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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그레이트북스
인류의 위대한 지적 유산을 집대성한다 는 취지 아래 동양과 서양의 고전들을 총망라할 한길그레이트북스는
인문학의 중요성과 아울러 사상적 맹아들을 추적함으로써 1980년대 사회과학 위주의 학문으로 치중되었던 우리의
학문풍토에 한층 더 풍부한 문화적 토대를 형성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가 축적해온 사회발전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포괄하여 보다 나은 미래사회를 위한 사상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인간화된 과학을
추구하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1

관념의 모험
A. N. 화이트헤드 지음｜오영환 옮김
20세기 가장 탁월한 철학자 화이트헤드의 대담한 지적 모험이 담겨 있는 이 책은 심오한 관념(idea)이 인간성을
향상시켜왔다는 관점에서 인류문명의 역사를 명쾌하게 해석하고 있다. 관념의 모험 에는 화이트헤드의 문명론,
사회 역사 철학뿐만 아니라 과학론 미학, 그리고 그의 형이상학이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있어 화이트헤드 사상
의 진면목을 가장 잘 드러낸 저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존 듀이는 화이트헤드의 유기체의 철학 에 대하여 철학에의 혁명적 공헌 이라는 찬사를 보냈으며, 허버트 리
드는 화이트헤드를 20세기의 데카르트 라고 극찬했다.
서설｜인간의 영혼｜인도주의의 이상｜자유의 양상｜힘에서설득으로｜예견｜자연의 법칙｜우주론｜과학과철학｜새로운 종교개
혁｜객체와주체｜과거, 현재, 미래｜계기들의군집｜현상과실재｜철학적방법｜진리｜아름다움｜진리와아름다움｜모험｜평화
신국판 양장본 468쪽 값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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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형태론
M. 엘리아데 지음｜이은봉 옮김
엘리아데의 생애 가운데 가장 의욕적인 시기에 씌어진 종교형태론 은 그의 종교학 방법의 핵심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사상의 중요한 테마가 모두 제기되고 있어 이후에 쏟아져 나온 많은 저서들이 이 책의 내용
을 반복하면서 보다 더 전문화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즉 종교형태론 은 엘리아데의 전 사상
체계의 원천이자 총집대성이다. 엘리아데의 학문적 업적은 유럽문명의 우월성에 대한 비판과 제3세계의 문화적
뿌리에 대한 정당한 평가, 그리고 동양학 전반에 걸친 그의 학문 방법론의 응용에 있다.
성(聖)의 구조와 형태｜천공과 천공신｜태양과 태양숭배｜달과 달의 신비학｜물과 물의 상징｜성스러운 돌：에피파니, 표시, 형태
｜대지, 여성, 풍요｜식물：재생의 상징과 의례｜농경과 풍요의 의례｜성소：사원, 궁전, 세계의 중심 ｜성스러운 시간과 영원한
재생의신화｜신화의형태와기능｜상징의구조
신국판 양장본 618쪽 값 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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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철학사 I
S. 라다크리슈난 지음｜이거룡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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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다크리슈난의 인도철학사 는 인도사상의 여명기부터 중세의 철학파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철학 체계들을 탁
월한 상상력으로 재구성하고, 각 학파들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시하고 있다. 라다크리슈난에 따르면, 철학사는
그 존재자각과 이로부터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총체성의 문제로서 철학 그 자체여야 한다. 그리고 철학사가 죽고
없는 저자들과 그들의 저술들에 관한 목록 이상이 되려면, 역사가는 단순히 기계적인 넝마주의가 아니라 비평가
혹은 주석가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도철학사 는 씌어졌으며, 동서의 고전으로 널리 읽히는 이유도
바로 이런 점에 있다.
리그베다 의찬가들｜우파니샤드로이행｜우파니샤드의철학
신국판 양장본 382쪽 값 1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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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철학사 II
S. 라다크리슈난 지음｜이거룡 옮김
인도철학사 I 이 베다와 우파니샤드로 나타나는 사색의 결실을 담고 있다면, 인도철학사 II 는 인도의 토착적
인 요소가 인도 사상에서 전면으로 부상하는 시기, 즉 기원전 6세기부터 기원후 2세기까지의 사상을 다루고 있
다. 이 책에서 라다크리슈난은 베다의 권위에 도전한다는 측면만 부각됨으로써 인도철학사에서 예외로 취급받았
던 유물론, 자이나교, 불교에 대해 다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한편 힌두교에 동화되면서 인도에서 자연사할
수밖에 없었던 불교에 대해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으면서도, 베다나 우파니샤드의 형식적인 제의식과 달리
바가바드 기타 가 불가촉천민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해탈 가능성을 인정하고 이들을 감싸안음으로써 지금까지
도 가장 널리 애송되는 경전이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유물론｜자이나교의다원론적실재론｜초기불교의윤리적관념론｜서사시의철학｜ 바가바드기타 의유신론｜종교로서의불교｜
불교의부파
신국판 양장본 632쪽 값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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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의 사고
C. 레비-스트로스 지음｜안정남 옮김
문명인의 사고와 본질적으로 다른 미개의 사고 는 과연 존재하는가. 레비-스트로스는 이 절대적 환상을 해체한
다. 자신감에 찬 서구인들의 전통적 미개인관에 대한 근본적 비판서 야생의 사고 는 미개인이라고 불리는 사람
들의 사고의 깊이와 내재적 논리구조를 밝혀낼 뿐 아니라 서구인이 갖고 있는 2차적 본성인 과학 또는 철학의
