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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교양

반비는 민음사출판그룹의 인문•교양 브랜드입니다. 2011년 4월 서동욱의 철학 에세이인 『철학 

연습』을 첫 책으로 출발한 반비는 『문화로 먹고살기』, 『회색 쇼크』, 『대중의 직관』 같은 인문•사회 

분야의 책과 『마이크로스타일』, 『베를린, 천 개의 연극』 같은 교양서, 『내 손 사용법』, 『동물원에서 

프렌치 키스하기』, 『철들면 버려야 할 판타지에 대하여』 같은 에세이 들을 출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독자들의 시야를 더 넓고 깊게 해주는 책을 펴내겠습니다.

반듯하다 

비스듬하다

반듯한 글을 읽으면 마음도 반듯해집니다.  

반듯한 글이 갖는 힘은 ‘보편성’입니다.  

아무리 긴 시간이 흘러도, 아무리 먼 곳으로 전해져도 

반듯한 글은 가치를 잃지 않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경지에 이른 인간의 지성과 감성을  

표현하기에 ‘반듯하다’는 말보다 적당한 말이 있을까요?

어두컴컴한 서재의 깊은 곳까지 비스듬하게 햇살이 

비춥니다. 비스듬한 글은 이렇게 세상 구석구석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따뜻한 햇볕 같습니다.  

우리가 별생각 없이 지나치는 사회의 온갖 현상들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비춰내는 글들은, 햇살이 작은 

먼지로 가득 찬 공기를 통과하면서 그려내는 장면처럼 

경이롭습니다. 비스듬한 글이란 이렇게 날카롭지만  

섬세한 글입니다.

반비는 ‘반성과 비판’이라는 인문정신 고유의 성찰적 

태도를 뜻하기도 합니다. 반성하되 퇴행하지 않는 것, 

비판하되 부정하지 않는 것. 그것은 반듯하고 비스듬한 

지성과 감성으로 지킬 수 있는 인문학적 태도입니다.  

반듯한 힘과 비스듬한 힘을 고루 갖춘 인문학의 토양을 

만드는 데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반비’는 민음사출판그룹의 인문•교양 브랜드입니다.

블로그 http://banbi.tistory.com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Banbibooks

트위터 http://twitter.com/banbi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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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비의 책

철학 연습

마이크로스타일

내 손 사용법

베를린, 천 개의 연극

회색 쇼크

문화로 먹고살기

대중의 직관

허브나라 이야기

동물원에서 프렌치 키스하기

철들면 버려야 할 

판타지에 대하여 

인문/교양

에세이

사회과학



8철학 연습

스피노자에서 데리다까지, 돈 쓰는 일의 어려움에서 

스마트폰 시대의 책읽기까지, 삶의 골칫거리들과 

현대철학의 고민거리들은 어디서 어떻게 만나나?

이 책은 현대철학에 대한 쉬운 안내서일 뿐만 아니라, 철학자이자 시인이기도 한 

서동욱의 독창적인 에세이이다. 책은 1부 ‘이론’과 2부 ‘연습’으로 나뉜다.

1부에서는 현상학(실존주의)과 구조주의(탈구조주의)라는, 현실에 특별히 밀착했던  

두 흐름을 중심으로 주요 철학자들을 살핀다. 각 꼭지 뒤에는 철학자들의  

핵심 개념과 저작에 대한 설명, 더 공부할 때 도움이 될 만한 국내외 자료들이 나온다. 

철학자들의 대표 저작 목록을 백과사전을 참조해 정리한 자료가 아니다. 저자가 

20년 이상 공부해온 내용을 압축해 알짜배기만 담아놓은 노트나 마찬가지이다. 단 

한 줄의 설명에도 저자의 내공이 스며들어 있다. 

2부에서는 주제를 앞세워 생각을 전개시키는 에세이들이 등장한다. 존재와 무, 

차이와 환대, 진리, 진짜와 가짜 등 고전적인 주제에 관한 논의들을 현대철학 

버전으로 재정비한 글들이 준비운동을 돕는다. 그러고 나면 돈, 사랑, 외모, 스마트폰 

시대의 책읽기와 글쓰기 등 현대적 삶의 국면이 철학의 언어와 만나는 흥미진진한 

장면들이 독자들을 기다린다. 책 곳곳에 실린 컬러 사진들은 이러한 철학적 사유의 

즐거움, 혹은 괴로움을 최대한 증폭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벨기에 루뱅 대학 철학과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5년 《세계의 문학》과 《상상》 봄 호에 각각 시와 평론을 

발표하면서 책을 쓰기 시작했다. 저서로 『차이와 타자・현대 

철학과 비표상적 사유의 모험』, 『들뢰즈의 철학・사상과 그 

원천』, 『일상의 모험・태어나 먹고 자고 말하고 연애하며,  

죽는 것들의 구원』, 『익명의 밤』 등이 있고, 시집으로 『랭보가 

시 쓰기를 그만둔 날』, 『우주전쟁 중에 첫사랑』이 있다. 

역서로는 들뢰즈의 『칸트의 비판철학』, 『프루스트와 기호들』, 레비나스의 『존재에서 존재자로』 등이 있다. 

서울대, 서울예대, 연세대, 홍익대 등에서 철학과 문학을 강의했으며, 현재 서강대 철학과 교수로 있다.  

계간 《세계의 문학》 편집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서동욱

철학 연습

서동욱의 현대철학 에세이

서동욱 지음 / 332쪽 / 15,000원 / 신국판 / 컬러 

2011년 4월 출간 / 현대철학, 교양 철학, 인문 에세이 

ISBN 978-89-8371-292-9 03100

 인문/교양

네이버캐스트 ‘철학의 숲’ 연재

http://banbi.tistory.com/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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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이자 철학자인 서동욱의 글에는 묘한 중독성이 있다. 들뢰즈, 라캉 등, 만만치 않은 

이야기들임에도, 그가 말하면 머리를 싸매고서도 따라나서게 된다. 서동욱의 글은 깊고 넓은 

철학의 세계로 이끄는 힘이 있다. ─ 안광복(중동고 철학교사)

정갈하게 빚은 음식을 여러 접시에 올린 요리상처럼 현란하고 다양하다. 철학자들의 이름을 

붙인 요리가 있는가 하면 철학 주제들을 다룬 요리도 있다. 어느 하나 내치기 힘들 정도로 

식욕을 자극한다. 철학자들의 사상을 이해할 뿐 아니라 그들이 주로 쓰는 개념들을 맛보고 

아는 데는 이만큼 좋은 식사도 없을 것이다. ─ 강영안(서강대학교 철학과 교수)  

 철학이 세계에 대해 질문을 하는 방식에서부터라면 지금도 나는 가장 앞자리 책상에 앉아 

말똥말똥하게 그가 건네준 철학의 작은 곁을 지키고 있다. 독자들이여, 저자의 말대로 

운동화를 신고 이 책을 따라가보아야 한다. 이 책은 철학을 여행이라 부르는 자들에게 근사한 

히치하이킹이 되어줄 것이다. ─ 김경주(시인, 극작가)

통계나 호구조사 같은 ‘생각하지 않는 계산’이 아닌 진짜 사유의 내용을 담은 정보는 동굴 벽화의 

시절부터 지금까지 요술이 아닌 지적 노동의 담당 영역이며, 오로지 테오리아와 프락시스, 즉 성찰과 

연마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렇기에 새로운 기기 또는 새로운 장난감을 구입한 

이들은 짧은 설렘 뒤에 곧 허무에 빠지기 일쑤다. 인간의 지적 노동의 진보와 새 상품은 아무 상관이 

없기에.(321쪽)

철학은 별세계의 사유가 아니다. 다만 운동을 쉬는 근육이 쉽게 잠들 듯 생각 역시 잠에 

빠지는데, 철학은 이 생각의 잠을 깨우려고 한다. 생각이 잠들 때 관습, 소문, 편견이 머릿속을 

지배한다. 우리는 혹시 이런 머릿속의 악마들과 더불어 한평생을 어둠 속에서 보내는 것은 

아닐까? 무엇이든 해보라고 주어진 단 한 번뿐인 삶인데!(7쪽)

1부. 오늘의 철학 이론

1.  현대적 사유를 위한 준비 

바루흐 스피노자 | 어떻게 예속에 맞서 자유를 찾을 것인가  

쇠얀 키르케고르 | 보편적 이성 상위에는 무엇이 있는가 

프리드리히 니체 | 허무주의 너머에 어떤 새로운 대지가 펼쳐지는가 

지그문트 프로이트 | 사후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2.  현상학과 그 너머 

마르틴 하이데거 | 어떻게 번잡한 근대적 일상에서 빠져나올 것인가 

장 폴 사르트르 | 개인의 선택은 보편적 가치를 만들 수 있는가 

모리스 메를로퐁티 | 몸은 어떻게 의식 활동에 개입하는가 

에마뉘엘 레비나스 |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인가 신의 흔적인가

3.  구조주의와 그 너머 

클로드 레비스트로스 | 역사는 이성의 발전 과정인가, 우연의 전개 과정인가 

자크 라캉 | 우리의 삶을 이끄는 욕망의 비밀은 무엇인가 

미셸 푸코 | 지식은 시대와 권력에 따라 구성되는가 

질 들뢰즈 | 어떻게 삶을 긍정할 것인가 

자크 데리다 | 순결한 기원이라는 신화는 왜 기만적인가

2부.  오늘의 철학 연습 

존재와 무 | 왜 무가 아니고 어떤 것이 존재하는가 

진리에 대하여 | 우리는 스스로 진리를 찾는가, 강제로 진리와 만나는가 

차별, 차이, 환대 | 차이는 환대를 불러올 수 있는가 

시뮬라크르 | 우리는 진짜 인생과 가짜 인생을 구분할 수 있는가 

노마디즘 | 철학의 세계에도 유목민이 있는가 

돈의 존재론 | 돈은 타자를 환대하는가, 지배하는가 

사랑과 정치 | 사랑은 어떤 의미에서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서는가 

신체에 대한 실천 | 몸을 어떻게 자유롭게 할 것인가 

관상과 행위 | 철학자는 관상도 보나 

터치스크린 시대의 읽기와 쓰기 | 

책의 종언 뒤에는 어떤 읽기와 쓰기가 도래하는가

차례



12마이크로스타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도  

못 하는 것이다.” 오스카 와일드가 100년도 더 전에 한 이 말은 당대 사람들보다는 

“악플보다 나쁜 것이 무플”이라는 진실을 절감하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더 

많은 공감을 살 것이다. 언어학자이자 네이미스트인 크리스토퍼 존슨은 문인이나 

저널리스트 등 전문가들만이 글을 쓰던 이전과 달리, 인터넷 미디어의 발달로 모두가 

콘텐츠 생산자가 된 오늘날 짧은 글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이유를 여러 측면에서 

고찰한다.  

또 그에 걸맞은 새로운 글쓰기의 전략을 전통적인 글쓰기 전략인 ‘빅스타일’과 대비해, 

‘마이크로스타일’이라고 부른다. 글이 압축되고 짧아지기 때문에 ‘마이크로’이지만 

(공적인 목적을 가진 글쓰기의 경우에도) 이전보다 훨씬 더 친밀한 방식으로 소통한다는 

점에서도 ‘마이크로’이다.

이 책은 새로운 글쓰기의 전략인 마이크로스타일의 비법을 알려주는 책이지만, 동시에 

왜 우리의 언어 습관이 이렇게 변화했는지 섬세하게 관찰해온 언어학자의 기록이기도 

하고, 나아가 짧은 글쓰기가 가진 미덕과 매력을 옹호하는 ‘선언문’이기도 하다.

크리스토퍼 존슨 Christopher Johnson

언어학자, 브랜딩 컨설턴트, 작가, 파워 블로거이자 시카고 

대학 교수이다.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에서 언어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고, 펜티엄, 파워북, 블랙베리, 스위퍼, 페브리즈 

등의 이름을 만들어낸 세계 최고의 네이밍 회사 렉시콘에서 

일했다. 오랫동안 제품과 기업들의 이름을 만들고 분석하는 

작업을 해왔고, ‘언어 감독관(Name Inspector)’이라는 블로그를 

운영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짧은 글쓰기’에 관한 상담을 

해왔다. 현재 가족과 함께 워싱턴 주 시애틀에서 살고 있다.

