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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를 이기는 데는 책 읽기가 최고다. 독서를 하면 몸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기울지 않고,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선다.”

조선 제22대 왕 정조대왕의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 선조들은 책을 읽으며 마음을 수양하고 

삶의 지혜를 얻곤 했습니다. 

하지만 바쁜 현대인의 생활 속에서 책 읽는 시간을 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책을 

골라 읽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는 요즘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책 읽는 사회 풍토 조성과 국민의 독서력 향상, 독서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 제고 차원에서 2008년부터 <휴가철에 읽기 좋은 책>을 선정해 왔습니다. 

늘 책과 함께 생활하는 사서들이 골랐습니다. 2011년 하반기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의 사서

추천도서 중에서 다시 100선을 뽑아낸 것입니다. 문학,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분야로 

나누되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일반교양도서를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100선의 목록과 함께 

‘사서의 추천글’, ‘저자 소개’, ‘책 속의 한 문장’을 소개하고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도 실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사서들이 엄선한 <휴가철에 읽기 좋은 책 100선>이 무슨 책을 읽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뜨거운 태양이 작열하는 이 여름, 좋은 책 한 권과의 

만남이 여러분의 더위를 씻어 줄 것입니다. 

<휴가철에 읽기 좋은 책 100선>이 건전한 휴가 문화와 책 읽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

하리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7월

 국립중앙도서관장  

<휴가철에 읽기 좋은 책 100선>을 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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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365 땡큐 존 크랠릭
한국경제신문 

한경BP
2011 문     학 9

002 가시고백 김려령 비룡소 2012 문     학 10

003 나를 치유하는 산사기행 승한 불광출판사 2011 문     학 11

004
내 생애 단 한번, 

가슴 뛰는 삶을 살아도 좋다
고기복 지식채널 2011 문     학 12

005 도시는 즐거워 장미자 외 좋은생각사람들 2011 문     학 13

006 동물원을 샀어요 벤저민 미 웅진씽크빅 2011 문     학 14

007 마음으로 읽고 그림으로 기억하다 김지혁 인디고 2012 문     학 15

008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쌤앤파커스 2012 문     학 16

009 명작을 읽을 권리 한윤정 어바웃어북 2011 문     학 17

010 부드러운 양상추 에쿠니 가오리 태일소담 2011 문     학 18

011 세 얼간이 체탄 바갓 북스퀘어 2011 문     학 19

012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 세민얼굴기형돕기회 예문 2011 문     학 20

013 (스티브 잡스의) 세상을 바꾼 명연설
레오짱, 

베스트트랜스
산호와진주 2011 문     학 21

014 안녕 시모키타자와 요시모토 바나나 민음사 2011 문     학 22

015 앙코르 내 인생
신동흔, 김수혜, 

김미리, 김신영
더숲 2011 문     학 23

016 어얼구나강의 오른쪽 츠쯔  들녘 2011 문     학 24

017 (인생을 바꾸는) 여행의 힘 채지형 상상출판 2012 문     학 25

018 역사에 사랑을 묻다 서지영 이숲 2011 문     학 26

019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줄리언 반스 다산북스 2012 문     학 27

020
인생에서 조금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
김미경 등 글담출판사 2011 문     학 28

021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노마드북스 2011 문     학 29

022 전나무와 매 전민희 제우미디어 2011 문     학 30

023 절대강자 이외수 해냄출판사 2011 문     학 31

024 헤밍웨이와 파리의 아내 폴라 매클레인
북이십일

21세기북스 
2012 문     학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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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 고대 로마인의 24시간 알베르토 안젤라 까치 2012 인문과학 33

026 고향 물길을 거닐며 김주영 김영사 2012 인문과학 34

027 고흐의 집을 아시나요? 최내경 청어람 M&B 2011 인문과학 35

028 (유홍준의) 국보순례 유홍준 눌와 2011 인문과학 36

029 그들이 세상을 바꾸기 전 에드윈 키스터 주니어 황소자리 2012 인문과학 37

030 (하루 20분) 나를 멈추는 시간 샤론 샐즈버그 타임교육 2011 인문과학 38

031 나를 지키는 지혜 평상심  안원 샘터사 2011 인문과학 39

032 내가 아파보기 전에는 절대 몰랐던 것들 안드레아스 잘허 살림출판사 2011 인문과학 40 

033 당당하게 늙고 싶다 소노 아야코 리수 2011 인문과학 41

034 무인도에 떨어져도 음악 권오섭 시공사 2012 인문과학 42

035 미치지 못해 미칠 것 같은 젊음 구본형 뮤진트리 2011 인문과학 43

036 (무명화가들의 반란) 민화 정병모 다할미디어 2011 인문과학 44

037 밤의 도서관 알베르토 망구엘 세종서적 2011 인문과학 45

038 서른의 독서 박자숙 라이온북스 2011 인문과학 46

039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세계사 진풍경 
이성주 추수밭 2011 인문과학 47

040 손탁호텔 이순우 하늘재 2012 인문과학 48

041 스크린에 숨은 세계사 여행 김익상 창해 2011 인문과학 49

042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한 끗 차이 정보철 비전코리아 2011 인문과학 50 

043 옛 그림 보면 옛 생각 난다 손철주 현암사 2011 인문과학 51

044 오페라 읽는 즐거움 서정학 시드페이퍼 2011 인문과학 52

045 죽기 전에 답해야 할 101가지 질문
잭 캔필드, 

마크 빅터 한센 

토네이도

미디어그룹
2012 인문과학 53

046 지금, 인생을 라이팅하라 오쿠노 노부유키 북스마니아 2011 인문과학 54

047 책은 도끼다 박웅현
북하우스

퍼블리셔스
2011 인문과학 55

048 청춘의 사운드 차우진 한국물가정보 2011 인문과학 56

049 통섭의 식탁 최재천 명진출판 2011 인문과학 57

050 특별한 그녀들의 노벨상 Story 샤를로트 케르너 세창미디어 2011 인문과학 58

051 행복이 낯선 당신에게 우베 뵈셰마이어 서돌 2011 인문과학 59

052 휴식능력 마냐나
마야 슈토르히, 

군터 프랑크
동아일보사 2011 인문과학 6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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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학 인문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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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 10년 후 세상
중앙일보 중앙 Sunday 

미래탐사팀
청림출판 2012 사회과학 61

054 군대를 버린 나라 아다치 리키야 우리교육검둥소 2011 사회과학 62

055 꿈의 학교, 헬레네 랑에 에냐 리겔 착한책가게 2012 사회과학 63

056 낯선 땅에 꿈을 심다
김준우, 최승백, 

오승민, 천성우
혜지원 2012 사회과학 64

057 내 나이 마흔, 오륜서에서 길을 찾다 김경준 원앤원북스 2012 사회과학 65

058
(S라인을 꿈꾸는 청춘에게) 

내 몸을 찾습니다
몸문화연구소 양철북 2011 사회과학 66

059 내 인생 5년 후 하우석 다온북스 2012 사회과학 67

060 당신의 판결은 모리 호노오 말글빛냄 2011 사회과학 68

061 돼지가 있는 교실 쿠로다 야스후미 달팽이출판 2011 사회과학 69

062 라디오 레시피 23 김승월 커뮤니케이션북스 2011 사회과학 70

063 말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이익선 위즈덤하우스 2011 사회과학 71

064 모든 것의 가격 에두아르도 포터 김영사 2011 사회과학 72

065 빨간약 이지성 성안당 2011 사회과학 73

066 서른 세 개의 희망을 만나다
얀 홀츠아펠, 팀 레만, 

마티 슈피커
시대의창 2011 사회과학 74

067 서른, 법과 맞짱뜨다 한정우 대림북스 2012 사회과학 75

068 슬로우 플로리안 오피츠 로도스출판사 2012 사회과학 76

069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8.0 2011 사회과학 77

070 엔젤 리더스 이명희 네오휴먼 2011 사회과학 78

071 질문파워 이태복, 최수연 패러다임컨설팅 2011 사회과학 79

072 쿨하게 사과하라 김호, 정재승 어크로스 2011 사회과학 80

073 탈무드에서 마크 저커버그까지 김욱 더숲 2011 사회과학 81

074 팝콘을 먹는 동안 일어나는 일 김선희 풀빛 2011 사회과학 82

075 하루하루가 잔치로세 김영조 인물과사상사 2011 사회과학 83

076 학교, 네모의 틀에서 깨어나다 이구남 생각나눔 2012 사회과학 84

077 화난 원숭이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송인혁 아이앤유 2011 사회과학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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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8 가족의 목소리 대니얼 고틀립 문학동네 2011 자연과학 86

079 가짜식욕 진짜식욕 커렌 케이닉 예·지 2011 자연과학 87

080 거의 모든 것의 탄소발자국 마이크 버너스리 도요새 2011 자연과학 88

081 공간 공감 김종진 효형출판 2011 자연과학 89

082 (세상을 바꾼) 과학 이야기 권기균 에르디아 2012 자연과학 90

083 기다리는 부모가 아이를 꿈꾸게 한다 이영미 미래엔 2011 자연과학 91

084 기억 김윤환, 기억 제작팀 KBS미디어 2011 자연과학 92

085 깨끗한 공기의 불편한 진실 마크 R. 스넬러 더난콘텐츠그룹 2011 자연과학 93

086 꿈을 요리하라 장명순 미호 2011 자연과학 94

087 뇌과학 여행자 김종성 사이언스북스 2011 자연과학 95

088 단순한 뇌 복잡한 나 이케가야 유지 은행나무 2012 자연과학 96

089 동물원에서 프렌치 키스하기 최종욱 반비 2012 자연과학 97

090 빗물과 당신 한무영, 강창래 알마 2011 자연과학 98

091 세상은 당신의 아이를 원한다

크레이그 킬버거, 

마크 킬버거, 

셸리 페이지

에이지이십일 2011 자연과학 99

092 신발이 내 몸을 망친다 다니엘 호웰 청림Life 2011 자연과학 100

093
아이를 바꾸려 하지 말고 긍정으로 

교감하라
매리 S.커신카 물푸레 2011 자연과학 101

094 은퇴 후 8만 시간 김병숙 조선에듀케이션 2012 자연과학 102

095 조복성 곤충기 조복성 뜨인돌출판 2011 자연과학 103

096 초콜릿의 지구사
사라모스, 

알렉산더 바데녹
휴머니스트 2012 자연과학 104

097 타니아의 작은 집 가도쿠라 타니아 홍시 2011 자연과학 105

098 플러그를 뽑으면 지구가 아름답다 후지무라 야스유키 북센스 2011 자연과학 106

099 학교란 무엇인가
EBS <학교란 무엇인가> 

제작팀
중앙북스 2011 자연과학 107

100 휴식 매튜 에들런드 한국물가정보 2011 자연과학 108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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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자연과학



  이 책은 감사편지로 인해 변화된 삶을 살게 된 저자 존 크랠릭의 실제 이야기이다. 

2007년 존 크랠릭은 운영하던 로펌이 파산직전이었고 결혼생활은 파경을 맞는 등 경제

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희망이 보이지 않던 상태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우연히 시작

하게 된 감사편지 쓰기가 그의 인생을 바꿔놓게 된다. 그는 감사편지 쓰기를 통해 주변

에 감사할 일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자신의 삶과 주변 사람들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 또한 인간관계에서 감사를 표현하고 받아들이는 법도 배우게 된다. 

  책의 끝부분에는 부록으로 ‘감사편지 쓰는 법’을 실어 읽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독자들이 직접 감사편지를 써 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365 땡큐』를 통해 감사와 긍정

의 힘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1955년 오하이오 클리블랜드에서 태어나 미시간대학과 로스쿨을 졸업한 존 크랠릭

은 La주의 대법원 판사다. 그는 30년간 법조계에 종사했지만 2007년 변호사로 일하던 

사무실은 망해가고 있었고, 결혼생활은 파경을 맞았다. 삶의 끝이라고 느꼈던 순간 

시작된 ‘감사편지 프로젝트’는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존이 그의 365번째 감사편지 쓰기를 마쳤을 때 몸무게는 줄어 있었고, 사업은 번창

했으며, 자식들과도 좋은 관계가 되었고,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었으며, 이밖

에도 긍정적이고 심오하며 매우 놀랄만한 변화가 동시에 일어났다. 존은 자신의 

이 놀라운 경험을 모아 『365 Thank you』에 담았다. 

존 크랠릭 지음

한국경제신문 한경BP | 2011

	 필요한	건	단지	첫	걸음과	약간의	용기뿐이야.	오직	너만이	너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	그	누구도	대신	할	수	없지.	(p.	137)

	 나는	자신을	파괴시키는	것은	바로	스스로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이지	다른	사람

이	나에게	가지고	있는	미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우고	있는	중이었다.	(p.	155)

365 땡큐

사서의 추천글 

저자소개  존 크랠릭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국립중앙도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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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001

감사로 움직여라

월터 그린 | 2011

삶을 바꾸는 감사의 습관

뇔르 C. 넬슨 | 2010

내가 저자가 되는 감사노트 

고도원 등 | 2009



『완득이』로 유명해진 작가 김려령의 장편소설로 10대 청소년을 소재로 한 소설이다. 

도둑질을 자신의 운명으로 여기고 사는 해일, 부모의 이혼으로 상처를 받고 아빠를 

미워하면서 동시에 연민하는 지란, 모든 일에 똑 부러지지만 짝사랑 앞에선 아직 어리

숙한 반장 다영, 껄렁해 보이지만 마음이 따뜻한 진오, 이들 네 명의 친구들이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우정을 키워가는 성장소설이다. 

 『가시고백』은 마음속에 박혀있는 가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고백을 통해 그 

가시를 뽑아내고 성장하는 모습을 담은 소설이다. 밝히고 싶지 않은 자신의 실수나 

잘못, 약점을 다른 이에게 고백 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가시고백』은 우리

도 주인공 아이들처럼 이 책을 보고 용기를 내 우리 스스로의 가시 같은 고백을 뽑아

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문체나 내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십대 시절을 추억하

며 쉽게 읽을 수 있다. 

서울예술대학에서 문예창작을 공부했다. 문학동네어린이문학상, 마해송문학상, 창비

청소년문학상을 받았다. 첫 소설 『완득이』가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 독자까지 아우르

며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영화로도 만들어져 다시 한 번 주목받았다. 

대표 작품으로 『우아한 거짓말』, 『내 가슴에 해마가 산다』, 『기억을 가져온 아이』,  

『요란요란 푸른아파트』, 『그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가 있다. 『우아한 거짓말』은 ‘2012 

IBBy(국제아동청소년도서협의회) 어너리스트’로 선정되었다. 

김려령 지음 | 비룡소 | 2012

	 뽑자.	너무	늦어	곪아터지기	전에.	이제와	헤집고	드러내는	게	아프고	두렵지

만,	저	가시고백이	쿡쿡	박힌	심장으로	평생을	살	수는	없었다.	(p.	247)

가시고백

사서의 추천글 

저자소개  김 려 령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2012 휴가철에 

읽기 좋은 책 100선

- 

10

문학002

완득이

김려령 | 2008

밤을 쫓는 아이   

케이트 톰프슨 | 2009

원더보이

김연수 | 2012

산속에는 항상 절이 있다. 스쳐 지나가는 등산로속의 산사.... . . 이 책은 우리가 무심

코 지나가는 산속에 스며든 24개의 산사를 순례하며 쓴 책이다. 서울의 도봉산 석굴암

에서부터 제주도 한라산 관음사까지 산사의 역사와 함께한 설화와 그 속에 담겨진 이야

기와 다양한 시대적 건축미와 예술을 한편의 명상시처럼 풀어내어 마치 역사여행을 떠

나는 듯 읽게 된다.

숨겨진 산사의 기행기와 맑은 산사의 사진은 뜨거운 도시의 한여름을 비켜서 호젓한 

산사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듯 하다. 산사 기행이지만 산사로 가는 길의 기행이 맞을 

만큼 떠나는 발자취마다 품고 있는 불교와 역사를 이야기하며 삶의 구도자로서 쓴 

여행의 안내서이며 스스로를 치유하는 감성치유서이다.

서울신문 신춘문예와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각각 시와 동시가 당선되었다. 지은 책으

로 『나를 찾는 산사기행』 외에 몇 권의 시집과 동화책이 있다. 현재 경기도 가평 대원사

에서 템플스테이를 진행하고 있다.

승한 지음 | 불광출판사 | 2011

	 하지만	나는	감히	세상에	말한다.	세상은	이들	날렵한	사람과	스스로	앞서	나

아가는	사람들에	의해	발전하고	진보해	가는	것이	아니라,	우직하고	느린	사람과	

몽매할	만큼	뒤쪽에	서서	한적한적	걸어가며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들에	의해	발

전하고	진보해	간다는	것을	(p.	266)

나를 치유하는 
산사기행

사서의 추천글 

저자소개  승 한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국립중앙도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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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003

시간도 쉬어가는 길, 
시코쿠를 걷다
최성현 | 2010

트래블 테라피

권혁란 | 2011

히말라야에서 차 한잔

브리타 다스 | 2011



생애 단 한번이라도 가슴 뛰는 일을 한 적이 있는가? 단 한번쯤의 가슴 뛰는 삶을, 

지구촌 이웃들에 대한 봉사로 경험한 청춘들이 있다. 이 책은 저자가 젊은 날 해외봉사

활동에서 겪은 이야기와 봉사단체에서 활동하며 만났던 해외봉사단원들의 경험들을 

엮은 책으로, 총 14개의 에피소드를 담고 있다. 

‘해외봉사’라는 단어가 품고 있는 인류애와 인도주의적 의미를 실천하기 위해, 여러 

개발도상국에서 ‘나눔과 섬김’의 자세로 헌신적인 활동을 해오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며, “주러 갔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었다.”라고 한결같은 고백을 

하는, 더불어 사는 세상을 꿈꾸고 실천하는 주인공들의 이야기이다.

1968년 제주에서 태어났다. 젊은 날 대한민국 대표라는 자긍심을 갖고 해외봉사활동을 

떠났던 것은 인생의 8할을 결정한 선택이었다. 해외봉사단원으로 인도네시아에서 2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차별 없는 세상’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대한민국에서 이주노동자쉼터 대표로 매일 이주노동자를 만나고 그들과 이야기하고 삶

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젊은 날 해외봉사단원이라는 경험이 가져다준 선물이다. 그 덕분

에 2004년부터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에서 <이주노동자 이야기> 기사를 연재하며 이주

인권 전문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사)한국해외봉사단원연합회(KOVa) 이사장

으로서 해외봉사의 가치에 눈을 돌려 한 번 부르면 가슴이 뛰고, 두 번 부르면 코끝이 

뜨거워지는 청춘의 또 다른 이름을 ‘해외봉사단원’이라 부르며 그 누구보다 따뜻한 인생

을 살아가고 있다. 

고기복 지음 | 지식채널 | 2011

	 아주	가끔은	고향	같은	곳이	아니더라도	누구도	쳐다보려	하지	않는	곳일지라

도	부대끼며	살다	보면,	영혼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다.	남의	고통을	멀리서	

바라보기에	세상은	너무	좁지	않은가?	(p.	149)

내 생애 단 한번,
가슴 뛰는 
삶을 살아도 좋다

사서의 추천글 

저자소개  고 기 복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2012 휴가철에 

읽기 좋은 책 100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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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004

나눔에 관한 열 가지 질문

안철수 외 | 2011

마음이 따라올 때까지 기다려봐

신영선 | 2011

낯선 땅에 꿈을 심다

김준우 외 | 2012

이 책은 서울시가 주최한 ‘잊지 못할 나의 서울 이야기’ 공모전에 출품된 작품으로 

만들어진 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수도 서울을 주제로 

하고 있다. 이 책에 나오는 서울은 눈뜨고 코 베어 가는 삭막한 곳이 아니라 마음이 

따뜻해지고 희망이 넘치는 사연들로 가득한 도시로 그려지고 있다. 서울을 배경으로 

꿈과 사랑을 쫓아가는 청춘시절 이야기, 우리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소박한 이웃들 

이야기, 사랑과 가족에 관한 따뜻한 이야기와 서울기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을 읽다보면 이 책의 저자들처럼 고향을 떠나 서울로 상경하여 서울 살이를 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아련한 추억을, 서울에서 나고 자란 이에게는 너무 익숙해져 버린 

서울의 새로운 면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도시는 즐거워』를 읽고 나면 삭막하기만 

했던 서울이 새롭게 보일 것이다

장미자 외 지음

좋은생각사람들 | 2011

	 일기일회(一期一會)라는	말이	있다.	‘평생	단	한	번뿐인	만남’이라는	뜻이다.	

지하철에서	마주했던	사람을	우리는	평생	다시	볼	수	없을지	모른다.	단	한	번에	

의미를	두면,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사람들이	소중해진다.	(p.	114)

도시는 즐거워 

사서의 추천글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국립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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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005

인생은 생방송

브랜드스토리 | 2010

서울 이야기

정기용 | 2008

두나’s 서울놀이 

배두나 | 2008



동물행동학에 조예가 깊던 주인공이 우연한 기회에 부실경영으로 매각된 동물원을 

사들여 영국 최고의 인기 동물원으로 만들어내는 특별한 가족의 실화에세이이다. 

동물원 운영이라는 생소하지만 특별한 경험을 통해 동물원의 참의미와 그 속에 인간

과 함께하며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동물들에 대한 애정과 모험을 이야기한다. 또한 

가족이 함께 하나의 목표를 위해 어려움을 헤쳐 나가면서 가족이라는 긍정의 힘과 함께

하는 사랑과 믿음이 인생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준다.

전직 신문 칼럼니스트인 벤저민 미는 영국의 가디언 위크엔드지에 게재한 유머 넘치는 

칼럼으로 이름이 알려졌다. 2005년 이 칼럼을 묶어 『The Call of dIy: a Toolkit of 

Practical Wisdom』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다. 심리학을 전공하였으며, 동물 행동에 

관해 십여 년째 연구 중이다.

벤저민 미 지음

웅진씽크빅 | 2011

	 동물원	운영의	길로	갓	들어선	무렵,	내	주된	관심사는	동물들의	심리적	복지

문제였다.	동물들의	탈출가능성	같은	건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다.	그러나	이젠	두	

가지가	상당히	밀접하게	엮인	문제라는	것을	안다.	불행한	동물은	간혹	무모한	수

단을	택해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저지른다.	(p.	178)

동물원을
샀어요

사서의 추천글 

저자소개  벤저민 미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2012 휴가철에 

읽기 좋은 책 10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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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006

달팽이 안단테

엘리자베스 토바 베일리 | 2011

여보 고마워

고혜정 | 2011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미치 앨봄 | 2011 

“수많은 책들 사이에서 평생을 책장에 두고 한 챕터 한 챕터 소중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을 찾기란 쉽지 않아요. 그럴 땐 자신이 신뢰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책들을 

한 번쯤 읽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자의 말처럼 좋은 책, 신뢰할 수 있는 책을 찾기란 쉽지가 않다. 이 책은 일러스트

레이터작가로 활동 중인 김지혁의 마음속에 들어온 30권의 책을 엄선하여 소개하고, 

더불어 한 권의 책을 한 컷의 일러스트로 자유롭고 담백하게 묘사하고 있다.

『죄와 벌』, 『어린왕자』, 『나의 라임오렌지나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이방인』,   

『호밀밭의 파수꾼』, 『창가의 토토』,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1Q84』 등 글과 그림으로 

그려낸 30권의 책을 만날 수 있다. 이 책들은 누구나 읽었음직한 작품들부터, 묵직한 

고전, 그림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일러스트의 책까지 다양한 작가와 분야의 책들로 구성

되어 있다.

감성적이고 테마가 있는 그림에 매료되어 그림을 시작하게 된 프리랜서 일러스트레

이터이다. 트렌드에 맞춰 그리기보다 공간과 빛 그리고 이야기를 담는 일러스트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웹사이트, 책 표지, 잡지 광고 등 여러 분야에서 그림 작업을 하고 

있고, 일러스트레이터로는 드물게 칼럼과 에세이 작업도 하고 있다.

『경청』, 『원거리 연애』, 『나비지뢰』, 『여자, 독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녀들은 어떻게 

다 가졌을까』, 『스페인, 너는 자유다』 등의 일러스트를 작업했다. 또한 인디고 아름다운 

고전명작 시리즈 『빨간 머리 앤』, 『키다리 아저씨』, 『작은 아씨들』을 작업하였으며, 새로운 

시선으로 고전명작들을 꾸준히 일러스트로 담아낼 예정이다.

김지혁 지음 | 인디고 | 2012

	 보이고	들리는	것	이상의	어떤	것을	찾기	위해	너무	깊숙이	파고드는	건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자연스럽게	느끼는	그대

로	받아들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신의	심장이	이끄는	대로	말이죠.	(p.	73)

마음으로 읽고
그림으로 
기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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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007

밤은 책이다

이동진 | 2012

지난 10년 놓쳐서는 

안될 아까운 책

강수돌 외 | 2011

책은 도끼다

박웅현 | 2011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마주보고 대화를 하면서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수화기를 들고 상대방과 통화를 하면서 컴퓨터 자판을 두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반면, 이러한 특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원인모를 불안함과 상실감, 

또한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으로 인해 깊은 마음의 병을 앓고 있기도 하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 책은 관계, 미래, 인생, 사랑, 열정 등을 테마로 여덟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교와 가치관을 넘어 삶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긍정의 처방전이 되어줄 것이다. 책 속에 동반된 따뜻한 그림들 

또한 스님의 진심어린 위로와 격려의 글과 함께 사람들에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돕는다.

하버드에서 비교종교학 석사과정을 밟던 중 출가를 결심, 2000년 봄 해인사에서 

사미계를 받으며 조계종 승려가 된 스님은 한국인 승려 최초로 미국 대학 교수가 되었다.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uC버클리대로 영화를 공부하러 유학을 떠나 하버드

대에서 비교종교학 석사, 프린스턴대에서 종교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미국 

메사추세츠 주의 햄프셔대에서 종교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혼자서 도 닦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함께 행복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트위터가 놀라운 속도로 리트윗 

되어 ‘가장 영향력 있는 트위터리안’으로 손꼽히고 있다. 

혜민 지음 | 쌤앤파커스 | 2012

	 친구는	위로해주면서	나	자신에게는	왜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지,	내	가슴을	쓰

다듬으면서	사랑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p.	19)

	 큰	바위가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사람들의	스치는	칭찬이나	비난에도	쉽

게	동요하지	말고	우직하게	그	자리를	지키라고요.	(p.	245)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사서의 추천글 

저자소개  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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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008

방황해도 괜찮아

법륜 | 2012

아프니까 청춘이다

김난도 | 2010

절대강자

이외수 | 2011

이 책은 숨어 있는 명작을 찾아내거나 그 작품이 왜 명작으로 불리어지는가를 알려 

주고, 작품이 담고 있는 이야기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향유할 수 있는 ‘나의 명작독법’에 

관한 지침서이다. 작품 속에 배어 있는 역사, 이념, 가치관, 작가의 삶 등을 살펴보고, 

이를 다시 각자의 위치에서 쉽고, 특별하게 읽어낼 수 있게 도와주며, ‘명작을 읽을 

권리’를 향유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작품을 볼 때 쓰고, 만든 작가의 삶을 중심으로 읽는 방식, 즉 독자는 작가 개인의 

삶과 정신사의 편력, 그가 살았던 당대의 정치적·사회적·사상적 조류를 파악하면서 

작품을 보게 되면 작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1967년 서울에서 출생,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같은 대학교 대학원 비교

문학협동과정을 공부했다. 1991년 경향신문 편집국에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를 거쳐 

현재 문화부 기자다. 

『다시 쓰는 한반도 100년』, 『책 읽는 대한민국』, 『번역가의 책 읽기』 등을 연재, 논문

으로는 『전지구화 시대의 한국영화에 나타난 트랜스내셔널리티 연구』 등이 있다.

한윤정 지음 | 어바웃어북 | 2011

	 작품은	자신에게서	가치	있는	광물을	채굴하고자	다가오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는	풍부한	광맥과	같다.	우리는	그	속에서	반짝거리는	금,	영롱한	수정,	

혹은	금강석을	발견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보석의	존재를	미처	눈치	채지	못

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한낱	사금파리	조각으로	보일	수도	있다.	세상만사처럼	

작품에서	어떤	것을	얼마만큼	얻느냐는	각자에게	달려있다.	(p.	11-12)

명작을
읽을 권리 

사서의 추천글 

저자소개  한 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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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009

그리움은 뒤에서 온다

문순태 | 2011

나는 내 나이가 좋다

이기옥 | 2011

젊은 소설가의 고백 

움베르토 에코 | 2011



이 책은 일본 여성작가인 에쿠니 가오리 특유의 따뜻하고 청아한 문체로 쓰여진 

푸드 에세이이다. 검은 빵, 미역귀, 김 도시락, 우동 등 갖가지 음식과 관련된 저자

의 추억과 사연을 담은 에세이로 책을 읽다 보면 저절로 음식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식욕을 돋게 한다.

일본식 요리나 생소한 식재료가 많이 등장해 어떤 음식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책 속 옮긴이의 말처럼 먹거리가 우리의 기분을 좌우하기도 하고 

기분에 따라 맛이 달라지기도 하는 이유는 그것이 곧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의 생명과 관련이 있는 음식을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흥미를 

갖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청아한 문체와 세련된 감성 화법으로 사랑받는 에쿠니 가오리는 1964년 도쿄에서 

태어나 미국 델라웨어 대학을 졸업하고 1989년 『409 래드클리프』로 페미나상을 수상

했다. 동화적 작품에서 연애소설, 에세이까지 폭넓은 집필 활동을 해나가면서 참신한 

감각과 세련미를 겸비한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반짝반짝 빛나는』(1992)으로 무라사키시키부 문학상을 수상했으며, 『나의 작은 새』

(1998)로 로보우노이시 문학상을 받았고, 그 외 저서로 『수박 향기』, 『우는 어른』, 『잡동

사니』 등이 있다. 에쿠니 가오리는 일본 문학 최고의 감성 작가로서 요시모토 바나나, 

야마다 에이미와 함께 일본의 3대 여류 작가로 불린다. 

