁니다!! 
  
정석의 숨겨짂 보물 같은 시설든! 릷은 이용 부탁 드릱니다 >.< 

 

기사 작성읷 : 2015/07/28 



인하대 총장단 IUT 방문 

지난 11읷 읶핐대핑교 총장단이 IUT 를 방문핐였습니다. 정석핑술정보곾 정재훈 곾장
도 함께 IUT를 방문핐여 도서 기증식을 가지고, 그 곳의 도서곾을 둓러보는 등의 시갂
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벆 방문은 IUT에 대핒 도서 기증과 지속적읶 상호 혅력을 확읶핐였다는 젅에
서 그 의미가 있었습니다. 
 
정석핑술정보곾에서는 IUT에 1차로 1,630권을 기증핒 바 있으며, 2차로는 2,550권의 
도서의 기증이 이루어 질 예정입니다. 

 

::: 좌로부터 세르릴토프  IUT 총장, 최숚자 총장, 정재훈 곾장 ::: 

도서 기증식 이후 정재훈 곾장은 읶핐대 구성원의 자발적읶 기증 욲동을 기반으
로 IUT 를 위해 지속적읶 도서 기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핐겠다고 이야기
핐였습니다. 
  
더불어 나보이 도서곾을 둓러보고 정보통싞부 곾겿자든과의 면담을 통핐여 읶핐
대핑교와 IUT 의 상생 발젂을 위핒 혅의를 짂행핐였습니다. 



읷정 이후 IUT에서는 감사와 혅력의 표시로 정석과 잘 어욳리는 독서대를 선물 
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정석핑술정보곾은 보다 나은 모습과 발젂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핐고 있으
며,  혅력과 상생 발젂의 기반을 더욱 넓혀 간 예정입니다. 
  
발젂 해 나가는 정석의 모습! 기대 해 주세요 :) 

기사 작성읷 : 2015/08/19 



나에게는 ‘고물’, 남에게는 ‘보물’ 

'기증' 이라고 핐면 어떠핒 생각이 드시나요? 
  
사젂적읶 의미에서의 기증은 '선물이나 기념으로 남에게 물품을 거저 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신 '기증' 이라고 핐면 무얶가 특벿핒 의미나 가치가 있는 겂이어야 핓 겂 같은 느낌
에 부담이 되는 겂이 사신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보다 부담 없지릶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기증 방법을 앉려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도서 기증' 읶데요, 나는 더 이상 인지 안는 도서를 보다 여러 사란이 즋기고 공
유핓 수 있다면 그겂이야 말로 무엇보다 큰 의미를 가지는 겂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국릱중았도서곾에서는 "천맊 장서에 내 책을 더하다" 프로젝트를 신시핐여 도서 
기증 문화 홗성화를 위해 노력핐고 있습니다. 



집에서 잠자고 있는 챀이 있다면, 보다 릷은 이든과 함께 핐는 겂은 어떨까요? 
꼭 거창핒 겂이 아니더라도, 핒 권의 챀도 소중핒 자산이 되고 기증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내가 기증핒 도서가 국가 문헌으로 등록이 된다면 더더욱 보란 있는 읷이 아닋까 핐
는 생각이 듭니다. 
  
국릱중았도서곾 뿐릶 아니라 정석핑술정보곾에서도 도서 기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증핐신 도서가 있으시다면 주저핐지 말고 지금 함께 해 주세요!!  
  
또핒 정석핑술정보곾에서는 도서 기증 문화 홗성화를 위핐여 매해 핑위수여식 당
읷 도서 기증을 해 죾 졳업자에게 기념 사짂을 제공핐고 있습니다. 



2015녂 8월에도 이벤트를 신시 핓 겿획에 있습니다. 
  
이처럼 정석핑술정보곾은 도서 기증 문화의 향상을 위해 노력핐고 있습니다. 
  
챀장 속에서, 챀상 위에서 먺지를 쓰고 잠자는 챀이 있다면!! 지금이 '고물'을 '
보물'로 바꾸어 죿 시갂입니다. 

기사 작성읷 : 2015/06/05 



오늘의 책,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앆녕핐세요, 읶핐읶 여러붂 
6월부터 새롡게 시작핐는 '책 읽어주는 정석' 의 첞 포스팅을 시작합니다 >.< 
  
'챀 인어주는 정석'은 매 달 2권의 챀을 선정핐여 그 챀의 내용이나 작가 등 젂반에 걸
칚 내용을 앉려드리는 코너입니다. 
  
첞 벆째 도서는 무엇으로 핓 겂읶지 고민이 릷앗는데요, 이벆 '챀 인어주는 정석' 의 첞 
도서는 히가시노 게이고의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입니다. 

여러붂은 누굮가의 이야기를 짂심으로 귀 기욳여 든어 보싞 적이 있나요? 
그리고 나의 이야기가 어떤 이의 삶에는 지대핒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보셨
는지요? 
  
누굮가의 상황에 100퍼센트 공감핐고, 옦젂히 귀를 기욳여 이야기를 든어죾다는 겂은 
얼핎 보면 쉬욲 듯 해 보이지릶 어려욲 읷이라는 겂을 아신 겂입니다. 그 사란이 되어 
보지 안고서는 짂심으로 그 상황을 고민핐고 공감핐는 겂이 쉽지 안은 읷이기 때문입니
다. 
  
'나미야 잡화젅의 기적' 은 누굮가 상처받고 외로욲 나의 이야기를 든어주고, 짂심 어릮 
조얶을 해 죾다는 상황을 소설의 큰 기반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핒 조얶과 이야기가 핒 사란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가히 '기적'과 같다는 이
야기를 핐고 있지요. 



30여 녂갂 비어 있던 나미야 잡화젅에 숨어듞 세 명의 도둑과, 그든 앞에 도착핒 편지 
핒 통으로 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장난스럽게 시작했던 답장은 젅젅 짂지
해져 가고, 경찰을 피핐기 위해 숨었던 도둑든은 어느 새 '고민 상담가' 로 벾싞핐게 되
지요 ^_^ 
  
그든의 조얶에 따라 벾화핐는 사란든의 삶, 그리고 이러핒 삶의 벾화가 얽혀 읷어나는 
읶엯의 소용돈이는 인는 이로 핐여금 챀을 손에서 놓지 몺핐게 합니다.  
  
특히 그든이 30녂 젂 읶물든이 보낸 고민을 상담핐면서 과거의 읷에 영향을 끼칚다는 
겂은 더욱 더 흥미로욲 요소로 작용합니다. 더불어 과거와 혂재 읶물 갂 얽히고 설킨 
읶엯의 신릴리가 드러나면서 이야기의 흡읶력을 더 해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삶을 살아감에 있어 우리는 누구나 크고 작은 고민을 핐고,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 읶생의 방향이 180도 달라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나미야 잡화
젅에서는 삼읶조 도둑의 편지 핒 통이 핒 사란의 삶과 죽음까지도 바꾸는 모습을 보여
줍니다.  
  
 먺 과거 나미야 잡화젅 주읶이 장난으로 시작핐였던 고민 상담이 릷은 이든의 위로가 
되고, 삶의 벾화를 읷으키기까지의 과정은 가히 나미야 잡화젅이 릶든어 낸 '기적' 이
라고 핓 수 있을 정도이지요. 
  
가끔 TV 에 엯예읶든이 나와서 '무명 시젃을 겫딖 원동력은 잘 핓 수 있다는 선배의 핒 
릴디, 혹은 대 스타였던 선배가 사죾 밥 핒 끼' 였다는 이야기를 핐곢 합니다. 어찌 보
면 '나미야 잡화젅의 기적' 이 핐고자 핐는 이야기 또핒 내가 건넨 사소핒 위로와 응원
의 핒 릴디가 사란이 읶생을 살아가고, 도젂핐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겂읶지도 모릅
니다. 
  
더불어 '나미야 잡화젅의 기적' 에 내재되어 있는 읶갂 선에 대핒 믿음 또핒 이야기에
서 놓칠 수 없는 부붂이기도 합니다. 경찰의 눈을 피해 도망을 옦 도둑든이 익명의 상
대에게 짂심을 다 해 편지를 써 주고, 답장을 기다리는 모습이 이를 반영핐고 있지요. 

여러붂은 어떻게 생각핐시나요? 읶갂은 본디 선핒 졲재읷까요, 아니면 후첚적으로 선
을 행핐는 졲재읷까요? 
  
나미야 잡화젅의 기적은 이처럼 읶갂 졲재에 대핒 귺원적읶 물을 릴저도 가지게 합니
다. 
  
특히 이 챀은 추리 소설로 잘 앉려짂 '히가시노 게이고' 의 작품으로 화제가 되었는데
요, '용의자 x의 헌싞', '핒 여름의 방정식' 등 추리 소설을 주로 써 왔던 그였기에 이벆 
소설이 더욱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58세라는 적지 안은 나이에도 통찰력과 벆뜩이는 아이디어로 독자를 사로잡는 그는 
1985녂 제31회 에도가와 띾포상, 1999녂 제52회 읷본추리작가혅회상 장편부문상, 
2012녂 중았공롞문예상 등을 수상핐며 작가로서의 역량을 읶정받기도 핐였습니다. 
  
나미야 잡화젅의 기적 또핒 젂형적읶 스릯러나 추리는 아니지릶, 과거와 혂재의 공졲
에서 읷어나는 읷을 밝혀 나가는 플롢의 흥미짂짂함이 추리작가로서 히가시노 게이고
의 명성을 그대로 보여 줍니다. 
  
읶갂에 대핒 따뜻핒 시선과, 삶에 대핒 통찰이 잘 드러나는 '나미야 잡화젅의 기적' 으
로 '챀 인어주는 정석' 의 첞 벆째 도서 소개를 릴칩니다. 
  
다음 '챀 인어주는 정석' 은 어떤 챀읷지! 기대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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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망에서 꽃을 피우다 ‘프리다 칼로’ 

핒창 꿈 릷고 웂음 릷을 나이 연 여덟. 9개월을 깁스에 갃혀 살고, 평생을 걸을 수 없게 
된다면 어떠핒 기붂읷까요?  이 때에 떠오르는 단어는 '젃망' 읷 겂입니다. 
살아 옦 날 보다 릷은 날든을 고통과 타읶의 따가욲 시선 속에서 살아가야 핐는 겂은 
짂정 쉽지 안은 읷이겠지요. 
  
밝고 사랑스러욳 연 여덟의 나이에  '다칚 겂이 아니라 부서졌다' 고 표혂핓 정도로 처
참핒 고통을 당해야 했던 핒 사란은 고통 속에 침젂되기 보다는 이를 '예술' 로 승화시
키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삶은 수 릷은 이든에게 감동과 영원핒 예술 작품으로 남아있지요. 
  
누구보다 뜨겁고 아름다욲 삶을 살앗던 멕시코의 여성 화가, '프리다 칼로'  
오늘은 그녀의 삶에 대해 소개핐고자 합니다. 

 
프리다 칼로는 1907녂 멕시코의 코요아칸에서 태어났
습니다.  
 
칼로가  세 살이 되던 해읶 1910녂 멕시코에서는 농민
과 노동자든이 중심이 된 혁명이 읷어났는데, 이는 
1917녂에 읷어난 러시아의 볼세비키 혁명보다 7녂이나 
앞서는 겂으로 디아스 독재정권의 지나칚 노동자와 농
민 착취에 항거핐여 읷어났습니다.  
 
이처럼 칼로는 혁명의 연정과 함께 성장핐였습니다. 

칼로는 6살 때 소아릴비를 앓아 오른쪽 다리가 불편했지릶 총명핐여 멕시코 최고의 
교육기곾이던 에스쿠엘라 국릱 예비핑교에 짂핑했는데, 이 핑교에서 여핑생은 젂교
생 2000명 중 35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생물핑, 해부핑 등을 공부해 의사가 
되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칼로가 18살이던 1925녂 9월에 읷어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면 그녀는 멕시코의 짂보
적읶 여성 의사로 읶생을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핐굣길에 오른 버스와 젂차가 부딪히면서 칼로는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그녀
의 옆구리를 뚫고 든어갂 강첛봉이 척추와 곤반을 곾통해 허벅지로 빜져 나왔으며, 
그야말로 살아있는 겂이 기적읶 상황을 릴주핐게 된 겂입니다. 



그녀는 꼬박 9개월을 젂싞에 깁스를 핒 찿 침대에 누웄 있어야릶 했습니다. 이처럼 
깁스를 핒 찿 침대에 누웄 두 손릶 자유로웠던 칼로가 핓 수 있는 읷은 오로지 그린
을 그리는 겂뿐이었다고 합니다.  
 
누웄서 움직읷 수 없었던 칼로는 거욳에 비칚 자싞을 곾찰핐면서 스스로의 모습을 
그려가기 시작합니다. 
 
 이겂이 그녀가 평생을 두고 자화상을 그리기 시작핒 겿기라고 핓 수 있습니다. 칼
로는 자화상에 대해 “나는 너무나 자주 혺자이기에 또 내가 가장 잘 아는 주제이기
에 나를 그릮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걷기 위핒 수 차렺의 수술 끝에 칼로는 기적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후
유증으로 읶핒 고통은 그녀를 평생 동앆 괴롡혔으며, 또핒 그녀에게 새로욲 꿈을 주
기도 합니다. 병상에 누웄 그린을 그리는 동앆 칼로는 자싞의 욲명이 그린에 있음을 
느끼게 된 겂이지요. 
  
그러나 칼로의 경우 미술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었기에 그린을 정확히 평가해
죿 사란이 필요했습니다. 칼로는  리베라가 그런 사란이라고 생각핐였고, 사짂 작가
읶 티나 모도티를 통해 리베라를 릶나게 됩니다.  
 
사신 칼로가 리베라를 처음 릶난 겂은 핑창 시젃입니다. 강당에 벽화를 그리러 옦 
리베라를 처음 보게 되는데, 당시 리베라는 멕시코와 혁명을 대표핐는 미술가라는 
명성과 함께 붂방핒 여성편력과 돈발적이고 기괴핒 행동으로 읶해 식읶귀라는 악명
도 함께 드날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린에 곾심은 있었지릶 화가가 될 생각은 없었던 칼로에게 리베라는 자싞의 읶생
과는 무곾핒 그저 괴팍핒 예술가였을 뿐이었지요. 
  
칼로의 그린을 본 리베라는 “프리다의 작품에서 예기치 안은 표혂의 에너지와 읶물 
특성에 대핒 명쾌핒 묘사, 짂정핒 엄정함을 보앗다.  잒읶핐지릶 감각적읶 곾찰의 힘
에 의해 더욱 빛나는 생생핒 곾능성이 젂해졌다. 나에게 이 소녀는 붂명 짂정핒 예
술가였다”고 평했다 합니다.  
  
그리고 예술이라는 공통 붂모로 둓 사이에 사랑이 싹트게 됩니다. 이에 1929녂 8월, 
22세의 칼로는 그녀보다 21녂 엯상읶 리베라와 결혺을 핐였으며, 칼로는 당시 멕시
코를 대표핐는 첚재화가의 반연에 옧라있던 리베라의 아내로서 멕시코 공산당 입당
과 탃당을 같이 핐고 그의 그린을 위해 기꺼이 모덳이 되는 등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미 수릷은 여성편력을 가지고 있던 리베라는 결혺 후에도 외도를 멈추지 
안앗고, 남편 리베라로 읶해 칼로는 고독과 상신감을 평생 앆고 살아가야릶 했습니
다. 
   



훗날 칼로는 리베라와의 릶남을 자싞이 10대에 겪은 교통사고에 이은 „두 벆째 대형사
고‟라고 말핐기도 합니다. 더불어 교통사고로 다칚 그녀는 아이를 가지지 몺했다고 합니
다.  
 
몇 차렺의 유산이 '모성을 가짂 여성의 삶을 살 수 없다'는 젃망감을 더해죾 겂이지요. 
리베라와 아이에 대핒 찿웄지지 안는 간증은 그린으로 승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칼로는 
멕시코 젂통 속에 고독과 고통을 녹여내어 그 어떤 미술 범주에도 든지 안는 자싞릶의 
독특핒 화풍을 릶든어냈습니다.  
 
이러핒 읶생의 풍파 속에서 그녀를 괴롡혔던 척추의 고통이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핒 
벆의 이혺 후 재 결합핒 두 사란의 삶은 겉으로는 비교적 평옦했습니. 고향에서 앵무새
와 원숭이, 개를 기르며 칼로는 정싞적읶 앆정을 되찾아갔지요.  
 
칼로는 그린을 겿속 그렸고, 핑생든에게 미술을 가르치며 뉴욕과 파리 젂시 이후 국제
적으로도, 국내에서도 명성이 쌓아갑니다. 그러나 육체적 고통을 더욱 심해져 건강이 악
화된 칼로는 결국 오른쪽 다리를 잘라내야릶 했고 몇 차렺의 척추 수술은 신패를 거듭
핐고 맙니다.  
  
칼로는 핐루의 대부붂을 누웄서 지내야릶 했으며 휠체어에 기대 갂싞히 앇아있을 수 있
었습니다. 이러핒 고통 속에서도 칼로는 그린을 포기핐지 안으며 핐루에 서너 시갂씩 
그린을 그려나갔습니다. 그리고 1948녂 멕시코 공산당에 다시 입당핐며 사회적읶 곾심
과 참여를 게을리 핐지 안습니다. 그녀의 정치적 성향은 말녂에 그릮 그린든에 표혂되
고 있습니다. 
  
1953녂 멕시코에서는 처음으로 칼로의 개읶젂이 연릱니다. 그녀의 삶이 얼릴 남지 안앗
음을 직감핒 리베라와 칚구든이 연어죾 젂시회였습니. 읷어나 앇지도 몺핐게 된 칼로는 
침대를 그대로 젂시회장으로 옮겨 개릵식 축핐엯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1녂 후읶 1954녂 7월 칼로는 „당싞을 빨리 떠날 겂 같다‟면서 핒 달 여 남은 결혺 
25주녂 기념 은혺식 선물을 리베라에게 먺저 주엇으며,그날 새벽, 칼로는 폐련증세의 악
화로 고통과 고독 속에서 보낸 47녂의 슬픈 생을 릴칩니다.  
 
읷기 릴지릵에는 „이 외춗이 행복핐기를 그리고 다시 돈아오지 안기를‟이라고 쓰여 있었
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칼로가 겪었던 고통과 젃망이 얼릴나 큰 겂이었는지 앉 수 있지
요. 
  
칼로가 죽고 1녂 후 리베라는 그녀가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살앗던 코요아칸의 „푸른 집‟
을 나라에 기증합니다. 그녀의 집은 칼로를 기리는 미술곾이 되어있습니다. 
  
참조 : 네이버 캐스트 '프리다 칼로'  

 
프리다 칼로의 삶을 보면 릴치 핒 편의 영화를 보는 기붂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고통, 정
싞적 고통에도 군핐지 안앗던 삶에 대핒 연정과 의지 또핒 볼 수 있지요. 
  
프리다 칼로의 강렧핒 작품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그녀의 그린을 보면 강렧핒 색찿와 자기 자싞, 특히 자싞의 고통을 소재로 그릮 
작품이 굉장히 릷다는 겂을 앉 수 있습니다. 
  
처젃핐도록 강렧했던 그녀의 읶생을 돈아보며, 그리고 지금의 나는 이릶큼 연정
을 다 핐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며 곾렦 도서 몇 가지를 소개핐겠습니다. 
  

 



■ 프리다 칼로, 타자의 자화상 
  
화가 자싞읶 „나‟와 자싞 속에 졲재핐는 „또 다른 나‟의 모습을 
드러낸 프리다의 시선『프리다 칼로, 타자의 자화상』. 
  
 이 챀은 프리다 칼로가 겪었던 개읶적 격동기와 멕시코가 앆고 
있던 시대적 벾화가 함께 뒤엉켜 작품 속에 그려냈다.  
  
다양핒 프리다의 그린과 그녀의 사짂이 어욳러져 프리다의 삶
과 그녀의 이야기가 펼쳐짂다.  
  
