펴내며

오래된 매를 뜻하는 산지니처럼,
오래 버티며 지속가능한 출판을 꿈꾸는 출판사

‘산지니’는 산에서 자라 오랜 해를 묵은 매를 말합니다. 수지니가
사람 손에서 기른 매라면 산지니는 야생의 매이고, 보라매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어린 매라면 산지니는 다 자란 매로서,
가장 높이 날고 가장 오래 버티는 우리나라의 전통 매입니다.
다소 공격적인 이 이름을 지은 까닭은 갈수록 힘들어지는 출판
환경과 지역출판의 여건 속에서 오래 버티고자 하는 바람을 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래 버티는 것만이 목적은 아닙니다. 저희는 지역의
차별화된 콘텐츠가 출판으로 이어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출판사의 주요 저자가 부산, 경남에서
활동하는 작가나 연구자들이라는 사실은 출판활동의 자연스러운
결과이며 가장 큰 경쟁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역문화예술의
의미를 발견하고 재해석하는 책들을 발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장르를 오가는 종합출판사를 지향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문화의 지역화와 문화민주주의의 심화에 도움이 되며,
무엇보다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행복에 도움이 되는 책을
만드는 출판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보면, ‘행복’이라는 답이 가장 적절할 것입니다. 나의
행복과 공동체의 행복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는데,
산지니의 책들이 나와 공동체의 소외를 극복하고 자본주의
사회의 여러 중독에서 해방되어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6년 4월
산지니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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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
인문
예술

인문

aᔢ⩥ᝅݡ᮹ح᪡ᱶᝁ
의식세계에 개입하는 과학과 새로운 인문학적 사유
ᕽᖒḡᮭ]ᝁǎ❱] ᬱ]֥ᬵᯝ

현대 뇌과학과 스피노자 철학, 영화 <매트릭스>를 넘나들며
뇌와 정신의 상관성을 해명한다. ‘의식의 요람’이라 불리는
뇌, 그리고 ‘의식의 지향점’인 정신. 이 둘은 어떻게 연결되
어 있는 것일까? 이러한 근원적 질문에 도전하는 이 책은 뇌
과학 연구를 풀어쓰는 데 그치지 않고 학문의 역사적 변화를
추적하며, 정신에 대한 철학 이론을 과학적 발견과 연관해
새롭게 해석한다.

ᵲǎၝ᳒ᵝ᮹᪡⪮⏊ᅙ☁ᵝ᮹아시아총서 12
홍콩 역사박물관의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ඹᩢ⦹ḡᮭ]ᝁǎ❱᧲ᰆ] ᬱ]֥ᬵᯝ

한 사회의 정체성을 구현하는 공간인 ‘박물관’에서 중국이
왜곡하고 있는 홍콩의 정체성을 살펴보고, 과연 바람직한 중
국-홍콩 관계는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였다. 홍콩박물관이
말하는 홍콩의 정체성이 홍콩의 ‘사실’과 부합하지 않으며,
‘민족’과 ‘본토’ 모두 특정한 주체에 의해 구현되어 국민국가
와 민족 이데올로기를 교육하는 공간으로서 역사박물관이
운영되고 있음을 밝힌 연구서이다.

⦽ǭᮝಽᯞ۵ᵲǎྙ⪵
중국의 전통문화와 소수민족문화 그리고 대중문화
ྙ⪵ℕᮂšŲᇡᬑᙹ⦺ᚁࠥᕽ
ŖᅪḥⰑᯕvᯙⰑ᳑ᮅĞḡᮭ]Ⓧᬕ❱] ᬱ]֥ᬵᯝ

중국의 전통문화와 대중문화는 물론, 소수민족문화에 대해
살펴본다. 특히 제2부에서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55개의 소
수민족문화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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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ᵲ⣮Ğ중국영화문화 1978~1998
ᩢ⪵ḥ⯆᭥ᬱ⫭⦺ᚁࠥᕽ ⦽ݡၝǎ⦺ᚁᬱᬑᙹࠥᕽ

݅ᯕḥ⪵ḡᮭ]ᯕ⩥ᅖⰑᖒ᪆ಡʡ]ᝁǎ❱] ᬱ]֥ᬵᯝ

한국 독자들을 격변하던 중국 사회의 여정으로 이끌어줄 20
년간의 중국 영화 변천사. 사유의 깊이와 폭넓음에 있어 세
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학자 다이진화의 저작.

중국 현대 영화사와 영화비평에 관한 고전
•중국이 개혁 개방으로 새로운 시기를 맞이하게 된 1978년부터 세계화에 처하게 된
1998년까지의 중국 현대 영화사를 다루고, 주요 작품들을 분석했다. _경향신문
•문화적 변동과 정치적 상황을 영화 해석에 활발하게 끌어들인다. _한겨레21
•서구 영화평론가와 같은 외부 관찰자의 선입견과 편견을 거침없이 비판하며 내부
관찰자의 섬세한 독자적 시각을 담아내고 있다. _동아일보

݉ᱩ칭화대 쑨리핑 교수가 진단한 90년대 이후 중국 사회
⦽ǎe⧪ྜྷᮅญ᭥ᬱ⫭ᬵ᮹₦ ⦽ݡၝǎ⦺ᚁᬱᬑᙹࠥᕽ

ᣉญ⦲ḡᮭ]ʡĞʡ]ᝁǎ❱] ᬱ]֥ᬵᯝ

성장일로의 중국사회에서 날로 증폭되어가는 양극화 현상 등
역동적인 중국의 사회경제 현실을 예리하게 분석한 책이다.

중국의 대표적 사회학자 쑨리핑 교수의 깊이 있는 분석
•중국사회의 중심에 있는 저자의 문제의식은 오늘의 중국을 바라보는 유의미한
관점을 제공한다. _경향신문
•현재 중국이 당면한 사회적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책이다. _부산일보

인문

9 ■

⦽ӹᦥ౭✙᪡ษ❕⦹ᯕߑÑ
행간에 놓인 사랑과 철학, 위대한 대화들

ᨹᷩእᨱ┡ᨱ❦Ñḡᮭ]⫊ᮡʡ]
❱]s ᬱ]֥ᬵᯝ

연인이었던 아렌트와 하이데거,
그 둘의 서신교환을 근거로 쓰인 책
20세기를 대표하는 철학자인 한나 아렌트와 마틴 하
이데거가 주고받은 서신 속 대화와 주위 사람들의 증
언을 통해 두 철학자의 삶을 구체화하며 한 편의 서
사를 구성한다.

“신의 뜻에 따라
저는 죽음 이후에 당신을
더 사랑하게 될 거예요”

Hannah Arendt & Martin Heidegger

•폴란드 태생의 유태인 저자 엘즈비에타 에팅거는 같은 유태인이었던
한나 아렌트의 삶에 주목했다. _광주일보
•두 사람의 편지를 소재로 한 첫 책이라는 의미와 더불어 두 철학자의
내밀한 생각을 들여다보는 재미가 있다. _경향신문
•편지와 증언을 통해 두 사람의 관계에 피와 살을 붙인다. _조선일보
•사상적으로 주고받은 영향과 사랑과 결별 뒤에도 둘 사이에 이어져 있던
끈에 대해 얘기한다. _한겨레

ḥ⪵᪡ᮅญ

고전오디세이 01

19세기 자유주의 과학인의 멘토, 토마스 헉슬리의 윤리 선언
☁ษᜅ⨪ᜍญḡᮭ]ᯕ᳦ၝʡ]ᝁǎ❱᧲ᰆ] ᬱ]֥ᬵᯝ

유럽사회의 거대한 전환이 일어나던 19세기 후반, 자유방임
적 진화를 내세운 자본의 폭력으로부터 인간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윤리 선언. 과학발전에 따른 윤리의 문제를 제기한 책.

❭໙᮹ྖಾ
ᨱ&⧕ญᜅḡᮭ]ᯕ⩥⭹ʡ]ᝁǎ❱] ᬱ]֥ᬵᯝ

지속가능한 세계를 약속하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인류의 과
제에 대하여 진지하게 성찰한다. 기존의 낡은 세계관의 내용
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세계관과
새로운 문명은 어느 방향에서 어떻게 모색해야 하는지를 구
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ᱩ᮹ྙ⪵᪡ɡᥑʑ᮹ᮅญ
ญऽᧉ⡍ᜅթḡᮭ]ᱶ⧕ൂʡ]❱᧲ᰆ] ᬱ]֥ᬵᯝ

표절의 정의와 그것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의 문제, 표절과 저작권 침해의 차이, 표절과 창조적 모방의
관계 등을 기술하는 책이다. 문학, 학문, 음악, 미술, 영화 등
문화계 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표절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룬다.

ᔍ⫭ᔾྜྷ⦺ ᯙe᮹ᅙᖒᮥั⦹݅
ྙ⪵ℕᮂšŲᇡᬑᙹ⦺ᚁࠥᕽ
ၶอᵡḡᮭ]ᝁǎ❱] ᬱ]֥ᬵᯝ

11명의 생물학박사, 철학박사들이 각기 다양한 측면에서 사
회생물학을 조명하고, 그것이 인간의 본성과 어떻게 연관되
는지 고찰한 책이다.

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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ᱶᝁᇥᕾᱢၽݍᯕು᮹☖⧊
8개 국어로 번역된 정신분석학의 필독서

⦥ญᜅ┡ᯕᜉ ಽქ✙┡ᯕᜉḡᮭ]ၶᩢᙺ ᰆݡʡ]ᝁǎ❱᧲ᰆ]
 ᬱ]֥ᬵᯝ

인간발달에 관한 정신분석 문헌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제시한
독창적인 발달 이론을 담은 책이다. 진화하는 감정, 행동, 인지,
사회적 체계를 고려하는 맥락에서 정신성 발달을 살펴본다.
•정신분석학에서 정리되지 않고 흩어져 있는 각각의 특정이론과 관찰자료 등을 일관성
있게 연결하면서 서로 다른 이론적 관점이 어떻게 의미 있게 통합되는지 심도 있게 설
명한다. _ 교수신문
•이 책을 통해 독자는 자신과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방법과 효과적으로 마음을 치유
하는 법을 알 수 있다. _ 국제신문

ၹྜྷݡ᮹ᅖ⧊ℕ
21세기 법학과 정신과학에서 카를 슈미트의 위상

카를 슈미트의 다양성과 모순성을 집대성한 백과사전

⩍ྕ✙Ⓧၵญ⊹ḡᮭ]ʡ⬉ᱥჩᩎ]ᝁǎ❱᧲ᰆ]
 ᬱ]֥ᬵᯝ

독일 슈파이어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카를 슈미트 세미나 발표
논문 모음집. 카를 슈미트의 정치신학, 정치사상, 헌법사상 세
가지 관점에서 논문 11편을 골라 번역하고 카를 슈미트 연보
와 저작목록, 관련 인명록, 저작과 서평, 참고문헌과 색인을 더
한 카를 슈미트 백과사전이다.
•슈미트 저작 수용에 지대한 기여를 하고 있는 편역자 김효전 교수의 역량이 집대성되
었다. _ 교수신문
•오늘날에도 카를 슈미트가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혹은 골동품과 같은 관심만을 끌고 있는 것인지를 치열하게 탐구했다.
_ 경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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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᮹ᯕᔢ일본 미술의 정신 아시아총서 04
᪅⋕⑁▱ᝁḡᮭ]ᱶǍʡ]ᝁǎ❱᧲ᰆ] ᬱ]֥ᬵᯝ

일본의 메이지 시대에 일본미술의 현대화를 위해서 교육 및
행정에서 커다란 기여를 한 오카쿠라 텐신이 서양인들에게
동양의 진면목을 보여주기 위해 저술한 것이다. 인도와 중
국, 일본 등의 미술과 역사를 중심으로 서술하면서 거기에
동양인의 사유방식과 미학의 특성 및 동양 각국이 구현해야
할 이상이 내재해 있음을 밝힌다.

₉᮹₦The Book of Tea
᪅⋕⑁▱ᝁḡᮭ]ᱶǍʡ]ᝁǎ❱] ᬱ]֥ᬵᯝ

다도를 통해 일본의 전통문화를 재미있고 매력 있게 해설한
책이다. 출간한 지 100년이 넘었지만 이 책은 아직도 서양인
들에게 동양의 차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의 다도만
언급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다도문화, 나아가 동양의 전통문
화를 함께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1906년, 미국 보스턴미술
관에서 동양부장으로서 국제적 명성을 날리고 있던 오카쿠라
텐신이 영어로 펴낸 책을 번역하였다.

₉᪡ᖁ아시아총서 20
한 권으로 음미하는 일본 다도의 모든 것
ᯕ☁Ł⋙ 〻㶰ㆨ䁲 ḡᮭ]ʡᬊ⪹·ᘂᔢᙺʡ]ᝁǎ❱] ᬱ]
֥ᬵᯝ

차 문화와 다도의 세계. 단지 마시는 것에서 나아가 다도의
법과 선의 경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의 세계를 다루고 있
다. 특히 차를 통해 정신을 통일함으로써 마음의 산란을 방
지하여 참된 자신에게 몰두하게 되는 선의 경지와 일상생활
속에서 끌어내는 도의 가치를 이야기한다.
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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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᮹ᯕ໕ᨱq⇵ᨕḥᩎᔍ
인도-파키스탄 분단으로부터 듣는 여러 목소리

ᬑ᪡ᛍᇡঙญᦥḡᮭ]ᯕŲᙹʡ]ᝁǎ❱] ᬱ]֥ᬵᯝ

인도의 대표적인 페미니스트이자 비주류 역사가인 우르와쉬
부딸리아는 인도-파키스탄 분단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작은 개인들이 경험했던 트라우마를 통해 피지배자의 역사를
재구성한다. 유태인 홀로코스트에 버금가는 폭력이 난무했지
만 그 실체는 철저하게 은폐되고 새로운 독립국 인도의 탄생
이라는 지배자의 역사만이 기술되고 있는 현실에서 저자는
10년 동안 희생자 70여 명과 심층 인터뷰를 통해 얻은 목소
리를 바탕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간다.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 감춰져 주목받지 못한 역사의 한 단면을 드러내는 책이다.
_연합뉴스

ዝᦸʕᔍ௭ॅ아시아 여성과 개발아시아총서 15
ᬑ᪡ᇡঙญᦥ⠙ᱡ]ᝁǎ❱] ᬱ

아시아 개발 그 이후를 면밀하게 연구 분석하여 그 결과물를
담은 책이다. 특히 자원 수탈, 주민들의 대규모 이주, 정체성
과 역사 말살, 지식과 생명체의 약탈, 상품화, 여성의 착취와
억압 등 개발 과정에서 일어난 폭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인도의 여성운동가로서, 아레나(ARENA)의 젠더 프로젝트에
관여해온 우르와시 부딸리아는 아시아 각국의 여성과 아이
들이 개발 한가운데서 어떻게 권리를 빼앗기고 희생당하는
지를 사례연구와 통계를 통해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버마 등의 여성학자와 운동가들이 아시아 개발 이후의
환경재해, 군사정부의 부패 등 각국의 문제를 다뤘다. _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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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ࢱƱ ᔍᔢᨱᕽᝅʭḡ
aኩ⥭్ऽḡᮭ]ᯕʑᩑʡ]ᝁǎ❱] ᬱ]֥ᬵᯝ

영국 태생의 종교학자 가빈 플러드의 『힌두교, 사상에서 실
천까지』. 인도의 전통종교인 힌두교의 주제와 역사를 소개
하고 있다. 현대에 들어서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비슈누 등의
신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룬다. 아울러 힌두교의 특성에 대한
학계의 논쟁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ᯙࠥ᮹ࢱᨕນᦵ ܩᗭ᪡ḡᜅ
ʡĞ⦺ⰑᯕŲᙹḡᮭ]❱᧲ᰆ] ᬱ]֥ᬵᯝ

인도인들이 성스러운 대상으로 추앙하며 어머니라고 부르는
암소와 갠지스를 통해 인도사회를 통찰한다. 인도는 과학기
술 발전 사회와 종교적으로 신비한 사회라는 양 극단의 이미
지를 가진 사회이다. 그렇지만 국내외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인도 사회 관련 서적들은 인도에 대한 객관적 이해보다는 인
도 사회를 신비롭게만 포장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잘못 알고 있
거나 편견의 인도가 아닌 살아 있는 인도의 모습을 전해준다.

ᯙࠥᔍᨱᕽ᳦Ʊ᪡ᩎᔍอॅʑ
ᯕŲᙹḡᮭ]ᝁǎ❱᧲ᰆ] ᬱ]֥ᬵᯝ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있던 인도의 역사나 한국의 역사에 대
한 고정관념을 깨며, 어떻게 역사 만들기가 이루어지는가를
조목조목 예를 들어가며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역사학계에
역사와 역사학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는 물
론, 바른 역사인식과 인간의 발자취가 갖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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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ᔢ᮹℁⦺다르마끼르띠와 찰나멸
┡݅┡ܩḡᮭ]ǭᕽᬊʡ]ᝁǎ❱] ᬱ]֥ᬵᯝ

인도불교의 인식론과 논리학을 완성한 다르마끼르띠의 인
식론, 특히 그의 존재론에 대한 본격적인 학술서이다. 다르
마끼르띠의 사상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하고 있어, 인도불교
최고의 사상가인 다르마끼르띠를 연구하는 데 길잡이가 되
어준다. ‘모든 것은 무상이다’라는 ‘인간의 직관이 낳은 최초
의 막연한 일반화’인 무상을 다르마끼르띠의 찰나멸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ษ┅❑᮹℁⦺ŝ᳦Ʊ아시아총서 03
┅ྕ☁⯩⎵ḡᮭ]ǭᕽᬊʡ]ᝁǎ❱] ᬱ]֥ᬵᯝ

7세기 인도의 불교철학자 다르마키르티에 대한 연구사와 다
르마키르티의 인식론, 언어론, 종교론을 다루었다. 다르마키
르티의 종교는‘해탈’을 목적으로 하며 다르마키르티의 철학
은 ‘지혜’를 지향한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전인미
답의 영역인 디그나가에 의해 정초되고 철학자이면서 동시
에 종교인인 다르마키르티에 의해 완성된 불교인식논리학에
대해 다룬다.

ᯙࠥᯙ᮹םญ⦺문답법에서 귀납법으로
⋕⊁ᙝඹḡᮭ]ǭᕽᬊʡ]ᝁǎ❱] ᬱ]֥ᬵᯝ

서양의 존재론과 동양의 실천론 전통을 통섭하는 인도불교
인식논리학. 인도불교인식논리학의 세계적 대가인 카츠라
쇼류 교수의 역저이다. 저자는 인도불교인식논리학이 서양
사상과 동양사상을 이해하는 데 가교의 역할을 할 수 있음에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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ᇩƱ᮹ษᮭᔍᔢ유식사상입문아시아총서 08
⎵ษŁᯕ⊁ḡᮭ]ʡᬊ⪹·ᮁญʡ]ᝁǎ❱] ᬱ]֥ᬵᯝ

우리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익숙한 사례와 다양한 도식을
들어 난해한 유식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유식사상 입문서이
다. 단순한 이론 습득을 넘어 인간의 마음을 정화하고 자유
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 실천적 가르침으로서의 유식사
상을 접하게 한다. 서론에서 유식사상을 개설하고 제1장에서
그 역사를 기술한 다음 제2장에서 유식사상의 내용을 자세
히 설명했다.

⦽ݡၝǎₑݖᔍ
불교철학을 바탕으로 해설한 사찰 순례기
⦽ᱶrḡᮭ]ᝁǎ❱] ᬱ]֥ᬵᯝ

사찰문화재를 불교문화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한 책으로, 홍련
암, 보리암, 석모도 보문사 등 3대 관음성지와 삼보사찰, 5대
적멸보궁과 지역별 명찰을 선별하여 33군데 명찰을 뽑았다.
그렇게 가려낸 사찰에 개괄적인 해설을 더해 저자 나름의 독
특한 해석을 덧붙이고, 다양한 명찰의 사진을 통해 답사, 연
구, 구경, 여행을 도와준다.

ᇩƱ᪡ษᮭ마음을 공부하는 능엄경 이야기
⫊ᱶᬱḡᮭ]ᝁǎ❱] ᬱ]֥ᬵᯝ

불교경전 <능엄경> 가운데 ‘마음’을 설명하는 부분만을
가려내어 쉽게 풀이함으로써 마음을 공부하는 독자들이
깨달음에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경전 원문을 싣고
해석과 더불어 강의 형식으로 쉽게 설명을 달아 누구나
쉽게 <능엄경>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문

17 ■

⯊ᨕḥ༉௹현대 중국인의 고뇌와 꿈아시아총서 09
⦽ݡၝǎ⦺ᚁᬱᬑᙹ⦺ᚁࠥᕽ

ᯕ᳦ၝḡᮭ]ᝁǎ❱᧲ᰆ] ᬱ]֥ᬵᯝ

20세기 초 근대 지식인들의 중국인 담론을 들여다보고, 20세
기 중국의 모습과 더불어 21세기 중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양한 문학작품을 사례로 제시한다.

중국인 담론과 문학작품을 통해 바라본 20세기 초 중국 지식인들의 고뇌
•20세기에서 현재에 이르는 중국 역사 속에서 중국인들이 끊임없이 사회운동과 자기
쇄신을 통해 어떤 미래상을 고민하고 있으며 위기에 처할 때 어떤 새로운 도전을 시도
하는지 등의 문제에 대해 얘기한다. _서울신문
•중국의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며, 기존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중국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넘어 중국 사회를 공정하게 사유할 수 있는 시각을 발견하고자 했
다. _경남신문

ɝᦥ࠺ݡᦥ᮹᳦Ʊ݅ᬱᵝ᮹᪡ᮁ☁⦝ᦥ
아시아총서 05
ྙ⪵ℕᮂšŲᇡ↽ᬑᙹ⦺ᚁࠥᕽ

ᰆᰍḥḡᮭ]ᝁǎ❱᧲ᰆ] ᬱ]֥ᬵᯝ

근대기 동아시아의 사상가인 한국의 최제우, 강일순, 중국의
홍인곤, 강유위의 신종교 관념을 종교다원주의적 관점에서
고찰한 책. 반봉건과 근대의 극복이라는 관점에서 그들의 사
상에 내재한 실천윤리를 살핀다.

근대기 동아시아의 사상가 최제우, 강증산, 홍수전, 강유위의 사상에 대한 비교 고찰
•인도불교 전공 학자가 최제우, 강일순, 강유위 등의 신종교 관념을 종교 다원주의적
관점에서 고찰했다. _세계일보
•종교 관념에 자리 잡은 평등이념, 도덕정치, 이상교육, 남녀평등 사상 등을 살피고 유
토피아의 실체, 공동체 건설 방법 등을 알아본다. _연합뉴스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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ɝݡᕽǍ᮹∊Ċŝ࠺ᦥᦥ᮹Ǒᵝᱽ
동아시아 5개국의 대응사례를 중심으로아시아총서 11
ၶᬱᬊၶᰆ႑ᝁ⪙ᯕɝᬑ᳑ᖙ⩥ḡᮭ]ᝁǎ❱᧲ᰆ]] ᬱ

‘군주론’과 ‘군주이미지’라는 두 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추
고 5개국의 역사를 비교한 책이다. 1부에서는 위기를 맞이
한 각각의 군주제를 지탱하기 위해 어떤 시도를 했는지 비
교하였고, 2부에서는 사건이나 구체적인 조치들을 통해 각
국의 군주제가 어떠한 이미지를 구축하려 하였는지를 살펴
보았다.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티베트의 정치, 경제, 문
화, 외교를 동아시아라는 큰 틀에서 파악하려 했다.

⦽ǎ᮹ᔍ௲₥
조선시대 상류주택 사랑채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ᮅᯝᯕḡᮭ]Ⓧᬕ❱] ᬱ]֥ᬵᯝ

저자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전통주택들을 답사하고 그곳에
거주하는 종손(宗孫)·종부(宗婦)를 대상으로 일일이 설문
조사하는 힘든 작업을 거쳐서 조선시대 사랑채에 대한 체계
적인 연구를 하였으며, 그 연구성과를 한 권의 책에 담아냈
다. 크게 5장으로 나누어 사랑채의 형성배경과 성격, 공간구
성, 지역별 사랑채, 계층별 사랑채, 행태별 사랑채를 기술하
였다.

ᱽiపŝᖙʑ࠺᧲ᱢ⩢ᮥ݅⦹ם
역주 몽견제갈량
ᮁᬱ⢽ḡᮭ]ᯕᖒ⩽ʡ]ᝁǎ❱] ᬱ

역관이자 계몽지식인이었던 유원표가 1908년 쓴 소설 『몽견
제갈량』을 역주한 책이다. 유원표가 자국의 힘과 상황을 정확
히 파악하지 못한 채 제국주의 논리인 사회진화론, 우승열패
론, 황백인종론 등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했음을 밝혀 근대전환
기 계몽지식인의 한계점을 짚어낸다.

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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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천구
삼국유사를 연구의 축으로 삼아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문
학과 사상을 비교 연구하고 있으며, 현재는 대학 밖에서 인
문학 강좌를 열고 있다. 저서로는 『논어, 그 일상의 정치』
가 있고, 역서로 오카쿠라 텐신의 『차의 책』과 『동양의 이
상』, 일본불교설화집인 『모래와 돌』, 일본불교문화사인
『원형석서』, 명심보감 완본을 번역한 『밝은 마음을 비추는
보배로운 거울』 등이 있다.

๚ᯱࠦᖅ
ᱶǍḡᮭ]ǎ❱] ᬱ]֥ᬵᯝ

『맹자』를 통해 오늘날 한국사회의 병증을 짚어보는 새로운
고전해설서. 정치·사회·교육 등 사회 전반의 문제들을 예
리하게 분석한다.

ᔝǎᮁᔍ ၵ݅ෝอӹ݅

⫭⩲⪵ྙ❱⇽⦽ݡℎᗭ֥ࠥᕽ

ᱶǍḡᮭ]ᝁǎ❱ᄡ⩶] ᬱ]֥ᬵᯝ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리적 특성상 한반도의 역사를 바다
와 떼놓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삼국유사』 중 바다를 소
재로 한 이야기를 추려내 그 의미를 되새겨 본다. 저자가 일일
이 발품을 팔아 찍은 사진이 읽는 재미를 더한다.