옮긴이 노정태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고, 서강대학교 대학원에서 철학을 공부했다. 대중문화 전문지 《드라마틱》에서 

기자로 근무했고, 시사 정치 전문지 《포린 폴리시》 한국어판의 편집장으로 일했다. 쓴 책으로 『무엇이 

정의인가?』(공저) 가 있고, 옮긴 책으로 『아웃라이어』가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글쓰기부터 유행어, 브랜드명,  

정치 슬로건 만들기까지. 짧은 글쓰기의 모든 것!
마이크로스타일

소셜미디어 시대의 글쓰기 가이드

크리스토퍼 존슨 지음 / 노정태 옮김 / 312쪽 / 15,000원 / 신국판 

2011년 10월 출간 / 글쓰기, 언어학

ISBN 978-89-8371-543-2 03800

 인문/교양

http://banbi.tistory.com/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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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생각하라. 작게 써라. 이 책을 읽어라. ─ 조지 레이코프(『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당신의 스타일은 충분히 마이크로한가? 오늘날 우리 모두가 속한 이 140자의 우주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래야 한다. ─세스 고딘(『린치핀』, 『보랏빛 소가 온다』)

스티브 잡스, 오스카 와일드, 젤로 비아프라의 공통점은? 모두 마이크로스타일의 

대가들이라는 것. 이 쉽고 재미있는 책의 도움을 받는다면 당신도 이 그룹에 낄 수 있다. 

책장을 덮자마자 재기발랄한 경구를, 뇌리에 남는 브랜드 이름을, 특별한 의미를 만들어내고 

싶은 의욕이 솟구칠 것이다. ─콘스탄스 헤일(『죄와 구문』)

나는 말이나 글을 가지고 노는 것을 좋아한다. 말이나 글을 굴리고 눕히고 뒤집고 붙이고 

떼고 하다 보면, 어느 새 멋진 문장 하나가 내 눈앞에서 ‘나 어때?’ 하며 씩 웃는다. 그 재미에 

글을 쓴다. 이 책은 글을 생산하는 일이 숙제가 아니라 꽤 재미있는 놀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 오늘 당장 말장난, 글장난을 시작해보라. 내일 아침 당신의 한마디에 수많은 댓글이 

주렁주렁 붙을 것이다. ─정철(『내 머리 사용법』)

블로그 게시물, 토론 포럼에서의 댓글, 바쁜 동료나 친구에게 보내는 이메일 등, 인터넷에서는 소음 

속에 묻혀버리지 않기 위해 짧고 도드라지게 글을 쓰는 기술이 요구된다. 인터넷 문화에 대한 이런

저런 비판들이 어떤 결론으로 향하건, 우리가 일상에서 맞는 진짜 도전은 바로 그러한 것이다.(17쪽)

2006년, 프린스턴 대학의 심리학자 애덤 앨터와 대니얼 오펜하이머는 이름 및 주식시세 표시 약자

를 발음하기 쉬운 기업들이 그렇지 않은 기업들보다 주식 상장 당시 더 좋은 반응을 얻는다는 사실

을 발견했다. 이런 상관관계는 기업의 장기 실적이 아닌 투자자들의 짧은 인상을 반영할 뿐이지만, 

글자 몇 개 차이치고는 괜찮은 것 아닌가?(165쪽)

특히 브랜드명은 흥미로운 종(種)이다. 대부분의 신조어와는 달리 어떤 브랜드명은 전적으로 무에서 

창조된 것같이 보인다. 코닥, 오레오 등. 이는 극도로 인공적이며 상업성을 엄청나게 고민한 후 디자

인된 진짜 단어들이다. 어떤 것은 고유명사에서 일반명사로, 심지어 동사로 확대된다.(최근 ‘구글링’해

본 사람?) 상표명으로 시작된 단어들을 살펴보자. 셀로판, 정글짐, 마티니, 제록스 등.(225쪽)

1부. 의미

1장. 명료하게 써라  

2장. 올바른 단어를 사용하라  

3장. 그림을 그려라 

4장. 감정을 자극하라 

5장. 구체적인 상황을 만들어라  

6장. 세부사항을 파고들어라 

7장. 은유를 끌어들여라 

8장. 애매함을 좋은 의도로 사용하라  

9장. 잘못된 말을 하라

2부. 소리

10장. 간단하게 하라  

11장. 리듬을 붙여라 

12장. 시적 패턴을 가지고 놀아라  

13장. 딱 떨어지는 소리를 만들어라

3부. 구조

14장. 규칙을 어겨라  

15장. 새로운 말을 만들어라  

16장. 단어를 가지고 놀아라 

17장. 단어들을 예술적으로 결합하라  

18장. 문법을 표현적으로 사용하라  

19장. 구조를 반복하라  

20장. 낡은 상투어를 새롭게 하라

4부. 사회적 맥락

21장. 일상에서처럼 말하라 

22장. 명확한 관계를 만들어라 

23장. 마이크로보이스를 창조하라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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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프라우언펠더 Mark Frauenfelder

실리콘밸리에서 활동하는 IT 전문 칼럼니스트, 블로거, 엔지니어, 

디자이너. 인기 블로그 보잉보잉닷넷(boingboing.net)의 

설립자이자, 전 세계적인 DIY 운동을 주도하는 잡지 《메이크》의 

편집장이다. 「마사 스튜어트 쇼」와 「콜버트 리포트」 등에 

출연했으며 《뉴욕타임스》와 《파퓰러 사이언스》, 《CNN》 등에 

글을 썼다.

옮긴이 강수정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뒤 출판사와 잡지사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전문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 

『토스카나의 태양 아래서』, 『가짜 논리』, 『마지막 기회라니?』, 『신도 버린 사람들』 등이 있다.

닷컴 열풍 붕괴를 계기로 IT 업계에서 활약하던 프라우언펠더는 다른 종류의 삶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DIY가 더 단순한 삶, 더 생태적인 삶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본격적으로 DIY에 뛰어들었다.

DIY는 내 손으로 직접 물건을 만듦으로써 사물의 의미를 성찰하고, 그 사물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는 노력이다. 물건을 만들고 고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능력이지만 싸고 편리한 공산품이 쏟아지면서 현대인들은 점차 이런 능력을 

잃어버렸다. 이는 그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과 보람, 그리고 물건에 대한 애착도 

같이 잃어버렸다는 것을 뜻한다.

프라우언펠더는 손수 닭을 키우고 나무 숟가락을 조각하고 기타를 만드는 과정을 

유쾌하게 기록함으로써 손에 굳은살이 박이는 게 쇼핑몰에 다녀오는 것보다 훨씬 

큰 보람과 즐거움을 안겨준다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또 생태적이거나 

주체적이라는 이유뿐 아니라, 예쁘거나 돈이 덜 들거나 재미있어서 등 온갖 이유로 

DIY에 몰두하는 매력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준다. 

홈스쿨링을 넘어 언스쿨링을 실천하는 학자부터 벌을 벌답게 키우는 ‘거꾸로 양봉법’ 

클럽, 창고세일에서 건져온 물건으로 예술가의 경지에 오른 제작자 등 저자가 만난 

여러 고수들을 통해 DIY는 물론 인생에 대한 통찰들을 살펴볼 수 있다.

시골로 도망칠 수 없다면?

도시 생활자를 위한 대안, 핸드메이드 라이프!
내 손 사용법

텃밭부터 우쿨렐레까지 좌충우돌 DIY 도전기

마크 프라우언펠더 지음 / 강수정 옮김 / 소복이 그림 / 15,000원 / 312쪽 / 신국판 / 2도   

2011년 11월 출간 / 에세이, DIY, 환경 

ISBN 978-89-8371-579-1 03840

 인문/교양

http://banbi.tistory.com/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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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아는 역사상 가장 철저하게 파헤쳐진 에스프레소 머신이 됐다. 그들은 란실리오에서 실비아의 

배선도까지 받아다가 PDF 파일로 공개했다. 그러면서 이걸 ‘미스 실비아’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애정의 깊이를 짐작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감정이 없는 미스터 커피와 데면데면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미스 실비아와는 진정한 애정을 느끼며 관계를 맺었다.(124쪽)

하루 종일 인터넷에 접속한 채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기사를 편집하면서 보낸 날은 좀처럼 성취감을 

느끼기 힘들다. 자료를 다운받고 가공해서 다시 카오스의 바다 속으로 던지며 이진법 데이터 

속에서 허우적거릴 뿐이다. 가상현실 속에 너무 오래 머물다 보면 정체를 알 수 없는 불편한 기운이 

온몸에 퍼진다. 그런데 하루 중 아주 잠깐이라도 손을 써서 뭔가를 만들고 고치면 그런 불편함이 

가라앉는다. 진짜배기 일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300쪽)

저자가 불필요한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파국적 삶에서 소박한 ‘다른 삶’을 택한 까닭은 

지구를 살리자는 거창한 이유에서가 아니라 그것이 한 인간으로서도 옳은 선택이라는 자각 

때문이다. ─최성각(풀꽃평화연구소장)

낄낄거리며 순식간에 끝까지 보게 만드는 재미가 있다. 그러면서도 석유 시대 끝 무렵을 

사는 우리에게, 자기 손으로 살아가야 할 미래를 고민하게 한다. ─안광복(중동고 철학 교사)

멀쩡하게 잘살던 사람들이 어쩌다 스튜디오시티에서 닭을 키우게 됐을까? 멀쩡하게 잘 

자라는 잔디밭을 죽이겠다고 시간과 돈을 퍼붓는 건 무슨 역발상일까? 이런 것들을 어느 

괴짜의 프로젝트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는 더 보편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다. 인간은 

대규모의 기업구조가 아니라 독립적 활동을 위한 투쟁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다는 것 말이다. 

—매튜 크로퍼드(『모터사이클 필로소피』)

프라우언펠더는 새롭게 등장한 DIY 운동의 중심에 있으면서 그 경제적 동력을 기록해왔다. 

이번 책에서는 DIY와 나란히 진행된 또 하나의 진화, 즉 자신의 생활 속에 DIY를 

받아들이고 거기서 얻은 교훈을 삶에 적용하는 과정을 담아냈다. 재미와 자극을 동시에 

안겨주는 책이다. 책을 읽고 나면 마당의 잔디밭이 이전과는 달리 보일 것이다.

—크리스 앤더슨(《와이어드》 편집장)

차례

서문 라로통가로 도망치다

1장. 마음껏 망치고 실패할 용기

2장. 우산잔디와의 한판 승부 | 잔디 죽이기

3장. 먹을거리를 내 손으로 | 텃밭 가꾸기

4장. 미스 실비아 간지럼 태우기 | 에스프레소 뽑기

5장. 공룡의 후예와 함께 사는 법 | 닭 기르기

6장. 수공예 악기의 유쾌한 화음 | 기타 만들기

7장. 부글부글 발효의 마법 | 콤부차 우리기

8장. 벌들이 사라지기 전에 | 벌치기

9장. 배우는 법을 배우다 | 딸에게 수학 가르치기

결론 DIY 정신의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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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은 아름답지는 않지만 정말 섹시하다.” 현 독일 총리인 앙겔라 메르켈의 

말이다. 그 섹시함을 가장 열정적으로 표현하는 문화 장르가 바로 연극이다. 이 책은 

그런 ‘연극의 수도’로서 베를린의 매력을 해부한다. 

뒤늦게 발견한 연극의 매력에 깊이 빠져든 박철호는 유럽 연극을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 

베를린으로 떠났고 매일같이 연극을 보았다. 그렇게 2년 여간 베를린과 인근 유럽 

도시에서 관람한 연극만 500여 편. 관람한 모든 연극에 대한 감상과 비평을 빠짐없이 

기록해두었는데 이중 유럽 연극의 특징과 매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16편을 뽑아 

책으로 정리했다. 

그리스 비극, 셰익스피어, 괴테, 입센 등의 고전부터 현대 극작가 한트케의 

미발표작까지 망라했고 각 연극의 시대적, 문화적 배경에 대한 설명부터 무대 위에서 

흘린 배우의 땀 한 방울까지 생생하게 서술했다. 책 곳곳에 컬러도판으로 삽입된 

연극의 주요 장면들은 마치 세기의 공연들을 직접 눈앞에서 보는 것 같은 착시를 

일으킨다. 

베를린에 잠시 머무는 이방인으로서의 감성, 문학에 대한 풍부한 지식, 정갈한 문체, 

그리고 연극에 대한 열정이 고스란히 담긴 책은 에세이로서의 매력이 아주 풍부하다. 