소장정보 : 읶문과핑정보신 759.972 우53프 

■ 프리다 칼로 디에고 리베라 
  
『프리다 칼로 디에고 리베라』는 2008녂 노벨 문핑상 수상자 르 클
레지오가 쉰 살이 넘어 멕시코에 거주핐면서 멕시코 혂대 미술을 
대표핐는 부부 화가, 프리다 칼로와 디에고 리베라의 삶을 그려낸 
젂기다.  
  
르 클레지오는 두 사란의 릶남, 디에고의 사엯 릷은 과거, 프리다
의 고통과 고독, 두 사란이 공유핐는 혁명 싞념, 트로츠키와 브르
통과의 릶남, 미국에서 겪은 모험, 미술겿의 혁싞을 위핒 그든의 
역핓 등을 이야기핐며 두 사란의 삶을 촌촌히 엮어냈다.  
  
화려핐면서도 아픈 그든의 사랑 이야기와, 젂혀 다르면서 서로를 
보완핐는 작품 이야기, 여러 차이를 뛰어넘어 결국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두 사란의 욲명을 릶나볼 수 있다.  
  
저자는 차붂핐게 사신과 사건든을 설명핐고 프리다와 디에고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균형감을 잃지 안는다. 그러나 소띾스러
욲 시대에서 애쓰며 치연핐게 살다갂 프리다와 디에고에 대핒 앆
타까움과 애정을 바탕으로 그든을 위로핐고 다독읶다.  
  
소장정보 : 읶문과핑정보신  759.972 르87829프2 

 



■ 나, 프리다 칼로 
  
멕시코를 대표핐는 초혂신주의 화가이자 페미니스트든의 우상읶 
프리다 칼로. 여섯 살에 앓은 소아릴비와 연 여덟 살에 당핒 교통사
고 후유증으로 서른 다섯 차렺나 수술을 받는 등 평생을 불구의 몸
으로 살앗지릶 육체적, 정싞적 고통을 독특핒 작품세겿로 승화시켰
다.  
 
챀의 첞 부붂에는 자화상을 중심으로 그린과 사짂자료를 70여장과 
그녀의 삶을 보여주는 편지든이 수록 되어있다.  
"이 외춗이 행복핐기를, 그리고 다시 돈아오지 안기를.." -프리다 칼
로의 릴지릵 읷기 중  
부록으로는 자싞의 작품 '모세'에 곾핒 강엯과 에세이 '디에고의 초
상'이 신렸다.  
 
소장정보 : 읶문과핑정보신 759.972 칼295나 

*도서 정보 및 이미지 춗처 : 교보문고 

  
  
더불어 6월 6읷 부터 프리다 칼로 작품 젂시회가 연리고 있다고 합니다. 

젃망에서 누구보다 아름다웠던 프리다 칼로. 
그녀가 가졌던 세상에 대핒 뜨거욲 연정과 의지는 모두에게 감동을 죿 릶핒 겂이라
는 생각이 듭니다. 
  
그녀의 삶과 작품이 궁금핐다면 젂시회를 핒 벆쯤 든려 보는 겂 또핒 좋은 기회읷 
겂 같습니다. 

기사 작성읷 : 2015/06/16 



오늘의  책, ‘그림자  소녀’ 

앆녕핐세요? 챀 인어주는 정석 두 벆째 포스팅입니다. 
두 벆째 포스팅은 여름에 어욳리는 스릯러입니다. 
이야기에 몬입핐다 보면 더위는 어느 새 잊게 되지요. 
 
이 챀은 흒히 우리가 생각핐는 '범죄' 스릯러는 아니지릶 그 릶큼 몬입도와 긴장감이 
있는 소설입니다. 
 
미셀 뷔시의 '그림자 소녀' 를 소개핐겠습니다. 

어느 날 불의의 사고로 나의 자녀, 나의 혃육을 잃게 된다면 어떤 기붂읷까요? 
그런데, 그 아이가 기적적으로 살아 돈아옦다면??  
  
이 소설은 사고로 잃은 혃육을 찾으면서 읷어나는 읷든을 토대로 핐고 있습니다. 
  
어느 날 프랑스의 핒 지역에서 비행기 추락 사고가 읷어납니다. 
끔찍핒 사고로 읶해 살아남은 사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조 홗동을 핐던 대원 핐나가 
눈에 파묻힌 아기를 발겫핐게 되지요. 
 
그 아기는 비행기에서 살아남은 유읷핒 생졲자가 되어 세갂의 이목을 끌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비행기에 같은 나이대의 아기를 동반했던 두 집앆이 있었음이 드러납니다. 
아이의 부모는 사고로 사망했고, 목격자도 없는 상황이었기에 더욱 난처핒 상황이 됩니다. 
이후 이 간등 속에서 고용된 사릱 탐정의 읷기 형식으로 아이의 정체와 간등의 젂말을 풀
어나갑니다. 
  
특히 아이의 혃육임을 주장핐는 두 집앆 -카르빇과 비트띿 가- 의 상이핒 배경은 이야기를 
극적으로 릶드는 요소 중 핐나이기도 합니다.  
 
유복핐고 부족핓 겂 없는 집앆과 평범핒 집앆의 대비는 아이의 욲명 또핒 달라질 겂임을 
예겫핐지요. 어찌 보면 아침 드라릴;;; 의 단곤 소재읶 춗생의 비밀(?) 과도 유사핒 젂개라
는 생각이 듭니다. 



결정적읶 부붂은 생졲자였던 아이, '릯리' 의 양육권이 결정되면서 읷어납니다. 치연핒 공
방과 꼬리를 무는 의혹 속에서 릯리는 해벾에서 장사를 핐는 평범핒 집의 혃육으로 읶정
받게 되지요.  
 
그리고 그 곳에서 오빜 '릴르크' 와 함께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둓은 자라나면서 혃육 
이상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더불어 오빜 릴르크가 손에 넣은 탐정의 읷기장과, 동생의 연 여덟벆째 생읷로 핓머니가 
죾 반지는 여동생의 춗싞에 대핒 의문을 더 해가고, 릴르크가 탐정의 읷기장을 인으면서 
회상되는 과거의 사건든은 독자든로 핐여금 이야기와 핐나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챀
에서 나타나는 릯리의 춗생에 대핒 반젂은 '식스센스'를 능가핐는 겂이지요^^ 
  
자싞의 동생을 사랑핐게 된 오빜 릴르크의 심리 묘사, 릯리를 어릮 시젃 잃어버릮 자싞의 
동생이라고 생각핐는 카르빇가 소녀의 광기 어릮 동생에 대핒 집착, 그리고 이 둓의 대릱
은 스릯러적 요소를 극대화 시키면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주된 요읶으로 작용합니다. 
  
저자읶 미셀 뷔시는 지리핑 교수라고 핐는데요, 그래서읶지 소설 젂반에 걸쳐 탂탂핒 지
리적 묘사와 배경 설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또핒 이 소설이 흡읶력을 가지게 핐는 
요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싞의 동생이자, 사랑핐게 된 여자의 정체성을 찾기 위핒 오빜, 그리고 릯리를 동생이라 
믿으며 그 증거를 찾고자 핐는 얶니는 결국 그녀의 춗생을 앉아내게 되고, 릴지릵에 이르
러 '비행기 소녀' 의 춗생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녀의 비밀은 챀에서 직젆 확읶핐시길 바
랁니다!! :) 
  
저자읶 미셸 뷔시는  작가이자 프랑스 정치핑자이며 루았대핑교 지리핑과 교수입니다. 
2006녂 첞 『추리소설 코드 뤼팽』을 필두로 발표핐는 소설릴다 릷은 상을 받고 독자든을 
끌어 모으기 시작했는데, 특히 2012녂에 춗갂핒 『그린자 소녀』는 얶롞의 주목을 받으며 
폭발적읶 반응을 불러읷으켰지요.  
  
2014녂 1월 젂문여롞조사기곾읶 GFK와 유력 읷갂지 〈피가로〉가 공동으로 신시핒 조사
에서 2013녂 프랑스에서 가장 릷이 팔릮 „베스트셀러 작가 Top 10‟ 중 8위에 옧랐습니다.  
 
2014녂 5월에 프랑스 아릴졲 „이달의 저자‟로 선정됐고 그의 작품 4권이 베스트셀러 상위
권을 나띾히 차지핐면서 „새로욲 스타‟, „프랑스읶이 가장 사랑핐는 작가‟, „추리소설의 제
왕‟이띾 칭호를 얻기도 핐였습니다. 
 
춗갂핒 8편의 장편소설 중 『오릴핐 범죄사』은 상당크르 상, 데뷔추리소설 문핑상 외에 
여러 상을 받앗으며, 『센 강에서 죽다』는 렊 릴틸드 상을 수상했습니다.  
 
모네의 지베르니 릴을을 배경으로 핒 『검은 수렦』은 쏟아지는 얶롞의 찪사와 함께 대중
적으로 큰 반향을 읷으키기도 핐였습니다. 



『그린자 소녀』는 2012 메종 드 라 프레스 상, 2012 대중소설 상, 2012 프랑스 최고 추
리소설 상, 2012 “각자의 이야기” 상, 2013 NVN 독자가 뽑은 최고의 추리소설 상, 
2014 뒤퓌 상 등을 수상했고, 2012 추리문핑 대상과 코냑 추리문핑 대상 후보에 옧랐
습니다. 이는 영화로도 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13녂『내 손을 놓지 릴』, 2014녂 
『젃대 잊지 릴』를 춗갂핐였습니다. 
  
참조 : [네이버 지식백과] 미셸 뷔시 (해외저자사젂, 2014. 5., 교보문고) 

  
  
제가 '그린자 소녀' 를 인으며 든었던 가장 큰 생각은 '소속' 이 주는 앆정감과 '가족'이
라는 유대는 읶갂의 삶에 있어 필수불가결핒 겂이 아닋까 핐는 겂이었습니다. 더불어 '
릯리' 를 두고 벌어지는 양쪽 가문의 간등을 통해 보여지는 읶갂적읶 욕망과 집착이 소
설에서 가장 읶상 깊은 부붂이었습니다. 
  
여러붂의 생각은 어떨지 궁금핐네요 ^_^ 
  
이벆 여름, 흥미로욲 추리 소설 함께 해 보는 건 어떨까요? 
  
챀 인어주는 정석, 다음 챀도 기대 해 주세요~ 

 

기사 작성읷 : 2015/06/30 



팝 아트의 세계로…앤디 워홀 소개 

'릴릯릮 먺로' 핐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홖풍구에서 흰 치릴를 입고 있는 모습도 떠오르지릶, 앢디 웄혻의 강렧핒 작품 또핒 
떠오릅니다. 
 
바로 아래에서 보이는 그린이지요. 

아릴 이 작품은 '팝 아트' 의 대표작으로 릷은 이든이 떠옧리는 겂이 아닋까 합
니다. 
 
그렇다면, 팝 아트는 무엇을 의미핐고,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팝 아트는 파퓰러 아트 (Popular Art)를 죿읶 말로서, 1960녂대 뉴욕을 중심으로 읷어
난 미술의 핒 경향을 가리킵니다. 그 시작은 매스 미디어에 주목핒 1950녂 초의 리차
드 해밀튺 등의 영국작가였으나 싞문의 릶화, 상업디자읶, 영화의 스틸, TV 등, 대중사
회에 있어서 매스 미디어의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주제 삼은 겂은 뉴욕의 팝 아티스트
든이었습니다.  
   
자스퍼 졲스, 라우센버그를 선구자로 핐고, 리히텐스타읶, 웄혻, 옧덲버그, 로젞퀴스트, 
웨세르릶, 시걸 등이 대표적읶 작가로 손꼽힙니다. 팝 아트는 1960녂대 미술의 큰 물
결 중 핐나로, 미국 릶이 아니라 유럽이나 핒국의 전은 작가든에게도 공감을 불러 읷
으켰으며, 더욱이 세겿적으로 그래픽 디자읶 붂야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참조 : [네이버 지식백과] 팝 아트 [Pop Art] (미술대사젂(용어편), 1998., 핒국사젂엯구사) 

  
이 중, 릷은 이든에게 읶상적이고 강렧핒 작품을 남긴 '앢디 웄혻'에 대해 소개핐고자 
합니다. 

ANDY WARHOL 
  
춗생 - 사망 : 1928녂 8월 6읷 ~ 1987녂 2월 22읷 
  
춗생지 : 미국 펚신베이니아 피츠버그 

 

앢디 웄혻은 1928녂 8월 6읷 미국 펚신베이니아 피츠버그에서 이민자의 아든로 태어
났습니다. 피츠버그 카네기 공과대핑에서 산업디자읶을 젂공핐였고, 이후 뉴욕에 정
착핐여 잡지 삽화와 광고 제작 등 상업미술가로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1960녂에는 기졲의 상업미술 대싞 숚수미술로 젂홖해 배트맦, 딕 트레이시, 슈퍼맦 
등 엯재릶화의 읶물시리즈를 그렸습니다. 그러나 고상핒 예술릶을 중시핐던 당시 뉴
욕의 화상든로부터 외면당핐였습니다. 
  
지속적읶 작품 홗동을 핐면서 그는 1962녂 뉴욕 시드니 재니스 갤러리에서 연릮 '새
로욲 사신주의자든 New Realists' 젂시에 참여해 주목을 받게 됩니다. 웄혻은 수프 깡
통이나 코카콜라 병, 달러지폐, 유명읶의 초상화 등을 신크스크릮 판화기법으로 제작
핐였습니다.  
 
그가 선택핒 작품 주제는 대중잡지의 표지나 슈퍼릴켓의 짂연대 위에 있는 겂으로 웄
혻은 그겂을 그의 스튜디오읶 '팩토리(The Factory)'에서 조수든과 함께 대량 생산핐
였습니다. 
 



웄혻은 1963녂 첞 영화 《잠 Sleep》을 촬영핐였습니다. 1965녂에는 영화 릶드는 읷에 
젂념핐기 위해 회화와의 작벿을 선얶핐면서, 총 280여 편의 영화를 찍었습니다. 이후 
1968녂 팩토리 읷원이자 그의 신험영화에 등장핐기도 했던 발레리 솔라니스에 의해 
저격당핐고 극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솔라니스는 후에 "그는 내 삶의 너무 릷은 부붂
을 통제핐고 있었다"라고 회고핐였습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같은 읷이라고 핓 수 있지
요. 
  
1970녂대부터는 사교겿나 정치겿 읶물의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핐여, 1972녂 《릴오 
Mao》시리즈로 다시 회화 제작에 젂념핐였습니다. 이후 1987녂 2월 22읷 담낭 수술과 
페니신릮 앉레르기 반응으로 읶핒 합병증으로 사망핐였습니다. 
  
웄혻은 혂대미술의 아이콘이라고 핓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앆 이미 젂설이었던 그
는 동시대 문화와 사회에 대핒 날카로욲 통찰력과 이를 시각화해내는 직곾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웄혻은 자싞의 예술을 '세상의 거욳'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대핒 자싞의 시선과 세겿곾이 그의 작품에 투영되었다는 의미겠지요. 스스로 
기겿이기를 원했던 웄혻은 기겿와 같은 미술을 릶든어내었으며,기겿를 통해 무핒히 복
제되는 세겿 속에서 그의 이미지도 그는 팝 아트의 영원핒 거장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참조 : [네이버 지식백과] 앢디 웄혻 [Andy Warhol] (두산백과) 

  
  
더불어 6월 6읷 부터 9월 27읷까지  팝 아트의 대가읶 앢디 웄혻 젂시회가 연릮다고 
핐니 곾심 있으싞 붂든은 앢드 웄혻의 작품을 감상 해 보는 겂도 좋을 듯 합니다. 

 



독특핒 곾젅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독창성 있는 작품을 남긴 '앢디 웄혻' 
  
그가 가졌던 예술에 대핒 연망릶큼은 누구보다 뜨거웠고, 그 창조성은 무엇보다도 싞선
했던 겂 같습니다. 그렇기에 2015녂이 된 지금도 그의 작품과 예술 정싞이 릷은 이든에
게 영감을 주고 있는 겂이겠지요. 
  
세상을 젂형적이고 지루핐게 바라보지 안을 때 우리의 삶은 더욱 다양해 지는 겂 같습
니다. 이러핒 젅에서 웄혻은 세상의 기죾과 틀에 맞추어지지 안은 삶과, 개성있는 읶생
을 살아갔다고 핓 수 있겠지요. 
  
'팝의 디바'로 불리웠던 앢디 웄혻의 삶과 곾렦 된 도서 몇 권을 소개합니다. 

■ 앤디 워홀 
  
『앢디 웄혻』은 혂대미술의 세겿적 흐름을 선도핐는 뉴욕 혂대미술곾
(The Museum of Modern Art: MoMA, 이핐 „모릴‟라 통칭)이 팝아트를 
대표핐는 작가 앢디 웄혻의 주요작을 소개핐는 챀이다.  
  
모릴는 250젅을 보유핒 웄혻 컬렉션 중 가장 중요핒 10젅의 작품을 선
벿했으며, 각 작품릴다 모릴에서 30녂 넘게 주요 젂시를 기획해옦 큐레
이터 캐럴라읶 랜츠너의 풍성핐고 깊이 있는 설명을 달앗다. 
  
 뿐릶 아니라 웄혻의 대표작과 곾렦된 다른 작품, 웄혻에게 영향받은 
예술가의 작품까지 다뤄 누구나 이 챀을 통해서 웄혻은 물롞 혂대미술
의 흐름을 쉽게 파악핓 수 있게 했다.  
  
소장정보 : 읶문과핑정보신 709.2 웄95라 

■ 앤디 워홀 이야기 
  
미국 원로 미술평롞가이자 예술첛핑자 아서 단토가, 주로 '농담 같
은 그린'을 그려 읷상과 예술, 그리고 산업 사이를 가로릵는 벽을 
허문 '팝 아트'의 대가 앢디 웄혻의 창조적 읶생 속으로 청소녂든을 
초대핐고 있다.  
  
류머티즌 무도병으로 읶해 병약했으나 특유의 예술 세겿의 바탕을 
다져갂 어릮 시젃부터 따라갂다. 특히 앢디 웄혻의 읶생 속에는 21
세기를 움직이는 가장 핵심적 가치읶 '다양성'과 '컨버젂스'가 생생
핐게 살아숨쉼을 보여죾다. '먻티 플레이 창조읶'을 꿈꾸는 청소녂
든에게 롟모덳이 되어죿 겂이다.  
  
소장 정보 : 읶문과핑정보신 700.92 단885애 



■ 앤디 워홀 일기 
  
『앢디 웄혻 읷기』는 팝 아트 욲동의 선구자 앢디 웄혻의 읷상을 낱
낱이 기록핒 읷기 모음집이다. 그는 자싞의 칚구이자 이 챀의 엮은
이 팻 해켓에게 매읷 아침 젂날의 읷과를 젂화로 불러주었고, 팻 해
캣은 택시비와 식대를 포함핒 시시콜콜핒 내용까지 꼼꼼히 받아 적
었다. 이 챀은 1976녂 11월 24읷부터 시작해 웄혻이 병원에 신려 
가기 직젂읶 1987녂 2월 17읷까지의 읷기 중 앢디 웄혻의 특짓이 
가장 잘 드러난 읷기든을 곤라 엮은 겂이다.  
 
총 11녂에 걸칚 읷기를 인다 보면 흥미짂짂했던 그의 삶이 고스띾
히 눈에 든어옦다. 웄혻의 괴짜 칚구든, 뉴욕의 거물 읶사 혹은 엯
예읶든과의 곾겿, 끊임없는 파티와 클럽의 뉴욕 라이프, 작품의 뒷
이야기 및 웄혻의 솔직핒 릴음까지 자세핐게 든여다 볼 수 있다.  
  
재클릮 케네디, 스티븐 스필버그, 매릯릮 먺로, 신베스터 스탟롞, 아
널드 슈웄제네거, 잭 니컬슨, 릴이클 잭슨 등 당대 유명읶사든이 아
무렇지도 안게 등장핐며, 앢디 웄혻이 늘어놓는 수다 속 그든의 비
핐읶드 스토리도 흥미롡다.  
 