⦽እᯱ ᱽǎᮥั⦹݅
ᱶǍḡᮭ]ᝁǎ❱] ᬱ]֥ᬵᯝ

『한비자』의 해석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를 흔들었던 굵직한 사
건들을 다룬다. 『한비자』를 맹목적으로 답습하기보다는 현재
를 보는 꼬투리로 삼으며 재해석하여 이 시대를 찬찬히 들여다
보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아름다운 순우리말 번역의
새로운 주석서
םᨕ əᯝᔢ᮹ᱶ⊹
ᱶǍḡᮭ]ᝁǎ❱] ᬱ]֥ᬵᯝ

ᵲᬊ ᨕᬙฝ᮹ʙ
ᱶǍḡᮭ]ᝁǎ❱] ᬱ]֥ᬵᯝ

๚ᯱ ݡෝ݅ ᇡᔑྙ⪵ᰍ݉ᬑᙹࠥᕽ
ᱶǍḡᮭ]ᝁǎ❱᧲ᰆ] ᬱ]֥ᬵᯝ

⦽እᯱ
⦽እḡᮭ]ᱶǍʡ]ᝁǎ❱] ᬱ]֥ᬵᯝ

정천구 선생의 고전 번역 시리즈. <논어><맹자><중용><한
비자>를 순우리말 번역으로 아름답게 완역하였다. 『논어,
그 일상의 정치』에서는 20편에 이르는 논어 전편을 순우
리말로 해석하고, 주석을 달아 한자 하나하나의 속뜻과 말
맛까지도 상세하게 설명한다. 그러면서 자구 해석만으로
는 알 수 없는 행간의 숨은 뜻은 ‘어짊’을 통해 일상에서 정
치를 행하려 했던 공자의 실천사상을 중심축으로 일관되게
해설하고 있다. 『맹자, 시대를 찌르다』는 맹자 원문과 함께
등장하는, 성무선악설(性無善惡說)을 주장한 고자와 맹자
의 논쟁, 개인의 쾌락을 중시한 양주와 겸애를 주장한 묵적
을 향한 비판, 법가 사상에 대한 비판을 담았다. 『중용, 어
울림의 길』은 중용 본연의 내용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중
용>이 어떤 과정을 거쳐 고전이 되었으며 저자는 누구인지
등 우선 그 근본을 묻고 답함으로써, 처음 읽는 사람은 물
론 이미 정독한 사람들까지도 새로운 느낌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한비자』는 한 개인, 기업, 국가가 어지
러워졌을 때, 다시 바로잡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에
긴요한 방침과 방책들을 일목요연하게 서술해놓은 책인데,
전편을 완역하여 내놓았다.

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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םᨕ공자와의 대화아시아총서 07
ʡᩢ⪙ḡᮭ]ᝁǎ❱] ᬱ]֥ᬵᯝ

논어 연구자 영산대학교 김영호 교수의 저작. 《논어》의 원의
를 살린 해석과 다양한 주석을 담은 책이다. 본문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자의 삶과 제자들의 생애, 공자와 제자
들의 관계, 그리고 《논어》 본문의 번역과 주석, 해설 등을 실
었다. 주석은 종래의 해석에서 벗어나 재해석을 고루 선택하
여 공자의 참정신을 찾고자 하였다. 가능한 한 다양한 설을
소개하려고 노력하되 성현의 정신을 잘못 전하는 우를 범하
지 않기 위해서 저자 임의의 해설은 최대한 배제했다.

ᔍ௭݅⊹ḡᦫᦹ۱Ա윤현주 기자의 논어로 세상읽기
ᮅ⩥ᵝḡᮭ]ᝁǎ❱] ᬱ]֥ᬵᯝ

20년 넘게 기자 생활을 했던 부산일보 논설위원 윤현주 기자
가 기자적 시각으로 논어를 해석하고 이를 현실에 적용한 글
로서, 승자독식 이익제일주의 사회를 통렬하게 비판하고, 따
뜻한 공동체 건설 방안을 모색한 책이다. 이 책은 참된 리더
십이 무엇이며, 우리 정치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양극
화 해소와 경제민주화가 왜 필요한지 등 시대적 명제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공자의 지혜를 빌려 제시한다.

Łᱥa ᔍ௲ᮥי௹⦹݅
동서양의 세레나데와 우리 고전을 통해 살핀
사랑과 구애의 메커니즘
⫊ᄲᯖḡᮭ]ᝁǎ❱] ᬱ]֥ᬵᯝ

서양의 세레나데가 사랑하는 여성의 창밖에서 부른 존경과
사랑의 노래였다면, 동양의 구애 노래는 여성들이 모인 팡쑤
를 향해 부른 수줍은 두드림, 목화나 뽕을 따는 처녀를 향해
부른 간절한 약속의 언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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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스크리틱
비평을 넘어,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넘나드는 새로운 길라잡이

ḡ᮹ᮅญᖒᨱš⦽݅ᖐ⠙᮹ᨱᖙᯕ
크로스크리틱 01
ᮅᩍᯝḡᮭ]ᝁǎ❱᧲ᰆ] ᬱ]֥ᬵᯝ

지식의 논리적 완결성뿐 아니라 지식과 대면한 주체가 그 지
식을 매개 삼아 변화할 수 있는가에 주목하는 책이다. 저자
는 이를 ‘지식의 윤리성’이라고 정의하면서 정치·현실감각
등 ‘지식의 심층해부’를 시도한다.

ᔢ⫊ᱢᔍŁ크로스크리틱 02

⦽ǎᩑǍᰍ݉ᬑᙹᱡᕽ

ᮅᩍᯝḡᮭ]ᝁǎ❱᧲ᰆ] ᬱ]֥ᬵᯝ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의 이명박 집권기 동안 저자
윤여일이 쓰고 번역하고 비평한 글들을 모은 평론집이다. 이
책으로 지난 5년을 되돌아보며 독자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자 한다.

}᮹ǭಆŝᯝᔢ크로스크리틱 03 
들뢰즈와 푸코가 안내하는 일상의 권력과 탈주
⦽ǎᩑǍᰍ݉ᬑᙹᱡᕽ
ᔍŖᯝḡᮭ]ᝁǎ❱᧲ᰆ] ᬱ]֥ᬵᯝ

현대철학에서 빠질 수 없는 대표적인 철학자 들뢰즈와 푸코
로 일상의 권력을 사유한 책. 딱딱한 이론서라기보다 두 철
학자의 핵심 이론을 가지고 권력에 대한 사유를 풀어내는
데, 드라마나 영화, 연극 등 친숙한 소재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한다.

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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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근현대사상총서
근현대시대 중국의 고민이 담긴 텍스트들을 통해 중국 근현대사상이
던진 삶의 근본문제와 대안세계의 의미를 이해하고, 나아가
우리 시대가 만들어가야 할 문명사회를 상상할 수 있는 유익한
사상자원을 제공한다.

ᯙ⦺중국근현대사상총서 001
ݕᔍ࠺ḡᮭ]ᯥ⩶ᕾʡ]ᝁǎ❱]] ᬱ]֥ᬵᯝ

근대적 가치의 불을 밝힌 담사동의 인의 학

『인학』은 담사동이 집필한 논변의 글로, 서구의 근대체제를
소개하고 중국 전통적인 덕목과 연결시켜 새로운 도덕적 가
치를 보여준다. 복잡다단한 동서 종교와 학문의 통합과 평등
한 세계로의 제시, 그리고 이를 이끌어가기 위한 도덕 정신
의 고양을 주문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Ǎᮁᝍᩢಾ중국근현대사상총서 002
ప⊹₉᪅ḡᮭ]ᯕ᳦ၝʡ]ᝁǎ❱]] ᬱ]֥ᬵᯝ

새로운 문명의 건설에 대한 량치차오의 예언

『구유심영록』은 중국의 계몽 사상가이자 문학가인 량치차오
[梁啓超(양계초)]가 1차 세계대전 후 유럽 여행을 통해 관
찰하고 느낀 생각의 기록이자 신문명의 길을 찾아가는 탐험
의 여정이다. 특히 사상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현재의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량치차오의 개방적이고 유연한 사고와 자
세는 『구유심영록』이 처음 출간된 지 백 년이 지난 오늘날의
독자들에게도 큰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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ŝ⦺ŝᯙᔾš중국근현대사상총서 003
ࢱᛩḡᮭ]⦽ᖒǍʡ]ᝁǎ❱]] ᬱ]֥ᬵᯝ

20세기 초 중국문화와 서양문화의 충돌로 빚어진 논쟁

중국 사상계를 뒤흔든 ‘과학과 인생관 논전’에 참가한 지식
인들의 글 29편을 모은 책. 과학만능주의를 지지하는 후스
와 천두슈, 이에 반대하는 량치차오 등이 1년여에 걸쳐 벌인
논쟁이다.

ᝁᵲǎၙ௹ʑ중국근현대사상총서 004
ప⊹₉᪅ḡᮭ]ᯕ᳦ၝʡ]ᝁǎ❱]] ᬱ]֥ᬵᯝ

신중국을 꿈꿨던 량치차오의 미완의 정치소설

『신중국미래기』는 근대 문명국가 건설의 꿈을 입헌운동과
연결 짓기 시작한 만청시기의 대표적인 인물인 량치차오의
미완의 정치소설이다. 서언과 5회의 소설로 구성되어 미래
신중국에 대한 구상과 당시 중국 현실에 대한 고뇌가 담겨
있다. 당대 중국의 개혁방향이 량치차오가 추구한 중국몽과
역사적 연계성을 지니게 되면서 최근 량치차오에 대한 관심
이 폭넓게 이뤄지고 있는데, 『신중국미래기』는 량치차오의
중국몽을 살펴보기 좋은 텍스트가 될 것이다.

⇽eᵡእᵲᯙ₦ॅ

류스페이 사상선집

ඹᜅ⟹ᯕḡᮭ]ࠥᵲอʡ

리다자오 사상선집

ญ݅ᯱ᪅ḡᮭ]ᕽŲʡ

천두슈 사상선집
만국공법

ࢱᛩḡᮭ]ᝍ⩽ᩢʡ

⭹✝ḡᮭ]ᮅᩢࠥʡ

두야취안 사상선집
권학 편

ࢱ≉ᦩḡᮭ]ᯕᅕŁʡ

ᰆḡ࠺ḡᮭ]ᘂᯙᰍʡ

해국도지

᭥ᬱḡᮭ]ʡ┽อʡ

중국문화요의
후스 사상선집

పᙹၮḡᮭ]vᵲʑʡ
⬥ᜅ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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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ჶᮝಽᕽ᮹ᵲǎ아시아총서 18
선구적 사상가 미조구치 유조가 제시하는 중국학의 미래

ၙ᳑Ǎ⊹ᮁ᳑ḡᮭ]ᕽŲ·↽ᱶᖎʡ]ᝁǎ❱] ᬱ]֥ᬵᯝ

중국을 방법으로, 세계를 목적으로
근대성에 대한 독특한 사유를 전개한 사상가 미조구치 유조의
첫 저서로, 중국학에 대한 그의 신념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책.
선진-후진이라는 틀이나 유럽이라는 기준이 아니라 중국을
방법으로 삼아 세계를 볼 것을 제안한다.
•중국이 자기만의 근대를 추구하는 과정을 있는 그대로 보자고 제안해 일본뿐 아니라
중국 학자들에게도 상당한 관심을 불러모았던 책 _한국일보
•중국의 독자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중국을 상대화해 바라봄으로써 우리 스스로를, 그
리고 세계를 오롯이 이해하려는 시도 _연합뉴스
•중국의 입장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입장을 견지했던 터라 당시 일본뿐 아니라 중국학
자들에게도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_광주일보

⩢ŝᩎᔍ
중국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의 기원 1919~1937

ᦥญ⥥ॽฎḡᮭ]ᯕ⩥ᅖʡ]ᝁǎ❱] ᬱ]֥ᬵᯝ

마르크스주의, 중국의 역사관에 혁명을 일으키다
마르크스주의가 중국에 소개된 이후 중국의 역사가들이 어떻
게 유교적 역사관을 넘어 사회 자체에서 발전의 동력을 찾는
전대미문의 작업에 천착했는지 보여준다. 중국의 공식적 역사
관이 조성되기 이전의 다양한 해석을 연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중국 역사학 연구서와 차별화된다.

•오늘날 중국 역사의 근저를 이루는 유물론적 역사 개념의 공헌과 한계, 이를 둘러싸고
혁명을 꿈꿨던 역사학자들의 격렬한 논쟁이 잘 드러나 있다. _연합뉴스

ᇡ₥᮹ᬕ⊹교양으로 읽는 중국 생활 문화 1
ᱡᬑ᭥⊹ḡᮭ]ၶၙʡ]Ⓧᬕ❱⍍్᧲ᰆ] ᬱ]֥ᬵᯝ

중국 문화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부채의 모든 것
을 담은 책이다. 부채의 연원부터 시작하여 예술품으로서의
부채, 문학작품 속에 부채가 어떻게 녹아들어가 있는지, 혼
례·장례 등 생활 속에서 부채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설명하
였다. 또한 부채의 모양을 본뜬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소개하
기도 하는 등 문화사적인 측면에서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다.

₉᮹⨆ʑ교양으로 읽는 중국 생활 문화 2
ญᬑᯕยḡᮭ]ᯕᮡၙʡ]Ⓧᬕ❱⍍్᧲ᰆ] ᬱ]֥ᬵᯝ

오천 년 동안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중국 차문화의 모든 것.
중국인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있다는 차관에서부터 차에 얽
힌 신화와 전설, 차 이름의 변천사, 차의 성인 육우에 이르기
까지 중국 차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풍부한 그림과 함께 설
명하고 있다.

ญ᮹⨆ᩑ교양으로 읽는 중국 생활 문화 3
᪅ᭉᯕᶵḡᮭ]ʡԉᯕʡ]Ⓧᬕ❱⍍్᧲ᰆ] ᬱ]֥ᬵ
ᯝ

세계 최고 요리왕국이라 일컬어지는 중국의 음식문화를 체
계적으로 정리한 책. ‘백성이 먹는 것을 하늘로 여긴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먹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중국에서
요리의 발전 과정과 음식이 가지는 문화사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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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티카 &
박토의 문학연구계에서 비평과 연구의 경계를
해체하며 지성의 장을 열어나가다

⦽ǎ᮹ᯕು크리티카& 01
ᝁḥḡᮭ]ᝁǎ❱] ᬱ]֥ᬵᯝ

우리 현대시와 시문학사를 관통하는 한국시 연구서. 서구의
신문학이 유입되던 100여 년 전 자생의 근대화를 이루고, 다
양한 명분으로 전통을 계승하고 변용하여 온 우리 시문학의
고유성을 다룬 책이다. 다양한 주제를 살펴봄으로써 편향되
지 않은 시각으로 우리 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ʡ⇹ᙹෝᯞ۵ႊჶ크리티카& 02
ʡᖒญḡᮭ]ᝁǎ❱] ᬱ]֥ᬵᯝ

김춘수가 시에서 자신의 고통을 치유한 것처럼, 저자는 삶의
문제에서 비롯된 고통을 시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을 “치유시
학”으로 개념화했다. 이 책은 시가 어떻게 치유성을 지니는
가에 대해 학제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ɝ⦺ྙݡᗮ᮹࠺ᦥᦥ크리티카& 03
Ǎ༉ൂḡᮭ]ᝁǎ❱] ᬱ]֥ᬵᯝ

동아시아적 시각으로 한국의 근대문학을 논의한 결실이며
저자의 등단 30주년을 기념하는 책. 근대를 성찰함과 동시에
문학을 통해 동아시아가 서구적 근대의 충격을 어떤 식으로
직면하고 극복하려 했는가를 탐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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ᵲǎᗭᖅ᮹ɝݡᱢᱥ⪹크리티카& 04
⦲᭥ᦩḡᮭ]ᯕ᳦ၝʡ]ᝁǎ❱] ᬱ]֥ᬵᯝ

중국소설 서사양식의 변천을 일으키는 숨겨진 문화적 논리
를 밝혀 근대소설이 탄생하게 된 이행기적 상황을 역사적으
로 분석하고 그 미래적 가능성을 서사학적 측면에서 제시한
다. 연구와 비평의 경계를 허물고자 한 책이다.

ɡಽ⍍ญ᷹ŝࠦᯝྙ⪵םᰢ크리티카& 05
ᰆ⯍ǭḡᮭ]ᝁǎ❱] ᬱ]֥ᬵᯝ

전 지구화 시대의 로컬문화와 민족적 정체성에 대해서 고찰
하고 있으며 독일 지식인 마르틴 발저의 문제적 역사인식과
독일의 정신사적 지형도를 살핀다. 신보수주의자들의 분쟁
이 독일 사회뿐만 아니라 유전공학 시대를 맞이한 한국 사회
에 있어서도 유의미하게 작용한다는 논지를 개진한다.

႑⫭⦹۵ᮁಚ크리티카& 06
프로이트주의와 20세기 중국 문학
ᯙ⪮ḡᮭ]ᯕᬊᬒʡ]ᝁǎ❱] ᬱ

프로이트주의와 중국문학예술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탐구한
중국 최초의 책. 비교문학의 연구방법으로 20세기 중국문학
이 어떻게 프로이트주의를 수용하고 변환시켰는지, 프로이
트주의가 중국문학에 어떠한 문화적 소질을 가져왔는지 그
특수한 과정을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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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ᕽšᯙྜྷ⠪ᱥ도서관 사상의 궤적
ᯕᬊᰍḡᮭ]ᝁǎ❱] ᬱ]֥ᬵᯝ

도서관을 시민사회의 사회적 기관이자 만인을 위한 ‘민중의
대학’으로 만드는 데 일조한 국내외 도서관인물 20인을 다룬
평전으로, 도서관인물을 통해 도서관사상과 도서관운동을
소개하며 빼곡한 장서로 가려진 도서관의 겉모습 안에 숨겨
진 정신을 읽어주는 책이다. 인물의 삶과 업적, 도서관사상
과 도서관운동을 통해 여태껏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던 현대
사회 속 도서관의 본질과 역할을 환기한다.

ʡჵᇡ᮹Õǎᔍᔢᮥᦥᕽ
ჵᇡʡᱶᖅḡᮭ]ʡᱶɝ⣡ᨕᥡ]ǎ❱ᄡ⩶᧲ᰆ] ᬱ

“현대 한국 최고의 천재”, “하늘 밑에서는 제일로 밝은 머리”
라고 칭송받는 사상가 김범부(본명 김정설, 1897~1966)의
건국사상집이다. 건국 초기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한민족
의 정체성을 연구하고 범국가적 국민운동을 제창한 김범부
의 과제는 언제나 한국인은 어떻게 살 때 가장 사람다운가
하는 것이었다. 다양한 시기에 다양한 방법으로 집필된 범부
의 건국사상을 ‘풀어쓰기’ 방식으로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ᖒྖ⠪ᱥ부산 민주화운동의 거목을 기억하다
₉ᖒ⪹ḡᮭ]ᝁǎ❱]ᬱ]֥ᬵᯝ

부산 민주화운동의 구심점이었던 부산 중부교회 고 최성묵
목사(1930~1992)의 평전이다. 종교인의 자세를 잃지 않으
면서도 사회 참여의 길도 외면하지 않은 참 종교인의 삶을
그렸다. 저자 차성환은 최성묵 목사의 삶을 생생하게 복원
하기 위해 주위 인물들의 다양한 증언과 자료들을 집대성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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ၽ✙ǎᨱᚉĉḥᦥ݅ᬡŝᜍ⥵
발트 전문가 이상금 교수의 문화와 역사 탐방기
ᯕᔢɩḡᮭ]ᝁǎ❱⍍్] ᬱ]֥ᬵᯝ

발트3국의 문화와 역사 탐방기를 수록한 책이다. 억센 역사
에도 불구하고 신비의 아름다움을 지닌 땅, 발트 3국의 이야
기를 생생한 사진과 함께 소개한다.

ၽ✙ǎ᮹ᩎᔍ·ྙ⪵·ᨙᨕ
ᯕᔢɩⰑၶᩢၙⰑᮅʑ⩥Ⱁᯕ⩥ḥⰑ⨩ԉᩢḡᮭ]ᝁǎ❱] ᬱ]
֥ᬵᯝ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의 역사, 언어, 정치, 경제,
사회 등을 문화사적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책이다. 새로운 인
식과 이해, 현실적인 반추, 알려지지 않은 세상에 대한 생각
을 통해 이들 나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ᯝၽ✙ྙ⦺ŝᨱᜅ☁⦺ྙᦥܩ
ᯕᔢɩḡᮭ]ᝁǎ❱] ᬱ]֥ᬵᯝ

다중언어와 민족의식, 질풍노도시기 독일발트문학의 근대성
등을 기술하고, 발트3국 가운데 에스토니아문학의 현대성,
망명시기의 문학과 그 이후의 양상, 그리고 오늘날 발트3국
을 대표하는 작가 가운데 한 사람인 에스토니아의 얀 크로스
의 작품세계를 소개한다.

ᨱᜅ☁ᦥܩᨕʑ᪡Ŗᇡ⦹ʑ
ᯕᔢɩⰑ⨩ԉᩢⰑᖒḡ⩽ḡᮭ]ᝁǎ❱] ᬱ]֥ᬵᯝ

에스토니아어 입문서. 에스토니아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와
함께 에스토니아어의 음운적인 특징, 일상적인 표현 익히기,
외국어로서의 언어학습을 위한 문법 등으로 구성했다. 또한
기능별 표현을 제시하여 관련 문법이나 어휘를 동시에 학습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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ቭḩŲŁ᪡ྙ⪵라틴아메리카 문화지도 01
ᯕᬊḡᮭ]ᝁǎ❱] ᬱ]֥ᬵᯝ

브라질 광고에 담긴 브라질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

저자는 우리와 전혀 달라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브라
질 문화를 다양한 광고의 사례로 접근한다. 광고를 대하는
브라질 사람들의 태도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브라질 사람들
의 속내까지 알아본다.

ቭḩ⮲ᯙ᮹ᩎᔍ᪡ྙ⪵중남미지역원 학술총서 25
ᯕŲᮅḡᮭ]ᝁǎ❱] ᬱ]֥ᬵᯝ

축구에서 삼바까지, 브라질의 대표 문화에는 모두 흑인의 삶
이 담겨 있다. 300년간 지속된 노예제도가 브라질이라는 국
가를 어떻게 가능하게 하였으며, 흑인 문화였던 삼바, 카니
발 등이 어떻게 국가를 대표하는 문화가 되었는지를 다룬다.

ᔍส᮹ʑᱢ 중남미지역원 학술총서 23
칠레 북부 흥망성쇠의 문화와 지역개발신화
⦽ݡၝǎ⦺ᚁᬱᬑᙹࠥᕽ
᳑Ğḥḡᮭ]ᝁǎ❱] ᬱ]֥ᬵᯝ

칠레 북부 사람들의 개인사와 지방사, 역사를 한 편의 소설
처럼 흥미롭게 풀어낸 책으로 한국 사회 속에 남아 있는 개
발신화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있다.

❕ᦥີญ⋕᮹ᨙᨕᱢ݅᧲ᖒŝᨙᨕᱶ₦
중남미지역원 학술총서 24 ⦽ݡၝǎ⦺ᚁᬱᬑᙹࠥᕽ
ʡᬑᖒḡᮭ]ᝁǎ❱] ᬱ]֥ᬵᯝ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영어, 네덜란드어 등 다양
한 언어가 사용되는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언어상황과 다민
족으로 구성된 이들의 문화, 정책 등을 되짚어 보는 책이다.
특히 중남미 각국의 독자적인 언어규범 확립에 대한 노력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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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ᦥີญ⋕᮹ŝÑℎᔑŝၝᵝᵝ᮹
중남미지역원 학술총서 22
יᬊᕾḡᮭ]ᝁǎ❱] ᬱ]֥ᬵᯝ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 등 중미(Central America) 지역을
중심으로 라틴아메리카에서 일어난 민간인 학살과 과거청
산, 민주주의 복원 과정을 서술하였다. 과거사를 지나간 일
이 아니라 현재의 정치현실로 받아들이는 라틴아메리카 여
러 국가의 모습을 통해 한국 사회를 되돌아볼 수 있으며, 과
거청산이라는 문제가 현재의 민주주의와 어떤 형식으로 결
부되어 있는가를 밝힌다.

ຶ⎵ෝᅕ݅라틴아메리카 문화지도 02
↽⪙ḡᮭ]ᝁǎ❱] ᬱ]֥ᬵᯝ

멕시코의 대자연이 주는 식재료, 언제나 농담하며 밝게 웃는
사람들, 작렬하는 태양, 갓 짠 주스와 함께하는 멕시코 음식
이야기. 단순한 요리나 맛집 소개에서 벗어나 멕시코 음식에
얽힌 라틴문화와 역사까지 깊이 있게 소개하고 있다. 총 4파
트로 구성하여, 멕시코 음식 문화부터 코스별, 지역별, 키워
드로 보는 멕시코 음식과 문화로 나누어 살펴본다.

ᩍ్Ě᮹eᮥอӹ݅라틴아메리카 문화지도 03
부에노스아이레스, 카르타헤나, 카라카스, 그리고 마테차와 마야문명
ǍĞ༉ ᕽᖒ℁ ᦩ┽⪹ ᱶᯕӹ ₉Ğၙḡᮭ]ᝁǎ❱] ᬱ]֥
ᬵᯝ

다양한 문화가 혼종되어 있는 라틴아메리카에 다가서려면
각 지역의 매력을 알아야 한다. ‘지역사와 문화’를 중심으로,
라틴아메리카의 대표적 도시와 같은 친숙한 주제를 통해 중
남미의 오늘을 구성하는 시공간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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ಽษᯙᯕʑ지중해 번역 시리즈 6
중세 유럽의 설교 예화집
ₑᜅᜅ᪥⠙ᱡ]ᰆḡᩑʡ]❱] ᬱ]֥ᬵᯝ

종교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중세 유럽인들의 삶을 잘 보여주
는 가치 있고도 흥미로운 이야기 모음집. 동양과 서양의 이
야기 전통의 융합, 대중적 이야기의 기독교화 확립, 중세 후
기 로망스와 알레고리 문학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점 등 유럽
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작품이다.