에쿠니 가오리 지음

태일소담 | 2011

	 비파는	친절한	나무	열매라서	서로를	껴안고	익어간다.	엷게	무지개	뜬	당나귀

님의	귀	같은	나뭇잎	아래에서	(p.	139)

부드러운 양상추 

사서의 추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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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010

취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에쿠니 가오리 | 2009

칼과 황홀 

성석제 | 2011

소울푸드

강병인 등 | 2011

이 소설은 2009년 인도에서 영화화된 작품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 8월 17일 

개봉하여 많은 사람들의 호평 속에 상영 된 소설이다. 『세 얼간이』는 인도 최고 엘리트

들만이 모인다는 인도 공과대학 IIT에서 라이언, 알록, 하리라는 세 친구가 만나 빚어내

는 각종 에피소드들로 이루어져 있다. IIT 신입생 시절부터 졸업 때까지 세 명의 친구가 

만나 함께 겪게 되는 대학생활을 주인공 “하리”의 눈으로 기술하고 있다. 

고등학생 시절 1등을 놓쳐 본적 없는 수재들이지만 수재들만 모인 IIT에서 그들은 

얼간이, 패배자, 루저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열등생으로 전락하게 된다. 하지만 이 책에

서 이들의 삶이 불행하게 보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인생을 함께할 친구가 

있고, 현재가 자신들 인생의 최고의 날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소설가이자 칼럼니스트, 명연설가로도 활동 중인 체탄 바갓은 1974년 인도에서 태어나 

델리 인도 공과대학과 아마다바드 인도 경영대학원을 졸업했다. 

대표작으로는 『세 얼간이』(2004), 『내 인생의 세 가지 실수』(2008), 『서로 다른 주에서 

온 연인』(2009)이 있으며, 이 중 초기 두 개의 작품은 이미 영화화되었고, 최신작은 인도의 

대표 국민 배우, 샤륙 칸의 주연으로 곧 영화화될 예정이다. 2008년 «뉴욕 타임스»는 

체탄 바갓을 “인도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영어 소설의 작가”로 소개했으며, «타임 

매거진»은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의 인물” 중 하나로 선정하기도 했다.

체탄 바갓 지음 | 북스퀘어 | 2011 

	 “어쨌든,	학생	여러분이	자신의	미래를	찾아가려는	순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	평점을	제쳐	두고	자기	자신을	믿으라는	것

입니다.	……	둘째,	다른	사람을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p.	322)

세 얼간이

사서의 추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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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011

슬럼독 밀리어네어 

비카스 스와루프 | 2009

도가니

공지영 | 2009

나의 은하계

박응상 | 2010



이 책에는 세민얼굴기형돕기회 단체에서 자신들이 가진 재능과 열정을 나누기 위해 

봉사활동을 통해 겪은 많은 사연들이 감동적으로 실려 있다. 

마음의 상처를 가슴속에 품고 살아왔던 얼굴기형 어린이의 인생을 환한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과정과 행복해진 가족들, 15년 동안 16차례 걸쳐 수술하여 준 한 기업이 이룬 

사회공헌과 신의 영역을 넘나드는 의사들, 보람 있는 일에 너도나도 모여드는 젊은이

들, 선천성 얼굴기형의 이해, 베트남이라는 나라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얼굴기형 

환자들에게 다시 거울을 보고 세상으로 한 발자국 다가설 수 있도록 희망과 용기를 

전해준 사람들의 지난 20년의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그들이 걸어온 길을 엿보

고 현시대를 살아간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낄 수 있다.

1989년부터 백세민 박사를 단장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하였다. 얼굴기형 어린이를 위

한 의료 지원 및 얼굴기형에 대한 연구와 전문가 양성 및 계몽활동을 위해 설립되었다.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으로 공익성 기부금 대상 단체이기도 하며, 국내 

얼굴기형 어린이 진료 지원 사업을 비롯하여 해외(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얼굴

기형 어린이 수술 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4,600명이 넘는 

얼굴기형 어린이의 진료를 지원했으며,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의 어린이 3,000여 

명을 수술해주었다. 현지 전문의를 교육하고, 한국 연수를 지원하고 복잡기형을 가진 

어린이들을 한국에 초청해 수술해 주고 있다.

세민얼굴기형돕기회 지음

예문 | 2011

	 	“수술하는	날,	처음	의사	선생님을	보자마자	나를	예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이라는	생각에	믿음이	생겼어요.	수술하기	전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

서	제	수술이	잘	됐어요.	의사선생님,	선생님의	하늘같은	넓은	마음을	저는	평생	

동안	잊지	못할	거예요.”	(p.	192)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 

사서의 추천글 

저자소개  세민얼굴기형돕기회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2012 휴가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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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 땅에서  홀로서기

조월호 | 2011

너 같이 좋은 선물 

박불케리아 | 2011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인 봉사여행 

손보미 | 2011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떠난 후, 전 세계인은 천재이자 예술가 못지않은 ‘명연설의 대

가’로 그를 기억하고 있다. 그는 말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네 가

지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첫 번째, 명연설의 주제를 3막의 스토리로 재구성하여, 연극으로 말하면 고전극 형식

인 3막 구조로 건조하게 느껴질 수 있는 주제에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가미하는 연설 방

식이다. 두 번째, 자신의 연설을 듣는 청중과 더욱 친밀하게 교감하기 위해 경험담을 제

시하는 방법과 책에서나 나올 법한 어려운 학술이야기를 조합하는 연설 방식이다. 세 

번째, 간결하면서도 특별한 비유법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네 번째, 진정성이 

담겨있다. 1984년 애플 매킨토시 시연회 연설에서 매킨토시를 만든 주역이 자신이 아니

라 애플의 직원이라고 밝히면서, 직원들이 방해 받지 않고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버팀

목이 되어 줄 뿐이라고,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 해낸 일, 꿈, 철학, 열정, 희망과 같

은 그가 빚은 목표와 신명을 끄집어 내어 진심을 보여주고 있다. 이 책속 스티브 잡스의 

명연설, 프레젠테이션, 명언에는 세상을 바꾼 혁신과 도전 정신이 가득 담겨 있다.

레오짱   경희대학교 졸업. yBM sisa 영어강사로 시작하여 3년간 동아일보 영어  전

문 칼럼니스트, 2년간 ybmsisa.com 영어전문 칼럼니스트 등을 지냈다. yBM sisa 

편집장, 위즈덤하우스 편집장, 위즈덤하우스 마케팅 실장을 거쳐 출판사 대표를 지내

고 있다.

베스트트랜스   세계 여러 곳에 숨겨진 어학 관련 작품을 발굴·기획·번역하는 사람

들의 모임이다.  『데일카네기의 인간관계론』 등 데일카네기 자기계발 시리즈 5권과 마음

으로 읽는 고전 명작 시리즈 『어린 왕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번역했다.

레오짱, 베스트트랜스 지음

산호와진주 | 2011

“항상	갈망하라.	늘	바보처럼.”	(p.	73)

스티브 잡스의 

세상을 바꾼 
명연설 

사서의 추천글 

저자소개  레오짱, 베스트트랜스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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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이기는 화술 

전성일 | 2011

스텝스피치 55 

이호철 | 2011

개그맨처럼 신나게 말해야 

인생이 즐겁다

이재성 | 2011



개성 넘치고 독특한 카페와 빈티지 상점이 모여 있는 독특한 거리만큼 젊음의 활기가 

넘치는 거리인 시모키타자와에 동반자살이라는 끔찍한 사건으로 아빠를 잃은 상처를 

가진 주인공 요시에는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 이사 온다. 아직 상처와 슬픔을 쏟아

내지도 못하고 딸의 위안이 필요한 엄마도 돌보며 그녀는 시모키타자와에서 묵묵히 일을 

배우고 이웃들과 소소한 일상을 보낸다.

새로운 변화를 위해 찾은 거리에서 아빠에 대한 기억을 피하며 상처를 숨기면서 하고 

싶던 일을 배우던 주인공은 조금씩 주변의 일상을 겪으며 아픈 상처는 서서히 아물어 

가고 아빠의 죽음을 인정하며 새로운 사랑을 하면서 조금씩 성장해 간다.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 흔한 일이 되어버린 자살이 살아남은 가족들에게 얼마만큼의 

상처가 되는지, 상처의 치유란 특별한 것이 아닌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며 삶의 이유를 

찾는 것에 있다는 것을 작가는 보여준다.

1987년 데뷔한 이래 ‘가이엔 신인 문학상’, ‘이즈미 교카상’, ‘아마모토 슈고로상’, ‘카

프카상’ 등의 여러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일본 현대 문학의 대표적인 작가로 꼽히고 있

다. 특히 1988년에 출간된 『키친』은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전 세계 30여 개국에서 번역

되어 작가에게 큰 명성을 안겨주었다. 우리나라에는 『키친』, 『도마뱀』, 『아르헨티나의 할

머니』 등의 소설이 소개되었다.

요시모토 바나나 지음

민음사 | 2011

	 날마다	걸으면서	내	발자국이	이	땅에	거푸	남고,	내	안에서도	동네가	생겨난다.	

양쪽이	똑같이	성장해서,	내가	죽은	후에도	기척은	남는다.	그런	사랑의	양식을	

처음	배웠다.	(p.	168)

안녕
시모키타자와 

사서의 추천글 

저자소개  요시모토 바나나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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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무살, 도쿄

오쿠다 히데오 | 2008

나는 아직, 

어른이 되려면 멀었다

강세형 | 2010

(네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공지영 | 2008

이 책은 IMF 외환 위기, 준비 없는 퇴직, 빈곤 등 고단한 밥벌이로서의 첫 무대를 

마치고 당당히 인생의 두 번째 무대에 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일흔이 넘어 

연극배우로 데뷔한 주인공, 고교 영어교사에서 보디빌더가 된 주인공, 오빠의 고등

학교 진학을 위해 초등학교를 마지막으로 ‘아기 돌보미’로 취업전선에 뛰어들어 동기    

부여 강사가 된 주인공 등 다양하고 생생한 주인공들의 삶의 이야기가 가슴 찡한 감동

과 함께 작은 희망을 불러일으킨다. 

이들의 두 번째 무대는 첫 번째만큼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예전의 내가 사람들

의 주린 배를 채워줬다면, 지금의 나는 공허한 마음을 다독이는 일을 한다’는 어느 주인

공의 이야기처럼 삶에 대한 진솔하고 따뜻한 지혜, 그리고 넉넉함을 담아내고 있다.

신동흔  조선일보에서 사회부와 문화부, 엔터테인먼트부, 산업부 등을 거쳐 기획취재부에

서 일하고 있으며, 저서로 『페이스 오프 상하이』가 있다. 

김수혜  조선일보 입사 후 2009년 여기자 중 처음으로 기동팀장을 맡아 대형 사건 사고를 

취재했다. 2011년에는 급속한 고령화를 다룬 ‘100세 쇼크’, 개인 고액 기부자들을 심층 취재

한 ‘자본주의 4.0 2부-나누는 사람들’ 시리즈를 총괄했다. 

김미리  2000년 한국경제신문사를 거쳐 2004년부터 조선일보에서 문화 분야를 담당하

고 있다. 저서로 『디자인의 힘』, 『세계 디자인 도시를 가다』(공저), 번역서로 『안도 다다오』, 

『H.R. 기거』가 있다.

김신영  2002년 한국일보에 입사한 후, 2006년 조선일보로 옮겨 사회부, 엔터테인먼트부, 

국제부를 거쳐 2011년 6월부터 뉴욕특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신동흔, 김수혜, 김미리, 김신영 지음

더숲 | 2011

	 나이	30살쯤	장롱에	떼어두고	홀가분하고	가열차게	사세요.	인생은	재방송이	

없습니다.	(p.	75)

앙코르 
내 인생 

사서의 추천글 

저자소개  신동흔, 김수혜, 김미리, 김신영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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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내가 살아갈 이유 

위지안 | 2011

방황해도 괜찮아  

강성찬 | 2011

세상의 중심에 너 홀로 서라

랄프 왈도 에머슨 | 2009



어얼구나 강은 중국과 러시아국경을 가르는 강이다. 이 주변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며 그 명맥을 유지해왔던 유목민인 어원커 족의 삶을 

서사적으로 아름답게 그려내고 있다. 

소설의 화자인 어원커 부족의 마지막 추장의 여인의 삶을 통해 어원커 부족의 사람

들이 밀림이 무성하고 자원이 풍부한 어얼구나 강 주변에서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며 

그 속에 부족의 독특한 삶과 세계관을 100년의 세월의 흐름과 함께 보여주고 있다. 

문명세계와 다른 삶이지만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삶과 죽음, 그 속에 사랑과 증오의 희노

애락을 아름다운 자연풍광과 신비로운 삶속에서 이야기 한다. 아울러 자신들의 생활방

식을 지키지 못하고 다른 삶을 강요받으면서도 인내와 강인한 정신력으로 유목민으로

서의 방랑의 삶을 선택하는 주인공의 마지막 모습은 현재문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애잔한 슬픔을 느끼게 한다.  『어얼구나 강의 오른쪽』은 중국 최고의 영예로 손꼽히는 

‘마오둔(茅盾) 문학상’(제7회)을 수상한 작품이다. 

1964년 헤이룽장(黑龍江) 성 모허(漠河) 출생. ‘루쉰 문학상’, ‘빙신(氷心) 산문상’,     

‘좡중원(壯重文) 문학상’ 등 권위 있는 문학상을 두루 수상한 중국의 대표작가다 . ‘루쉰

문학상’을 세 번이나 수상한 유일무이한 작가로 오스트레일리아가 주관하는 ‘제임스 

조이스 창작기금’의 수혜 작가로 선정되기도 했다. 소수 민족의 삶을 작품의 주요 소재

로 삼는 그녀는 1983년부터 지금까지 40여 편이 넘는 작품을 발표하였으며, ‘대담하고 

놀라운 중국의 이야기꾼’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츠쯔  지음 | 들녘 | 2011

	 이	거울은	우리의	산이며,	나무며,	흰	구름이며	강이며	여인들의	얼굴을	하나하

나	비춰주었다.	거울은	우리의	삶을	지켜준	눈동자였는데,	내가	어찌	가만히	눈뜨고	

다지야나가	이	눈동자를	장님으로	만드는	것을	지켜볼	수	있단	말인가	(p.	72)

	 나는	이렌나가	서	있던	강변에서	흰색의	암벽을	찾아냈다.	이렌나를	위해	등잔

불을	그렸다.	그녀가	달이	없는	흑암을	떠돌	때	이	등불이	그녀를	비춰주기	희망했

다.	(p.	456)

어얼구나강의 
오른쪽 

사서의 추천글 

저자소개  츠 쯔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2012 휴가철에 

읽기 좋은 책 10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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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오피아 13월의 

태양이 뜨는 나라 

이해용 | 2010

솔리튜드

로버트 컬 | 2011

흐느끼는 낙타

싼마오 | 2009 

‘여행이 가르쳐준 56가지 지혜’라는 부제가 달린 이 책은 여행은 답이다, 투자다, 

공부다, 비타민이다, 발견이다, 사랑이다, 기술이다 라고 담박하게 외치며 앞의 일곱 

가지 주제들을 진솔하게 풀어내고 있다.

현대인의 삶은 늘 분주하고 복잡하다. 나 이외의 것들과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는 자신과 온전히 마주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이럴 땐 세상 속에 

있는 나에게서 한 걸음 물러서서 나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새로운 에너지

를 충전해야 한다. 여행은 그동안 우리가 지루하고 답답하게만 느꼈던 일상들을 돌아보

며 다시금 그리워하게 만드는 치유의 능력이 있다. 또한 단조롭게 느꼈던 그 생활들을 

오히려 감사하게 만들어 삶을 풍요롭게 하는 특별한 힘이 있다. 이렇듯 한 번의 여행은 

또 한 번의 인생이며, 여행이야말로 새로운 인생을 배울 수 있는 특별한 학교라고 저자

는 이야기한다. 6월의 푸르른 날, 낯설고 새로운 길을 걸어보면서 마음속에 얽혀 있는 

감정을 정리하고 내 삶을 되돌아보는 여유를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모든 인생의 답은 길 위에 있다고 믿는 여행가. 10년간 기자생활을 하다가 스스로에

게 안식년을 주기 위해 1년간 세상 곳곳을 누볐다. 현재 (사)한국여행작가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SK커뮤니케이션즈에서 SnS 기획자로 일하고 있다. KBS FM <사랑

하기 좋은날>, <출발! 해피FM 이광용입니다> 등 각종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여행 코너를 

진행했으며, 신문과 잡지에 여행과 삶에 대한 따뜻한 글을 싣고 있다.

『지구별 워커홀릭』, 『어느 멋진 하루 Travel & Photo』, 『까칠한 그녀의 Stylish 세계 여

행』, 『여행 작가 한번 해볼까?』, 『넌 이번 휴가 어디로 가?』, 『nowhere』 등 다수의 책을 

냈으며, 개인 사진전 <지구별 워커홀릭>과 기획전 <세계의 우체통 사진전>을 열었다. 

채지형 지음 | 상상출판 | 2012

	 길이라는	학교가	내게	가르쳐준	최고의	지혜는	‘성공의	척도는	나에게	있다.	

너와	나의	성공이	같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p.	18)

인생을 바꾸는

여행의 힘 

사서의 추천글 

저자소개  채 지 형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국립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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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 2012

달팽이 편지 

윤석미 | 2011

무지개 원리

차동엽 | 2012



사랑은 문학의 주요 주제 중 하나이다. 사랑은 흔히 ‘사적인’ 영역으로 치부되거나 

‘여성들의 일’로 폄하되어 왔으며, 진지한 사유나 학문적 논제의 대상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특히, 한국의 역사에서 열정, 사랑, 욕망, 성과 같은 주제가 독자적으로, 그리고 

심도 있게 고민된 적이 거의 없었는데 이에 대한 의문이 저자가 이 책을 저술하게 된 

시발점이자 풀고자 하는 목표이다. 

제목에 묻어 있듯이 역사(특히 문학)를 통해 보는 사랑의 역사에 관한 책으로 문학

작품 속 당시의 시대상과 사랑의 풍속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책이다. 이 책을 통해 정의

하기 어려운 사랑의 의미에 대해 한국문화 특히 문학을 통해 정의해 보는 계기가 되

길 바란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학술연구교수,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HK 연구교수를 거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지금까지 문학과 역사

를 가로지르는 문화(사) 연구의 방법론을 모색하면서 전통과 근대, 서구와 동양이 교차

하는 한국적 모더니티에 대해 질문해 왔다. 특히, 전근대 유흥 풍속과 하위 주체, 도시

공간과 영성 등에 주목하여 젠더적 관점에서 식민지 한국의 근대를 새롭게 읽는 작업

을 시도해 왔다. 

저서(공저)로 『여성의 몸』, 『젠더, 경험, 역사』, 『조선 여성의 일생』, 논문으로 「규범

과 욕망의 틈새」, 「카페, 근대 유흥공간과 문학」, 「계약과 실험, 충돌과 모순」외 다수

가 있다.

서지영 지음 | 이숲 | 2011

	 역사를	통해	우리가	만나는	과거는	‘오래된	나’의	모습을	말해주듯이,	인간	열

정의	한	형식으로서의	사랑의	역사에	대한	탐색은	‘지금	여기’의	사랑을	비추는	

거울이라	믿는다.	(p.	10)

역사에
사랑을 묻다 

사서의 추천글 

저자소개  서 지 영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2012 휴가철에 

읽기 좋은 책 100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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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여성의 일생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2010

사랑의 문화사 

스티븐 컨 | 2006

문학과 사랑 

신웅순 | 2002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는 노벨문학상, 프랑스 공쿠르 문학상과 함께 세계 3대 문학

상의 하나인 맨부커상의 2011년 수상작이다. 화자인 토니는 사춘기 시절 에이드리언을 

포함한 네 명의 친구와 여자친구 베로니카를 만난다. 하지만 토니는 에이드리언이 여

자친구 베로니카와 사귀게 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교제를 허락해 달라는 에이드리언의 

편지를 받게 되고, 그 후 에이드리언의 자살소식을 듣게 된다. 40년의 세월이 흐른 후 

노년이 된 토니는 자신은 기억도 하지 못하는 에이드리언에게 보냈던 자신의 답장이 그

들의 운명을 바꾼 무서운 결과가 되어 나타났음을 뒤늦게 알게 된다.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는 ‘기억’을 소재로 하는 소설로 특히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충격적인 반전이 인상적이다. 이 소설은 우리에게 나는 기억조차 못하는 내가 

했던 말이나 썼던 글들이 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항상 주의해야겠다는 

경각심을 갖게 해준다.  

1946년 1월 19일 영국 중부 레스터에서 태어났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현대 언어를 공

부했고, 1969년에서 72년까지 『옥스퍼드 영어사전』 증보판을 편찬했다. 1980년 첫 장편

소설 『메트로랜드』로 서머싯몸 상을 받으며 화려하게 등단하여, 『나를 만나기 전 그녀

는』등 11권의 장편소설과 3권의 소설집, 에세이 등을 펴냈다. 1980년대 초에는 댄 캐바

나라는 필명으로 4권의 범죄소설을 쓰기도 했다.

1986년 『플로베르의 앵무새』로 영국 소설가로서는 유일하게 프랑스 메디치상을 수

상했고, 프랑스정부로부터는 이례적으로 세 차례에 걸쳐 1988년 슈발리에 문예 훈장, 

1995년 오피시에 문예 훈장, 2004년 코망되르 문예 훈장을 받았다. 

줄리언 반스 지음

다산북스 | 2012

	 “‘역사는	부정확한	기억이	불충분한	문서와	만나는	지점에서	빚어지는	확신’

입니다.”	(p.	34)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사서의 추천글 

저자소개  줄리언 반스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국립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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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베르의 앵무새 

줄리언 반스 | 2009

메트로랜드 

줄리언 반스 | 2007

(일러스트) 파이 이야기  

얀 마텔 | 2008



이 책은 우리시대 여성 멘토 15인(김미경, 박남희, 방은진, 서혜정, 심상정, 오소희, 원

수연, 윤석남, 윤원정, 임오경, 지순, 최정화, 한경희, 한유정, 홍지민)이 젊은 날의 자신에

게 보내는 응원의 편지를 중심으로 쓰여 진 책이다. 힘겨웠던 젊은 날을 돌아보며 과거

의 자신에게 편지를 보내는 형식으로, 편지 끝에는 꿈을 이룬 15인의 멘토들의 삶에 대

해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15인은 할리우드 미술 총감독, 

정치인, 뮤지컬 배우, 만화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이다. 

세월이 지나 돌이켜 보면 젊은 시절의 고민과 힘들었던 일들은 삶을 살아가는 하나

의 과정으로 지금 생각하면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생각될 때가 많다. 이 책은 이러한 삶

에 대한 통찰을 모티브로 쓰여 진 책이라 할 수 있다. 이 편지들은 그녀들이 젊은 날의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힘든 시기를 보내는 지금의 청춘들에게 하는 이야

기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때론 계속 전진하라고, 또 때론 과감히 손에 쥔 뜨거운 돌을 

던져 버리라고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세지를 남겨주고 있다.  

김미경 등 지음

글담출판사 | 2011

	 지금	초라한	너의	성적표,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람한	나무가	되기	위해서

는	싹이	반듯하게	뿌리내려야	하니까.	세찬	바람과	뜨거운	볕에	단련돼야	하니까.	

지금의	초라함은	훗날	숲의	일원이	되기	위해	치르는	비용이야.	(p.	103)

	 제발,	너무	애쓰지	마!	네가	행복하지	않다면,	앞으로	좋아질	수	없다는	판단이	

섰다면,	손에	쥔	뜨거운	돌을	던져	버려.	(p.	130)

인생에서 
조금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 

사서의 추천글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2012 휴가철에 

읽기 좋은 책 10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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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낯선 길을 헤매고 

있는 너에게

엘린 스프라긴스 | 2011

스무살, 절대지지 않기를...

이지성 | 2011

아프니까 청춘이다

김난도 | 2010

동양사를 사랑한 유학생에서 이제는 이만열이라는 이름을 가진 푸른 눈의 외국인 교

수의 한국에 대한 인문학적인 접근을 한 에세이이다. 

어린시절부터 동양사에 남다른 애정을 가진 임마누엘교수는 중국사, 일본사를 거쳐 

외국인에게 생소했던 한국사까지 학문의 영역을 넓힌다. 그래서 여느 한국인보다 한국

의 역사나 문화에 대한 그의 학문의 깊이가 남다르다. 한국의 여러 대학의 교수로 지내

면서 느낀 한국인의 교육, 음식, 사고의 문화를 문화자체를 넘어 전반적인 학문의 관점

에서 우려와 애정을 담아내고 있다. 

그는 우리에게 민감한 독도문제나 우리가 세계화를 꿈꾸는 음식, 문학에 대해 세계화

의 접근을 외국인의 관점에서 풀어내고 또한 세계화의 리더로서 갖추어야할 한국인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세를 객관적이고 냉철한 사고로 말하고 있다. 

1964년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 출생. 한국명 이만열. 1987년 예일대 중문과 및 전체 우

등졸업. 1991년 동경대 대학원 졸업(비교문화학 석사). 1997년 하버드대 겸임교수. 버클

리 캘리포니아주립대 겸임교수. 1998년 하버드대 대학원 졸업. 일리노이대 동아시아언

어문화학과 교수. 2006년 조지워싱턴대 역사학과 겸임교수. 2007년 우송대 솔브릿지 

국제경영학부 교수. 2011년 현재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저서로는 영어 저서: 

2011년 『The Observable Mundane』(중/일 고전소설의 세속성 비교관찰, 서울대출판문

화원), 옮긴 책(영역): 2011년 『The novels of Park Jiwon』이 있다.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지음

노마드북스 | 2011

	 아이를	아이로	보지	말고	나와	동등한	친구로	대하여	토론해야	한다.	당연히	

토론주제도	정치경제,	과학예술	등	수준이	높아야	한다.	결코	아이는	어리지	않

다.	어리다고	생각하는	어른들의	고정관념과	편견이	어린	것이다.	어른들의	머리

는	벽처럼	막혀있고	아이들의	머리는	스펀지처럼	물을	빨아들인다.	(p.	82)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사서의 추천글 

저자소개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국립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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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021

꾸뻬 씨의 인생 여행

프랑수아 를로르 | 2011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정약용 | 2009

생각의 좌표 

홍세화 | 2009



2천 년 전, 위대한 도서관에 모였던 열두 명의 친구들은 우연한 기회에 세계가 태어

난 자리를 찾아 여행을 떠났다. 세계의 태(胎)를 목격한 그들이 마침내 돌아왔을 때, 이 

세계는 그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모든 모험이 시작된 첫 자리, 그곳에 

전나무에 맺힌 서리처럼 강파른 소녀와 매처럼 빼어나지만 외로운 젊은이가 있었다.

자신에게 주어졌지만 결코 자신은 원하지 않았던, 안주 할 수 있는 현실을 거부하고 

자신의 삶을 찾고자 하는 이들의 이야기이다. 

1975년 서울 출생, 건국대 정외과 졸업, 민예총 연구원을 지냈다. 한국을 대표하는 장

르소설 작가로 역사와 문학, 신화 등 최근 철학의 신조류까지 섭렵, 판타지 동화에서 남

미 환상 문학에 이른 다양한 판타지에 깊은 애정을 지니고 있다. 

1999년 『세월의 돌』로 데뷔, 『태양의 탑』, 『룬의 아이들-윈터러』, 『룬의 아이들-데모닉』 

등을 발표했다. 총 27권에 이르는 모든 작품이 일본, 중국, 대만, 태국 등에 번역 출간되

었다. 『룬의 아이들-윈터러』, 『룬의 아이들-데모닉』은 아마존 JaPan 한국소설 베스트

셀러 1위, 야후 JaPan 선정 ‘2006년 가장 많이 읽힌 소설’ 등에 올랐다.

전민희 지음 | 제우미디어 | 2011

	 “세계의	수도,	위대한	도서관의	도시,	델피나드다.”	그	이름이	발음되는	것을	

처음으로	들었다.	델피나드,	음악처럼	흡족한	이름이었다.	…	저기	푸른	깃발이	

달린	곳이	도서관이지.	그	뒤는	식물원이다.	꽃	한	포기에	보석	한	줌씩	쥐어줘야	

하는	값진	실물들이	그득한	곳이지.	저쪽	시장에는	전	대륙의	산물이	다	모인다.	

금화만	있으면	용의	눈알도	살	수	있고말고.	멍하니	듣던	키프로사가	중얼거렸다.	

(p.	179)

전나무와 매

사서의 추천글 

저자소개  전 민 희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2012 휴가철에 

읽기 좋은 책 100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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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022

배운 녀자

고미숙 외 16인 | 2011

빛나는 눈물

박경숙 | 2011

악어사냥

손영목 | 2011

작가 이외수와 정태련 화백이 함께 선보이는 네 번째 감성 에세이다. 세상에 대한 예

리한 시각과 따뜻한 감성이 돋보이는 이외수 작가의 글 149편과, 세밀화와 입체적 기법

이 돋보이는 정태련 화백의 유물 세밀화 37점이 담겨 있다. 

머리에서 시작해 눈과 입, 배와 발 등을 거쳐 마지막으로 마음에 이르기까지 총 10장 

목차로 구성되어 사랑, 마음, 행복 등이 내 몸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깨우침을 주고 있

다. 험난한 질곡의 세월을 견뎌낸 이 나라의 오천년 유물들처럼 세상을 굳세게 견디며 

빛을 밝히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야 말로 절대강자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각자 그 자

리에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것을 일깨워준다. 

독특한 상상력, 탁월한 언어의 직조로 사라져가는 감성을 되찾아주는 작가 이외수. 