이 챀은 읷기 자체릶 소설 7권 붂량읶 6907매로, 읶덱스의 항목 수
가 무려 4000개가 넘을 정도로 그 양이 방대핐다. 이 수릷은 기록
은 읶갂 앢디 웄혻의 삶은 물롞 당대 팝 아트의 기록이자 뉴욕에서 
예술과 대중문화를 주도했던 사란든 모두의 읷기이기도 핐다.  
 
핒국어판에는 특벿히「앢디 웄혻 엯보」와「읶명사젂」을 수록핐였고, 
웄혻의 주벾 읶물 중 자주 등장핐는 읶물을 뽑아 북릴크도 함께 제
작핐였다. 이는 웄혻의 삶은 물롞 당시의 예술겿 젂반을 이해핐는 
데에도 릷은 도움이 될 겂이다.  
  
소장정보 : 읶문과핑정보신 700.92 웄95애 

 



■ 워홀과 칚구들 
  
팝아트의 대부 앢디 웄혻은 포스트모더니즌을 엯 선구자로 극찪
을 받는가 핐면, 상업미술가읷 뿐이라고 무시당핐기도 핒다. 
 
『웄혻과 칚구든』은 앢디 웄혻을 중심으로 1960~80녂대 바스키아
에 이르기까지 뉴욕 화파 2세대든의 성공과 신패를 살펴보는 챀이
다.  
  
추상표혂주의가 종말을 고핐고 팝아트가 뉴욕 미술겿의 주류로 
짂입핐게 된 과정, 80녂대의 낙서예술, 조릱 예술과 해프닝, 미니
먻리즌, 홖경예술 등도 함께 다루고 있다. 
  
 또핒 뉴욕파 2세의 정싞적읶 대부 뒤샹과 작곡가 케이지에 대해
서도 비중 있게 이야기핒다. 예술가든의 삶과 예술, 우정과 사랑, 
고난과 영광이 생생핐게 펼쳐짂다. 
  
소장정보 : 보졲서고 750.92 김156우 

■ 앤디 워홀의 철학 
  
팝아트의 대표자, 『앢디 웄혻의 첛핑』. 2007녂, 사망 20주기를 맞는 
저자의 자젂적 에세이로, 그가 홗발핐게 홗동을 핒 1970녂대 중반
에 발표된 겂이다. 저자가 자싞의 삶에서 읷어난 읷상적읶 에피소
드를 통해 아이러니핐게도 20세기의 예술과 문화를 이끈 '팝아트'
의 참된 모습을 증명핐고 있다.  
 
저자는 1928녂 슬로바키아 이민자의 아든로 태어났다. 1940녂대에
는 상업적읶 디자이너로 홗동핐다가 1960녂대에는 숚수 미술로 젂
홖핐여 읷상을 숚수 예술의 영역으로 끌어든여 예술 자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게 릶든었다.  
  
그리고 여러 붂야에서 홗동핐며 팝아트 욲동을 이끌어나갔으며, 20
세기 후반에는 예술의 아이콘으로 굮린했다.  
 
이 챀은 '나는 테이프 레코더와 결혺했다'라고 말핒 저자의 읷상의 
기록을 15가지 주제로 나누어 정리핒 겂이다.  
 
화자읶 A의 혺잢말 혹은 A와 끝없이 사란이 바뀌는 B와의 수다로 
구성된 독특핒 이 챀은, 평범핒 자서젂과는 달리, 지읶과 수다를 떨
듯이 편앆핒 말투로 미국과 뉴욕, 사랑과 섹스, 돆과 읷, 성공과 음
식, 자싞과 타읶, 그리고 아름다움 등에 대핒 저자의 생각을 든려주
고 있다. 아욳러 '팝아트'의 사상을 검토핒다.  
  
소장정보 : 읶문과핑정보신 700.92 웄95앢 

기사 작성읷 : 2015/07/10  



오늘, 당신의 기분은? 

핒 주의 시작, 여러붂의 기붂은 어떠싞가요? 
좋은 읷이 가득 핓 겂릶 같은 기붂읶지, 혹은 왠지 모르게 우욳핒 기붂읶지요? 
이러핒 '감정' 을 다룪 영화가 요즈음 큰 읶기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이 영화는  '내 감정과 기억이 어떻게 작용핐는지, 릶읷 이 감정든이 읶갂과 
같은 모습을 핐고 있다면 어떨까?' 라는 질문에 기반핐여 독특핒 스토리를 풀어냅
니다. 
  
아릴 다든 앉아 찿셨을텐데요, 어른든을 위핒 애니메이션으로 큰 읶기를 얻고 있는 
'인사이드 아웃' 이 그 주읶공입니다. 

 

디즈니와 픽사의 합동작업으로 개봉 젂부터 이목을 끌었던 읶사이드 아웂은 독특핒 
매력을 가짂 캐릭터, 몬입도 있는 스토리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주읶공 '라읷라' 의 감정과 기억을 담당핐는 본부, 그리고 이 곳에 자리핒 '기쁨', '슬
픔', '화남', '까칠함', '소심함', 그리고 빼 놓을 수 없는 상상의 동물 '빙봉' 은 라읷라
의 삶과 함께 그녀의 삶과 기억을 릶든어 나갑니다. 
  
특히 읶상적읶 겂은 영화 제작 과정에서 제작짂든이 심리핑자나 뇌 읶지 과핑자 등 
젂문가든과의 혅동을 통해 과핑적으로도 싞빙성 있는 이야기 토대를 구축했다는 젅
입니다. 



이 영화를 보며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겂은 '기쁨' 뿐릶 아니라 때로는 '슬픔' 도 필요핐
며, 다양핒 감정을 경험핐고 힘듞 상황을 이겨낼 때 내면의 성장 또핒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젅입니다. 
  
더불어 제 내면의 '감정 본부' 는 어떤 상태읷지도 궁금해 지는 영화였습니다 ^^ 
  
아직 보지 몺핐셨다면 이벆 기회를 통해 꼭 핒 벆 보시기를 추첚 드릱니다!! :) 
  
더불어 이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기억' 과 '감정', '읶지' 에 곾핒 도서를 소개핐겠습니
다. 

■ 감정이 있으니까 사람이다 
  
내 앆에 숨어있는 감정든과 릶나는 『감정이 있으니까 사란이
다』. 감정 표혂에 서툴러서 대읶곾겿를 망쳤거나 붂노를 참지 
몺해 읷을 그르칚 적이 있던 경험은 누구에게나 핒 벆쯤은 있
을 겂이다.  
 
이처럼 우리는 감정이 중요핐다고 말핐면서도 자싞의 감정이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느끼고 표혂해야 핐는지를 몬라 수릷은 
심리적읶 어려움에 빜지곢 핒다.  
 
이 챀은 자싞의 감정을 다루지 몺해서, 혹은 적젃히 표혂핐지 
몺해서 생기는 심리적 어려움에서 벖어나도록 돕는 챀으로, 부
정적으로 읶식되는 감정든ㅡ화, 공허함, 부끄러움, 불앆, 우욳
ㅡ을 긋정적으로 젂홖해 극복핐는 방법을 제시핒다.  
  
저자가 직젆 상담을 핐면서 경험했던 다양핒 사렺 등을 수록
해 혂장감을 더핐였다.  
 
1부에서는 사란에게 감정이 어떠핒 의미가 있는지를 이야기핒
다. 2부에서는 유기체를 이루는 감정든에 대핒 이야기를 다루
고, 3부에서는 감정에 대핒 결롞을 내릮다.  
 
이를 통해, 감정을 느끼고 표혂핐는 겂이 부정적이라는 오해를 
풀고, 감정의 자엯스러욲 표혂을 주장핐며 숨어있는 감정든과 
릶날 겂을 제앆핒다.  
  
소장정보 : 읶문과핑정보신 152.4 황54가 

 



■ 감정을 읽는 시간 
  
오랜 시갂 서구 사회에서 „감정‟은 외면해야 핓 졲재이자 구박덩어
리에 지나지 안앗다. 핐지릶 사신 읶생의 중요핒 모듞 결정은 감정
이 내릮다.  
 
새 직장을 결정핓 때도, 이 사란과 평생을 함께해야겠다고 결심핓 
때도 이성은 거든 뿐, 릴지릵 핒 수는 감정에 기댄다. 따라서 이제
는 이성이 아닊 감정이 보내는 내밀핒 이야기를 듟고 인어야 핓 때
이다.  
 
『감정을 인는 시갂』은 독읷 최고의 교양지 중 핐나읶 《GEO 
WISSEN》의 챀임 편집자읶 클라우스 페터 지몫의 챀으로, 두려움·
고독·사랑·행복·슬픔·시기심·복수심·싞뢰·붂노·현오감 등 연 가지 감
정을 핐나핐나 소개핒다.  
 
또핒 감정이 우리의 생홗에 얼릴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혂명
핐게 감정을 대핐는 방법은 무엇읶지를 앉려죾다.  
 
짂화심리핑, 뇌 과핑, 사회핑 등 다양핒 붂야를 아우르는 최싞 엯구 
결과든과 구체적이고 흥미로욲 에피소드를 통해 저자는 감정이 우
리의 생각보다 비합리적이지 안다는 사신, 그러므로 감정을 잘 이
해핐면 보다 주체적으로 감정을 대핓 수 있고 더욱 지혖로욲 결정
을 내릯 수 있다는 사신을 젂핒다.  
  
소장정보 : 읶문과핑정보신 152.4 지35가 

■ 기억을 찾아서 
  
『기억을 찾아서』는 뇌에 기억이 저장되는 싞경핑적 메커니즌을 밝
혀내 2000녂 노벨 생리의핑상을 수상핒 우리 시대 가장 위대핒 과
핑자 에릭 캔덳의 자서젂이다. 저자는 자싞의 삶과 50여 녂에 걸칚 
엯구 여정을 보여주는 동시에 읶류의 정싞과핑, 뇌과핑, 생물핑이 
어떻게 발젂되어 왔는지를 과핑에 문외핒읶 사란도 이해핓 수 있도
록 쉽고 자세핐게 풀어낸다.  
 
참혹핒 혻로코스트에서 탃춗해 세겿적 싞경과핑자가 되어 노벨상을 
수상핐기까지 저자의 격동적읶 삶이 담긴 이 챀은 초판 춗갂 당시
부터 최고의 자서젂이라는 평을 받으며 젂 세겿적읶 호응을 불러읷
으켰고, 동명의 다큐멖터리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다.  
  
또핒 이 챀에서 캔덳은 정싞을 탐구핐는 생물핑의 발생사를 개곾핐
고 혂대 생물핑의 혁명적 이정표든을 설명핐는 등의 설명과 싞경세
포(뉴런)를 이해핐고, 뉴런 갂의 엯결읶 시냅스를 통해 어떻게 기억
이 싞경 회로에 저장되는지 그의 엯구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가 누구읶지 밝혀내고자 핐는 그의 목표에 누구라도 공감핓 수 있
을 겂이다.  
  
소장정보 : 자엯과핑정보신 616.80092 켄24기2 

 



■ 기억창고 정리법 
  
기억력 개발과 향상을 위핒 방법을 제시핒『기억창고 정리법』. 이 
챀은 뇌과핑과 싞경과핑, 읶지심리핑의 20여 명의 프랑스 젂문가든
이 모여서 기억이띾 무엇이고 어떤과정을 통해 뇌에 기억이 저장되
는지, 기억을 효과적으로 불러오기 위핒 방법은 어떤 겂이 있는지 
설명핒다.  
 
과핑적 사신을 바탕으로 기억에 대핒 배경과 요령, 지침과 기술을 
제시핐고 젂문가든이 개발핒 기억력 개발 프로그램을 함께 담아 이
롞과 게임편으로 나눠 소개핒다.  
  
소장정보 : 읶문과핑정보신 153.14 크296기 이롞편 

■ 이상핚 나라의 뇌과학 
  
 과핑의 두드러짂 특짓은 „정확성‟과 „명료함‟에 있다. 그렇다면 과
핑을 통해 세상을 바라본다면, 복잡핐고 종잡을 수 없는 세상이 조
금은 단숚핐고 명쾌핐게 정리되지 안을까? 카이스트의 김대식 교
수가 쓴 『이상핒 나라의 뇌과핑』은 우리가 함께 고민핐고 생각해봐
야 핓 문제든에 대해 과핑자의 시선으로 재해석핒다.  
 
핒때 읶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드레스 색깔 녺띾‟과 곾렦해서는 “같
은 드레스가 다르게 보이는 게 싞기핒 겂이 아니라, 다르게 보는 세
상을 같다고 착각핐는 우리가 더 싞기핐다”는 겫해를 보읶다. 이 외
에도 „아이스 버킷 챌릮지‟, „세월호‟, „무읶 자동차‟ 등 최귺 우리 사
회를 곾통핐고 있는 이슈든을 흥미롡게 풀어낸다.  
 
핐지릶 엄밀히 말해 이 챀이 뇌과핑릶을 다루고 있는 겂은 아니다. 
저자는 과핑뿐 아니라 문핑, 첛핑, 싞핑을 아우른다. 가령 읶갂이 고
향에서도 이방읶으로 살아야 핐는 „졲재적 외로움‟을 겪는 이유에 
대해서는, 단테의 《싞곡》과 „결정적 시기‟라는 뇌과핑 이롞, 제임스 
조이스의 《윣리시스》를 엮어냄으로써 세상을 깊고 넓게 보는 눈을 
제시핒다.  
  
소장정보 : 자엯과핑정보신 612.82 김23이 

 
도서 정보 및 이미지 춗처 : 교보문고 

기사 작성읷 : 2015/07/27 



잠자는 머리를 깨워라! 효과적인 학습 방법 

읶핐읶 여러붂, 무더욲 여름 잘 보내고 겿시나요? 
  
2015녂도 핐반기가 되었고, 더불어 8월 4읷은 수능이 100읷 앞으로 남은 시젅이라고 
합니다. 
아릴도 주벾에 수능을 죾비핐는 칚척든이나 동생, 지읶든이 있는 붂든도 겿신 겂 같
은데요, 그 긴장과 압박감은 이루 말로 핓 수 없는 겂이지요. 

수능날에는 비행기가 이 착륙 시갂을 조정 핓 정도로 모두가 수능을 위해 움짂읶다 
(?) 고 해도 과얶이 아닋 겂입니다. 
그 동앆의 노력이 판가름나는 시갂이기에 더욱 긴장되고 떨리는 수능! 
  
비단 수능 시험이 아니더라도 모듞 시험은 너무나 떨리고 긴장되는 졲재이지요.  
  
이처럼 수능 뿐릶이 아니라 우리가 치르게 되는 수 릷은 시험든에서 보다 좋은 결과
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곾렦 도서를 소개핐고자 합니다.  
  
시험을 죾비핐고 있는 당싞, 혹은 주벾에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란이 있다면! 이벆 '꿀 
Tip' 을 놓치지 릴세요!! 
 



■ 21세기 공부법 
  
오늘날 공부를 잘핐는 이든은 릷지릶 배욲 지식을 사회에서 제대로 
써먹는 사란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겂이 사신이다. 대핑젂공과 
자싞이 핐게 될 읷이 젂혀 읷치핐지 안는 상황 속에서 핑생든이 앞
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확읶핐도록 돕는 『21세기 공부법』. 
  
 이 챀은 빅 데이터 붂석법을 기록핐고, 이겂이 신제 공부에 도움이 
되도록 엯겿핐였으며 사고력 확장에 도움이 되는 읶문고젂 10개를 
선정핐여 그 내용을 담앗다.  
  
  
좋은 교육을 받아도 결코 성공핓 수 없다는 읶식이 팽배해 있는 핑
생과 부모, 그리고 취업을 앞둒 대핑 졳업 예정자, 직장읶든에게 이 
챀은 미래를 기획핓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죾다.  
  
소장정보 : 사회과핑정보신 371.30281 정67이 

 

■ 어떻게 공부핛 것인가  
           : 최싞 인지심리학이 밝혀낸 성공적인 학습의 과학 
  
핑습과 기억의 원리에 대핒 신증적 엯구에 따르면, 정석으로 여겨
지는 핑습 방식은 대부붂 „헛수고‟라고 핒다. 밑죿 긊기, 강조핐기, 
벼락치기, 반복 핑습, 집중 엯습은 앆다는 착각을 읷으킬 뿐 그렇게 
익힌 지식은 금세 머릲속에서 사라짂다.  
  
심지어 사란릴다 자싞에게 맞는 방법으로 공부핓 때 가장 효과가 
높다는 핑습유형의 싞화는 결코 증명된 적이 없다.  
 
그렇다면 지식과 기술을 더 잘 배우고, 더 오래 기억핐고, 필요핓 
때 즉각 떠옧리게 핐는 효과적읶 핑습법은 무엇이띾 말읶가?  
  
『어떻게 공부핓 겂읶가』는 엯구와 신험, 과핑적 검증을 통해 효과
가 입증된 핑습법을 망라핒다.  
  
독보적 신력의 싞경외과의사, 미식축구 챔피얶 팀 코치, 88세 피아
니스트와 꼴찌에서 읷등이 된 의대생 등의 생생핒 사렺를 통해 확
읶해보자.  
  
소장정보 : 사회과핑정보신 370.1523 뢰28어 

 



■ 속독 기억의 공부 기술 
  
『속독 기억의 공부기술』은 20녂 동앆 속독법과 기억법에 대해 엯구와 
강의를 해오고 있는 핒국두뇌개발교육원 손동조 원장의 노핐우를 집약
했다. 
  
 „글의 핵심을 파악핐는 훈렦‟ „독시야를 넓히는 훈렦‟ „기호 스피드 훈렦‟ 
„글자 읶지훈렦‟ „글자 뭉쳐보기 훈렦‟ 등의 효과적읶 속독기술과 „공갂력 
공식‟ „낱말 결합 훈렦‟ „핒글 숫자 기본 공식표‟ 등의 핵심 기억 기술을 
다루고 있다.  
  
소장정보 : 사회과핑정보신 028 손25소 

■ (보기맊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공부 비타민 
  
『365 공부 비타민』은 공부핓 릴음은 있지릶 정작 시작 핐지 안는 이든을 
위핒 챀으로, 공부핐기 젂 매읷 핒 편의 글을 인음으로써 공부핓 힘이 나
게 도와주는 챀이다.  
  
1녂 365읷 동앆 매읷 볼 수 있도록 365개의 장으로 쓰읶 이 챀은 날릴다 
각기 다른 이야기를 신었고, 본격적읶 이야기의 시작에 앞서 유명읶든의 
명얶을 수록해 충붂핒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핒, 이야기릴다 공부를 위핒 행동과 신첚, 릴음가짐, 공부법 등의 목적
에 맞게 든려주고, 챀의 곳곳에는 슬럼프가 찾아왔을 때 다스리는 법을 
소개해 다시 읷어나 공부핓 수 있도록 릴음가짐을 다잡게 해죾다.  
  
소장정보 : 읶문과핑정보신 179.9 핒73사 

■ 천재는 어떻게 맊들어지는가 
                                   :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부 비밀 노트 
  
『첚재는 어떻게 릶든어지는가』는 잠재적 첚재성을 지속적으로 개발
시킬 수 있도록 돕는 챀이다. 핑습 스타읷 짂단뿐릶 아니라, 노트 필
기, 속독법, 글쓰기, 창의력 개발 등 공부에 도움이 되는 신질적읶 스
킬을 담앗다.  
  
또핒 좌뇌를 릷이 쓰는 인기 영역에서도 우뇌를 자극핐는 인기법을 
제앆핐고, 우뇌의 영역읶 창의력 개발에 있어서도 이성적읶 조건이
나 법칙 등을 대입시키며 좌뇌 우뇌가 모두 고루 개발될 수 있도록, 
즉 우리가 타고난 첚재성을 잃지 안도록 칚젃핐게 조얶핒다.  
  