ḡᵲ⧕᮹ᩢ⪵지중해 국가정보 시리즈 6
ၶᮡḡḡᮭ]ᝁǎ❱] ᬱ]֥ᬵᯝ

아랍(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 다양한 문화권을 아우르는
지중해 지역의 영화를 책 한 권에 모았다. 영화의 창시자로
불리는 뤼미에르 형제가 <시오타 역에 도착하는 기차>를 찍
기 위해 남프랑스의 지중해로 향한 것처럼, 지중해는 인간이
만들어낸 그 어떤 도구보다도 완벽한 빛을 영화사에 남긴 것
이다. 영화의 탄생부터 전개되는 책의 구성은 지중해 영화의
역사와 함께, <아멜리에>, <증오>, <코뿔소의 계절>, <천국을
향하여>와 <오마르> 등 지중해 영화의 개괄적인 해설을 통하
여 지중해 영화들의 다양한 면면을 살피고 있다.

ḡᵲ⧕݅ྙ⪵ྙ지중해지역원 인문총서 시리즈
ʡᱶ⦹ḡᮭ]ᝁǎ❱] ᬱ]֥ᬵᯝ

분배와 융합의 역사로 지중해 문명을 살펴본 책. 지중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뤄지는 아랍과 유럽 간 교류를 흥미롭
게 다뤘으며, 특히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가 어떻게 번역되
고 다시 자국의 문화로 융화되는지도 지적 교류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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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ญᦥ⣮Ğ지중해 번역 시리즈 7
시칠리아의 풍습, 건축, 언어, 역사, 사람들을 만나다
ᦥᕽᜅ╁ญญəᜅḡᮭ]ʡ⯍ᱶʡ]ᝁǎ❱] ᬱ]֥ᬵᯝ

백여 년 전 미국의 역사학자 아서 스탠리 리그스가 시칠리
아 섬 전체를 돌아다니며 직접 경험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
다. 이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시칠리아의 수도 팔레르모로
떠나는 것부터 시작해 마르코 폴로 선박으로 섬을 떠나기
까지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 역사학자인 저자가 들려주는
섬의 탄생부터 현재까지의 서사는 과거와 현재를 종횡하며
독자들을 시칠리아로 안내한다.

ḡᵲ⧕ྙ⪵ෝØ݅지중해 국가정보 시리즈 7
중동에서 남유럽, 북아프리카까지
ᇡᔑǎᨕ⦺ݡƱḡᵲ⧕ḡᩎᬱḡᮭ]ᝁǎ❱] ᬱ]֥ᬵᯝ

지중해 인접국가의 다종다양한 지리와 역사, 문화를 서로 다
른 전공 분야의 연구자들이 집필하여 총망라한 지역학 교양
서. 헬레니즘 문명과 헤브라이즘 전통이 어우러진 그리스·
로마 문명에서부터 지중해 여러 문명이 교차하던 시칠리아
섬, 세계 다문화 문명이 꽃피운 르네상스의 발원지 이탈리
아, 지중해의 항구 프랑스 마르세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남
부 유럽 국가들을 소개하고 있다.

ḡᵲ⧕ᨙᨕ᮹อԉ지중해지역원 인문총서 시리즈
ᮅᬊᙹ·↽⇹ḡᮭ]ᝁǎ❱] ᬱ]֥ᬵᯝ
ᖙ᳦ࠥᕽᬑᙹƱ᧲ࠥᕽ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요르단, 레바논을 중심으로 근대 이
후의 정치적·군사적 지배로 인해 유럽어가 아랍어 세계에
확산된 과정을 살핀다. 식민지배에서 독립한 이후 시행된 각
국의 아랍어화 정책을 평하며 민족 정체성과 언어의 미래 또
한 비추고 있다.

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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ḡᩎᨱᕽ⧪ᅖ⦹í⇽❱⦹ʑ
֥⇽❱ྙ⪵ᔑᨦḥ⯆ᬱᬑᙹ⇽❱⎹▱⊁ᱽ᯲ḡᬱᖁᱶ᯲

vᙹÙḡᮭ]ǎ❱] ᬱ]֥ᬵᯝ

부산 지역 출판사 산지니가 출판사의 창업에서부
터 다사다난했던 출판사 운영과정을 엮어 책으로
출간했다. 10여 년에 걸친 지역출판사의 생존기
록인 셈이다. 산지니 출판사 사례를 통해 지역의
독자들과 꾸준히 만나고 있는 향후 지역출판의
과제와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자 한다.

부산 출판사 산지니의 10년 지역출판 생존기
•지역에서 출판사를 꾸려나가는 어려움과
보람을 함께 담았다. 독특한 방식으로 지
역출판의 가능성을 입증해온 산지니의
흥미로운 역사를 에세이 형식으로 그려
냈다. _경향신문
•출판사 창업을 꿈꾸는 예비 출판인이나
책 한 권이 만들어지기까지 출판사의 속
내를 궁금해하는 일반 독자들이 모두 즐
길 수 있는 내용이다. _연합뉴스
•첫 책 『반송 사람들』을 시작으로 300여
권의 책을 펴낸 산지니의 기록을 한데 모
았다. _경남도민일보

ᄥ₦ᇡಾ

오피스 농담 리더들의 필독지이자
개나리 저널리즘을 선도하는

ᵝeᔑḡ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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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 ᇡᔑᮥÑܱ݅부산의 예술문화와 부산美 탐색
ᯥᖒᬱḡᮭ]ᝁǎ❱] ᬱ]֥ᬵᯝ

2007년 9월부터 1년간 부산에서 펼쳐진 예술문화의 풍경과
절경을 담아낸 책이다. 부산이라는 공간을 거닐며 영화, 미
술, 춤, 음악, 문학, 연극, 대안예술 등 부산 예술문화의 풍경
을 들여다본다. 가을축제와 가을 야구, 부산국제영화제, 부산
비엔날레, 요산 김정한 탄생 100주년 문학제 등 예술문화제
전 등으로 문화 전성기를 이루고 있는 부산의 예술을 이야기
한다.

ḥḽzᮡaḽ aḽzᮡḥḽ
화상 신옥진의 삶과 사람 그리고 그림 이야기
ᝁ᪆ḥḡᮭ]ᝁǎ❱] ᬱ]֥ᬵᯝ

현장감 넘치는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미술계의 이모저모를
솔직담백하게 들려주는 산문집. 부산에서 오랫동안 화랑을
운영하고 저자는 오랜 화상 경험을 통해 얻은 미술세계의 알
맹이를 딱딱한 이론이 아니라 특유의 구수한 입담으로, 재미
있는 에피소드와 솔직담백한 고백을 버무려 풀어내고 있다.

ᔾÕ⇶ əᦥ݅ᬕᬱ⣮Ğ
႒᪥ḡᮭ]Ⓧᬕ❱⍍్] ᬱ]֥ᬵᯝ

최고보다 유일을 추구하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의 건립과정
을 담은 책. 병원건축의 핵심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의 역할,
시행착오를 겪은 부분까지 병원 건립의 모든 과정에 직접 참
여한 저자의 8년간의 체험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중앙공급
실, 중앙수술실, 장례식장, 중환자실, 통증치료실, 종교실, 분
만실 등 병원의 건립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였다.

인문

37 ■

⦽ǎɝݡᕽ⪵᮹ᔾᔑŝᮁ☖예술문화총서 05
ᯕᖒ⩽ḡᮭ]ǎ❱᧲ᰆ] ᬱ]֥ᬵᯝ
ᖙ᳦ࠥᕽᬑᙹ⦺ᚁࠥᕽ

조선시대의 서화는 관에 소속된 서화가들이 왕실의 주문을
받아 제작하거나, 사대부 양반들이 여기(餘技) 활동으로 만
들어 지인들에게 증여하였다. 하지만 직업화가인 화원을 관
리했던 국가기관 도화서가 공식적으로 폐지되면서 서화가는
권력으로부터 해방되었으며, 신분제의 해체로 양반 문인서
화가 또한 증발하였다. 이로써 서화가는 생계를 오직 자신이
해결해야 하게 되었고, 서화는 대중들 또한 비용을 지불하고
향유하는 ‘상품’으로 거듭난다.

ŖŖၙᚁ ࠥ᮹ḡᗮᖒᮥ݅⦹ם예술문화총서 03
⦽ǎᩑǍᰍ݉ᬑᙹᱡᕽ
Ǎᅙ⪙ḡᮭ]ᝁǎ❱⍍్] ᬱ]֥ᬵᯝ

마을과 도시를 소통의 공간으로 만드는 공공미술. 이 책은
예술가의 입장에서 도시 속 공공미술과 이로 인해 자연스럽
게 야기되는 문제들을 풀어낸 책이다. 장소 속의 미술, 장소
로서의 미술보다는 참여·개입으로서의 공공미술에 비중을
두고 서술하였다. 저자는 사업이 끝난 후 다시 마을을 찾아,
지속적으로 마을이 자생할 수 있도록 공공미술 마을을 둘러
보며 애정 어린 고민을 담았다.

ℎᵲ᮹ၽč김창욱 음악비평집예술문화총서 01
ʡᬒḡᮭ]ᝁǎ❱᧲ᰆ] ᬱ]֥ᬵᯝ

홍난파 음악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김창욱 음악박사의 음
악비평집. 연주 및 공연에 대한 리뷰와 오늘날 음악현상에
대한 시평, 음악가들과의 인터뷰, 음악서평 등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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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ᔢྙ⪵᮹⮱ŝᕽᔍၙ⦺
ᱶᅪᕾḡᮭ]ᝁǎ❱᧲ᰆ] ᬱ]֥ᬵᯝ

작가적 소양을 갖춘 감독들의 영화를 발견하는 기쁨을 서사
미학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문화 교역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영화의 흐름을 돌아보며 지역의 스토리텔링 요소들을
영상 콘텐츠로 개발하는 가능성을 모색해보는 책이다. 한국
영상문화의 내일을 가늠해보는 데 도움을 준다.

➉ᖹ ᩢ⪵ෝॵᯱᯙ⦹݅
ḥĞ᪆ḡᮭ]ᝁǎ❱] ᬱ]֥ᬵᯝ

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패션 트렌드 속에서 오드리 헵번의 리
틀 블랙 드레스는 반세기가 지난 지금에도 변함없이 매혹적
이다. 쉰한 가지 영화 속에 등장하는 패션을 통해 그동안 대
중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영화의상의 세계를 조명한다.
패션과 영화의상의 공생관계와 더불어, 패션디자이너에 비해
주목을 덜 받았던 영화의상 디자이너의 이야기, 시대를 주름
잡았던 영화 속 패션아이콘들을 살펴보고 있다.

ᇡᔑɝݡᩢ⪵ᔍ영화상영자료 1915~1944
⪮ᩢ℁ḡᮭ]ᇡᔑ⦺ݡƱ⦽ǎၝ᳒ྙ⪵ᩑǍᗭᩏᮭ]႑❱᧲ᰆ] ᬱ]
֥ᬵᯝ

1915년부터 1944년까지 부산의 13개 영화관에서 상영된 영
화 14,697편의 목록을 수록함으로써 근대 부산의 영화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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ᵲǎᩢ⪵᮹ᩕŲᱢ⫊ɩʑ아시아총서 14
어느 영화 소년의 80년대 중국 영화 회고론
ඹᬱኺḡᮭ]⪮ḡᩢʡ]ᝁǎ❱] ᬱ]֥ᬵᯝ

개혁개방 이후 10대를 보낸 저자는 1980년대의 영화관을 ‘파
라다이스’로 기억하고 있다. 영화의 호시절을 누린 저자가 기
억하는 중국 영화는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저자는 오늘날의
중국 영화를 있게 한 중국 내의 제도적 측면, 관중들의 수용,
스타 시스템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루었다. 더군다나 이 책
은 단순히 영화론에만 그치지 않고, 영화 제작을 뒷받침한 중
국 제도와 대중문화를 함께 짚어본다.

ᵲǎᩢ⪵᮹᪅۹아시아총서 16
영화 대국에서 영화 강국으로
vԕᩢḡᮭ]ᝁǎ❱] ᬱ]֥ᬵᯝ

그동안 중국영화에 대한 연구나 저술은 과거 기념비적인 작
품이나 저명 감독들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 책은 이러한 파
편적인 주제와 비대칭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종합적이고 객
관적인 시선으로 동시대의 중국영화를 담고 있다. 사회주의
체제 정부의 역할과 산업의 관계, 산업과 작품의 유기적 관
련성을 분석하여 중국 영화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방법론
을 갖추고 있다.

ᔢᨦᩢ⪵ᵲǎᮥั⦹݅
중국의 대표적인 상업영화를 통해 본 중국 문화정책과 대중 코드
ʡᕾḡᮭ]ᝁǎ❱] ᬱ]֥ᬵᯝ

중국의 상업영화를 통해 중국 영화가 중국의 문화정책과 상
업주의를 만나 어떻게 변화했는지 분석한 책이다. 저자는 중
국 상업영화를 매개로 중국의 문화정책과 체제 이데올로기,
대중을 겨냥한 문화전략 등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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ᔢ⦹ᯕᩢ⪵᪡ᔢ⦹ᯕᯙ᮹ᱶℕᖒ아시아총서 01
ᯥ⇹ᖒḡᮭ]ᝁǎ❱] ᬱ]֥ᬵᯝ

중국 근현대사의 진행과정을 압축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도
시 상하이. 상하이에 대한 이해는 근현대 중국의 핵심을 이
해하기 위한 유효한 방편인데, 이 책은 그 가운데 상하이영
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 상하이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상하
이인의 정체성에 대해 고찰한다.

ᖙʑᔢ⦹ᯕᩢ⪵ᩎᔍ᪡⧕ᱽ아시아총서 02
ᯥݡɝḡᮭ]ᝁǎ❱] ᬱ]֥ᬵᯝ

중국현대문학, 대중문화, 영화, 도시, 문화인류학 등의 연구자
7명이 모여 총 288편의 상하이영화를 연구한 소개서. 저자들
은 영화 텍스트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위해 중국 영화사에
서 주요하게 거론되는 작품의 목록을 검토하고, 수천 편을 포
괄하는 목록 속에서 다시 상하이와 관련된 영화, 즉 직접적으
로 상하이의 문제를 다루었거나 상하이를 중심 배경으로 하
는 영화를 선별하였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상하이영화와 상
하이인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데 가장 적합한 작품을 간추려
담았다.

ᩢ⪵ಽอӹ۵⩥ݡᵲǎ아시아총서 06
ŞᙹĞᯙḡᮭ]ᝁǎ❱] ᬱ]֥ᬵᯝ

중국 영화를 매개로 중국 사회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
는 책. 크게 중국 현대사, 개혁개방과 사회, 대중문화 세 부분
으로 나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역사, 경제, 정책, 사회, 문화
를 골고루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영화 한 편당 하나의 주제
를 중심으로 중국을 설명하고 있으며, 글의 마지막에는 해당
주제와 관련된 다른 영화들을 추천하여 이해를 더했다.

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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ᦥີญ⋙⯩ಽษ21세기 미국에서 핵폭발이 일어난다
ߑᯕእऽ+ॵ᪅ܩḡᮭ]ᱶᖒ⬩ʡ]ᝁǎ❱] ᬱ]֥ᬵᯝ

2005년 초 미국에서 출간된 후 적지 않은 파문을 불러일으
킨 책이다. 전직 미 육군정보장교 출신이며, 한국에서도 근
무한 적이 있는 저자 데이비드 디오니시는 이대로 간다면 21
세기 미국 본토에서 핵테러를 당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하면
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체르노빌에서 증명된 핵무기의 끔
찍한 재앙을 초래할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미국 대외정책에
대해 여러 각도에서 신랄한 비판을 제기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미국민들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ᨕၙǎᯕᩍ카스트로 연설 모음집
vྙǍʡ]❱᧲ᰆ] ᬱ]֥ᬵᯝ

피델 카스트로가 세계를 향해 외쳤던 연설과 대담 모음집
이다. 48년 동안 쿠바를 이끌어왔으며, 사회주의를 포기하
지 않고 있는 노혁명가의 절절한 외침이다. 베네수엘라, 파
나마, 쿠바, 미국 등에서 행한 연설들로, 2000년 유엔에서
개최된 밀레니엄 정상회담, 2001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
(Durban)에서 개최된 인종차별주의에 대한 회의에 참가해
서 행한 연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ᯕߑಽʑ᪡ၙǎƱ ᔍᯙ⧕᮹₦
ษᯕⓕ)⨭✙ḡᮭ]ǭᬊพⰑᯕ⩥⭹ʡ]ᝁǎ❱] ᬱ]֥
ᬵᯝ

미국이 건국 이후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견지해오고 있는
외교정책의 실체를 분석한 책. 저자는 미국 외교정책을 제대
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 관찰해서는 안 된
다고 이야기한다. 대신 그 이면에서 미국 외교정책을 구조적
으로 제약하는 어떤 거대한 ‘이념의 덩어리’를 먼저 포착하
고, 그것을 통해 눈에 보이는 미국 외교정책을 이해해야 한
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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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۵ᱽǎ냉전 이후의 미국 외교
ᬭ⎵⩉ḡᮭ]ʡʑɝʡ]ᝁǎ❱] ᬱ]֥ᬵᯝ

냉전 종식 이후 15년간 미국이 ‘추락하는 제국’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분석한 책이다. 외교정책이라는 무거운 주제
와 달리 이야기식 서술로 읽는 재미를 더해준다. 미국 대외
관계에 대한 날카롭고 권위 있는 설명을 통해 냉전 종식 이
후 15년간의 미국 외교정책을 그 이전 40년과 연관시켜 해
석하고 있다.

⦹ᯕᰍ┚ᦥີญ⋕
미국 우파는 미국인의 사고를 어떻게 바꾸어놓았나
ᙹᱥ᳑ḡḡᮭ]ʡᬊȽⰑᯕ⬉ᕾʡ]ᝁǎ❱] ᬱ]֥ᬵᯝ

미국을 하이재킹한 ‘힘’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그들을 물리
치지 않는 한 문명화된 세계를 꿈꿀 수 없음을 일깨워준다.
아울러 미국 사회와 정치 문화가 겪어온 변화를 놀랍고도 신
랄하게 탐색하면서, 그 속에 숨겨진 신보수화 경향을 집중적
으로 파헤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종교적, 비종교적 신우파가
미디어, 사명감, 마케팅, 그리고 경영에 뿌리내려 정치와 경
제, 사회와 문화를 바꿨을 뿐 아니라, 미국인의 사고를 변화
시켰음을 밝힌다.

ᙹᱥ᳑ḡ᮹"OPUIFSXPSME
폭압적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실천적 제안서
ᙹᱥ᳑ḡḡᮭ]ᱶᖒ⬩ʡ]ᝁǎ❱] ᬱ]֥ᬵᯝ

노엄 촘스키와 더불어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한 반대 논객으로 활동하고 있는 수전 조지의 『Another
world is possible if⋯』를 번역한 책. 더 나은 세상, 새로운
세상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한다.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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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ญ⡍✙
ኺᭉᜅ✙ḡᮭ]ᯕ᳦ᔝʡ]ᝁǎ❱] ᬱ]֥ᬵᯝ

치열했던 600일, 이라크 팔루자 전투 보고서

2003년 3월 20일 시작된 제2차 이라크 전쟁. 이 책은 바로 그
전화와 혼란의 구체적인 기록이다. 미군이 베트남전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이라크라는 새로운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된 저
간의 사정을 밝혀주는 기록이기도 하다. 옮긴이는 이라크 전
쟁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도 이 책을 읽어 본 후
에야 비로소 올바른 비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한다.

อॅᨕḥᱱಚᕽᔍ
᳑ᱶၝḡᮭ]ᝁǎ❱] ᬱ]֥ᬵᯝ

미국에 의한 일본점령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전후 일본 문학작품에 드러나는 중간자(창부와 통역가)들을
통해 미국에 의한 일본점령의 서사 메커니즘을 밝힌다. ‘사
실’에 가까운, 또는 ‘진실’된 점령상을 찾기보다는, 하나의 점
령상이 탄생되는 프로세스에 주목하는 가운데, 전후 일본문
학이 패전 후 연합국(실질적으로는 미국의 단독 점령)의 일
본 점령을 어떻게 기억하였는가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 ᱩ᮹ᯝᅙᩕࠥ
aษ┡ᔍ☁ḡᮭ]ʡᯝʡ]ᝁǎ❱] ᬱ]֥ᬵᯝ

문어방 사회 일본, 통분의 현장을 가다

절망으로 치닫고 있는 일본의 사회 현실을 구석구석 파헤쳐
르포 형식으로 담은 책. 일본의 저널리스트이자 르포작가인
가마타 사토시가 일본의 진보적 시사주간지인 <주간금요일>
에 연재한 기사를 모은 것으로, 절망적인 일본 사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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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ಆ우리 시대 폭력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ᬑᨱיӹญ☁ḡᮭ]ᱶʑྙʡ]ǎ❱] ᬱ]֥ᬵᯝ

아렌트, 슈미트, 벤야민, 호르크하이머, 아도르노 등 20세기
전반 독일어권 사상가들의 사상을 중심으로 인간의 야만이
라고 생각했던 폭력의 근원을 다시 물으며, 폭력과 뒤얽힌
근대, 국가, 전쟁, 정치, 이성 등 정치철학자들의 사상에 입각
해 충실하게 논의를 펼친다.

ᬑญᩧ᮹᧞ᯱ
ᯕᙹ⩥ḡᮭ]ᝁǎ❱] ᬱ]֥ᬵᯝ

이주노동자, 장애인, 미혼모, 희귀·난치병 환자, 병역거부
자, 청소년, 노숙인, 쪽방사람들, 신용불량자, 비정규직 노동
자, 영세 어민들, 성소수자, 독거노인, 탈북 새터민까지 이 땅
에서 차별받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소수자들. 저자 이수현
은 우리 옆에 살고 있으며 우리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소수자들을 찾아 현장취재를 하고, 르포 형식으로 그
들의 이야기를 담아냈다. 우리 사회 약자와 소수자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일상의 고통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또한 매 꼭지
마다 전문가 기고를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ӹ۵᮹⫭ಽ⇽ɝ⦽݅김영희 의정일기
ʡᩢ⯍ḡᮭ]ᝁǎ❱] ᬱ]֥ᬵᯝ

부산시의회 5대(2006~2010년) 의원을 지낸 김영희 시의원
의 의정일기. 4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일기라는 형식으로 정
리하였다. 행정기관이 국민의 세금으로 어떻게 장난을 치는
지, 공무원과 이해 관계인들의 로비와 압력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진보정당 의원이 한나라당 의원의 협조를 얻기 위해
그들과 타협해야 하는 현실적인 고민은 뭔지 적나라한 증언
과 고백이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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ḥᅕ᪡⦹⪵ݡʑ ྙ⪵šŲᇡᬑᙹ⦺ᚁࠥᕽ
ʡᕾᵡⰑʡᙺⰑᘂᖒᵡḡᮭ]ᯕŲᙹᩏᮭ]ᝁǎ❱] ᬱ]֥ᬵᯝ

따뜻한 진보주의 정치인 김석준과의 대담집이다. 그의 학자
와 정치인으로서 담론과 따뜻하고 인간적인 구체적 삶의 모
습이 잘 그려져 있다. 이 땅의 진보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바
가 무엇이고 그들이 무엇을 실천하려고 하는지 보여준다.

อ⪵ಽᅕ۵⩥ྕיݡ이창우 화백의 정치평론 만평집
ᯕᬑɡⰑəฝ]Ⓧᬕ❱] ᬱ]֥ᬵᯝ

21세기 벽두 한국사회의 역사가 농축되어 있는 만평집. 노무
현 정부의 임기와 일치하는 기간 동안에 일어난 정치, 경제,
사회, 국제관계가 망라되어 있다. 이창우 화백은 본질을 꿰
뚫는 재치가 넘치는 글과 그림을 제시하며 색다른 카타르시
스를 제공한다.

ჵᴥ᮹ᰍǍᖒ현직수사관의 실화소설
Şݍḡᮭ]ǎ❱] ᬱ]֥ᬵᯝ

사건을 통해 살펴본 우리 사회의 현주소

형사들의 활약상을 다룬 범죄소설로서, 현직 수사관인 곽명
달 동래경찰서장이 그간 강력계 형사로 근무하면서 겪었던
실제 이야기들 중 사회에서 주목받았던 사건들을 소설로 재
가공했다.

ᱩᔍ⫭ᨱᕽʙʑ
현장 16인이 말하는 희망사회로 가는 길
⩥ᰆ⠙Ḳᇡᩏᮭ]ᝁǎ❱] ᬱ]֥ᬵᯝ

이데올로그들의 논평이 아닌 현장 노동자와 활동가들의 목
소리를 담아낸 무크지. 그 안에는 노동자, 농민, 여성, 비정부
기구 활동가, 학생, 가정주부 등 이 땅에서 소외당하고 무시
당하는 모든 소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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₉ᯕӹᯙᔍᯕ✙현대 중국 경제를 말하다
ʡ࠺⦹ḡᮭ]ᝁǎ❱] ᬱ]֥ᬵᯝ

눈앞에 펼쳐진 13억 시장이라는 망망대해로 나아갈 독자들
에게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줄 책이다. 중국의 세대구분과 농
촌노동자 문제, 지역개발정책과 서삼각경제권 물류산업환
경, 해외투자동향, 골프관광객, 위생검역규정, 경상계정 불균
형, 경제 선행지표 유효성 등 다양한 분야의 분석을 통해 최
신 중국 경제를 깊고도 빠르게 접할 수 있다.