연극 애호가뿐만 아니라 베를린이라는 도시를 좀 더 알고 싶은 독자, 또 고전적인 문학 

작품들을 쉽게 접하고 싶은 독자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책이다.

박철호 

한국에서 무역 일을 하다 MBA를 공부하러 갔던 

뉴욕시립대학교에서 연극 연출로 진로를 바꾸었다. 그 뒤 

파리와 베를린, 마드리드 등 유럽 곳곳에서 연극과 언어를 함께 

공부했다. 소르본대학교에서 프랑스 문명사와 언어 과정을 

이수하여 마기스터 학위를 받았다. 논문으로는 「유진 오닐, 

테네시 윌리엄스, 윌리엄 잉, 닐 사이먼, 데이비드 헨리 황 및 

가슨 캐닌에 대한 드라마 분석」 등이 있다.

유럽에서 여러 작품을 연출했는데, 주요 작품으로는 테네시 

윌리엄스의 「유리 동물원」,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유진 오닐의 「밤으로의 긴 여로」, 「느릅나무 아래 욕망」, 

이오네스코의 「왕은 죽어가다」, 라신의 「페드르」 등이 있다.

그리스 비극, 셰익스피어, 체호프, 입센, 한트케까지  

공연 예술의 메카, 베를린에 펼쳐지는  

뜨거운 연극의 현장!

베를린, 천 개의 연극

베를린, 천 개의 연극

유럽 연극의 수도에서 삶을 뒤흔든 작품들을 만나다

박철호 지음 / 360쪽 / 18,000원 / 148×225 / 컬러  

2011년 12월 출간 / 연극 이야기, 비평, 기행, 에세이

ISBN 978-89-8371-581-4 13680 

2012년 2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선정 이달의 책

 인문/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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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베를리너이자 동시에 이방인으로서의 저자의 일상이 

생생하게 드러나 있고 인문학의 향취가 진하게 배어 있으며, 

연극을 향한 깊은 사랑이 녹아 있다. 읽는 것만으로도 

베를린에 있는 저자의 모습이, 베를린 사람들의 삶과 사회가, 

베를린의 현대 연극 무대가 선명하게 눈앞에 보이고 들리는 

듯하다. —김철리(세종문화회관 서울시극단 단장)

 

연극은 예술인 동시에 관객을 교양 시민으로 만드는 

교육이기 때문에 독일은 연극을 적극 지원한다. 그래서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는 백 년의 전통만큼이나 역사적인 

극장이 여럿 있다. 브레히트와 뮐러의 연출이 아직도 

살아 숨 쉬는 베를리너앙상블, 중요한 작품으로 주목받는 

도이체스테아터……. 이 책은 한국의 독자들을 베를린의 

유서 깊은 무대의, 가슴 벅찬 공연으로 안내하며 그곳에서 

세계적인 거장의 텍스트와 연출, 배우들의 거친 숨소리, 

흐르는 땀을 직접 내 눈으로 보고 싶다는 열망을 일깨운다. 

—맹완호(주한독일문화원 문화협력관)

갑자기 내 뒤의 관객들이 모두 벌떡 일어난다. 이건 또 뭔가? 코러스였다. 관객으로 위장하고는 

객석의 가장 꼭대기에 앉아 있다가 깜짝쇼를 벌인 것인데 내 바로 뒤에서 외치는 바람에 놀라 

자빠질 뻔했다. 이 코러스를 독일어로 슈프레히코어라고 한다. ‘말로 하는 합창’이란 뜻인데 나도 

이렇게 직접 듣는 것은 처음이다. 40여 명의 합창단이 지휘자의 손동작에 맞추어 마치 나팔을 불듯 

대사들을 외쳐댄다. 타박을 하기도 하고 어루만지듯 달래기도 하는데 기가 막힌다. 억센 독일어가 

저 높은 곳에서 수십 개의 화살처럼 배우들에게 내리꽂힌다.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 고대 연극의 

코러스를 책으로만 접할 때는 이런 걸 왜 하나 했었는데, 막상 무대에서 접하니 내가 연출자라도 이 

엄청난 효과를 포기할 수 없겠다.(185쪽)

스타니슬랍스키는 이 연극에서 정작 체호프 자신은 생각하지 못했던 현대 비극의 요소들을 

발견하고 관객들에게 삶의 질문을 던지는 방식을 선택했다. 체리 나무들이 베이는 것이 극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한 집안의 상징인 체리 과수원이 없어진다는 것은 노스탤지어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체리 과수원에 안녕을 고하고 떠나는 가예프가의 사람들에게서, 그리고 넘어지는 체리 

나무들과 함께 남아 서서히 죽어가는 피르스에게서 우리는 비극을 보는 것이다. 기존의 비극 

개념과는 달리 삶의 멜랑콜리가 비극의 요소로 자리를 차지하는 순간이다.(167쪽)

01.    이토록 흉측한 신데렐라 「이본, 부르군트의 세자빈」  

덧붙이는 이야기 - 곰브로비치의 작품들

02.    죽음은 여러 가지 형태로 방문한다 「죽음의 춤」   

덧붙이는 이야기 - 표현주의 연극에 대하여

03.    이상 가득한 혁명가 혹은 그저 도적에 관하여 「도적 떼」 

덧붙이는 이야기 - 「도적 떼」의 실제 무대

04.    불행보다 우스운 것은 없다 「고도를 기다리며」 

덧붙이는 이야기 - 사뮈엘 베케트와 제임스 조이스

05.    자기 둥지를 더럽히는 놈 「클라우스 파이만    

바지 한 벌 사고 나와 함께 식사하러 간다」  

덧붙이는 이야기 - 베른하르트 이후의 오스트리아

06.    모든 부당함에 대항하다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 

덧붙이는 이야기 - 알레포, 이슬람 문화의 수도

07.     배우란 얼마나 고된 일인가 「페르 귄트」 

덧붙이는 이야기 - 거장 페터 차덱의 죽음

08.    사라지는 것은 체리 나무뿐 「벚꽃 동산」 

덧붙이는 이야기 - 스타니슬랍스키의 연기 시스템

09.    가족이라는 슬픈 운명 「오레스테이아」 

덧붙이는 이야기 - 그리스의 또 다른 축제, 레나이아

10.    전쟁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다 「억척어멈과 그 자식들」 

덧붙이는 이야기 - 베를리너앙상블의 배우들

11.    이론이란 그저 회색빛일세 「파우스트」 

덧붙이는 이야기 - 괴테는 왜 「파우스트」에 집착했을까

12.    어째서 로망스가 아닌 키치인가 「한여름 밤의 꿈」 

덧붙이는 이야기 - 위르겐 고슈의 스캔들

13.    고독이라는 비극적인 무기 「길 잃은 사람들의 흔적을 좇아서」 

덧붙이는 이야기 - 진정한 코스모폴리탄, 조지 타보리 

14.    시간의 강을 떠도는 인생 조각들 「레 제페메르(하루살이 같은 삶들)」 

덧붙이는 이야기 - 태양극단의 여사제, 아리안 므누슈킨

15.    나치를 향한 독기 서린 비웃음 「은퇴 전야」 

덧붙이는 이야기 - 호흐후트의 현실 고발 작품들

16.    연극의 창세기 그리고 연극 오디세이아의 종점 「일리아스」 

덧붙이는 이야기 - 베를리너앙상블과 헬레네 바이겔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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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는 의학의 진보와 공공 시스템의 발전, 그리고 교육의 확대가 만들어낸 인류 최고의 

업적이다. 그래서 저자는 ‘장수’의 첫 번째 요건을 “20세기에 태어날 것”이라고 적고 있다. 

이런 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고령화는 우리의 연애관계와 가족관계, 직장과 일, 주거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다시 

말해 고령화는 어떻게 청년/노년, 자식/부모, 여성/남성, 노동자/회사, 국가/국가의 갈등을 

심화시키는가? 또 세계화와 고령화는 어떻게 서로를 가속화하는가?  

저자 테드 피시먼은 일본, 미국, 스페인, 중국 등 전 세계 고령화의 현장에서 돌보미, 

의사, 건축가, 노동자, 기업가, 재개발 난민, 공무원 등의 인터뷰를 통해 이에 대한 답을 

생생하게 파헤친다. 이뿐만 아니라 노화와 장수에 관한 최신 의학적, 기술공학적 연구들을 

참조해 노화의 생물학적 과정을 명쾌하게 보여주고, 또 노화와 그것을 막으려는 과학의 

대결을 흥미진진하게 그려내기도 한다. 또 현대 사회 전체에 만연한 노년에 대한 편견과 

혐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고, 나아가 사회가 노인을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하는 

것과 노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할지에 대해 논의한다. 

고령화사회에 대처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거의 모든 내용이 담겨 있다.

회색빛 신세계가 펼쳐진다!  

고령화가 초래하는 전사회적 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테드 C. 피시먼 Ted C. Fishman

프린스턴 대학교를 졸업하고 1992년까지 트레이딩 업체를 직접 경영했다. 기자이자 자유기고가로서,  

《뉴욕타임스》, 《머니》, 《하퍼스》, 《워스》, 《에스콰이어》, 《USA 투데이》, 《시카고》, 《비즈니스 2.0》 등에  

특집 기사와 칼럼을 써왔다. 지은 책으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China★Inc. 차이나 주식회사』가 있으며,  

현재 시카고에서 살고 있다.

옮긴이 안세민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캔자스주립대학에서 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현대자동차 등을 거쳐 현재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는 『자본주의 사용설명서』,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면』, 『왜 트렌드의 절반은 빗나가는가?』,  

『혼돈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등이 있다. 

회색 쇼크

고령화, 쇼크인가 축복인가

테드 C. 피시먼 지음 / 안세민 옮김 / 496쪽 / 20,000원 / 신국판 

2011년 7월 출간 / 사회 비평, 국제 사회 문제, 인구학

ISBN 978-89-8371-523-4 03330

사회과학

http://banbi.tistory.com/35


25 사회과학 26회색 쇼크

이 책은 고령화와 노화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다루고 있다. 저자는 고령화의 답을 찾기  

위해 급속한 노령화의 최전선인 일본, 제조업의 몰락과 고령화가 서로를 가속화하는 미국 

록퍼드, 고령화를 새로운 발전 기회로 삼는 플로리다의 휴양 도시, 이민 수출국에서 이민 

수입국으로 전환된 스페인, 산아제한의 뜨거운 결과물을 안고 고민하는 중국 등을 찾아 

나섰다. 그는 세계의 고령화 현장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풀어냈다. ─«한국일보»

‘생명’이 안전해지면서 ‘출산’에 대한 욕망은 감퇴했다. 현대 이후는 노인이 흔하고 젊은이가 

귀한 시대다. 흔하면 천해지는 것이 불변의 진실이다. 그동안 노인들은 권력, 재산, 지식 등의 

‘자원’을 사실상 독점했으나 이제 그 자원들을 둘러싼 세대 간 투쟁의 장이 열릴 것이다. 

현재의 눈으로 볼 때 그런 미래는 불안하고 암담하다. 이 불안을 극복하려면 미래의 눈으로 

미래를 봐야 한다. ‘미래의 눈’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이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경향신문»

저자의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가족, 직장, 지역사회와 같은 우리 일상에서의 다양한 

변화들이 고령화, 지구화와 같은 거시적 흐름들과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 총체적,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다. 고령화가 제기하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폭넓게 사유하려는 사람들에게 

생생한 사례들과 생각거리로 넘치는 이 책은 반가운 선물이다.  

─ 정진웅(덕성여대 인류학과 교수, 『노년의 문화인류학』) 

고령화 문제를 은퇴한 노인의 복지 문제 정도로 생각한 사람이라면, 이 책에 담긴 인터뷰 

내용이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다. 과학자, 건축가, 제조업 노동자, 재개발 난민, 

다국적기업의 인사 담당자까지 전 세계에서 취재한 이야기들은 이 거대한 변화가 개인의 

일상은 물론 국가 전체를 얼마나 뒤흔들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이 책의 출간으로  

한국 사회의 고령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를 바란다. ─ 유시민(전 보건복지부 장관) 

기억력 감퇴와 치매를 치료하고, 약해진 몸을 보조하는 외골격 개발에 열중하는 

과학자들에겐 그야말로 충격적인 책이다. 우리가 하는 일이 이토록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다니!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가 전 세대에 걸친 변화의 시발점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미래를 생각하는 사려 깊은 지성인과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필독서다. 