특유의 괴벽으로 바보 같은 천재, 광인 같은 기인으로 명명되며 자신만의 색깔이 뚜렷

한 문학의 세계를 구축해 온 예술가로,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은 아름다움의 추구이

며,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술의 힘임을 다양한 작품들을 통해 보여주고 있

다. 현재 화천군 상서면의 감성마을에서 활발한 작가활동을 하고 있다. 1983 우화집 

『사부님 싸부님 1, 2』, 1982 장편소설 『칼』, 1981 소설집 『장수하늘소』, 장편소설 『들개』 

등 다수의 작품이 있다.

이외수 지음

해냄출판사 | 2011

	 한평생	박터지게	머리공부	해본들,	열병	같은	사랑은	어찌하며	고문같은	이별

은	어찌하리.	온	세상	공부중에서	가장	값진	공부는	오로지	마음공부.	먼	산머리	

조각구름은	오늘도	거처가	없네.	불현듯	깨닫고	나면	그대	앉은	자리	모두가	우주

의	중심.	(p.	49)

절대강자 

사서의 추천글 

저자소개  이 외 수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국립중앙도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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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023

청춘불패 

이외수 | 2009

아프니까 청춘이다

김난도 | 2010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 

포리스트 카터 | 2003 



로마인의 본고장인 이탈리아에서만 40만부가 넘는 판매고를 기록한 『고대 로마인의 

24시간』은 로마제국의 역사나 정치를 다룬 수많은 책들과 달리 고대 로마인들의 일상

생활에 초점을 맞추었다. 유물ㆍ유적으로만 남아있는 고대 로마를 눈앞에서 보는 것처

럼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2천년 전, 로마의 최전성기인 기원후 115년

의 어느 화요일의 새벽부터 시작되는 이 책은 로마인의 하루를 시간의 흐름을 따라 기

술하는 흥미로운 구성으로 생동감을 더한다. 또한, ‘6시 부자들이 저택, 도무스’에서부

터 ‘24시 마지막 포옹’까지 고대 로마 거리의 군중 속에 섞여 24시간을 보내고 나면 저

자가 로마 유적지에서 15년이 넘는 역사연구로 이뤄낸 결과물을 바탕으로 고대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인의 일상에 대한 궁금증을 날려 버릴 수 있을 것이다.

표지에서 보여 지는 다채로움과 달리 본문에 첨부된 그림 자료가 부족하여 그 빈자

리를 독자의 상상력으로 채워야하는 아쉬움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수고로움마저 읽는 

즐거움으로 충분히 채워줄 매력적인 고대 로마 여행길에 올라보자.

저자 알베르토 안젤라(alberto angela)는 1962년 파리에서 출생한 이탈리아의 유명한 

저널리스트이자 고고학자이다. 자연과학을 전공하고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오랫동안 

고고학적 유적지를 탐구하고 조사한 이후, ‘디스커버리 채널’, ‘북서항로’, ‘율리시스’와 

같은 텔레비전 교양 프로그램을 만들고 진행하는 데에 헌신했다. 

1988년에 『인간 잣대의 박물관 (Musei (e mostre) a misura d’uomo)』을 출간했다. 그

리고 부친인 ‘피에로 안젤라’와 함께 다양한 저서를 출간했는데 『태어나는 삶에 대한 놀

라운 이야기 (Extraordinary story of human origins)』, 『상어 (Sharks! : predators of the 

sea)』, 『우주여행』 등이 있다

알베르토 안젤라 지음

까치 | 2012

	 실제로	곰곰이	생각해보면,	현재	서양	사람들이	누리는	대부분의	방식은	고대	

로마인들의	삶이	현대적으로	변화한	것에	불과하다.	(p.	14)

고대 로마인의 
24시간 

사서의 추천글 

저자소개  알베르토 안젤라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국립중앙도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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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과학025

갈리아 원정기

카이사르 | 2012

로마는 어떻게 강대국이 

되었는가?

정기문 | 2010

지중해를 물들인 사람들

야기누마 시게타케 | 2010

『헤밍웨이와 파리의 아내』는 퓰리처상과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20세기 미국의 대표작

가인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첫 번째 아내 해들리 리처드슨의 시점에서 쓰여진 소설이다. 

무엇보다 이 소설은 역사적 자료를 참고하여 실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쓰여 진 소설

이기에 사실감이 뛰어나다.

헤밍웨이는 네 번의 결혼과 세 번의 이혼을 했을 정도로 사생활에 있어서도 평범하

지 않았다. 이 책은 그의 첫 번째 부인이자 8살 연상의 아내였던 해들리와의 만남에서

부터 해들리의 친구인 폴린과 헤밍웨이의 두 번째 결혼까지, 그들의 사랑과 결혼생활, 

초기 헤밍웨이의 작가로서의 삶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헤밍웨이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나면서 그의 작품 번역본이 많이 쏟아져 나

오고 있다. 그에 대한 관심도 더불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 소설을 통해 헤밍웨이의 

삶과 작품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길 바란다.    

미국 미시건대학교에서 시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두 권의 시집과 회고록 

『가족처럼 : 타인의 집에서 산다는 것』, 첫 소설 『탑승티켓』을 출간했다. 저자는 헤밍웨이

가 쓴 파리 시절에 대한 회고록 『해마다 날짜가 바뀌는 축제』를 읽다가 해들리 리처드

슨에 대해 쓴 대목, ‘해들리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를 마

주친 것이 계기가 되어 그 후 해들리에 대한 전기 작품을 읽기 시작했고 『헤밍웨이와 

파리의 아내』를 쓰게 되었다고 한다.  

폴라 매클레인 지음

북이십일 21세기북스 | 2012

	 어디에	울타리가	있는지	인식하고	잘	가꾸어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

이다.	울타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이었고,	우리가	기대기	

때문에	울타리가	존재하는	것이었다.	(p.	469)

헤밍웨이와
파리의 아내

사서의 추천글 

저자소개  폴라 매클레인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2012 휴가철에 

읽기 좋은 책 100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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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024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어니스트 헤밍웨이 | 2012

파리는 날마다 축제  

어니스트 헤밍웨이 | 2012

어니스트 헤밍웨이 

蘇洙萬 | 2006



『고향 물길을 거닐며』는 남한 제일의 강이자 한반도의 젖줄인 낙동강 1,300리 물길을 

따라가며 낙동강이 우리 역사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의미를 재조명하는 에세이다. ‘길 위

의 작가’ 김주영과 ‘민족의 삶을 찍는 사진가’ 권태균이 만나 그들의 고향 낙동강의 참모

습을 그려냈다. 이 책은 낙동강의 역사, 문화유산, 이 곳에 터를 잡은 사람들 그리고 이 

모두를 품어 안은 청아한 자태의 자연환경까지 한권에 담고 있다. 그 중 1,630여개의 물

줄기에 맺힌 전설을 구수한 입담으로 풀어내는 ‘이야기길’ 부분은 새로운 재미를 선사

한다. 또한 140여 컷의 사진을 통해 낙동강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다.

저자는 낙동강을 “우리네 삶에 숨을 불어넣은 부지런한 소금길, 백성들의 구슬픈 사

연을 품은 전설의 길, 한민족의 뼈저린 전쟁사를 받아낸 역사의 길”이라 말한다. 강이야

말로 소통의 중심이며 진정한 의미의 ‘길’임을 알려준다. 받은 것 하나 없이 내어주기만 

하는 낙동강의 상처 많은 물결을 돌아보고 보듬어 주기를 소망하는 저자의 바람을 이 

책을 통해 함께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한다.

저자 김주영은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경북 청송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서라벌

예술대학 문예창작과를 졸업했고 1971년 『휴면기』로 «월간문학»신인상을 받으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객주』, 『활빈도』, 『화척』, 『야정』, 『홍어』, 『아라리 난장』, 『멸치』, 『똥친 막대기』 등의 

소설을 발표했고, 한국소설문학상, 대한민국문화예술상, 이산문학상, 대산문학상, 김동리

문학상 등 대부분의 문학상을 수상했다. 2007년에는 은관문화훈장을 수훈했다. 

김주영 지음 | 김영사 | 2012

	 낙동강에서	이어지는	길들이	숱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으로	역사의	일부가	

되듯이,	낙동강은	우리의	희로애락	오욕칠정을	품어	안으며	우리의	일부가	된	강

이다.	(p.	341)

고향 물길을
거닐며

사서의 추천글 

저자소개  김 주 영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2012 휴가철에 

읽기 좋은 책 10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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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과학026

낙동강 : 서로서로를   

끔찍이 여겨라 

라종일 | 2010

낙동강 유역의 사람들과 문화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9

낙동강 

상주박물관 | 2010  

살다 보면 일상에 지쳐 어딘가 훌쩍 떠나 버리고 싶은 날이 있다. 그러나 실행에 옮

기기란 현실적으로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 책 『고흐의 집을 아시나요?』를 

통해 프랑스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 

고흐가 머물렀던 고요한 마을 ‘오베르 쉬르 우아즈’로부터 시작되는 이 여행은 루소

와 밀레가 있는 ‘바르비종’을 거쳐 레오나르도 다 빈치가 <성 세례 요한>을 완성한 조용

하고 아름다운 ‘클로뤼세’와 모네의 집이 있는 ‘지베르니’, 샤갈과 마티스 미술관이 있는 

‘니스’, 피카소 미술관이 있는 ‘앙티브’, 향수의 도시 ‘그라스’, 세계적인 미술관들이 모여 

있는 ‘파리’ 등 총 9개의 도시를 둘러볼 수 있다. 또한, 각각의 도시에 담겨있는 화가들

과 그들의 작품에 대한 소개, 도시와 건물 모습에 대한 묘사, 저자의 느낌 등 다양한 이

야기를 만날 수 있다. 자, 이제 프랑스 곳곳에 남겨진 예술가들 삶의 자취를 느낄 수 있

는 여행을 떠나보자. 약간의 상상력만 있다면 그 누구라도 가능하다.

저자 최내경은 전문번역가로, 이화여자대학교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한 후 서강대에

서 불어학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현재 서강대 등에서 프랑스문화와 언어

를 강의하고 있다. 

저서로는 『어느 일요일 오후』, 『몽마르트르를 걷다』, 『파리예술카페기행』, 『바람이 좋

아요』, 『프랑스문화 읽기』, 『기초프랑스어문법』, 『프랑스어 기초어휘』, 『샹송으로 배우는 

프랑스어』 등이 있다. 역서로는 『별』, 『모파상의 행복』, 『목화의 역사』, 『여자의 사랑이 

남자를 바꿀 수 없다』, 『부자뱅이, 가난뱅이』, 『샤를 페로가 들려주는 프랑스 옛이야기』, 

『어린왕자』, 『인상주의』, 『나는 죽을 권리를 소망한다』, 『마티스』, 『클레』, 『사랑할 땐 사

랑한다고 말하자』 등 다수가 있다.

최내경 지음 | 청어람 M&B | 2011

	 고흐가	“예술이란	얼마나	풍요로운가!	본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결코	허무하지

도	고독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는	결코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했듯이	

우리가	직접이든	상상으로든	본	것을	느끼고	기억할	수	있다면	그로	인해	우리는	

자신만의	내밀한	행복한	공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p.	262)

고흐의 집을
아시나요?

사서의 추천글 

저자소개  최 내 경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국립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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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과학027

파리블루 

김영숙 | 2008

반 고흐의 정원 

랄프 스키 | 2011

민혜련의 파리예술기행 

민혜련 | 2010



저자가 한 신문에 매주 기고한 ‘국보순례’의 2년 치 연재 분량 중 100회분을 묶은 책

이다. 국보로 지정된 문화재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저자가 국보급이라 생각하는 유물

들을 대중의 눈높이에 맞추어 설명한다. 

이 책은 문화재를 그림과 글씨, 공예와 도자, 조각과 건축, 해외한국문화재로 나누어 

소개하며 잘 나온 유물 사진과 에세이풍의 짧고 명쾌한 해설이 돋보인다. 『유홍준의 

국보순례』를 통해 우리나라 문화재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유물

과 관련된 이야기를 알게 됨으로써 한국 미술사와 좀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고려불화 ‘물방울관음’부터 클리블랜드미술관에 소장된 무낙관 그림 ‘버드나무와 제비’

까지 재미있는 우리 문화재를 만나보자.

1949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미학과,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성균

관대학교 대학원 동양철학과를 졸업했다. 1981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미술평론으로 등

단한 뒤 미술평론가로 활동하며 민족미술인협의회 공동대표, 제1회 광주비엔날레 커미

셔너 등을 지냈다. 

평론집으로는 『80년대 미술의 현장과 작가들』, 『다시, 현실과 전통의 지평에서』, 답사

기로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미술사 저술로는  『조선시대 화론연구』, 『화인열전』, 

『완당평전』 등이 있다.

유홍준 지음 | 눌와 | 2011

	 아래쪽에서	비스듬히	올려다본	시각으로	포착한	불두는	부처라기보다	현세적	

이미지가	강한	가운데	은은한	미소를	띠고	있어	아주	부드러운	인상을	준다.	눈가

의	주름을	표현한	필치가	강한	질감으로	나타난	대단히	조형적인	불상이다.	강하

면서도	부드러운	인상을	주는	철불,	과연	법정	스님이	좋아할	불상이다.	(p.	146)

유홍준의

국보순례 

사서의 추천글 

저자소개  유 홍 준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2012 휴가철에 

읽기 좋은 책 10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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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과학028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유홍준 | 2011

숨어있는 문화유산 속으로 

김병인 외 | 2003

한국 문화 교과서

최준식 | 2011

링컨, 아이슈타인, 고르바초프, 간디, 한니발. 이들은 어떻게 역사의 흐름을 바꾼 영

웅이 되었을까? 『그들이 세상을 바꾸기 전』은 22명의 위인들이 전설적인 인물로 성장

하는 과정을 요약하고  성공의 밑거름이 된 사건을 추적한 책이다. 나침반을 선물 받고 

물리학에 빠진 ‘아인슈타인’, 혹독한 성인식을 통해 정치권력의 속성을 터득한 ‘엘리자

베스 1세’, 치욕적인 인종차별을 경험하고 인권운동가의 삶을 걷게 된 ‘간디’ 등 위인들

을 탄생시킨 사건을 ‘극적 선회의 한 순간’, ‘유년의 기억’, ‘중요한 만남’ 등 5개의 유형

으로 나누어 담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영웅들의 인생역전 이야기에서 즐거움을 얻고, 우

리의 기억과는 다르게 멸시 받고 좌절에 빠지는 그들을 모습에서 위로도 받으며, 다채

로운 형태로 더해진 세계사 지식도 접할 수 있다. 

저자는 영웅들이 특별한 재능을 타고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꿈으로 질주하게 한 계

기가 있다고 말한다. 이 말을 누구에게나 삶의 좌표를 전환시키는 순간은 찾아온다는 

희망메시지로 바꾸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킨 순간을 떠올려보고 내 삶의 역사적 순간이 

될지 모를 오늘을 의미 있게 바라보자. 

역사전문 저술가인 에드윈 키스터 주니어는 독서시장에 등장한 인물 전기 분야의 다

크호스로 불리는 작가이다. 과학에서 역사를 아우르는 방대한 주제로 12권의 책을 출간

하고 2,000편이 넘는 칼럼을 잡지에 게재했다. 현재는 ‘스미소니언 매거진 (Smithsonian 

magazine)’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으며, 최근작으로 『아직 끝나지 않은 1차 세계대전의 

역사 (an Incomplete History of World WarⅠ)』, 『아직 끝나지 않은 2차 세계대전의 역사 

(an Incomplete History of World WarⅡ)』가 있다.

에드윈 키스터 주니어 지음

황소자리 | 2012

	 이런	감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	호기심을	잃었거나	경이로운	것들에	대해	흥미

를	잃은	사람은	죽은	자나	다름이	없다.	(p.	88)

그들이 세상을
바꾸기 전 

사서의 추천글 

저자소개  에드윈 키스터 주니어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국립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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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과학029

비즈니스 씽커스

라이머 릭비 | 2011

만들어진 승리자들

볼프 슈나이더 | 2011

99%의 롤모델

권홍우 | 2010



이 책은 세계적 명상 지도자 ‘샤론 샐즈버그’의 ‘4주간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을 통

해 ‘하루 20분 나를 멈추는 시간’을 알려주는 명상 안내서이다. ‘샤론 샐즈버그’는 이 책

을 통해 명상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한 사람, 시작하려고 결심만 하고 망

설이던 사람, 명상을 하고는 있으나 벽에 부딪힌 사람들에게 자세, 호흡, 구체적 명상

일정과 문제해결에 이르는 세세한 부분까지 알려 주며 명상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 돕

는다. 

명상은 특별한 기술이나 배경 없이 숨만 쉴 수 있다면 누구나 명상을 시작할 수 있다. 

또한 명상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평온을 찾고, 자존감을 느끼고, 대인관계를 강화하고 

두려움에 맞서는데도 많은 도움을 준다. 하루 20분씩 4주간에 걸쳐 세 가지 핵심 기법

인 집중, 마음챙김, 자애를 기르는 명상수련을 통해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우리 모

두가 다함께 행복해지길 바란다.

세계적 명상 지도자. 1952년 뉴욕 출생. 뉴욕주립대학을 다니던 중 불우한 유년의 아

픔을 극복하기 위해 1971년 인도행을 결심하고 인도에서 대학을 다니며 명상을 시작했

다. 이후 미국 볼더 시 나로파대학에서 명상을 가르치며, 잭 캔필드와 함께 ‘선 명상센

터’를 공동으로 설립했다. 현재 강의와 저술 활동을 통해 명상의 위력을 전하고 있으며 

‘틱낫한’, ‘페마 초드론’과 함께 ‘살아있는 명상 스승’으로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다. 저

서로는 『자비(Lovingkindness)』 외 다수가 있다.

샤론 샐즈버그 지음 

타임교육 | 2011

	 “나는	주저앉아	포기하게	만드는	생각과	희망이	넘치던	생각에	대해	아무런	판

단도	하지	않고	가까스로	마주하고	있다.	여기엔	용기가	필요했다.	이런	용기가	

있으면	그	무엇과도	맞붙을	수	있겠지?”	명상은	해낼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을	해

낼	수	있음을	깨우쳐준다.	(p.	36)

하루 20분

나를 멈추는 시간

사서의 추천글 

저자소개  샤론 샐즈버그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2012 휴가철에 

읽기 좋은 책 10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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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과학030

여행자의 철학법 

김효경 | 2011

아테네 학당 

김형근 | 2011

화해 : 내안의 아이 치유하기

틱낫한 | 2011

평상심이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것이 생사를 다투는 상황일지라도 마음이 동요

되지 않고 평상시의 감정상태로 있는 것’을 말한다. 사람들은 흔히 평상심을 ‘평범하

게 살면서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사람의 마음’이라 풀이한다. 이는 묵묵하게 제 할 일

을 하면서 보상을 바라지 않고, 세상과 싸우지 않으면서 조용하게 지내면 된다고 생각

하는 것이다.

저자는 진정한 평상심이란 적극적으로 세상을 나아가지만, 완벽을 추구하기 보다는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고 멈출 수 있는 마음이라 말한다. 『나를 지키는 지혜 평상심』은 

나에서부터 시작해 가정, 회사에서의 원만한 인간관계와 성공에 이르는 ‘평상심’에 대해 

다룬 책이다. 저자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평상심, 처세의 평상심, 비즈니스에서의 

평상심, 성공과 실패의 평상심 등 네 가지 주제를 통하여, 각 장마다 평상심의 시각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예화와 인생철학을 소개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평상심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어떤 방법으로 평상심을 되찾을 수 있는지를 들려준다.

본명은 류차오(劉超), 필명은 안원. 안후이성 출신으로 자유기고가 겸 출판인. 대학 졸

업 후 공장 노동자와 세일즈맨을 거쳐 지금까지 도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다. 편역 작품

으로는 『벤저민 프랭클린 자서전』, 『아틀란티스』, 『착한 병사 슈베이크』 등이 있다. 엮은 

책으로는 『성공적인 마케팅을 위한 늑대의 법칙』 등이 있다.

안원 지음 | 샘터사 | 2011     

	 평상심이란	이해심,	관용,	양보의	마음이다.	좀	더	이해하려는	마음과	관심을	

가질	때	세상에	진선미라는	아름다운	가치가	늘어난다.	평상심으로	삶을	대하고,	

소중한	인연으로	묶여진	사람들을	이해하면	어느	순간	사랑이	자신을	감싸고	있

음을	느낄	수	있다.	(p.	115)	

나를 지키는 지혜 
평상심 

사서의 추천글 

저자소개  안 원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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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과 코칭의 이해

도미향 | 2011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리차드 칼슨 | 2011

나인 레버 

조영근 | 2011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이라는 알프레드 디 수자의 시구처럼 우리

는 한 번도 상처 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어린 시절 상처가 생기면 어머니

는 연고를 발라주거나, 우리를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렇

듯 몸의 상처는 일시적으로 고통은 따르겠지만 깨끗하게 나을 수 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를 낫게 해줄 탁월한 치료법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 곁에 없다. 

이 책은 이러한 마음의 상처의 원인과 치유 방법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들어 알기 쉽

게 설명한다. 상처는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어 유치원, 학교, 일터로까지 계속 이어지

며, 처음엔 소소했던 상처들도 같은 자리에 자꾸 모이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이러

한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상처를 인생의 가치 있는 한 국면으로 자연스럽게 받

아들이고, 상처를 준 상대방을 용서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또한 저자는 상처 받기 

쉬운 마음만이 사랑하는 마음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처음의 물음으로 돌아가 보자.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여러 번 상처받은 것처럼!”

1960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나 1986년 빈 대학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하

버드 대학 최고 경영자 과정을 마쳤다. 최연소 의원으로 선출된 1987년 이후 12년간 빈 

의회 의원을 역임하는 등, 오랜 시간을 정치계의 제일선에서 보냈다. 현재 고대의 지혜

와 첨단 경영이론을 접목한 컨설팅으로 미국과 유럽의 기업 및 정치인들에게 명망 높

은 경영 컨설턴트이자 상담가이며 교육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다. 

안드레아스 잘허 지음

살림출판사 | 2011

	 용서는	당신의	상처를	낫게	하자는	것이지	가해자의	상처를	낫게	하자는	게	아

니다.	(p.	256)

내가 아파보기 
전에는 절대
몰랐던 것들 

사서의 추천글 

저자소개  안드레아스 잘허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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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병, 평화의 길을 열다

사토 다다오 | 2008

체르노빌의 아이들 

히로세 다카시 | 2011

(삼켜야 했던) 평화의 언어 

임재성 | 2011

계로록(戒老錄) 『나는 이렇게 나이 들고 싶다』의 저자 소노 아야코가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2010년판 고령화백서’에 답한 『당당하게 늙고 싶다』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고

령화 사회 속에서, 어떠한 외부적 요인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자신만의 능력을 갖추어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7가지 능력에 대해 말한다.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직면한 

일본의 현실을 보여주듯 고령화사회 300만 일본인이 선택한 화제의 책으로 우리에게 

철저한 마음의 준비를 통하여 자립과 행복의 주체로 당당히 설 것을 말한다.

저자는 노년을 당당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자립할 것, 죽을 때까지 일할 것, 늙어서도 

배우고 자녀와 잘 지낼 것, 돈에 얽매이지 않는 정신을 지닐 것, 고독과 사귀며 인생을 

즐길 것, 늙음·질병·죽음과 친해질 것, 신의 잣대로 인생을 볼 것 등 7가지 능력을 이 

책에서 제시한다. 고령은 젊음과 마찬가지로 육체의 상태를 보여주는 수치에 불과하며, 

나이듦은 자격도 지위도 아님을 잊지 말도록 당부한다. 진정한 자립과 행복의 주체로 

스스로 당당해질 수 있는 노년의 지혜를 이 책에서 만날 수 있다. 

1931년 도쿄에서 태어나 성심여자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하였다. 1954년 『멀리서 온 손

님』이 아쿠타가와 상 후보가 되어 문단에 등단하였으며 수 십 년간 전 세계를 돌아다

닌  nGO 활동가이다. 아시아·아프리카 국제봉사재단 이사, 일본 문예가협회 이사, 해

외 일본인선교사 활동후원회 대표, 일본 오케스트라연맹 이사, 일본재단 회장을 역임

하였다.    

대표작으로는 『나는 이렇게 나이들고 싶다』, 『행복하게 나이드는 비결』, 『사람으로부

터 편안해지는 법』, 『세상의 그늘에서 행복을 보다』 등 다수가 있다.

소노 아야코 지음 | 리수 | 2011

	 나이를	먹음에	따라	자립은	더욱	중대차한	가치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립이

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며,	자신의	지혜로	생을	꾸려	간다는	의

미입니다.	내	힘으로	살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p.	34)

당당하게
늙고 싶다 

사서의 추천글 

저자소개  소노 아야코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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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탈지지 않은 평지는 없다 

이시헌 | 2011

한글로 통하는 논어

이권효 | 2011

언씽커블 

아만다 리플리 | 2009



저자는 무인도에 떨어진다 해도 꼭 가져가고 싶은 것들을 이야기할 때 단연 ‘음악’을 

1순위로 꼽는다. 그중에서도 이 책에서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기 위해 음악을 듣는 이

들에게 가족이 그리울 때, 친구가 생각날 때, 연인의 손을 잡고 싶을 때, 고독을 즐기고 

싶을 때 들을 수 있는 음반까지 각각 10장씩 묶어 총 40장의 음반내용으로 구성했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구하기 힘든 앨범은 제외했고, 클

래식이나 월드뮤직, 아트록 등의 장르도 피했다. 스티비 원더, 캐롤 킹, 마이클 잭슨, 쳇 

베이커, 핑크 플로이드, 레드 제플린, 너바나, 레이지 어게인스트 더 머신, 퀸, 비틀즈, 키

스 자렛, 라디오헤드, 지미 헨드릭스, 유투, 팻 메스니 등의 외국 뮤지션뿐 아니라 이문

세, 들국화, 김현식, 유재하, 어떤날 같은 한국 음악인들을 망라하여 소개한다. 또한 무

인도에 챙겨 가고 싶은 음악 7곡을 수록한 음반도 함께 제공한다. 오디션 음악프로그램

과 서바이벌 음악 프로그램 덕분에 ‘명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지금 여러 음반들과 다

양한 음악인들의 이야기를 엿볼 수 있는 책이다.

작곡가 겸 프로듀서로, 1994년 그룹 웬즈데이(Wednesday)로 데뷔했다. 

뮤지컬 <루나틱>, <비애로>, <그녀만의 축복>, TV 미니시리즈 <내 인생의 콩깍지>, TV 

뮤지컬 <고무신 거꾸로 신은 이유에 대한 상상> 등의 작사·작곡을 맡았으며, 한스밴드, 

파인애플, 해금소녀 등의 앨범을 프로듀스했다. 현재 프로젝트 그룹 위로(WERO)의 멤

버이고, 동덕여자대학교 방송연예과에 출강 중이다.

권오섭 지음 | 시공사 | 2012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음악	구급상자’가	필요하다.	나의	호불호	음악에	대해	약	

10분간	떠들	수	있는	음악주관을	만드는	것이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살아가는	21

세기	지혜로운	현대인의	덕목이다.	(p.	261)

무인도에
떨어져도 음악

사서의 추천글 

저자소개  권 오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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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클라시쿠스

김용배 등 | 2012

나의 서양음악 순례 

서경식 | 2011

결국, 음악 

나도원 | 2011

온 사회가 아픈 청춘을 걱정하고 위로할 정도로 만만치 않은 현실에서 많은 젊은이

들은 더 이상 꿈을 꾸지 않는다. ‘아프니까 청춘이다’[김난도 지음]에서는 스물넷의 청

춘을 아침 7시 12분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내 삶을 꿈꾸지 않기에는, 진정 내가 하고 싶

은 일을 찾기보다, 지금을 살기위해 해야 하는 것, 또는 안정적 생활만을 생각하고 살기

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 아닌가? 저자는 이 책에서 미치지 못해 미칠 것 같은 것이 젊음

이라고 말한다. ‘고뇌하지도 방황하지도 않고 오히려 너무 조용한 것이 젊음의 병’이라 

한다. 이 책에는 독자와 비슷한 상황에 있을 수도 있는 일곱 명의 젊은이들이 등장한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민경’, 안정적인 직업을 위해 교

사가 된 ‘나’, 고용시장에서 선택되지 않으니 스스로를 고용하겠다는 ‘승환’, 잘하는 일

을 하며 스스로를 세상에 표현하고 싶은 ‘지윤’ 등, 미래를 향해 탐험을 떠나는 젊은이

들의 고민이 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그 길을 찾아가야 할까? 7가지 고민과 그것

을 풀 7가지의 수수께끼가 담겨있다. 

삶을 시(詩)처럼 살고 싶다고 말하는 저자는 ‘변화’가 필요한 사람이 가장 먼저 기억

해 내는 사람 중 하나, 우리 시대 대표적 변화경영 사상가다. 20년간 직장 생활을 한 후, 

2000년에 변화경영연구소를 설립했다. 자유로운 전문가를 꿈꾸는 젊은이들의 영원한 

멘토인 그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글을 쓰고, 매년 한 권의 책을 펴낸다. 일주일에 3일 

이상 일하지 않으며, 이틀은 자유로운 날을 보낸다. 1년에 한달씩 여행을 떠난다는 그는 

자신의 삶을 사랑한다. 활발한 저술활동과 강연을 통해 하고자 하는 것은 ‘어제보다 아

름다워지려는 사람을 돕는 일’이고, 죽을 때까지 이 일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다.  

구본형 지음 | 뮤진트리 | 2011

	 나는	낮에도	꿈을	꿀	것이다.	내	꿈은	단순한	희망들과는	다르다.	나는	내	꿈을	

찾아낼	것이고,	거기에	나를	바칠	것이다.(p.	72)

미치지 못해
미칠 것 같은

젊음 

사서의 추천글 

저자소개  구 본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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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이 있는 거북이는 

지치지  않습니다

김병만 | 2011

청춘경영 

유지성 | 2012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깨닫게 되는 것들 

리처드 J. 라이더 | 2011



10년 동안 ‘민화를 세계로’라는 목표를 세우고 좋은 민화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

아다녔던 정병모 교수가 민화의 특색을 소개한 책이다. 책거리, 문자도, 까치호랑이, 운

룡도, 십장생도 등을 주제별로 나누어 민화의 독특한 예술세계를 알려준다.