ɡಽჭ₉ᯕӹ글로벌 차이나 시대와 한국의 길
ᯕ᳦ၝḡᮭ]ᝁǎ❱] ᬱ]֥ᬵᯝ

중국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이자 동반자이지만, 우리
는 아직도 오해와 편견의 시각으로 중국을 정확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비하적인 대상으로 인식하거나 한국의
성장을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고구
려사 왜곡과 동북공정 이후 중국에 대한 민족감정은 극히 악
화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 책은 중국을 바라보는 기존의 시
각을 반성하며, 글로벌 시대에 한국의 성장을 위해 글로벌
분업시스템 속에서 중국을 사고할 것과 글로벌 경쟁에서 비
교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ᖙʑᵲǎᗭ☖ŝ✙ە౭ऽ아시아총서 17
Ŗᅪḥḡᮭ]ᝁǎ❱] ᬱ]֥ᬵᯝ

경제발전과 사회변동으로 인한 중국인들의 가치관의 변화
를 고전과 한류의 인기, ‘사회주의 생태문명’에 대한 지향
에서 읽어내고, ‘부강한 중국’을 강조하는 제5세대 지도부
하에서 중국이 어떻게 소통과 통합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지 살핀다. 신세대와 도시, 역사와 환경의 변화에 귀 기울
여 한·중 소통을 향해 나아가도록 이끄는 통찰을 담았다.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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ᄡႊᯕᵲᝍᯕࡹ۵࠺ᇢᦥᝁօ✙ᬭⓍ아시아총서 10
ᯕᵝḡᮭ]ᝁǎ❱] ᬱ]֥ᬵᯝ

통일 한국을 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각축 해양 네트워크
를 기반으로 한 물류·구조 네트워크 시스템을 제시한다. 물
류는 정치·경제·문화가 교류하는 교량으로, 물류 네트워
크 시스템이 궁극적으로 동북아의 평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논했다.

ᩍᖒ⦺ᯕີᯝᙹᨦ여성학 강의의 실제
ʡᖁĞḡᮭ]ᝁǎ❱] ᬱ]֥ᬵᯝ

대학에서 이루어진 여성학 계절학기 강의를 중심으로 여성
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이메일수업 방법을 소개한 책이
다. 여성학 강의의 실제 과정을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교양과
목으로서의 여성학이 어떻게 학생들에게 전달되고 이해되고
있는지를 알려준다. 또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
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학생들의 모습을 감동적으
로 보여주고 있다.

ᯕᵝၝŝ⧉̹ᔕᦥaʑNGO의 정책제언
ᯕᵝ࠺יᯱ᪡ᩑ⦹ݡ۵ᱥᯝᅙօ✙ᬭⓍḡᮭ]ᯕ⩽ḥⰑᯕ⦽ᙺʡ]ᝁǎ❱
] ᬱ]֥ᬵᯝ ⦽ǎe⧪ྜྷᮅญ᭥ᬱ⫭ℎᗭ֥ࠥᕽ

한국보다 앞서 다문화 사회를 맞은 일본 NGO의 정책 제언.
저자들은 다민족·다문화 공생(共生)의 미래를 꿈꾸며 인권
과 공생을 위한 법 정비를 촉구한다. 그리고 각 영역에서 이
주자의 현실 문제를 검토한 다음, 우리 사회가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어떤 과제를 안고 있는지를 세부적으로 살펴
보았다. 아울러 현실에 적합한 정책적 개선안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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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ǎ⦺ݡ᮹⯹미국 대학의 경쟁력, 그 현장 보고서
⦽ǎ⇽❱ྙ⪵ᔑᨦḥ⯆ᬱᖁᱶℎᗭ֥ǭᰆࠥᕽ ⦽ǎᩑǍᰍ݉ᬑᙹᱡᕽ
༊⦺ᙹḡᮭ]Ⓧᬕ❱] ᬱ]֥ᬵᯝ

부산대학교 산업공학과 목학수 교수의 미국 대학 견문록. 오
하이오 대학교(Ohio University)에서 연구년을 보내며 미국
대학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면밀히 관찰하고 한국 대
학과 미국 대학을 비교함으로써 그 너머에 존재하는 두 사
회의 같음과 다름까지 탐구한다. 생생한 미국 대학의 현장을
통해 선진 대학의 힘을 고스란히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Ŗ⦺ᯱ᮹٩ᮝಽᅙࠦᯝ⦺ݡŝྙ⪵
༊⦺ᙹḡᮭ]ᝁǎ❱] ᬱ]֥ᬵᯝ

전작 『미국 대학의 힘』에서 여러 미국 대학을 탐방하며 한국
대학과 사회의 발전 방안을 모색한 목학수 산업공학과 교수
가 이번에는 독일로 떠났다. 그리하여 유학과 연구년, 출장
등 오랜 시간 보고 느낀 독일의 힘이 어디서 오는지 탐문하
였다. 독일의 대학과 연구소를 기본으로 예술과 자동차 문화
에 이르기까지 두루 살펴보았고, 저자의 유학 생활기를 함께
실어 읽는 재미를 더한다.

ྙᱽ۵Ʊᮂᯕ교육이 부산의 희망입니다
ʡᕾᵡḡᮭ]ᝁǎ❱] ᬱ]֥ᬵᯝ

부산에 대한 깊은 연구를 실천해온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이
사범대 교수 30년 경력을 살려서 교육 분야에 기여하고 싶다
는 결심으로 펴낸 책이다. 우울한 교육현장을 꿈과 자부심과
희망이 꽃피는 곳으로 바꿔내는 길을 찾아보자는 저자의 생
각을 담았다.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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ᇡᔑᨙುᔍᩑǍ로컬문화총서 03
⦽ݡၝǎ⦺ᚁᬱᬑᙹࠥᕽ ⦽ǎᨙು⦺⫭⦺ᚁᔢ

₥႒ḡᮭ]ᝁǎ❱᧲ᰆ] ᬱ]֥ᬵᯝ

시대별·매체별로 바라본 부산 언론의 역사

부산 언론의 역사를 한 권으로 정리하여 발간한
연구서. 개항 직후부터 최근까지 130년에 걸친
부산 언론의 역사 중 주요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시간적 순서대로 고찰하였다.

현실이 된 부산 언론의 위기,
답은 역사 안에 있다
•600여 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으로 19세기 말 개항 직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130년 동안 부산 지역 언론이 변화 발전해온 과정을 통사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한국
언론사 연구에 매진해온 저자가 각종 문헌과 신문 자료를 토대로 그동안 묻혀 있었던
새로운 역사적 사실과 부산 언론의 역사를 생생하게 되살려냈다. _ 연합뉴스
•1960년대 초반에는 일본 TV 붐이 일어 서울의 부유층이 1964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일본 TV 시청이 가능한 부산에 셋방을 구하러 오는 등 언론과 관련한 재미있는 에피
소드가 많은 곳이 부산이기도 하다. 채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풍부한 문헌과 사진들
을 제시하며 보여 주고 있다. _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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ᝁྙ⪵ḡญḡ로컬문화총서 01 
ʡᮡᩢḡᮭ]Ⓧᬕ❱⍍్] ᬱ]֥ᬵᯝ

158개가 넘는 설화가 살아 숨 쉬는 부산, 160곡의 대중가요
가 영근 부산, 278점의 문화재와 8곳의 조각공원에 228점의
조각 작품을 가진 부산, 960여 곳의 출판사가 등록된 부산,
288곳의 당산이 산재한 부산의 문화적 콘텐츠를 담았다.

ᇡᔑ⪵Ʊ᮹ᩎᔍ로컬문화총서 04
᳑ᖙ⩥ḡᮭ]ǎ❱᧲ᰆ] ᬱ]֥ᬵᯝ

청국조계지에서 상해거리까지

인천화교 중심이었던 기존 한국화교 연구의 폭을 확장한 책
으로, 부산화교 초창기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다루었다.

ᇡᔑ᮹᪅۹ᮥྜŁԕᯝᮥʘ݅장지태 칼럼집
ᰆḡ┽ḡᮭ]ᝁǎ❱] ᬱ]֥ᬵᯝ

<부산일보>에서 30여 년간 재직했던 장지태 기자의 칼럼 71
편을 엮은 책. 항구도시로서 부산의 해양허브 역할, 가덕도
신공항 건설, 풀뿌리 지방자치 민주주의 등 최근까지 이슈가
되었던 부산의 지역현안을 기자의 애정을 담아 되짚는다.

ᇡᬙĞᮡ⦹ӹ݅부산 사랑 진주 사랑 77년을 돌아보다
vᄲᵲḡᮭ]] ᬱ]֥ᬵᯝ

부산의 큰 기업인이자 지역의 굵직한 경제 현안을 풀어내며
부산지역 경제계를 이끌어온 넥센(NEXEN)그룹 강병중 회
장이 부산·경남의 발전에 대한 생각을 담았다.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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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ᙹ࠭Ʊᙹ᮹ӹᇡ░ษᮥ⩢
로컬문화총서 01

 ⪹Ğᇡᬑᙹ⪹Ğࠥᕽ

vᙹ࠭ḡᮭ]ᝁǎ❱] ᬱ]֥ᬵᯝ

고층아파트 저지 투쟁과 마을공동체

마을공동체와 농촌의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한 신
안마을 주민들의 노력, 그 현장 보고서. 조상 대대
로 자연과 어우러져 살아온 논과 밭, 과수원과 구
릉을 허물고 앞산 뒷산도 다 가리는 고층아파트 건
설 계획에 주민들은 스스로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
해 나선다.

내 삶의 주체로 나설 것인가 아니면
객체로 머물 것인가
“결국 이것은 내가 내 삶의 주체로 나설 것인가, 아니면 거대 자본과
국가 권력이 휘두르는 횡포에 객체로 머물 것인가의 문제였다. 그것
은 한마디로, 사람답게 제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억지로 목숨만 부
지하며 살 것인가 하는 문제이기도 했다.”(19쪽)

•이 책은 강수돌 교수가 주민들과 함께 고층아파트 건설 반대운동을 해왔던 기록이다.
_경향신문

•저자는 ‘마을혁명’을 이끌어가는 전 과정을 최대한 소상하게 기록했다. _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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ၹᘂᔍ௭ॅ대도시에서 지역공동체를 가꾸는 사람들
Łǭḡᮭ]ᝁǎ❱] ᬱ]֥ᬵᯝ

풀뿌리 지역 정치 운동가인 저자의 실천적 지역 운동 체험
기. 이 책은 부산 해운대 반송 지역 주민들과 그곳에서 지역
활동을 하고 있는 저자가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를 만들고,
민주주의를 이루어가는 소중한 실천적 삶을 다룬 이야기다.
마을신문 발간, 벽화 그리기, 다양한 소모임 활동, 어린이날
놀이 한마당, 좋은 아버지 모임, 산업폐기물 매립장 반대운
동 등 여러 활동 내용을 소개한다.

ݡษᮥ ᔍḥᮥ̝ԕॅ݅
้ၽ࠺ྕࠥᕽšᩏᮭ]Ⓧᬕ❱⍍్] ᬱ]֥ᬵᯝ

옛 사진과 이야기로 재구성한 대천마을의 기억과 삶

부산시 북구 화명동 대천마을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사진
과 이야기로 담아낸 사진 자료집이다. 마을의 뿌리를 알리는
역사부터, 마을 어르신과 젊은 새댁에 이르는 동네주민들의
구술자료 등을 통해 마을의 옛집과 신도시 아파트를 오가며
대천마을의 역사를 복원했다. 집집마다 서랍 속에 묻혀 있을
낡은 사진을 꺼내 마을의 과거와 이야기, 풍경과 일상을 기
록했다.

ᬑญaอऽ۵ྙ⪵ࠥ로컬문화총서 02
부산시민문화운동을 중심으로
ྙ⪵ࠥօ✙ᬭⓍḡᮭ]ᝁǎ❱] ᬱ]֥ᬵᯝ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문화도시상을 지향하고, 문화도시
만들기 운동의 새로운 방향 정립을 모색한다. 문화도시 만들
기 운동이 가야 할 방향 모색과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
움을 전하는 글을 엮었다. 더불어 문화도시에 대한 다양한
주제와 심도 깊은 논의와 실천 활동 사례로 구성하였다.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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ȡ ₙᳬ݅행복을 찾아가는 15인의 귀농열전
ᰆᄲᮅḡᮭ]ǎ❱] ᬱ]֥ᬵᯝ

15인 귀농인들이 진솔하게 자신의 삶을 털어놓은 책이다.
‘귀농’의 범주를 농사를 생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 짓지 않
고 농사공동체에 기여하는 여러 유형의 귀농 사례를 한데 모
아 엮었다. 비록 많이 벌지 못해도 욕망과 소비를 줄이며 자
연과 더불어 사는 귀농인들의 삶 속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흔히 배제되는 ‘식량’의 소중함과 ‘행복’ 등 도시생활자들이
지나치기 쉬운 정신적 가치를 다시금 환기한다.

⠱Ʊ ྙ⪵ಽᩕญ݅문화 공간으로 살아난 전국 폐교 답사기
႒⩥∊ḡᮭ]ᝁǎ❱] ᬱ]֥ᬵᯝ

닫힌 공간이자 사라짐의 공간인 폐교가 상상력과 소통이 공
존하는 열린 공간으로 탈바꿈한 현황을 보여준다.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도시로 떠나버려 문을 닫은 화산초등학교를 개
조해 시안미술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나, 폐교된 월산초
등학교를 개조한 밀양연극촌이 대표적 사례다. 창작, 전시,
공연뿐만 아니라 체험, 교육, 휴식 등의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폐교들을 저자는 지자체의 지원, 운영자의 기
획능력, 공간 활용의 다양성 등 다각도로 바라보며 분석하고
있다.

ᙹ݅ Τᯕࡹ݅
ᯥᙺᯱᩏᮭ]႒ᅖᵝᔍḥ]ǎ❱] ᬱ]֥ᬵᯝ

부산 화명동 인근 대천천 마을 여자들이 서로의 생각과 인
생을 나누었다. 가까이 살지만 얼굴만 알고 지냈던 여자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일상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나아가 자
신의 상처를 치유해간다. 맨발동무도서관에 모인 30~50대
여성들과 경로당 할머니들의 소소한 이야기는 누구나 고민
했을 일들을 구성지게 풀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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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ݡḡᩎᝁྙʑᯱಽᔕᦥԉʑ
ʡᵝ᪥ḡᮭ]ᝁǎ❱] ᬱ]֥ᬵᯝ

뉴미디어 시대, SNS 도구를 통해 독자와 소통하다

‘지역신문’ 기자로 살아남는 방법을 <경남도민일보> 편집국
장인 저자의 시각으로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는 사례 보고서
이다. 신문이 위기 상황이지만 SNS 도구의 활용을 통해 지역
신문이라는 매체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설파하고 있다.

⩥ၙĞᮝಽॅᩍ݅ᅙ⦽ǎᔍ⫭
ᱶᩢᯙḡᮭ]ᝁǎ❱] ᬱ]֥ᬵᯝ

정신과 전문의 정영인 교수가 한국사회를 진단하다

의사로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를 언론을 통해
비판한 대표적인 시론 칼럼니스트 정영인 교수의 날카로운
분석을 담았다. 권위주의와 대통령의 권위에 대한 비판을 시
작으로, 쇠고기 파문의 본질, 후진적 대학사회, 의료관광 허
브의 허상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다루고 있다.

Ⅽʑᯱ᮹ňᮡᗭญ
ᰆ࠺ჵḡᮭ]ᦩʑ┽əฝ]ᝁǎ❱] ᬱ]֥ᬵᯝ

33년 언론의 변천사를 기록한 장동범 칼럼집

언론이 자유롭지 못한 시절, 항상 앞장서 모범을 보인 한 언
론인의 시각을 통해 우리 언론사에 있었던 여러 굵직굵직한
사안들을 들여다본다. ‘번듯하기보다 반듯한 삶’이기를 바라
는 한 언론인의 언론의 자유와 잘못된 언론의 관행을 바로잡
고자 애쓴 33여 년의 언론사를 담았다.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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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ᦥ❭✙┅ऽाǍ고층아파트 주거 문제
⪹Ğᇡᬑᙹ⪹Ğࠥᕽ
ᯕᯝɁḡᮭ]ᝁǎ❱] ᬱ]֥ᬵᯝ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아파트 주거로
인해 겪게 되는 정신적 육체적 영향에 관해서는 무관심한 것
이 사실이다. 이 책에서는 아파트에서 태어나서 자란 득구,
진구의 성장기를 통해 초고층 아파트 주거의 문제와 내 아이
가 겪는 아파트키드 현상이 무엇인지, 이외의 아파트 주거의
문제는 무엇인지 총체적으로 짚어보고 있다.

⫊ɩኼྜྷŁʑ꿈꾸는 보라매 04



 ⦺Ʊࠥᕽšᱡձ⇵ࠥᕽ ྙ⪵šŲᇡᬑᙹƱ᧲ࠥᕽ
ʡȽᱶɡⰑəฝ]ǎ႑❱⍍్᧲ᰆ] ᬱ]֥ᬵᯝ

사람과 자연이 평화롭게 공존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그림책이다. 흘러흘러강의 황금빛 모래를 먹고 살아 온몸이
금빛으로 빛나는 황금빛 물고기. 이 개구쟁이 물고기는 흘러
흘러강을 일터로 살아가는 금모래마을 사람들을 돕는 착한
친구다. 고기 잡는 아저씨에게 물고기를 몰아다 주기도 하고,
아이들을 등에 태워 놀아주기도 하고, 가로등이 고장나면 금
니를 쏙 뽑아 깜깜한 골목을 밝혀주기도 하고, 아기를 돌봐
주기도 하는데⋯⋯

ḡ᪡ᯙe인문과 역사로 습지를 들여다보다
 ⪹Ğᇡᬑᙹ⪹Ğࠥᕽ
ʡ⭅ᵝḡᮭ]ᝁǎ❱] ᬱ]֥ᬵᯝ

인간이 살아 숨 쉬게 만드는 허파 구실을 하면서 역사적으로
는 사람살이의 자취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곳, 습지. 이러한
습지의 중요성을 알리면서 인문과 역사를 통한 새로운 시각
으로 습지를 들여다보는 책이다. 우포늪(소벌), 주남저수지
등 여러 내륙습지와 연안습지인 갯벌들을 둘러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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ʑ⬥ᄡ⪵᪡ᝁᔍ⫭ĥ᧞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하여
ʡ᪆⩥ḡᮭ]ᝁǎ❱] ᬱ]֥ᬵᯝ

자연, 인간, 사회가 모두 얽혀 복합적이면서 글로벌한 성격
을 띠는 기후변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융합적인 관점이
필수이다. 자연과학·사회과학적 관점이 고루 담긴 이 책은
학문의 경계를 넘나들며 일반 시민들의 이해와 실천을 위한
핵심 정보를 전달한다. 사회발전론을 연구해온 저자 김옥현
교수는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행동과 함께 전 지구적인 사회
계약을 통한 변화를 제안한다.

⦽ၹࠥ⪹Ğݡᰍᦺᕉᕅ⪹ ݱĞᇡᬑᙹ⪹Ğࠥᕽ
ḥᰍᬕḡᮭ]ᝁǎ❱⍍్] ᬱ]֥ᬵᯝ

세계 최대 규모인 샨샤댐이 그 규모만큼이나 엄청난 부작용
을 일으키고 있다. 중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이
책은 샨샤 협곡의 역사적, 문화적, 자연생태적 가치를 설명
하고, 샨샤댐이 들어서면서 생겨난 산사태, 지진 등 환경재
해, 기상변화, 수몰민의 문제, 환경·생태적 피해와 샨샤댐이
샨샤 주변 지역뿐 아니라 동중국해를 시작으로 황해 전체에
다양한 환경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증명한다.

႒ࢱᔑᨱྜ⯭ၽ⧕ෝᦥᕽ
화산학으로 풀어 본 발해 멸망의 진실
ḥᰍᬕḡᮭ]ᝁǎ❱⍍్] ᬱ]֥ᬵᯝ

해동성국이라 불리며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던 발해는 왜 갑
자기 망했을까? 자연과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꾸준히 백두
산 화산 폭발설을 제기해왔다. 이 책은 1천 년 전 백두산 화
산 폭발이 가지는 의미를 발해사와 결합하면서 발해 멸망설
에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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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Ğ로컬문화총서 05
현대 해항도시와 해양문학의 양상
Ǎ༉ൂḡᮭ]ᝁǎ❱] ᬱ]֥ᬵᯝ

현대 해항도시와 해양문학의 양상을 담은 책이다. 저자는 20
여 년 해양에 대해 연구하여 발표한 글을 한 권으로 책으로
엮어 발표했다. 해항도시와 해양풍경, 해양문학의 양상으로
나눠 해양서사와 선원 하위문화, 해양문학과 지구적 상상력,
기원의 바다를 찾아가는 근대인의 모험 등의 주제를 이야기
하고 있다.

ၵ݅aᨕਜíྙ⪵aࡹ۵a
21세기 중국의 해양문화 전략
łɩపḡᮭ]ʡ┽อⰑᦩᬦⰑ↽Ӻၝʡ]ᝁǎ❱] ᬱ]֥
ᬵᯝ

자연과학, 고고학, 도시학, 물류, 고선박, 민속, 문학, 문화 등
을 망라해 해양문화 전반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해양 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개론서임과 동시에 해양문화학의 심화학습을
위한 기준 도서이기도 하다. 12명의 중국학자가 해양과 관련
한 자신의 전공 분야를 살려 집필한 것을 중국해양대학 곡금
량 교수가 정리해서 모았다.

ࠥ ᄡ⩢ᮥЩЙ݅ ḡᩎᝁྙၽᱥ᭥ᬱ⫭ḡᬱࠥᕽ
ᱶݍḡᮭ]ᝁǎ❱⍍్] ᬱ]֥ᬵᯝ

도시와 건축, 아파트와 인간의 관계를 묻는다

도시 내 아파트 등 주거공간을 비롯한 건축물 속에서 경계
짓기의 현상들을 하나둘 들춰내면서 대한민국 도시의 문제
점들을 날카로운 필치로 해부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을 통
해 ‘도시의 소통’을 추구하고 그 속에서 자연을 찾고, 휴머니
즘을 담아내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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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 준비 중인 책들

᳑Ŗŝᔍݡ춘추전국 시대의 국제정치
ᯕ⇹ḡᮭ

중국 각 시대에서 조공의 성격을 비교하고 특징을 살펴보며 그 실체를 파악하는 책. 조
공의 기원과 초기 성격을 살피고, 봉건적 군신관계 유지라는 전통적 입장을 벗어난 조공
과 사대의 다양한 역할을 밝히고자 하였다.

ᄁ✙ԉᱥᰢ᮹ᮁಚॅ전후 베트남, 떠도는 영혼에 대한 대중적 상상력과 역사적 성찰
ǭ⨭ᯖḡᮭ

케임브리지대학 석좌교수인 인류학자 권헌익은 이 책에서 전쟁의 문화사에 대한 독특
한 접근방식으로 집단적 기억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다룬다. 베트남인들의 전쟁 경험과
여전히 살아 숨 쉬는 영혼들과의 긴밀한 의례적 결속, 그리고 이들 역사적 실재를 뿌리
뽑힌 사회적 존재양식으로부터 해방시키길 희망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조명한다.

ᔍ⡍᮹ᱶᬱ그리스 문학을 통해 살펴본 향수와 방향제의 역사
ᵝᖙ⟹ᜅ⒝ℕḡᮭ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향수와 방향제는 신에게 바치는 인간들의 예물이었다. 이 책은
이집트, 리디아, 페르시아, 그리고 아라비아와 인도에 이르기까지 널리 활용되었던 이
국적인 방향제 향신료, 기름, 파우더, 향기로운 포도주의 세계를 사포, 아나크레온, 헤
로도투스, 테오프라스토스 같은 작가들의 글을 통해서 살펴본다.

⦽ӹᦥ౭✙᪡┩⦺
ษญᯕᷩⓍ✙יḡᮭ

한나 아렌트는 나치 전범 아이히만을 마주하고 혼란에 빠지지만, 이제까지 학습해 온
사고의 틀을 벗어남으로써 ‘악의 평범성’을 발견했다. ‘탈학습(unlearning)’을 통해
이제까지의 삶을 지탱해왔던 거짓말들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것이다. 웃음, 번역,
용서, 극화(dramatization)라는 네 개의 테마를 통해 아렌트의 사유 방법과 과정을 다
룬다.

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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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문학
소설
비소설
평론·희곡·시

조갑상
1980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혼자 웃기」가 당
선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소설집 『다시 시작하는 끝』,
『길에서 형님을 잃다』, 『테하차피의 달』, 장편소설 『누구나
평행선 너머의 사랑을 꿈꾼다』, 『밤의 눈』을 냈고 산문집으
로는 『이야기를 걷다』가 있다. 요산문학상, 이주홍문학상,
만해문학상, 서라벌문학상을 수상했다.

ႅ᮹٩조갑상 장편소설  
ྙ⪵ᩩᚁ᭥ᬱ⫭ᬑᙹྙ⦺ࠥᕽ อ⧕ྙ⦺ᔢᙹᔢࠥᕽ
᳑rᔢḡᮭ]ᝁǎ❱] ᬱ]֥ᬵᯝ

누가 생사(生死)를 운명이라고 말하는가?

가상의 공간 경남 대진읍을 배경으로, 보도연맹 사
건을 비롯한 민간인 학살을 다룬 장편소설이다. 전
쟁이 남기고 간 깊은 희생의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사람들의 고단한 삶을 그렸다.

•현대사의 비극적인 사건인 보도연맹 사건과 민간인들의 억울한 희생을 소재로 역사적
사실을 힘 있고 실감나는 서사로 형상화해낸 귀한 열정과 공력을 높이 사 만장일치로
수상작 선정에 합의했다._만해문학상 심사위원회
•전쟁기 학살과 그 이후 일어난 일들 중에는 르포, 보고서나 논문으로 표현하기 어려
운,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이야기들이 널려 있다. 이 소설은 그중 하나를 문학적으로
잘 형상화한 것 같다. _김동춘(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전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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ᯕʑෝØ݅소설 속을 걸어 부산을 보다
ྙ⪵ᩩᚁ᭥ᬱ⫭ᬑᙹྙ⦺ࠥᕽ
᳑rᔢḡᮭ]ᝁǎ❱] ᬱ]֥ᬵᯝ

소설을 통해 부산이라는 도시의 지난날과 오늘을 살펴본다.
소설 속의 작중 인물들이 걸어 다녔던 길을 따라가면서 작가
들의 생각과 작품의 무대를 복원해보고 달라진 지금의 모습
을 살펴본다. 조명희, 김정한, 염상섭, 최찬식, 이병주, 이호
철, 이태준, 최서해, 김성종, 손창섭, 이주홍, 윤후명, 오영수,
방인근, 김은국, 조해일, 천운영, 서정인, 최인훈, 안수길 등
의 소설과 그 속에 등장한 부산을 다룬다.