방법론적 선입견을 벗겨냈다. 그리하여 문자 이전의 사회를 연구하는 사람들, 특히 인류학자들에게 무한히 다양
한 표현들 밑에 깔려 있는 인간사고의 유형을 발견할 수 있는 희망 을 갖게 하였다. 야생의 사고는 이러저러한
미개인의 사고가 아니라 어떤 기호를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공리와 공준(共準)과의 체계이다. 또한 신화적 사
고 와 구체의 논리 로 표현되는 사고이다. 이 책이 서구 지성계에 준 충격은 바로 서구문화의 자기중심적 우
월적 사고에 대한 준엄한 비판에 있다.
구체의 철학｜토템적 분류의 논리｜변환체계｜토템과카스트｜범주, 원소, 종, 수｜보편화와특수화｜종으로서의개체｜되찾은시
간｜역사와변증법
신국판 양장본 426쪽 값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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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의 구조인류학
에드먼드 리치 지음｜신인철 옮김
인류학사에서 에드먼드 리치는 영국의 기능주의 인류학과 프랑스의 구조주의 인류학을 성공적으로 결합시킨 학
자로 그 위치를 자리매김할 수 있다. 리치의 저작들은 메마르기 쉬운 구조주의에 기능주의적 풍요를 가져다주었
고, 이론적 빈약을 겪던 기능주의에 구조주의의 엄밀성을 더해주었다. 성서의 구조인류학 은 기능주의와 구조
주의 결합의 결정판이다. 이 책을 관통하고 있는 기본 주장은 성서는 종교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고, 그 메시지
는 신화나 설화 등이 가지는 표면적 의미에서 즉각적으로 추론될 수 있는 것 이상의 그 무엇을 담고 있다는 것
이다. 즉 성서는 신비를 담고 있고, 신비는 성서에 어떻게든 코드화되어 있으며, 그 코드는 해독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세기성서연구의인류학적접근들｜모세에게왜누이가있었는가｜멜기세덱과황제：정통의상(像)과역전의상(像)｜반(反)장르
론：성서의비유는감추어진것인가, 드러난것인가｜롯의아내의운명：성서신화에서구조적매개｜카인의징표
신국판 양장본 380쪽 값 1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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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화과정 I
노르베르트 엘리아스 지음｜박미애 옮김
노르베르트 엘리아스는 문명화과정 에서 사회변동과 인성구조의 변화를 연결함으로써 현재 사회학이론에 부과
된 시대적 과제인 미시적 관점과 거시적 관점의 통합을 이미 1930년대에 실현했다고 할 수 있다. 주체적인 측
면을 강조하는 점에서 그의 문명이론은 미드의 상징적 상호교환이론이나 현상학적 사회학 등의 미시사회학을
선취하였다. 제1권에서는 문명과 문화 개념에 대한 상세한 고찰 위에 서구 상류층 사람들의 일상의례를 역사적
비교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는 여러 세기에 걸쳐 라틴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영어, 독일어로 씌어진
일상예법의 전범들을 광범위하게 섭렵한 끝에 그 내용이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 점차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증한
다.
독일에서 문화 와 문명 의대립이발생하게된사회적기원｜프랑스에서문명개념의사회적발생근거｜ 시빌리테 개념의역사｜
중세의일상의례｜르네상스시대의행동변화문제｜식사중의행동｜생리적욕구에대한태도의변화｜코를푸는행위에관하여｜침
뱉는행위에관하여｜침실에서의행동에관하여｜이성관계에대한사고의변화｜공격욕의변화｜기사의생활풍경
신국판 양장본 426쪽 값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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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과 병리
조르주 캉길렘 지음｜이광래 옮김
캉길렘의 정상과 병리 는 생명 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밝힌 책이다. 이 책에서 캉길렘이 주장하는 주제는 생명
이라는 현상, 질병이라는 현상이 순수하게 과학적인 사실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에는 가치
의 문제가 개입되기 때문이다. 캉길렘에 의하면 정상이란 생명의 규범에 대한 표현이다. 하지만 생명의 규범은
정상 상태 때보다 오히려 일탈 상태에서 더 잘 인식된다. 생물에게는 질병도 생명의 규범에 따르기 때문이다.
과학철학자 바슐라르의 제자이자 푸코의 스승이었던 캉길렘은 프랑스 과학인식론의 맥을 잇고 있는데 그의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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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적인 생명과학인 생물철학과 의학철학으로 알튀세, 드장티, 세르, 발랑, 다고네 등 캉길렘 학파를 형성하였다.
병리적 상태는정상적 상태의 양적변화에 지나지 않는가｜정상과병리의과학은존재하는가｜사회적인것으로부터생명적인것으
로｜인간의유기적규범에대하여｜병리학에서의새로운개념：오류
신국판 양장본 334쪽 값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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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조건
한나 아렌트 지음｜이진우 태정호 옮김
한나 아렌트는 유태인으로서 근대적 근본악을 온몸으로 경험하였으며, 철학자로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인간조
건을 사유하였다. 한나 아렌트에게 어떻게 근본악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중요한 철학적
화두였다. 인간의 조건 은 이전에 나온 전체주의의 기원 과 이후에 나온 정신의 삶 에 이르는 철학적 여정에
서 나타난 근본악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그러므로 아렌트의 저서들은 자신의 철학적 화두에 대한
답으로 시도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책의 의의는 세계에 관해 단순히 관조하고 성찰하는
형이상학적 전통을 넘어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실천철학적 방향을 제시한다는 데 있다.
활동적삶과인간의조건｜활동적삶의개념｜영원성과불멸성｜인간：사회적동물인가아니면정치적동물인가｜공론영역：공통
적인것｜사적영역：소유｜인간활동의지위｜우리신체의노동과우리손의작업｜세계의사물성｜노동과삶｜소비자의사회｜세
계의 지속성｜사물화｜도구성과 노동의 동물｜세계의 영속성과 예술작품｜말과 행위 속에 드러나는 인격｜인간사의 그물망과 그
속에나타나는이야기들｜예측불가능성과약속의힘｜세계소외｜우주과학대자연과학｜노동하는동물의승리
신국판 양장본 4 16쪽 값 18,000원