안견, 정선, 김홍도와 같은 정통화가들의 유명한 그림은 아니지만 평범한 무명화가

들이 그린 민화라 하여 가치 없는 그림이 아님을 이 책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들은 천진난만한 그림을 통해 정통화가들과는 다른 자유로운 세계를 보여준다. 충분

한 그림 자료를 곁들여 쉽게 설명하고 있어 민화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독자들도 재

미있게 읽을 수 있다.

경주대학교 문화재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문화재청, 서울시, 경상북도, 조계종 

문화재전문위원 등을 지냈고, 국립민속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울산박물관 등의 자문

위원과 심의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저서로는 『한국의 풍속화』, 『미술은 아름다운 생명

체다』, 『사계절의 생활풍속』 등이 있다.

정병모 지음 | 다할미디어 | 2011

	 민화에서는	백수의	왕	호랑이가	까치뿐만	아니라	참새,	토끼	등	연약한	동물과

도	짝을	짓는다.	이것은	강한	자와	약한	자의	불공평한	관계를	동물을	통해	우화

적으로	풍자한	것이다.	(p.	200)

무명화가들의 반란

민화 

사서의 추천글 

저자소개  정 병 모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2012 휴가철에 

읽기 좋은 책 100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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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화이야기

윤열수 | 2001

(행복이 가득한 그림) 민화

부산박물관 | 2008

한국의 풍속화 

정병모 | 2000

솔직히 이 책은 읽기 쉬운 책은 아니다. 세계 최고의 독서가인 저자의 지식 덕분에 수

많은 책의 서명과 인명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책은 도서관의 뒤편에 숨겨

진 에피소드를 소개하여 도서관의 구조, 도서 분류 방법 등의 평소 도서관에 관한 우리

의 궁금증을 해소해 준다.

『밤의 도서관』은 도서관을 떠올리면 연상되는 15가지 주제인 신화, 정리, 공간, 힘, 그

림자, 형상, 우연, 일터, 정신, 섬, 생존, 망각, 상상, 정체성, 집을 통해 도서관과 책에 대

한 역사와 일화들을 낭만적으로 풀어낸다. 또한 단순히 도서관의 과거에 대한 소개만이 

아니라 현재 직면한 문제에 대한 의논과 함께 미래 도서관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한다. 

이 책은 한마디로 ‘기억을 보관하는 곳이지만 정작 도서관 자신에 대한 기억은 남기지 

못한 도서관을 위한 책’이라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작가이자 비평가, 번역가, 편집자이다. 십대 후반에 ‘피그

말리온’이라는 서점에서 점원으로 일하다가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를 만났고, 시력을 

잃어가던 그에게 4년 동안 책을 읽어주는 일을 했다. 전에도 유별나게 책을 좋아했지만 

이 만남을 계기로 망구엘은 더욱 독서에 탐닉하게 되고, 그에게서 얻은 문학적 영감을 

바탕으로 작가의 길을 걷게 된다. 

『독서의 역사』, 『나의 그림 읽기』, 『독서일기』, 『보르헤스에게 가는 길』, 『상상의 장소

들에 관한 사전』 등을 썼으며, 이를 통해 메디치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상을 수상하

고, 프랑스 정부로부터 예술·문화 훈장을 받았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태어나 1982년 캐나다로 이주했으며, 현재 프랑스에 살고 있다.

알베르토 망구엘 지음

세종서적 | 2011       

			 특별한	책을	찾아	헤맬	이유는	없다.	우연히	눈에	띄는	책을	펼치고	읽어라.		

(p.	266)

밤의 도서관 

사서의 추천글 

저자소개  알베르토 망구엘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국립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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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의 역사. 1-2 

알베르토 망구엘 | 2008

독서일기

알베르토 망구엘 | 2006

도서관, 그 소란스러운 역사

매튜 배틀스 | 2004



누구나 한번쯤은 사회초년생 시절 처음 시작하는 직장생활 속에서 인간관계나 업무

로 인해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을 것이다. 물론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여기 

33가지 직장과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상황에 따른 독서 처방을 내려주는 책 『서른

의 독서』가 있다. 

이 책 속 33가지 상황은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두 가지 이상은 현

재 고민하고 있을 법한 문제들이다. 아침 6시 눈뜨기가 죽기보다 싫을 때, 결심은 하지

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때 등 각각의 상황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책을 추천해 준다.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고민하는 이들이나 직장생활을 하

는 가운데 자신을 괴롭히는 문제가 있는 이들이 있다면 이 책을 통해 도움과 조언을 얻

을 수 있길 바란다. 

전라북도 전주에서 태어나 원광대학교 도시계획공학과를 졸업했다. 졸업 후 도시설

계팀에서 일했으며, 직업학교로 자리를 옮겨 부원장을 역임했다. 저자는 EBS <멘토부

모>, MBn <라디오, 책을 만나다> 등에 출연하였으며 중·고등학교, 기업체, 지역 도서

관, 독서클럽에 초청되어 강연활동 및 책을 통한 교류를 다수 진행했다. 

저서로는 『엄마의 이름으로 너의 꿈을 응원한다』, 『이럴 땐 이런 책을 읽어라』, 『좋

은 하루 되세요』 외에 다수의 산문집이 있으며, 서양화가로 다수의 입상경력과 전시 경

력이 있다. 

박자숙 지음 | 라이온북스 | 2011

	 어제	뛰던	대로	100미터만	뛰는	것과	그	100미터에	10미터를	더	뛰는	것의	차

이다.	바로	이것이	인생의	성패를	가른다.	(p.	181)

서른의 독서 

사서의 추천글 

저자소개  박 자 숙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2012 휴가철에 

읽기 좋은 책 100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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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땐 이런 책을 읽어라 

박자숙 | 2009

(서른살 직장인에게 열정ㆍ소통

ㆍ성과를 파는) CEO 책가게 

박자숙 | 2010

달빛 책방 

조안나 | 2011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세계사 진풍경』은 우리가 이제껏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

과 인물에 대한 환상을 깨게 하는 책이다. 저자는 역사적 위인들이 영웅이기 전에 우리

와 닮은 인간이었음을 알려주고 또한, 역사적 반전에 따른 독자들의 충격을 위트와 개

그로 승화시켜준다.

이 책은 이제껏 정도로 알고 있는 학습된 세계사의 이면을 다시 들여다보는 재미를 

넘어 제대로 된 역사에 대해 재발견을 할 수 있다. 잔 다르크의 영웅 만들기 배경이나 

실제의 죄명, 나폴레옹의 키에 대한 진실, 에디슨의 비틀린 욕망, 그레이스 켈리의 기획

된 이벤트적 로맨스의 진실 등 하나같이 상식 밖 이야기들로 가득하다. 

저자 이성주는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독창적 글쓰기 활동으로 문화 전반을 종

횡무진 넘나드는 문화콘텐츠 창작자. ‘역사는 고루하지도, 현실과 괴리되어 있지도 않

으며, 언제나 현실과 함께 있다’고 믿고 있는 저자는 『엽기 조선왕조실록』을 시작으로 

『엽기 조선풍속사』, 『엽기 세계사』 등을 펴내며 기존의 문법에서 탈피한 색다른 글쓰

기로 역사 읽기의 새바람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또한, 일찍이 인터넷과 신문, 잡지 등

에서 기발하고 독창적인 글쓰기를 해왔으며, 전쟁사 연구에 푹 빠져 민간 군사전문가

로 활동하기도 했다. 그 무렵 써낸 책들이 『팬더의 전쟁견문록 상·하』와 『영화로 보

는 20세기 전쟁』이다. 이 외에도 역사에 영향을 끼친 성 이야기를 담은 『역사의 치명

적 배후, 성』을 펴냈다.

이성주 지음 | 추수밭 | 2011

	 잔	다르크에게	덮어	씌워진	갖가지	죄명은	사실	영국	측의	조작과	강압에	의해	

만들어진	것들이었다.	그녀의	진짜	죄명은	‘남성복	착용’	뿐이었다.	(p.	46)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세계사 진풍경 

사서의 추천글 

저자소개  이 성 주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국립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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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조선왕조실록

이성주 | 2011

과거 침묵시키기 :

권력과 역사의 생산 

미셸-롤프 트루요 | 2011

세계사최대의전투 : 

모스크바 공방전 

앤드루 나고르스키 | 2011



근대 개화기 문물의 상징이었던 서양인 호텔을 통해 대한제국 말기 서울의 풍광을 소개

하고 있는 『손탁호텔』은 ‘근대 서울의 역사문화 공간’ 시리즈의 두 번째 책이다.

서울 정동 29번지에 위치했던 ‘손탁호텔’은 ‘이토 히로부미’가 머물며 을사조약체결을 배

후하고 친미친러파 정객들이 회합하는 등 구한말 서구열강이 외교 각축을 벌인 역사현장

이라는 점과 호텔 주인 ‘미스 손탁(孫澤孃)’이 고종과 명성황후의 측근으로 궁중·외교 비

사(秘史)의 중심인물이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사교문화와 근대 서양문물이 퍼져나간 진원

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 책에서는 ‘손탁호텔’과 같은 근대 개화기 서양인 호텔의 역사

를 다방면으로 조명하며 당시의 정치·사회상을 다양한 사진 자료와 함께 보여 준다. 또

한, 커피·활동사진·당구장·신식결혼식·궁궐입장료 등 우리 생활을 바꾸어 놓은 여러 

가지 개화기 문물을 하나씩 짚어가고, 최초로 자전거를 탔다고 알려진 ‘서재필 박사’의 일

화처럼 풍물들의 유입에 담긴 상식의 반전도 들려준다. 일제강점기에 비운의 역사 속으로 

사라진 ‘손탁호텔’의 흔적을 통해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소소한 생활사와 그 당시 서울

의 모습을 그려 볼 수 있을 것이다.

저자 이순우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나왔고 현재는 ‘우리문화재자료연구소’ 

소장으로 대한제국말기와 일제총독시절에 관한 저서를 집필했다. 

저서로는 『제자리를 떠난 문화재에 관한 조사보고서, 하나』, 『제자리를 떠난 문화재에 

관한 조사보고서, 둘』, 『테라우치 총독, 조선의 꽃이 되다』, 『그들은 정말 조선을 사랑했

을까』, 『통감관저, 잊혀진 경술국치의 현장』, 『꼬레아 에 꼬레아니 (사진해설판)』, 『근대

서울의 역사문화공간 : 정동과 각국공사관』 등이 있다.

이순우 지음 | 하늘재 | 2012

	 1989년에	미스	손탁이	하사받은	유서	깊은	정동의	벽돌양관은	그	내력을	제대

로	기억해주는	사람조차도	별로	없이	딱	100년의	세월을	넘기기	직전에	그렇게	사

라지고	말았다.	(p.	180)

손탁호텔 

사서의 추천글 

저자소개  이 순 우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2012 휴가철에 

읽기 좋은 책 10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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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과 각국공사관 

이순우 | 2012

100년전의 기억 대한제국

국립고궁박물관 | 2010

서울풍광 

홍순민 | 2009

누군가 그렇게 말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영화 또한 그러한 것 같다. 그냥 편하게 

앉아 보면 그뿐인 것 같지만 사실 모든 영화에는 역사와 시대적 상황, 그리고 만든 사

람의 가치관이 묻어있기 때문에 영화를 볼 때 그 밑에 깔린 의미까지 읽는다면 우리는 

관람료의 몇 배 이상을 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독자에게 친근하게 말 걸기 위한 강의 형식으로 쓰여 있다. 이 책을 통해 앞

으로 우리는 수많은 인물을 만나게 된다. 모세, 진시황, 알렉산드로스, 황비홍, 사이고 

다카모리…….  모두가 주연배우의 크레딧이지만, 이 책은 주연배우만을 부각하지 않

는다. 영화가 주연배우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듯, 역사도 영웅의 힘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인간세상이란 ‘무대’가 있고 신의 의지라는 ‘연출’이 있고 거기에 수많은 민초들

의 삶과 희생이 있어 역사는 발전해왔다고 저자는 말한다. 이 책을 통해 그동안 우리가 

무심히 보았던 영화에서 역사가 훨씬 가까워 질 수 있음을 알게 되고, 또한 영화로 공

부하는 지식탐험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서울에서 태어났다. 동국대학교 연극영화학과와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를 마치고 지금은 서일대학교 영화방송과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한편, 지금도 불철

주야 영화 만드는 작업 또한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그런 와중에도 독자들에게 영화와

는 또 다른 글쓰기의 참맛을 드문드문 선사해주고 있다. 

김익상 지음 | 창해 | 2011

	 영화<300>의	소재가	된	그리스와	페르시아	전쟁의	가장	강렬하고	처절했던	싸

움,	‘테르모필레	전투’는	동서양의	문명이	다른	길을	걷게	된	계기이자	서양이	동

양의	지배를	벗어나	독자적인	길을	걷게	된	시발점이	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

다.	(p.	101)	

스크린에 숨은 
세계사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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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과학041

알기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 세계사

신한국사연구회 | 2012

알기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 신한국사 

신한국사연구회 | 2012

키워드로 읽는 동아시아

최원식,백영서,신윤환,

강태웅 엮음 | 2011



 “행운과 우연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 라는 물음으로 시작하는 이 책은 살아가는데 

있어서 관점의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준다. 관점이란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

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또는 처지이다. 저자는 이러한 관점의 변

화가 삶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바꾸고, 변모된 인식과 태도가 존재의 가치를 재설정하

며, 세계를 재창조한다고 주장한다. 이 책에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총 30가지의 

실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관점들이 제시되어 있다. 

행운은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우연이 아니다. 노력하고 준비하는 자에게만 찾아오는 

것이다. 우연이 아닌 행운을 추구하는 관점의 변화가 성공을 만들 것이라는 저자의 말

처럼 오늘부터라도 관점을 변화시켜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연세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한 저자는 『매일경제』, 『파이낸셜뉴스』 기자를 거쳐 현재 

(주)이니야 대표를 맡고 있다. 생은 즐기라고 태어난 것, 그래서 즐거운 삶을 지배하는 

깊은 원리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작가이다. 기자 출신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 경험

과 역사에서 찾은 선자들의 깊은 이해를 통해 삶의 속살을 드러내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저서로는 『승자, 위기를 극복하는 리더의 조건을 말하다』 등이 있다.

정보철 지음 | 비전코리아 | 2011

	 성공의	룰은	간단하다.	모든	일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	하나요,	그	어려

움을	이기는	사람이	승자라는	것이	둘이다.	이	간단한	룰을	알고도	몰라서	우리는	

길게	돌아간다.	역경을	회피하려고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조금	달리	생각해보면	

역경은	회피할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역경의	

시기가	바로	우리	삶의	전환기이기	때문이다.	(p.	173)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한 끗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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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과학042

못난 자신 버리기

코이케 류노스케 | 2011

탈무드에서 

마크 저커버그까지

김욱 | 2011

생각의 일요일들

은희경 | 2011

좋은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책이다. 그림을 먼저 보고 작가가 들려주는 짤막

한 이야기를 읽고 나면 책장을 앞으로 넘겨 다시 그림을 보게 된다. 이렇게 옛 그림을 

한 번 두 번 더 보고 나면 그림이 더 정겹게 느껴진다. 작가는 옛 그림 보면 옛 생각 나

는 이유가 마음씨가 곱고 정이 깊은 그림들이라서 그렇다고 하였다. 이 책을 보고 있노

라면 그 말이 공감이 간다. 는적거리다, 데데하다, 넘실하다 등 잘 사용하지 않는 예쁜 

우리말을 많이 만날 수 있다는 점도 이 책의 장점이다. 본문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순

으로 그림을 소개하고 있고, 책 끝에는 화가 소개와 그림 목록이 있다. 

오랫동안 신문사에서 일하며 미술에 대한 글을 써왔고, 스테디셀러 『그림 아는 만큼 

보인다』, 『그림 보는 만큼 보인다』, 『꽃 피는 삶에 홀리다』 등을 지은 미술 칼럼리스트이

다. 사단법인 ‘우리문화사랑’ 운영 위원이자 학고재 주간으로 일한다.

손철주 지음 | 현암사 | 2011

	 오이	철에	안	어울리는	국화를	그려놓은	까닭은	뭔가.	국화	뿌리를	적신	물을	

마시면	오래	산다는	옛	기록이	있다.	국화는	일쑤	‘장수’와	통한다.	홍진구가	들려

주는	얘긴즉슨	이렇다.	“자손	많이	낳아	다복하시고	오래토록	수를	누리십시오.”	

(p.	91)

옛 그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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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과학043

그림공부, 사람공부

조정육 | 2009

나는 오늘 옛 그림을 보았다 

허균 | 2004

이야기 그림 이야기 

이종수 | 2010



대중가수들의 오페라 도전기인 <오페라 스타>라는 TV 프로그램에서, 바리톤의 따뜻한 

목소리와 위트 넘치는 입담으로 관객들이 편안하게 오페라를 즐길 수 있게 조언을 했던 

멘토 ’서정학’의 이 책은 오페라를 즐기고 싶고,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 오페라로 가는 지름

길을 안내해 준다. 이 책에서는 현존하는 오페라 중 가장 대중적이고 재미있는 20개의 오

페라를 선정하여, 어려운 시대나 작곡가별로 소개하기보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4개의 감

정인 희로애락으로 나눠 설명하고 있으며, 오페라를 먼 외계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 야

망, 질투, 일, 전쟁 등과 같이 현대에 사는 우리와 똑같은 문제로 고민하는 민중의 이야기

라고 말하고 있다. ‘로시니’가 재활용 서곡을 사용하여 만든 <세비야의 이발사>, 음악과 가

극을 결합시켜 대중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려 했던 ‘거슈윈‘의 꿈이 담긴 <포기와 베스>, 

벨칸토 창법을 좋아했던 ‘도니제티‘의 테너를 위한 장엄한 선율의 아리아인 ‘남몰래 흘리

는 눈물’ 등 다양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가득한 이 책을 통해 오페라의 세계로 입문해 보길 

바란다. 지루하고 어려울 것 같았던 오페라에 관한 편견도 그의 해설과 함께 읽다보면 어

느새 쉽고 재미있어질 것이다.

저자 서정학은 동양인 최초로 미국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극장과 유럽 최고의 무대인 비

엔나 국립극장을 정복한 한국 최초의 남자 성악가이다. <뉴욕 타임즈>로부터 “관객을 사로

잡는 강렬하고 세련된 음색으로 화려하고 생동감 넘치는 무대를 선사하는 성악가”라는 평

가를 받은 그는 1993년 <팔스타프>를 시작으로 <루치아>, <파우스트>, <나비부인>, <카르멘>, 

<박쥐>, <로미오와 줄리엣>, <세비야의 이발사>, <라 트라비아타>, <라 보엠>, <돈 카를로> 등 

오페라 무대와 ‘2005 부산 aPEC 정상회담 기념 콘서트’, 카네기홀과 케네디센터에서 열렸

던 ‘IMF 나라사랑 음악회’등 다양한 무대를 소화해냈다. 최근 서정학은 공연무대 뿐만 아니

라 TVn <오페라 스타>의 멘토로도 활약하며 유쾌한 입담과 재치 넘치는 해설로 오페라가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대중들이 쉽게 오페라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서정학 지음 | 시드페이퍼 | 2011

	 오페라는	오늘날	만들어진	음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낯선	것이지	어려

운	것은	아니지요.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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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과학044

프리마돈나 김영미처럼 

김영미 | 2010

내 마음의 아리아 

안동림 | 2011

오페라 366 

백남옥 | 2011

잭 캔필드와 마크 빅터 한센이 전 세계 수천만 독자에게 선물한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시리즈의 최신판으로, 생의 한복판을 걷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영혼과 가슴을 적

시는 보석같은 이야기들이 담겨있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가 삶에게 묻고, 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

나는 오늘 죽어가고 있는가, 살아가고 있는가?’, ‘간절하게 되찾고 싶은 한 가지는 무엇

인가?’, ‘용서 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했는가?’ 등의 질문이다. 저자는 인생에 대한 질문

이 중요하지만 정답이란 존재하지 않고 ‘오답’ 또한 존재하지 않으므로 오직 ‘나 자신의 

답’을 찾아보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한다. 

책에는 인생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묻고 답해야 할 101가지 질문들과 자기 인생의 답

을 찾아낸 사람들의 땀과 열정, 그리고 감동의 이야기들이 들어 있다. 우리의 삶을 충만

하게 회복시켜줄 따뜻한 이야기를 통해 생의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삶에게 묻고 삶에

게 답해야 할 참된 가치들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잭 캔필드는 인간의 잠재력과 효율성 개발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전문가이며, 

마크 빅터 한센은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 받는 ‘동기부여 전문가’이다. 이 두 사람이 함

께 저술한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와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는 각 47개 

언어, 38개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 수천만 독자들의 인생을 치유하고 회복시킨바 있

다. 이처럼 치유하고 보듬기에 더없이 좋은 이들의 이야기를 다시 읽고 싶다는 독자들

의 열렬한 지지와 요청에 힘입어 2012년 두 사람은 다시 뜻을 합쳐, 『죽기 전에 답해야 

할 101가지 질문』을 세상에 내놓았다.

잭 캔필드, 마크 빅터 한센 지음

토네이도미디어그룹 | 2012

	 우리는	매일	잃고,	놓치고,	잊고	살아가잖아,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를	때

는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매기보다는	잠시	멈춰	서서	내가	되찾아야	할	간절함이	무

엇인지를	생각하는	게	현명한	태도가	아닐까	싶어.	(p.	120)	

죽기 전에 
답해야 할 

101가지 질문 

사서의 추천글 

저자소개  잭 캔필드, 마크 빅터 한센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국립중앙도서관 

- 

53

인문과학045

나이와 함께 행복을 초대하라 

데이비드 니븐 | 2011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 민 | 2012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 2011



이 책의 주제는 ‘라이프 로그’다. ‘라이프 로그(Life log)’란 ’인생이나 일상(라이프)의 

기록(로그)‘이라는 의미로,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난 일이나 보고 들은 것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을 카메라로 찍어 둔다든지, 자신

이 간 장소나 경로를 기록해 놓는 일, 책을 읽고 난 뒤 목록을 만들고 감상을 남기는 일 

등이 ‘라이프 로그’이다. 이러한 ‘라이프 로그’를 직접 손으로 쓰거나 종이 자료 또는 메

모지를 그대로 붙여 놓은 것이 바로 ‘라이프 로그 노트’이다.

저자는 ‘라이프 로그 노트’는 언제나 가지고 다니며, 자신이 한 일, 본 것, 먹은 것 등

의 기록을 남기는 것으로, 쓰기, 붙이기, 다시 읽기의 3단계 ‘라이프 로그 노트법’ 규칙

과 노하우를 소개한다. 우리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하루하루를 ‘확고한 체험’으로 만들

고, 시간이 지나 잘못된 나를 보며 새로운 자신으로 바꿔 나갈 수 있는 특별한 노트 비

법을 통하여 ‘새로운 나’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란다. 

1981년 오사카에서 태어나 도시냐 대학 문학부를 졸업한 뒤 출판사와 신문사를 거

쳐 독자적인 정리 기술을 공개한 『메모력』으로 데뷔했다. 메모와 노트 활용법에서 발상

기술, 정보 수집과 활용, 지적 생산 기술까지 알기 쉽게 설명해 젊은 비즈니스맨을 중

심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노트 시리즈』는 일본에서 50만 부 이상 팔리고 있

는 베스트셀러다.

오쿠노 노부유키 지음

북스마니아 | 2011

	 그저	행동을	적기로	결정하고	실행하기만	해도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항상	의식하게	된다.	그	결과	저절로	자기	관리가	시작되는	것이다.	(p.	55)

지금, 인생을
라이팅 하라

사서의 추천글 

저자소개  오쿠노 노부유키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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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의 시대 

강신주 | 2011

나는 장자다 

왕명 | 2011

(일생동안 꼭 피해야 할)

생각의 함정 

사오유에 | 2011

당신은 얼어붙은 감성을 깨뜨리고 잠자던 세포를 깨우는 도끼 같은 책을 만나 본 적

이 있는가?  

박웅현 인문학 강독회 『책은 도끼다』. 이 책은 ‘책 들여다보기’라는 주제로 이루어진 

저자의 강독회를 책으로 정리한 것으로, 저자 박웅현이 자신만의 독법으로 창의력과 감

성을 깨운 책들을 소개한다. 

저자가 “김훈”을 왜 좋아하고, “알랭 드 보통”에 왜 빠지며, “고은”의 시가 왜 황홀한

지, 실존주의 성향이 짙은 지중해풍의 “김화영”, “알베르 카뮈”, “장 그르니에”, “니코스 

카잔차키스”에 왜 전율하는지를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리고 아무도 이길 수 없

는 ‘시간’이라는 시련을 견뎌낸 고전들의 훌륭함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제 당신에게 울

림을 줬던 책들을 찾아보길 권한다. 어렵다면 이 책에서 저자가 소개해준 책들부터 시

작해 보는 건 어떨까?

저자 박웅현은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뉴욕 대학에서 텔레커뮤니케이

션 석사 학위를 받았다. 제일기획에서 광고 일을 시작해 지금은 TBWa KOREa의 ECd

로 일하고 있으며 칸국제광고제, 아시아퍼시픽광고제 심사위원을 맡기도 했다. 

대표적인 카피 또는 캠페인으로 <사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지킬 것을 지켜가는 남

자>, <그녀의 자전거가 내 가슴속으로 들어왔다>,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넥

타이와 청바지는 평등하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사람을 향합니다>, <생각이 에

너지다>, <진심이 짓는다>, KTF<잘 자, 내 꿈 꿔!>캠페인, 던킨도너츠<커피 앤 도넛>, SK 

텔레콤 <생활의 중심>캠페인, 네이버 <세상의 모든 지식>캠페인들이 있으며, 저서로는 

『인문학으로 광고하다』 등이 있다. 

박웅현 지음

북하우스 퍼블리셔스 | 2011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동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지식이	많

은	친구들보다,	감동을	잘	받는	친구들이	일을	더	잘합니다.	감동을	잘	받는다는	

건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p.	51)

책은 도끼다 

사서의 추천글 

저자소개  박 웅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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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 

알랭 드 보통 | 2012

나무에 새긴 마음 

이철수 | 2011

자전거 여행 

김훈 | 2004



대중음악평론가 차우진의 첫 번째 산문집 『청춘의 사운드』는 지난 10여 년간 저자가 

기고해온 글들을 모아 엮은 것으로 음악에 대한, 청춘에 대한, 또 21세기에 대한 책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에는 ‘옥상달빛’의 <없는게 메리트>와 <하드코어 인생아>, ‘10CM’의 <오

늘밤은 어둠이 무서워요>, ‘가을방학’의 <가을방학> 등 인디그룹의 음악부터 ‘브라운 아

이드 걸스’의 <abracadabra>, ‘샤이니’의 <JOJO>, ‘uV’의 <집행유애> 등 메이저그룹들의 

음악까지 모두 30여 팀의 앨범과 곡들이 다양한 이야기들과 함께 어우러져 있다.  ‘브로

콜리 너마저’의 <앵콜요청금지>라는 노래에는 언젠가 끝나기 마련인 노래처럼 인생 역

시 그대로 관통해야 하며 우리 모두 그렇게 어른이 되자는 이야기가 들어있고, ‘장기하

와 얼굴들’의 <싸구려 커피>라는 노래에는 젊음은 열정도 뭣도 아닌 그저 어떤 시간일 

뿐이라는 젊은 날의 불확실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들어있다. 청춘의 시

기, 어려운 환경 속에 좌절하고 있다면, 책 속에 소개된 노래를 들으며 저자의 이야기에 

빠져 보자. 저마다 갖고 있는 고민들이 어느 샌가 위로받고 있을 것이다.

저자 차우진은 1999년부터 잡지에 글을 썼고 2001년부터 음악웹진 ‘WEIV’ 운영에 손

을 보태고 있다. «씨네21», «한겨레21», «GQ», «나일론» 등의 매체에 음악 및 

방송에 대한 글을 썼고, 『아이돌』, 『한국의 인디레이블』, 『자전거,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

는 아홉 가지 매력』 등의 단행본에 참여했다. 저자는 “여전히 ‘대중음악평론가’라는 말

은 어색하지만, 비겁해지지 않겠다”고 말한다. 또한 음악 산업과 온라인 생태계에 특

히 관심이 많다.

차우진 지음

한국물가정보 | 2011

	 이	모든	부작용에	대해	<앵콜요청금지>와	<보편적인	노래>는	격려	아닌	위로

를	보낸다.	‘그러니까	잘하라’고	말하는	대신	‘모자라고	서툰	게	당연하다’고	노래

한다.	(p.	66)

청춘의 사운드 

사서의 추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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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이 속삭이는 너의 이름을

강민석 | 2011

세시봉 이야기 

김종철 | 2011

결국, 음악 

나도원 | 2011

최재천 교수가 전작 『과학자의 서재』에서 미처 진열하지 못한 책들을 모아 『통섭의 

식탁』을 마련했다. 통섭의 식탁? 왜 통섭인가에 대해 저자는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

해서는 전공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넓히기 위한 기획독서가 필요하며, 기

획독서야말로 당신을 미래 사회가 추구하는 통섭형 인재로 만들어주기 때문이라고 이

야기한다. 

이 책은 기획독서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애피타이저에서부터 메인요리, 디

저트, 일품요리, 퓨전요리 등 서양식 코스요리에 비유해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에서부

터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경계를 넘나드는 책까지 총 56권의 책과 각 책마다 ‘더 읽어볼 

책’들을 함께 소개하여 풍성한 지식의 만찬으로 안내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동물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생태학부에서 석사

학위를, 하버드대학교 생물학과에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서울대학교 생

명과학부 교수를 거쳐 현재는 이화여자대학교 에코과학부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미

시간대학교 명예교우회 연구원 시절부터 전공과 장르의 구분 없이 다양한 책을 읽어오

면서 ‘각종 책을 많이 읽어내는 학자’로 정평이 난 그이기에 서평과 추천사 요청이 끊이

지 않는다. 베스트셀러보다 숨어 있는 좋은 책의 깊은 맛을 주로 소개하는 그의 글에는 

생명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통합적인 사고가 잘 베어 있다. 『과학자의 서재』, 『생명이 있

는 것은 다 아름답다』를 비롯해 30여 권의 책을 쓰고 번역했다.