▭⦹₉⦝᮹ݍ조갑상 소설집 
ྙ⪵ℕᮂšŲᇡᬑᙹƱ᧲ࠥᕽ ᯕᵝ⪮ྙ⦺ᔢᙹᔢࠥᕽ
᳑rᔢḡᮭ]ǎ❱] ᬱ]֥ᬵᯝ

부산의 대표적인 중견작가 조갑상의 소설집. 총 8편으로 이
루어져 있는데 지역문학, 노년문학, 회상의 문법이라는 세
범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표제작인 「테하차피의 달」은
미국 모하비 사막의 테하차피에 위치한 태고사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야기이다. 차분하고도 깊은 먹빛을 지닌 노년문
학의 품격을 느낄 수 있다.

᯲݅⦹۵Ҿ조갑상 소설집
᳑rᔢḡᮭ]ᝁǎ❱ᄡ⩶] ᬱ

25년 만에 재출간된 조갑상의 첫 번째 소설집. 총 17편의 중
단편이 실렸고, 데뷔작 「혼자 웃기」를 포함하는 은경동 3부
작이 처음으로 함께 모였다. 고단한 삶과 그로 인해 극단적
인 선택을 하는 인물들, 공간에 대한 긴 묘사, 그리고 쉬이
위로하지 않는 시선이 존재한다. 이 책에서는 현실을 삼켜
소화하는 고통을 고스란히 담은 소설을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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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ᇡᔑᮥᥕ݅
ᱶ┽Ƚᯙḡᮭ]ᝁǎ❱] ᬱ]֥ᬵᯝ

소설로 쓰는 부산의 인문지리지

부산 공간을 소설로 담은 소설집. 범어사, 태종대, 을숙도 등
부산의 역사적, 문화적 의미가 살아 있는 장소 28곳을 부산
을 대표하는 28명의 작가들이 각각의 공간에 대응하는 작품
으로 장소성을 형상화하였다. 그야말로 소설로 쓰는 부산의
인문지리지다.

ኼ김곰치 장편소설



ྙ⪵ᩩᚁ᭥ᬱ⫭ᬑᙹྙ⦺ࠥᕽ
ʡő⊹ḡᮭ]ᝁǎ❱]] ᬱ]֥ᬵᯝ

37살 노총각, 노처녀 그리고 예수의 삼각관계 이야기

연애소설의 형식을 빌린 종교소설이다. 2007년 가을과 겨울,
부산을 배경으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를 그리고 있다. 우리 주변의 소심한 인간들이 질투하고, 애
원하고, 화내고, 성질부리는 연애 이야기 속에 예수 문제를
풀어내었다.

ᔝĚᔕ정형남 장편소설 
ྙ⪵ℕᮂšŲᇡᬑᙹƱ᧲ࠥᕽ
ᱶ⩶ԉḡᮭ]ǎ❱] ᬱ]֥ᬵᯝ

신문에 칼럼을 연재하는 남위원이 도시에서 생활하다 귀향
을 결심하기까지 만난 사람들과 그의 고향 정경을 그린 정형
남의 장편소설. 경계인들이 이룬 아름다운 우애의 공동체를
그렸다. 오랜 세월 부산에서 작품 활동을 하다 전남 보성으
로 터전을 옮긴 작가의 자전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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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Τਉᨕḩভ ᖙ᳦ࠥᕽྙ⦺ӹٵᖁᱶࠥᕽ
ᱶ⩶ԉḡᮭ]❱]] ᬱ]֥ᬵᯝ

한국 근현대사와 교차한 소박한 민초의 삶

시골마을의 소박한 정취를 배경으로 결코 운명이랄 수 없는
비극적 시대를 살았던 한 가족의 한스러운 삶을 그리고 있
다. 일흔셋의 한 할머니가 옛일을 회상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소설의 전개는 역사의 비극으로 생이별한 아버지에 대한 딸
의 그리움을 담았다.

౩ऽᦥᯝऽ김유철 장편소설
ᇡᔑǎᱽᩢ⪵ᱽᇢ⚍⦥ᖁᱶࠥᕽ
ʡᮁ℁ḡᮭ]ᝁǎ❱ᄡ⩶] ᬱ]֥ᬵᯝ

장르문학과 본격문학을 넘나들며 독자들에게 사랑받아 온
김유철 작가의 장편소설. 해방 전후 시대에 대한 방대한 자
료를 바탕으로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던 시대의 폭력과 상처
를 가감 없이 보여주며 그 속에서 변해가는 사람들의 운명을
다루고 있다. 저자는 이 소설을 통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
놓인 인물들과 현실적인 구성을 통해 1948년 4월 3일 제주
를 다시금 바라보고자 한다.

노재열 장편소설
יᰍᩕḡᮭ]ǎ❱] ᬱ]֥ᬵᯝ

부마항쟁과 1980년 부산의 학생운동을 본격적으로 다룬 작
품으로, 그 운동의 당사자였던 저자가 1980년을 전후한 격랑
의 시간, 폭력과 굴종 속에서 고뇌하는 한 청춘의 여정에 대
한 기록을 소설로 풀어냈다. 절망과 도피, 저항과 극복이라는
뜨거운 정념의 시간들을 사유와 성찰의 시간으로 엮으며 고
난의 순례를 서사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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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복 장편소설
ʡ⇹ᅖḡᮭ]ᝁǎ❱]] ᬱ]֥ᬵᯝ

시대와 운명을 초월한 사랑 이야기를 담다

문예창작과를 졸업하고 소설가가 된 준규와 밀양 검무기생
운심의 환생인 은미의 운명 같은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는
작품이다. 또한 두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 한국 현대사의 국
면을 핍진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작가는 두 주인공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시대의 대립이 완화되길 바라며 장장 10여 년
에 걸쳐 소설을 집필하였다고 회고하고 있다.

ᇪᮡ॒ ⇽ ྙ⯭Ǎᨧᮭ김비 장편소설
ʡእḡᮭ]ǎ❱] ᬱ]֥ᬵᯝ

동반자살을 결심한 가족, 비상계단에 갇히다

희망이 ‘고문’이 된 시대, 이 소설은 ‘후련한 절망’에서 첫걸
음을 내딛어 암흑 속으로 몸을 던진다. 강렬한 이미지와 서
스펜스는 영화를 연상시킨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트랜스젠
더 여성 소설가인 김비 작가의 네 번째 장편소설.

ྜྷ᮹e정영선 장편소설 ⦽ǎྙ⪵ᩩᚁ᭥ᬱ⫭ྙ⦺᯲ḡᬱࠥᕽ
ᱶᩢᖁḡᮭ]ǎ❱] ᬱ]֥ᬵᯝ

명성왕후가 살해된 후, 조선의 시간을 재는 물시계도 멈췄다

조선의 마지막 국모인 명성황후의 시해사건을 ‘시간’이라는
모티브를 통해 새롭게 해석한 작품이다. 중세와 근대의 시간
이 교차하는 1895년 조선을 배경으로 서양 시간과 조선 시
간을 둘러싼 권력과 자신의 시간을 잃은 여성, 조선의 시간
을 잃어 가는 황후의 모습을 복합적으로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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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문익점 ᖙ᳦ࠥᕽྙ⦺ӹٵᖁᱶࠥᕽ
⢽ᖒ⯁ḡᮭ]ᝁǎ❱] ᬱ]֥ᬵᯝ

붓두껍에 목화씨를 가져왔다는 일화에서 벗어나 문익점의
생애에 주목하며 새로운 문익점을 탄생시킨다. 이렇게 탄생
한 문익점은 우리에게 친숙하면서도 다정다감한 인물로 다
가온다. 원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공민왕의 개혁
정치, 새로운 국가 조선을 건국하려 했던 신흥세력, 갑작스
럽게 닥친 왜구의 침략 등 굵직한 역사 속 사건들과 작가의
상상력이 가미된 흥미로운 일화가 만나 이야기의 긴장감을
더했다.

ჩ}᪡ࣆ소설 대암 이태준
ḡᩎ⇽❱ྙ⪵ၰ᯲ᮡࠥᕽšḡᬱᬑᙹࠥᕽ
ᯕȽᱶḡᮭ]ᝁǎ❱ᄡ⩶] ᬱ]֥ᬵᯝ

몽골의 ‘신의(神醫)’이자 숨겨진 독립운동가의 삶

1910년대 몽골에서 독립운동과 의사로서 활동했던 대암 이
태준을 조명하는 장편소설. 먼 타지에서 자신의 본분을 묵묵
히 다해낸 선생을 의사, 독립운동가, 신념을 가지고 시대를
살아낸 한 인간으로 그려낸다.

⪵ᩝ᮹┲소설 오우치 요시히로
⬥⋕᪡a᪅ḡᮭ]᳑ᱶၝʡ]ǎ❱] ᬱ]֥ᬵᯝ

중세 일본 남북조 시대의 무장 오우치 요시히로의 일대기

장대한 꿈을 안고 죽음을 맞이한 오우치 요시히로의 생애를
통해 일본 무사도의 정신세계와 함께 칼끝에 영혼을 담는 일
본 봉건 시대 무장의 삶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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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규
1958년 경남 합천 출생. 부산대학교 대학원(국문학과)을
졸업하였고, 1990년 <부산일보> 신춘문예에 등단하여 작
품 활동을 시작하였다. 소설집으로 『집이 있는 풍경』(개정
판 『청학에서 세석까지』), 『길 위에서』, 『편지』가 있으며,
산문집으로 『꿈을 굽다』, 평론집 『시간의 향기』 등이 있
다. 제1회 부산소설문학상, 제28회 향파문학상을 수상했
다. 부산작가회의 회장과 부산소설가협회 회장을 역임하
였다.

⠙ḡ정태규 창작집 



ᖙ᳦ࠥᕽྙ⦺ӹٵᖁᱶࠥᕽ
ᱶ┽Ƚḡᮭ]ǎ❱ᄡ⩶]] ᬱ]֥ᬵᯝ

주소 없는 마음에 띄우는 애잔한 편지 한 장

단편소설 8편과 콩트 6편을 묶었다. 작품 한편 한
편이 지닌 개성과 싱싱한 생명력을 통해 고통에 굴
하지 않는 작가의 뜨거운 창작혼을 드러내고 있다.

•책의 서문 ‘작가의 말’에서 그는 “말하는 능력을 거의 잃어 구술도 어려운 처지가 됐
다”며 마음먹은 대로 쓰지 못하는 아쉬움을 털어놓았다. 루게릭병과 2년 넘게 사투를
벌이는 그는 구술과 안구 마우스에 의존해 『편지』를 출간했다. 『편지』에는 단편소설 8
편과 콩트, 스토리텔링 등을 합쳐 14편의 작품을 실었다. _ 연합뉴스
•「비원」은 루게릭병을 소재로 한다. 루게릭병 진단을 받은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다. 원
망과 회한이 죽음의 공포를 버텨낼 만한 강한 위안과 결심으로 굳어지는 과정을 그렸
다. _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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ℎ⦺ᨱᕽᖙᕾʭḡ정태규 소설집
ᱶ┽Ƚḡᮭ]ᝁǎ❱] ᬱ]֥ᬵᯝ

중견소설가 정태규의 작품세계의 원형을 이룬 첫 소설집 『집
이 있는 풍경』의 개정판. 표제작인 「청학에서 세석까지」를
비롯하여 열세 편의 소설들에서 작가는 현대인이 잃어버린
인간됨의 문제에 대해 탐구하고 있다.

e᮹⨆ʑ일상의 시간을 탐문하는 소설쓰기의 미학
ᱶ┽Ƚḡᮭ]ᝁǎ❱] ᬱ]֥ᬵᯝ

저자의 비평은 대부분 부산 지역 작가들의 다양한 소설에 시
선이 머물러 있는데, 이는 지역작가에 대한 정태규의 애정을
엿볼 수 있어 평론집을 읽는 재미를 더하고 있다.

ЩᮥǞ݅정태규 산문집
ᱶ┽Ƚḡᮭ]❱᧲ᰆ] ᬱ]֥ᬵᯝ

교직을 겸하고 있는 작가의 교단일기와 부산일보에 연재되
기도 했던 독서일기를 담은 책이다. 편지글과 일상글을 포함
한 60여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설을 창작하게 된 계기와
함께 소설 쓰기의 원동력, 글에 대한 작가의 가치관 등이 오
롯이 담겨 있다.

ʙ᭥ᨱᕽ정태규 소설집 ᯕᵝ⪮ྙ⦺ᔢᙹᔢࠥᕽ
ᱶ┽Ƚḡᮭ]ǎ❱] ᬱ]֥ᬵᯝ

정태규 작가의 두 번째 창작소설집. 돌아오지 않는 아내와
인터넷 사이트만을 배회하는 나의 이야기를 그린 「정글게
임」, 아내의 죽음을 아내와 함께 여행한 공간을 여행함으로
써 극복하고자 하는 「시간의 향기」 등 다소 그로테스크한
기법으로 인간과 시대, 삶과 죽음에 대해 성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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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ݍᝪ⦽Ⅹ⎽ภ ᯕʑ옥태권 소설집
ᇡᔑ᯲aᔢᙹᔢࠥᕽ
᪆┽ǭḡᮭ]ǎ❱] ᬱ]֥ᬵᯝ

1994년 <국제신문> 신춘문예에 단편소설이 당선되어 등단
한 옥태권 소설집. 상처받은 사람들,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
들이 사랑의 본질을 찾아가는 과정과 함께 삶의 길 찾기, 역
사와 권력, 일상성, 남자와 여자 등이 씨줄과 날줄로 직조되
어 펼쳐진다. 빠른 전개와 탄탄한 구조, 말의 묘미가 읽는 재
미를 더해주고 있다.

ᬑญḲᨱ᪽᪵ܩᬊᦥእ박명호 소설집
ၶ⪙ḡᮭ]ᝁǎ❱] ᬱ]֥ᬵᯝ

다양한 소재와 실험적인 기법을 과감히 채택해온 작가 박명
호. 이번에는 관조와 절제의 미학이 돋보이는 그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한발 물러서서 문제를 바라보고 감정 노출을
극도로 자제하였으며, 다양한 소재와 리얼리즘 기법을 벗어
나 이미지로 서사를 그리는 형식 실험에도 도전하였다.

ə۵ၵ݅ಽu݅문성수 소설집
ྙᖒᙹḡᮭ]ᝁǎ❱] ᬱ]֥ᬵᯝ

지역이라는 공간적 의미를 작품 속에 형상화하기 위해 늘 노
력해온 문성수 소설가의 소설집으로, 바다의 공간적 의미와
인간의 존재론적 근원을 탐구하고 있다. 「춤추는 나신」과 단
편 「출항지」, 「배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는 바다로 갔다」
등 총 8편의 작품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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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ɩᦊࠥࢲ조명숙 소설집
᳑ᙺḡᮭ]ǎ❱ᄡ⩶] ᬱ]֥ᬵᯝ

중견소설가 조명숙의 네 번째 소설집. 어둠을 식별하는 감각
적 문체와 정주하지 않고 유목하는 글쓰기 행보를 보였던 그
가, 이번 소설집에서는 상처 입은 여성들에 대한 세심한 심
리 묘사가 돋보이는 작품들로 돌아왔다. 특히 이 책에서는
‘세월호 사건’을 소재로 한 최근작 「점심의 종류」가 수록되
어 있어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우리 사회와 현대인의 상실
감을 엿볼 수 있다.

ูᝒݥ조명숙 소설집



⦽ǎࠥᕽš⩲⫭ᬑᙹྙ⦺ࠥᕽ ᯕᵝ⪮ྙ⦺ᔢᙹᔢࠥᕽ
᳑ᙺḡᮭ]ǎ❱] ᬱ]֥ᬵᯝ



소설로 그림 읽기라는 새로운 시도를 선보이는 소설집이다.
프리다 칼로의 <버스> 등 7점의 그림에 7편의 소설작품이
조우하는 형식으로, 그림을 보고 느낀 감흥을 소설로 표현
하고 있다. 「어깨의 발견」, 「거꾸로 가는 버스」 등이 수록되
어 있다.

ᇩ᪉⦽┢나여경 소설집
⦽ǎࠥᕽš⩲⫭ᬑᙹྙ⦺ࠥᕽ ᇡᔑ᯲aᔢᙹᔢࠥᕽ
ӹᩍĞḡᮭ]ǎ❱] ᬱ]֥ᬵᯝ

여성 특유의 섬세하고 감성적인 문체를 견지하면서도 든든
한 서사성을 담보하고 있는 작가 나여경의 첫 소설집. 인간
관계의 빗나감이 빚어내는 어두운 단면들을 적나라하게 들
여다보고 있다. 「더미의 변명」, 「금요일의 썸머타임」, 「돈크
라이」 등 7편의 단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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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ᔑᙹℊ유익서 소설집 
⦽ǎࠥᕽš⩲⫭ᬑᙹྙ⦺ࠥᕽ ᖒɁšྙ⦺ᔢᙹᔢࠥᕽ
ᮁᯖᕽḡᮭ]ǎ❱] ᬱ]֥ᬵᯝ



구도(求道)를 위한 섬으로의 자기 유폐

중견소설가 유익서가 한산도에 머물면서 꾸준히 창작활동에
전념해온 결과물을 모은 소설집. 굵은 붓으로 그린 여덟 폭
의 동양화처럼 선이 아름답고 여백이 많아 깊은 사유를 요하
는 여덟 가지 각기 다른 소설 속에는 섬에서 살아가는 주변
인의 깊은 고민이 담겨 있다.

ᷱÑᬕíᯥ박향 소설집
ᇡᔑ᯲aᔢᙹᔢࠥᕽ ᇡᔑྙ⪵ᰍ݉ᬑᙹࠥᕽ
 ⦽ǎࠥᕽš⩲⫭ᬑᙹྙ⦺ࠥᕽ ⩥ḥÕྙ⦺ᔢᙹᔢࠥᕽ
ၶ⨆ḡᮭ]ǎ❱] ᬱ]֥ᬵᯝ



무기력한 인생을 조롱하는 맹랑한 속삭임

1994년 <부산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박향 소설가의 신작
소설집. 10대 청소년부터 중년 여성에 이르는 다양한 층위의
주인공을 등장시켜, 그들의 무기력한 삶 속에 담긴 상실과
소외를 그려내고 있다.

ᰆၙ⪵ᇥ김현 소설집

ྙ⪵ᩩᚁ᭥ᬱ⫭ᬑᙹྙ⦺ࠥᕽ

ʡ⩥ḡᮭ]ǎ❱] ᬱ]֥ᬵᯝ

세상을 향해 비추는 밝음과 어둠의 서사들

사회에서 잉여인간으로 치부되는 노인의 삶을 다룬 「소등」,
남편의 외도와 폭력을 겪는 기구한 제주 해녀의 삶을 다룬
「숨비소리」 등 어두운 현실을 이겨내고 아름다운 장미를 꽃
피우려는 여러 주인공의 모습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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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ᔍԕ정광모 소설집
ྙ⪵ᩩᚁ᭥ᬱ⫭ᬑᙹྙ⦺ࠥᕽ ᇡᔑ᯲aᔢᙹᔢࠥᕽ
ᱶŲ༉ḡᮭ]ǎ❱] ᬱ]֥ᬵᯝ

일상의 내부를 비집고 들어온 치밀한 상상력으로 점철된 소
설가 정광모의 세계는 담담하면서도 드라이한 개성을 지녔
다. 그의 소설을 읽다 보면 현대인이 품고 있는 절망의 실체
를 확인하게 된다. 현대인의 일상을 일곱 가지 단편으로 무덤
덤하게 짚고 넘어간 이 소설집에서 작가는 기계화된 문명 속
에서 체제 순응적 삶을 강요당하는 인간 군상을 포착해냈다.

ᕽእᜅ ᕽእᜅ이미욱 소설집
ᯕၙᬒḡᮭ]ǎ❱] ᬱ]֥ᬵᯝ

성장을 저지당한 아이들의 세계

오타쿠, 외모지상주의, 등교거부 현상 등 현대사회의 다양한
병리현상들을 젊은 감각으로 끄집어 올리고 있는 이 책은 상
처를 안고 시대를 떠다니는 영혼들을 깔끔하고 속도감 있는
문장들과 함께 펼쳐내 보이고 있다.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가족 해체의 위기에 대한 젊은이들의 이야기다.

อԉ᮹ႊ정인 소설집

႒ᝁᧁྙ⦺ᔢᙹᔢࠥᕽ

ᱶᯙḡᮭ]ᝁǎ❱] ᬱ]֥ᬵᯝ

고백과 폭로라는 일관된 구조를 통해 새로운 시작에 대한 전
망을 조심스레 타진해온 정인 소설의 정통성은 이 소설집에
서도 오롯하다. 8편의 소설마다 빠짐없이 존재하는 ‘나’들은
다양하게 변주된 학교폭력, 성폭력, 가족갈등 속에서 고백
혹은 폭로를 선택하며 숨겨진 의외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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ᯕᔢ⦽ŝᯝ서정아 소설집
ᕽᱶᦥḡᮭ]ᝁǎ❱] ᬱ]֥ᬵᯝ

관계가 불러오는 불안과 고독을 포착하다

2004년 <부산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이후 서정아 소설가
가 세상에 내놓은 첫 번째 소설집. 관계를 화두로 하는 여덟
편의 단편이 실려 있다. 남편과 아내, 엄마와 딸, 친구와 애인
등 인간관계가 불러오는 불안과 고독을 젊은 여성들의 이야
기로 드러내고 있다.

ŁࠥĞᅕ김헌일 항공소설집
ʡ⨭ᯝḡᮭ]ǎ❱ᄡ⩶] ᬱ]֥ᬵᯝ

‘공중사회’를 해부하는 본격 항공소설집. 어찌할 수 없는 것
을 어떻게든 해야 하는 남자들의 이야기다. 이착륙이 순조
롭지 못할 때 생기는 분노와 불안, 원망은 제일 먼저 소설 속
주인공들을 붙잡아 상황을 해결하고 보상하라고 등을 떠민
다. 30여 년간 항공사에서 근무한 작가의 경력이 허공에 뜬
고독한 인생들의 메시지를 풍부하게 바꾼다.

ԁḽᄡĞᖁ유연희 소설집

ᖙ᳦ࠥᕽྙ⦺ӹٵᖁᱶࠥᕽ

ᮁᩑ⯍ḡᮭ]ǎ❱] ᬱ]֥ᬵᯝ

『무저갱』 이후 4년 만에 출간된 유연희 작가의 신작 소설집.
육지에서의 시간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뱃사람들의 이야기
이다. 각각의 소설들은 육지를 등지고 바다를 항해하며 겪는
주인공들의 섬세한 내면을 그린다. 표제작 「날짜변경선」에
서는 선의(船醫)로서 배를 탄 화자의 시선을 통해 뱃사람들
의 고뇌를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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ҭ이병순 소설집

ᇡᔑ᯲aᔢᙹᔢࠥᕽ

ᯕᄲᙽḡᮭ]ǎ❱] ᬱ]֥ᬵᯝ

이병순 첫 번째 소설집. 〈부산일보〉 신춘문예 당선작인 표제
작 「끌」을 비롯해 총 7편의 단편으로 채워져 있다. 이병순은
슬리퍼, 창, 스마트폰 등 흔히 접할 수 있는 사물을 통해 일
상에 나지막하게 깔려 있는 삶의 질문을 표면으로 끌어올린
다. 화려하진 않지만 묵묵히 자신의 삶을 가다듬어 나가는
인물과 소설 곳곳에 자리한 일상의 흔적은 독자들에게 공감
과 더불어 문학의 의미, 삶의 가치를 생각하게 한다.

ԕᦩ᮹vྜྷ김일지 소설집
ʡᯝḡḡᮭ]ǎ❱] ᬱ]֥ᬵᯝ

1986년 「동서문학」 신인상 당선으로 등단한 김일지의 소설
집. 『타란툴라』 이후 8년 만에 출간된 이번 소설집에서 작가
는 정서적 결핍을 앓고 있는 현대인들을 보다 세밀하게 묘사
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가족의 유대를 상실한 현대인들의 근
원적 고통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각기 다른 다섯 편의 이
야기들은 불안한 현재를 넘어 우리에게 삶에 대한 의지를 어
떻게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고민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ᦞ⣙⇹ ᔩᄞ조미형 소설집
᳑ၙ⩶ḡᮭ]ǎ❱] ᬱ]֥ᬵᯝ

신춘문예 당선작 「다시 바다에 서다」를 비롯해 7편의 작품이
실려 있다. 저자는 이번 소설집을 통해 삶의 심연을 드러내
고 그 수렁을 건너는 것이 무엇으로 가능한지 탐문한다. 잔
인한 시장논리가 사회를 떠받들고, 비인간적인 시스템이 도
시를 지탱하는 냉혹한 세계를 불면증, 가려움, 편두통 등 인
물들이 겪는 고통의 증상과 삶의 다기한 모습으로 그려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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ḥĞᔑᙹ정형남 장편소설



ᱶ⩶ԉḡᮭ]ǎ❱ᄡ⩶] ᬱ]֥ᬵᯝ

산천의 사계와 벗 삼아 삶을 일구는 이들의 여덟 폭 진경산수화

전라남도 보성에서 창작활동에 전념 중인 중견소설가 정형
남의 신작 단편소설집. 저자의 삶의 체험을 바탕으로 구성된
작품집이다. 전라남도 보성이라는 공간구성을 배경으로 도
시를 벗어난 현대인의 삶을 돌아보고 생생한 전남 사투리의
입담을 살려 서정적인 분위기를 더욱 극대화한 여덟 편의 단
편을 한데 엮었다.