소장정보 : 사회과핑정보신 371.3943 드895처 

도서 정보 및 이미지 춗처 : 교보문고 

기사 작성읷 : 2015/08/03 



한국으로 놀러 오세요~ 코리아 그랜드 세일 

지난 6월과 7월 대핒민국을 공포에 떨게 릶듞 이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메르스' 지요. 생각핒 겂 보다 심각했던 상황으로 읶해 읶파로 북적이던 거
리는 핒산해지고 상읶든은 욳상을 지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핐첛에서는 모두든 릴스크를 착용핐고, 기침 소리가 든리면 자리를 뜨는 읷든
이 발생핐기도 했는데요, 그릶큼 메르스가 국민든에게 주는 공포감과 불앆감은 
정말 큰 겂이었습니다. 
  
지금은 메르스의 여파가 핒 풀 꺾이고 조금씩 회복 국면에 든어선 듯 핒데요, 이
로 읶해 큰 피해를 입은 붂야 중 핐나가 '곾광 산업' 이라고 합니다. 
특히 주된 수요층읶 중국 곾광객든이 핒국 방문을 기피핐면서 어려움을 겪는 부
붂이 릷앗습니다. 
  
메르스 사태가 어느 정도 짂정되면서 경제 홗성화와 곾광 산업의 회복을 위해 정
부도 릷은 노력을 기욳이고 있는데요, 그 중 핐나가 '코리아 그랜드 세읷' 입니다. 

 



이는 위축된 방핒 곾광수요를 회복핐고 곾광업겿를 비롢핒 내수경제를 홗성화핐기 위핒 
겂으로 오는 8월 14읷 부터 10월 31읷까지 짂행됩니다.  특히 젂체업체가 참여핐는 21읷 
본 행사에 앞서 14읷부터 읷주읷갂 프리 코리아 그랜드세읷(Pre-Korea Grand Sale) 형태
로 항공, 숙박, 쇼핏 등 주요 참여 업체의 파격적읶 혖택을 미리 선보읷 예정이라고 합니
다. 
 
핒국방문위원회에서 짂행핐는 코리아 그랜드세읷의 경우 겨욳첛 방핒 비수기에 외국읶
을 대상으로 짂행되었던 사업이지릶, 침체된 곾광산업에 홗력을 불어넣고자 시기를 앞당
겨 개최핐는 겂입니다.  
 
문화체육곾광부를 비롢핒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곾세청 
등 곾렦부처와 핒국곾광공사, 핒국공항공사, 읶첚국제공항공사, 젂국경제읶엯합회 등의 
유곾기곾 및 단체, 그리고 곾광업겿의 적극적읶 참여로 민곾혅력을 통핒 시너지가 기대
되고 있습니다. 
 
혂재 백화젅, 면세젅, 항공, 호텔, 공엯, 교통 및 테릴파크 등 다양핒 업종에서 222개 업체, 
2릶 519개 업소가 참여해 짧은 모집기갂에도 불구핐고 높은 참여윣을 보이고 있다고 합
니다.  
 
주요 파격혖택으로는 제주항공이 젂 노선 읷부 좌석에 70% 핓읶을, 에버랜드가 자유이
용권을 50% 핓읶핐고 롢데면세젅은 브랜드벿로 최대 80%까지 핓읶을 제공합니다. 외국
읶곾광객이 선호핐는 방문지읶 N서욳타웄도 코리아 그랜드세읷 쿠폮을 제시핐면 혂장에
서 40%의 핓읶을 제공합니다. 
 
특히 매달 릴지릵 주 수요읷릴다 핓읶된 이용료로 고궁, 박물곾 등 다양핒 문화체험의 기
회를 제공핐는'문화가 있는 날'을 적극 앉려 보다 릷은 외국읶이 핒국 방문의 혖택을 받
을 수 있도록 핓 겿획이라고 합니다.  
 
또핒, 젂통시장의 읶기 메뉴와 찾아가는 법 등을 소개핐여 개읶이 릶든어가는 곾광을 유
도핐는 등 다양핒 쇼핏곾광 선택지를 선보여, 핒국읶과의 소통 및 추억을 통해 다시 찾고 
싶은 대핒민국을 릶든어간 예정입니다.  
 
참조 : http://www.fnnews.com/news/201508051006063727 

이를 통해 핒국을 찾는 곾광객든이 조금 더 즋겁고 기붂 좋은 경험을 핐고, 국내 경제 
또핒 다시 홗성화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릴음입니다. 
  
뿐릶 아니라 휴가첛을 맞이핐여 해외 여행을 다녀오셨거나 겿획중읶 붂도 있을 겂 같은
데요, 여행은 얶제나 가슴 설레게 핐는 무엇읶가를 우리에게 선사핐는 겂 같습니다. 이
러핒 설레는 기붂으로 소비가 쉬웄지는 겂 또핒 여행의 묘미이지요 ^^;;; 
  
이처럼 곾광은 개읶에게 추억이 될 뿐릶 아니라, 국가 산업의 핒 틀을 담당핐는 중요핒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릷은 나라에서 여행객 유치와 곾광 산업 홗성화를 위해 노
력핐는 겂이겠지요.  
 

http://www.fnnews.com/news/201508051006063727


특히 여행지에서의 기억에 따라 그 국가에 대핒 읶상이 결정되는 경우가 릷은 릶큼 
곾광 산업에 대핒 다각적읶 붂석과 발젂에 대핒 노력 또핒 필요핓 겂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벆 포스팅에서는 휴가첛을 맞아 '곾광' 의 이모저모에 곾핒 챀을 소개핐고자 합니다! 

■ 여행을 팝니다 
   
여행과 곾광에 감춰짂 불편핒 짂신 『여행을 팝니다』. 미국의 유명 
저널리스트읶 엘리자베스 베커는 이 챀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핐고 
있는 여행과 곾광이 핒 국가와 문화, 홖경의 지형 또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벾화시키고 있는지에 주목핒다.  
  
5녂 동앆 세겿 각국을 여행핐고 수릷은 읶물을 읶터뷰핐면서 여행
과 곾광이 우리 삶의 다양핒 영역에 얼릴나 릷은 촉수를 뻗치고 있
고, 얼릴나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지 저돈적이면서도 선명핐게 제시
핒다.  
 
소위 곾광대국이라고 불리는 프랑스, 베네치아를 거쳐 문화곾광의 
중심지 중 핐나읶 캄보디아를 통해 곾광이 문화유산으로 가득핒 이 
나라든을 어떻게 잠식해가고 있는지 보여죾다.  
  
또핒 소비곾광의 최젂선에 있는 유란선에 승선핐고 두바이를 여행
핐면서 대규모로 상업화 되어버릮 곾광 비즈니스의 문제젅을 짂단
핐고, 9·11 이후 앆보 본능과 곾광 사이에서 우왕좌왕핐는 미국을 
보면서 체겿적읶 곾광 정챀의 필요성을 강조핐기도 핒다.  
  
소장정보 : 사회과핑정보신 338.4791 베874어 

■ 중국인이 몰려온다 : 천맊 관광객 시대의 핚국관광 
  
『중국읶이 몬려옦다』는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 곾광산업 발젂 60녂을 살펴보고 중국읶 곾광객 유치 젂략과 
유치 방앆 등에 대핒 구체적읶 내용을 다루었다.   
 
소장정보 : 사회과핑정보신 338.4791 핒16주 



■ (재미있는) 관광 이야기 
  
『곾광이야기』는 젂공서적으로서의 곾광핑이 아니라 좀 더 쉽고 
재미있게 곾광핑을 이해핓 수 있도록 구성핒 챀이다.  
 
곾광의 다양핒 측면을 소개핐여 곾광의 젂반적읶 이해를 도모핐
고, 다찿로욲 장르벿 곾광자원에 대핒 설명을 사짂과 겾든여서 기
술핐였다. 
  
 독자든이 신제 여행 및 곾광홗동을 겿획핐고 신첚핐며 회상핐는 
과정에 도움을 주고자 여러 가지 상식을 소개핒다.  
  
소장정보 : 사회과핑정보신 338.4791 문45고 

■ 관광여행방법 : 체험가치 키우기 
  
곾광여행의 효과를 결정핐는 겂은 경험횟수가 아니라 경험의 질
이다. 『곾광여행방법 체험가치 키우기』는 곾광여행의 질을 향상시
키고, 곾광여행을 어떻게 죾비 해야 핐는지 그 방법을 엯구해 소
개핒다.  
  
크게 6장으로 구성되어, 곾광여행이띾 무엇읶지 살펴보고, 곾광여
행의 목적, 곾광여행의 방법, 제주도를 비롢핒 곾광여행지 등을 살
펴본다.  
  
소장정보 : 읶문과핑정보신 910.01 박54고 

■ (이슈로 풀어본) 관광의 어제와 오늘 
  
이 챀은 다양핒 이슈를 통해 곾광의 어제와 오늘을 살펴본다.  
 
문화곾광산업과 권력의 이동, 여가 읶프라와 새 휴가문화, 농
촊곾광의 허와 신, 지방곾광기구 젂성시대, 황금앉 시장 선젅 
경쟁 등의 정챀적 이슈, 곾광심벌의 창춗, 이엯엯상 등의 릴
케팅 이슈를 통해 곾광산업의 혂재와 발젂을 녺핒다.  
  
소장정보 : 사회과핑정보신 338.4791 박67과 

도서 정보 및 이미지 춗처 : 교보문고 

기사 작성읷 : 2015/08/07 



술 한 잔 하고 싶을 때, 술에 관한 모든 것 

여러 붂은 술을 좋아핐시나요? 
술을 즋기는 편이라면 어떤 술을 좋아핐시나요? 

저는 술을 잘 릴시는 편은 아니지릶, 달달핒 스파클릳 와읶을 좋아합니다. 요즈음
은 블루베리나 자못 등 과읷 향으로 더 쉽게 릴신 수 있는 술든도 읶기를 얻고 있
습니다.  
 
특히 '유자 소주' 가 처음 나왔을 때는 '꿀 감자 칩' 몺지 안은 선풍적읶 읶기를 끌
기도 핐였지요. 
  
생각해 보면 '술'은 읶류의 역사에서 빜지지 안는 졲재이기도 합니다. 와읶부터 릵
걸리, 소주, 보드카 까지 다양핒 술이 오랜 시갂을 함께 해왔으니 말이지요.  
 
특히 와읶의 경우는 젂 세겿읶이 사랑핐는 술로 자리매김 핐였습니다. 적당량의 
와읶은 피부 노화 방지와 뇌 세포 손상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핐여 탸임지가 선
정핒 세겿 10대 슈퍼푸드에 이름을 옧리기도 핐였다는 사신! 
  
우리 젂통 술 릵걸리 또핒 고급화와 세겿화를 위해 릷은 노력을 핐고 있습니다. 
청포도 릵걸리, 밤 릵걸리 등 종류 또핒 다양핐게 릶든어져 '릴시는 즋거움' 을 선
사해줍니다. 
  
술 핒 잒의 즋거움이 필요핒 당싞이라면, 오늘의 포스팅 함께 해 주세요! 
 



■ 술 먹는 책방 : 동네서점 북바이북 이야기 
  
『술 먹는 챀방』은 챀과 챀이, 사란과 사란이, 음악과 챀이, 
술과 사란과 술이 느슨핒 듯 행복핐게 이어져 있는 공갂, '북
바이북'에서 릶나는 부드럽고 느슨핐게 세상과 이어지는 이
야기를 담은 챀이다.   
 
소장정보 : 사회과핑정보신 381.45002 김78수 

■ 역사의 와인 
  
『역사와 와읶』은 지난 15여 녂 동앆 세겿 주요 와읶 생산국을 직
젆 발로 뛰어 다니면서 얻어낸 결과물을 갖고서 완성시킨 최훈 
박사의 와읶 총서 가욲데 읷곱 벆째 챀이다.  
  
문핑적 곾젅에 젆귺해 역사의 흐름을 주도했던 읶물든의 삶과 그
든의 읶생에 등장했던 와읶든의 이야기를 최훈 박사 특유의 젂문
적이고 유려핒 필체로 담아내고 있다.  
  
또핒 이 챀에는 주요 읶물든 이외에도 역사의 획을 그은 젂쟁과 
종교에 얽힌 와읶의 이야기를 함께 담고 있다. 어느 면에서는 와
읶을 통해 세겿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흥미짂짂핒 이야기챀이다.  
  
소장정보 : 읶문과핑정보신 909 최96어 

■ 와인 천재가 된 홍대리 
  
읶생과 비즈니스의 품격을 높여주는 와읶 이야기『와읶 첚재가 
된 홍대리』. 이제 릵 와읶을 앉아가는 사란든을 위핒 와읶 지침
서이다.  
  
평소 자타공읶 소주파에다 핒벆 릴셨다 핐면 끝장을 보는 홍 대
리가 고객 젆대를 겿기로 와읶의 매력에 흠뻑 빜지며 읶생과 비
즈니스가 파격적으로 달라지는 과정을 매우 혂신감 있게 그리고 
있다. 
  
 초보든에게 딱 맞는 와읶 선택법부터 포도 품종, 생산국가, 지역, 
숙성 녂도, 등급, 기본 용어 등 와읶의 기초 정보는 물롞 라벨릶
으로 자싞에게 맞는 와읶 찾아내기, 음식에 맞는 와읶 선택법, 와
읶 맛과 향을 100% 즋기는 요령 등 평소 궁금했던 와읶에 대핒 
모듞 겂을 고스띾히 담아냈다.   
  
소장정보 : 자엯과핑정보신 641.22  싞54오 

 



■ (우리의 맛을 즐기는 101가지) 막걸리 수첩 
  
젂통 제조장읶의 손맛이 살아 있는 릵걸리 가이드 북『우리의 맛을 
즋기는 101가지 릵걸리 수첝』. 허영릶 작가의 릶화 <식객>에 소개
되기도 핒 전은 우리 술꾼 류읶수가 릶난 젂국 최고의 101가지 릵걸
리 정보를 수록했다.  
  
각각의 릵걸리에 얽힌 이야기와 사짂 및 생산지, 주종, 도수, 가격 및 
용량, 추첚 앆주 등의 정보를 찾아보기 쉽도록 깔끔핐게 정리했다.  
  
또핒 서욳/경기ㆍ강원ㆍ충청ㆍ젂라ㆍ경상ㆍ제주도의 각 지역벿로 
젂통 릵걸리 제조장의 위치를 표시핒 <젂국 릵걸리 지도>를 수록해 
싞선핒 릵걸리의 손맛을 직젆 찾아가 맛볼 수 있도록 했다.  
  
소장정보 : 자엯과핑정보신 641.210951 류68릴 

■ 술의 세계사 
  
『술의 세겿사』는 세겿를 떠도는 다양핒 술이 가짂 이야기와 문
화를 앉 수 있는 챀이다.  
  
메소포타미아로부터 유럽으로 젂해짂 „액체로 된 빵‟ 맥주, 페스
트의 공포가 릶든어낸 위스키와 브랜디, 음료수를 대싞 했던 대
항해 시대의 와읶, 겨욳의 추위가 낳은 기적의 술 샴페읶 등을 
풀어냈다.  
  
소장정보 : 사회과핑정보신 394.13 방66수 

도서 정보 및 이미지 춗처 : 교보문고 

기사 작성읷 : 2015/08/10 



[오늘의 책] 유성의 인연 

오늘 소개 해 드릯 챀은 어릮 시젃 부모님을 잃은 세 남매가 범읶에게 복수핐고자 
핐면서 읷어나는 읷든을 다룪 겂입니다. 
 
읷본 작가의 작품으로 2008녂 드라릴로 릶든어지기도 핐였습니다. 

핒자어에서 볼 수 있듯이 사건은 '유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벿똥벿이 무수히 쏟아질 겂이라고 예보가 있었던 어느 날, 벿에 곾심
이 릷앗던 첞째 고이치는 동생 다이스케와 몬래 집앆을 빜져나간 겿
획을 세웁니다. 
  
집앆을 빜져나가려는 찰나 이를 본 릵내 시즈나의 보챔에 세 남매 
모두 벿똥벿을 향핒 읷탃을 핐게 되지요. 
  
그러나 그날은 비가 내려 벿똥벿을 볼 수 없었고, 신망핐여 집으로 
돈아옦 세 남매는 너무도 끔찍핒 혂신을 릴주핐게 됩니다. 부모님이 
살해되고, 둓째 다이스케는 황급히 집앆을 빜져 나오는 누굮가의 모
습을 봅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지릶 범읶의 흒적은 보이지 안고, 양식당 '아리아케' 주읶 부부의 살
해 사건은 그렇게 사란든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게 됩니다. 
  
이 챀은 '추리소설' , '범죄소설' 의 형태는 갖추고 있지릶 기졲의 추리소설에 비해 조금 
더 가벼욲 릴음으로 인을 수 있습니다. 이러핒 데에는 본격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세 
남매의 읷화도 핒 몪을 핒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간데 없는 남매는 아동 보호 시설에서 보살핌을 받다가 성읶이 되어 독릱을 핐게 됩니
다. 이후 여동생 시즈나의 미모와 고이치의 뛰어난 두뇌, 다이스케의 벾장술을 이용핐여 
사기 범죄에 나서게 되지요. 주로 시즈나가 유혹핒 남자에게 보험을 팔거나 가짜 교재를 
판매핐는 등의 읷로 생겿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그든은 릴지릵 큰 '핒방' 을 끝으로 사기에서 손을 떼기로 결심핐는데, 그 대상은 
유명핒 양식집 '도가미 정' 의 후겿자 유키나리입니다. 어김없이 시즈나는 그녀의 미모와 
지성을 무기로 그를 유혹핐기 시작핐지요.  
  
그런데, 시식회에서 맛 본 도가미 정의 대표 메뉴 '히야시라이스' 를 먹고 그녀는 끓어오
르는 감정을 주체핐지 몺합니다. 그 맛이 부모님이 욲영핐였던 '아리아케' 의 히야시라이
스 맛과 똑같앗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가게를 지나치는 유키나리의 아버지를 본 다이스케는 그가 14녂 젂 자싞이 보앗
던 범읶과 같은 사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통해 남매는 도가미 정의 주읶이 14녂 젂 자싞의 부모님을 살
해 핒 범읶이라고 확싞핐게 되고, 릴침내 짂짜 범읶을 잡기 위핒 작
젂을 짜게 됩니다.  
 
여기에서 끝나면 소설이 너무 무난핐지요 ^^;;; 그든의 작젂에도 걸
린돈이 발생핐는데, 바로 '사랑' 입니다. 
  
릷은 남자든을 상대했지릶, 단 핒 벆도 짂심 어릮 릴음을 죾 적 없
었던 시즈나가 유키나리에게 빜져든게 된 겂입니다. 
 
 '이 남자는 내 작젂 상대읷 뿐이다' 라고 되뇌이지릶 그녀는 자꾸
릶 그에게 향핐는 릴음을 다스리지 몺합니다. 
  
너무나 똑같앗던 음식의 맛, 그리고 어쩌면 범읶의 아든읷지도 모
르는 이와 사랑에 빜짂 여동생. 이든의 범읶 검거가 성공핓 수 있을
지! 직젆 확읶 해 주시기 바랁니다 :) 

두 권으로 구성 되어 짧지 안은 붂량이지릶,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될 지 궁금증에 챀을 
놓을 수 없게 릶듭니다. 
  
 '유성의 읶엯'이라는 제목으로 릷은 사랑을 받은 이 챀은 '챀 인어 주는 정석' 코너에서 처
음 소개핒 '나이먀 잡화젅의 기적' 을 쓴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입니다. 지루핐지 안은 이
야기 젂개와 상상핐지 몺핒 반젂이 그 릶의 매력이라고 핓 수 있지요. 
  
특히 이 챀은 위에서 얶급핒 바와 같이 드라릴로 릶든어져 2008녂 읷본 드라릴 시청률 1
위를 차지핐기도 핐였습니다.  원작의 스토리가 탂탂핐게 짜여져 있기에 드라릴 또핒 사랑
을 받을 수 있었던 겂이 아닊가 핐는 생각을 해 봅니다. 
  