최재천 지음 | 명진출판 | 2011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이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진정한	소통을	원한다

면	우선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서	토머스	모어는	말한다.	“진정으로	다른	사

람이	‘다를’	수	있도록	해준다면,	스스로	‘달라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고	생각

한다.	두	다른	사람이	하나의	삶을	공유하는	문제에서	풍요로움은	다름에	달려	있

다.”	(p.	81)

통섭의 식탁 

사서의 추천글 

저자소개  최 재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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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의 서재

이채윤 | 2011

그들은 어떻게 읽었을까 

홍상진 | 2012

독서혁명 

곽동우 | 2011



노벨상은 스웨덴의 화학자 알프레드 노벨의 유산을 기금으로 1901년 제정된 상이다. 

해마다 물리학, 화학, 생리의학, 경제학, 문학, 평화의 6개 부문에서 인류문명의 발달에 

공헌한 사람이나 단체를 선정하여 수여한다. 마리 퀴리가 1903년 여성 최초로 노벨상을 

수상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39명의 여성이 노벨상을 받았다.

이 책은 5%에 불과한 여성 노벨상 수상자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어느 부문 수상자인

지 관계없이 노벨상 수상 순서대로 그녀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미얀마 정치가 ‘아웅산 수치’,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남아공 작가 ‘나딘 고디머’ 등 여러 

분야에서 최고 경지에 오른 ‘특별한 그녀들의 이야기’는 가슴 뛰는 삶을 살고 싶은 사람

들에게 긍정적인 자극제가 될 것이다.

1950년 독일 스파이어에서 출생하였고, 국민경제와 사회학을 전공했으며 캐나다와 

중국에서 유학하였다. 1980년 이래 주로 저술활동에 전념해왔다. 최근에는 뤼벡에서 프

리랜서 기자와 작가로 살아가고 있으며, GEdOK-문학상을 수상하였다.

샤를로트 케르너 편저

세창미디어 | 2011

	 권력이	인간을	타락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을	잃는다는	공포가	권력자들

을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p.	219)

특별한 그녀들의 
노벨상 Story

사서의 추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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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멸의 여인들 

김후 | 2009

20세기 여인들 성상, 우상, 신화 

카트린 칼바이트 | 2001

노벨상과 여성과학자들 

울라 펠싱 | 1999

우베 뵈셰마이어는 심리학, 철학, 신학을 공부하고 30여 년간 독일 일간지 『함부르

거 아벤블라트』의 칼럼 ‘사람과 사람’을 통해 독자들이 보낸 다양한 고민과 질문에 답

해왔다. 

칼럼이 호응을 얻자 함부르크 한복판에 ‘인생의 학교’를 열고, 하루에 하나의 주제를 

정해 강연을 하여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이 책은 저자가 ‘인생의 학교’에서 강연

을 한 수업내용과 자신의 경험, 지식을 담고 있다. 행복, 사랑, 자신감, 화해, 용서, 꿈, 

성공 등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가치들을 돌아보고, 행복한 삶의 의미를 찾는 방향을 이 

책은 제시하고 있다.

1939년 독일의 오라니엔부르크에서 출생. 심리학과 철학, 신학을 전공하고 실존분석

학과 로고테라피를 연구했으며, 1975년부터 30여 년간 독일 일간지 『함부르거 아벤블

라트』에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저자는 더 많은 사람들과 삶의 의미에 대해, 어떻게 살

아야 하는가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인생의 학교’를 열어 운영하고 있다.

우베 뵈셰마이어 지음

서돌 | 2011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해	불평하고,	새로운	변화가	찾아오기만을	기다리는	

대신,	지금	이	순간,	이	장소가	더없이	편안하다고	생각해보라.	너무	행복하지	않

은가?	멀리서	보물을	찾지	마라.	오늘	당신이	있는	이	장소에서	보물을	찾아라.	

(p.	59)

행복이 낯선 
당신에게 

사서의 추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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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각몽, 또 다른 현실의 문

카를로스 카스타네다 | 2011

우리, 다시 좋아질 수 있을까 

박성덕 | 2011

인생의 고비에서 망설이게 

되는 것들

이영만 | 2011



우리는 늘 미래를 꿈꾼다. ‘개인의 삶과 사회를 바꿀 33가지 미래상’이라는 부제의 ‘10

년 후 세상’은 숨 가쁘게 발전하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변화로, 먼 미래가 아니라 누

구에게나 현실감 있게 다가설 수 있는 10년 후의 세상에서 개인의 삶과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실현가능성의 기준에서 충분히 가까워진 미래를 내다보는 책이다.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 ‘자원 고갈’, ‘글로벌 체제의 변화’, ‘네트워크

의 진화’의 다섯 가지 화두를 가지고 단기적인 트렌드를 예측하는 차원을 뛰어넘어 중

장기적인 과학기술 수준, 파급효과, 사회변화상 등을 보여주며 개인과 기업에게 나아

갈 길을 제시하고 있다.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를 비롯해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 전상인 한국미래학회 회장, 

이덕환 서강대 교수 등 16명의 각 분야 전문가들의 분석 및 전망과 중앙Sunday 미래

탐사팀 전문기자들의 현장 취재로 발간되었다. 21세기 과학기술 발전과 사회현상에 맞

춰 새로운 어젠다를 제시하고, 2020년대 우리 사회가 맞닥뜨릴 좌표를 찾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혜를 모색하자는 취지의 «중앙Sunday»창간 4주년 기획 ‘10년 후 세

상’을 미래탐사팀이 총괄했다. 

중앙일보 중앙Sunday 

미래탐사팀 지음

청림출판 | 2012

	 로봇이	일종의	자유의지를	가진	새로운	종(種)으로	발전하면서	인간과	공존할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	스마트폰	환경에서	길찾기,	통역,	정보검색	등에	쓰이는	

각종	애플리케이션들이	향후	수십	년	뒤에는	어떤	형태로	진화할지	상상해보자.	

(p.	221)

10년 후 세상 

사서의 추천글 

저자소개  중앙일보 중앙Sunday 미래탐사팀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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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10년후를 말한다 

한동만 | 2011

트렌드 코리아 2012

김난도 등저 | 2011

캠퍼스 밖으로 나온 사회과학 

김윤태 | 2011

일에서나 가정에서, 취미생활에서나 별 문제없이 모든 일이 잘 돌아가는데 이상하게

도 텅빈 느낌이 들 때가 있다. 독일의 심리학자 마야 슈토르히와 정신의학자 군터 프랑

크가 현대인의 이 이상하게도 텅 빈 느낌의 이유를 알려주며,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

요한 것은 휴식임을 깨닫게 해준다.

‘마냐나 능력’은  ‘휴식할 줄 아는 능력’ 이다. ‘마냐나’는 ‘내일’ 또는 ‘나중에’를 의미

하는 스페인어로 이 책에서는 부교감신경을 집중적으로 활성화하는 능력, 즉 휴식능

력을 뜻한다. 마냐나 능력은 성취를 중지하고 몸과 삶을 즐기는 능력이다. 휴식능력은 

멈추고 싶을 때 멈추고, 쉬고 싶을 때 쉬는 능력이며, 우리들의 행복을 결정함과 동시

에 삶의 질을 높여 준다. 이 책은 우리들의 휴식능력을 체크하고 부족한 능력을 키우

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조언해 주며, 마냐나 능력을 통해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마야 슈토르히  심리학자, 심리드라마작가, 심리분석가이며 전문 분야는 인성발달과 

심리 치료다. 베스트셀러 저자로서  『강한 여자가 사랑에 빠지면』, 『나의 자아 무게』,  

『강한 여자는 강한 남자를 찾는다』, 『현명한 결정의 비밀』 등을 출간한 바 있다.

군터 프랑크  일반 의학 전문의이자 자연요법 치료사다. 전문 분야는 스트레스 관리와 

식이요법 치료다. 저서로 『식사 특허』, 『피트니스 오류 사전』 등을 펴낸 바 있다.

마야 슈토르히, 군터 프랑크 지음

동아일보사 | 2011 

	 사람들이	선승(禪僧)에게	충만한	삶을	영위하는	비밀이	무엇인지	물었다.	선승

이	대답했다.	“나는	설	때는	서	있다.	나는	앉을	때는	앉아	있다.	나는	먹을	때는	

먹고	있다…”	(p.	102)

휴식능력
마냐나

사서의 추천글 

저자소개  마야 슈토르히, 군터 프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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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심리코드 

황상민 | 2011

놀이, 유년기의 예술 

V. Glasgow Koste | 2011

8주간의 자기사랑연습 

로버트 홀든 | 2011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화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군사적 안전보장을 가장 먼저 떠올

리곤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 없이도 평화에 대한 남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온 코스

타리카라는 나라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다.

코스타리카인들이 즐겨 쓰는 ‘푸라 비다Pura vida/Pure life(순수하고 소박한 생활과 

인생)’라는 말이 담은 의미를 살펴보면 그들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삶의 모습을 조금이

나마 예측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단순히 국가에 ‘군대’라는 시스템이 없다는 독

특한 사실 뿐만 아니라, 코스타리카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와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에 관한 총체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

군대를 잊고 사는 코스타리카인들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행복과 평화의 의미에 대해 

일본인 저자가 전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자. 코스타리카라는 새로운 나라에 대해 앎과 동

시에 생활 속 깊숙이 배여 있는 그들의 사상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코스타리카 연구자인 아다치 리키야는 리쓰메이칸대학 대학원 국제관계연구과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1999년부터 코스타리카에 머물며 국립 나시오나르대학 대학원 박사 

과정에 진학했다가 2000년에 중퇴했다. 

다큐멘터리 영화 <군대를 버린 나라> 어시스턴트 프로듀서로 일했고, 지금은 평화 여

행 기획, 평화 문제와 교육 문제 등에 관한 집필, 강연, 워크숍을 하며 ‘피스 코디네이터’

로 활동하고 있다. 『평화를 만드는 교육』(공저), 『비무장 국가』 등을 펴냈다.

아다치 리키야 지음

우리교육검둥소 | 2011 

	 코스타리카	사람들은	그러한	‘세계의	상식’을	태연하게	전면	부정하고	비무장

을	감행한	것이다.	나는	그들을	안데르센	동화	<벌거숭이	임금님>에서	“임금님은	

벌거숭이!”라고	소리치던	아이처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p.	20)

군대를 
버린 나라 

사서의 추천글 

저자소개  아다치 리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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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병, 평화의 길을 열다

사토 다다오 | 2008

체르노빌의 아이들 

히로세 다카시 | 2011

(삼켜야 했던) 평화의 언어 

임재성 | 2011

2000년 국제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독일 최우수 학교로 선정되어 혁신학교의 모형으

로 자리 잡게 된 독일의 헬레네 랑에라는 학교가 창의력과 자율성을 원칙으로 한 교육

개혁의 이상을 가진 교육법을 가지고 이를 실현해 나가면서 교사와 학생들이 스스로 이

뤄내는 과정을 담아낸 책이다. 

교육의 개혁을 이뤄내기까지 19년간 헬레네 랑에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진취적이고 

혁신적인 학교를 꿈꾸며 창의력의 바탕을 마련해준 교장 에냐 리겔이 있었으며 그녀

는 혁신학교를 꿈꾸는 교사와 부모, 교육관계자들을 위해 학교 혁신의 경험을 풍부하

고 현실감 있게 들려주고 있다. 

이 책은 자유글쓰기, 종교수업, 연극 활동 등 교육활동의 사례와 교사공동체, 학업성

적의 평가, 사회정치적 참여 등의 교육의 질적 내용과 새로운 학교운영방식을 체험사례

로 설명하면서 앞으로 미래의 교육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 에냐 리겔은 10년간 다양한 학교에 재직했으며, 이어서 4년간 헤센 주 교육계획 

및 학교개발연구소에서 일했다. 그 뒤 19년간 비스바덴의 헬레네 랑에 학교에서 교장직

을 수행하면서 특별한 학습으로 교실 혁명을 이루어낸 헬레네 랑에 학교는 지역사회뿐 

아니라, 전세계 많은 교육기관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는 학교로 성장시켰다. 

저서로 『꿈의 학교, 헬레네 랑에』, 『만들고 행동하고 표현하라』 등이 있다. 

에냐 리겔 지음

착한책가게 | 2012

	 아주	뛰어난	학생에서	아주	모자란	학생까지	모두	아울러,	이들이	각자	자기	

자신을	뛰어넘어	어제는	불가능하다고	여긴	일을	오늘은	보란	듯이	해내는	성

취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학교는	자기	본분을	다한	것이나	다름없다.	

(p.	171)		

꿈의 학교,
헬레네 랑에 

사서의 추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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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고 행동하고 표현하라 

게롤트 베커 등 | 2011

도종환의 교육 이야기 

도종환 | 2011

야만적 불평등 

조너선 코졸 | 2010



“1990년에 최초로 아시아 4개국에 44명의 해외봉사단원들을 파견한 이후 현재까

지 총 7,500여 명의 해외봉사단원들을 전 세계에 파견”, 이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에서 지원하는 한국해외봉사단에 관한 이야기

이다. 전 세계 빈곤지역 주민들을 돕는 외교통상부 산하의 정부출연기관인 한국국제협

력단은 해외봉사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해준다. 즉 해외 봉사단원으로 일하려면 

일상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목표 수행의 기쁨을 누리고, 

보다 넓은 세상에서 다양한 경험과 인연을 만나기도 하며, 국제협력요원이 되었을 경우 

군복무를 대신하는 등 유익한 점들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이 책을 통해 해외봉사단원

으로 2년의 세상 경험을 하고 돌아온 4명의 청춘들로부터 듣는 활동 수기가 생생하다. 

또한, 해외봉사단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모집관련 정보, 지원서류작성, 필기 및 

면접 준비, 국내훈련과 현지적응훈련, 귀국 준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도 놓치지 않

았다. 해외봉사 및 코이카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에게 권하고픈 한 권의 책이다. 

김준우  카이스트 산업디자인, 경영과학 전공. 카이스트 21대 총학생회장. 아프리카에

서 풍토병에 걸리는 등 아찔하면서 즐거운 봉사활동을 하고 돌아왔다. 

최승백  고려대학교 정보통신대학 재학. 케냐 뭄바이에서의 써빙프렌즈 단기 봉사활

동을 잊지 못해 다시 코이카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오승민  세종대학교 호텔경영학과 전공. 넓은 세계에 대한 동경을 코이카를 통해 처

음 실현하였다.

천성우  한양대학교 ERICa 경영학부 재학. 아프리카에서 개발도상국 비즈니스맨으

로서의 꿈을 발견한 뒤 남보다 조금은 느리고 돌아갈지라도 삶의 목적을 향해 성실히 

나아가는 사람이다. 

김준우, 최승백, 오승민, 

천성우 지음

혜지원 | 2012

	 2년은	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길지	않았다.	아니,	길지만	짧게	지나가는	시

간이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배운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지금	하거나	영원히	

못하거나(Now	or	never)’정신이다.	(p.	193)

낯선 땅에
꿈을 심다 

사서의 추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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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음, 나눔, 길 위의 시간 

강제욱 외 | 2008

우르겐치에서 건넨 인사 

이강철 | 2010

이집트에서 

한국어 선생님으로 살기 

윤슬기, 민경진, 김미정 | 2011

손자병법과 더불어 동양의 2대 병서로 불리는 오륜서는 일본 전국시대 말기 전설적 

검성인 미야모토 무사시가 무도의 비법을 철학적으로 남긴 고서이다. 작가는 인생의 승

부를 담은 병법서를 재해석하여 마흔을 지나가는 현대사회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리

더로서의 덕목을 오륜서의 내용을 통해 설명한다.

총 5개의 목차로 나누어진 내용은 땅의 장으로 시작되어 물의 장, 불의 장, 바람의 장 

그리고 마지막 장인 하늘의 장까지, 마음의 수련을 닦는 방법을 시작하여 새로운 경지

를 추구하는 것까지 개인의 변화를 이끄는 수련이 새로운 세계의 변화를 만들어나가

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일깨운다. 도전정신이 무뎌진 시기, 이 책은 삶의 중간을 통

과하는 시기에 새로운 도전정신과 자기무장을 통해 현대인이 필요한 삶의 원천을 다

시금 생각하게 해준다.

저자는 딜로이트컨설팅의 전무로 재직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농경제학과와 동 대

학원을 졸업했고, 쌍용투자증권에서 기업금융부·지점·기업분석부 등을 거치며 기업

금융·투자분석 및 애널리스트 업무를 담당했다.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경

영코칭’ 및 ‘엄홍길의 정상경영학’을 연재했고, 한국능률협회 발간 월간지에 ‘역사에서 

배우는 경영전략-로마인 경영스토리’를 1년간 연재했다. 저서로는 『잘되는 회사는 분명 

따로 있다』, 『뛰어난 직원은 분명 따로 있다』, 『인정받는 팀장은 분명 따로 있다』의 경영

코칭 3부작과 『소니는 왜 삼성전자와 손을 잡았나?』, 『엄홍길의 휴먼리더십』, 『김경준의 

미래경영 지식사전』, 『대한민국 초우량기업 8』(공저) 등이 있다.

김경준 지음 | 원앤원북스 | 2012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	잡념으로	혼탁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고,	넓은	마음으로	

폭넓은	지혜를	닦아야	한다.	지혜를	갖추어	세상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알고,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며,	여러	분야의	기술을	두루	읽혀	사람들의	속임수에	넘

어가지	않게	되면,	비로소	싸움에도	승리를	이끌어내는	병법의	지혜를	갖추게	된

다.	(p.	86)		

내 나이 마흔,
오륜서에서
길을 찾다 

사서의 추천글 

저자소개  김 경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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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흔 이후 나의 

가치를 발견하다

소노 아야코 | 2012

사기 성공학

김원중 | 2012

(마흔에 읽는) 손자병법

강상구 지음 | 2011



44사이즈에 날씬한 다리, 180cm 이상의 큰 키와 초콜릿 복근. 내 몸에 대해 진정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없을 것만 같은 현대 사회에서 내가 진짜 내 몸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몸짱’이나 ‘얼굴짱’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 몸은 뼈와 살로 이루어

진 육체만을 일컫는 말이다. 상품화 되어 개성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몸에 대해 진

정한 가치를 깨닫고, 정체성 확립을 위한 공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책은 몸문화연구소에서 “청소년을 위한 몸의 인문학” 강좌를 열고 그 결과물을 담

은 것이다. 인문학의 눈으로 외모 지상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좀 더 냉철

하게 바라보고, 모두가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내 몸의 주인이 될 수 있었으면 하

는 바람이다.

몸문화연구소는 몸에 관한 다양한 문화 현상들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2007

년에 건국대학교에 설립한 연구소이다. “현대의 화두는 몸이다”고 할 정도로 몸에 대한 

관심은 우리 삶의 중심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1990년대 초반부터 학계에서도 몸과 관

련한 학술 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적지 않은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체계

적으로 이어 나가는 공동 연구가 부족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몸문화 연구

소는 다양한 전공과 관심을 지닌 소장 학자들이 모여 『기억과 몸』, 『일상 속의 몸』, 『그

로테스크의 몸』과 같은 책을 공동으로 펴내며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몸문화연구소 지음

양철북 | 2011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는	“어떤	몸을	갖고	싶은가?”	혹은	“무엇을	입을	

것인가?”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가?”	하는	문제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의	선택이며	행동이기도	합니다.	몸은	그냥	몸이	아니라	스타일이

며	인격이며	세계관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문학의	눈으로	몸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p.	24)

S라인을 꿈꾸는 
청춘에게

내 몸을 
찾습니다

사서의 추천글 

저자소개  몸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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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몸 문화 탐사기

최아룡 | 2011

몸의 사회학

크리스 쉴링 | 2011

육체의 탄생

이영아 | 2008

사람들은 연초가 되면 크고 작은 계획을 세우곤 한다.  하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매

달려 있다 보면 어느새 계획은 저만치 멀어져 버리고 만다. 우리의 계획이 자꾸만 실패

로 끝나는 이유는 아직 목숨을 걸고 반드시 이루어야 할 만한 일을 시작하지 못했기 때

문이라고 한다.

 『내 인생 5년 후』, 그런데 왜 하필 5년일까?  저자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동서고금을 막

론하고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 2년여에 걸쳐 추적하였다. 결론은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는 

사람, 인생의 모든 꿈을 체계적으로 실현해 가는 사람에게는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

을 발견한다. 그것은 바로 ‘5년 프로젝트’인 것이다. 이는 인생 전체를 좌우할 만한 티핑 포

인트(tipping point)를 만드는데 최적의 시간이 바로 ‘5년’이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이 책은 미켈란젤로, 셰익스피어, 정약용 등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5년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방법부터 성공에 이르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을 제시하고 있다. 자기 

인생에 뚜렷한 터닝 포인트를 만들고 싶다면, 5년 후 완전히 달라진 삶을 원한다면, 이 책

이 가장 지혜로운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저자 하우석은 경희대학교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하고 동 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에

서 전략 커뮤니케이션과 광고학을 전공했다. 졸업 후 광고기획과 마케팅 부문에서 탁월

한 실력을 인정받아 초고속 승진가도를 달렸다. 나아가 삼성전자, SK, 포스코, 금호그룹 

등의 대기업에서 활발한 강연을 펼치며 20~30대 비즈니스맨들 사이에서 명성을 쌓았

고 『기획 천재가 된 홍대리』, 『100억짜리 기획력』, 『발표의 기술』, 『뜨거운 관심』 등이 베

스트셀러에 오르면서 자타가 공인하는 젊은 직장인들의 대표 멘토로 떠올랐다. 현재는 

공주영상대학교에서 후학들을 양성하며 연구와 집필에 정진하고 있다. 

하우석 지음 | 다온북스 | 2012

	 타인의	인생을	리스하지	마라.	인생에서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사야	할	것

은	단	하나뿐이다.	그건	바로	‘내	인생’이다.	(p.	114)

내 인생 5년 후 

사서의 추천글 

저자소개  하 우 석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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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를 사라

하우석 | 2009

나는 꾼이다

정우현 | 2012

5%는 불가능해도 

30%는 가능하다

김쌍수 | 2010



조지 스티븐스 감독의 작품인 『젊은이의 양지』의 보트 전복 사고가 실제로 일어난 사

건이었다면? 우연을 가장한 이 사건에서 살인의 증거가 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재판의 소재를 명작 문학과 영화에서 찾은 이 책은 등장인물의 죄의 유무를 살펴보

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에 합당한 형량과 형사재판에의 기본원리까지 두루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형사재판의 큰 맥락을 이해함과 동시에 법률 공부를 보다 재미

있게 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재판의 판결을 판사의 소관인줄로만 알고 있

던 사람들에게 배심원 제도는 자칫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미 한

국에서도 2008년부터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이름으로 배심원 제도가 일부 시행되고 있

다. 재판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지금, 일반인들도 법과 형사재판에 대

한 지식을 가질 필요가 생겨난 것이다. 각 사건의 배심원이 되어 이 책을 읽어보고 형

사법 관련 소양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저자 모리 호노오는 1959년 출생. 도쿄대학교 법학부 졸업. 도쿄 지방법원, 오사카 지

방법원 등에서 판사로 재직했고, 현재는 도쿄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판

사 시절에는 관민 교류의 일환으로 대법원에서 민간 기업에 파견되어 1년 동안 미쓰이

스미토모 해상화재보험에서 근무했다. 저서로는 『판결의 기술』, 『배심원을 위한 알기 쉬

운 형법』, 『판결을 위한 연습장』, 『한 눈에 알아보는 배심원』, 『쉘 위 저지? 배심원 제도 

Q&a 200』, 『시민 배심원이 되는 5개의 관문』, 『당신이 사형 판결을 내리기 전에』, 『나도 

할 수 있는 형사재판』 등이 있다. 

모리 호노오 지음

말글빛냄 | 2011

	 그렇다면	범죄왕	알	카포네라는	인물을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철저히	헌법의	

보장을	받게	할	것인가,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것을	정의의	자살이라고	보아야	할	것

인가.	앞으로	배심원들의	판단에	달려	있다.	(p.	187)

당신의 판결은 

사서의 추천글 

저자소개  모리 호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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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러진 화살

서형 | 2009

확신의 함정

금태섭 | 2011

어떻게 살인자를

변호할 수 있을까?

페르디난트 폰 쉬라크 | 2010

동물을 키워보지 않을래? 이 책은 아이들에게 생명의 소중함과 동물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와 어려운 일인지를 가르쳐 주고 싶었던 어느 의욕 넘치는 초임

교사의 생명 수업 900일을 담고 있다. 

어떤 동물을 키울 것인지부터, 동물 이름 짓기, 동물 우리 짓기, 동물 밥 주기, 동물을 

키우기 위해 필요한 돈 벌기까지 다함께 고민하고 의논하며 아이들이 돼지와 함께 성

장해나가는 모습은 우리에게 뜻밖의 감동을 준다. 간간히 곁들어진 아이들의 돼지 관찰

그림들을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이 책을 통해, 단지 돼지 한 마리를 키우는 것일 뿐이라도 그 속에서 생명과 죽음 그

리고 책임감을 배워나가는 아이들을 통해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1965년 오사카 출생. 오사카 대학과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오사카 내 초등학

교에서 8년 근무했으며 지금은 불교대학 교육학부 준교수이다. 저서로는 『뇌과학의 산

수와 수학교육에의 응용』, 『수학과교육법 입문』 등이 있다. 

쿠로다 야스후미 지음

달팽이출판 | 2011 

	 다만,	그때	대학시절	은사님이신	스즈키	마사히코	선생님이	하시던	말씀을	떠

올렸을	뿐이다.	“쿠로다	군,	3년이	중요해.	3년이	지난	뒤에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3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하네.	그리고	그런	에너지가	현재	학교

교육	현장에는	꼭	필요하지.	(p.	20)		

돼지가 있는
교실 

사서의 추천글 

저자소개  쿠로다 야스후미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국립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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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가 한 마리도 죽지 않던 날 

로버트 뉴턴 펙 | 2005

우리 안에 돼지 

조슬린 포르셰, 

크리스틴 트리봉도 | 2010

고맙습니다 선생님 

에스더 라이트 | 2008



소리의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 라디오가 탄생한 지 100년이 넘었다. 라디오가 들려주

는 우리네 인생 사연과 이야기에 웃음꽃을 피우거나 눈물을 지으며 얻고 배우기에 라

디오는 언제나 우리에게 정겨운 매체이다. 

이 책은 라디오본부 국장인 저자가 라디오에 빠진 23명의 라디오 고수를 인터뷰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라디오의 얼굴인 dJ(진행자)와 목소리인 성우, 활력소가 되어주는 

리포터와 밑그림을 그리는 작가, 그리고 프로그램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는 라디오Pd까

지 총 다섯 분야의 내놓으라 하는 스물세명의 라디오 고수들이 들려주는 라디오에 대

한 열정과 신념은 라디오에 대한 우리의 추억을 상기시킨다. 그들이 들려주는 라디오에 

대한 이야기에 주파수를 맞추어 귀 기울여보자.

김승월은 MBC 라디오본부 국장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과를 나와서 연세대학

교 행정대학원에서 언론홍보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83년 MBC에 입사해 <한

국기행>, <신 국토기행>,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격동 50년>, <FM 모닝쇼>, <별이 빛나

는 밤에>, <싱글벙글쇼>, <지금은 라디오 시대> 등을 연출했다. 현재 오디오드라마 <배

한성 배칠수의 고전열전, 삼국지>를 연출하고 있다. 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부, 인

하대학교 사회과학부 시간강사다. 한국방송대상 ‘라디오 작품상’을 네 차례 받았고, 한

국방송Pd상 ‘실험정신상’을 두 차례 받았다. 저서로는 『라디오 다큐멘터리-라디오 재

미있게 만들기』(2001)가 있다.

김승월 지음

커뮤니케이션북스 | 2011 

	 결혼식장에서	신부가	드레스에	걸려	넘어져	케이크에	얼굴	박는	거,	합창단	공

연	무대가	무너지면서	밑으로	왕창	주저앉는	해프닝	같은	건데,	이	걸	라디오에서	

응용할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요절복통할	경험담을	편지지	두세	장에	묘사

해	보내	달라고	하면	어떨까?	그렇게	시작했어요.	(p.	261)	

라디오 레시피 
23

사서의 추천글 

저자소개  김 승 월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2012 휴가철에 

읽기 좋은 책 100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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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다큐멘터리 : 

라디오 재미있게 만들기 

김승월 | 2001

라디오 시대 라디오 작가 되기

박길숙 | 2006

라디오쇼

제이 앨리슨, 댄 게디먼 | 2009

우리는 늘 희망을 꿈꾸며 살고 있다. 물론 시간이 지날수록 그 꿈의 크기는 점점 작아

지거나 사라져 버린다는 것을 누구나 느낄 것이다. 우리 뇌에서 꿈꾸는 일을 담당하는 전

두엽은 중·고등 시절에 마비되면서 청·장년층이 되면 다시 리모델링이 된다고 한다. 하

지만 적절한 외부자극이 없다면 그 기능은 사장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뇌 과학을 통해 

밝혀졌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꿈은 어떠할까. 대부분이 ‘좋은 대학과 좋은 직

업’을 갖는 것이 아닐까?

『말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는 목표 없이 방황하는 젊은이들이 제대로 된 자신만의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을 향해 도전하면서 실질적으로 꿈을 이루어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

는 책이다. 저자가 강조하는 꿈꾸는 기술의 핵심은 단순한 단어형, 문장형 꿈의 형태가 아

닌 미래의 스토리를 담고 있는 ‘스토리형 꿈’으로서 달성해야 할 중간목표들을 세우는 구

체적인 꿈을 꾸는 것이다.  이 책은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꿈은 있지만 그 꿈

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지 막막한 사람, 꿈과 현실 사이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지침서가 될 것이다. 