 ─ 정재승(KAIST, 바이오 및 뇌공학과 교수)

서문 회색빛 신세계

1장. 플로리다, 활동적 노화(Active Aging)의 현장  

2장. 장수에 관한 짧은 역사  

3장. 스페인, 갑작스러운 고령화의 예  

4장. 노화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5장. 일본, 고령화의 최전선 

6장. 과학이 노화를 막을 수 있을까? 

7장. 록퍼드, 고령화와 제조업의 몰락  

8장.  노인에 대한 생각: 약하고, 이용당하기 쉽고, 상냥하고,  

성가시고, 돌봐야 하고, 돈이 많이 들고, 외로운 사람들  

9장. 중국, 고령화의 뒤바뀐 순서  

10장. 고령화로 달라진 식탁 풍경  

차례



28문화로 먹고살기

생태학과 20대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활발한 저술, 강연 활동을 해온 경제학자 

우석훈이 이번엔 ‘문화’라는 키워드에 주목했다. 이 책은 저자의 주요 전작들의 

문제의식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 책에서 제기하는 핵심적인 물음은 두 

가지이다. 

1. 지금보다 딱 2배만 더 많은 청년들이 문화로 먹고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2. 한국사회는 과연 토건 중독에서 벗어나 건강한 문화 생태계를 가꿀 수 있을까?

저자는 수출 지향과 토건 중독으로 한계에 부딪힌 한국의 사회경제가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문화 부문을 키우고, 이 분야에서 청년들이 더 많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2006년경부터 문화 관련 산업의 현황에 관한 

자료들을 연구해왔다. 저자는 방송, 출판, 영화, 연극, 대중음악, 고전음악, 스포츠 

등 방대한 영역을 다루면서도 놀라운 통찰로 핵심적인 성공 요인이나 문제 상황들을 

짚어내고, 정책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업계 내부적으로든 획기적이고 재기발랄한 

대안들을 쏟아낸다. 또 다양한 분야들을 종횡무진 넘나들며 상호 비교하고 대조하는 

방식은 문화산업 종사자들이나 관련 정책들을 고민하는 사람들조차 생각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이해의 틀을 만들어낸다. 상상력으로 가득 찬 이 제안들을 우리 사회가 

모두 수용할 수 있든 없든 그 자체로 신선한 자극이 될 것이 틀림없다.

버라이어티쇼, 드라마, 출판, 영화, 연극, 음악, 스포츠…… 

한국 문화산업의 현 상황을 다각도로 짚어본다!

우석훈

프랑스 파리 10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다. 현대환경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등에서 근무했고, 유엔 

기후변화협약 정책분과 의장과 기술이전분과 이사로 국제협상에 참가했다. 이후 한국생태경제연구회, 

초록정치연대 등의 단체에서 활동하며 경제와 사회, 문화와 생태의 영역을 종횡무진 넘나들며 글쓰기와 

강연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아픈 아이들의 세대』, 『음식국부론』, 『한미FTA 폭주를 멈춰라』, 

『88만원 세대』, 『직선들의 대한민국』, 『조직의 재발견』, 『촌놈들의 제국주의』, 『괴물의 탄생』, 『생태요괴전』, 

『생태 페다고지』, 『디버블링』, 『나와 너의 사회과학』 등이 있다.

그린이 김태권

서울대학 미학과를 졸업하고 한겨레 일러스트학교를 수료했다. 지은 책으로 『십자군 이야기』, 『김태권의 

한나라 이야기』, 『삼인삼색 미학 오디세이』(공저), 『르네상스 미술 이야기』, 『어린왕자의 귀환』 등이 있다.

문화로 먹고살기

경제학자 우석훈의 한국 문화산업 대해부

우석훈 지음 / 김태권 그림 / 396쪽 / 15,000원 / 신국판 / 2도

2011년 8월 출간 / 대중문화, 사회학, 한국 사회 비평, 문화 연구

ISBN 978-89-8371-542-5 03300  

학교도서관저널 도서추천위원회 선정 추천 도서

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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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를 일종의 생태계로 본다면 버라이어티쇼가 한국 문화생태계의 최상위에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버라이어티쇼에는 노래, 춤, 무용, 연기, 때로 ‘리얼리티’라는 이름으로 

일상까지 총동원된다. 노래든 영화든 혹은 책이든, 뭔가 자기 밑천을 팔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버라이어티쇼의 초청장은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다.(51쪽)

우리가 신경 쓸 것은, 우리 문화를 성공적으로 산업화하여 얼마나 수출할 것이냐가 아니라, 

생산자든 기획자든 문화를 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 끼 밥을 제대로 챙겨먹는가, 그리고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올라 앉아 자살을 고민하지는 않는가…… 그런 것들이 아닐까. 

맨 앞줄의 선수들도 세 끼 밥을 보장할 수 없다면 재생산이 어려워져서 대를 잇기도 어렵다. 우리는 

문화를 팽창의 논리로만 보았지, 재생산의 눈으로는 보지 않았던 것 같다. 우리가 띄우려는 선단은 

수송선이나 군함이 아니라 바로 유람선 아닌가?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문화정책으로 유람선을 

수송선이나 군함처럼 쓰려고 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문화 생산자들은 국민경제의 부속품으로 

전락해 화물이나 군인처럼 움직여야 했던 것이다.(34~35쪽)

선진국이 될수록 문화에서 비롯되는 힘을 가진 이들의 지도력이 더 중요해지는 경향이 있다. 

지금처럼 은근슬쩍 권력에 줄을 대는 것보다는 대중들에게 직접 자기 생각을 밝히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제일 좋아하는 남자 배우로 알랭 들롱을 

든다. 우파 배우들이 당당하게 자신은 우파 혹은 보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좌파들도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밝힐 수 있다. 우리는 대통령 선거에서 배우들을 비롯한 문화인들을 그냥 병풍처럼 

사용할 뿐이다.(131~132쪽) 

간단히 계산해도 우리는 매년 1조 원 이상을 홈시어터나 카오디오, 아니면 하이엔드 오디오 구입에 

쓰고 있다. 그런데 DVD, CD, LP 모두 합쳐 가계 지출이 300원? 높게 추정해도 전체 600억 원 

정도인 앨범시장과 비교해보면 토건 한국의 양상이 가정집에서도 펼쳐지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도서관 짓느라 도서 구입비가 없고 학교 인프라 늘리느라 정작 학생들 급식 보조할 돈이 없고 

오디오 콤포넌트 사느라 앨범 살 돈이 없다. 전부 토건 시대의 ‘뽀다구’ 문화의 잔재인 셈이다.(293쪽)

1장. 방송은 이제 언어다  

1.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국가와 시장  

2. 버라이어티쇼, 탈계몽주의 시대의 언어 

3. 막장 드라마와 본방 사수!  

4. 드라마 보조금  

5. 시사교양, 애국가 시청률과 경쟁 중 

6. 순둥이 PD들, 분노의 길로 

7. 펜슬 다운, 채널 다운! 

8. 배우생협과 배우재단

부록 

1.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 그리고 검열 

2. 최문순 전 MBC 사장과의 대화 

2장. 텍스트는 문화의 기본

1. 책의 오묘한 매력 

2. 에디터와 평생직장 

3. 한국 문학, 아방가르드여 영원하라 

4. 사회과학, 금지된 것이 아름답다 

5. 잡지, 숨 넘어간다, 숨 넘어가 

6. 도서관, 사서 선생님, 동네 책방 

부록

1. 지난 30년 동안의 베스트셀러들 

2.  저자로 데뷔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약간의 팁 

3장. 영화의 찬란한 유혹 

1. 이 정권 이후, 영화가 살아 있을까?   

2. 뒤에서 5등에게 카메라를 

3. 다큐멘터리, 20대를 위한 돌파구  

4. 애니메이션, 내용 먼저 고민하자

5. 연극, 기묘한 미니멀리즘  

부록 

1. 한국 영화 세 번의 변곡점 

2. 충무로에서 일하는 법

4장.  누구나 악기 하나쯤 연주할 수 있는 나라 

1. 왜 800만 인구 스위스보다 못하나 

2. 아이돌 가수, 지속 가능한 음악 

3. 인디 음악과 소리의 세계 

4. 신자유주의와 토건 앞에 선 클래식

5. 국악, 다시 민중 속으로  

6. 낙원상가를 지키자 

5장. 한국 스포츠의 발전과 진보는?

1. 파리 수영장에서 만난 할머니들 

2. 스포츠 압축성장과 해체 과정

3. 나 홀로 헬스 

4. 스포츠와 인권  

5.  스포츠에서의 발전, 진보, 아방가르드란?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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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방향을 읽을 결정적 무기,

대중의 분위기를 포착하는 예리한 촉을 길러라!

존 L. 캐스티 John L. Casti

서던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응용시스템분석을 위한 국제연구소(IIASA)의 

선임연구원으로 있으면서, 세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극단적 사건들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1989년에 

출간한 『뒤바뀐 현실: 자연과 인간에 관한 수학적 모델』은 미국출판인협회에서 자연과학 분야 최고의 

학술서로 선정되었다. 대중 과학서로는 『케임브리지 5중주』, 『괴델』 등을 발표했다.

해제 황상민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심리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는 『한국인의 심리 코드』, 『짝, 사랑』, 『디지털 괴짜가 미래 소비를 

결정한다』, 『대한민국 사이버 신인류』 등이 있다.

옮긴이 이현주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서양사학과를 졸업하고 매일경제신문사 편집국 편집부에서 근무했다. 현재 

인트랜스번역원 소속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는 『증오의 세기』, 『넥스트 컨버전스』, 

『음식은 자유다』 등이 있다.

이 책의 원제는 ‘분위기가 중요하다(Mood Matters)’이다. 키워드인 ‘사회적 분위기’란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미래에 대한 전망으로, 합리적이라기보다는 감각적이고  

동물적인 느낌이다. 이 책은 전문가 개인의 합리적 예측보다 집단적으로 드러나는 느낌과 

신념이 더 정확하다고 주장한다. 바로 이런 분위기가 그 사회가 미래에 겪을 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거대 기업의 파산, 특정 정치 세력의 득세와 실세, 그뿐 아니라 정치인이 

암살이나 테러 공격, 전쟁까지 분위기(집단적 심리)의 영향을 받아 일어난다는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따져보면 이는 ‘통념’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분위기, 즉 대중의 

심리가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만, 거꾸로 이미 발생한 사건은 앞으로 그 대중이 공유할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단일한 방향성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이런 대중의 지혜, 혹은 간혹 지나치게 한쪽으로 쏠리는 여론(저자는 ‘광기’로 표현하기도 한다)을 

읽어내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저자가 제안하는 방법론은 사회경제학(socionomics)’이다. 

사회경제학이란 집단 내 개인들의 생각이나 느낌이 사회적 분위기라는 일종의 ‘광기’  

혹은 ‘직관’으로 집중되는 과정을 복잡성 과학을 통해 설명하려는 학문이다. 주로 

특정한 감정이나 신념이 한 사람의 뇌에서 다른 사람의 뇌로 이동하는 방식이나 거기에 

네트워크(인맥)이 관여하는 방식을 분석하는 것이다.