ᦥॵ᪅ᜅᦥ⚑김득진 소설집
ʡाḥḡᮭ]ǎ❱ᄡ⩶] ᬱ

부표처럼 떠도는 뱃사람들의 인생사

제8회 해양문학상 수상작인 중편 「아디오스 아툰」을 비롯해
총 여섯 편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김득진의 첫 소설집. 2014
년 단편 「나홋카의 안개」로 작품 활동을 시작한 김득진은 다
양한 삶의 체험을 바탕으로 등단 후 짧은 시간 안에 그만의
특유한 스타일을 구축하였다. 노동을 하며 살아가는 현대인
들의 고단한 삶을 사실주의적 관점에서 덤덤하게 그려낸 총
여섯 편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ᬑ이규정 소설집
ྙ⪵ᩩᚁ᭥ᬱ⫭ᬑᙹྙ⦺ࠥᕽ ᯕᵝ⪮ྙ⦺ᔢᙹᔢࠥᕽ
ᯕȽᱶḡᮭ]ᝁǎ❱] ᬱ]֥ᬵᯝ

격동의 현대사를 살아온 한국인의 간고한 삶을 인간주의 시
각에서 회복시킨 소설집. 오랫동안 가톨릭 신자로 살아온 이
규정 소설가의 구원의 서사를 담았다. 해방 이후 한국전쟁,
조총련, 간첩단 사건, 보도연맹, 연좌제, 반공주의 등 한국 현
대사의 상처들을 한 인간의 인생 속에 끄집어내어 우리의 현
재를 다시 살펴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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ษ┡
여성의 삶과 행복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는가

ᨹญᯱ᪅ᱽᛩ⎵ၵḡᮭ]ᰆᱶʡ]ǎ❱] ᬱ]
֥ᬵᯝ

1873년 폴란드 바르샤바를 배경으로 남편을 잃고
홀로 남겨진 마르타의 치열한 삶을 묘사한 소설로,
출간 후 15개 언어로 번역된 작품이다. 근대유럽의
산업화 과정에서 아이와 함께 생존을 위해 싸우는
25세 여성 마르타의 삶은 오늘날의 독자들에게도
깊은 공감과 연민을 불러일으킨다.

발표 이후 15개 언어로 번역된 폴란드 대표 작가 엘리자 오제슈코바의 작품
•『마르타』는 남편을 잃은 젊은 여인이 사회로 나오면서 겪은 일들을 통해 유럽의 산업
화 과정에서 불거진 여성의 생존권 문제를 다룬다. 책은 1873년 출간 후 총 15개 언어
로 번역됐다. _ 연합뉴스
•가장 많이 알려지고, 수준이 높은 작품으로 꼽히는 소설로, 남편 없이 어린아이를 돌
보며 살아가야 하는 젊은 과부 마르타의 막막한 현실들을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_ 경남신문

저자 엘리자 오제슈코바는 폴란드 대표 여성 소설가로 현대 사실주의 소설
의 중요 작가다. 그녀는 아버지가 남긴 도서실에서 폭넓은 지식을 쌓으며 자
랐고 16세에 결혼한 남편 피오트르 오제슈코프의 영지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1863년 폴란드의 독립을 위한 반란을 돕는다. 반란에 가담했던
남편이 시베리아로 유배를 당한 뒤, 그로즈뇨(Grodno)로 이사한 오제슈코
바는 귀족을 비난하며, 농민과 유대인에 대한 권리와 사회평등 등의 진보적
사상을 담는 글을 쓴다. 소위 폴란드 실증주의(Positivism)의 세대에 속하
지만 인간의 도덕적 타락을 강조하는가 하면 다른 실증주의 작가들처럼 작
품에서 사회적 각성을 주장했으며, 수십 편의 장편소설과 단편소설 등 50여
권에 이르는 작품들은 19세기 ‘폴란드인의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다.

엘리자 오제슈코바
Eliza Orzeszkowa
(1841~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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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설

ᇩa⪵ྙ ॅ⪵ݡ⦽܆ℕᮂšŲᇡᬑᙹƱ᧲ࠥᕽ
젊은 작가 12인과 문학을 논하다
ᩝᙺᯙḡᮭ]ᝁǎ❱] ᬱ]֥ᬵᯝ

한국문학의 현장에서 활발하게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젊은
시인과 소설가 12명의 창작에 대한 열의와 문학에 대한 신
념을 담은 책. 우리문학계에 새로운 이슈와 담론을 생성해
온 염승숙, 김숨, 김이설, 김재영, 정한아, 김사과, 김언, 안현
미, 최금진, 김이듬, 박진성, 이영광이 그 주인공이다. 창작
과정에 대한 고민을 담아낸 작가의 창작노트인 ‘작가산문’과
비평가들의 비평적 열망 앞에 작가의 생생한 육성을 담아낸
‘대담’으로 꾸며졌다.

ᇩaॅ⪵ݡ⦽܆우리 시대의 작가 10인에게 묻다
ᱶᮁᱶᯙḡᮭ]ᝁǎ❱] ᬱ]֥ᬵᯝ

정유정, 김유진, 고은규, 김성중, 최진영, 이승우, 서효인, 김
경인, 조혜은, 이안. 오늘날 한국문학이라는 너른 마당 속에
서 뚜렷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열 명의 소설가와 시인을 젊
은 비평가들이 만났다. 창작의 우물을 은밀하게 비춰보는
‘작가산문’과 열띤 ‘대담’의 기록에서, 우리는 문학이 빛나는
문장과 사유를 전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삶에 기여할 수 있기에 유효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문학기자 최학림이 만난 작가들
ᇡᔑྙ⪵ᰍ݉ᬑᙹࠥᕽ
↽⦺ฝḡᮭ]ᝁǎ❱] ᬱ]֥ᬵᯝ

문학기자인 저자가 부산 경남 지역 작가 18명과 그 작품세계
를 소개하는 에세이. 지역을 지키며 묵묵히 글을 쓰는 작가
들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섬세하고 아름다운 지역
문화 기록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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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ᖙݡ한국 근현대 100년을 관통하는 여성들의 삶
֥ᬵ⦽ǎ⇽❱ྙ⪵ᔑᨦḥ⯆ᬱℎᗭ֥ǭᰆࠥᕽ
ᯕʑᙺḡᮭ]❱] ᬱ]֥ᬵᯝ

가족, 여성, 그리고 노인에 대해 40년간 연구해온 이기숙 교
수가 한국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여성들의 삶에 대한 책을 펴
냈다. 1900년대생 외할머니부터 2000년대에 태어난 손녀까
지, 부산에 거주해온 5세대의 이야기를 통해 변화하는 여성
과 사회를 마음으로 기록했다. 저자는 주거와 교육, 직장생
활과 가족 관계처럼 일상에 맞닿아 있는 소재들을 가지고 부
산 지역 여성들의 경험을 풀어낸다.

ӹ۵ӹ가네코 후미코 옥중 수기
aօ⎵⬥ၙ⎵ḡᮭ]᳑ᱶၝʡ]ǎ❱] ᬱ]֥ᬵᯝ

이 책은 조선의 독립운동가 박열의 아내이자 일본의 젊은 아
나키스트 가네코 후미코(1903~1926)가 이치가야 형무소에
서 쓴 수기이다. 7월 23일, 가네코 후미코 사망 86주기에 맞
춰 발간된 이 수기는 어린 시절부터 박열과의 동거까지를 다
루고 있다. 국가와 가부장의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철저하
게 자신을 살고자 했던 가네코 후미코의 강인한 면모가 잘 드
러나 있다.

ṍḽၙ Ŗ༉ ᔍၵᔍၵ
도전하는 청춘, 최문정의 활동가 일기
↽ྙᱶḡᮭ]ᝁǎ❱] ᬱ]֥ᬵᯝ

실업센터 활동가로 일했던 최문정의 좌충우돌 청춘기와 우
리네 이웃들의 소박한 이야기를 담아낸 책이다. 나와 내 가
족이 아닌, 나를 둘러싼 또 다른 이웃에 대해, 그리고 좀 더
행복한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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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철
1956년 경남 창녕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성장했다. 1984
년 무크 『지평』, 무크 『현실시각』, 1986년 한국일보 신춘
문예 시 당선 등으로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시
집 『아직도 쭈그리고 앉은 사람이 있다』 『가족사진』 『홀로
가는 맹인악사』 『야성은 빛나다』 『일광욕하는 가구』 『개망
초가 쥐꼬리망초에게』 『그림자 호수』 『호루라기』 『찔러본
다』, 육필시선집 『엉겅퀴』, 어른을 위한 동화 『나비야 청산
가자』, 성장소설 『어중씨 이야기』, 산문집 『우리 앞에 문이
있다』 『나들이 부산』 『동백꽃, 붉고 시린 눈물』을 냈다. 백
석문학상, 최계락문학상, 이형기문학상을 받았다.

ɩᱶᔑᮥᅕԩ݅

최영철 시집 산지니시인선 001

ᬱᇢᬱᇡᔑᖁᱶࠥᕽ
⦹ऽ⍅ქ❱᧲ᰆ ᬱ]֥ᬵᯝ
ᗭ⥥✙⍅ქᝁǎ❱] ᬱ]֥ᬵᯝ
ⓑɡᦉ₦ᝁǎ❱ ᬱ]֥ᬵᯝ

시가 쓸모없다지만 시가 아니라면 할 수 없었던 일
젊은 날 자신을 길러준 부산에 대한 감수성을 고스
란히 담고 있는 최영철 시인의 열 번째 시집. 언젠가
시인은 서울에서 보낸 몇 년이 몇십 년처럼 느껴진
다고 했다. 시인에게 지역은 중앙에서 소외된 곳이
아니라 자신을 길러준 넉넉한 고향이다. 시인이 풀
어낸 부산에 대한 감수성은 부산 사람들이 애정으
로 부산을 바라보게 하는 것은 물론, 추억과 그리움
에 얽힌 나만의 부산을 회상하게 한다.

•물질과 속도에 중독된 우리에게 마주해야 할 세계의 진면목은 무엇인지 질문을
던진다._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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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႒Τ ᇪŁฑ٩ྜྷ최영철 산문집
 ྙ⪵ᩩᚁ᭥ᬱ⫭ᬑᙹྙ⦺ࠥᕽ

↽ᩢ℁ɡ ၶĞ⬉əฝ]ᝁǎ❱⍍్] ᬱ]֥ᬵᯝ

깊고 넓은 사색의 세계를 통해 시인이 살고 있는 동네, 부산의
진면목을 들춘다. 부산에 대한 그릇된 선입견을 갖고 있는 전
국 독자들에게 부산의 멋과 깊이를 전달하고, 외지에 살고 있
는 부산 출신에게는 아련한 향수를 제공한다. 1부는 「풍경들」
2부는 부산을 제재로 한 「작품들」을 담았다.

시인이 살고 있는 동네, 부산의 진면목을 들추다
•애정 어린 시선으로 부산 곳곳의 내밀한 풍경과 부산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다. _연합뉴스
•부산의 풍경과 부산을 제재로 한 작품을 통해 부산을 색다르게 들여다보고 있다. _한겨레

ᨕᵲᦉᯕʑ꿈꾸는 보라매 06
֥⫭⩲⪵ྙ❱⇽⦽ݡℎᗭ֥ࠥᕽ

↽ᩢ℁ḡᮭ]ᯕaᩢəฝ]ᝁǎ❱] ᬱ]֥ᬵᯝ

엉뚱하지만 사랑스러운 어중씨가 하루 동안 겪은 유쾌하고도
기이한 모험담을 따뜻하게 그린 소설이다. 우리는 계속 성장
중이기에 지금 부족해도 괜찮다고 저자는 독자들에게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

최영철 시인이 전하는 따뜻하고 유쾌한 성장소설
•도시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려는 시인의 마음도 함께 담겼다. _부산일보
•최 시인은 성장소설이라는 이름을 내세워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세상에
내고 있다. _국제신문
•엉뚱한 매력의 오십다섯 먹은 어중씨가 시골 도야마을로 이사 와 하루 동안 겪는 유쾌
하고도 기이한 모험담을 그렸다. _경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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᮹ᚁᮡǎĞᮥչᨕ
ӹ⋕ྕ▭⊁ḡᮭ]ᦥᦥ⠪⪵ᯙǭᩑݡʡ]ᝁǎ❱] ᬱ]
֥ᬵᯝ

아시아 변방 오지 마을과 해발 2,800미터 산악지대를 넘나
들며 환자들과 함께한 17년 희망 스토리. 저자 나카무라 테
츠는 의사로서 1984년 페샤와르에 부임해서 활동했지만 처
음부터 숭고한 인도정신을 가지고 일을 시작한 것은 아니다.
마음씨 착한 산악지대 양치기들에 매료되고, 평화로운 마을
이 전쟁과 폭력으로 얼룩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묵묵히 자신
의 일을 할 따름이었다.

ᇢ᧲ᨕᰆa۵ʙ
미시적 사건으로서의 1986~1990년 북태평양어장
↽⯍℁ḡᮭ]ᝁǎ❱] ᬱ]֥ᬵᯝ

청년 시절 미국 알래스카와 가까운 북태평양어장에서 근무
했던 최희철 시인의 바다살이에 대한 수필집. 혹한의 공해
空海에서 원양어업에 종사했던 시인은 바다를 삶의 터전으
로 삼았던 이로서 바다와 그곳의 역동적인 생명들에 대해
서술한다.

⯩ั۵ӹᯕෝྜḡᦫ۵݅
에베레스트 삼수생 늦깎이 산악인의 히말라야 이야기
ᯕᔢ႑ḡᮭ]ᝁǎ❱] ᬱ]֥ᬵᯝ

남들의 인정을 받는 안정적인 공무원 생활을 마감하고 전문
산악인의 삶을 시작한 저자가 도전하는 삶의 아름다움을 보
여주는 책이다. 단순히 취미로 등반을 즐기던 저자를 에베레
스트, 아콩카구아, 킬리만자로 등 세계 8천미터급 고산의 최
고봉으로 오르게끔 한 저자의 신념과 늘 자연에서 세상사를
배우고자 하는 저자의 사유가 깃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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ḡ⦹℁ᮥ┥}ၙ





⦽ǎࠥᕽš⩲⫭ᬑᙹྙ⦺ࠥᕽ
ʡő⊹ḡᮭ]ᝁǎ❱] ᬱ]֥ᬵᯝ

생명과 개발에 대해 집요하게 묻고 장삼이사의 아포리즘을
나르며 발바닥으로 뛰어다닌 결과물인 12편의 르포와 소설
가의 감성으로 바라본 13편의 산문을 담은 김곰치의 두 번째
르포·산문집. 사람, 자연, 물건의 생명권을 함께 바라보자는
문제의식의 결과물이다.

ӹ᮹ᦥქḡၶ❱ᙹ
ᦩᰍᖒḡᮭ]ǎ❱] ᬱ]֥ᬵᯝ

해방과 더불어 5년여 동안 지리산에서 빨치산 활동을 했던
박판수, 하태연 부부의 삶에 대한 이야기. 부산지역 생존 빨
치산에 대한 구술정리 작업의 일부로, 좌우 이념의 옮고 그
름을 떠나 해방공간과 6·25 전쟁이라는 격동의 시절을 최
일선에서 온몸으로 겪은 빨치산 출신들의 경험을 기록한 것
이다. 박판수 선생은 생존한 빨치산 중 최고위급인 경남도당
북부지구당 위원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ᝁᇩᔑ빨치산 구연철 생애사
ᦩᰍᖒɡⰑǍᩑ℁Ǎᚁ]ᝁǎ❱] ᬱ]֥ᬵᯝ

영남알프스 신불산을 근거지로 활동했던 ‘마지막 빨치산’ 구
연철 일대기. 구씨는 양산 출신으로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다
전쟁이 일어나자 신불산으로 들어가 빨치산 활동을 했다. 저
자는 그의 80년 긴 생애의 모든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기록하
기보다는 사상적, 정치적 행적에 초점을 맞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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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ᗭ☖저널리스트가 본 소통과 연대의 숲
ၶ┽ᖒḡᮭ]ᝁǎ❱] ᬱ]֥ᬵᯝ

개인의 삶이 나날이 파편화되어가는 현대사회에서 ‘소통’과
‘연대’라는 화두를 가지고 우리 사회의 모습들을 깊이 있게
성찰해보는 책이다. 20여 년간의 신문기자 생활과 2년간의
영국 유학 생활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자는 가난한 사람
들의 희망과 행복을 가로막는 사회 구조에 대해 날카로운 비
판의 소리를 내고 있으며 함께 소통하고 연대하는 사회를 만
들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낙천적으로 상상
하고 고집스럽게 찾아보고 있다.

ۺᮡᗭ֥᮹ᦥ⎵ॵᨙ ⦽ǎࠥᕽš⩲⫭ᬑᙹྙ⦺ࠥᕽ
ʡᩕȽḡᮭ]ǎ❱] ᬱ]֥ᬵᯝ

마음껏 소년다울 수 있었던 그때 그곳! 

독보적인 한국학 학자로 지금껏 수많은 저서를 집필하였던
김열규 서강대학교 명예교수가 스스로의 80년 인생을 돌아
보며 쓴 산문집이다. 누구나 가슴 한편에 자리 잡고 있는 아
련한 ‘고향’에 대한 이야기와 그곳에서 자라나는 한 소년의
성장기를 그려내고 있다.

⩥ᰍ۵ᯕᔢ⦽ḱᯕ݅전성욱 산문집
ᱥᖒᬒḡᮭ]ᝁǎ❱] ᬱ

비평전문계간지 『오늘의문예비평』을 이끌며 비평활동을 활
발히 전개하는 평론가 전성욱이 펴낸 산문집. 영화·연극·
사진을 보고, 책을 읽고, 여행을 떠나고, 대화를 나누며 얻은
사유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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ᦥქḡ᮹Ǎࢱ양민주 수필집

ᬱ᳦ฑᙹ⦥ྙ⦺ᔢ᯲⣩ᔢ

᧲ၝᵝḡᮭ]ᝁǎ❱⍍్] ᬱ]֥ᬵᯝ

2006년 문예지 『시와 수필』에 작품을 발표하면서 꾸준히 수
필가의 길을 걸어온 양민주 작가의 첫 번째 수필집. 저자는
육친에 대한 강렬한 그리움, 평상심을 잃지 않고 자연의 이
법을 따르는 삶 등 자신만의 고아한 수필 세계를 이 책에서
마음껏 펼쳤다.

ᬑญ۵⧪ᅖ⦹ʑ᭥⧕ᖙᔢᨱ᪵݅
의사 구정회의 따뜻하고 진솔한 인생철학
Ǎᱶ⫭ḡᮭ]ᝁǎ❱᧲ᰆ] ᬱ]֥ᬵᯝ

저자는 여덟 개의 ‘좋은병원들’을 운영하는 의료재단 이사
장이다. 경영자는 로맨티스트이면서 휴머니스트이어야 한
다고 말하는 구정회 이사장의 따뜻하고 진솔한 인생철학을
담았다. 행복하게 살기 위한 실천과 성공하기 위한 노력들,
자신의 과오에 대한 반성, 의사로서 사는 어려움 등 삶을 바
라보는 다양한 눈높이를 읽을 수 있다.

ᅥԁᨱอӽᦥ݅ᬕ⌁⟝ᜅ
༊⦺ᙹḡᮭ]ᝁǎ❱⍍్] ᬱ]֥ᬵᯝ

여러 해에 걸친 봄날 캠퍼스의 단상을 엮다

부산시 금정산 자락에 세워진 부산대학교 장전동 캠퍼스에
대한 포토에세이집. 전작 『미국 대학의 힘』과 『공학자가 바
라본 독일 대학과 문화』를 통해 외국의 대학사회와 문화를
살폈던 목학수 교수가 현재 몸담고 있는 부산대학교를 돌아
보면서 여러 해에 걸친 봄날 캠퍼스의 단상을 엮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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ቭᅕԕᯙᔾ손문상 화첩 산문집
ᗱྙᔢɡ·əฝ]႑❱⍍్] ᬱ]֥ᬵᯝ

노동자, 대학생, 입양인, 그리고 농민 등 평범하고도 특별한
우리 이웃의 모습을 따스한 눈으로 그려낸 그림과 함께 감성
이 풍부한 메시지로 담아내고 있는 화첩산문집이다. 저자 특
유의 정감 있는 화풍이 풍부한 감성을 선사한다. 여백의 미
를 살린 깔끔한 편집으로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특유의 정감 있는 화풍으로 담아내고 있으며 시 같은 산문으
로 간결미를 보여준다.

ᮁ႑ḡᨱᕽᥕᦥ᮹⠙ḡ
ၶᩢĞḡᮭ]ᝁǎ❱] ᬱ]֥ᬵᯝ

대중교통과 걷기를 통한 전국의 유배지 탐색

아빠가 두 딸에게 띄우는 편지글이다. 전국의 유배지와 그
주변의 문화유적을 배경으로 역사와 삶의 이야기를 들려준
다. 35통의 편지 마다마다에 딸을 향한 아빠의 사랑을 꾹꾹
눌러 담은 저자는 글 속에 살아가면서 늘 품고 있는 생각들,
살아오면서 느꼈던 마음들, 딸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었던 이
야기들, 자신이 본 세상 풍경 등을 차곡차곡 쟁여두고 있다.

ʙᨱíྜ݅ 동길산 산문집
࠺ʙᔑḡᮭ]ᝁǎ❱] ᬱ]֥ᬵᯝ

부산 곳곳을 비롯하여 경남 20개 시·군을 한 군데 빠짐없
이 발품해서 쓴 부산·경남 기행 산문집. 저자는 길을 자신
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통로로 생각하고, 바로 그 길에서 나
와 다른 남과 소통하는 광장을 발견한다. 1부는 아름다운 산
책길 18곳을 소개하고 2부는 길을 걸으며 문화를 만날 수 있
는 장소 17군데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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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᮹ᦥ݅ᬡ이상금 산문집 
ྙ⪵ℕᮂšŲᇡᬑᙹƱ᧲ࠥᕽ
ᯕᔢɩḡᮭ]ᝁǎ❱] ᬱ]֥ᬵᯝ

인생 오십을 넘긴 중년의 대학 교수가 20여 년간 틈틈이 써
온 글을 정리한 산문집. 인생을 살면서 느낀 아름다움이나
대학에서 바라본 사회에 대한 단상,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느낀 우리 사회의 문제점 등을 다양한 시각으로 들여다보고,
여기에 발트 3국의 문화여행기 등을 더했다.

ʡᕾᵡ ᇡᔑᮥØ݅
ʡᕾᵡḡᮭ]⪵⨭ᔍḥ]Ⓧᬕ❱⍍్] ᬱ]֥ᬵᯝ

발로 걷고 사진으로 보는 부산 구석구석 포토에세이

진보 정치인 김석준이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부산에 대한 단
상을 쓴 책이다. 아름다운 부산의 이모저모를 사진과 짧은
글로 남기며 부산에 대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진정한 도시
재생에 대해 생각해본다. 사진작가 화덕헌의 사진이 글맛을
더한다.

ᕾݚᯝʑGG석당 선생 구미교육 시찰 일지
ᕾݚᱶᰍ⪹ḡᮭ]ᝁǎ❱ᄡ⩶] ᬱ]֥ᬵᯝ

동아대학교 창립자 석당 정재환 선생이 미국 국무성 초청으
로 석 달간 미국과 유럽 교육을 시찰하며 겪은 모든 경험과
행적을 기록한 일기이다. 50여 년 전 세계의 교육과 문화 양
상을 종합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이자 자신의 책임을 다
한 교육인의 커다란 열정과 의지, 노력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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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ᔍ۱ԱŁྜÑु박병곤 칼럼집
ၶᄲŅḡᮭ]ᝁǎ❱] ᬱ]֥ᬵᯝ

30년간 부산에서 신문기자로 활동해온 부산일보 박병곤 이
사의 칼럼집. 연륜과 함께 불교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
로 쓴 이 책에서 저자는 상처와 고통조차도 사랑하고 즐기며
살아가자고 말한다. 총 6부로 나누어 30년 동안 언론계에 몸
을 담으면서 세상과 사회를 폭 넓은 시각으로 바라봤던 저자
의 연륜이 느껴지는 글들을 소개한다.

₦책으로 성장하는 청춘의 모습
₦ᯞ۵ℎ⇹ḡᮭ]ᝁǎ❱] ᬱ]֥ᬵᯝ

책이라는 이름하에 모인 열세 명의 청춘들이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고 사유하고 다시 자신만의 이야기로 기록했다. 책과
함께 어우러진 청춘의 이야기는 마음속에 숨겨졌던 청춘의
별을 찾게 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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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론

እ⠪᮹ᯱญอॅʑ남송우 평론집 산지니평론선 01 
ྙ⪵ᩩᚁ᭥ᬱ⫭ᬑᙹྙ⦺ࠥᕽ
ԉᘂᬑḡᮭ]ᝁǎ❱] ᬱ]֥ᬵᯝ

비평이 누구에게나 읽히는 평문이 될 때 비평의 자리가 지켜
질 것이라고 말하는 남송우 부경대 교수의 문학 평론집.

ᨕಅᬕॅ김남석 평론집산지니평론선 02
ྙ⪵ℕᮂšŲᇡᬑᙹƱ᧲ࠥᕽ
ʡԉᕾḡᮭ]ᝁǎ❱] ᬱ]֥ᬵᯝ

시의 홍수 시대에 직면한 우리 문단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올바른 시, 탁월한 시, 미학적으로 뛰어난 시 등을 추려내는
눈과 글이다.

qᖒŝᮅญ구모룡 평론집산지니평론선 03
⦽ǎࠥᕽš⩲⫭ᬑᙹྙ⦺ࠥᕽ
Ǎ༉ൂḡᮭ]ᝁǎ❱] ᬱ]֥ᬵᯝ

비판적 지역주의라는 프리즘으로 한국문학의 지형도를 그려
온 구모룡 교수의 평론집. 시론, 소설론, 문학제도론, 지역문
학론, 메타비평론 등 문학전반에 관한 저자의 입장에는 ‘비
판적 지역주의’의 목소리가 한결같이 녹아들어 있다.