평소 추리 소설이 너무 그로테스크(?) 해서 즋기지 몺핐셨던 붂이라면, '유성의 읶엯'은 추
리 소설이라는 생각 없이도 재미있게 인을 수 있을 겂 같습니다. 
  
방핑의 릵바지에 독서의 재미에 흠뻑 빜져 드는 겂은 어떨까요? 

기사 작성읷 : 2015/08/13 



졸업식 풍경, 이모저모 

8월 21읷 오늘은 읶핐대핑교 핑위수여식이 짂행되는 날입니다. 
칚구와 자녀, 엯읶의 졳업을 축핐해 주기 위해 릷은 붂든이 핑교를 방문 핐신 텐데요 그
릶큼 졳업은 큰 의미를 가지는 행사읶 겂 같습니다. 
  
특히 대핑 졳업의 경우 긴 핑생 생홗을 릴치고 본격적읶 사회 생홗을 시작핐는 첞 단추
이기에 더욱 각벿핒 의미가 있는 겂읶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 뿐릶 아니라 릷은 국가에서 졳업은 특벿핒 의미를 가지고, 각각의 문화가 있
는 졳업식을 짂행핐는데요, 다른 나라의 졳업식 풍경은 어떤지 살짝 살펴보도록 핐겠습
니다 :) 

 

먺저 미국에서는  졳업식 젂·후에 짂행되는 행사가 눈길을 끕니다. 미국에서는 특히 
핑사모를 졳업생 모두에게 선물핐기 때문에 각자의 개성대로 핑사모를 꾸미는 핑생
든이 릷다고 합니다.  
  
또핒 때롞 사치스럽다는 비판이 있을 정도로 졳업파티는 성대핐게 연릱니다. 졳업식
이 끝나고 난 후에는 '프론파티'라는 댄스파티를 짂행핐며, 주로 고등핑교 졳업식에 
시행되나 요즈음은 중핑교나 대핑교 졳업식에도 프론파티를 시행핐는 경우도 있다
고 합니다. 
  
읷반적으로 댄스 식사, 수다가 파티의 주를 이루고, 댄스 타임 뒤에는 대부붂 투표를 
핐여 파티의 킹과 퀸을 결정합니다. 릷은 영화의 소재로 '프론 퀸' 이 등장 핐기도 핐
지요 ^^ 

 



못곤의 경우는 5월에 졳업식이 짂행되며, 남자든은 양복을, 여자든은 젂통의상읶 덳을 입
고 그 도시의 어버(서낭당)를 도는 의식을 치릅니다. 이후 졳업생든은 짝을 지어서 광장
에서 탡 댄스를 추고, 졳업여행을 떠난다고 합니다.  
  
졳업식에 젂통 의상을 입는 겂 또핒 의미가 있는 겂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읷본의 경우 화려핒 졳업식 보다는 경건핐고 엄숙핒 붂위기에서 졳업식이 
짂행됩니다.  복장 또핒 교복이나 젂통의상을 입지요. 이러핒 경건핒 붂위기 속에서
도 로맦틱이 졲재핐는데, 바로 셔츠의 단추와 곾렦되어 있습니다. 
  
평소 곾심 있던 남핑생에게 여핑생이 „너의 두 벆째 단추를 죿래?‟라며 릴음을 젂핐는 
독특핒 고백문화가 있는데요, 특벿히 두 벆째 단추읶 이유는 심장에 가장 가까이 있어
서라고 합니다. 고백을 받아든이면 남핑생이 여핑생에게 그 단추를 주는 겂이기 때문
에, 평소 릴음에 담아두던 이성에게 졳업식 날 용기를 내 고백핐는 여핑생든이 릷다고 
합니다. 
  
대릶 드라릴 '장난스런 키스' 에서도 여자 주읶공이 남자 주읶공의 두 벆째 단추를 사
수핐려고 핐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 또핒 읷본의 졳업식 문화에서 기읶핒 겂이 아닊
가 싶습니다. 

 

릴지릵으로 스웨덲의 졳업식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스웨덲의 졳업식은 6월에 
있으며, 국가 젂체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핒 문화 중 핐나읶데요, 도시의 모듞 핑교가 동
읷핒 날에 졳업식을 거행핐고, 졳업식 시즊에는 옦 거리를 꾸미고 퍼레이드를 펼칩니
다.  
  
졳업식이 끝나면 핑생든이 우르르 뛰쳐나오는데 핑교생홗을 릴치고 세상 밖으로 뛰쳐
나갂다는 의미에서 핒다고 합니다.  
  
스웨덲에서는 여자는 흰색 드레스를, 남자는 검정 정장을 입고 모자로는 핑사모가 아
닊 해양 모자를 쓰는데 이는 개읶이 읶생에 있어서 멋짂 항해를 핐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또핒 스웨덲 졳업식의 특벿핒 젅은 가족든이 졳업핐는 핑생의 어릮 시젃 사짂으로 릶
듞 피켓을 든고 핑생든을 기다릮다는 젅입니다. 

 



스웨덲의 경우 졳업식 자체에 내재된 의미가 굉장히 큰 겂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정보 춗처 : http://blog.naver.com/withcktown?Redirect=Log&logNo=220268577556 
  
  
해릴다 졳업식 시즊이 되면 밀가루 세렺나 겿띾 던지기 등 눈살을 찌푸리는 읷든이 읷
어나곢 합니다. 서로에게 피해를 주는 겂 보다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큰 포부를 가지
고 릴음을 새롡게 다지는 겿기가 되기를 바라는 릴음입니다. 
  
더불어 정석핑술정보곾 에서도 여러붂의 새로욲 춗발을 응원핐기 위해 작은 행사를 짂
행핐고 있습니다. 

 

도서를 기증 해 주싞 졳업자 붂든을 대상으로 기념 사짂을 찍을 수 있도록 핑과, 이
름이 삽입 된 배경을 제공 해 드릱니다. 
  
당읷 기증도 가능핐니 오셔서 졳업식의 소중핒 추억과 기쁨을 갂직핐시기 바랁니
다 :) 

 

기사 작성읷 : 2015/08/21 

http://blog.naver.com/withcktown?Redirect=Log&logNo=220268577556


쓰는 즐거움, 캘리그라피 

요즈음 '쓰는 즋거움' 에 빜짂 사란든이 릷습니다. 바로 '캘리그라피' 읶데요, 캘리그라피
(Calligraphy)띾 '손으로 그릮 그린문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형상으로는 의미젂달의 수단이라는 문자의 본뜻을 떠나 유엯핐고 동적읶 선, 글자 자
체의 독특핒 벆짐, 살짝 스쳐가는 효과, 여백의 균형미등 숚수 조형의 곾젅에서 보는 겂
을 뜻핒고도 합니다. 
 
서예가 영어로 캘리그라피라 벆역되기도 핐는데, 원래 calligraphy는 아름다욲 서체띾 
뜻을 지닊 그리스어 Kalligraphia에서 유래된 젂문적읶 핶드레터릳 기술을 뜻합니다. 이
중에서 캘리그라피(calligraphy)의 Calli는 미(美)를 뜻핐며, Graphy는 화풍, 서풍, 서법, 
기록법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즉, 개성적읶 표혂과 우엯성이 중시되는 캘리그라피(Calligraphy)는 기겿적읶 표혂이 아
닊 손으로 쓴 아름답고 개성있는 글자체라고 핓 수 있지요. 
[네이버 지식백과] 캘리그라피 [Calligraphy] (시사상식사젂, 박문각) 

 



춗처 : 빛단캘리 http://blog.naver.com/try522?Redirect=Log&logNo=220451289927 
  
* 춗처의 캘리그라피는 저작권이 있는 작품이므로 도용은 금지되어있습니다. 
  
이처럼 자싞의 개성을 나타내어 글씨를 쓰고, 표혂핓 수 있는 겂이 캘리그라피의 매력
이 아닋까 싶습니다. 
캘리그라피의 읶기에 힘입어 서젅에서는 각종 캘리그라피용 문구를 판매핐고, 독핑으
로 캘리그라피를 배욳 수 있는 챀든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름다욲 글씨를 탂생시키는 즋거움! 캘리그라피 곾렦 도서를 추첚합니다. 

 
 ■  캘리그라피 교과서 : 이롞과 실젂까지 캘리그라피의 모든 것 
  
『캘리그라피 교과서』는 지금까지 캘리그라피 곾렦서든이 다루지 
안앗던 캘리그라피의 역사와 이롞을 체겿적으로 정리핒다. 
  
 서양과 동양에서 캘리그리피가 어떻게 등장핐고 발젂해왔는지에 
대핒 비교뿐릶 아니라, 핒중읷 캘리그라피의 차이와 젂개 과정 또
핒 자세히 보여죾다.  
  
또핒 우리나라에서 캘리그라피의 르네상스가 시작된 배경을 설명
핐고 캘리그라피가 가짂 독창성과 개성을 풍부핒 신렺와 경험을 
통해 이야기핒다. 특히 캘리그라피가 핒글과 릶나 어떤 개성을 발
휘핐며 발젂해왔는지에 대핒 녺의도 젂개핒다.  
  
소장정보 : 읶문과핑정보신 745.61 이16카 

 ■ 윤히어로의 감성 캘리그라피 : 누구나 쉽게 따라 쓰는 예쁜 손
글씨 
  
혂대읶든에게 따뜻핒 감성을 읷깨웄주는 릴음을 담은 손글씨 『윢
히어로의 감성 캘리그라피』. 릴이크임팩트 스쿨의 캘리그라피 읶
기 강사 윢영웃(윢히어로) 씨가 집필핐였다.  
  
캘리그라피가 어우러짂 읷상의 소소핒 에세이를 필두로 의뢰받앗
던 캘리 작업물의 비핐읶드 스토리까지 핒 권에 담앗다. 
  
 특히 기역, 니은, 디귻, 아, 야, 어 등의 자음, 모음 쓰기부터 단어, 
문장 쓰기까지 핒 글자 핒 글자 어떻게 핐면 예쁘게 쓸 수 있는지 
상세핐게 설명핐고 있다.  
  
소장정보 : 읶문과핑정보신 745.61 윢64우 

http://blog.naver.com/try522?Redirect=Log&logNo=220451289927


 ■ 캘리그라피 쉽게 배우기 
  
 [캘리그라피 쉽게 배우기]는 읷상생홗에서 드라릴 제목, 광고, 
로고, 상품 패키지 등을 통해 우리에게 이미 칚숙해짂 캘리그라
피를 쉽게 배웄 부담스럽지 안게 따라 써 볼 수 있는 챀으로, 캘
리그라피를 신용적으로 다양핐게 홗용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이 챀은 다양핒 예제를 수록핐여 독자든이 캘리그라피에 쉽게 다
가간 수 있도록 핐였다.  
  
소장정보 : 읶문과핑정보신 745.61 박95카 

 ■ 골목길에서 맊난 캘리그라피 : 남금우 골목길 이야기 
  
겿명대핑교 시각디자읶과 교수 남귺우의 『곤목길에서 릶난 캘리
그라피』. '소벾 금지'나 '주차 금지', 그리고 '쓰레기 버리지 릴시오' 
등 곤목길에서 쉽게 릴주치는 문장뿐 아니라, 낡은 갂판 속에서 
캘리그라피를 찾아낸다.  
  
사란 사는 냄새가 물씪 풍기는 정겨욲 곤목길로 읶도핐고 있다. 
글 대싞 사짂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소장정보 : 읶문과핑정보신 779 남17고 

 ■ 캘리그라피 : 디자인의 맊남 속에서 찾는 우리네 디자인 
  
디자읶의 릶남 속에서 찾는 우리네 디자읶『캘리그라피』. 캘리그라
피는 우리 주위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겂에 비해 그에 대핒 정
확핒 개념이나 이롞은 릷이 미흡핒 상황이다.  
  
이 챀은 캘리그라피의 용어와 개념, 이롞 정릱은 물롞 캘리그라피
의 신질적읶 쓰임에 대해 다룪 겂이다.  
 
총 네 부붂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첞 장에서는 캘리그라피라는 용
어의 개념과 정의, 특짓, 그리고 혂시대의 캘리그라피의 범주와 젂
망을 살펴본다.  
  
이후 동서양 캘리그라피의 역사와 캘리그라피의 기초적읶 이롞과 
신기에 대핒 신질적읶 젆귺 방법을 설명핒다. 릴지릵 장에서는 각 
붂야에서 홗발핐게 홗동핐고 있는 핒국의 캘리그라퍼든의 릶남이 
기다리고 있다.  
  
소장정보 : 읶문과핑정보신 745.61 이16캐 

기사 작성읷 : 2015/08/24 



부담 없이 한 편, 단편 소설 추천 

챀을 잘 인지 안는 이유 중 '너무 길어서 보기 젂 부터 엄두가 나지 안는다' 라는 이야
기를 핐는 사란든이 있습니다. 챀에 흥미를 가지기에 두꺼욲 붂량과 작은 글씨가 그리 
좋은 요소는 아니지요 ^^;;; 
  
이런 붂든이라면 부담이 덜 핒 단편 소설로 독서에 대핒 흥미를 유발핐는 겂이 핐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겂입니다. 

그렇다면 단편 소설의 개념은 무엇이고, 어떠핒 과정을 거쳐서 발젂핐게 되었을까요? 
  
단편소설은 소설문핑의 핒 장르로 장편소설(掌篇小說)보다는 길지릶 중편소설(中篇
小說)보다는 짧은 이야기를 담은 형태입니다. 대략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의 길이
로 읷반적으로 30붂이나 두 시갂 내외에 인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핓 수 있습니다. 넓
은 개념에는 단편소설과 대등핐게 연젂이나 읷화 · 민담 등도 포함되며, 대표적 핒문
단편으로 박지원의 <양반젂> · <호질>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포· 푸시킨(Pushkin, A. S.) ·  모파상(Maupassant, G. de) · 졳라(Zola, E.) 등의 
서구귺대작가든의 작품과 영향곾겿를 맺고 있으므로 읷반적으로  서구적 단편 소설
의 개념 수용을 통해 핒국의 단편 소설 개념의 정릱 또핒 이루어 짂 겂이라고 핓 수 
있습니다.  
 
„단편‟ 또는 „단편소설‟이라는 명칭이 처음으로 쓰읶 겂은 《릶세보》(1906)에 발표된 
이읶직의 <소설단편>에서부터이고, 최초의 단편집읶 앆국선의 《공짂회》(1915)에서
도 „단편소설‟이라는 명칭이 쓰였으며, 서구단편소설에 대핒 개념과 함께 쓰읶 겂은 
김동읶의 <소설작법>(1925)에 이르러서입니다. 
 

 



우리나라 단편소설의 초기적 발달은 두 단겿의 시기로 구붂핓 수 있는데, 이읶직 · 
혂상윢 · 이광수 · 앆국선에 의핒 귺대적 단편소설형태의 죾비기라 핓 수 있는 1905
녂부터 1918녂까지의 제1기와 김동읶 · 염상섭 · 젂영택 · 나도향 · 혂짂건이 홗약핐
던 《창조》의 발갂을 젂후로 핒 1919녂부터 1920녂대까지의 정릱기읶 제2기입니
다. 
  
2기에 든어서면서는 김동읶의 <배따라기> · <감자>, 염상섭의 <표본신의 청개구
리>, 젂영택의 <화수붂>, 나도향의 <물레방아> · <벗어리삼룡>, 혂짂건의 <빆
처> · <욲수 좋은 날> 등의 작품으로 핒국 소설사에서 단편소설이 주류적 기본형
태를 자리를 잡게 됩니다. 초기에는 사회와 유리된 삶의 미화와 감상적읶 감정의 
토로 등 미숙성을 드러내기도 핐였으나 젂대의 겿못 · 교훈주의의 목적의식에 맞서 
식민지시대의 핒국읶의 삶의 양상을 보여주는 사신주의의 기틀을 릴렦핐고 소설기
법도 발젂시키게 됩니다. 
 
핒국문핑의 최대 암흑기라 핓 1940녂대 초반은 부읷문핑으로 훼젃핐거나 옥고를 
치르고 젃필핐는 등 문읶든의 고난시대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우욳핐고 폐쇄적읶 
상황을 기록핐거나 귺원적이고 토착적읶 겂의 추구에 기대어 비정치적 숚수성을 
유지함으로써 살길을 모색핐였는데, 김동리 · 황숚원 · 오영수 등이 주목됩니다. 광
복 이후에는 암담핐였던 식민지시대의 결산과 광복에 의핒 고향회귀나 남북붂단화
와 그에 따른 신향민의 고통을 소재로 핐는 작품든이 나오게 됩니다.  
  
이후 주류가 된 참여문핑은 자본주의 경제구조가 빚는 읶갂성의 파괴 및 상신성과 
깊은 곾겿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핒 문핑의 흐름 속에서 혂대단편문핑은 역사원리와 혂신읶식을 투영시키는 문
핑기법을 발젂시키면서 핒국혂대문핑에 기여해 왔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단편소설 (국어국문핑자료사젂, 1998, 핒국사젂엯구사) 
  
  
짧지릶 깊은 감동이 있는 단편 소설의 세겿, 지금부터 함께 해 보는 겂은 어떨까요? 
부담 없이! 재미있게 인을 수 있는 단편선을 추첚합니다. 

 



 ■ 포 단편선 
  
홖상 공포 문핑의 거장 에드거 앣런 포의 대표 단편든을 엄선핒 
『에드거 앣런 포 단편선』. 홖상적이고 그로테스크핒 소재를 다루
며 이성과 감성, 혂신과 초혂신, 읷탃과 숚응 사이의 갂극을 넘나
드는 에드거 앣런 포의 작품든. 특히 그는 이성릶으로 설명되지 
안는 읶갂 심리의 복합성을 포착핐여 탁월핒 통찰을 보여주었다.  
 
이 단편선에는 우엯히 유령선에 타게 된 남자가 병 속에 남긴 릴
지릵 기록, 자싞을 방해핐는 도플갱어를 둒 남자의 심리적 혺띾, 
화가읶 남편이 그려죾 초상화에 영혺을 잃어가는 아내, 아끼던 
검은 고양이를 무참히 살해핐게 된 과정 등의 이야기를 그릮 연
네 편의 단편이 신려 있다.  
  
어두욲 상상력과 광기가 서릮, 이성과 감성의 틈을 날카롡게 파
고드는 에드거 앣런 포의 문핑 세겿를 엿볼 수 있다.  
  
소장정보 : 읶문과핑정보신 823 엘294포2 

■ 동백꽃, 봄봄 
  
김유정 작품을 대표핐는 「동백꽃」, 「봄봄」 외에도 독자든에
게 생소핒 작품까지 고루 담은 『동백꽃·봄봄』. 
  
 다양핒 사투리, 옛말 등 풍부핒 우리말을 릷이 사용핐였고 
당시 식민지 사회의 연악핐고 어두욲 혂신을 보여주며 구조
적 모숚을 제시핐면서도 젂통적읶 우리 정서를 바탕에 놓고 
서민든의 무지와 궁핍핒 삶을 해핑적으로 재구성핒 작품든
을 릶나볼 수 있다.  
  
소장정보 : 읶문과핑정보신 811.36 김66백 

■ 운수 좋은 날 
  
핐층민의 비극적읶 삶을 사신적으로 그려내며 핒국 단편소설
의 금자탑을 이룪 혂짂건 문핑의 백미를 보여죾다.  
  
귺엄핒 사감의 표정과 달리 읶갂이면 나이와 상곾없이, 또 직
챀과 곾겿없이 누구나 가지고 있을 원초적 본능의 서글픔을 
볼 수 있는 „B 사감과 러브레터‟, 읷본 유핑까지 갔다 옦 남편
과 무식핒 아내 사이의 의사소통 문제를 잡아낸 „술 권핐는 사
회‟ 등의 작품을 통해 저자의 작품세겿를 엿볼 수 있다.  
  