대중의 직관

유행의 탄생에서 열강의 몰락까지 미래를 예측하는 힘

존 L. 캐스티 지음 / 이현주 옮김 / 황상민 해제 / 384쪽 / 16,000원 / 신국판

2012년 2월 출간 / 사회학, 트렌드, 미래학, 정치학

ISBN 978-89-8371-112-0 03300

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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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빌딩 첫 삽 뜨는 순간, 그 나라 주식을 던져라! ─《중앙일보》

내부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된 지배적 분위기가 역사를 만든다는 발상은 외부의 힘에 의해 

변화가 일어난다는 뉴턴 식 관념을 깨는 것이라 흥미롭다. ─《한국일보》

 

지은이가 내세우는 가설은 통념과 완전히 반대다. 전쟁이 터지고, 특정 영화가 인기를 

끌고, 정치 이데올로기가 변하는 등의 사회적인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 일정한 

방향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게 일반적인 관념이다. 하지만 지은이는 그게 아니라 거꾸로 

사람들의 생각하는 방향이 사건을 만든다고 주장한다. ─《한겨레》

인간은 효율을 최대화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계산만 하는 기계가 아니다. 우리는 감정과 무리 

짓는 본능에 이끌리는 사회적 영장류다. 오늘날의 시스템 다운된 세계에서 경제에 대한 기존 

사고방식을 뒤엎겠다는 이 야심찬 책은 대중의 ‘동물적 감각’에 주목한다. 경제학자들은 

사회 분위기를 크게 강조하는 캐스티와 의견을 달리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위기에 

처하기 직전에도 그의 주장을 간과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마이클 셔머(《스켑틱》 

발행인, 『시장의 마음』)

많은 역사가들이 역사가 단순히 ‘한 사건이 일어나고 우연에 의해 다른 사건이 뒤이어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캐스티는 인간의 감정과 신념이 역사를 주도하고 그것이 

역사에 예측 가능한 패턴을 부여한다고 주장한다. ‘사회경제학’은 현대의 지적 풍토에서는 

특이해 보일 수 있지만 그 개념은 앞으로 인간적인 사건들을 더 과학적으로 이해하도록 해줄 

것이다. —마크 뷰캐넌(『사회적 원자』, 『세상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테러나 암살, 전쟁과 같은 극적인 사건들이 역사의 추진력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보라. 캐스티의 주장에 따르면 사회 변화의 실제 원동력은 심오하고 미묘하며 포착하기 

쉽지 않은 대중의 심리(사회적 분위기)다. 이 분위기는 낙관에서 비관으로 다시 낙관으로 

계속 순환하는 패턴을 지닌다. 대담하고 도발적이며 술술 읽히는 이 책은 일반적인 통념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만든다. 대중의 심리는 흔히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토머스 호머딕슨(『혼란: 재앙과 창조력, 그리고 문명의 쇄신』)

1장.  통념을 벗어난 생각   

하늘에 닿기 / 가능성의 미학 / 세계화에서 지역화로 / 혁명적인 생각 /  

중요한 문제들

2장.  사건은 왜 터지는가   

엄청난 사건의 발단 / 분위기의 시작 / 광기, 밈, 그리고 분위기 /  

분위기와 밈의 활약상 / 중요한 관계 / 분위기 측정기 / 문화가 중요한가 /  

사건의 인과성에 대한 선제공격

3장.   유행의 탄생: 수 개월에서 수 년까지의 단기 사건   

세련된 검은색 / 할리우드의 인기 영화와 브로드웨이의 화려한 밤 /  

음악은 계속된다 / 스포츠계 / 심신의 문제 / 오늘의 문화는 어떨까

4장.  전쟁, 경기순환, 정치적 위기의 발생: 수 년에서 수십 년까지의 중기 사건  

국가의 성쇠 / 경기 / 국제무역이 받는 영향 / 쓸모없는 자들을 버려라

5장.  열강의 탄생과 몰락: 수십 년에서 수백 년까지의 장기 사건  

장기파동과의 만남과 이별 / 전쟁과 총 / 역사 속의 순환 / EU의 쇠퇴와 몰락 / 

브릭스는 언제까지 잘나갈까 / 미국의 경우 / 정말로 장기적인 시각

6장.  통합하기: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   

우연과 필연의 결합 / 삶은 계속된다 / 상관관계, 인과관계, 우연 / 예측 기계 / 

추세의 끝 / 다우 씨, 지금은 어떤가요 / 그리 새롭지 않은 파동 /  

과학 소설인가, 과학적 사실인가 / 심연으로 떨어졌다 바닥 치고 오르기

부록 A 엘리엇파동 분석  

부록 B 사회경제학의 과제 

해제 대중의 마음이 만드는 ‘분위기의 사회경제학’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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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맛단 대 인플레이션이 반영된 다우존스지수 
로그 스케일

Ⓒ 1999 로버트 R. 프렉터 
출처: 20th Century The Complete Sour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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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이

1970년에 서울대학교 농학과를 졸업했고, 1986년에 동대학원 

원예과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87년에 실내조경연구소 

‘서원’을 설립하여 1992년까지 서원의 대표를 역임했다. 

1993년에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에 허브 농원 ‘허브나라’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이끌어 오고 있다. 허브나라를 대표하여 

2008년에 신지식농업인상을 수상했다.

그린이 이지인

1996년에 서울대학교 서양화과를 졸업했다. 1996년부터 허브나라에서 일하면서 농원의 사계절 풍경을 

수채화로 그리고 있다. 허브나라 곳곳을 꾸미고 허브나라의 모든 제품에 그림을 그린다.

국내 최초의 허브 농원이자 대표적인 경관 농원인 허브나라의 20년간의 스토리를 

고스란히 담았다. 이효석의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무대인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에 

자리 잡은 허브나라는 허브라는 독특한 식물과 경관 농업이라는 새로운 농사를 

소개하여 1995년 정식으로 개원할 때부터 크게 주목받았다. 현재 연간 50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는 허브나라는 매해 100여 종의 허브와 130여 종의 꽃을 피워 내고 

있으며 그 생태적 가치와 아름다움을 인정받아 2009년 환경부가 주관한 체험형 생태 

관광지 20선에 선정되기도 했다.  

허허벌판이던 땅을 일구어 지금과 같은 화려한 농원으로 변화시킨 주역인 정원사 

이두이 씨가 20여 년간 틈틈이 기록해 둔 일기를 토대로 직접 쓴 이 책에는 20년간의 

정원 개척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먹는 농사가 아니라 눈으로 즐기는 경관농업을 시작하여 귀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지역 사회에 기여하며 ‘진짜 봉평 사람’으로 뿌리내리는 과정, 은퇴할 나이인 

쉰 살에 농원을 시작하며 두 번째 인생을 일구는 과정, 삼대가 함께 모여 농원을 

가꾸는 일상의 기쁨이 그대로 담겨 있다. 농원이지만 허브나 꽃뿐만 아니라 우리 만화 

갤러리, 터키 박물관을 만들고 야외 공연장에서는 이문세 콘서트까지 여는 등 다채로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획하는 과정도 독특하다.

그림 같은 농사짓는 정원사 가족의 

향기로운 시골 생활!
허브나라 이야기

한국 최고의 생태 정원, 그 20년간의 메이킹 스토리

이두이 지음 / 이지인 그림 / 336쪽 / 18,000원 / 신국판 / 컬러 

2011년 5월 출간 / 자연 에세이, 인물 에세이, 여행, 화훼

ISBN 978-89-8371-293-6 03810

에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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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라니? 허브나라엔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이 펑펑 쏟아진다. 시도 나오고  

글도 절로 된다. 끊임없는 창조적 열정으로 자연과 인간의 완벽한 조화를 그려낸 두 분의 

걸작, 경이롭다. 그리고 정녕 고맙다. ─이시형(정신과 전문의, 의학 박사)

허브나라에는 숨은 보물이 많다. 우리나라 유일의 터키 박물관도 그중 하나다. 1999년  

터키 지진 대참사 돕기 운동에도 앞장섰던 허브나라는 소중한 나눔의 마음이 허브 향기보다 

더욱 그윽한 곳이다. ─이희수(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위로가 필요할 때 허브나라를 찾아간다. 허브나라의 별빛무대에서 머리위로 쏟아지는 

별빛을 받으며 노래를 부르노라면 관객보다 내가 더 큰 위로를 받곤 한다. 이곳에서 오랫동안 

노래하고 싶다. ─이문세(가수)

꽃과 꿈이 가득한 허브나라의 위풍당당한 여왕, 이두이 사장님. 세상에서 가장 손이 빠르고 

잠시도 생각을 멈추지 않는 이 여왕님의 인생은 허브나라처럼 향기롭다. ─노영심(피아니스트)

그해 6월에 불현듯 법정 스님이 오셨다. 오래전부터 법정 스님의 팬이었던 우리 가족은 들떠서  

스님을 모시고 다니며 집 구경을 시켜 드렸다. 스님은 집을 다 둘러보시더니 보통은 하찮게 여기는 

낙엽송, 참나무를 베어 내지 않으려고 지붕 끝을 오려 낸 것을 보시고는 산에 살 자격이 있다고  

칭찬해 주셨다.(91쪽)  

2001년 11월에 시작한 공사는 해를 넘겨 터키박물관과 함께 2002년 3월에 별빛무대라는  

이름으로 개관하였다. 객석이 자연과 어우러져 아늑하고 포근한 공연장이다. 터키박물관의 옥상  

부분이 무대가 되고 산비탈길이 그대로 객석이 되었다. 나무로 좌석을 만들고 사이사이 풀을  

심었더니 공연 전에 객석 사이에 자라난 풀을 벌초해 주는 것이 허브나라 공연장만의 독특한 의식이 

되었다.(101~103쪽)

사람들은 언제나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 피어 있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시든 모습을 보려고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계절이 바뀔 때마다 꽃들을 전체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일 년에 서너 번 이상 바꿔야 

언제나 아름답고 싱싱한 농원 풍경을 볼 수 있다. 손님을 생각하면 해야 할 일이지만 정원사로서  

시든 꽃을 치우는 기분이 좋지만은 않다. 살아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생명 주기가 있어 싹을 틔우고 

자라 꽃을 피운 뒤에는 시들기 마련이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 자연의 모습도 변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시들고 사라지고 또 새로 태어나는 것이 곧 생명이 아닌가?(117쪽)

세 가지 소원 

남편이라는 든든한 백   

흥정계곡에 반하다 

터를 닦다 

나의 경호원 귀인이  

허브나라의 탄생  

고발당하다 

봉평을 위한 약속 

자작나무집  

허브 요리를 개발하다 

숲 속의 작은 집  

청양당 시아버지, 이시형 박사님  

별빛무대를 만들다  

터키와 한국을 잇다  

시든 꽃의 아름다움  

엄마와 딸  

허브박물관을 열다  

지인의 결혼식 

이문세의 숲속음악회  

사과향 가득한 캐모마일 정원  

갇힌 자의 자유 

자연의 무서움, 큰비  

직원들의 보금자리   

입장료를 받다   

나 자신이 마귀할멈 같다 

허브나라의 변신  

효석문화제 

가을의 만찬 

김장 잔치 

유리온실을 짓다  

엄마의 정원  

여행은 삶의 비타민이다  

감사의 선물  

개구리 가족 

루나 크리스마스  

새는 겨울의 친구  

법정 스님이 가셨다  

2010년 뉴 테마 가든  

동물을 닮은 식물들   

나비, 여름과 춤추다  

책은 나의 스승이다 

(에필로그) 행복한 삶  

허브나라가 걸어온 길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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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욱

야생 동물 수의사. 전남대학교 수의학과를 졸업하고 대관령 

목장 수의사, 해태유업 강진공장 우유검사원, 여수시청 공무원, 

국가지정 비브리오 연구소(유전자 분야) 연구원을 거쳐, 2002년 

5월부터 광주광역시청 소속 우치동물원에서 수의사로 일했다. 

우치동물원에서 600여 마리의 동물을 돌보며 코끼리 출산, 

호랑이 인공 포육, 기린 부검 등을 통해 탁월한 실력과 노하우를 

갖춘 야생 동물 수의사로 인정받았다. 2006년부터 약 3년간 

전남대학교에서 야생동물학을 강의했으며 이후 중고등학교를 비롯해 각종 기업과 단체에서 강의를 했다. 

2012년 2월부터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옮겨 근무하고 있다. 

열정적인 수의사가 서울대공원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큰 광주 우치동물원에서 

600여 마리의 야생 동물들을 밤낮으로 보살피며 경험하고, 느낀 내용들을 담고 있다.

다종다양한 동물들과 부대끼며 지내는 수의사의 하루하루는 말 그대로 파란만장하다. 

한겨울에 집을 나간 원숭이부터 1년 넘게 단식 투쟁을 벌이는 아나콘다, 동물원 

역사 최초로 출산한 코끼리까지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끊임없이 펼쳐진다. 야생 

동물에 대한 정보도, 지식도 부족한 상황에서 위태로운 생명을 살리고자 한의학 

책도 뒤져보고, ‘밀가루 반죽법’ 같은 기발한 치료법을 궁리해 내는 등 고군분투하는 

수의사의 모습은 유쾌하면서도 따뜻한 감동을 전해준다. 

어떤 동물에게든 헌신적인 수의사의 노력은 국내 최다산 동물원이라는 아름다운 

결과를 낳았다. 우치동물원은 상업적인 동물원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 덕분에 

부리 잘린 황새, 앞을 못 보는 불곰처럼 장애가 있거나 버려진 동물들도 차별하지 않고 

모두 제 수명을 다할 수 있도록 보살피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개성 넘치는 동물들의 모습에서는 낯선 야생 동물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호감을, 

열정적인 수의사의 모습에서는 수의사라는 직업의 매력을, 동물들에게 더 나은 

안식처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동물원의 모습에서는 동물원의 역할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책이다.