࠺⪵᮹ᚓᮥÑܱ݅황선열 아동문학 평론집 산지니평론선 04
ྙ⪵ℕᮂšŲᇡᬑᙹƱ᧲ࠥᕽ
⫊ᖁᩕḡᮭ]ᝁǎ❱] ᬱ]֥ᬵᯝ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맛있는 독서를 위한 안내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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Ŗ࠺ℕ᮹qb허정 평론집 산지니평론선 05



⨩ᱶḡᮭ]ᝁǎ❱] ᬱ]֥ᬵᯝ

2000년대 한국문학을 대상으로 공동체의 감각 문제를 오랫
동안 고민한 허정의 두 번째 평론집. 기존 공동체가 가진 억
압적인 성격을 덜어내고 새롭게 만들어가야 할 공동체 형성
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ၵಽəe전성욱 평론집 산지니평론선 6
⦽ǎࠥᕽš⩲⫭ᬑᙹྙ⦺ࠥᕽ
ᱥᖒᬒḡᮭ]ᝁǎ❱] ᬱ]֥ᬵᯝ

특이성(내면성)의 탐구를 통해 공통성(사회정의)에 이르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전성욱 평론가의 평론집.

ᖙᯕ౭ॅ᮹ȡ⪹김경연 평론집 산지니평론선 7
ʡĞᩑḡᮭ]ᝁǎ❱] ᬱ]֥ᬵᯝ

1990년대와 2000년대 한국문학 작품을 대상으로 변화하는
한국문학의 주요 징후를 포착하고 해석한 김경연의 첫 평론
집. 모든 남루한 자들과 더불어 변방을 결핍이 아니라 신생
(新生)의 거점으로 사유하는 비평의식을 보여준다.

᮹ᩎᖅŝእ⠪᮹ḥᝅ정훈 평론집산지니평론선 8
 ⦽ǎࠥᕽš⩲⫭ᬑᙹྙ⦺ࠥᕽ
ᱶ⬩ḡᮭ]ᝁǎ❱] ᬱ]֥ᬵᯝ

한국문학계를 바라보는 참신한 시선, 시를 응시하는 예민한
감각이 물큰한 말들의 난장(亂場)을 헤집고 솟구친, 순연한
비평 언어로 어우러진 시 비평서. 감성이 녹아든 시 비평의
새로운 언어들을 통해 시의 세계, 그 속살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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ḡɩ ᯕŔ᮹እ⠪남송우 평론집 산지니평론선 9
ԉᘂᬑḡᮭ]ᝁǎ❱] ᬱ]֥ᬵᯝ

평론가 남송우는 문학과 문화의 혼용 현상 속에서 문학 비평
(지금)과 변방으로 밀려난 지역 문학작가(이곳)의 작품들을
살펴본다.

Ḳ⦽ᯱᮁG정미숙 평론집 산지니 평론선 10
ᖙ᳦ࠥᕽྙ⦺ӹٵᖁᱶࠥᕽ
ᱶၙᙺḡᮭ]ᝁǎ❱] ᬱ]֥ᬵᯝ

젠더의 다양성을 탐문하다

페미니즘에서 젠더로, 이성애에서 동성애로 그리고 여성소설과
남성소설을 아우르며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소수자들의 목소리
에 주목한다.

እᯙ⋎ᱢᯙä고봉준 평론집 산지니 평론선 11
ᖙ᳦ࠥᕽྙ⦺ӹٵᖁᱶࠥᕽ
Łᅪᵡḡᮭ]ᝁǎ❱] ᬱ]֥ᬵᯝ

고봉준의 네 번째 평론집. 한국사회와 한국문학의 최근 시대
적 변화에 개입하여 주체, 문학과 정치, 민주주의, 주권, 노동
시 등의 문제들을 직접 마주하고자 한다.

ᮡᮁෝչᨕᕽ구모룡 평론집 산지니 평론선 12
Ǎ༉ൂḡᮭ]ᝁǎ❱] ᬱ]֥ᬵᯝ

주체에서 시작되지만 세계로 열려가는 시쓰기의 과정을 다
양한 평문과 비평을 통해 살펴보고 있는 평론집. 시라는 장
치 속에 담겨 있는 시적 지평을 들여다보며, 오늘날 균질화
되고 추상화된 삶을 깨우치는 경험에 대해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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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᮹⡍⫮오길영 평론집 산지니 평론선 13
ᖙ᳦ࠥᕽྙ⦺ӹٵᖁᱶࠥᕽ
᪅ʙᩢḡᮭ]ᝁǎ❱] ᬱ]֥ᬵᯝ

근대문학, 근대비평의 종언과 같은 언설이 나오는 지금, 한
국비평의 현실은 과연 어떠할까? 주례사 비평으로 전락한 당
대 한국비평의 위기상황 속에서도, 비평가가 본래 갖고 있는
문학에 대한 책무를 놓치지 않을 것을 강조하고 있다.

እ⠪᮹እ⠪우리 시대의 중견 비평가론
᪅۹᮹ྙᩩእ⠪ᩏᮭ]ʡĞᩑᯙḡᮭ]ǎ❱] ᬱ]֥ᬵᯝ

국내 유일의 비평전문 계간지 『오늘의문예비평』이 국내 중
견 비평가들에 주목하는 책을 펴냈다. 여전히 문학의 장에서
활약 중인 타협 없는 ‘불한당’들의 궤적을 포착하여 우리나
라 비평의 지형도를 그린다.

ᯱᩑᨱʤुၵ௭᮹신진론
᪅ᱶ⩽ḡᮭ]ᝁǎ❱] ᬱ]֥ᬵᯝ

치열한 현실과 맞서면서 자연과 하나 됨을 추구한 신진 시인
의 시와 삶을 조명하였다. 1부는 허정 평론가와 신진 시인의
대담이 실려 있다. 2부는 각 시집의 작품세계를 논하고 있고,
3부는 신진 시인의 자작 산문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Ŗ☖ᖒŝ݉ࠦᖒ
⨩ᱶḡᮭ]ᝁǎ❱] ᬱ]֥ᬵᯝ

공동체 사유에 필수적인 공통성과 타인의 차이를 인정하는
단독성의 고민을 집요하게 다루고 있다. 저자는 추상적일 수
있는 논의를 시, 소설, 이론비평 등 다양한 텍스트를 통해 설
득력 있게 펼친다. 최근 한국문학 작품으로 한국사회의 담론
을 심도 있게 고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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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과 판단

֥⦽ݡǎྙ⦺᮹Ḷ⬥ॅ해석과 판단 1
⧕ᕾŝ❱݉እ⠪Ŗ࠺ℕḡᮭ]ᝁǎ❱] ᬱ]֥ᬵᯝ

ྙ⦺ŝྙ⪵ ॵḡ▙ᮥอӹ݅해석과 판단 2
⧕ᕾŝ❱݉እ⠪Ŗ࠺ℕḡᮭ]ᝁǎ❱] ᬱ]֥ᬵᯝ

ḡᩎᯕ۵ᦥ⡍ญᦥ해석과 판단 3
⧕ᕾŝ❱݉እ⠪Ŗ࠺ℕḡᮭ]ᝁǎ❱] ᬱ]֥ᬵᯝ

ᯝŒ}᮹݉ᨕಽอुእ⠪해석과 판단 4
⧕ᕾŝ❱݉እ⠪Ŗ࠺ℕḡᮭ]ᝁǎ❱] ᬱ]֥ᬵᯝ

እ⠪᮹ᮅญ ᮅญ᮹እ⠪해석과 판단 5
⧕ᕾŝ❱݉እ⠪Ŗ࠺ℕḡᮭ]ᝁǎ❱] ᬱ]֥ᬵᯝ

Ŗ᳕ŝ∊࠭해석과 판단 6
⧕ᕾŝ❱݉እ⠪Ŗ࠺ℕḡᮭ]ᝁǎ❱] ᬱ]֥ᬵᯝ

ᮁ☁⦝ᦥ۵ྜྷᮭ해석과판단 7
⧕ᕾŝ❱݉እ⠪Ŗ࠺ℕḡᮭ]ᝁǎ❱] ᬱ]֥ᬵᯝ

문학

95 ■

희곡

ӹ▭్ญᜅ✙정경환 희곡집
ᱶĞ⪹ḡᮭ]ǎ❱] ᬱ]֥ᬵᯝ

부산지역 연극계에서 연출과 희곡 창작을 병행해오고 있는
정경환의 첫 희곡집이다. 그는 희곡문학에 ‘연극성’과 ‘문학
성’이라는 이중적 속성을 함께 아우르려고 하는 보기 드문
작가이다. 그의 희곡에는 대사회적 기능으로서의 치열한 현
실인식과 아울러 관객(독자)들의 의식을 성숙시키고 변화시
키려는 강한 이념이 내재되어 있다. 총 6편의 희곡으로 구성
된 이 책을 통해 그의 이념을 느낄 수 있다.

əᖍᨱᕽ᮹ᔾ᳕ႊ김지용 희곡집예술문화총서 02G
ᖙ᳦ࠥᕽྙ⦺ӹٵᖁᱶࠥᕽ
ʡḡᬊḡᮭ]ᝁǎ❱] ᬱ]֥ᬵᯝ

오랫동안 연출가와 극작가 활동을 함께 해오며 문학성과 연
극성을 겸비한 김지용의 첫 번째 희곡집이다. 상징과 우화를
통해 우리 시대 다양한 현실 문제를 은유적으로 풀었고, 희
곡 그대로 무대에 올리기보다 연극적 놀이로 쉽게 풀어 관객
에게 다가간다.

እᨕḱᮥݕᮡᔍၽ⦹ӹ최은영 희곡집
↽ᮡᩢḡᮭ]ᝁǎ❱] ᬱ]֥ᬵᯝ

다양한 장르로 다채로운 극을 선보인 최은영의 첫 번째 창작희곡집

극단 <바다와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대표이자 연기자,
극작가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최은영의 창작희곡집.
제1회 김문홍 희곡상 수상작품인 표제작은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도자기를 지키려는 도공들의 삶과 사랑, 후손들의 이
야기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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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᮹ႅ ⫭⩲⪵ྙ❱⇽⦽ݡℎᗭ֥ࠥᕽ
⋎⦲ᯙḡᮭ]ʡ┽อ⠙ᩎ]ǎ❱] ᬱ]֥ᬵᯝ

21세기 중국 최고 시인의 절창

쟝타오, 시뚜, 시촨, 양샤오빈, 칭칭, 짱띠, 쟝하오, 황찬란 등
21세기 중국 최고 시인 8명의 시를 편선하고 번역한 것이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로 이어져 오는 시사적 궤적과 시작
품 변화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ǎᯱॅ하종오 시집 ⫭⩲⪵ྙ❱⇽⦽ݡℎᗭ֥ࠥᕽ
⦹᳦᪅ḡᮭ]❱᧲ᰆ] ᬱ]֥ᬵᯝ

『반대편 천국』, 『국경 없는 공장』 등에서 이주민의 문제를 지
속적으로 형상화해온 하종오 시인의 시집. 이 시집에서도 시
인은 한국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이주민과 현지가족의 삶
을 전방위적으로 살피고 있다.

ə⪡ݡaᇥ⦽ʙᗱᮝಽ손경하 시집
ᗱĞ⦹ḡᮭ]ǎ❱] ᬱ]֥ᬵᯝ

한국 현대사의 다양한 국면을 담아낸 시집이다. 시인이 목도
한 한국 현대사의 장면들이 여과 없이 표출되고 있는데, 일
본 제국주의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을 맞이하던 무렵의 장면
이나, 6·25 전쟁 직후의 삶에 대한 기억, 혹은 군부독재와
싸우는 민주화 운동에 대한 회상이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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ɩᱶᔑᮥᅕԩ݅

최영철 시집 산지니시인선 001

ᬱᇢᬱᇡᔑᖁᱶࠥᕽ

↽ᩢ℁ḡᮭ]❱᧲ᰆ] ᬱ]֥ᬵᯝ

강인한 생명력과 자연의 진정성을 발굴한 전작과 달리, 최영
철 시인은 이번 시집에서 생성과 파멸, 환희와 비명이 교차하
는 시편들로 다시 한 번 시적 변화를 감행한다.

시인이 살고 있는 동네, 부산의 진면목을 들추다
•애정 어린 시선으로 부산 곳곳의 내밀한 풍경과 부산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다. _연합뉴스
•부산의 풍경과 부산을 제재로 한 작품을 통해 부산을 색다르게 들여다보고 있다. _한겨레

ᗭɩᖒᯱ정일근 시집

산지니시인선 002

֥ᬵ⦽ǎ⇽❱ᔑᨦḥ⯆ᬱᯕݍ᮹ᯞᮥอ⦽₦

ᱶᯝɝḡᮭ]❱᧲ᰆ] ᬱ]֥ᬵᯝ

정일근의 열두 번째 시집. 이번 시집에는 ‘소금을 받아내는 평
생 노역’인 히말라야의 한 노인과 그가 받아내는 소금 이야기
가 담겼다.

다 말하지 않고도 더 말하는 시의 힘
•소금처럼 모든 것이 흔한 세상에서 흔하지 않은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시인의 자세가
빛나는 시다. _한국경제
•10구체 향가의 마음을 생각하며 쓴 짧은 시는, 여백을 남겨 그걸 독자가 완성하도록
하는 마음으로 썼다고 시인은 말했다. _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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ᕾeᝁྙᮥᯞ۵┽ᦉ성선경 시집

산지니시인선 003

ᖒᖁĞḡᮭ]❱᧲ᰆ] ᬱ]֥ᬵᯝ

평범한 일상 속에서 삶의 진실을 환기하는 성선경 시인의 시
집이다. 「우리가 잘 아는 쇠똥구리」, 「멸치 한 마리」, 「오늘
점심 안성탕면」 등 다양한 시를 수록하고 있다.

ᮡɝ⯩ᷱÑᬕ표성배 시집

산지니시인선 011

⢽ᖒ႑ḡᮭ]❱᧲ᰆ] ᬱ]֥ᬵᯝ

‘마창노련문학상’을 받으며 작품 활동을 시작한 표성배 시인
의 시집. 노동자의 고단한 삶의 풍경들을 “은근히 즐거운” 일
상으로 바꾸는 기쁨과 소박한 아름다움의 행보가 담겨 있다.

ӹᯕḡญᦥ᮹༉ᯱ신정민 시집

산지니시인선 012

ᝁᱶၝḡᮭ]❱᧲ᰆ] ᬱ]֥ᬵᯝ

익숙함에서 새로운 면모를 발견해내는 신정민 시인의 네 번
째 시집. 일상의 소재들을 통해 현실에 밀착된 시어들을 선
보이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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ᚓ᮹ᱶᝁ이동순 시선집
ᯕ࠺ᙽḡᮭ]ǎ❱] ᬱ]֥ᬵᯝ

생태적 상상력과 겸허의 미덕을 보여주는 이동순 시인의 첫
시선집. 이동순 시정신의 본령을 담아낸 이동순 시의 결정
체. 그동안 발간한 『발견의 기쁨』, 『개밥풀』 등 열세 권의 시
집에서 100편을 엄선하여 담고 있다.

᳑ʭษᯕᝒ김일석 시집
ʡᯝᕾḡᮭ]ᝁǎ❱] ᬱ]֥ᬵᯝ

세상을 향해 힘센 킥을 날리는 김일석 시인은 송전탑 건설과
싸우는 밀양 주민, 비정규직 청소 노동자, 쌍용자동차 해고자
등 자본의 이익 앞에 내쳐진 사람들의 편에 서서 연대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ᦥქḡ᮹ᬤᮭ하계열 시집
⦹ĥᩕḡᮭ]ᝁǎ❱⍍్] ᬱ]֥ᬵᯝ

『탱고를 추세요』로 제5회 남촌문학상을 수상한 하계열 시인
의 두 번째 시집. 분주한 일상 속에서 시인이 다듬은 따뜻한
시선과 삶의 정취가 맑고 투명한 시에 녹아 있다. 시인이 직
접 찍은 사진은 시와 절묘하게 어우러진다.

ᯙᩑ정민자 시집
ᱶၝᯱḡᮭ]ᝁǎ❱] ᬱ]֥ᬵᯝ

2013년 <한국문인>을 통해 시인으로 등단한 정민자 시인의
시집. 많은 인연들에 대한 시인의 성찰을 담았다. 살아 있는
한, 꼭 누군가와 만나게 되어 있는 우리네 인생사에 대한 관
조와 달관을 아름다운 시상 속에 녹여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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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ᗱ⩽ᵝᰆ⠙࠺⪵‵༉
쯔모 1

႒ᱽ᮹⬥ᩩ꿈꾸는 보라매 01

⫭⩲⪵ྙ❱⇽⦽ݡℎᗭ֥ࠥᕽ



ᗱ⩽ᵝḡᮭ]ǎ❱] ᬱ]֥ᬵᯝ

계백의 아들 ‘신’을 구하기 위해 주인공 쯔모가 시간의 터널
을 통해 백제가 망하기 직전의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벌이는
흥미진지한 역사 판타지 이야기.

쯔모 2ᨥḡ⦺Ʊ꿈꾸는 보라매 02
ᗱ⩽ᵝḡᮭ]ᱥၙĞəฝ]ǎ❱] ᬱ]֥ᬵᯝ

위기에 처한 땅 속 생명의 학교를 구하라!

현직 중학교 교사인 저자가 제자들을 위해 쓴 소설. 악동들
이 넘쳐나는 중학교에 갓 부임한 새내기 교사 쯔모의 글라스
비즈 속 환상여행.

౩Łӹ꿈꾸는 보라매 03
ʡᮅĞɡ]ၶĞ⬉əฝ]Ⓧᬕ❱⍍్] ᬱ]֥ᬵᯝ

김윤경 동화집

신예 동화작가 김윤경의 첫 동화집. 「나의 왕자님은 어디에
있나요?」, 「바람이 되어」, 「우리 동네 괴물」, 「레고나라」 네
편의 동화를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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ษǍࢱᰆᯕ⮹⦝⊹꿈꾸는 보라매 05
⦺Ʊࠥᕽšᱡձ⇵ࠥᕽ

ᯕᅱӹቭෝญ⊹ษᵝ⊹ܩḡᮭ]ᰆᱶʡ]ᯕ݅ᱶəฝ]ᝁǎ❱ᄡ⩶
] ᬱ]֥ᬵᯝ

노벨문학상 후보로 네 번이나 추천된 ‘크로아티아의 안데
르센’ 이봐나 브를리치 마주라니치의 동화. 성실하고 용감
한 흘라피치의 모험담을 통해 개인의 작은 친절과 노력이
세상에 얼마나 거대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깨닫게 한다.

⫊ɩኼྜྷŁʑ꿈꾸는 보라매 04
⦺Ʊࠥᕽšᱡձ⇵ࠥᕽ ⦽ǎ⇽❱ྙ⪵šŲᇡᬑᙹƱ᧲ࠥᕽ

ʡȽᱶɡⰑəฝ]ǎ႑❱⍍్᧲ᰆ] ᬱ]֥ᬵᯝ

평화로운 금모래마을에 문분별한 개발이 진행되면서 사람
들이 사라지고, ‘황금빛 물고기’가 상징하는 자연 역시 소외
되고 파괴되는 모습을 통해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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ᨕᵲᦉᯕʑ꿈꾸는 보라매 06

⫭⩲⪵ྙ❱⇽⦽ݡℎᗭ֥ࠥᕽ

↽ᩢ℁ḡᮭ]ᯕaᩢəฝ]ᝁǎ❱] ᬱ]֥ᬵᯝ

최영철 시인의 따뜻하고 유쾌한 청소년 소설

엉뚱하지만 사랑스러운 어중씨가 하루 동안 겪은 유쾌하고
도 기이한 모험담을 따뜻하게 그린 소설이다. 우리는 계속
성장 중이기에 지금 부족해도 괜찮다고 저자는 독자들에게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

ၵ݅ෝၵᅕ݅꿈꾸는 보라매 07
고딩들이 쓰고 만든 청소년 해양도서
⧕᧲ྙ⦺Ʊᝅḡᮭ]ᝁǎ❱] ᬱ]֥ᬵᯝ

국립부산해사고등학교 예비해기사들의 다양한 산문과 운문
작품이 수록되어 있는 글쓰기 작품집. 동아리 ‘해양문학교
실’에서 펼쳐진 다양한 특강과 논담회, 문학까페 활동, 웹진
제작의 결과물이 담겨 있다. 바다에서 생업의 절실함과 노동
의 가치를 배우는 아이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י᮹ḡ⩽청소년을 위한 인생노트
ʡ⪹יḡᮭ]ᔍḥᯕᯙᬑ]ᝁǎ❱] ᬱ]֥ᬵᯝ
ᖙ᳦ࠥᕽྙ⦺ӹٵᖁᱶࠥᕽ

시골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들에게 옛날이야기를 들려주듯
자연과 생명, 윤리와 철학 등 삶의 지혜를 전하는 책이다. 인
간의 몸과 마음의 순환을 중요시하며 사유와 명상 등으로 상
처받은 마음과 정신을 다스리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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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ᇡᔑᮥᅕ݅
부산 오면 꼭 먹어봐야 할 부산·경남 맛집 산책
ၶ᳦⪙ḡᮭ]ᝁǎ❱⍍్] ᬱ]֥ᬵᯝ

돼지국밥, 생선회, 밀면, 양곱창, 부산 오뎅 등 부산에 오면
꼭 먹어봐야 하는 명물음식의 유래와 대표 맛집을 소개하고
있다. 계절에 따라 먹으면 더 맛있는 음식, 부산과 경남의 지
역별 맛집을 찾아보기 쉽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또한
부산의 대표적인 이색 카페와 연인끼리, 가족끼리, 모임별로
가기에 좋은 장소들을 따로 엄선해 소개하였다.

Ƚᛩ ႒֥᮹ ḡᩎᝁྙၽᱥ᭥ᬱ⫭ḡᬱࠥᕽ
규슈 백년 가게, 그 맛과 비법을 찾아서
ၶ᳦⪙ ʡ᳦ᩕḡᮭ]ᝁǎ❱] ᬱ]֥ᬵᯝ

규슈 지역의 오래된 맛집을 탐방하며 그들의 문화와 영업 노하
우, 전통을 잇는 자부심, 그리고 대를 이어 음식을 만들며 전통
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냈다. 책에 실린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한 가문의 일대기를 생생하게 녹였으며,
가게의 위기와 그 극복과정 또한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ʙ᭥ᨱᕽᇡᔑᮥᅕ݅부산 스토리텔링북
ᯥ⫭ᙺḡᮭ]ᝁǎ❱⍍్] ᬱ]֥ᬵᯝ

부산의 숨은 이야기를 발견하며 오감으로 부산을 느끼게 해
주는 부산관광 스토리여행서. 부산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자
가 발견한 부산 이야기는 단지 보고 마시고 즐기는 관광에
서 벗어나 한 도시를 차근차근 알아가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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႑Ԏᨱྙ⪵ෝ݅ݕ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여행기
ၝᄲᬒḡᮭ]ᝁǎ❱] ᬱ]֥ᬵᯝ

2010년부터 동남아시아 배낭여행을 하며 차곡차곡 담아온
이야기를 풀어낸 책이다. 혼자만의 배낭여행이기에 주어지
는 자유를 만끽하며, 저자는 문화예술과 자연에서 역사와 사
회를 읽는다. 핵심을 짚는 묘사와 적절한 인용문은 여행의
낭만을 살리고 현지 분위기를 포착한다.

ᕽෙᨱਁӽᖙĥᯝᵝ
ᮅᮁኩḡᮭ]ᝁǎ❱] ᬱ]֥ᬵᯝ

365일간 6대륙, 30개국, 135개 도시를 여행하는 가운데 만
난 지구촌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역사, 지리, 문화,
종교 등으로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대륙을 넘나들며 세계사
의 흐름과 현재의 지구촌 정세를 담고 있는가 하면, 과거 ‘힘
의 논리’가 현재까지 어떻게 이어져 오는지에 대해서도 조명
하고 있다. ‘지구별 단상’이란 코너를 통해 여행 중 겪은 에
피소드를 소개, 진지함과 재미의 균형 또한 맞추고 있다.

ʑ₉aÙฑ⣮Ğ나여경 여행산문집
ྙ⪵ᩩᚁ᭥ᬱ⫭ᬑᙹྙ⦺ࠥᕽ
ӹᩍĞḡᮭ]ᝁǎ❱⍍్] ᬱ]֥ᬵᯝ

소설 『불온한 식탁』으로 독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온 나
여경 작가가 이번에는 인적이 드물어 간이역이 되었거나 폐
역이 된 기차역들을 찾아 떠난다. 지나간 추억을 어루만지며
작가는 특유의 섬세함과 내밀함으로 기차역 주변 풍경과 시
간을 재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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ԕქᜅ┡Łʙŝᔍ௭႑ᷱʑʑ
ʡ⭅ᵝḡᮭ]Ⓧᬕ❱⍍్] ᬱ]֥ᬵᯝ
 ྙ⪵ℕᮂšŲᇡᬑᙹƱ᧲ࠥᕽ ⪹Ğᇡᬑᙹ⪹Ğࠥᕽ

경상남도, 푸근한 풍경의 공간

여행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와 함께 ‘버스 여행’의 색
다른 묘미를 엿볼 수 있게 한다. <경남도민일보> 기자로 활
동하면서 직접 발로 뛰며 취재한 저자의 흔적이 돋보이는 생
생한 여행수기이다.

ØŁᮡʙ경남·부산 근교 꼭 걷고 싶은 산책길
ḡᩎᝁྙၽᱥ᭥ᬱ⫭ḡᬱࠥᕽ
ᯕᯝɁḡᮭ]ᝁǎ❱⍍్] ᬱ]֥ᬵᯝ

어느덧 걷는 즐거움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많다. 게으른
탓도 있겠지만 주변에 걸을 만한 길을 잘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무심코 지나쳤던 길, 미처 알지 못했던 길의 재미를 찾
아 발걸음을 옮겨보자.