저자 이익선은 카이스트(KaIST)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2005년 삼성전자 CTO

전략실에 입사하여 중장기전략 수립의 실무를 담당하면서 기업의 전략 수립과 사람의 

인생 계획 사이에 상당한 유사성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 경험을 통해 삶의 의미와 목적

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2008년 3월부터 동아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2009년부터는 매년 ‘비전 

메이커스’라는 꿈 찾기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진정한 꿈을 발견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학생들의 강의 평가를 바탕으로 2008년, 2009년 동아

대학교 최우수 강의 교수상을 수상했으며, 2010년에는 학과 평가 우수 사례 교수로 선

정되기도 했다.  

이익선 지음

위즈덤하우스 | 2011

	 허황된	망상이나	공상은	꿈이	아니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꿈이다.	

그	꿈을	향해	평생을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의미	있는	삶의	시작이다.	

(p.	53)

말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사서의 추천글 

저자소개  이 익 선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국립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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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나만의 무대를 세워라

유수연 | 2008

10미터만 더 뛰어봐

김영식 | 2009

자기혁명 

박경철 | 2011



가격이 없는 것이 있을까? 저자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에 가격이 있다고 말한다. 

사물, 생명, 행복, 여성, 노동, 문화, 신앙, 미래, 심지어 공짜에도 가격이 있다고 말한다. 

저자가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가격은 상대적인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환경가치 

비용에 대해 비싼 가격을 치를 준비가 되어있지만,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의 경우에는 

환경보다 발전과 성장에 더 많은 가치를 두는 것처럼, 가격은 그것을 얼마나 필요로 하

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 책에서는 우리가 팔고 사는 일상적인 물건의 가격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둘러싸

고 있는 다양한 모든 것의 가격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나가며 가격의 가치에 대해 생

각해보게 한다.

2004년 «뉴욕타임스»의 금융ㆍ경제부 수석기자로 입사, 2007년 편집위원으로 위촉되

어 비즈니스와 경제는 물론 사회, 심리 분야까지 빛나는 통찰과 예리한 분석으로 정평 있는 

기사와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1990년 멕시코시티 «노티멕스(notimex)»의 파이낸셜 리

포터로 언론계에 발을 들인 그는 1991년부터 1992년까지 도쿄에서, 1992년부터 1996년까지 

런던에서 특파원으로 일했다. 1996년 브라질 상파울로의 비즈니스 경제 매거진 «아메리

카 이코노미아»의 브라질 에디션 편집자로 위임되었고, 2000년 로스앤젤레스의 «월스

트리트저널»의 수석 특별저자로 미국 내 경제ㆍ문화 기고를 담당했다. 멕시코 국립 자치

대학(universidad nacional autonoma de Mexico)을 졸업했으며, 런던 임페리얼 컬리지 

과학기술의과 대학에서 양자 및 기초 인력학 분야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에두아르도 포터 지음

김영사 | 2011 

	 정보	혁명은	정보를	공짜로	만들어	주지	않는다.	그저	돈의	흐름을	정보	공급

자들로부터	대중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기술	보유자들에게로	옮겨	줄	뿐이

다.	…	구글은	신문이나	잡지로	흘러들어	가던	광고	비용의	상당	부분을	집어	삼

켰다.	(p.	217)	

모든 것의 가격 

사서의 추천글 

저자소개  에두아르도 포터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2012 휴가철에 

읽기 좋은 책 100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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넛지 

리처드 탈러,캐스 선스타인

 2009

완벽한 가격 

엘렌 러펠 셸 | 2010

돈 한푼 안 쓰고 1년 살기 

마크 보일 | 2010

요즘의 초등학생들은 조숙하다. 지금의 부모들이 중·고등학생일 때 겪었던 일들을 

현재의 아이들은 너무 쉽고 빠르게 접해버린다. 그러나 부모들은 정작 자신의 아이는 

아직 어리다고, 혹은 예외라고 생각하며 아이들의 실상을 잘 모르고 있다. 아이들이 초

등학생 때부터 흡연, 음란물 접촉, 폭력, 자살 시도, 학원 스트레스, 성문제 등의 다양하

고 심각한 문제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있음을 알면 크게 놀랄 것이다.

이 책은 현직 교사로 근무했던 저자가, 자신이 아이들과 직접 부딪치며 상담한 경험담

을 통해 초등학생들의 고민을 짚어보며, 나름의 해결안을 제시하고 있다. 수많은 고민과 

문제에 빠져 있는 아이들의 이야기와 저자의 교육철학에 귀 기울여보자.

이지성은 『꿈꾸는 다락방』, 『리딩으로 리드하라』, 『스물일곱 이건희처럼』, 『여자라면 

힐러리처럼』 등 출간하는 책마다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자기

계발서 작가이다. 이지성 작가의 대표작들은 미국, 일본, 중국, 대만, 베트남 등에서 번

역출간 되었다. 

저자의 교육철학은 MBC, SBS, CBS, JEI 등 각종 TV 및 라디오 방송과 국민일보, 조

선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등 국내 주요 일간지에 의해 비중 있게 보도되었다. 저자

는 선생님 시절 교실을 ‘피노키오 상담실’로 개방해 운영하면서 자살 예방 상담 활동, 

음란물 중독 상담 활동 등 마음이 병든 아이들을 발견하고 또 치료한 경험을 바탕으

로 이 책을 썼다. 

이지성 지음 | 성안당 | 2011

	 나는	아이들에게	“넌	도대체	선생님	말을	왜	안	듣는	거니?”	같은	아이와	나	모

두를	괴롭히는,	아이를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절대로	찾을	수	없는,	“왜?”

라는	질문	대신에	“네가	선생님	말을	잘	듣는	아이가	되려면	선생님과	너	자신은	

무엇을	해야	할까?”	같은	아이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어떻게?”	라는	질문을	던지

기	시작했다.	(p.	139)	

빨간약 

사서의 추천글 

저자소개  이 지 성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국립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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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는 내 맘을 몰라요

눈높이고민상담센터 | 2010

스무살, 절대지지 않기를 

이지성 | 2011

내 아이의 속마음 

정종진 | 2011



독일의 세 청년이 뭉쳐서 여행을 떠났다. 그들의 여행 목적은 서른 세 명의 ‘사회적 

기업가’를 만나는 것이다. 가난, 질병, 기회의 불평등, 착취에 맞서 싸우는 사회적 사업

가들을 만나기 위해, 그들은 8개월 반이라는 시간 동안 인도대륙, 동남아시아, 중앙아메

리카와 남아메리카,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 8만 5천 킬로미터를 누빈다.

세 청년이 찾아다니며 만난 사회적 기업가들은 소외된 사회계층과 그들의 문제 해결

을 돕는 사람들로, 이 책은 그들을 인터뷰하며 겪고 느낀 것들을 담고 있다. 이 책을 통

해 서른 세 명의 사회사업가들이 들려주는 세상 속에 숨어있는 희망을 만나보자.

얀 홀츠아펠  1980년생. 독일 비텐-헤어데케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다. 신흥 경제

국가의 재생가능 에너지 재정관리에 대한 논문을 집필하고 있다.

팀 레만  1980년생으로 비텐-헤어데케 대학에서 경제학과 경영학 석사를 취득했다. 

스페인 IESE 비즈니스 스쿨에서 연구조교로서 인도의 사회적 기업 연구를 통솔했고, 유

엔개발계획(undP)의 <포용적 시장 육성 구상> 사례연구 및 평가요원으로 일했다. 

마티 슈피커  1982년생. 비텐-헤어데케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다. 개발도상국가

의 인터넷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참여했다. 파리에서 1년간 장애인시설 관련 자원 활동

을 했으며, 풍력발전 시설 생산업체에서 컨설팅 업무를 맡기도 했다. 지금은 후속 프로

젝트인 ‘세계-교실 재단’을 세우고 활동하고 있다.

얀 홀츠아펠, 팀 레만, 

마티 슈피커 지음

시대의창 | 2011

	 		“우리가	세상	전체만	보고	있으면	거의	할	일이	없지만,	자기가	사는	조그만	마

을에서부터라면	많은	걸	바꾸고	움직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	동생이	어

느	날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물에서	역겨운	냄새가	났어요.	얼마	안	가서는	수도를	

틀면	거의	매일	탁하고	나쁜	물만	쏟아졌습니다.	왜	그런	지	원인을	알아보러	다녔

죠...	우리는	즉시	지역	언론에	이	심각한	문제를	알리고	위기의식을	일깨우는	캠페

인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코	프렌즈의	첫	활동이었죠”	(p.	55)

서른 세 개의 
희망을 만나다 

사서의 추천글 

저자소개  얀 홀츠아펠, 팀 레만, 마티 슈피커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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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영웅의 탄생 

박명준 | 2011

젊은 사회적 기업가의 꿈

고마자키 히로키 | 2008

달라지는 세계

데이비드 본 스타인 | 2008

“서른, 법과 맞짱뜨다”는 생활밀착형 법 공부 자기계발서이다. 취업, 인터넷, 전세, 자

동차, 가족, 창업, 이혼, 돈문제에 관해 부모로부터 독립한 서른 인생이 경험 해보았거

나 앞으로 경험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법적 상황들을 실감나게 묘사하여 어떻게 대처

해야하는지, 알기 쉽게 설명하고 각 장의 ‘Help you’ 페이지를 통해 좀 더 자세한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청년실업, 전세대란, 가계부채, 이혼율 등 요즘 뉴스를 보면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들

이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청년들은 스펙, 연봉보다 법 지식을 먼저 챙겨야 인

생이 덜 고달프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책을 통해 인생을 살아가

는 데 필요한 리걸 마인드(Legal mind), 즉 법적 사고력의 기초를 다진다면 다양한 법

적 어려움에 처한다고 해도 쉽게 좌절하기보다는 자신의 권리를 찾아 이성적인 문제해

결이 가능할 것이다. 리걸 마인드, 따뜻한 마음, 근거를 남겨두는 자세를 가진 대한민국 

이삼십대가 더 많아지길 바라며 이 책을 추천한다.

15년 가까이 변호사 사무실과 로펌에서 법률실장으로 근무했다. 소액사건부터 국내 

상장기업 M&a 관련 소송에 이르기까지 수천 건의 소송과 각종 상담, 합의, 계약에 관

련했다. 한국도로공사 인재개발원에서 민사소송실무 강의를 맡았고, SBS <뉴스추적>에 

출연, 자문 역할을 하기도 했다. 

저서로 『변호사가 절대 알려주지 않는 31가지 진실』, 『억울한 의료사고, 제대로 대처

하는 법』, 『세 번만 읽어도 좋은 변호사를 골라 승소하는 법』등이 있다.

한정우 지음 | 대림북스 | 2012

	 나이별	자신의	위치를	올바로	깨닫는	것은	수십	권의	법률	실용서를	읽어두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복잡다단해진	세상과	사람들의	짙어

가는	권리	찾기,	개인주의적	성향은	더	이상	세상	밖으로	나온	당신을	법	없이	살	

수	있도록	놔두질	않기	때문이다.	(p.	348)

서른,
법과 맞짱뜨다 

사서의 추천글 

저자소개  한 정 우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국립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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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생활법률 상식사전 

김용국 | 2010

웰빙의 리걸마인드  

조문숙 | 2009

(살면서 꼭 필요한) 생활법률 

홍진원, 강이든 | 2010



 “내 시간이 어디론가 사라진 것만 같지만 원인은 알 수 없다. 그저 시간이 너무 부족

하다는 느낌뿐이다. 늘 무언가에 쫓기는 기분이다”-본문중- 현대인의 고질적인 시간부

족문제에 대해 독일기자 플로리안 오피츠가 그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기로 결심

하고 그 결과를 책으로 만들었다. 

책의 1부에서는 자신에게서 문제점을 찾고 개인적으로 해결해보고자 노력하다가 가

이슬러 교수와 로자 교수를 만난 후 시간압박을 개인의 문제로 보는 시각 자체를 버리

고 왜 사회가 쉼 없이 돌아가는지? 첨단 기술로 절약한 시간은 모두 어디로 갔는지? 가

속화의 세계를 관찰하기로 한다. 2부는 가속화의 세계에서 속도와 경쟁을 부추기는 자

본주의 세력을 추적하고 3부에서는 속도문제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시간부족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가속화에 따른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시간을 아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인 선택과 포기로 삶을 올바르

게 살아가라고 저자는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다.

저자 플로리안 오피츠(Florian Opitz)는 1973년 독일 자르브뤼켄에서 태어났다. 전원

적인 분위기가 감도는 소도시 바덴바덴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오피츠는 보이 스카우트 

활동을 했고, 이후에는 펑크족 생활을 하기도 했다. 하이델베르크와 쾰른 대학교에서 

역사와 심리학, 영미문학을 공부했다. 텔레비전 방송국에 들어간 오피츠는 1998년부터 

작가와 감독 일을 겸하며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고 있다. 주로 정치, 역사, 사회 문제

를 다룬다. 국제적으로 성공을 거둔 정치 다큐 <대 바겐세일(der grobe ausverkauf)> 

(2007)로 데뷔했고, 이 작품으로 독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방송상인 아돌프-그리메 상

(adolf-Grimme-Preis)을 수상하기도 했다.

플로리안 오피츠 지음

로도스출판사 | 2012

	 시간	관리야말로	새로운	문제를	낳을	뿐입니다.	시간을	관리할	수	있다거나	절

약할	수	있다는	믿음은,	정말이지	현대인의	동화에	지나지	않습니다...아끼면	아

낄수록	시간의	압박은	더	강해집니다.	시간	관리는	포기하고	시간을	유용하게	사

용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p.	83)

슬로우 

사서의 추천글 

저자소개  플로리안 오피츠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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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입의 즐거움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 2008

오래된 미래 

헬레나 호지 | 2007

모모 

미하엘 엔데 | 1999

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의 경영대학원인 와튼스쿨의 13년 연속 최고 인기 강의의 교

수이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협상전문가인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교수의 20여 년간의 협

상전략에 대한 강의를 담고 있다. 

이 책은 ‘통념을 뒤엎는 원칙들’과 ‘원하는 것을 얻는 비밀’로 나눠져 있으며 총16개 

강의로 구성되어 있다. 첫 파트인 통념을 뒤엎는 원칙들에서는 목표에 대한 집중력과 

점진적인 접근 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실생활의 협

상을 통해 목표를 성취하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얻고자하는 목표에 대한 성공적인 성취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저자는 자신이 참여한 다양한 협상의 사례를 통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적 접근법이 필요한지 설명하고 목표한 바를 얻는 협상에 대한 다양한 성공코드

를 알려준다. 원하는 목표를 설정하여 실패 없는 성공을 이끌어 가기 위한 전략을 알

려주는 자기계발서이다. 

저자인 스튜어트 다이아몬드(Stuart diamond)는 와튼스쿨 MBa와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했다. «뉴욕타임스» 기자로 일할 당시 퓰리처상을 수상하며 명성을 얻었으나 사

임하고 곧 변호사와 컨설턴트로 활동하며 협상 전문가로 더 큰 명성을 얻었다. JP모건 

체이스, IBM,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세계 100대 기업 중 절반이 그에게 컨설팅을 받

았으며, 남미와 아프리카,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과 un 같은 국제기구도 그에게 자문을 

구한다. 하버드, 컬럼비아, 옥스퍼드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그는 현재 모교인 와튼스

쿨에서 협상 코스를 강의하고 있다.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지음

 8.0 | 2011

	 승패나	지나간	일	혹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정신이	팔려서는	안	된다.	오직	목

표와	전략에	집중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어떤	표준을	이용할지,	상대방의	니즈는	

무엇인지,	공통의	적을	만들	수	있는지,	관계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지,	진정한	

의사결정자는	누구인지	파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p.	102)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사서의 추천글 

저자소개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국립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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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혁명

박경철 | 2011

협상 심리학

나이토 요시히토 | 2011

창의는 전략이다

조쉬 링크너 | 2011



‘1/2 프로젝트’의 박지원&김성준 대표, 휴모션의 김성진 대표, 교정연수부 김응분 교

정교수, 7대째 한의원을 하고 있는 ‘춘원당’ 윤영석 원장, 공익변호사 단체 ‘공감’의 염

형국&장서연&차혜령 변호사. 이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삶에 있어 진정한 리더라는 것

이다. 자신의 위치에서 책임을 다하고 재능과 열정을 기부한 결과 그들은 ‘엔젤리더스

(angel leaders)’로 불리게 되었다. 

소수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진정성을 행한 그들은 

지금도 자신의 위치에서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엔젤리더스’가 들려주는 이야

기를 통해 진정한 성공에 대해 생각해보고, 미래의 ‘엔젤리더스’를 꿈꿔보길 바란다.

글 쓰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그녀는 건국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박사, 미주 «현대불교»에서 기자 및 편집인, 미국 뉴욕 컬럼비아 유니언 신학대학 

교환교수 및 연구원, 뉴저지주립대 동아시아학과 교환연구원으로 재직했다. 문화저널 

«뷰즈» 편집주간을 역임, 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서 기획실장을 역임, 현재 건국대학

교와 건국대학교 대학원에서 영화와 문학을 강의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문학체험과 감상』, 『한국시와 신화적 상상력 연구』, 『호모 엔젤리너

스』 외 다수 책이 있다.

이명희 지음 | 네오휴먼 | 2011

	 내가	환갑	때가	되면	무언가를	나누는	일마저도	아이들이	앞서서	뜻을	모으고	결

정하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내가	만약	

무언가를	만들어	시작하다가	죽게	된다면	그	사업이	중간에	끊길	수도	있다.	좋은	

뜻을	가지고	하는	일이	오랫동안	유지되려면	미래를	보고	일해야	한다.	(p.	156)

엔젤 리더스 

사서의 추천글 

저자소개  이 명 희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2012 휴가철에 

읽기 좋은 책 10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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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모 엔젤리너스 

이명희 | 2009

행복한 기부 

토마스 람게 | 2007

물에 빠진 아이 구하기

피터 싱어 | 2009

사람은 언제나 물음표라는 질문을 안고 살아간다. ‘오늘 점심은 무얼 먹을까?’라는 평

범한 질문에서부터, ‘앞으로 내 인생의 나머지는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미래지향적

인 질문까지 끊임없는 질문과 답을 찾으려는 과정 속에서 살아간다. 

저자는 이러한 질문이 우리의 삶에서 차이를 만들어내는 강력한 힘이 있다고 주장한

다. 어떠한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그냥 질문에 머물고 말 것인지, 아니면 개인 또는 사

회의 미래에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가 달라진다고 한다. 

이 책은 그러한 질문의 힘, 질문 파워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질문의 프레임에서

부터, 질문의 파워를 올리는 기술, 질문정신, 그리고 면접에 딱 붙기 위한 STaR 질문과 

같은 상황별 맞춤 질문까지 질문에 대한 노하우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이태복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인사조직

을 전공하였으며 미국 조지워싱턴 대학교에서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

하였다. 그는 삼성, 현대기아차, LG, KT, 포스코 등 많은 회사에서 변화, 리더십, 액션러

닝, 퍼실리테이션 등의 분야로 활발한 자문과 강연을 해 오고 있다. 현재 패러다임컨설

팅의 대표로 재직하고 있다.

최수연  서울대학교와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였고, 미국 조지워싱턴 대학교에

서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액션러닝, 질문스킬, 코칭, 퍼실리테이

션 스킬분야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설계하고 실시하고 있다. 현재 패러다임컨설팅

의 Principal Consultant로 재직하고 있다

이태복, 최수연 지음

패러다임컨설팅 | 2011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나	상사,	그리고	후배	또는	회식에	참석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싶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평을	듣고	싶다면	자신이	아니라	그들	자신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물어보라.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는지,	최

근	그들이	안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즐거움은	무엇인지	등을	이야기해달라고	하

라.	누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을	주인

공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상대방은	당신에게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p.	15)

질문파워 

사서의 추천글 

저자소개  이태복, 최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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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력 

마사히코 쇼지 | 2008

질문효과 

이언 쿠퍼 | 2008

사람을 얻는 질문법 38 

이혜범 | 2011



우리는 살아가면서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꺼내야 할 순간들을 종종 마주친다. 그것

이 내 잘못일 경우도 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해서 일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미안

합니다”라고 쿨하게 사과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책은 “미안합니다”라는 

쉬우면서도 참 어려운 말, “사과”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까짓것 사과하면 되는 

거야”가 아니라 사과에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사과에 대해 오해했던 것, 사과할 때 해

야 할 것들이 있음을 알려준다.

일본 정부는 수차례에 걸쳐 과거사에 대한 공개적인 사과를 해왔다. 그러나 한국과 

주변국들에게 인정이나 용서를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이다. 무엇이 문제일까? 이 책을 

통해 사과의 기술에 대해 알아보아도 좋을 것이다.

김호  쿨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전 세계 26명만 보유한 «설득의 심리학»공인 트레

이너 자격(CMCT)을 갖춘 한국 유일의 코치. 단일 PR 컨설팅사로는 세계 최대인 에델

만(Edelman)에서 인턴으로 시작, 한국 법인 사장까지 역임했으며, 사장 재임 중 매년 

최대 매출 기록을 갱신했다. 

정재승  우리 시대 가장 주목할 만한 과학자. KaIST에서 복잡계 물리학과 대뇌 모델

링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미국 예일 의대 소아정신과와 콜롬비아 의대 정신과에서 

정신질환의 신경물리학을 연구했다. 현재 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 부교수로 있으면서, 

대뇌 의사결정과 뇌-로봇 인터페이스, 정신질환 모델링 등을 연구하고 있다.

김호, 정재승 지음

어크로스 | 2011

	 과거사	사과에서	가장	빼놓을	수	없는	장면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2000년	3월	12

일,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아	가톨릭교회가	과거	저지른	잘못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한	

것이다.	지난	2천년	동안	가톨릭교회의	대표적인	잘못을	사과한	것인데,	중세의	마녀사

냥,	로마	교황청이	갈릴레이를	종교재판에	회부하여	지동설을	포기하도록	한	것,	유대인

에	대한	박해	등을	언급했다.교황의	사과는	가톨릭이	한	단계	성숙한	종교로	발전해나가

는	데	크게	기여했을	뿐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귀감이	됐다.	(p.	221~222)

쿨하게
사과하라 

사서의 추천글 

저자소개  김호, 정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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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득의 심리학 

로버트 치알디니 | 2002

5가지 사과의 언어 

게리 채프먼, 제니퍼 토머스

2007

진실한 사과는 

우리를 춤추게 한다

켄 블랜차드 외 | 2004

지난 5000년 동안 유태인이라면 누구든지, 주제에 상관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기록할 수 있었던 ‘탈무드’의 현대판을 오늘날의 소설네트워크서비스인 ‘페이

스북’으로 본 것이 흥미롭다. 공교롭게도 페이스북의 공동 설립자로 알려진 마크 저커

버그도 유태인이라는 놀라운 사실. 

이 책은 『탈무드』 그 자체를 하나의 인생이라고 평가하는 유태인들의 지혜를 상업

적, 교육적, 성공 철학적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는 책이다. 유태인의 말을 그대로 옮

겨 놓은 기존의 철학서들과 이 책의 다른 점은, 보다 현실적인 문제에 적용할 수 있도

록 재해석 해놓은 것. 유태인들의 지혜를 배워 성공에 좀 더 가까워지고자 하는 이들

에게 이 책을 권한다.

서울대 신문대학원에서 공부한 후 서울신문, 경향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에서 30

여 년간 기자로 일했다. 이후 한국생산성본부 출판기획위원으로서 10년 간 기획과 집필, 

번역을 전담하였으며, 현대, 삼성, 농심, 대우, 코오롱, 제일제당 등 기업 홍보지에 매년 

칼럼을 집필하기도 했다. 현재 칼럼리스트이자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성공한 리더십 VS 실패한 리더십』, 『희망과 행복의 연금술사』 등이 있으며, 

역서로는, 『지적 생활의 방법』, 『니체의 숲으로 가다』, 『아름다운 영혼의 고백』, 『아미엘

의 일기』, 『데르수 우잘라』, 『여행하는 나무』, 『노던라이츠』, 『중년에 쓰는 한 권의 책』, 

『인간의 벽』 등 다수가 있다.

김욱 지음 | 더숲 | 2011

	 우리	모두는	적이	없는	안락한	인생을	꿈꾼다.	그	꿈에	가장	큰	방해자가	나일	

수도	있다는	것은	축복인	동시에	불행이다.	나의	노력	여하에	따라	적을	쉽게	물리

칠	수도	있고,	죽을	때까지	적의	존재조차	깨닫지	못한	채	불만과	불평과	불행으

로	삶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시대에서	가장	큰	두려움은	내	삶의	

적이	‘나’인	경우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탈무드』적	지혜가	필요하다.	(p.	256)

탈무드에서 
마크 저커버그

까지 

사서의 추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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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인들만 알고 있는)

부의 법칙 

이시즈미 간지 | 2011

부모라면 유대인처럼 

고재학 | 2010

유태인의 상술 

후지다 덴 | 2008



우리는 실제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대중문화를 선도하는 많은 영화, 드라마, 광고 

등을 통해 간접 체험을 하면서 우리가 아는 것으로 치부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살을 덧

붙여 확대하고 재생산하기도 한다. 

이 책은 우리가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이야기 속에서 어떤 진실을 왜곡시키고 메

시지를 전달하는지, 팝콘을 먹으며 대중문화를 즐길 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들의 뇌리에 각인되는 그 메시지가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잠식하고 행동을 지배하

는지에 대해, 20여 편의 대중매체 분석을 통해 이야기한다.

또한, 영화와 광고라는 두 코드를 통해서 바라본 문화의 본질과 하나의 대중매체로 

인해 파급되는 효과와 그로 비춰본 사회의 문제점과 병폐들에 대해 철학적 사고로 접

근하고 있다.

이화여대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이화여대, 경희대, 수원대 

등에서 철학 관련 강의를 하고 있다. 동서양의 사상적 자원을 활용해서 지금의 우리, 앞

으로의 삶을 이해하고 말하는 데 관심이 많다. 

저서로는 『동양철학 스케치 1, 2』, 『맹자: 선한 본성을 향한 특별한 열정』 등이 있으며 

논문으로는 『중세 기독교적 세계관의 유교적 변용에 관한 연구』, 『천학의 지평과 지향』, 

『천, 상제, 리: 조선 유학과 천주실의』 등이 있다.  

김선희 지음 | 풀빛 | 2011 

	 실제보다	강력하고	과장되게	전달되는	대중매체의	특성상,	한번	시각적	이미

지로	표현되면	사람들은	직접	경험한	것인	양	착각을	느낄	정도로	생생하게	기억

된다.	특히	영화나	광고를	통해	만들어진	이미지는	대단히	강력한	선입견으로서,	

그	문화의	나머지	부분이나	구성원들을	판단하는	잣대로	작용한다.	(p.	164)

팝콘을 먹는 동안
일어나는 일 

사서의 추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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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없이 해피엔딩

김연수, 김종혁 저 | 2010

열정은 어떻게 노동이 되는가

한윤형 등저 | 2011

가난뱅이 난장쇼

마쓰모토 하지메 | 2011

국내 최고를 자랑하는 호텔에서 한복을 거추장스런 옷으로 치부하며 입장을 거부하

고, 거리는 하루가 다르게 영어 간판으로 도배되고, 전통찻집은 서구식 커피 전문점에 

자리를 내주면서 우리문화가 잊혀져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던 저자가 2004년부터 2011

년 8월까지 이메일로 전하던 한국문화편지 ‘얼레빗으로 빗는 하루’를 엮고 섞어 책으

로 탄생시켰다. 우리 문화와 선조들의 정신 중에서 한국인으로서 꼭 알아야 할 24절기, 

4대 명절, 삼복(三伏), 속절(俗節) 그리고 이와 관련한 역사적 인물과 세시풍속 등을 중

심으로 재미있고 핵심적인 내용을 엄선하여 옛사람의 일기장을 열어보듯 우리 선조들

의 365일을 재구성한 책이다. 

고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우리 겨레가 누려왔던 세시풍속과 민족문화의 풍경을 살

펴보면서 우리가 근·현대를 거치며 어떤 문화와 여유를 잃어버렸는지 깨닫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저자 한갈 김영조는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으로, 한국문화의 속살을 쉽고 재미있게 

전하는 글쓰기와 강연을 하는 ‘우리문화 알림이’다. 일본 속 한국문화에도 꾸준한 관심

을 둬 오사카, 교토, 나라, 도쿄 등지에 산재한 한국문화 유적지를 직접 찾아다니며 소

개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저서로는 『맛깔스런 우리 문화 속풀이 31가지』, 『신일본 속의 한국문화 답사기』 가 

있다. 

김영조 지음

인물과사상사 | 2011

	 어둠이	검은빛이라면	흰빛은	분명히	밝음이요,	상서로운	색일	것입니다.	예부

터	흰	옷을	즐겨	입던	우리는	긍정적이고	낙천적이며	밝은	빛을	사랑한	겨레지요.	

새해의	시작은	희고	밝은	마음으로	맞이하면	좋을	일입니다.	(p.	21)

하루하루가
잔치로세

사서의 추천글 

저자소개  김 영 조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국립중앙도서관 

- 

83

사회과학 075

그림공부 사람공부 

조정육 | 2009

식전 : 팬더곰의 밥상 견문록 

장인용 | 2010

십자군 이야기 

시오노 나나미 | 2011



용인 제일초등학교 입학식. 분명히 입학식인데 양복 입은 교장선생님도, 우뚝 선 단상

도 없다. 대신 교장과 교사들은 붉은색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축제분위기의 입학식이 

시작된다. 일명 ‘마빡이 입학식’으로 이 시골 학교는 변화의 문을 열게 된다.