아프고 다치고 버려진 유기 동물들까지 거두고 보살펴

우치동물원을 출생률 1위의 안식처로 만들기까지,

열정적인 수의사의 고군분투 동물원 이야기!

 동물원에서  

프렌치 키스하기

우치동물원 수의사 최종욱의 야생 동물 진료 일기

최종욱 지음 / 304쪽 / 16,000원 / 148×225 / 컬러 

2012년 3월 출간 / 에세이, 동물 이야기, 생태

ISBN 978-89-8371-403-9 03810 

에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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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은 사람이 하기에 따라 감옥이 될 수도, 안식처가 될 수도 있다. 이 책에는 동물원을 

뭇 생명이 뛰어노는 신나는 놀이터이자 따뜻한 안식처로 만들고자 하는 수의사의 진심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권오길(생물학자, 강원대학교 명예교수) 

동물원에서 일어나는 탄생과 죽음, 즐거움과 고통, 생명의 경이로움과 존엄함은 물론, 동물은 

행복하고 시민은 즐거운 공동체를 꿈꾸는 동물원 식구들의 열정과 안타까움이 가득 담겨 

있다 —모의원(서울대공원 동물원장)

요즈음엔 도시에서 태어나 자라는 아이들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체험하는 생태 교육의 장, 멸종해가는 

야생 동물을 보호하고 복원시키는 동물들의 안식처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런 일을 제대로 하려면 

상업성보단 공공성이 우선 보장되어야 한다. 동물원에서 상업성을 우선시하다 보면 인기 있는 동물만 

보호를 받고 그렇지 못한 동물은 쉽게 내쳐질 수 있고 또 동물 쇼라는 이름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우치동물원이 그렇게 운영되었다면 지금처럼 전국에서 손꼽힐 만큼 새끼들이 

많이 태어나는 동물원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병들거나 다친 동물들, 장애를 갖고 태어난 동물들, 인기 

없는 동물들을 지금처럼 정성껏 보살피기도 어려웠을 것이다.(293쪽)

가장 큰 문제점은 당연히 기린의 키였다. 모두 알다시피 기린은 5미터가 넘는, 세상에서 가장 키가 

큰 동물이 아닌가. 그 크기에 맞춘 우리 안에 싣고 가면 고속도로 톨게이트 같은 시설에 부딪히고 말 

것이다. 국방부에 의뢰해서 헬기를 빌리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일개 동물원 일에 

국방부가 나서줄 리 만무했다. 그러던 중 전주의 한 동물원에서 최근에 

기린을 수송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부랴부랴 가보니 마침 기린 

수송 상자가 아직 있었다. (92쪽)

동물원에서도 프렌치 키스 치료법을 종종 사용한다. 한번은 우리 동물원의 새끼 염소가 태반을 

둘러쓰고 태어나는 바람에 양수를 들이켜서 입만 벙긋거리고 있던 적이 있다. 그걸 보고는 이것저것 

잴 겨를 없이 즉시 염소의 코를 입에 넣고 힘껏 양수를 빨아올렸다. 양수의 짭짜름한 맛과 비린내가 

입안에 확 몰려 들어왔다. 입을 막고 있던 양수를 빨아내주자 새끼는 기운을 차리며 매애애 울음을 

터트렸다. 새끼의 울음소리에 안도하며 나도 입에 있던 양수를 뱉어내었다. 그러고 나서 돌아보니 

사육사들이 넋이 나가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211쪽)

1장.  우치동물원의 사연 많은 하루하루 

1. 병들고 지친 동물들이여, 이곳으로 오라 

2. 버림받은 동물들의 새로운 안식처가 되다   

3.  다리 다친 무플론을 지켜라!  

4.  호랑이 똥이 이렇게 귀할 줄이야  

5.  살기 위해 먹는지, 먹기 위해 사는지  

6.   사자부터 낙타까지, 이토록 치열한 

우두머리 싸움   

7.  헬기라도 빌릴까? 동물 수송 대작전!  

8.  아기 호랑이 삼남매, 한국시리즈 가다  

9.  코끼리가 새끼를 낳았어요 

2장.  동물들이 나에게 가르쳐준 것들  

10.   동물원 동물이라 얕보지 마라! 그들만의 

특별한 능력  

11.  동물들의 가슴 찡한 모성애 그리고 부성애  

12.  동물원에서 사랑을 외치다  

13.  이별은 언제나 눈물겹다  

 

3장.  야생 동물 수의사로 산다는 것 

14.  청정 고원 대관령에서 첫걸음을 내딛다  

15.  수의사의 반려 동물을 소개합니다  

16.   마취제부터 비옷까지, 나만의 독특한 

연장들   

17.  출산, 수의사로 사는 가장 커다란 보람   

18.  생명을 살리는 나만의 노하우들 

19.  수의사는 CSI 과학 수사대 

20.  감추고 싶은 시행착오의 순간들  

21.  야생 동물 구조 대작전  

22.  동물을 둘러싼 논란, 전염병  

23.  늑대는 정말로 춤을 출 수 있을까? 

 

4장.  사람과 자연을 잇는 다리, 동물원

24.  동물원의 사계절 풍경  

25.   사육사부터 매점 아저씨까지, 동물원의 

가족들 

26.  동물원 관람객들에게 드리는 부탁 말씀 

27.  동물원의 진화를 꿈꾸다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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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라 에프런 Nora Ephron

할리우드의 대표적인 영화감독이자 작가. 웰즐리 대학을  

졸업한 후 《뉴욕 포스트》 기자를 거쳐 《뉴욕 타임스》 편집장을 

지냈다. 노라 에프런이라는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된 계기는 

로맨틱 코미디의 고전이 된 영화 「해리가 샐리를 만났을 

때」이다. 이 영화를 통해 에프런은 할리우드 최고의 시나리오 

작가의 반열에 올라섰으며, 아카데미 각본상 후보로 지명되는 

영예를 누렸다. 그 후 직접 연출을 시작한 에프런은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유브 갓 메일」 등을 연출하며 여성 감독이 많지 않은 할리우드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했으며 

최근까지 「지금은 통화 중」, 「그녀는 요술쟁이」, 「줄리&줄리아」를 연출하며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또한 최고의 필력을 자랑하는 에세이집 『내 인생은 로맨틱 코미디』로 미국에서 경이로운 성공을 거두면서 

에세이스트로서도 각광받고 있다. 

옮긴이 김용언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와 동대학원 비교문학협동과정을 졸업했다. 영화 전문지 《키노》, 《필름2.0》, 

《씨네21》, 장르 문학 전문지 《판타스틱》에서 10년간 기자로 일했다. 현재 각종 매체에 영화평과 서평을 

기고하는 프리랜서로 활동 중이다.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유브 갓 메일」 등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를 통해 동시대 

여성들의 경험과 욕망에 귀 기울여왔던 노라 에프런의 에세이. 뉴욕 한복판에서 

누구보다도 현대적인 삶을 살았던 자신의 인생을 쿨하고 냉철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일과 사랑, 상실, 그리고 노화에 대해 비로소 깨닫게 된 것들을 담담히 이야기한다. 

영화에서 책으로, 매체는 바뀌었지만 에프런의 전매특허인 뛰어난 유머 감각과 솔직한 

태도, 남다른 통찰력은 변함이 없다. 기자라는 직업에 흠뻑 빠져들었던 젊은 나날들, 

열렬하게 사랑했지만 결국 이혼으로 종지부를 찍었던 결혼 생활, 그리고 이혼보다 더 

강력하게 자신을 규정하는 ‘나이 든다는 것’, 가족과 절친한 친구를 상실했던 순간 등 

삶의 중요한 전기들을 다시금 소환하면서 풀어놓는 에프런의 이야기들은 통찰만큼 

유머가 가득해서 더욱 매력적이다. 여자라면 누구나 어렴풋하게 느끼고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던 삶의 진실들이 한눈에 펼쳐지는 이 책은 노라 에프런만이 줄 

수 있는 신랄하지만 따뜻하고 유쾌한 메시지 그 자체이다.

「해리가 샐리를 만났을 때」, 「유브 갓 메일」의 

노라 에프런이 쓴 일과 사랑, 우정, 그리고 나이 듦에 관한, 

뼈저리지만 뒤집어지게 웃긴 통찰들!

철들면 버려야 할  

판타지에 대하여

로맨틱 코미디의 거장 노라 에프런의 에세이

노라 에프런 지음 / 김용언 옮김 / 202쪽 / 13,000원 / 140×215 / 2도 

2012년 6월 출간 / 에세이, 영화, 저널리즘

ISBN 978-89-8371-4138 0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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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뉴스위크》에서는 여자들이 필자가 되는 경우는 없다고 곧바로 반박 당했다. 당시에 나는 

“제가 그 선례를 깨뜨려 드리지요.”라든가 그 밖의 다른 의견을 제시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당신이 여성이고 뭔가를 하고 싶어한다면, 규칙을 어기고 예외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이었다. 나는 결국 우편 담당 아가씨로 고용되었다. 주당 55달러였다.(28쪽)

하지만 나는 오랫동안 저널리즘을 사랑해왔다. 나는 편집실을 사랑했다. 저널리즘에 종사하는 그 

집단을 사랑했다. 담배를 피우고 스카치를 마시고 포커 치는 걸 사랑했다. 나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깊이 알지는 못했지만, 어쨌거나 그 직업에 종사했다. 나는 그 스피드를 사랑했고, 마감을 사랑했고, 

사람들이 신문지로 생선을 포장하는 것을 사랑했다. 기사 만들어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하고 

말하곤 했다.(46쪽)

알코올 중독자 부모는 정말 혼란스러운 존재다. 그들은 틀림없이 나의 부모님이다.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 하지만 그들은 주정뱅이다. 나는 그들을 증오한다. 하지만 그들을 사랑한다. 하지만 

그들을 증오한다. 그들에게는 어린 시절 내가 우상화했던 바로 그 모습이 깃들어 있다. 또한 

괴물이라고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모습도 있다.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항상 괴물이 된다. 내게 

어마어마한 힘을 행사했던 사람들, (나는 빨간 코트를 구입하기까지 40년이 걸렸다. 심지어 산 다음에도 딱 한 

번밖에 안 입었다.) 그러나 더 이상 내게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게 된 사람들.(56~57쪽) 

 

2층으로 올라가 한창 쓰고 있던 시나리오를 내려다보았다. 앞으로 이걸 쓸 일은 없을 것이다. 어차피 

돈 때문에 작업했고, 솔직히 인정하자면 영화화될 것 같지도 않던 시나리오다. 덧붙이자면, 시나리오 

쓰는 건 너무 힘들었다. 나는 컴퓨터를 껐다. 침대 위에 걸터앉아 할 삼촌의 돈을 또 어디에 쓰면 

좋을지 이것저것 떠올렸다. 침대 머리판도 새로 사야 한다는 생각이 스쳐 갔다. 딱 15분 만에, 나는 

이미 부유한 상속인의 2단계를 재빨리 통과했다. 환희와 나태.(76쪽)

하지만 진실은, 이런 종류의 로맨스가 끝장날 때에는 어떤 변명이든 늘어놓게 된다는 것이다. 

세부사항들만 조금 다를 뿐 이런 이야기는 항상 똑같이 진행된다. 젊은 여성이 나이 든 여성을 

우상화한다. 젊은 여성이 나이 든 여성을 따라다닌다. 나이 든 여성이 젊은 여성을 받아들여준다. 

젊은 여성은 나이 든 여성이 그저 인간에 불과했음을 깨닫는다. 이야기 끝.(122~123쪽)

철들면 버려야 할 판타지에 대하여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 

누구세요?

저널리즘에 대한 러브 스토리

전설

나의 아루바

나는 상속녀였다

영화 관람

사람들이 지치지도 않고 매번 놀란다는 게 더 충격적인 사실 25가지 

나는 말하고 싶다: 달걀흰자 오믈렛

나는 말하고 싶다: 테플론 제품

나는 말하고 싶다: 펠레그리노는 됐어요 

나는 말하고 싶다: 세계는 평평하지 않다

나는 말하고 싶다: 치킨 수프

펜티멘토

내 사랑 미트 로프

L-U-V에 중독되다

이메일의 여섯 단계

실패작

크리스마스 만찬

이혼

나이 든다는 것  

그립지 않을 목록

그리워할 목록 

옮긴이의 글

차례



근간

재일조선인이란 누구인가

도서관 산책

코끼리, 탈출하다

자유vs민주주의

펭귄과 리바이어던

인간을 위한 경제학

악마의 요리

맨땅에 펀드

인문/교양

에세이

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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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예린, 이치훈 공저

에세이, 건축, 기행

2012년 11월 출간 예정

국내의 다양한 도서관들의 역사와 사람,  

건축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한 책 이야기들!