ᦥᵭษʑᯱ Ӻԉᱶๆᨱࠥᱥ⦹݅
ḡᩎᝁྙၽᱥ᭥ᬱ⫭ḡᬱࠥᕽ
ᯕᙹĞḡᮭ]ᝁǎ❱⍍్] ᬱ]֥ᬵᯝ

낙동강에서 지리산까지 400km 낙남정맥 트레킹

낙남정맥의 산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인터뷰하
고 환경파괴의 현장을 고발하며 한발 한발 정맥을 밟으면서
느끼는 감상을 재밌게 서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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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ᇡᯱࠥಽa۵ʙ ḡᩎᝁྙၽᱥ᭥ᬱ⫭ḡᬱࠥᕽ
᳑ḥอḡᮭ]ᝁǎ❱] ᬱ]֥ᬵᯝ

어렵고 딱딱한 경제문제를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서 쉽고 다
양하게 제공한다. 가전제품을 왜 백색가전으로 부르고 있는
지, 인터넷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리고 부산의 명소에는 어
떠한 곳이 있는지부터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세계 1위로 도
약한 배경은 무엇인지 등을 설명한다.

ɚ࠺్ᦥญ⡍✙
ᱥᖙ⢽Ⱁvᦥḡᮭ]ᝁǎ❱] ᬱ]֥ᬵᯝ

극동러시아 진출을 위한 현장 보고서

막연히 ‘기회의 땅’으로만 알려진 극동 러시아의 현실을 제
대로 들여다보는 ‘지피지기(知彼知己)’ 전략서.

ᯙࠥḥ⇽ᯙ᮹ࠥᱥ
$ZCFS4&3*ᯙࠥ⡍ౝᩏᮭ]ᝁǎ❱] ᬱ]֥ᬵᯝ

인도 시장을 개척한 20인의 생생한 현지 리포트

세계경제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고, 매력적인 소비시장으
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 경제. 그 인도 경제의 현장에 진출하
여 땀으로 성공을 일구어낸 한국인들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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ᖒŖ᮹ູ☁ᱽiᖁᔾᯝv
᪅౩ᯕḡᮭ]ᖒ᪆ಡⰑᗱ⯍ᵝʡ]ᝁǎ❱] ᬱ]֥ᬵᯝ

21세기에 부활한 제갈량이 지나치게 바쁜 삶을 살아가는 현
대인들에게 세상을 강의한다. 제갈량은 실패한 인물 혹은
성공한 CEO, 때로는 학자가 되어 현대인에게 인간관계, 업
무처리, 리더십을 키우는 방법을 구체적인 일화를 통해 보
여준다.

ᔍ௭ᮥ᭥⦽⫭ĥ
ᵝ┽ᙽḡᮭ]ᝁǎ❱] ᬱ]֥ᬵᯝ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회계원리

우리 말이지만 아무리 살펴봐도 잘 이해되지 않는 딱딱한 회
계이론. 저자는 이러한 회계이론을 다양한 사례와 더불어 도
표와 그림 자료들을 통해 간결하고 명확하게 안내해준다.

ᖙʑ↽Ł$&0ॅ᮹Ğᩢ℁⦺ᔑ₦·
ᯱ᪅ᬱၮⰑ⫊ℎḡᮭ]↽ᱶ⯍ʡ]ᝁǎ❱] ᬱ
]֥ᬵᯝ

경영학 역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현재까
지도 여전히 중요한 의의와 가치를 지니는 20
세기 경영이론 선구자들 40인의 경영사상. 앙
리 파욜, 프레데릭 테일러, 피터 드러커, 막스
베버, 폴 갈빈, 알프레드 슬론, 잭 웰치, 앤디
그로브 등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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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

Łჵ᮹᪡ᯙᯕʑ
᪡ᯙ᮹ᱶᕾ
Łჵḡᮭ]ᝁǎ❱] ᬱ]֥ᬵᯝ

한 권으로 끝내는 와인의 기초와 실전

와인 전문가인 저자가 와인에 대한 오해와 고정관념을 풀
어 정확한 와인 이론으로 안내하고 있는 책이다. 2008년
『와인 39』를 저술했던 저자는 와인평론지를 바탕으로 한
최신 와인 평점과 더불어 전문적인 와인 정보를 각 나라
별로 체계화하였다.

᪡ᯙ
Łჵḡᮭ]Ⓧᬕ❱⍍్] ᬱ]֥ᬵᯝ

책만 읽어도 취하는 39가지 와인의 세계

차고 넘치는 와인 정보들 중에서 꼭 알아야 하는 와인 정보
만 선별하여 39가지 테마로 나누어 담고 있다. 와인의 기본
에서 고급 이론까지 모두 아우르고 있는 책이다.

₉᮹ aḡእၡ
ኦ☁ญᦥᯱⓍḡᮭ]ᦩᬱɝⰑʡ⯍ᙺʡ]ᝁǎ❱] ᬱ]֥
ᬵᯝ

자연 치료제 허브로 건강하게 사는 법

“차 없이 하루를 사는 것보다 차라리 사흘 동안 밥을 굶는 편
이 낫다.” 싱그러움을 주는 오후의 세이지 차, 통증과 두통을
덜어주는 만병통치약 페퍼민트 차, 머리카락을 빨리 자라게
해주는 로즈메리 차 등 차의 세계로 독자를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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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ᩑᨱᕽʙᮥ݅
ၶᱶḡᮭ]ᝁǎ❱⍍్] ᬱ]֥ᬵᯝ

갑작스런 뇌졸중으로 병을 앓다 자연요법으로 새 생명을 얻
은 박정덕 선생의 건강비법. 저자가 알려주는 자연요법은 자
신이 직접 체험하고 얻은 것으로, 누구나 일상에 방해받지 않
고 실천할 수 있다.

ᚓᨱᕽ⧪ᅖ⦽ᦥᯕॅ살아 있는 교육, 숲유치원
↽⩥ᙺḡᮭG£Gᝁǎ❱⍍్] ᬱ]֥ᬵᯝ

숲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숲유치원에서 이뤄지는 구
체적인 체험활동을 다룬 책. 숲교육의 중점적인 교육이 무엇
인지 설명하고 더불어 사계절의 순리대로 아이들과 경험한
체험활동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ᖒŖ⦹۵ɡᥑʑᱥఖ
ӹ⋕ḡษ݅⋕ḡᮭ]↽ᩢᅪⰑᗱᯝʡ]ᝁǎ❱] ᬱ]֥ᬵᯝ

오랜 영업사원 경력의 저자가 항상 상위 실적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즈니스맨 글쓰기 노하우’를 구체적인 예문을 통
해 알려주는 책이다. 어려운 것을 쉽게, 쉬운 것을 재미있
게, 재미있는 것을 깊게 표현하는 법을 알려준다.

ၶ๚ᨙƱᙹ᮹࠭ᯕʑ
지질학자의 재미있는 땅과 돌 이야기
ၶ๚ᨙḡᮭ]ᝁǎ❱ࠥ] ᬱ]֥ᬵᯝ

지질학자로서 오랜 시간 맺은 돌과의 인연을 묶어낸 책. 돌
이 그림이나 예술 조각품 같고 역사책이나 시와도 같다는 생
각을 하는, 인문학적 감성이 풍부한 지질학자가 쓴 땅과 돌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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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글씨책

ɩᱶᔑᮥᅕԩ݅ⓑɡᦉ₦최영철 시집
ᬱᇢᬱᇡᔑᖁᱶࠥᕽ
↽ᩢ℁ḡᮭ]ᝁǎ❱] ᬱ]֥ᬵᯝ

▭⦹₉⦝᮹⪽ݡݍᯱᅙ조갑상 소설집
ྙ⪵ℕᮂšŲᇡᬑᙹƱ᧲ࠥᕽ ᯕᵝ⪮ྙ⦺ᔢᙹᔢࠥᕽ
᳑rᔢḡᮭ]ᝁǎ❱] ᬱ]֥ᬵᯝ

₉ᇥ⦹Łࠥʫᮡບኼᮥḡ⦺ྙ֥יܭ᮹⣩Ċᮥ۱ӥᙹᯩ۵₦

₉᮹₦ ⪽ݡᯱᅙThe Book of Tea
᪅⋕⑁▱ᝁḡᮭ]ᱶǍʡ]ᝁǎ❱] ᬱ]֥ᬵᯝ

݅ࠥෝ☖⧕ᯝᅙ᮹ᱥ☖ྙ⪵ෝᰍၙᯩŁๅಆᯩí⧕ᖅ⦽₦

순우리말 번역으로 아름답게 완역한 정천구 선생의 고전 번역 시리즈

םᨕ əᯝᔢ᮹ᱶ⊹⪽ݡᯱᅙ
ᱶǍḡᮭ]ᝁǎ❱] ᬱ]֥ᬵᯝ

םᨕ əᯝᔢ᮹ᱶ⊹⪽ݡᯱᅙ
ᱶǍḡᮭ]ᝁǎ❱] ᬱ]֥ᬵᯝ

ᵲᬊ ᨕᬙฝ᮹ʙ ⓑɡᦉ₦
ᱶǍḡᮭ]ᝁǎ❱] ᬱ]֥ᬵᯝ

ᵲᬊ ᨕᬙฝ᮹ʙ ⓑɡᦉ₦
ᱶǍḡᮭ]ᝁǎ❱] ᬱ]֥ᬵᯝ

ᵲᬊ ᨕᬙฝ᮹ʙ ⓑɡᦉ₦
ᱶǍḡᮭ]ᝁǎ❱] ᬱ]֥ᬵᯝ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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ḥᅕ᪡⦹⪵ݡʑʡᕾᵡḡᮭ ྙ⪵šŲᇡᬑᙹ⦺ᚁࠥᕽ
ᯕʑෝØ݅᳑rᔢḡᮭ ྙ⪵ᩩᚁ᭥ᬱ⫭ᬑᙹྙ⦺ࠥᕽ
እ⠪᮹ᯱญอॅʑԉᘂᬑḡᮭ ྙ⪵ᩩᚁ᭥ᬱ⫭ᬑᙹྙ⦺ࠥᕽ
⦽ၹࠥ⪹Ğݡᰍᦺᕉᕅݱḥᰍᬕḡᮭ ⪹Ğᇡᬑᙹ⪹Ğࠥᕽ
ᯕᵝၝŝ⧉̹ᔕᦥaʑᯕᵝ࠺יᯱ᪡ᩑ⦹ݡ۵ᱥᯝᅙօ✙ᬭⓍḡᮭ]ᯕ⩽ḥⰑᯕ⦽ᙺʡ
⦽ǎe⧪ྜྷᮅญ᭥ᬱ⫭ℎᗭ֥ࠥᕽ

ྕᵲ⣮Ğ݅ᯕḥ⪵ḡᮭ]ᯕ⩥ᅖⰑᖒ᪆ಡʡ ᩢ⪵ḥ⯆᭥ᬱ⫭⦺ᚁࠥᕽ ⦽ݡၝǎ⦺ᚁᬱᬑᙹࠥᕽ
݉ᱩᣉญ⦲ḡᮭ]ʡĞʡ ⦽ǎe⧪ྜྷᮅญ᭥ᬱ⫭ᬵ᮹₦ ⦽ݡၝǎ⦺ᚁᬱᬑᙹࠥᕽ
ʙ᭥ᨱᕽᱶ┽Ƚḡᮭ ᯕᵝ⪮ྙ⦺ᔢᙹᔢࠥᕽ
‵༉႒ᱽ᮹⬥ᩩᗱ⩽ᵝḡᮭ ⫭⩲⪵ྙ❱⇽⦽ݡℎᗭ֥ࠥᕽ
⏅ݍᝪ⦽Ⅹ⎽ภᯕʑ᪆┽ǭḡᮭ ᇡᔑ᯲aᔢᙹᔢࠥᕽ
ᨕಅᬕॅʡԉᕾ⠪ುḲ ྙ⪵ℕᮂšŲᇡᬑᙹƱ᧲ࠥᕽ
ᔍ⫭ᔾྜྷ⦺ ᯙe᮹ᅙᖒᮥั⦹݅↽ᰍḡᮭ ྙ⪵ℕᮂšŲᇡᬑᙹ⦺ᚁࠥᕽ
࠺႒Τ ᇪŁฑ٩ྜྷ↽ᩢ℁ᔑྙḲ ྙ⪵ᩩᚁ᭥ᬱ⫭ᬑᙹྙ⦺ࠥᕽ
ኼʡő⊹ᰆ⠙ᗭᖅ ྙ⪵ᩩᚁ᭥ᬱ⫭ᬑᙹྙ⦺ࠥᕽ
ḡ᪡ᯙeʡ⭅ᵝḡᮭ ⪹Ğᇡᬑᙹ⪹Ğࠥᕽ
ၙ᪥᮹ᦥ݅ᬡᯕᔢɩḡᮭ ྙ⪵ℕᮂšŲᇡᬑᙹƱ᧲ࠥᕽ
qᖒŝᮅญǍ༉ൂ⠪ುḲ ⦽ǎࠥᕽš⩲⫭ᬑᙹྙ⦺ࠥᕽ
᯦ǎᯱॅ⦹᳦᪅Ḳ ⫭⩲⪵ྙ❱⇽⦽ݡℎᗭ֥ࠥᕽ
⦽ǭᮝಽᯞ۵ᵲǎྙ⪵ŖᅪᯙⰑᯕvᯙⰑ᳑ᮅĞḡᮭ ྙ⪵ℕᮂšŲᇡᬑᙹ⦺ᚁࠥᕽ
࠺⪵᮹ᚓᮥÑܱ݅⫊ᖁᩕᦥ࠺ྙ⦺⠪ುḲ ྙ⪵ℕᮂšŲᇡᬑᙹƱ᧲ࠥᕽ
▭⦹₉⦝᮹ݍ᳑rᔢᗭᖅḲ ྙ⪵ℕᮂšŲᇡᬑᙹƱ᧲ࠥᕽ ᯕᵝ⪮ྙ⦺ᔢᙹᔢࠥᕽ
ᝁྙ⪵ḡญḡʡᮡᩢḡᮭ ⦽ǎ⇽❱ྙ⪵ᔢ⠙Ḳᇡྙ↽᳦⬥ᅕ
ၵಽəeᱥᖒᬒ⠪ುḲ ⦽ǎࠥᕽš⩲⫭ᬑᙹྙ⦺ࠥᕽ
vᙹ࠭Ʊᙹ᮹ӹᇡ░ษᮥ⩢vᙹ࠭ḡᮭ ⪹Ğᇡᬑᙹ⪹Ğࠥᕽ
ᇩ᪉⦽┢ӹᩍĞᗭᖅḲ ⦽ǎࠥᕽš⩲⫭ᬑᙹྙ⦺ࠥᕽ ᇡᔑ᯲aᔢᙹᔢࠥᕽ
ḡ⦹℁ᮥ┥}ၙʡő⊹⡍ⰑᔑྙḲ ⦽ǎࠥᕽš⩲⫭ᬑᙹྙ⦺ࠥ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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ᇩaॅ⪵ݡ⦽܆ᩝᙺḡᮭ ྙ⪵ℕᮂšŲᇡᬑᙹƱ᧲ࠥᕽ
᮹ᩎᖅŝእ⠪᮹ḥᝅᱶ⬩⠪ುḲ ⦽ǎࠥᕽš⩲⫭ᬑᙹྙ⦺ࠥᕽ
ᦥ❭✙┅ऽाǍᯕᯝɁḡᮭ ⪹Ğᇡᬑᙹ⪹Ğࠥᕽ
❭ၙ᮹ႅ⋎⦲ḡᮭ]ʡ┽อ⠙ᩎ ⫭⩲⪵ྙ❱⇽⦽ݡℎᗭ֥ࠥᕽ
ูᝒݥ᳑ᙺᗭᖅḲ ᯕᵝ⪮ྙ⦺ᔢᙹᔢࠥᕽ ⦽ǎࠥᕽš⩲⫭ᬑᙹྙ⦺ࠥᕽ
ɝᦥ࠺ݡᦥ᮹᳦Ʊ݅ᬱᵝ᮹᪡ᮁ☁⦝ᦥᰆᰍḥḡᮭ ྙ⪵ℕᮂšŲᇡ↽ᬑᙹ⦺ᚁࠥᕽ
ۺᮡᗭ֥᮹ᦥ⎵ॵᨙʡᩕȽᔑྙḲ ⦽ǎࠥᕽš⩲⫭ᬑᙹྙ⦺ࠥᕽ
⦽ᔑᙹℊᮁᯖᕽᗭᖅḲ ᖒɁšྙ⦺ᔢᙹᔢࠥᕽ ⦽ǎࠥᕽš⩲⫭ᬑᙹྙ⦺ࠥᕽ
ᔝĚᔕᱶ⩶ԉᰆ⠙ᗭᖅ ྙ⪵ℕᮂšŲᇡᬑᙹƱ᧲ࠥᕽ
ԕქᜅ┡Łʙŝᔍ௭႑ᷱʑʑʡ⭅ᵝḡᮭ ྙ⪵ℕᮂšŲᇡᬑᙹƱ᧲ࠥᕽ
⪹Ğᇡᬑᙹ⪹Ğࠥᕽ

ᷱÑᬕíᯥၶ⨆ᗭᖅḲ ᇡᔑ᯲aᔢᙹᔢࠥᕽ ⦽ǎࠥᕽš⩲⫭ᬑᙹྙ⦺ࠥᕽ
⩥ḥÕྙ⦺ᔢᙹᔢࠥᕽ ᇡᔑྙ⪵ᰍ݉ᬑᙹࠥᕽ

ᯕߑಽʑ᪡ၙǎƱษᯕⓕ)⨭✙ḡᮭ]ǭᬊพⰑᯕ⩥⭹ʡ ᔍᯙ⧕᮹₦
⫊ɩኼྜྷŁʑʡȽᱶɡⰑəฝ ⦺Ʊࠥᕽšᱡձ⇵ࠥᕽ ྙ⪵ℕᮂšŲᇡᬑᙹƱ᧲ࠥᕽ
ᇡᔑᨙುᔍᩑǍ₥႒ḡᮭ ⦽ݡၝǎ⦺ᚁᬱᬑᙹࠥᕽ ⦽ǎᨙು⦺⫭⦺ᚁᔢᙹᔢࠥᕽ
ႅ᮹٩᳑rᔢᰆ⠙ᗭᖅ ྙ⪵ᩩᚁ᭥ᬱ⫭ᬑᙹྙ⦺ࠥᕽ อ⧕ྙ⦺ᔢᙹᔢࠥᕽ
ᰆၙ⪵ᇥʡ⩥ᗭᖅḲ ྙ⪵ᩩᚁ᭥ᬱ⫭ᬑᙹྙ⦺ࠥᕽ
᯲⪵᷾ᔍԕᱶŲ༉ᗭᖅḲ ྙ⪵ᩩᚁ᭥ᬱ⫭ᬑᙹྙ⦺ࠥᕽ ᇡᔑ᯲aᔢᙹᔢࠥᕽ
ᔝǎᮁᔍ ၵ݅ෝอӹ݅ᱶǍḡᮭ ⫭⩲⪵ྙ❱⇽⦽ݡℎᗭ֥ࠥᕽ
ษǍࢱᰆᯕ⮹⦝⊹ᯕᅱӹቭෝญ⊹ษᵝ⊹ܩḡᮭ]ᰆᱶʡ ⦺Ʊࠥᕽšᱡձ⇵ࠥᕽ
⊹ᬑᯕȽᱶᗭᖅḲ ྙ⪵ᩩᚁ᭥ᬱ⫭ᬑᙹྙ⦺ࠥᕽ ᯕᵝ⪮ྙ⦺ᔢᙹᔢࠥᕽ
ʑ₉aÙฑ⣮ĞӹᩍĞᩍ⧪ᔑྙḲ ྙ⪵ᩩᚁ᭥ᬱ⫭ᬑᙹྙ⦺ࠥᕽ
ྙ⦺ᮥ┱⦹݅↽⦺ฝḡᮭ ᇡᔑྙ⪵ᰍ݉ᬑᙹࠥᕽ
⯊ᨕḥ༉௹ᯕ᳦ၝḡᮭ ⦽ݡၝǎ⦺ᚁᬱᬑᙹࠥᕽ
ၙǎ⦺ݡ᮹⯹༊⦺ᙹḡᮭ ⦽ǎ⇽❱ྙ⪵ᔑᨦḥ⯆ᬱℎᗭ֥ࠥᕽ ⦽ǎᩑǍᰍ݉ᬑᙹᱡᕽ
ᨕᵲᦉᯕʑ↽ᩢ℁ḡᮭ ֥⫭⩲⪵ྙ❱⇽⦽ݡℎᗭ֥ࠥ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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ɩᱶᔑᮥᅕԩ݅↽ᩢ℁Ḳ ᬱᇢᬱᇡᔑᖁᱶࠥᕽ
qΤਉᨕḩভᱶ⩶ԉᰆ⠙ᗭᖅ ᖙ᳦ࠥᕽྙ⦺ӹٵᖁᱶࠥᕽ
༊⪵ᗭᖅྙᯖᱱ⢽ᖒ⯁ḡᮭ ᖙ᳦ࠥᕽྙ⦺ӹٵᖁᱶࠥᕽ
əᖍᨱᕽ᮹ᔾ᳕ႊʡḡᬊ⯍łḲ ᖙ᳦ࠥᕽྙ⦺ӹٵᖁᱶࠥᕽ
Ḳ⦽ᯱᮁGᱶၙᙺ⠪ುḲ

ᖙ᳦ࠥᕽྙ⦺ӹٵᖁᱶࠥᕽ

֥י᮹ḡ⩽ʡ⪹יḡᮭ ᖙ᳦ࠥᕽྙ⦺ӹٵᖁᱶࠥᕽ
๚ᯱ ݡෝ݅ᱶǍḡᮭ ᇡᔑྙ⪵ᰍ݉ᬑᙹࠥᕽ
อԉ᮹ႊᱶᯙᗭᖅḲ
ᔢ⫊ᱢᔍŁ윤여일 지음

႒ᝁᧁྙ⦺ᔢᙹᔢࠥᕽ
⦽ǎᩑǍᰍ݉ᬑᙹᱡᕽ

}᮹ǭಆŝᯝᔢ사공일 지음

⦽ǎᩑǍᰍ݉ᬑᙹᱡᕽ

ŖŖၙᚁ ࠥ᮹ḡᗮᖒᮥ݅⦹םǍᅙ⪙ḡᮭ

⦽ǎᩑǍᰍ݉ᬑᙹᱡᕽ

ᮁ☁⦝ᦥ۵ྜྷᮭ⧕ᕾŝ❱݉እ⠪Ŗ࠺ℕḡᮭ ⦽ǎᩑǍᰍ݉ᬑᙹᱡᕽ
⦽ǎɝݡᕽ⪵᮹ᔾᔑŝᮁ☖ᯕᖒ⩽ḡᮭ ᖙ᳦ࠥᕽᬑᙹ⦺ᚁࠥᕽ
❕ᦥີญ⋕᮹ᨙᨕᱢ݅᧲ᖒŝᨙᨕᱶ₦ʡᬑᖒḡᮭ

⦽ݡၝǎ⦺ᚁᬱᬑᙹࠥᕽ

ᔍส᮹ʑᱢ ᳑Ğḥḡᮭ ⦽ݡၝǎ⦺ᚁᬱᬑᙹࠥᕽ
ჩ}᪡ࣆᗭᖅᦵݡᯕ┽ᵡᯕȽᱶḡᮭ ḡᩎ⇽❱ྙ⪵ၰ᯲ᮡࠥᕽšḡᬱᬑᙹࠥᕽ
ԁḽᄡĞᖁᮁᩑ⯍ᗭᖅḲ

ᖙ᳦ࠥᕽྙ⦺ӹٵᖁᱶࠥᕽ

⠙ḡᱶ┽Ƚ᯲Ḳ  ᖙ᳦ࠥᕽྙ⦺ӹٵᖁᱶࠥᕽ
እᯙ⋎ᱢᯙäŁᅪᵡ⠪ುḲ ᖙ᳦ࠥᕽྙ⦺ӹٵᖁᱶࠥᕽ
౩ऽᦥᯝऽʡᮁ℁ᰆ⠙ᗭᖅ ᇡᔑǎᱽᩢ⪵ᱽᇢ⚍⦥ᖁᱶࠥᕽ
⯹᮹⡍⫮ ᪅ʙᩢ⠪ುḲ ᖙ᳦ࠥᕽྙ⦺ӹٵᖁᱶࠥᕽ
ḡᵲ⧕ᨙᨕ᮹อԉᮅᬊᙹ ↽⇹ḡᮭ ᖙ᳦ࠥᕽᬑᙹƱ᧲ࠥᕽ
ᦥქḡ᮹Ǎࢱ᧲ၝᵝᙹ⦥Ḳ
ҭᯕᄲᙽᗭᖅḲ

ᬱ᳦ฑᙹ⦥ྙ⦺ᔢ᯲⣩ᔢ

ᇡᔑ᯲aᔢᙹᔢࠥᕽ

ᗭɩᖒᯱᱶᯝɝḲ
༉֡ᖙݡᯕʑᙺḡᮭ

ᬵ⦽ǎ⇽❱ᔑᨦḥ⯆ᬱᯕݍ᮹ᯞᮥอ⦽₦
֥ᬵ⦽ǎ⇽❱ྙ⪵ᔑᨦḥ⯆ᬱᯕݍ᮹ℎᗭ֥ǭᰆࠥᕽ

ḡᩎᨱᕽ⧪ᅖ⦹í⇽❱⦹ʑvᙹÙ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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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ǎ⇽❱ᔑᨦḥ⯆ᬱᬑᙹ⎹▱⊁ᖁᱶࠥ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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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67

금정산을 보냈다 : 큰글씨책

113

2000년대 한국문학의 징후들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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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20세기 상하이영화: 역사와 해제

41

기후변화와 신사회계약

20세기 최고 CEO들의 경영철학 산책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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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9

찾아보기

117 ■

댄싱맘

73

미국 대학의 힘

51

도서관인물 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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