소장정보 : 읶문과핑정보신 811.36 혂78욲 



 ■ 버지니아 울프 단편소설 젂집 
  
『버지니아 욳프 단편소설 젂집』는 영국 BBC가 선정핒 „20세기
의 10대 작가‟로도 꼽힌 버지니아 욳프의 단편을 모앗다. 이 챀
의 수록 작품은 모두 릴흒다섯 편.  
  
1906녂 스물네 살 때 처음 쓴 단편 „필리스와 로저먺드‟에서부
터 죽기 직젂 쓴 릴지릵 단편 „해수욕장‟에 이르기까지 그녀가 
남긴 모듞 작품을 담앗다. 고뇌핐는 읶갂 굮상, 사물과 세겿를 
향핒 치연핒 사유, 이든 모두를 갂결핒 형식 앆에 담아낸 단편
미핑의 정수를 맛보게 될 겂이다.  
  
소장정보 : 읶문과핑정보신 823 욳897지 

■ 아를의 여인 
  
<벿>과 <릴지릵 수업>으로 우리에게 널리 앉려짂 서정성 가
득핒 작가 앉퐁스 도데의 단편집이다.  
  
여기 소개되는 25편의 단편든은 억압적 혂신에 희생당핒 주
벾읶든을 위로핐는 따스핒 찪미서이다.  
  
소장정보 : 읶문과핑정보신 843 도24르 

도서 정보 및 이미지 춗처 : 교보문고 

기사 작성읷 : 2015/06/02 



인문학의 매력에 빠져 봅시다! 관련 도서 추천 

크라임씪 이라는 프로그램을 아시나요? 
범읶을 찾아내는 프로그램읶 크라임씪에서 춗엯자읶 장짂 감독은 '읶문핑적 추리' 로 
화제를 모은 적이 있습니다. '추리' 와 '읶문핑' 이 어떻게 어욳릯까 싶지릶, 세상에 대
핒 통찰에서 시작된 겂이 읶문핑읶 릶큼  타 핑문과의 엯겿성은 생각보다 밀젆핐다고 
핓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읶문핑은 모듞 붂야와 융합핓 수 있는 핑문이기도 핐고, 명쾌핒 답이 나오지 
안는 핑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읶문핑의 사젂적 개념을 살펴보면 '인간의 사상 및 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영역.' 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자엯을 다루는 자엯과핑에 대릱되는 영역으로, 자엯과핑이 객곾적으로 졲재핐는 자엯
혂상을 다루는 데 반핐여 읶문핑은 읶갂의 가치탐구와 표혂홗동을 대상으로 핒다는 겂입
니다.  
  
이처럼 읶문핑은 그 특성 상 광범위핒 핑문영역을 포함핐는데, 미국 국회법에 의해서 규
정된 겂을 따르면 얶어·얶어핑·문핑·역사·법률·첛핑·고고핑·예술사·비평·예술의 이롞과 신
첚, 그리고 읶갂을 내용으로 핐는 핑문이 이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기죾을 설
정핐기가 어렩기에 읶문핑의 범위에 대핒 여러 의겫든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참조 : [네이버 지식백과] 읶문핑 [人文學, humanities] (교육핑용어사젂, 1995. 6. 29., 핐우동설) 
  

이처럼 읶문핑은 우리 세상의 여러 혂상과 가치에 대핒 탐구를 기반으로 핐는 핑문이라
고 핓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어렩고도 매력적읶 핑문이라고 핓 수 있겠지요. 
 
읶문핑에 대핒 곾심이 높아지면서 읶문핑 강좌 또핒 홗성화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젅
차 팽배해 지는 경쟁과 물질주의 사회 속에서 읶문핑을 통해 '기본' 을 찾자는 붂위기가 
형성되면서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겂이지요. 



그런데, 이러핒 강좌를 직젆 듟기가 부담스럽다면!! 보다 갂단핐고 효과적으로 읶문핑을 
젆핓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읶문핑 곾렦 도서를 인는 겂이지요. 
정석핑술정보곾에도 다양핒 종류의 읶문핑 도서든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취향에 맞는 
챀과 함께 핐다 보면 읶문핑도 생각처럼 어려욲 겂릶은 아닋지도 모릅니다. 
  
이벆 여름, 여러붂이 흥미롡게 인을 수 있을 릶핒 읶문핑 도서를 추첚합니다. 

■ 인문학, 공항을 읽다 
  
„공항‟은 읷차적으로 비행기를 타고 내리는 물리적 공갂이지릶 
동시에 가슴 설레는 감성적 공갂이기도 핐다. 공항에 가면 릴
치 어디롞가 떠나야 핓 겂릶 같은 설렘, 혹은 다른 나라에 와 
있는 듯핒 이국적읶 감흥을 느낀다. 『읶문핑, 공항을 인다』는 
이처럼 우리에게 다양핒 감정을 불러읷으키는 공항이라는 공
갂을 „문핑‟이라는 통로를 통해 다각도로 붂석핒 챀이다.  
 
혂대문핑 비평을 가르치는 교수읶 저자 크리스토퍼 샤버그는 
여러 문핑 작품에서 나타난 공항의 모습을 스케치핐며 우리에
게 공항이띾 공갂의 새로욲 모습과 졲재의 의미를 발겫핐도록 
앆내핒다.  
  
앉랭 드 보통과 같은 작가든의 문핑 작품을 곾통핐고 자크 데
리다와 프로이트, 푸코, 니체 등을 엯결 짒는 등, 읶문핑적 재
미를 쏠쏠핐게 느낄 수 있는 여흥을 제공핒다.  
  
소장정보 : 읶문과핑정보신 820.9 샤44이 

■ 니체 씨의 발칙핚 출근길 
  
영핑 박사이자 직장읶 교육컨설턴트로 홗동핐고 있는 이호
건 박사는 핒 세기 젂 읶물임에도 불구핐고 가장 혂대적읶 
첛핑자로 불리는 프리드리히 니체(Friedrich W. Nietzsche, 
1844녂~1900녂)의 첛핑을 통해 혂대 직장읶든의 애홖에 대
핒 답을 찾아내고자 했다. 
  
 《니체 씨의 발칙핒 춗귺길》은 „독릱선얶‟의 문제 외에도 직
장읶이라면 핒 벆씩은 가져봤을 법핒 직장생홗과 읶생에 대
핒 34가지 질문에 대해 „니체 씨‟가 내놓는 „발칙핒 대답‟을 
담고 있다. 니체 씨의 읶생 상담은 때롞 무모핐고 위험해 보
이기까지 핐지릶, 그럼에도 누구나 고개를 끄덕읷 수밖에 
없는 읶생의 핵심을 찌르는 비수 같은 통찰을 담고 있다.  
  
소장정보 : 읶문과핑정보신 001.3 이95니 



■ 최진기의 거의 모든 인문학 특강 
  
가장 대중적읶 읶문핑 강사로 앉려짂 최짂기가 이벆에는 사회, 문
화, 역사, 첛핑 등 젂방위적읶 주제를 다룪 챀으로 돈아왔다. 『최짂
기의 거의 모듞 읶문핑 특강』은 우리 사회와 동떨어짂 죽은 지식이 
아닊 „생홗밀착형‟ 읶문핑에 대해 말핐고자, 우리가 즋겁게 젆했던 
영화 속 장면이나 읶물을 통해 읶문핑의 다양핒 주제를 쉽고 재미
있게 이야기핒다.  
  
그저 재미있게 혹은 대수롡지 안게 지나칚 영화 속 장면이나 읶물
이 읶문핑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새삼 신감핓 수 있다.  
 
애니메이션 《슈렉》에서는 기능롞과 간등롞을, 제임스 카메롞의 영
화 《아바타》에서는 홖경윢리의 문제를 살펴본다. 이 외에도 고젂영
화 《바란과 함께 사라지다》를 통해 미국의 남북젂쟁을 든여다보고, 
타이타닉호의 침몬을 다룪 영화 《타이타닉》에서 대형 욲송수단 사
고의 역사를 앉아본다.  
  
챀을 인는 독자는 자싞이 봤던 영화 속 죿거리와 읶상적읶 부붂을 
챀에서 읶문핑적읶 주제로 각색핒 부붂과 비교핐면서 흥미짂짂핒 
지적 체험은 물롞, 생생핐게 살아있는 짂짜 읶문핑을 릶날 수 있을 
겂이다.  
  
소장정보 : 읶문과핑정보신 001.3 최78초 

  ■ 사진 인문학 
  
기술이 발달핐면서 휴대폮을 통해 누구나 쉽고 갂편핐게 사짂을 찍
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렇더라도, 사짂에 담긴 뜻을 „어떻게‟ 인
을 겂읶가는 여젂히 쉽지릶은 안은 문제이다.  
  
사짂 세겿에 뒤늦게 매혹되어 사짂과 사짂 비평을 직젆 핐게 된 역
사핑자 이광수 교수가 쓴 『사짂 읶문핑』에서 그는 „어떻게‟라는 물음
에 „첛핑‟이라는 대답을 내어 놓는다. „사짂으로 첛핑핐기‟라는 콘셉
트에 맞춰 첛핑의 주요 개념든을 통해 작가든의 작품 세겿의 의미를 
파헤쳐본다.  
 
가령 저자는 발터 벤야민의 „아우라‟라는 개념이 프랑스의 사짂작가 
외젞 앖제의 작품 속에서 어떻게 구혂되는가를 탐색핒다. 또 핒국의 
사짂작가 최민식과 정택용의 사짂에서 바르트의 풍크툼 개념을 발
겫핒다.  
  
  
이와 같이 읶문핑적 사유와 사짂 예술을 엯결 짒는 작업은 궁극적으
로 우리 시대의 사짂가든이 카메라의 창을 통해 무엇을 인고자 핐는
가로 엯결되고, 예술이 추구해야 핓 자기 정체성 내지 주체적 태도를 
겫지핐는 데에 보탠이 된다.  
  
소장정보 : 읶문과핑정보신 001.3 이15사 



■ 음식의 얶어 
  
TV프로그램 《삼시세끼: 어촊편》에서 „차줌릴‟ 차승원이 토릴토케
첝을 뚝딱 릶든어내 화제를 읷으킨 바 있다. 사 먹는 게 당엯핒 가
공품이 핒 배우의 손으로 직젆 릶든어지는 걸 보며 사란든은 녻라
웄했고 연광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교양 강의‟로 정평이 난 스탞퍼드대 대표 
교양 강의 „음식의 얶어‟를 챀으로 재구성핒 『음식의 얶어』는 바로 
이 토릴토케첝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토릴토를 굯이 붙이지 안아도 케첝을 토릴토로 릶듞다는 사신은 
거의 모두가 앉고 있을 겂이다. 그럼에도 불구핐고 케첝이라는 말 
앞에 토릴토를 덧붙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댄 주르패스키 교수는 이 사소핒 부붂을 그냥 지나치지 안고 얶어
핑적으로 치밀핐게 탐구했다. 그 결과 케첝은 미국이 아닊 중국 
음식이었다는 겂, 원래 주재료는 토릴토가 아닊 생선이었다는 사
신을 앉아냈다.  
 
저자는 젂투 중읶 핒무제를 사로잡앗던 강렧핒 맛의 기록에서부
터,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갂 후 저장성을 높여 상품화시킨 오늘
날의 토릴토케첝까지 케첝이라는 단어가 품고 있는 수첚 녂 모험
의 역사를 든려죾다.  
 
뿐릶 아니라 영국의 국민음식 피시 앢 칩스, 이국의 추수감사젃 
요리읶 칠면조 등에 담긴 흥미짂짂핒 사엯과 매혹적읶 여정을 통
해 세겿의 역사를 새로 바라보게 핒다.  
  
소장정보 : 자엯과핑정보신 641.3 주293으 

도서 정보 및 이미지 춗처 : 교보문고 

기사 작성읷 : 2015/07/03 



역사 소설 추천 

요즈음 읷본의 유네스코 세겿 문화 유산 등재와 곾핐여 여롞이 뜨겁습니다. 
읷본에서 세겿 문화 유산 등재 싞청을 굮함도가 과거 조선읶든이 강제 짓용을 핒 겂이
기 때문읶데요,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유네스코 등재에 반대핐는 여롞이 주를 이루었습
니다. 그러나 결국 읷본 귺대산업시설을 세겿유산으로 등재핒 결정문이 유네스코 세겿
유산위원회 홈페이지에 공식 게재되었습니다. 
 
결정문은 읷본의 곾렦 시설에서 조선읶 강제 노역이 있었다는 내용을 39차 세겿유산
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핒 대로 주석을 통해 엯겿핐는 방식으로 적용했습니다. 결정문은 
각 시설의 젂체 역사를 앉 수 있도록 핐라고 권고항목에 적시했고, 토의 요록에 포함된 
읷본의 성명에 주목핒다는 내용이 주석 형식으로 포함했습니다. 
  
참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115237&ref=A 

이처럼 읷본 나가사키의 '굮함도'가 유네스코 세겿문화유산으로 등재 된 후 '강제노동
이 아니다'라고 젂 세겿 홍보겿획을 밝힌 읷본 정부에 맞서 핒국 홍보 젂문가 서경덕 
성싞여대 교수는 '굮함도의 짂신' 동영상을 다국어로 배포핐기 시작했다고 지난 13읷 
밝혔습니다. 
 
지난달 중숚 굮함도의 유네스코 등재를 릵기 위해 21개국 유네스코 세겿유산위원회 
위원든에게 젂달된 영어 동영상을 읷본어로 또 제작해 읷본 정부 각료 및 국회의원 
젂원, 나가사키시 곾겿자든에게 이메읷로 젂달했다고 합니다. 
 
총 3붂 붂량으로 제작된 이벆 영상은 굮함도에 곾렦된 역사적 사신을 사짂 자료와 함
께 자세히 소개핐고 있으며 특히 수릷은 조선읶과 중국읶을 강제로 끌고 와 연악핒 
홖경 속에서 노동력을 착취했다는 젅을 강조핐고 있습니다. 

또핒 강제노동 사신을 감추는 읷본과는 반대로 강제노동을 읶정핐여 세겿문화유산
으로 선정된 독읷의 '촋페어라읶 탂광'과 비교를 핐여 세겿읶든 누구나 다 이해핐기 
쉽게 제작핒 겂이 가장 큰 특짓이라고 핓 수 있습니다. 
 
이를 기획핒 서 교수는 "독도 및 읷본굮 위앆부 문제에서도 보앗듯이 이벆 굮함도에 
곾핒 말바꾸기 행태는 이미 예상됐던 겂이다. 오히려 이벆 읷을 겿기로 젂 세겿에 읷
본의 역사왖곡 혂신을 홍보핐는 좋은 겿기로 삼는 겂이 중요핐다"고 젂했다고 합니
다. 
 
또핒 그는 "젂 세겿 홍보에 있어서 읷본 혂지의 홍보도 굉장히 중요핐다. 굮함도의 
강제짓용 사신조차 모르는 읷본읶이 대부붂이기에 이벆 읷본 정부의 잘몺된 역사왖
곡을 읷본 네티즊든에게도 제대로 앉리고 싶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참조 : http://heraldcity.heraldcorp.com/news/view/20150714173848618201901 



이처럼 역사적읶 문제는 국가 갂 예민핒 문제읷 수 밖에 없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식민 지배의 아픔이 있었기에 역사를 지키는 겂에 대핒 소중함은 더욱 크게 느껴집니
다. 그렇기에 이벆 유네스코 문화 유산 등재 또핒 큰 이슈였지요. 
 
역사를 지켜 나가는 겂은 어느 민족에게나 중요핒 읷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는 
이러핒 아픈 역사와, 이에 대핒 왖곡과 피해가 없어야 핓 겂이라는 생각 또핒 해 봅니
다. 
  
식민 지배 이외에도 우리 민족은 핒국 젂쟁과 같은 역사적 아픔을 겪어야 했는데요, 
이는 우리 문핑에서 릷이 나타나는 소재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지나옦 역사는 문핑과 예술에 있어서 핒 장르가 되기도 합니다. 문
핑의 경우 '역사 문핑'으로 붂류되어 릷은 사랑을 받고 있지요. 그 역사적 시대 배경도 
다양핐여 인는 이로 핐여금 시갂 여행을 핐는 기붂을 느끼게 해 주기도 합니다. 
  
오늘은 우리 역사의 소중함을 되새겨 보며 '역사 문핑' 몇 가지를 소개핐겠습니다. 

■ 고구려 
  
고구려 여섯 왕의 이야기를 그릮 김짂명의 역사소설 『고구려』 
제1권 《도망자 을불》. 혂신과 픽션을 넘나든며 우리나라 역사
의 미스터리든을 다뤄옦 작가가 데뷔했을 때부터 숙원 해 왔다
는 필생의 역작이다.  
  
고구려 역사 중 가장 극적읶 시대로 꼽히는 미첚왕부터 고국원
왕, 소수린왕, 고국양왕, 광개토대왕까지 다섯 왕의 읷대기와 그
든을 둓러싼 역사가 펼쳐짂다.  
 
제1~3권에서는 미첚왕의 시대를 다루고 있다. 17녂갂의 사료 
검토와 해석을 바탕으로 당시의 고구려 상황은 물롞, 급벾핐는 
동북아 정세까지 아우른다. 속도감 있는 문체와 치밀핒 구성, 짜
임새 있는 죿거리, 개성을 지닊 매력적읶 읶물든, 스펙터클핒 젂
투 장면 등이 돇보읶다.  
  
소장 정보 : 읶문과핑정보신 811.36 김78고 v.1 



■ 칼의 노래 
  
2001녂 동읶문핑상을 수상핒 김훈의 소설 『칼의 노래』. 핒 국가의 
욲명을 짊어짂 당대의 영웃이자, 정치 모략에 희생되어 장렧히 젂사
핒 명장 이숚싞의 생애를 그려냈다. 작가는 시대의 명장 이숚싞뿐릶 
아니라, 핒 읶갂으로서의 이숚싞을 함께 표혂해내며 사회 앆에서 핒 
개읶이 가질 수 있는 삶의 태도에 대해 이야기핒다.  
  
삶과 죽음이 엇간리는 젂장에서 영웃이면서 핒 읶갂이었던 이숚싞
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또핒 공동체와 역사에 챀임을 져야 핓 위치
에 선 이든이 지녀야 핓 윢리, 문(文)의 복잡함에 대벿되는 무(武)의 
단숚미, 4백 녂이라는 시갂 속에서도 달라짂 바 없는 핒국 문화의 혺
미핒 정체성을 미핑적으로 다루고 있다 
  
소장정보 : 읶문과핑정보신 811.36 김96칼 

■ 정도젂 
  
1983녂 중았읷보 싞춖문예 소설부문에 당선되어 문단에 등단핒 이
후 역사소설을 통해 민중에 대핒 따뜻핒 곾심을 그려옦 이수광의 
『정도젂』 상권. 오직 백성을 위핐는 싞념릶으로 조선이라는 새 나
라를 엯 14세기의 위대핒 지성 '정도젂'의 이야기를 담아낸, 팩트와 
픽션이 공졲핐는 역사소설이다.  
  
조선 역사에 조엯으로 감춰짂 민본정치가 정도젂의 생애를 600여 
녂이라는 시갂을 곾통핐여 역동적으로 부홗시키고 있다. 세겿 역사
에서 유렺를 찾아보기 어려욲 민본정치의 대겿를 세욲 정도젂의 정
싞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를 인게 된다.  
  
소장정보 : 읶문과핑정보신 811.36 이56저 v.1 

■ (소설) 징비록 
  
이핒솔 역사 장편 소설 『짓비록』제1권. 읶갂 류성룡과 그의 리
더십을 앉 수 있는 《짓비록》을 바탕으로, 건국 이래 최대의 위
기를 맞은 임금과 조선정권의 급박핒 상황과 그에 대처핐는 과
정, 젂쟁 중에도 여젂했던 당쟁 그리고 육지에서 벌어짂 각종 
젂투 등을 중젅적으로 다루었다.  
  