아버지가 요절한 딸을 기억하기 위해 만든 이진아 도서관, 

강변에 자리하여 남다른 풍광을 자랑하는 광진구정보화도서관, 

여행자의 도서관인 제주도 달리 도서관, 도서관은 어떻게 나이 

드는지를 보여주는 부산광역시립도서관, 서고 없는 도서관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국립디지털도서관, SF 도서관, 시 도서관 등 

국내 곳곳에 있는 다양한 도서관들을 건축가 강예린과 이치훈이 

함께 산책하며 탐색한다. 도서관의 역사와 기능, 도서관을 

이루는 사람과 책들을 두루 살피고 소개하는 동시에 건축가의 

시선으로 본 도서관의 기능과 쓸모를 깊이 있게 분석한다.

도서관 산책(가제)

강예린

서울대 지리학과와 한국공간환경학회에서 사회문화지리와 

도시이론을 공부했다. 학교 밖에서는 여성웹진 《달나라 

딸세포》(dalara.jinbo.net)를 만들면서, 젠더에 대한 짧은 글들을 

썼다. 로테르담의 O.M.A.(Office for Metropolitan Architecture)에서 

근무하며 런던의 BBC 마스터플랜, 서울 경희궁에 프라다 

트랜스포머 등에 참여하였다. 한국에 돌아와서 건축사사무소 

협동원(Cooparch)에서 전주 청소년자립생활관, 강남 보금자리주택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2010년부터 설계사무소 SOA(Society of 

Architeture)를 이치훈과 공동으로 설립해 활동하고 있다.

이치훈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부산 중앙광장 현상 

공모에서 3위로 입상(Pedestrian Highway)했다. SOA(Society of 

Architeture)를 강예린과 공동으로 설립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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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식 지음  

형진의 옮김 

인문/교양 

2012년 8월 출간 예정

재일조선인을 통해 한일 관계의 

얽히고설킨 고리를 알기 쉽게 해설한다!

한일병합 이후의 역사적 흐름과 그 과정에서 얽히고설킨 한일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세대별 대표적인 재일조선인 

사례, 그리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어 재일조선인이란 누구인지 

친절하게 설명한다. 

이를 통해 재일조선인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은 물론 복잡한 

한일 관계, 나아가 세계 근현대사에 대한 바람직한 이해와 

생생한 역사의식을 갖게 하고, 보수화되는 일본 사회와 역사 

교육을 게을리하는 한일 양국에 경종을 울린다. 

또한 최근 국제적으로 관심이 확산된 ‘위안부’, ‘강제 징용’ 

문제, 한일 역사 교과서 문제, 2차대전의 전후 처리 문제 등 

여러 문제들의 심각성과 긴급성을 알린다.

재일조선인이란 누구인가(가제)

서경식

1951년 일본 교토에서 재일조선인 2세로 태어나 1974년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 문학부 프랑스문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도쿄경제대학 교양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리쓰메이칸 대학 

교수인 서승과 인권운동가인 서준식의 동생으로 방북으로 인하여 

구속되었던 형들의 석방과 한국 민주화를 위해 활동한 경력이 있다. 

이때의 장기적인 구호 활동의 경험은 이후의 사색과 문필 활동으로 

연결되었으며 인권과 소수 민족을 주제로 한 강연 활동을 많이 펼쳐 

왔다. 『소년의 눈물』로 1995년 일본 에세이스트클럽상을 받았고 

『프리모 레비로의 여행』으로 마르코폴로상을 받았다. 그 외에 『나의 

서양 미술 순례』, 『분단을 살다』, 『사라지지 않는 사람들』, 『청춘의 

사신』,『나의 서양 미술 순례』, 『청춘의 사신』, 『디아스포라 기행』, 

『난민과 국민 사이』, 『단절의 세기, 증언의 시대』, 『시대의 증언자 

쁘리모 레비를 찾아서』 등의 책을 썼다.

在日朝鮮人ってどんなひと？

인문/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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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베탕 토도로프 지음

김지현 옮김

정치 비평, 정치 사상사  

2012년 6월 출간 예정

자유는 민주주의의 가장 내밀한 적이다! 

20세기를 살아온 유럽의 휴머니스트 

지성이 경고하는 민주주의의 위험!

오늘날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이유는 파시즘, 공산주의, 

테러리즘과 같은 민주주의 외부의 적들이 아니라 그간 민주주의 

내부에 숨어서 민주주의의 존립을 위협해온 적들 때문이다. 

특히 자유는 통념과 달리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들고 있다. 

이러한 위협에 맞서서 어떻게 민주주의를 보호할 것인가? 

토도로프는 중세부터 21세기까지의 역사를 조망하면서 리비아 

전쟁, 시장 지배, 포퓰리즘의 부상 등 생생한 최신 이슈를 통해 

민주주의를 구할 방법을 모색한다.

자유vs민주주의(가제) 

츠베탕 토도로프 Tzvetan Todorov

불가리아의 소피아에서 출생했으며, 소피아 대학에서 슬라브 

철학을 전공했다. 1963년 프랑스로 이주한 뒤 현재 프랑스 

국립고등연구원(CNRS) 명예 연구원장으로 있다. 구조주의 문학 

이론가로서 문학・철학・역사・미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30여 권의 책을 썼으며, 최근에는 문명의 교류와 충돌, 휴머니즘 

사상에 대한 방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인류 평화에 대한  

실천적인 관심으로 유럽 언론으로부터 ‘휴머니즘의 사도’라는  

평판을 받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문학의 이론: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의 글』(1966), 『환상문학 입문』(1970), 『산문의 

시학』(1971), 『구조시학』(1973), 『미하일 바흐친: 대화의 

원리』(1981), 『아메리카의 정복』(1982), 『우리와 그들』(1989), 

『역사의 교훈』(1991), 『일상 예찬』(1993), 『미완의 정원』(1999), 

『악의 기억과 선의 유혹』(2000), 『계몽주의 정신』(2006) 등이 있다. 

Les Ennemis Intimes de la Deâmocratie

29 JANVIER 2012 I LeMatinDimanche INTERVIEW 23

Contrôle qualité

Guerre Tzvetan Todorov dénonce la tentation d’imposer la démocratie

«Une intervention occidentale
en Syrie serait désastreuse»
Fallait-il intervenir en Libye?
Faudrait-il intervenir en Syrie?
L’historien et essayiste Tzvetan
Todorov publie «Les ennemis
intimes de la démocratie»,
où il explique sa ferme
opposition au droit d’ingérence.

Michel Audétat
michel.audetat@edipresse.ch

En France, vous avez été l’un
des rares intellectuels hostiles
à une interventionmilitaire
en Libye. Pourquoi cette solitude?
Elle n’est pas absolue: à Paris, je viens
d’assister à un colloque dont les par-
ticipants défendaient des positions
semblables. Mais il est vrai que nous
sommes très minoritaires. Sans doute
parce que cette intervention a été
soutenue par deux groupes ayant des
motivations très différentes. D’un
côté, les défenseurs d’une justice ou
d’une gouvernance universelle au
nom des droits de l’homme. De
l’autre, les «nationalistes» réjouis de
voir la France reprendre son rang de
grande nation et de montrer la supé-
riorité de son armement. A cela
s’ajoute le fait qu’il n’y a pas eu de
victime parmi les intervenants. En se
combinant, ces différentes raisons
expliquent que le soutien à l’inter-
vention a été majoritaire.

Dans votre livre, vous associez
la défense du droit d’ingérence
au «messianisme politique».
Qu’entendez-vous par là?
Les messianismes anciens, qui pro-
fessaient l’idée selon laquelle le
royaume de Dieu pourrait être réalisé
ici-bas, étaient des hérésies chré-
tiennes. Au cours des siècles, toutes
sortes de mouvements messianiques
ont existé. Un changement radical se
produit toutefois à l’époque des Lu-
mières. L’idée de progrès, qui donne
un sens à la marche de l’histoire, rem-
place alors l’idée de Providence di-
vine. Et cela au moment où s’érode la
confiance collective en un royaume
de Dieu qui incarnerait la perfection.
C’est dans ces conditions que le mes-
sianisme religieux se sécularise. Dans
la foulée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Napoléon va incarner le projet d’ap-
porter le bonheur universel en pro-
mouvant la liberté, l’égalité et la fra-
ternité chez les peuples qu’il con-
quiert. Il réalise donc la conjonction
entre projet universel fondé sur des
valeurs supérieures, «républicaines»
comme on dit, et intervention mili-
taire. Ensuite, au XXe siècle, on va as-
sister à la montée du messianisme
communiste.

Et c’est unmessianisme analogue
que l’on retrouve de nos jours dans
l’idée de «guerre humanitaire»?
Depuis la fin de la guerre froide, on
est entré dans une nouvelle phase de
ce messianisme politique où les
puissances occidentales, Etats-Unis
en tête, se proposent d’imposer la
démocratie et les droits de l’homme
avec l’appui de l’armée. On a
d’abord parlé d’un «droit d’ingé-
rence». Comme cette formule cho-
quait, on en a proposé une autre: la
«responsabilité de protéger» que
l’Assemblée générale de l’ONU a
adoptée en 2005.

Vous définissez ce nouveau
messianisme par «la volonté
d’imposer le bien». N’exprime-t-il
pas plutôt une volonté d’empêcher
le mal d’être perpétré?
C’est souvent ainsi que les opérations
commencent. Mais, lorsqu’on les ob-
serve de plus près, on s’aperçoit qu’il
est difficile de s’en tenir à la destruc-
tion des menaces immédiates. Pre-
nons le cas de l’Afghanistan où l’in-
tervention occidentale a débuté en
2001 et devrait prendre fin en 2014: il
s’agit donc d’une guerre de 15 ans…
On peut dire qu’elle a commencé par
une destruction du mal puisqu’il
s’agissait de s’en prendre aux instiga-

teurs des attentats du 11 septembre et
de détruire leurs bases arrière. Ce-
pendant, une fois anéanties les forces
d’Al-Qaida et les talibans mis en
fuite, les militaires se sont installés
dans le pays. La disproportion entre
les quelques centaines de combat-
tants qu’on disait alors poursuivre et
les plus de 100 000 soldats des forces
d’occupation montrait clairement
que le projet avait changé: l’objectif
était désormais d’engager un proces-
sus de construction démocratique. Et
on peut se demander si les moyens
militaires sont les mieux adaptés à de
telles fins. Quand on sait qu’environ
un quart de la nouvelle armée afghane

déserte pour aller combattre les for-
ces d’occupation avec la formation et
les armes que ces mêmes forces leur
ont fournies, cela laisse rêveur.

A vous lire, on pourrait croire
que ces interventionsmilitaires
relèvent de la seule volonté
des puissances occidentales; elles
sont aussi réclamées par ceux qui
risquent d’être massacrés…
Ce que vous dites me rappelle le pré-
cédent de Prague, en 1968: à l’épo-
que, les puissances du pacte de Var-
sovie ne sont pas intervenues non
plus de leur propre initiative, mais à la
demande des camarades tchèques ef-
frayés par la «menace impéria-
liste»… Vous trouverez toujours,
dans le pays, des gens qui vont faire
appel à des puissances étrangères
pour qu’elles les aident à prendre le
pouvoir. C’est ainsi que les choses se
sont passées en Libye. Les insurgés
savaient qu’ils étaient très faibles et, à
moins de présenter leur combat
comme celui des valeurs chéries par
l’Occident contre le tyran sangui-
naire, ils n’avaient aucune chance de
vaincre. De leur point de vue, ils ont
très bien joué. Et ils ont gagné.

Il faudrait donc éviter à tout prix
d’intervenir en Syrie?
Une intervention militaire occiden-
tale qui aurait pour objectif de ren-
verser le régime de Bachar el-Assad
serait désastreuse. Ce serait la qua-
trième intervention dans un pays
musulman. Les pays occidentaux dé-
cident qui doit gouverner tel ou tel
pays, comme si on voulait restaurer la
situation coloniale d’il y a 150 ans…
Comment ne pas y penser?
N’oublions pas que beaucoup de con-
quêtes coloniales ont été faites au
nom d’idéaux sublimes. La Belgique,
par exemple, a colonisé le Congo pour
combattre l’esclavage.