이 책은 지은이가 이 학교에 교장으로 부임하며 폐교 직전의 학교를 어떻게 전학생

이 대기하는 학교로 만들었는지를 생생히 기록한 책이다. 이 책에서 말하는 ‘틀에서 깨

어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딱딱한 형식을 벗어던지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다가

서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육의 혁신이요, 행복한 학교 경영이라고 말하고 있

다.  그리고 혁신의 목표는 행복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교육에서는 그 수요자인 학생이 행복해야 하고, 학생의 행복은 학부모, 교사까지 

행복하게 하고 새로운 혁신과 창의를 부른다고 한다. 공교육의 부실과 추락하고 있는 

교권,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는 교육의 현실을 되돌아보면서, 교육을 고민하고 있는 교

사·학부모 모두 이 책의 생생한 사례를 통해서 작은 실마리를 찾아보길 바란다. 

저자 이구남은 한울문학 신인문학상, 아람문학 문학상, 월간신춘문예 작가상 등으

로 문학적 재능을 널리 인정받으며, 시집 『들꽃은 바람을 타고』 한울문학 동인지 『하

늘빛 풍경』 등으로 감성적 문학세계를 선보였다. ‘돌돌돌(E-좋은 사이버 세상을 만들

어 가는 사람들)’과 ‘이구남의 공감 그리고 동행’ 등의 카페와 블로그를 운영하고, 페

이스북(29nam) 트위터(2929nam)를 통해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 저서로는 『멀티미디

어 저작도구 실전 툴북Ⅱ』, 『생각하는 컴퓨터』, 『매일매일 인성교육』 등이 있다. 교육연

구사, 정책담당 장학사, 학교장, 경기도교육청 영재담당 장학관 및 안양 과천 교육지

원청 안양지역 혁신학교추진단장을 역임하고, 현재 고양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장으

로 재직 중이다. 

이구남 지음 | 생각나눔 | 2012

	 사람의	속성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일반적이다.	진정한	리더는	이

런	성향을	벗어나	두루	살펴서	항상	본질을	파악하려	노력해야	한다.	나무	한	그

루에	집착하기보다는	숲	전체를	볼	수	있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	(p.	25)

학교,
네모의 틀에서
깨어나다 

사서의 추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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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왜 교사인가 

윤지형 | 2012  

독일 교육 이야기 

박성숙 | 2010

공부 못하는 게 

아이들만의 책임인가요? 

구병두 | 2012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개인과 조직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인류 역사

상 아이디어, 창의성, 열정이 지금보다 더 중요한 적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창의성과 

아이디어가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산업화 시대의 

경직된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 속에서 사람들은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고 수동적 

조직생활을 하게 됨은 물론 개인적 삶의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책은 이런 문제에 대한 자각과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내적 동기에 의한 연결’

임을 증명하고,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실험과 실증사례에 저

자의 명쾌한 통찰력을 곁들여 보여준다. 오랫동안 개인의 능력이라고 생각해 왔던 열

정과 창의성의 비밀은 ‘연결의 사이’에 있음을 밝혀내고, 개인과 기업은 연결의 가치를 

만드는데 집중해야 하며 이러한 연결을 지속해야만 그 안에서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

다고 강조한다.

KaIST 전산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삼성전자에서 SW기획자이자 개발자로서 일했

다. 트위터와 협업도구를 사용하여 186명의 집단지성을 모아 만든 소셜 테크놀로지의 

변화와 대중의 변화에 관한 통찰을 담은 책 『모두가 광장에 모이다』를 출간하여 소셜

미디어의 힘을 입증해 보였다. 

또한, 세계 지성의 공명으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TEd에 매료되어 전파할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의 확산에 헌신하면서 국내에 TEd 바람이 일어나도록 했으며, 지

역 이벤트인 TEd×Samsung의 공동창립자로서, 그리고 TEd×Seoul의 오거나이저로

서 다양한 사람들과 생각들이 서로 연결되도록 힘쓰고 있다. 

송인혁 지음 | 아이앤유 | 2011 

	 연결하자.	내가	먼저,	작은	것에서부터	다가가서	연결하자.	내가	만족하고	기

뻐하는	것들을	공유하고	나누어주자.	그런	환경을	만들자.	그러면	행복이	우리에

게	돌아올	것이다.	(중략)	깨어	있고,	영감을	느끼며,	매일	매일을	배우고,	스스로	

고무되고	확장됨을	발견하며	서로를	끌어당기는	삶을	살기위해,	이것이	바로	우

리가	‘가슴	뛰는	삶’이라고	부르는	것들이다.	가슴	뛰는	삶의	비밀은	바로	우리	사

이에	있다.	(p.	253)	

화난 원숭이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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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브

다니엘 핑크 | 2011

원순씨를 빌려 드립니다 

박원순 | 2010

문학에서 경영을 만나다

이재규 | 2011



심리치유 에세이 『가족의 목소리』는 저자 대니얼 고틀립이 필라델피아 공영방송의 

상담프로그램 진행자로서 청취자들의 다양한 사연과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쓴 글이다. 

총 4부로 구성된 책의 내용은 부모의 목소리, 배우자의 목소리, 아이의 목소리, 나의 목

소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태어나 죽을 때까지 우리와 떼어낼 수 없는 가족,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감정의 언어’를 통해 들려준다. 

심리학자인 저자가 전문가 입장을 떠나 문제 분석위주가 아닌 서로의 마음에 귀 기

울일 때 갖는 느낌을 전달하고 공감하며 가족 안에서 상처 받는 마음을 보듬어 주고 삶

의 지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책에는 자신의 약점을 가감 없이 드러내며 다

양한 삶의 고통을 직접 체험한 저자의 깊은 인간애가 담겨있다. 또한, 저자는 삶에서 상

처를 입었을 때 마음을 잊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그 우울하고 고통스러운 순간

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스스로의 마음을 향해 진실하게 말을 걸어야 할 순간이라고 조

언하고 있어 눈길이 간다.

고교 시절부터 겪은 학습장애로 대학을 두 번 옮기는 등의 노력 끝에 템플 대학교에

서 심리학 박사학위 취득. 의학전문의로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가던 서른세 살의 어

느 날, 결혼 10주년을 맞아 아내의 선물을 찾으러 가는 길에 불의의 교통사고로 척추손

상을 입어 사지가 마비된다. 극심한 우울증과 이혼, 자녀들의 방황, 아내와 누나, 부모

님의 죽음을 차례로 경험하면서 삶의 지혜와 통찰력, 연민의 마음을 갖게 된다. 심리학

자, 가족문제 치료전문가, 임상심리의, 작가, 필라델피아 공영방송국 WHyy-FM의 인기 

상담 프로그램 <가족의 목소리 Voices in the family> 진행자 등 장애인이 된 이후 오히

려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을 거머쥔 그이지만, 지금 그의 명함에는 아무런 타이틀 

없이 오직 ‘사람Human’이라고 적혀 있다.

대니얼 고틀립 지음

문학동네 | 2011

	 어린아이에게	부모는	거인이나	다름없다.	만약	우리가	부모의	존재	때문에	불

안을	느낀	적이	있다면	그	감정은	놀라우리만큼	끈질기게	우리를	따라	다닌다.	

부모에게서	독립할	나이가	되어	부모의	영향력이	점차	줄어든다고	해도	마찬가

지이다.	(p.	79)

가족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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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놀이대화 

상진아 | 2011

고마워요, 엄마 

데이브 아이세이 | 2011

마음에게 말걸기 

대니얼 고틀립 | 2009

음식을 강박적으로 먹거나, 음식을 제한하며 먹는 데 문제를 겪는 ‘식사장애’ 사람들

이 최근 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이고 습관적인 다이어트의 실행과 실패는 사람들의 정

서를 위협하고 육체를 쇠약하게 하며, 스스로 알아서 먹는 능력에 대한 신뢰와 자신감

이 줄어들어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된다.

『가짜 식욕 진짜 식욕』은 20년 넘게 다이어트와 폭식으로 인해 몸과 인생이 피곤하였

으나, 몸을 믿고 먹는 것을 배우며 건강한 식습관을 익히는데 성공한 저자가, 먹는 문제

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몸과 마음이 행복해지는 법을 알려준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 진짜 배고픔 가짜 배고픔, 진짜 갈망 가짜 갈망, 몸이 정말로 원하는 것을 알아보

고, 건강한 식습관을 익히기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변화의 규칙’을 통하여 ‘진짜 식욕’

을 앎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음식으로부터 편안해질 수 있길 바란다. 변화는 더디고 불

편하지만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과 함께, 몸도 살리고 마음도 행복해지는‘건강한 

식습관’을 익히고 실천해 보자.   

인지행동 심리치료사이자 식습관 코치이다. 저자 자신이 20년 넘게 다이어트와 폭식

을 되풀이하면서 절망적인 시간을 보냈다. 1980년대 초, 수지 오바크의 『비만은 페미

니즘의 주제다』라는 책을 통해 몸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몸을 신뢰함으로써, 음

식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음을 알게 된 후 10년간 건강한 식습관을 가진 사람들

의 행동과 사고방식을 배우고 익혔다. 현재 식사장애 전문 치료센터인 Creator Boston 

Collaborative for Body Image and Eating disorders를 운영하고 있다.

커렌 케이닉 지음 | 예·지 | 2011

	 어떻게	하면	건강한	식습관을	익힐	수	있을까?	바꿀	것은	너무	많고	시간은	너

무	적다.	건강한	식습관을	익히기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변화의	규칙’이	있다.	

변화는	점진적인	과정이라는	점을	받아들이고,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인식

하자.	(p.	36)

가짜식욕
진짜식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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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춘기 뇌가 위험하다 

김영화 | 2011

(흩어진 마음을 다스리는) 

30분 산책기술 

사이토 다카시 | 2011

독의 세계사 

조엘 레비 | 2012



오늘 내 하루의 탄소발자국은 몇 kg일까?

우리가 식사 후에 먹는 카페라떼 한 잔, 하루에도 수시로 보내는 문자메시지, 해외여

행을 할 때 비행기를 타는 일 등이 모두 탄소배출과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이 책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기후변화 사이에 얽혀 있는 

고리를 ‘탄소발자국’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풀어낸다. ‘탄소발자국’은 어떤 선택이 기후

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한 수치로 표현한 것이다. 『거의 모든 것의 탄소발자국』에는 총 

93개 항목에 대한 탄소발자국의 수치가 나온다. 항목들을 섭렵한 후에는 어느 정도 탄

소 감각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이 감각으로 똑똑한 탄소 소비를 실천한다면 지구의 환

경과 자원을 아끼고 기후변화를 늦출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환경 컨설턴트이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탄소발자국 전문가이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했으며, 기업과 정부, 공공기관 등과 제휴해 기후변화에 대한 조직적 대

응을 다루는 스몰월드컨설팅(Small World Consulting)의 설립자 겸 대표이다. 그가 처

음 회사를 설립했을 때만 해도,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해 기업이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알려줄 수 있는 전문가는 전무했다. 이후 수년 동안 치밀한 기업 연구와 더불어 

랭커스터 대학과의 학술적 제휴를 통해 탄소 배출 문제에 있어 독보적인 전문성을 지

니게 되었다. 일반 대중들이 ‘탄소감각’을 가질 수 있도록 쉽게 풀어 쓴 『거의 모든 것의 

탄소발자국』은 영국 언론 «가디언»에 연재되며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출간 즉

시 환경 분야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마이크 버너스리 지음

도요새 | 2011

	 TV는	대체로	플러그만	꽂혀	있는	대기	모드일	때	약	3와트를	소비한다.	하지

만	하루	24시간	동안	적어도	20시간은	대기	상태이므로,	TV는	놀면서	1년	동안	

15kg	CO2e의	탄소를	배출하는	셈이다.	작고	효율이	좋은	TV라면	그	양이	연간	탄

소발자국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수도	있다.	대기	상태로	두는	습관이	이	15킬

로그램을	정당화할	만큼	삶의	질을	높이는지	여부를	살펴볼	문제다.	가능하면	플

러그를	빼두라고	권하고	싶다.	(p.	59)

거의 모든 것의
탄소발자국 

사서의 추천글 

저자소개  마이크 버너스리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2012 휴가철에 

읽기 좋은 책 100선

- 

88

자연과학 080

앵그리 플래닛 

레스터 브라운 | 2011

고릴라는 핸드폰을 미워해 

박경화 | 2006

잘 생긴 녹색물건 

김연희 | 2010

오래된 도시는 수많은 삶의 이야기를 안고 살아간다. 집이라면 사람이 거주하면서부

터, 미술관이라면 방문객이 관람하면서부터 공간의 삶이 시작된다. 도시의 공간은 삶과 

경험, 그리고 기억이 연결된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아 숨을 쉬고, 울고 웃고, 부딪히고 어

루만지며 사람과 같이 살아갈 때 가치를 발한다. 공간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와 함

께 늙어갈 때 비로소 ‘삶의 공간’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이 책은 공간을 이야기하지만 공간 자체에 대해 묻지는 않는다. 물리적인 환경으로

서의 공간을 이야기하기 보다는 ‘공간 경험’을 중요시 하여 일상의 공간들에 대한 이

야기와 다양한 공간 경험의 방법에 대해 알려준다. 더불어 삶과 함께 끊임없이 변화하

는 공간 속에서 공간의 가치를 찾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을 먼저 몸과 마음으로 느

껴보기를 권하고 있다.

부산에서 태어나 영국 건축협회 건축학교(architectural association School of 

architecture)와 미국 하버드대학교 디자인대학원(Harvard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design) 건축과를 졸업했다. 뉴욕의 폴쉑 파트너십, 런던의 KPF, 포스터 앤

드 파트너스 등에서 일했다. 

2004년부터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실내건축설계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일

상의 공간 경험이 지니는 의미를 연구하여 그 결과를 다양한 저널과 전시회에 발표하

고 있다.

김종진 지음 | 효형출판 | 2011 

	 언어로	만들어진	집이	아니라	거주의	경험이,	형태로	만들어진	미술관이	아니

라	예술의	경험이,	머리로	만들어진	생태관이	아니라	자연과	생명의	경험이	있어

야	한다.	공간을	기억하는	것은	바로	우리	삶을	기억하는	것이다.	(p.	338)

공간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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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석의 친절한 건축이야기 

양진석 | 2011

온돌문화 구들 만들기

김준봉, 문재남, 김정태 | 2011

건축 콘서트  

이영수 외 | 2010



우리는 질병의 정복과 생명공학의 발달로 평균 수명 100살 시대와 인터넷이 진화하

면서 스마트폰, 아이패드, 트위터나 페이스북이 등장한 웹 3.0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

처럼 현대인의 생활을 가장 크게 변화시키는 것이 과학기술이다. 

『세상을 바꾼 과학이야기』는 저자가 «중앙선데이»에 연재했던 ‘권기균의 과학과 문

화’칼럼 37편과 발표하지 않았던 칼럼 몇 편을 모아 다시 엮은 책이다. ‘인문학의 시선

으로 과학을 본다’라는 부제처럼 과학을 딱딱하지 않고 쉽게 설명해준다. 기적의 섬유 

나일론, 인류의 100대 발명품인 지퍼 등 과학자들의 위대한 발명과 발견 이야기를 들려

주고 나비박사 석주명, 미생물의 아버지 안토니 판 레벤후크 등 천재 과학자들의 열정

과 삶을 스토리텔링으로 엮었다. 어렵게만 느껴지던 과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 책

을 통해 과학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

성남고를 나와 한양대 공대와 대학원에서 금속공학을 전공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

회의 전문위원과 미국 국립스미스소니언연구소 객원연구원을 역임하고, 교육과학기술

부 산하 과학관운영활성화협의회 위원장을 지냈다. 과학커뮤니케이션계의 이야기꾼으

로 인문학, 역사학 등 다방면에 해박한 공학박사이면서 ‘제대로 된 박물관, 과학관을 갖

는 것’이 꿈인 정치인이기도 하다. 특히 이 책에 소개된 주제들의 모델이 된 스미스소

니언박물관 같은 곳, 연구 중심의 ‘국립항공우주박물관’과 ‘국립자연사박물관’을 만드

는 것이 목표다.

권기균 지음 | 에르디아 | 2012

	 한	번에	완벽한	발명은	없다.	작은	아이디어로	시작해서	끊임없이	개선한다.	

이것이	발명의	정도다.	그렇게	보면	발명품도	진화의	법칙을	따른다.	가장	단순해

질	때까지.	(p.	28)		

세상을 바꾼

과학 이야기 

사서의 추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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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디스커버리

피터 매시니스 | 2011

(지도로 보는) 세계 과학사  

쑨자오룬 | 2009

Q & A 과학사 

곽영직 | 2010

이 책은 저자가 아내로, 엄마로, 자식으로, 그리고 교직자로 살아오면서 느낀 아이들

에 관한 이야기를 모아놓은 것으로, 저자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그동안 아이들과의 관

계 속에서 우리 행동을 되돌아보게 하고 아이들을 이해하며 소통하는데 도움을 준다. 

아이들 앞에서 현명하고 지혜로워지고 싶지 않은 부모가 있을까? 큰 소리 내지 않고 

온전히 마음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 마음이지만 그런 소망은 이론으로만 머물

고, 그때마다 아이들만의 탓으로 돌리는 부모에게 저자는 ‘아이들의 잘못, 그건 결국 우

리의 잘못이기도 하지 않을까?’라는 말로 부모의 생각을 되짚어보게 한다. 아이들에게 

친구와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는 백 번의 부탁보다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

려하는 모습에서 아이들은 배려와 열린 마음을 배우게 되고, 부모가 서로 이해하고 소

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타인과의 관계를 잘 형성해가는 아이로 자

라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아이들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가족간의 끊임없는 

사랑과 믿음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경북대학교 사범대학을 졸업한 후 1987년부터 현재까지 과학교사로 재직하고 있다. 

고등학교와 중학교를 넘나들며 교사로서 아이들의 고민과 성장통을 함께 겪어온 저자

는 독서치료 보급에도 힘쓰고 있으며 2003년부터 한국청년연합회 대구지부의 ‘좋은 친

구 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들과 결연을 맺어 그들의 멘토가 되

어주기도 했다. 저서로는 『기다리는 부모가 아이를 꿈꾸게 한다』, 『십대, 지금 이 순간도 

삶이다』, 『요리로 만나는 과학 교과서』, 『공부의 즐거움을 맛보게 하라』, 『손에 잡히는 

과학 교과서-생물의 진화』등이 있다. 

이영미 지음 | 미래엔 | 2011

	 서로	다르다는	걸	깨닫기까지	우리는	얼마나	서로에게	상처를	주어야	할까?	아

니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상처를	만드는	것일	게다.	(p.	296)

기다리는 부모가
아이를 

꿈꾸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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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수업 

법륜 | 2011

불안한 엄마 무관심한 아빠

오은영 | 2011

좋은 부모의 시작은 자기 치유다 

비벌리 엔젤 | 2009



어느 날 아침, 우리의 과거 기억이 고스란히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 사랑하는 사람

을 기억하지 못하고, 누군가와의 추억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젊다고 해서 결코 방심할 

수 없는 것이 ‘기억력 감퇴’가 아닐까 싶다. 노래를 부르거나 길을 찾을 때, 전화를 할 때

에도 기계가 다 알아서 상황에 맞게 알려주는 편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기억력

은 세상이 발전한 만큼 발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

이 책은 ‘기억’이란 무엇인가로부터 시작해서 기억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기억을 잃고 있거나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이들이 기억력을 회복

하기 위해 실시한 훈련과 성과, 기억력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법 등을 통해 잘 기억하고 

잘 사는 법 등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책의 말미에는 기억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원

인을 분석하여 개발한 기억력 회복을 위한 훈련 매뉴얼도 있다.

1995년 KBS TV 제작본부 프로듀서로 입사해 <생방송 세상의 아침>, <6시 내고향>, 

<환경스페셜 최초보고 송사리>, <추적 60분>, <생로병사의 비밀>,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마음>, <세상을 바꾼 세계기록유산>, <과학카페> 등 다수의 프로그램을 연출했다. 

KBS 가정의 달 기획 <아흔넷 불효자의 사부곡>으로 ‘한국방송대상 작품상’을 수상

하였으며 이외에도 여러 편의 우수한 프로그램 제작으로 ‘이달의 Pd상’, ‘방송통신위

원회상’, ‘삼성언론상’, ‘yWCa 좋은TV 프로그램상’, ‘카톨릭매스컴대상’ 등을 수상했다.  

최근작인 <기억>은 지금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스타일의 과학 다큐멘터리라는 호평을 

받았으며, ‘KBS 우수프로그램상 특별상’과 ‘제38회 한국방송대상 작품상’을 수상하여 

그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김윤환, 기억 제작팀 지음

 KBS미디어 | 2011

	 지우고	남는	기억,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	망각은	그	선택을	위해	신이	

주신	선물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행복한	기억과	불행한	기억,	어느	쪽을	지우고	

싶은가?	(p.	273)

기억 

사서의 추천글 

저자소개  김 윤 환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2012 휴가철에 

읽기 좋은 책 100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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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력의 비밀

EBS <기억력의 비밀> 제작진 

2011

뇌가 살아야 내 몸이 산다 

개리 스몰 | 2011

당신의 뇌를 믿지 마라

캐서린 제이콥슨 라민

2008

사람들은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낸다. 하지만 실내공기의 중요성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은 드물다. 최근 ‘야구장석면검출’, ‘가습기살균제’ 사건들은 사람들이 

실내공기 오염에 대해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깨끗한 공기의 불편한 진실』은 꽃가루와 곰팡이 조사 방법 전문가로 활동 중인 저자

가 40년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내 공기의 질에 관해 쓴 책이다. 실내 공기의 오염, 

내 몸 지키는 실내 공기 관리법, 알레르기와 천식에 관한 기본 지식, 실내 환경 개선법, 

친환경 청소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준다. 더불어 가습기 구입법, 진공청소기의 선택

과 사용법에 대해서도 알려준다. 

책에 나오는 추천 사항들 중 집안에 카펫이나 쿠션의 수를 줄인다거나, 공기 정화 식

물을 기르는 것은 바로 실천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작은 변화가 나와 내 가족의 건

강을 지키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생물학자로서 1979년 애리조나 주 투손에 대기품질회사 에어

로알레르겐 리서치를 설립했다. 실내 공기 전문가로 잘 알려진 그는 캘리포니아대학교 롱

비치캠퍼스에서 미생물학·생화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1976년 오클라호마대학교에서 

의학균류학을 전공하여 미생물학·생화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 후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원으로 복합약 치료와 암을 연구하기도 했으며, 산호세주립대학교에서 미생물학 조

교수로 재직했다. aBC, CBS, nBC 뉴스, 미국 공영 라디오에 출연해 실내 공기의 중요성

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뉴욕타임스», «뉴스위크매거진», «히포크라테스 매

거진» 등의 잡지에 관련 칼럼을 기고하는 등 깨끗한 실내 공기를 만들기 위해 활발한 활

동을 펼쳤다. 현재 미국 알레르기천식면역학회에서 꽃가루와 곰팡이 조사 방법 전문가로 

활약 중이다.

마크 R. 스넬러 지음

더난콘텐츠그룹 | 2011

	 방향제의	기능은	냄새를	은폐하는	것이다.	방향제가	냄새를	제거해	주지는	못

한다.	당신이	정말	신선한	공기를	원한다면	방향제를	쓰지	말아야	한다.	(p.	80)

깨끗한 공기의 
불편한 진실 

사서의 추천글 

저자소개  마크 R. 스넬러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국립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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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환경과 건강 

손종렬, 이정주 | 2010

집이 우리를 죽인다  

허정림 | 2009

집 안에서 만나는 환경 이야기 

차동원 | 2007



“지금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 꿈이 있는가!”

이 책은 27살의 나이에 요리사로서 세계무대에 우뚝 선 청년, 장명순의 이야기를 담

은 책이다. 요리사라는 자신의 꿈을 위해서, ‘좋은 요리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란 물음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저자는 10개월 동안 21개국을 돌면서 세계 최고의 레

스토랑 12곳을 탐방했고 그 곳의 셰프들을 직접 만나고 같이 일하면서 앞으로 자신이 

갈 길에 대한 답을 구했다.

『꿈을 요리하라』에는 처음 요리사가 되기로 결심했던 순간부터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

구하고 요리를 했던 이야기, 세계 곳곳을 돌며 보고 느꼈던 것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이야기, 엘 불리 주방의 무한경쟁 속에 뛰어들어 살아남기 위해 전쟁을 치른 이야기들

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꿈을 위해 도

전하고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책이다. 

열일곱 살부터 요리를 시작해 각종 요리 대회에서 1, 2등을 석권하며 요리에 대한 열

정을 불태우던 어느 날, 불현듯 자신이 가고 있는 길에 대한 확신이 흔들렸다. 자신의 

멘토가 될 만한 세계적인 셰프들을 만나보기로 결심하고 세계 여행을 떠났으며 10개월 

동안 21개국 최고의 레스토랑 12곳을 탐방했다.   

2009년 12월, 귀국해 샘표 지미원 등에서 분자 요리를 강의했고 조선일보 등 여러 언

론 매체에 소개되었으며 <GS칼텍스>CF와 <KBS 과학 카페>, <MBC 생방송 오늘 아침>

에 출연했다. 현재, 모던 한식 레스토랑 ‘콩두’에서 부 주방장으로 일하고 있다. 2011년 

겨울부터는 영국 «레스토랑»지의 ‘2011년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 3위로 선정된 스페

인의 ‘무가리츠’에서 요리사로 일할 예정이다. 

장명순 지음 | 미호 | 2011

	 “너의	마음을	담아라.”	사실	요리는	같은	재료를	사용해도	요리사에	따라	맛이	

다를	수	있다.	어떤	콘셉트로	어떤	요리를	하는지에	대해	마음에	담아두고	그것을	

요리에도	담아내야	한다.	(p.	233)			

꿈을
요리하라

사서의 추천글 

저자소개  장 명 순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2012 휴가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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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개의 별을 요리하다 

에드워드 권 | 2008

(라스베이거스 요리사)

아키라 백 

아키라 백, 최상태 | 2010

미각혁명가 페란 아드리아

만프레드 베버-람베르디에르

2008

2009년 «헬스조선»에 연재된 칼럼 ‘신경과학자가 본 문학·예술인’을 한층 발전시

킨 『뇌과학 여행자』는 남들과 다른 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세상을 다채롭게 인식하

는 예술가들 혹은 역사적 인물들의 정신을 뇌과학 측면에서 접근해 살펴본 책이다. 저

자는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각 여행지에서 살았던 옛 예술가들이 겪었던 뇌질환들

에 대해서 짚어 보고 의사의 관점에서 그 질환들이 예술가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

는지를 짐작해보고 있다. 

「미라보 다리」로 유명한 시인 아폴리네르의 전두엽 손상, 도스토예프스키의 간질, 고

야의 메니에르병, 라벨의 알츠하이머 등 여러 예술가들의 뇌질환을 통해 그 예술가들

의 삶과 작품 활동 등 예술가들의 사연을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다. 저자의 문학, 음악, 

미술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엿볼 수도 있으며 저자가 초대한 ‘뇌과학’ 여행을 함께 하

다 보면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뛰어난 예술을 창조해 낸 인간의 위대함에 대해 공감

할 수 있을 것이다.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 

교수 및 서울 아산병원 뇌졸중 센터 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인간의 정신세계에 매료되

어 프로이트와 융을 즐겨 읽었으며 뇌의 현상으로 인간 행동을 풀이하는데 관심을 두

고 신경과를 전공으로 택했다. 220편의 국외 논문을 포함해 320편의 학술 논문을 저술

하고 함춘의학상(2001년), 우수의과학자상(2002년), 분쉬의학상(2003년) 등 여러 의학

상을 수상했고 «동아일보», «신동아» 등에서 최고의 신경과 명의로 선정되었다. 강

의와 연구 관계로 평소 해외여행을 자주하던 중 신경과 의사의 시각으로 독특하게 바

라본 예술가와 위인들의 생애를 조명하며 문화기행과 뇌과학을 접목시키려는 흥미로

운 시도를 하고 있다. 

김종성 지음

사이언스북스 | 2011

	 현재	고흐의	병명을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분명한	것은	그는	이러한	질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그림만을	위해	일생을	불같이	살다간	사람이다.	천직이	화

가인	고흐는	이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도	정원의	창포	꽃을	그렸고	이	병원	자체

도	그렸다.	당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천재	화가	고흐	주변의	모든	사물과	

생명이	그의	손끝에서	독특한	아름다움으로	되살아났던	것이다.	(p.	338)									

뇌과학 여행자 

사서의 추천글 

저자소개  김 종 성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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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뛰어난 중년의 뇌

바버라 스트로치 | 2011

꿈꾸는 기계의 진화 

로돌포 R. 이나스 | 2007

(신경과의사 김종성) 

영화를 보다 

김종성 | 2006



뇌과학이란 뇌의 신비를 밝혀내서 인간의 물리적·정신적 기능을 심층적으로 탐구

하는 응용학문이다. 우리 머릿속 안에 있는 겨우 1,300~1,500g 정도의 뇌이지만 왠지 

복잡하고 어려워 보인다. 

이 책은 뇌과학자인 저자가 모교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연을 모아 엮은 것으

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강연(1장)과 그 중 다시 9명을 모아서 한 연속 강의(2~4장)내

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냥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뇌과학 분야를 고등학생 수준으로 

풀어, 일반인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손가락을 보면 이과인지 문과인지 구별할 수 있다거나 ‘감’을 과학적으로 분석해보는 

등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거나 궁금할 수 있는 사례들을 예시로 들며, 저자는 뇌과

학에 대한 흥미를 돋우고 지성과 감성, 의식과 무의식, 나아가 뇌구조와 뇌신경까지 뇌

과학의 세계로 안내해 준다. 

1970년생. 약학 박사로, 현재 도쿄대학교 대학원 약학 연구과 준교수로 재직 중이다. 