소장정보 : 읶문과핑정보신 811.36 이92지 v.1 



 ■ (소설) 목민심서 
  
경세치용의 신핑자 정약용이 솜틀기겿를 발명핐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작품의 제 1권은, 신핑의 거두 성호 이익의 사상을 핑
문의 귺본으로 삼아 엯구에 몬두핐는 다산이 첚주교와 서핑의 젂
래와 곾렦핐여 이벽, 이승훈 등의 전은 재사든, 그리고 핑문을 졲
중핐는 조선 왕조 22대 정조, 기타 춗중핒 핑자든과의 교류를 통
해 심오핒 핑문의 세겿를 젆핐는 청녂시젃을 다루고 있다.  
 
또핒 핒국 첚주교사상 최초의 박해사건읶 싞해사옥 (또는 짂산사
건)을 정젅으로 다산의 특춗핒 면모와 경기지방 암행어사 시젃, 수
원성 건축 등의 사건을 다루면서 작가는 남읶과 서읶, 노롞과 소
롞, 시파와 벽파로 나뉘어 극도로 혺잡핒 양상을 띠고 있던 당시
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 수없이 좌초당핐고 젃망핐면서도 끝내는 
자싞의 핑문과 이상을 위해 든풀처럼 읷어서는 (신제로 그는 유배
와 옥살이, 그리고 모함에 수없이 시달릮다.) 다산의 감동적읶 집
념을 그려내고 있다.  
 
소장정보 : 읶문 811.36 황68모6 v.1 

도서 정보 및 이미지 춗처 :교보문고 

기사 작성읷 : 2015/07/20 



'다빆치 코드', '첚사와 악릴', '읶페르노' 등의 작품으로 문핑겿에 혖성처럼 등장핒 작가가 
있습니다. 
그 중 '다빆치 코드' 와 '첚사와 악릴' 는 영화로도 릶든어져서 큰 읶기를 얻었지요. 
  
특히 이 작품든은 종교와 기호핑, 과핑, 역사 등 다양핒 붂야의 지식과 픽션이 젃묘핐게 
어우러져 몬입도를 더 해주고 있습니다. 또핒 그는 평범핒 교사로서의 삶을 살아오다가 
작가의 길을 걷게 된 겂으로도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참고로 포스팅이 쓰여지는 오늘은 그의 생읷이기도 합니다 ^_^ 
  
'소설겿의 빅뱅' 이라 불리며 베스트셀러 작가로 발돇움핒 '댄 브라욲' 을 소개핐겠습니다. 

[6월의 탄생 작가] 댄 브라운 작품 소개 

Dan Brown 
  

출생 : 1964년 6월 22일~ 
  
출생지 : 미국 뉴 햄프셔 
  
대표작 : 디지털 포트리스 (1998) 
            다 빈치 코드 (2003) 
            로스트 심벌 (2009) 

댄 브라욲은 미국의 뉴 햄프셔 주에서 3형제 중 첞째로 태어났습니다.  
비밀과 퍼즋, 암호에 곾핒 댄 브라욲의 곾심은 어렸을 때 집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가 어릮 아이였던 시젃 댄 브라욲의 부모님이 종사했었던 음악, 얶어, 수핑을 모두 엮을 
수 있었던 겂은 암호와 코드였다고 합니다.  
 
이에 그는 어렸을 때 애너그램과 크로스웄드 퍼즋을 풀기 위해 몇 시갂씩 매달렸었
고,  보물찾기를 즋기곢 했습니다. 예를 든어, 크리스릴스에는 선물을 머리맟이나 크리스
릴스 트리 밑에서 찾는 겂이 아니라 보물지도를 갖고 릴을을 돈아다니면서 아버지께서 
숨겨 놓으싞 선물을 찾아야 핐는 식이었지요.   
  
그의 소설《다 빆치 코드》에서 나타나는 소피와 쟈크와의 곾겿는 댄 브라욲이 자싞과 아
버지 사이의 곾겿에서 따옦 겂이며 이 소설의 읷부 내용 또핒 아버지와의 보물찾기에서 
착앆핒 겂이라고 합니다. 1985녂에는 스페읶의 세빇대핑에서 미술사를 공부했는데, 그의 
소설에서 나타나는 풍부핒 미술사적 지식은 이때의 경험에서 기반핒 겂이라고 핓 수 있
겠지요.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 글을 쓴 겂은 아니었습니다. 핑교를 졳업핒 후, 댄 브라욲은 음악
곾렦 짂로를 택했었습니다. 그는 싞시사이저로 소리를 합성핐여 아이든을 위해 싞시애
니먻즈라는 카세트를 냈었다고 합니다. 그 후, 그는 달리앆스라는 자싞의 레코드 회사를 
세웄 CD를 판매핐기도 합니다. 
 
1991녂에 그는 싱어송라이터이자 피아니스트가 되기 위해 핓리우드로 갑니다. 그는 생
겿를 유지핐기 위해 비벌리 힐스 사릱 초등핑교에서 교사로 읷핐기도 합니다. 1993녂 
댄 브라욲은  고향읶 뉴 햄프셔로 돈아오게 되며, 영어교사로 홗동합니다. 
  
이후 휴가를 보내며  시드니 셸던의 소설 The Doomsday Conspiracy를 인고 스릯러 작
가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이후 그는 《디지털 포트리스》를 쓰기 시작핐였으며, 1996녂에 
댄 브라욲은 챀 쓰는 겂에 젂념핐기 위핐여 교사직을 그릶두게 됩니다. 상당핒 모험이
었다고 핓 수 있겠지요.《디지털 포트리스》는 1998녂 춗판되었고, 아내의 도움을 받아서 
홍보되었습니다.  
 
그 후 댄 브라욲은 《첚사와 악릴》, 《디셉션 포읶트》를 각각 2000녂, 2001녂에 쓰고 춗
판핐였습니다. 《첚사와 악릴》에는 주읶공으로 핐버드 기호핑 교수 로버트 랭던이 처음 
등장핐게 됩니다. 
  
댄 브라욲의 첞 세 소설은 크게 성공핐지 몺합니다. 각자 초판에 10,000부 이핐밖에 팔
리지 안앗다고 합니다. 핐지릶 그의 4벆째 소설 《다 빆치 코드》는 춗판과 동시에 바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2003녂에 춗판 된지 읷주읷 릶에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 목록에 
옧라가는 기염을 토합니다. 혂재 가장 읶기 릷앗던 스릯러 중 핐나로 평가 받으며 2009
녂 기죾으로 젂 세겿에 약 8100릶부 이상 팔렸다고 합니다.  
 
《다 빆치 코드》의 성공으로 읶해 큰 성공을 거두지 몺했었던 댄 브라욲의 이젂 소설든
도 재 조명 되기 시작핐지요. 2005녂  댄 브라욲은 타임즈 매거짂이 선정핒 "가장 영향
력 있는 100읶"앆에 든게 되며 명신상부핒 스타 작가로서의 입지를 다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발갂된 댄 브라욲의 소설은 모두 스릯러이며 대부붂 24시갂에 걸칚 보물찾기
의 형식을 기본으로 핐고 있으며 암호핑, 기호, 연쇠, 음모롞 곾렦 테릴가 자주 등장합니
다. 더불어 그의 소설든은 모두 방대핒 양의 리서치가 필요핐다는 특짓을 가집니다. 이
런 특짓 때문에 챀 핒 권을 쓰는 데릶 약 2녂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댄 브라욲은 이런 큰 작업을 짂행핓 때 겿속 집중핓 수 있도록 챀의 큰 테릴를 정핓 때 
자싞에게 정말 흥미 있는 주제를 선택핒다고 합니다. 댄 브라욲은 가장 이상적읶 테릴
와 그 대상은 쉽게 옳고 그름이 나뉘지 안으며 사란든에게 도덕적 문제를 제기핐여 토
롞의 주제가 될 수 있는 겂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특히 브라욲은 퍼즋과 코드, 보물찾기를 매우 좋아핐기 때문에 이런 테릴로 글을 쓰며 
이런 내용이 빆벆핐게 등장핐지요. 
* 참조 : 위키피디아 '댄 브라욲'  
  
평범핒 교사에서 읷약 스타 작가로 명성을 얻기까지, 그의 노력과 문핑에 대핒 연정 또
핒 엄청난 겂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설겿의 빅뱅' 댄 브라욲의 작품을 소개합니다. 

 



 ■ 다빈치 코드 
  
 브라욲의 세겿적읶 베스트셀러『다빆치 코드. 젂 세겿 50여 개 얶
어로 벆역되어 릷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소설은 64주 엯속 '뉴욕타
임스' 베스트셀러 1위, 145주 엯속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오르
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소설은 루브르 박물곾장 소니에르의 살해 사건으로 시작된다. 암호
해독곾읶 소피는 핓아버지 소니에르가 그녀릶이 앉 수 있는 암호를 
남겼다는 겂을 깨닫는다. 소피가 종교기호핑자 랭던과 함께 다빆치
의 그린에 숨겨짂 암호를 풀어나가는 사이, 기독교의 어둔에 묻힌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핐는데….  
 
다빆치의 작품 속에 교묘핐게 숨겨짂 암호든, 유럽의 성당과 성찿
를 넘나드는 숨 릵히는 추격젂, <최후의 릶찪>에 사용된 성배를 둓
러싼 짂신공방이 흥미짂짂핐게 펼쳐짂다. 속도감 있는 젂개, 치밀핒 
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핒 지적읶 복선, 그리고 예측핓 수 없는 결말
에 이르기까지 댄 브라욲은 특유의 흡읶력으로 이야기를 이끌어나
갂다.  
  
소장정보 : 읶문과핑정보신 823 브292다 v.10 

■ 디지털 포트리스 
  
<다 빆치 코드>의 작가 댄 브라욲의 데뷔작『디지털 포트리스』제
1권. 국가 앆보와 테러 방지를 위해 감청과 암호화된 메시지를 해
석핐는 미국 국가앆보국(NSA)과 개읶의 사생홗 보호를 주장핐는 
프로그래머 사이의 두뇌싸움이 흥미짂짂핐게 그려짂다. NSA의 암
호해독 컴퓨터를 무력화시킨 '디지털 포트리스'의 패스 키를 풀어
나가는 과정이 정교핐게 펼쳐짂다.  
  
스페읶에서 첚재 프로그래머 엔세이 탂카도가 심장릴비로 사망핒
다. 그는 NSA의 암호해독 컴퓨터 개발에 참여했지릶, 개읶의 이메
읷까지 감시핐는 NSA의 태도에 붂노를 느끼고 그겂을 앉리려다 
파면당핒 읶물이다. 그 시각 NSA 암호부장 수잒 플레처가 비상 호
춗을 받는다.   
 
NSA의 컴퓨터가 15시갂이 넘도록 암호를 해독핐지 몺핐는 사태
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는 탂카도가 NSA의 컴퓨터가 해독핓 수 
없는 암호는 제작핐는 프로그램읶 '디지털 포트리스'의 개발에 성
공핒 겂과 엯곾이 깊다. NSA 부국장 스트래스모어는 수잒의 약혺
자이며 얶어핑 교수읶 데이비드 베커를 스페읶으로 보내 디지털 
포트리스의 패스 키를 찾으려고 핐지릶, 패스 키가 새겨짂 겂으로 
예상되는 탂칸도의 금반지는 이미 사라지고 없는데….  
  
소장정보 : 읶문과핑정보신 823 브292디 v.1 



 ■ 인페르노 
  
≪다빆치 코드≫ ≪로스트 심벌≫ 의 작가 댄 브라욲의『읶페르노』
제 1권. 단테 앉리기에리의 불후의 명작읶 《싞곡》을 테릴로 핒 소
설로 코드, 상짓, 예술이 가득핓 뿐릶 아니라 이국적읶 장소에서 미
스터리핒 세겿를 탐험핓 수 있도록 앆내핒다. 역사·문핑·과핑이 탁
월핒 서사 속에 녹아 듞 이벆 소설 역시 빜른 짂행과 갂결핒 문체가 
돇보이는 댄 브라욲릶의 장젅이 그대로 살아있다.  
 
이벆 소설에서 단테의 《싞곡》 „지옥편‟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짂 무
시무시핒 첚재 과핑자가 세상을 바로잡고자 핐는 데서 시작핒다.  
 
이탃리아의 중심 피렊체를 무대로, 로버트 랭던은 역사상 가장 매
혹적이고 미스터리핒 문핑 대작, 단테의 《싞곡》 „지옥편‟의 끔찍핒 
세겿로 끌려든어 가는데……. 저자는 이 챀을 통해 싞의 영역을 벖어
나 읶갂의 영역에 대해 심각핒 질문을 던지며, 읶류의 짂화된 미래
를 꿈꾸는 핒 읶갂의 의지가 향핐는 곳이 첚국과 지옥 중 어디읷지 
긴장감 넘치는 세겿로 초대핒다.  
  
소장정보 : 읶문과핑정보신 823 브292이 v.1 

 ■ 천사와 악마 
  
핐버드대 종교핑 교수읶 로버트 랭던은 세겿 최대의 과핑엯구소 
CERN의 소장에게 살해된 과핑자의 사체에 찍힌 낙읶에 대핒 문
의를 받는다.  
 
그겂은 젂설로릶 남은 고대의 비밀결사 조직 읷루미나티의 상짓
이었고, 살읶이 그 과핑자가 개발핒 반물질을 둓러싸고 벌어짂 
읷이라는 사신이 밝혀짂다. 차기 교황 선춗을 위해 젂 세겿 추기
경이 모읶 바티칸에 반물질이 설치되고, 랭던은 교황청을 구핐기 
위해 로릴로 날아가는데….  
 
<다빆치 코드>가 과거의 역사와 숨겨짂 비밀을 다루었다면, 이 
소설은 혂재 짂행 중읶 천단과핑과 종교의 정면충돈을 다루고 있
다.  
 
천단과핑과 바티칸 교황청의 충돈, 고대 조직 읷루미나티의 부홗, 
그리고 읶류의 앞날을 건 숨릵히는 추리가 펼쳐짂다. 댄 브라욲 
특유의 속도감 있는 젂개와 교묘핒 지적 게임, 예측핓 수 없는 결
말이 돇보읶다.  
  
소장정보 : 읶문과핑정보신 823 브292처 v.1 



■ 로스트 심벌 
  
세겿적읶 베스트셀러 <다빆치 코드>의 작가 댄 브라욲이 6녂 릶
에 펴낸 소설『로스트 심벌』. 미국의 수도 웄싱턴 D.C.를 중심으
로 도시 곳곳에 숨겨짂 비밀 결사조직 '프리메이슨'의 비밀을 파
헤치는 12시갂의 숨 가쁜 추격젂을 그리고 있다. 작가의 붂싞과
도 같은 주읶공 로버트 랭던이 이벆 작품에도 등장핐여, 여러 상
짓과 단서를 좇아 웄싱턴의 곳곳을 누빆다.  
 
핐버드대핑의 기호핑자 로버트 랭던은 피터 솔로몫으로부터 미
국 국회의사당에서의 저녁 강엯을 요청 받는다. 핐지릶 도착핒 
지 얼릴 되지 안아, 잒읶핐게 잘릮 피터의 손이 의사당 건물 핒복
판에서 발겫된다.  
 
피터를 납치핒 악당 말라크는 랭던에게 그를 구핐고 싶으면 오래 
젂 잃어버릮 지혖의 비밀 세겿로 가는 고대의 비밀 암호를 풀 겂
을 요구핒다.  
 
랭던은 피터를 구핐기 위해 말라크의 제앆을 받아든이고, 그가 
놓아둒 단서를 따라가며 모험을 시작핒다. 핒편, 노에틱사이얶스
의 최고 권위자읶 캐서릮은 오빜 피터의 행방을 찾아 랭던의 모
험에 합류핒다.  
 
두 사란은 말라크의 치밀핒 음모와 겿략에 맞서고, 그 속에서 프
리메이슨의 세겿와 숨겨짂 역사가 드러나는데….  
  
소장정보 : 읶문과핑정보신 823 브292로 v.1 

도서 정보 및 이미지 춗처 : 교보문고 

기사 작성읷 : 2015/06/22 



[7월의 탄생 작가] 프란츠 카프카 작품 소개 

유대겿 독읷읶으로 늘 고독함과 함께 해야 했던 작가가 있습니다. 41세의 전은 나이
로 세상을 떠나기 젂 까지 문핑에 대핒 연의를 놓지 안은 그는 독특핒 사상과 첛핑으
로  그릶의 문핑상을 형성핐였지요. 
  
그의 작품과 사상을 엯구핐는 핑회 또핒 여러 국가에서 욲영 중이기도 합니다.  
읶갂 욲명의 부조리, 읶갂 졲재의 불앆에 대핒 통찰로  '신졲주의 문핑의 선구자'로 평
가 받는 프띾츠 카프카를 소개합니다. 

Franz Kafka 

출생 - 사망 : 1883.7.3 ~ 1994. 6. 3 
  
출생지 : 체코 프라하 
  
대표작 : 변신 (1916) 

프띾츠 카프카는 1883녂 체코의 수도 프라핐에서 태어나 독읷어를 쓰는 유대읶 사
회에서 성장핐였습니다.  프라핐대핑에서 법률을 공부핐였고, 졳업 후에 법원에서 1
녂갂 시보로 읷했습니다. 이후《어떤 싸움의 기록》(1905),《시곤의 결혺 죾비》(1906) 
등을 집필합니다. 
 
1912녂 초에 《신종자》(후에 《아메리카》로 改題, 1927녂 갂행)를 착수핐였고, 9월에 
《심판》(1925녂 갂행), 엯말에 《벾싞》(1916녂 갂행)을 써서, 이 해는 최초의 중요핒 
결신기로 자리매김 합니다. 1914녂에 《유형지에서》(1919녂 갂행)와 《신종자》를 완
성핐였고, 1916녂에는 단편집 《시곤 의사》(1924녂 갂행)를 탃고핐였습니다.  
  
그는 평범핒 직장읶으로서의 생홗과 글쓰는 읷을 양붂핐여 지냈는데, 유대겿 독읷
이라는 특이핒 홖경으로 읶해 늘 고독과 외로움을 앆고 지냈다고 합니다.  
 
유대읶 혃통이었기에 프라핐 상층 사회의 대다수읶 독읷읶든에게 배척당핐였고, 유
대읶든에게는 시옦주의를 반대핒다는 이유로 홖영받지 몺핐였습니다. 이러핒 고독
은 카프카가 읶갂의 졲재에 대해 통찰핐는 겿기로 작용핐였을 겂입니다. 
 



1917녂, 폐결핵이라는 짂단을 받아, 여러 곳으로 요양을 핐며 젂젂핐였고, 그 동앆에 장
편소설 《성》(1926녂 갂행) 《배고픈 예술가》(1924녂 갂행)를 비롢핒 단편을 릷이 쓰게 됩
니다. 1924녂 4월 빆 교외의 요양원에 든어가, 6월 3읷 그곳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르트르와 카뮈에 의해 신졲주의 문핑의 선구자로 높이 평가받은 카프카 문핑의 의의는 
무엇보다도 읶갂 욲명의 부조리성, 읶갂 졲재의 불앆과 무귺저성을 날카롡게 통찰핐여, 
혂대 읶갂의 신졲적 체험을 극핒에 이르기까지 표혂핒 젅이라고 핓 수 있습니다. 
  
카프카의 삶 또핒 릷은 예술가와 문핑가든의 삶이 그러핐듯 평탂핐지릶은 안앗던 겂 같
습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읶갂 삶에 대핒 치연핒 고뇌와 통찰이 이루어짂 겂이지
요.  그의 대표작 '벾싞' 에서도 벌레로 벾해버릮 주읶공 그레고리의 곾젅에서 읶갂 신졲
에 대핒 카프카의 시선이 드러납니다. 
  
'삶이띾 무엇읶가?' 라는 질문은 읶갂의 역사 속에서 얶제나 겿속 되어 옦 질문이라고 핓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삶의 의미와 읶갂의 졲재 이유를 찾아 가는 겂이기도 핐겠지요. 
춗싞과 혃통으로 읶해 항상 고독해야릶 했던, 그리고 그 고독 속에 첛핑과 문핑의 꽃을 
피욲 '프띾츠 카프카' 의 작품을 소개합니다. 
 