Faut-il alors se résigner à laisser
les dictateurs massacrer selon
leur bon plaisir?
Vaut-il mieux être massacré par le
dictateur local ou par les bombes
d’importation occidentale? En Irak,
l’intervention occidentale a fait des
centaines de milliers de victimes. J’ai
donc beaucoup de mal à trancher sur
cette question. En faisant un pas de
côté, je dirais que le principe de sou-
veraineté des Etats qui a prévalu pen-
dant trois siècles, ce qu’on appelle le
système westphalien, me semble plus
prudent que le système consistant à
se soumettre à un gendarme univer-
sel. En l’occurrence l’armée améri-
caine. Cela dit, je pense qu’il existe
des situations dans lesquelles il faut
faire exception au principe de souve-
raineté: celles que désigne le terme de
génocide. Mais il faut rester prudent
en utilisant ce terme qui se prête à
toutes les manipulations possibles.
Au cours des 50 dernières années, il y
a eu deux génocides incontestables,
au Cambodge et au Rwanda. Or, dans
ces deux cas, les puissances occiden-
tales ne sont pas intervenues. x

Tzvetan Todorov
a été l’un des rares
intellectuels hostiles
à une intervention
militaire en Libye.

Eric Fougere/Corbis

«Vaut-il mieux
être massacré par
un dictateur local
ou par des bombes
d’importation
occidentale? J’ai
beaucoup de mal
à trancher sur cette
question»

CEQU’IL
PENSEDE...
FRANÇOIS HOLLANDE
Candidat à la présidence française

«Je trouve
très positif
le fait qu’il
vienne
d’exposer son
programme
de façon plus
concrète.
On va main-
tenant
pouvoir en
débattre.»

THEO ANGELOPOULOS
Cinéaste

«Ce qui me
touche et me
peine dans
son décès,
c’est notam-
ment le fait
qu’il a été
renversé par
un policier
circulant
à moto.»

MARINE LE PEN
Présidente du Front national

«Son succès
s’explique
par le fait
qu’elle mêle
à son popu-
lisme de
droite un
populisme
de gauche:
«Prenons
l’argent des
riches.»

1939
cNaissance
Voit le jour à Sofia.

1963
cFormation
Diplômé
de l’Université
de Sofia, quitte
la Bulgarie pour
poursuivre ses études
à Paris.

1965
cPublication
Premier livre: «Théorie
de la littérature,
textes des formalistes
russes» (Seuil).

1982
cHistoire
Publie «La conquête
de l’Amérique - La
question de l’autre»
(Seuil).

1997
cPrix
Reçoit à Lausanne
le Prix européen de
l’essai Charles-Veillon
pour «Benjamin
Constant - La passion
démocratique»
(Hachette).

2011
cPeinture
Consacre un livre
à Goya: «Goya à
l’ombre des Lumières»
(Flammarion).

EN
DATES

c A lire
«Les ennemis intimes
de la démocratie»,
Ed. Robert Laf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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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욱, 김서윤 공저

인문/교양, 동물 에세이

2013년 1월 출간 예정

한국 이주 야생 동물의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파란만장한 코끼리의 10년을 추적하다

몇 해 전 동물원에서 탈출한 코끼리들이 서울 도심을 휘젓고 

다녀 화제가 되었다. 이 사건은 금세 잊혔지만 사실 이 

코끼리들은 이후에도 한국 야생 동물 이주 역사에 다양한 

기록을 남기고 얼마 전 한국에서의 생을 정리하고 떠난 바 

있다. 이 책은 탈출 사건의 주인공이었던 코끼리들이 한국에서 

머문 10여 년의 시간 동안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추적한다. 

코끼리들은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TV, 영화, 광고 등 여러 

분야에 동원되며 한국 사회와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었다. 

이 코끼리들을 통해 야생 동물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와 

우리나라의 현실을 짚어보고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다양한 

이유로 국경을 넘는 글로벌 시대에서 한국 사회는 수입된 

야생동물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왔는지를 살펴본다.

코끼리, 탈출하다(가제)

최종욱

야생 동물 수의사. 전남대학교 수의학과를 졸업하고 대관령 목장 

수의사, 해태유업 강진공장 우유검사원, 여수시청 공무원, 국가지정 

비브리오 연구소(유전자 분야) 연구원을 거쳐, 2002년 5월부터 

광주광역시청 소속 우치동물원에서 수의사로 일했다. 2012년 

2월부터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옮겨 근무하고 있다. 『동화 

속 동물들의 진실 게임』, 『우리 동물원에 놀러 오세요』 등 5권의 

어린이책과 성인 단행본 『세상에서 가장 불량한 동물원 이야기』, 

『동물원에서 프렌치 키스하기』를 출간했다. 

김서윤

논픽션 작가. 연세대학교에서 사회학과 국문학을 전공했다. 

『토요일의 심리 클럽』으로 제1회 창비청소년도서상 교양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인문/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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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아 네이사 지음 

경제학, 경제 사상 

2013년 3월 출간 예정

근대 이후 경제학자들의 사상과  

그 영향에 대한 종합적 분석

18세기의 애덤 스미스부터 거슬러 올라가 근대의 주요 

경제학자들의 면면을 살펴봄으로써 근대 이후 이간의 경제적 

조건과 경제 사상의 흐름을 되짚어본다. 저자는 경제학의 

역사를 크게 희망, 파괴, 자신감의 세 시기로 나누어 분석한다. 

경제 발전이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에게도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희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던 시기, 경제 공황, 

양차 세계 대전 등으로 경제적 삶의 토대가 붕괴되었던 시기, 

그리고 세계대전의 트라우마 속에서 복지 국가와 확립에 대한 

자신감이 꽃피던 시기로 나누어 각 시기의 대표적인 경제학자의 

이론과 사상, 그리고 개인적인 이야기들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인간을 위한 경제학(가제)

실비아 네이사 Sylvia Nasar

1947년 독일에서 태어나 안티오크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했다. 

뉴욕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은 뒤, 4년 동안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바실리 레온티에프의 경제분석연구소에서 활동했다. 

1983년부터 《포춘》의 기고가,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의 

칼럼니스트, 《뉴욕타임스》의 기자로 일했고, 현재는 《뉴욕타임스》의 

경제 담당 기자로 일하고 있다. 

첫 번째 책 『아름다운 정신』은 전미비평가협회의 전기상을 수상했고, 

퓰리처상 전기 부문 최종 심사 작품에 올랐다. 두 번째 책 『뷰티풀 

마인드』로 헬렌 번스타인의 저널리즘상, 론풀랑 과학도서상을 

받았으며 이 책은 이후 영화화되면서 또 한 번 큰 주목을 받았다.

Grand Pursuit

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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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차이 벤클러 지음

경영, 경제학

2012년 9월 출간 예정

더 크고, 더 느슨하고, 더 자유로운 협력이 

일과 사람에 대한 개념을 바꾼다! 

법에 의한 엄격한 통치를 주장하는 홉스의 『리바이어던』은 

오랫동안 서구에서 인간의 동기를 설명하는 강력한 이론이었다.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라서 이윤에 의해서만 움직인다고 

생각해온 서양에서는 수십 년 동안 경제학자들과 정치가들, 

국회의원들, 기업의 간부들과 기술자들이 공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센티브, 보상, 처벌에 기반한 시스템을 

만들어왔다. 범죄를 줄이고 싶으면 처벌을 강화해라!  

하지만 도요타 자동차, 위키미디어, 리눅스 등 최근의 성공적인 

기업들은 인간의 동기화에 대한 서구 사회의 지배적인 가정에 

정면으로 도전한다. 사람들은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공정하게 

행동하기 위해서, 관대해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친절에는 친절로 응답한다. 리바이어던도, 보이지 않는 

손도 더 이상 사회를 효과적으로 지휘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저자는 협동에 기반한 시스템이 그 주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펭귄과 리바이어던(가제)

요차이 벤클러Yochai Benkler

하버드대학교 기업 연구 분야의 교수이다. 1990년대 이후 정보 

기술, 비즈니스, 사회, 문화 분야의 협력에서 주도적인 학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뉴욕 

타임스》, 《타임 매거진》 등에 글을 써왔다. 

The Penguin And The Leviathan

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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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산 지음 

에세이, 생태, 환경

2013년 2월 출간 예정

수익률은 하늘에 달려 있다! 

시골 논밭에 투자하는 유쾌한 펀드!

제정신으로는 결코 투자할 수 없는 초절정 무책임 펀드라고 

광고하는데도 내놓자마자 불티나게 팔린 펀드가 있다. 이름 

그대로, 전남 구례군 토지면 오미리의 맨땅에 투자하는 이 

펀드는 투자금으로 논밭을 경작한 뒤, 거기서 수확한 감자와 

콩, 옥수수 등을 투자자들에게 철철이 배당해준다. 펀드 관리는 

‘파전을 지나치게 거대하게 구워서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특기인 대평댁 할머니를 비롯해 평균 텃밭 운용 경력 30년 

이상인 농부들로 구성된 드림팀이 맡는다. 

지리산 자락으로 귀촌한 뒤 시골과 도시의 소통, 정직한 밥상, 

농업의 미래, 농부의 노동에 대한 합당한 대가 등을 내내 

고민해온 저자 권산이 야심 차게 내놓은 이 유쾌한 프로젝트에 

도시인들의 반응이 아주 뜨겁다. 1년 단위로 운영되는 이 펀드는 

내년에 과연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을까?

맨땅에 펀드(가제)

권산

1963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했지만, 일찍 

‘붓’을 꺾었다. 민중미술단체에서 ‘미술평론가’라는 이름으로 글을 

쓰고 강연을 하다가 그만두고, 서른이 훌쩍 넘은 나이에 본격적인 

밥벌이 전선에 나섰다. 지난 십 년 동안 주로 미술전시회 사이트 

웹디자인을 했고 인쇄물 디자인과 영상물 편집 작업도 병행했다. 

어느 날, “나는 무엇을 위해 일을 하고 있나?”라는 질문과 마주하고, 

“다르게 살고 싶다”고 결심한다. 그리고 2006년에 아내와 함께 

전라남도 구례로 귀촌했다. 매년 김장을 담그기 위해 작은 텃밭에서 

배추를 키우는 것 외엔, 농사짓지 않고 시골에서 여전히 웹디자인을 

주력으로 밥벌이하고 있다. ‘지리산닷컴’(www.jirisan.com)을 

운영하면서 매일 아침 물음표 없는 ‘행복하십니까’라는 제목의 사진 

편지를 도시 사람들(지리산닷컴 회원)에게 메일로 보내며 안부를 

묻는다. 지은 책으로 『시골에서 농사짓지 않고 사는 법』이 있다.

에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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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안 모레노 지음

인문/교양, 요리, 휴먼 에세이

2012년 12월 출간 예정

미슐랭 스타 셰프부터  

맥도날드 요리사까지, 특별한 사연과  

철학을 가진 세계의 요리사들!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시위 현장에서 요리를 하는 남자, 4만 

달러짜리 요리를 만드는 뉴욕의 요리사, 요리 책 한 번 본 적 

없지만 감옥에서 요리를 하는 요리 천재, 나이로비 최대의 

쓰레기 처리장에 레스토랑을 연 여자, 이탈리아에서 요리사가 

되려고 올림픽 경기에 참여한 보스니아의 엘리트 전사, 

인터넷에서 가장 방문객이 많은 요리사 등 세상에서 가장 독특한 

이력을 가진 요리사들을 소개한다. 독특한 환경에서 독특한 요리 

철학을 선보이는 요리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요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악마의 요리(가제)

후안 모레노 Juan Moreno

1972년 스페인에서 태어나 뮌헨 저널리스트 학교를 졸업했다. 

2007년까지 《쥐트도이체 차이퉁》에 칼럼을 썼다. 현재 베를린에 

살면서 《슈피겔》 지의 리포터로 일하고 있다.

사진 미르코 탈리에르시오 Mirco Taliercio

1966년 바이덴에서 태어났다. 프리랜서 사진가로 《슈테른》 지와 

《슈피겔》 지에 사진을 게재하고 있다.

Teufelsköche

에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