성실한 실험과 참신한 발상을 바탕으로 한 연구로 일본은 물론 해외에서도 많은 인기

를 얻고 있는 뇌과학자이다. 기억의 메커니즘을 밝히기 위해 ‘뇌 가소성’에 주목해 논

문과 학회 등을 통해 열정적인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08년에는 일본학회장려

상, 젊은과학자상을 수상했다. 주요 저서로는 『교양으로 읽는 뇌과학』, 『해마』, 『착각하

는 뇌』 등이 있다.

이케가야 유지 지음

은행나무 | 2012

	 우선	‘좋은가	싫은가’에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규칙은	‘여러	번	보면	좋아하

게	되기가	쉽다’는	것.	배우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해	보면	광고	출연	횟수가	많거

나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배우가	어김없이	상위에	오릅니다.	(p.	138)

단순한 뇌
복잡한 나 

사서의 추천글 

저자소개  이케가야 유지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2012 휴가철에 

읽기 좋은 책 10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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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과학 여행자 

김종성 | 2011

뇌과학의 함정  

알바 노에 | 2009

(교양으로 읽는) 뇌과학 

이케가야 유지 | 2005

이번 주말, 동물원 나들이 어떠세요?

동물원에 가서 텔레비전이나 책으로만 보던 동물들을 직접 보는 건 신기한 일이다.  

“우와! 코끼리는 저렇게 크구나, 기린은 목이 정말 길구나!” 사진이나 그림 속에 있던 동

물을 직접 보고 체험하는 일은 우리를 아이마냥 즐겁게 한다.

이 책은 광주에 위치한 우치동물원에서 10여 년간 수의사로 일한 저자가, 동물들과 하

루하루 부딪치며 겪은 다양한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다른 동물원이나 가

정에서 버려진 동물, 야생에서 다친 동물, 장애를 가진 동물들의 에피소드에서부터 동

물들의 탄생과 죽음까지 동물원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통해 동물에 대한 저자의 애

정을 느낄 수 있다. 울고 웃기는 우치 동물원의 동물 이야기들을 귀 쫑긋하고 들어보자. 

이번 주말 동물원에 가보고 싶어질 것이다.

야생 동물 수의사. 전남대학교 수의학과를 졸업하고 대관령 목장 수의사, 해태유업 강진

공장 우유검사원, 여수시청 공무원, 국가지정 비브리오 연구소(유전자 분야) 연구원을 거

쳐, 2002년 5월부터 광주광역시청 소속 우치동물원에서 수의사로 일했다. 2006년부터 약 

3년간 전남대학교에서 야생동물학을 강의했으며 이후 중·고등학교를 비롯해 각종 기업

과 단체에서 강의를 했다. 2012년 2월부터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옮겨 근무하고 있

다. 우치동물원의 다양한 동물들의 사연을 소개하며 SBS의<TV 동물농장>에 단골로 출연

했으며 «동아일보», «한겨레», «서울신문», «광주드림» 등 다양한 매체에 동물 관

련 칼럼을 써서 대중들에게도 친숙한 수의사이다. 작가로도 활약하여 『동화 속 동물들의 

진실 게임』, 『우리 동물원에 놀러 오세요』등 5권의 어린이책을 썼고, 2005년에는 단행본   

『세상에서 가장 불량한 동물원 이야기』를 출간했다. 

최종욱 지음 | 반비 | 2012

	 국어사전에서는	야생	동물을	‘산이나	들에서	저절로	나서	자라는	동물’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여기지만	수의사들	사이에서는	집에서	기르

는	반려	동물이	아닌	동물은	모두	야생	동물이다.	(p.	233)

동물원에서
프렌치 키스하기 

사서의 추천글 

저자소개  최 종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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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 우아하고 

쓸쓸한 도시의 정원  

토마스 프렌치 | 2011

동물이 아프니 우짤꼬 

장칠봉 | 2010

숲 속 수의사의 자연 일기

다케타즈 미노루 | 2008



빗물을 판매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생산하여 판

매되고 있는 생수 ‘구름주스Cloud Juice’는 순수 빗물로 만들어진 것이다. 또한 이 나라

의 한 항공사에서는 빗물로 만든 생수를 승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빗물을 마

시기는 고사하고 비를 맞으면 머리카락이 빠진다는 말을 상식처럼 여기고 있는 우리들

에겐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다. 한쪽에선 고급 생수로 팔리고 있는 빗물이 또 다

른 한쪽에선 왜 기피대상이 되는 것일까? 

이 책은 10여 년 동안 ‘빗물 모으기 운동’을 하며 빗물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깨기 위

해 노력해온 저자가 산성비의 실체 등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빗물에 대한 오해를 풀

어주고, 빗물에 숨겨진 무한한 잠재력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더불어 물이 부족했지만 부족한 줄 모르고 살았던 우리 조

상의 현명함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물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한무영  현재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토목 전공자이자 물을 

처리하는 전문가다. 빗물 연구의 사회적인 첫 성과물인 서울 소재 스타시티의 빗물저장

시설은 2008년 국제물학회지의 커버스토리에 ‘세계적인 미래형 물 관리 모델’로 소개되

었으며 2010년에는 국제물학회 IWa의 PIa(창의 프로젝트)상과 대한민국 국가녹색기술대

상을 받았다.

강창래   1986년을 시작으로 20년 동안 단행본 기획 편집자였다. 1993년 중앙일보사에

서 발행한 «서울아이»창간호에서 <전문가가 선정한 한국 최고의 대중문화 기획자-출판 

부문>에 선정되었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는 한겨레노동교육연구소에서 출판 편집에 

대해, 2004년부터는 책읽기와 글쓰기에 대해, 2011년 현재는 환경책 큰잔치 환경책 선정위

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강의를 하고 인터뷰 글을 쓰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한무영, 강창래 지음 | 알마 | 2011

	 ‘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물에게	억지를	부리지	않으면	된

다.	그저	물이	자연스럽게	순환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세상사가	그렇듯,	쉽고	간

단한	것이	진실에	가깝지	않을까.	(p.	237)

빗물과 당신 

사서의 추천글 

저자소개  한무영, 강창래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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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살리는 빗물의 비밀  

한무영 | 2009

사람과 생명을 위한 물 

유네스코 | 2010

빗물을 모아쓰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빗방울연구회 | 2009

열아홉 살에 세계에서 가장 어린 노벨평화상 후보로 지명된 이후, 두 차례나 더 후보 

지명을 받았으며 현재 어린이 인권 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킬버거 형제가 있기까

지 삶에 많은 영향을 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글이다. 

이 책은 자비심과 용기, 공동체의식 세 부분으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는데, 다른 사

람의 말에 귀 기울이고 마음 문을 열 수 있는 자비심, 자기 소신을 말하고 당당하게 일

어서서 방관자로 가득한 세상에서 참여자가 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함께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관해 알 수 있는 공동체의식을 가지는 아이로 키우는 방법을 배

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달라이라마의 서문을 시작으로 책 사이사이에 제인 폰다, 로

버트 케네디 2세,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 등 유명인사의 개인적인 이야기와 메시지 실

천하기,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 등과 같이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교육방법

을 함께 소개하고 있다.

크레이그 킬버거 & 마크 킬버거  ‘프리 더 칠드런(Free the Children)’의 공동 설립자인 

킬버거 형제는 세상을 바꾸는 영 파워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세계적인 유명 인사로, 전 세

계 40여 개국을 순회하며 어린이 인권 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크레이그는 세계경제

포럼이 정한 ‘내일의 세계 지도자’로 지명되었고, 넬슨 만델라 인권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열아홉 살에 세계에서 가장 어린 노벨 평화상 후보로 지명된 이후, 두 차례나 더 후보 지명

을 받은 형제는 캐나다와 인류에 대한 뛰어난 성과와 봉사를 인정받아 캐나다 정부가 수

여하는 캐나다 훈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셸리 페이지  캐나다의 유력 일간지 ‘오타와 시티즌’의 저널리스트로 캐나다 최고의 언

론인상인 ‘전국 기자 대상’을 두 번 수상했다.

크레이그 킬버거, 마크 킬버거, 

셸리 페이지 지음

에이지이십일 | 2011 

	 모든	사람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독특한	무언가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인정

한다면	세상이	얼마나	더	나은	곳이	될지	상상해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능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재능을	나눠주라고	격려하는	것이다.	(p.	82)

세상은
당신의 아이를

원한다 

사서의 추천글 

저자소개  크레이그 킬버거, 마크 킬버거, 셸리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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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서 우리로 

마크 킬버거, 크레이그 킬버거

2005

세상이 학교다, 여행이 공부다 

박임순 | 2011

아이의 자존감 

정지은, 김민태 | 2011



‘인간 수명 100세’가 꿈이 아닌 가까운 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요즘, 현대인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최근 아웃도어 시장의 급성장

을 가져왔으며,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아웃도어 제품과 함께 걷기에 편하고 발 피로를 

덜어주는 차별화된 기능성 신발을 선보이고 있다.

『신발이 내 몸을 망친다』의 다니엘 호웰은, 수년 동안 신발과 발의 구조를 집중적으

로 연구하여 발과 관련된 통증, 질병, 증상 거의 모두가 신발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저자는 사람들이 지긋지긋한 발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맨발 걷기’를 권하

고, 맨발의 이점과 맨발 생활의 아이디어를 알려준다. 따뜻한 봄날, 사랑하는 가족, 친

구, 연인들과 가까운 공원이나 야외로 나가 맨발로 걷고, 뛰고, 달려보자! 발이 원하고 

몸도 원하고, 자연과 하나 되는 맨발의 행복을 시작해 보자.

‘맨발은 휴식이다. 신발을 벗고 맨발을 즐겨라!’

버지니아공과대학교에서 생화학박사 학위를 받은 뒤, 리버티대학교의 생물학과 부교

수로 재직 중이며 ‘맨발의 교수님’으로 불린다. 열렬한 맨발 옹호론자로 맨발 걷기 여행

모임을 만들어 맨발 생활의 장점을 알리고, 직접 맨발의 3,200km가 넘는 거리를 달렸

을 정도로 맨발 생활에 적극적이다.

수년 동안 신발과 발의 구조를 연구하여, 신발이 우리 몸에 끼치는 악영향을 폭로하

고, 맨발 생활을 권장해 세계인의 발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했다. 저서로는 『인체 탐구』

등이 있다.

다니엘 호웰 지음

청림Life | 2011     

	 신발은	뚜렷하게	몸을	망치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발을	천천히	변형시킨다.	

가끔	신발에	의한	변형은	훼손으로	간주될	만큼	심각하다.	끝이	뾰족하고	뒤꿈치

가	높은	신발은	발에	심한	손상을	일으키는데,	기능성	신발도	오랜	시간	착용하면	

해부학적으로	발의	구조가	변하게	된다.	(p.	29)

신발이 
내 몸을 망친다 

사서의 추천글 

저자소개  다니엘 호웰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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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병 혁명 생즙

이문현 | 2012

밀가루만 끊어도 100가지 

병을 막을 수 있다

스티브 왕겐 | 2012

소원 밥상

권오분 | 2012

세계적인 자녀 양육 전문가 매리 S. 커신카의 『(아이를 바꾸려 하지 말고) 긍정으로 

교감하라』는 아이의 타고난 기질에 따른 양육법을 소개하고 있다. 아이의 기질을 알고 

기질의 장점을 살려주는 긍정적인 양육법은 활력이 넘쳐나는 아이의 9가지 특성과 기

질의 특성 9가지를 설명하여 이를 통해 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

며, 각 특성에 맞게 아이를 긍정적으로 양육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따라서 독자들은, 아이와 엄마 자신의 기질과 특성을 이해하고, 긍정적인 교감의 힘을 

발견, 아이와 힘겨루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의 방법을 익히는 동시에 4단계에 

따라 상황별 성공계획을 짤 수 있고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한 전략을 세우게 될 것이며 

긍정 코칭을 통해 아이와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가 형성될 것이라 알려주고 있다.   

20년 이상 여러 나라에서 양육, 교육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

고 있는 자녀 양육 전문가이다. 미네소타에서 ‘아동기 자녀를 둔 가족 교육 프로그램’인 

‘활력이 넘쳐나는 아이와의 갈등 해소’를 만들어 운영하였으며 『잠 못 드는 미국(Sleep-

less in america)』, 『자녀, 부모, 힘의 갈등(Kids, Parents, and Power Struggles)』 등을 

쓴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다. 저자의 책은 전 세계 10개국 이상의 언어로 번역 출간 

되었다. 현재 미네소타의 세인트폴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매리 S. 커신카 지음

물푸레 | 2011

	 부모인	우리는	아이도,	아이의	기질도	선택할	수	없다.	하지만	아이가	자기	기질

을	이해하고	강점을	살리면서	자신을	적절히	표현하도록	가르쳐주는	것,	자극을	주

어	발전으로	이끄는	것은	부모의	역할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이의	두뇌	속에	새

로운	통로가	생겨나고	그	결과	새로운	반응과	행동이	가능해진다고	한다.	(p.	49)	

아이를 

바꾸려 하지 말고 
긍정으로 
교감하라 

사서의 추천글 

저자소개  매리 S. 커신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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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양육혁명

톰 호지킨슨 | 2011

양육의 기술 

앨리슨 셰이퍼 | 2010

양육 솔루션: 아이의 행동 편 

미셸 보바 | 2010



호모 헌드레드(Homo hundred)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평균수명 100세 시대의 

도래는 누구나 수긍하는 현실이 되었다. 이제 은퇴 후가 또 하나의 인생, 인생 후반전

인 것이다.

『은퇴 후 8만 시간』의 제목에 있는 8만 시간은 60세에 은퇴해 100세까지 산다고 가

정했을 때, 하루 중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수면, 식사, 가사노동 등의 시간을 제외한 여

가시간 160시간 중 소득 활동에 할애해야 하는 시간을 말한다.

저자는 이 8만 시간을 어떻게 계획하고 즐겨야 하는지를 설명하며 은퇴 후 삶을 재

구성할 필요와 이를 이루어내는 방법에 대해 일러준다. 또 이 시간을 즐기고 있는 가

수 이장희, 숲 해설가 양경모 등 8명의 이야기도 함께 담았다. 이미 은퇴한 60대들에

게는 은퇴 생활의, 은퇴를 고민하는 40대와 은퇴를 코앞에 둔 50대에게는 은퇴 준비

의 길잡이가 될 것이다.

고려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 교육대학원에서 상담심리학 석사, 건국대

학교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경기대학교 대학원 직업학과 주임교수이며, 

(사)한국직업상담협회 이사장, 김병숙 잡클리닉 원장, 한국진로교육학회 고문, 경기도 

여성정책포럼 대표,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정책 심의위원,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 

심의위원, 고용노동연수원 객원교수로 활동 중이다. 30여 년간 상담과 직업연구를 하

며 복잡다변하는 사회에서 다양한 진로와 직업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현대인들을 돕고 

있다. 진로 및 취업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은 물론 청소년부터 은퇴한 시니어까지 다양한 

계층의 상담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클리닉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인생을 바꿀 수 있도록 

조언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직업발달사』, 『40대 인생경영』, 『서른아홉 그녀 이

력서를 쓰다』, 『실업은 또 다른 50년을 준비하는 기회』 외 다수가 있다. 

김병숙 지음

조선에듀케이션 | 2012

	 지금까지의	삶이	가족을	위해,	누군가를	위해	사는	삶이였다면	지금부터는	나를	

위한	삶,	내	꿈을	위해	살아야	한다.	결코	은퇴	전에	하던	일과	같은	일을	찾지	마라.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일이	아니었다면	그것은	정말	‘일’이기	때문이다.	(p.	227)					

은퇴 후
8만 시간 

사서의 추천글 

저자소개  김 병 숙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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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매일 은퇴를 꿈꾼다 

한혜경 | 2012

Again 이제 다시 시작이다 

중앙일보 시니어리포터팀

2008

떠나든, 머물든

베르나르 올리비에 | 2009

우리나라 최초의 곤충기인 조복성 선생의 『곤충기』를 엮은이가 재구성하여 63년 만

에 다시 출간한 책이다. 이 책은 조복성의 곤충 이야기를 담은 ‘곤충기’와 그의 젊은 시

절 이야기인 ‘곤충채집 이야기’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단옷의 창시자인 ‘누에’, 

최고의 뮤지션인 ‘매미‘와 ‘여치’, 배영을 하는 유일무이 곤충사냥꾼인 ‘송장헤엄치개’, 

남의 알까지 정성껏 돌보는 모성애가 있는 ‘집게벌레’ 등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곤충들의 생태를 그림과 함께 꼼꼼하게 그려내고 있다. 책의 뒷부분인 ‘곤충채집

이야기’를 읽으면 저자가 왜 한국 곤충학의 아버지라 불리는지 저자의 곤충학에 대한 

열정도 엿 볼 수 있다. 곤충의 생태와 자연과학에 관심이 많은 성인독자 뿐만 아니라 청

소년(고등학생)들에게도 권장할 만한 책이다. 

동물학자, 박물학자, 교육자. 호는 관정(觀庭). 1905년 평안남도 평양에서 출생한 그

는 1924년 평양고등보통학교 졸업 후 보통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1930년 경성제국대

학에서 예과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조선과학운동 등 활발한 대외활동을 펼쳤고, 1942년 

중국 남경과 항주의 박물관 등에서 곤충 연구에 매진했다. 

8·15 광복 이후 그는 국립과학박물관장을 지냈고, 1971년 타계하기 전까지 고려대학

교의 동물학교수로 후학 양성에 힘썼다. 국민훈장동백장, 학술원상 저작상, 하은생물학

상 등을 수상했고 학술원회장, 한국동물학회장, 한국곤충학회 명예회장 등을 역임했다. 

국내 최초로 곤충학 관련 논문 발표, 동물 6종의 학명 명명, 한국곤충연구소 설립 등의 

업적으로 ‘한국의 파브르’, ‘한국 곤충학의 아버지’라 불린다.

조복성 지음 | 뜨인돌출판 | 2011

	 반딧불이는	한평생	불빛을	발한다.	이놈이	지구를	영영	떠나지	않는	한	자자손

손	그	불빛이	유전될	터이니	그	광선이야말로	영원불멸의	광선과	다름없다.	열이	

없는	이	차갑고	신비한	불빛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과학적으로도	명확히	밝혀

내기가	쉽지	않다.	단지	일종의	지방이	산화작용으로	인해	발광한다고	하는데,	그	

이상의	비밀은	아직까지	속	시원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	현재 루시페린이 루시페리아제

에 의해 산소와 반응해 빛이 생기는 것으로 밝혀짐. (p.	180)

조복성 곤충기

사서의 추천글 

저자소개  조 복 성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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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들의  화두 

메이 R. 베렌바움 | 2008

파브르 곤충기

장 앙리 파브르 | 2009

한국 곤충기

김정환 | 2008



발렌타인데이가 상업화되면서 초콜릿은 전성시대를 맞이했다. 특별한 날 뿐만 아니

라 이제는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해져 버린 음식 중 하나인 초콜릿은 달콤 쌉싸래한 맛

처럼 제국과 식민지, 향유와 착취라는 상반된 역사가 담겨 있다.  

유럽의 중세 문학과 문헌 연구자인 사라 모스와 알렉산더 바데녹이 쓴 『초콜릿의 지

구사』는 중독성을 지닌 초콜릿이 어떻게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는지 그 유래

와 전파과정, 생산과 소비의 명암, 이미지 변천의 역사를 탐구한 책이다. 

책의 말미에는 감수자가 쓴 식민지 시대에 전파된 한국 초콜릿의 역사를 다룬 글과 

함께 카우보이 쿠키, 핫초콜릿 등의 초콜릿 요리법도 실려 있다.

유럽의 중세 문학과 문헌 연구자인 사라 모스는 켄트 대학 영문학과 조교수로 음식 

문화에 관련된 글을 폭넓게 써왔으며, 알렉산더 바데녹은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대학에

서 매체문화를 연구하고 있다. 이 둘은 묘한 매력과 중독성을 지닌 초콜릿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된 유래와 발전 과정을 탐구하였다. 더불어 슈퍼마켓 선반

을 가득 채운 다양한 초콜릿 브랜드의 생산 과정을 살펴보며 노예제도와 세계화의 역

학 관계까지 짚어내고 있다

사라 모스, 알렉산더 바데녹 지음

휴머니스트 | 2012

	 지금은	건강상식에서도	좋은	초콜릿과	나쁜	초콜릿의	차이를	강조한다.	초콜

릿의	복잡한	이면을	들여다볼수록	화학자와	영양학자들의	의견은	“다크	초콜릿이	

더	좋다”는	데	모아지고	있다.	두툼하고	커다란	부피가	아닌	카카오의	영양성분이	

초콜릿의	이로운	점을	따지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다.	(p.	160~161)

초콜릿의 지구사

사서의 추천글 

저자소개  사라 모스, 알렉산더 바데녹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2012 휴가철에 

읽기 좋은 책 100선

- 

104

자연과학 096

(신들의 열매) 초콜릿 

소피 d. 코, 마이클 d. 코

2000

Chocolate 

안호기 등 | 2011

초콜릿 이야기

정한진 | 2006

사람의 성격과 삶의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공간은 집이다. 집은 조금씩 만들어 가

는 공간으로 집 내부에 따라 그 사람의 생활방식과 마음가짐 등이 달라지기도 한다. 집

에서 지내는 시간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독일인들은 합리적이면서도 심플한 라이

프스타일을 가지고 있으며 작은 집을 선호하는 일본인들은 정리하는 습관이 몸에 배

어 있다. 

이 책은 일본의 작은 집에서 독일식 라이프스타일을 실천하며 살고 있는 일본의 요

리, 라이프스타일 전문가 타니아가 독일인 어머니에게 배우고 스스로 실천해 온 ‘아늑

하게 사는 법’을 담아낸 이야기다. 작은 공간을 넓게 쓰는 정리 및 수납법, 손쉽게 깨끗

함을 유지하는 지혜, 간편하고 맛있는 요리법과 독일식 생활 엿보기 등 소박하고 특별

한 이야기가 작은 집은 좋은 집이라는 생각의 전환을 시켜줄 듯 하다. 

1966년 독일인 어머니와 일본인 아버지의 딸로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독일, 일본, 미

국 등지에서 생활하며 그곳의 자연을 향유하는 한편 어머니의 영향으로 집 안 살림에 

대한 관심을 키워 갔다. 국제기독교대학을 졸업한 뒤, 외국계 증권회사에서 근무하다

가 유학을 간 남편과 함께 런던에서 생활하며 프랑스 요리 전문학교 ‘르 코르동 블루

(Le Cordon Bleu)’에서 요리를 공부했다. nHK 프로그램 <독일어회화>에서 2년 동안 

요리 코너를 담당했다. 일상에서 쾌적함을 추구하는 독일의 합리적인 살림과 인테리

어 노하우에 대해 다수의 잡지에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다. 저서로는 『커피 타임에 즐

기는 과자』(2006), 『타니아의 독일식 키친』(2008), 『생활이 심플해지는 독일식 습관』

(2011)이 있다.

가도쿠라 타니아 지음

홍시 | 2011 

	 라벤더는	꽃잎을	떼어내	그늘에서	건조시킨	다음	면으로	된	손수건에	싸	옷장	

서랍에	넣어	놓으면	속옷에서	좋은	향기가	납니다.	벌레는	라벤더	향을	싫어해	방

충	효과도	볼	수	있죠.	또한	베게	아래에	두면	마음을	안정시켜	주는	효과도	있습

니다.	(p.	153~154)

타니아의 
작은 집

사서의 추천글 

저자소개  가도쿠라 타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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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쉬운 살림 

여희정 | 2011

유쾌한 수납백과

삼성출판사 | 2006

깐깐한 수납 

조윤경 | 2008



자연과 함께 하며 몸을 움직이는 것, 인류의 유전자는 20만 년 전과 거의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구는 급속히 발전하여 이제는 사람이 기계에 직접 다가가서 손을 대지 않아도 자

동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고, 우리의 몸을 좀 더 편하게 좀 더 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왔으며 모든 것을 풍요롭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편하면 행복

할까? 우리는 우리의 몸이 편해지는 대신 자원 고갈 등 많은 새로운 문제들과 쓰레기를 얻

게 되었다. 오늘날 아주 일반적인 환경문제로 떠오르는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도 가만

히 되짚어보면 모든 것을 너무 쉽게 사고 쉽게 버려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법으로 ‘비전력’을 소개하고 있는데 비전력 기술은 

자연을 소재로 사용하고 환경에 의존하는 기술로 ‘원터치’와는 정반대로 어느 정도 몸을 

움직여야 하고 노동력도 필요로 한다. 즉 저자는 작은 쾌락과 편리를 버리면 더 많을 것

을 얻게 된다고 강조하며, 지구를 살리는 다양한 비전력 제품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소

개하고 있다. 

오사카 대학에서 기초공학 박사학위를 받은 공학박사로 30년간 1천여 개의 제품을 

발명하였으며, 과학기술청 장관상, 발명 공로상 등을 수상하였다. 천식을 앓는 딸을 위

해 공기청정기를 발명한 것을 계기로 ‘어린이의 환경에 좋은 것’을 만드는 발명가로 거

듭난 저자는, 에너지와 화학물질을 지나치게 사용해서 발생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일

에 뛰어들어 현재는 비전력화 공방, 발명 공방, 발명 창업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저서

로는 『자, 이젠 발명가가 나설 때다!』, 『기업가는 미래에 ‘점’을 찍어라』, 『알레르기는 극

복할 수 있다』가 있다.

후지무라 야스유키 지음

북센스 | 2011 

	 플러그를	뽑는	일은	새로운	세계의	창을	여는	일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자유와	

다양성을	생각하는	일이며,	문명의	보다	커다란	가능성을	발견하는	일이라고	저

희는	확신합니다.	(p.	237)

플러그를 뽑으면 
지구가 아름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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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다 데쓰나리 | 2010

에코라이프 

청강문화산업대학

에코라이프스쿨 | 2011

고릴라는 핸드폰을 미워해 

박경화 | 2006

칭찬 속의 진실 게임, 생각을 여는 책 읽기의 힘, 사교육을 파헤치다, 0.1% 영재들의 새

로운 발견, 스스로 성장하는 아이들. 이 책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흥미로운 다섯 가지

의 주제를 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했던 양육방법에 대해 바로잡고 우리가 

가야할 교육의 미래를 조명한다. 

학창시절을 생각해보면 공부를 잘했건 못했건 간에 우리의 기억은 ‘학교=공부’를 떠올

린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모든 것이 풍요로워진 세상에 살고 있는 지금의 아이들은 우리

의 어렸을 적보다 훨씬 더 공부에 매달리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성공이 반드시 인생의 성

공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성공은 남과 더불어 살면서 스스로 얼마나 행복한가에 달려 있

기 때문이다. 결국 교육은 스펙이 아닌 행복을 얻기 위한 과정이 되어야 하며, 그 시작은 

학교가 아닌 부모와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지금 부모가 해야 할 일은 화목한 가정 분위기 속에서 아이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 때까

지 온전히 믿고 기다려주는 것,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행복한 교육의 시작이라고 저자는 강조한다.

정성욱 프로듀서  <시대의 초상>, <60분 부모>, <선생님이 달라졌어요> 등 제작

남내원 프로듀서  <행복한 섬 바누아투>, <아동범죄-미스터리의 과학> 등 제작

박유준 프로듀서  <명의>, <생방송 토론광장>, <다큐동화 달팽이> 등 제작

권종남 작가  <TV 문화지대. 미술관 가는 길>, <명의>, <60분 부모> 등의 작가로 활동

임정화 작가  <그것이 알고 싶다>, <시대의 초상> 등의 작가로 활동

김미지 작가  <생로병사의 비밀>, <감성과학 다큐-사랑> 등의 작가로 활동

EBS <학교란 무엇인가> 제작팀 지음

중앙북스 | 2011

	 우리가	교육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도록	돕기	위해

서이다.	(p.	251)

학교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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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엄마 무관심한 아빠 

오은영 | 2011

긍정으로 교감하라 

매리 S. 커신카 | 2011

엄마가 아이를 아프게 한다 

문은희 | 2011



우리는 ‘만성피로’나 ‘월요병’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 이는 현대인들이 피로

를 쉽게 풀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 이유를 이 책의 저자인 매튜 에들런드 

박사는 휴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휴식의 방법이 틀렸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우리에게는 잠과 같은 소극적인 휴식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몸을 회복시키고 우리 몸

이 재생하는데 꼭 필요한 과정은 적극적인 휴식이다. 이 책은 매일 간단한 휴식 기법을 

적어도 한 가지씩 제안하는 쉽고 강력한 30일 계획을 소개한다. 적극적인 휴식에 속하

는 육체적 휴식, 정신적 휴식, 사회적 휴식, 영적 휴식에 대해 설명하고 더불어 집과 직

장에서 할 수 있는 휴식 방법들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휴식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책에서 알려주는 30가지가 넘는 휴식 기법 중에

서 당신에게 맞는 기법, 당신이 즐길 수 있는 기법을 선택해서 꾸준히 실천한다면 휴식

의 혜택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휴식, 생체 시계, 수면 분야의 전문가로 현재는 생체주기

의학센터(Center for Circadian Medicine)의 디렉터이다. 또한 그는 아이비리그의 의과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수면연구소의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에들런드 박사가 참여한 연구는 «오프라 매거진», «프리벤션 Prevention», «셰

이프Shape», «레드북 Redbook», «리얼 심플 Real Simple», «모어More» 및 그 

외 수백 개의 잡지와 신문에 게재되었다. 

저서로는 『The Body Clock advantage』, 『designed to Last』, 『Psychological 

Time and Mental Illness』 등이 있다. www.therestdoctor.com에서 저자를 만날 수 

있다. 

매튜 에들런드 지음

한국물가정보 | 2011

	 휴식은	힘이다.	휴식을	잘하면	정신은	더	예리해지고	더	빠르게	움직일	것이

다.	파워업	같은	휴식	기법들은	당신에게	빠른	반응과	빠른	에너지를	준다.	휴식

은	신체와	정신을	새롭게	조정하고,	가능하다고	생각되지	않았던	일들도	할	수	있

게	해준다.	휴식은	신체와	정신을	재건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한다.	즉,	우리의	마음

을	새롭게	해준다.	(p.	352)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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