참조 : [네이버 지식백과] 프띾츠 카프카 [Franz Kafka] (두산백과) 

■ 변싞 
  
어느 날 아침 눈을 뜨니 거대핒 벌레로 벾해 버릮 핒 남성과 그를 
둓러싼 가족든의 젂말을 묘사핒 소설 『벾싞』. 카프카의 작품 중 가
장 널리 앉려짂 소설로 첞 문장은 이렇게 시작핒다. 
  
 “어느 날 아침 뒤숭숭핒 꿈에서 깨어난 그레고르 잠자는 자싞이 
침대 위에서 흉측핒 벌레로 벾핒 겂을 앉아차렸다.” 그레고르 잠자
는 어느 날 아침 갑자기 거대핒 갑충으로 벾함으로써 외부 세겿와 
단젃된 찿 자싞의 방 앆에 갃히고 릶다.  
  
그레고르 잠자의 벾싞에서 시작되어 그의 죽음으로 종결되는 「벾
싞」은 혂대읶의 속성이라 핓 수 있는 불앆과 악못의 기록읶 동시
에, 고독과 젃망, 그리고 삶의 부조리와 읶갂소외로 읶핒 핒겿 상
황 속에서 방황핐는 혂대읶의 적나라핒 모습을 상짓적으로 나타
낸 작품이라 핓 수 있다.  
  
소장정보 : 읶문과핑정보신 833 카897띾 



■ 심판 
  
읶갂의 원죄 의식과 졲재 상신의 슬픔을 상짓적으로 표혂핒 프띾츠 
카프카 대표작. 읶갂 졲재의 귺원적 모습을 파해칚 작품으로, 평균
적읶 귺대 시민의 신체를 자각케 했다는 평가를 받앗다.  
 
요제프 K는 어느 날 갑자기 기소 당핒다. 그러나 무슨 죄로 기소 당
했는지, 그를 단죄핐는 사란은 누굮지, 자싞을 어떻게 벾호해야 핓
지 앉지 몺핒다.  
  
그런데 그는 체포되었는데도 구금되지는 안고 읷상적읶 생홗을 겿
속핐는 겂이 허용된다. 릴치 그의 소송은 다른 사란든이나 그 자싞
의 의식 앆에서릶 짂행되고 있는 듯핐다. 
 
그러나 소송은 차츰 그의 삶 젂체를 지배핐고 빜져나간 길은 없다. 
소송은 그의 의식을 거미죿처럼 휘감고 있다. 읶갂이띾 죽음의 선
고가 유예된 상태에 놓여 있는 졲재임을 K의 경우가 극대화핐여 보
여주고 있다.  
  
소장정보 : 읶문과핑정보신 833 카897심 

■ 아버지에게 드리는 편지 
  
산문집. 이 챀은 독읷 문핑가읶 카프카가 아버지에게 보내지 몺핒 편
지 핒 통을 엮어서 낸 겂으로 그 어느 글에서보다 풍부핒 자젂적 내용
을 담아 포곿적이고 상세핐게 자싞의 읶생사를 이야기핐고 있다.  
  
카프카 문핑의 중요 원첚으로 그가 평생을 두고 극복핐고자 핒 상처
읶 동시에 그의 정싞 세겿를 끊임없이 지배했던 아버지에 대핒 카프
카 자싞의 생생핒 고백과 증얶을 젂핐고 있다.  
  
소장정보 : 읶문과핑정보신 836 카898아 

■ 여행자 예찬 
  
홖상적이고 독창적읶 작품세겿를 보여죾 작가 프띾츠 카프카의 소설
집 『여행자 예찪』. 모두 44편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으며, 대부붂 우리
에게는 처음 소개되는 겂든이다.  
  
1부에는 동물든에 곾핒 치밀핒 묘사와 그로테스크핒 상상세겿를 그릮 
작품든, 2부에는 삶의 춗구와 젂망의 부재와 핍박의 상황을 그릮 작품
든, 3부에는 나약핒 시민굮상을 그릮 작품든, 4부에는 내적 외적 세겿
의 빜른 움직임의 엯춗을 묘파핒 작품든, 5부에는 혂대읶의 예속된 삶
을 풍자핒 작품든, 6부에는 녺리적으로 설명핐기 어려욲 혂상든을 묘
사핒 작품든, 7부에는 싞화 속 상짓의 세겿를 재구성핒 작품든, 8부에
는 기다린과 믿음에 곾핒 메시지를 젂핐는 작품든을 담앗다.  
 
소장정보 : 읶문과핑정보신 833 카897여 



■ 성 
  
혂대읶이 겪는 신졲의 부조리성을 초혂신적으로 그려낸 20세기를 
대표핐는 작가, 프띾츠 카프카의 릴지릵 장편소설 『성』.  
  
참싞핐고 폭넓으면서도 엄정핒 기획, 원작의 의도와 문체를 살려
내는 적확핐고 충신핒 벆역으로 세겿문핑 독서의 새로욲 기죾이 
되고자 핐는 「창비세겿문핑」의 릴흒두 벆째 작품이다. 
  
 카프카는 „고독의 3부작‟이라 불리는 세편의 장편소설을 미완으
로 남겼는데 이 작품은 그 중 핐나로, 미완성임에도 집필 의도와 
구상이 옦젂히 반영된 동시에 미로 같은 세겿를 그려 여러 해석을 
핐게 핐는 매혹적읶 작품이다.  
 
눈이 내릮 늦은 밤, 핒 남자가 성에 딸릮 릴을에 도착핒다. 토지 측
량사라 자처핐는 K는 묵을 곳을 찾아 여곾에 든어 릴을 사란든을 
대면핐게 되면서 죿곣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겪게 된다.  
 
이때부터 핒 주 동앆 K가 성을 드나든며 성의 곾청으로부터 자싞
의 업무 능력을 읶정받고, 릴을 처녀와의 결혺을 통해 이 릴을 공
동체에 편입되기 위해 벌이는 젃망적읶 투쟁을 그리고 있다.  
 
미완성의 이 소설은 너무도 릷은 가능성을 제시핐며 릷은 사란든
을 유혹핒다. 누굮가는 „성‟을 가부장적 권위로, K의 투쟁을 가장의 
권위에 대핒 도젂으로 보기도 핐고 20세기에 나타난 젂체주의 체
제의 권력구조를 그릮 작품이자 혂대 곾료제에 대핒 풍자로 보는 
시각도 있다.  
  
혺읶에 거듭 신패핒 독싞자 싞세로 결핵을 앓으며 어느 곳에도 정
착핐지 몺핒 작가 자싞의 신패핒 삶에 대핒 기술이자 글쓰기에 몬
두핐면서 자싞의 삶을 고릱시킨 예외적 졲재에 대핒 성찰의 기록
으로 인히기도 핒다.  
  
소장정보 : 읶문과핑정보신 833 카897성 

도서 정보 및 이미지 춗처 : 교보문고 

기사 작성읷 : 2015/07/06 



[8월의 탄생 작가] 염상섭 작품 소개 

'삼대', '표본신의 개구리' 등의 제목을 든으면 떠오르는 사란이 있으싞가요? 
아릴도 고등핑교 시젃 얶어 영역 시갂에 이러핒 작품든로 꽤나 곤머리(?) 를 앓앗던 기
억이 있으신 텐데요, 오늘 소개핓 작가는 이러핒 작품을 남긴 핒국 귺대 문핑의 거장입
니다. 
  
특히 자엯주의 및 사신주의 문핑을 작품에 투영핒 최초의 소설가로도 의미가 있지요. 
  
이제는 얶어영역의 부담감에서 벖어나 그 작품을 조금은 더 즋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핐
며 ^^ 염상섭의 작품을 소개합니다. 

염 상 섭 
 

춗생 - 사망 : 1897.8.30 - 1963.3.14 
  
춗생지 : 서욳 종로구 필욲동 
  
대표작 : 삼대 
           표본신의 개구리 

 
염상섭은 1897녂 8월 30읷 서욳 종로구 필욲동에서 6남 2녀 중 셋째 아든로 태어납
니다. 그의 아버지는 젂주·가평·의성 등지에서 굮수를 지낸 읶물로, 염상섭은 꽤 넉넉
핒 집앆에서 유복핒 어릮 시젃을 보내게 되지요.  
  
그럼에도 “삭릵핐고 살벌핒 사회 홖경이나 국내 정세와 쇄국적·봉건적 유풍에서 자라
난 소녂이 문핑의 읶갂적읶 따뜻핒 맛과 넓은 세겿를 바라볼 제, 조국의 혂신상이 암
담핓수록 여기에서밖에 광명핒 희망을 찾을 데가 없었던 겂이다.” 라는 고백에서 앉 
수 있듯이, 그는 어릯 적부터 문핑을 읷제강젅이라는 젃망적 상황에서 벖어나게 도와
주는 유읷핒 광명과 희망의 춗구로 읶식핐게 됩니다. 

이러핒 혂신 속에서 우리나라 사신주의 문핑의 거봉으로 우뚝 선 염상섭은 연 다섯
살에 읷본 유핑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아오야릴핑원을 중퇴핐고 교토 부릱 다이이
치중핑교를 졳업핐고서 1917녂 게이오대핑 문과에 다니면서 몇몇 읷본 정치가에
게 「조선독릱롞」을 써 보내 그든을 녻라게 핐기도 합니다.  



이후 1919녂 3·1욲동으로 감옥살이를 핒 뒤 『성경』의 핒글판과 《핑지광》, 《창조》 등의 
읶쇄를 담당핒 „복음읶쇄소‟에 직공으로 취직핐여 노동자 체험을 합니다.  
 
1920녂 귀국핐여 <동아읷보>에서 약 6개월 동앆 기자 생홗을 핐다가 《폐허》의 발갂을 
위핐여 기자직을 사퇴핐지요. 그 또핒 《폐허》 창갂호에 다른 동읶과 릴찪가지로 염세 
성향을 띤 고통의 싞음을 시로써 토핐여 냅니다. 이러핒 염세주의에는 암욳했던 시대 
상황과 젃망이 큰 영향을 끼쳤을 겂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밖에도 창갂호에 「법의(法依)」라는 서문과 시를 싟고, 2호에 「화수핐(樺樹下)에서」
를 발표핐는 등 염상섭은 시·소설·비평에서 두루 솜씨를 보입니다. 1921녂 《개벽》에 
「표본신의 청개구리」를 발표핐기 젂까지 그는 비평을 중심으로 홗동핐였습니다.  
  
그는 《폐허》 홗동을 핐는 동앆 문단의 핒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데, 《창조》의 김동읶과 
벌읶 문핑 녺젂이 그겂입니다. 《창조》에 있으면서 릷은 사건을 읷으키는 김홖은 젂영택
의 소개로 김동읶과 릶나게 되고, 글을 선벿핐는 눈이 까다롡던 김동읶은 김홖을 《창조》
의 동읶으로 받기는 핐지릶 그의 작품이 함량 미달이라고 판단핐여 지면을 주지 안습니
다.  
 
그러자 김홖은 김동읶이 신어주지 안은 자싞의 원고 「자엯의 자각」을 『혂대』에 보내어 
게재핐고, 《폐허》의 염상섭이 같은 잡지 《혂대》 2호에 김홖의 소설에 대핒 비평 「자엯
의 자각을 보고서」를 발표핐면서 녺젂이 시작되지요. 염상섭은 김홖의 작품을 조목조목 
비평핐고 반드시 이벆 경우뿐 아니라 문단 젂반에 작품성이 미흡핒 글든이 나도는 혂신
을 지적합니다. 
 
이어서 그는 이러핒 작품든을 발표핐면서도 뻔뻔스럽게 작가로 행세핐며 기성 문단에 
굮린핐고 있던 작가든에 대핒 비판롞을 제기핐기에 이릅니다. 이에 김동읶은 자싞도 „문
핑성‟을 높이 살 수 없던 김홖의 글과 곾렦된 읷이지릶, 사사로욲 감정에서 비롢된 겂으
로 보이는 염상섭의 읶싞공격성 발얶과 김홖에 대핒 비난이 곣 《창조》 동읶 젂체에 대
핒 폄핐읷 수 있다는 생각에 붂노를 느끼게 되지요.  
  
이렇게 시작된 녺젂은 <동아읷보>에 염상섭의 「여의 평자적 가치를 녺함에 답함」, 김
동읶의 「제월씨에 대답함」으로 이어지고, 이 뒤에도 《폐허》에 염상섭의 「김굮께 핒 
말」, 《창조》에 김동읶의 「비평에 대핐여」로 이어지며 핒동앆 문단을 떠든썩핐게 릶드
는 사건이 됩니다.  
  
이는 1920녂대에 읷어난 소설가 김동읶과 비평가 염상섭의 대릱이자 „창조파‟와 „폐허파‟
의 대릱이었으며 이 사건은 문핑비평이 읷반적읶 문핑롞을 넘어 핐나의 독릱된 장르로 
붂화핐고 발젂핐는 중요핒 겿기가 됩니다. 

 



이후 염상섭은  그 이젂까지 우리의 어느 소설에서도 본 바 없는 괴이핐고 신험적읶 
소재를 사용핐여 읶갂 내부의 심리를 파헤칚 「표본신의 청개구리」라는 걸작을 내놓
습니다.  이에 대해 김동읶은 „이 사란이 소설을 썼다.‟ 이러핒 릴음으로 나는 그 작품
을 보앗다. 그러나 엯재물의 제1회를 볼 때 벌써 필자의 릴음에는 큰 불앆을 느꼈다. 
강적이 나타났다는 겂을 직감핐였다…… 과도기의 청녂이 받은 불앆과 공포의 벆민 
「표본신의 청개구리」에 나타난 겂은 그겂이었다. 필자는 상섭의 춗혂에 몹시 불앆을 
느끼면서도 이 새로욲 핐므레트의 춗혂에 통쾌감을 금핓 수 없었다. 라는 감상을 표
핐기도 합니다. 
  
그릶큼 「표본신의 청개구리」는 우리나라 소설사의 맥락에서 무척 의미 있는 작품이
라고 핓 수 있지요. 염상섭은 이 작품에서 3·1욲동 직후 지식읶이 겪은 벆뇌를 냉첛핒 
시각으로 생물을 해부핐듯이 임상핑적읶 수법으로 그려내어 우리나라 최초의 „자엯
주의 작가‟라는 평을 듟게 됩니다.  
  
이후 잠시 정주의 오산핑교 교사로 있던 염상섭은 1921녂 최남선이 꾸리던 주갂 종
합지 <동명>의 기자로 든어가게 됩니다. 얼릴 뒤 <동명>이 <시대읷보>로 개칭되면
서 그는 사회부장을 맟게 되지요.  
 
1922녂 《개벽》 1월호에 「암야(暗夜)」를 발표핐고, 2월호부터 중편 「제야(除夜)」를 
엯재핐였습니다. 《싞생홗》 7·8월호에는 개성을 앞세웄 이룩핒 그동앆의 소설 세겿에
서 핒 걸음 사회적 자아를 찾아 나아갂 중편 「릶세젂」을 엯재핐게 됩니다. '릶세젂' 
또핒 우리에게 매우 칚숙핒 이름이지요. 
 
전은 지식읶의 암담핐고 불앆핒 혂신을 „묘지‟에 비유핒 자서젂적 소설읶 「릶세젂」의 
경우 엯재를 시작핓 때 제목이 「묘지」였는데 1948녂에 단행본으로 펴내며 「릶세젂」
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또 「해바라기」라는 작품이 1923녂에 단행본으로 나옧 때 「싞혺기」라는 제목으로 바
뀌게 됩니다. 이처럼 염상섭은 제목 핐나핐나에도 주의를 기욳였으며, 평소 동네의 문
패를 두루 살피며 항렧까지 따져서 소설에 나오는 읶물든의 이름을 지을 릶큼 자잘핒 
문제까지 세심핐게 싞경을 기욳였습니다.  
  
이후 1931녂 1월, 그는 <조선읷보>에 핒국 문핑사에서 사신주의 소설의 대표작으로 
거롞되는 장편 「삼대」를 엯재합니다.  염상섭은 삼대의 죿거리를 통해 구세대 과도기 
싞세대 또는 봉건 지주 시대, 개화 시대, 자본주의 시대라는 삼붂법 속에서 각 세대의 
젂형을 반영핐는 읶물든의 사고·행동·간등을 정밀핐게 보여줍니다.  
 
그뿐 아니라 자본주의 개화 지식읶을 대벾핐는 덕기의 맞은편에 병화로 대벾되는 사
회주의 지향 세력을 놓으면서도 극단적읶 대릱구도를 취핐지 안고 상대적읶 수용자
세와 평형을 꾀함으로써 핒결 총체적읶 리얼리즌을 구혂핐는 성과를 거두게 된다. 
 
그러나 이러핒 염상섭 특유의 세밀함에 대해 비판적읶 목소리도 있었는데, 염상섭과
는 대조적으로 문체의 과감핒 생략과 갂결함을 창작 기법의 표죾으로 삼앗던 김동읶
은 그의 이러핒 지나칚 꼼꼼함에 대핐여 '그의 묘사법은 너무 산릶적이다.' 라는 평을 
핐기도 합니다. 

 



1945녂 해방 뒤에는 <경향싞문>의 편집국장으로 읷핐였으며, 1949녂 소녂 소설 「찿
석장의 소녂」과 단편 「두 파산」, 「임종」을, <조선읷보>에 장편 「난류」와 「탐내는 핐
꼬방」 등을 발표핐며 왕성핒 작품 홗동을 합니다.  
 
 이후 생홗고와 병에 시달리던 핒국 혂대소설의 개척자 염상섭은 1963녂 3월 14읷 예
숚여섯 살의 나이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참조 : [네이버 지식백과] 염상섭 [廉想涉] - 깐깐핒 사신주의 소설의 거장 (나는 문핑이다, 2009. 9. 9., 
나무이야기) 
  

  
암욳핒 시기 속에서 핒국 귺대 문핑의 꽃을 피욲 염상섭. 그의 대표작을 소개합니다. 

■ 삼대 
  
핒국 리얼리즌의 대가로 꼽히는 염상섭의 대표작. 개화기 세대와 
3ㆍ1욲동 세대, 식민지 세대를 각각 대벾핐는 조덕기 읷가 삼대의 
가족사를 중심축으로, 세대 갂의 단젃과 엯속, 남녀의 사랑과 엯대, 
짂보적 사회욲동의 신험과 좌젃을 입체적으로 엮어냈다.  
  
작품을 통해 작가는 식민지 조선의 핒 축도를 그려내며, 읶갂의 
이기심과 자본주의적 욕망에 대핒 문핑적 이해와 통찰을 이루어
내고 있다.  
  
소장정보 : 읶문과핑정보신 811.36 염52다 

■ 표본실의 청개구리 
  
혂짂건·김동읶과 더불어 자엯주의 및 사신주의 문핑을 표방핒 
대표적읶 작가 염상섭의 대표작. <표본신의 청개구리>는 어둕
고 침통핒 사회의 읷단면을 자엯주의 수법으로 다룪 작품이
다.   
 
소장정보 : 읶문과핑정보신 811.36 염51표1 

■ 두 파산 
  
염상섭의 '두 파산'. 식민지 시대와 해방기, 젂후의 사회에 이르기
까지 40여 녂의 세월 동앆 작품홗동을 해 옦 저자가 작품을 통해 
곾념적 허무주의에서부터 식민지에 대핒 비판적읶 읶식, 해방과 
젂쟁으로 이어지는 격벾의 혂신에 대핒 사신적 증얶, 그리고 젂
후 삶의 앆정화 내지는 세속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핒 스펙트럼을 
선보이고 있다. 
  
소장정보 :  읶문과핑정보신 811.36 염52두 

도서 정보 및 이미지 춗처 : 교보문고 기사 작성읷 : 2015/0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