12

혁명의 시대
에릭 홉스봄 지음｜정도영 차명수 옮김｜김동택 해제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홉스봄은 1789년부터 1848년 사이의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이라는 이중혁명 을 전체사
의 관점에서 서술한다. 영국에서는 이 혁명이 100년이라는 시차를 두고 자생적으로 일어나 근대시민사회를 수
립하였다. 그러나 영국 이외의 유럽 대륙의 여러 나라들에서는 프랑스 대혁명을 기폭제로 시민혁명과 산업혁명
이 동시에 폭발하여 진행됨으로써 그 충격은 유럽 봉건사회의 구체제를 근본적으로 붕괴시키고 급격하게 근대
시민사회를 수립하게 하였다. 홉스봄은 이중혁명의 전개 과정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체계화해냄으로써 서양 근대
사에서 가장 중요했던 이 시기를 세계사 전면에 끌어냈다.
1780년대의 세계｜산업혁명｜프랑스 혁명｜전쟁｜평화｜혁명｜민족주의｜토지｜산업세계를 향하여｜재능에 따른 출세｜노동빈
민｜이데올로기：종교｜이데올로기：현세｜예술｜과학｜결론：1848년을향하여
신국판 양장본 592쪽 값 22,000원

13

자본의 시대
에릭 홉스봄 지음｜정도영 옮김｜김동택 해제
홉스봄은 이 책에서 19세기 중반의 제3,4분기에 해당하는 약 30년간의 유럽 역사를 주로 다루고 있다. 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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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유럽의 역사를 나라별 또는 테마별로 다룬 연구서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으나, 이것들을 하나의 통일된 역사
상(歷史像)으로 종합하여 19세기 중반 유럽의 통사로 엮어낸 책은 드물다. 아래로부터 위로의 역사 라는 시각
에서 기술된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종래의 상궤적(常軌的)인 역사서술 방식에서 맛볼 수 없는 매우 독특한 감동
을 받게 된다. 누구에게나 가장 낯익은 사건, 극적 요소라고는 없는 일들까지도 새삼스러이 솟구치는 감흥으로
단숨에 읽어내리지 않을 수 없게, 전혀 새로운 의미를 띤 역사적 풍경화로 생동감 있게 펼쳐 보이고 있다.
여러 국민들의 봄 ｜대호황｜하나가된 세계｜분쟁과전쟁｜국민들의형성｜민주주의세력들｜패배자들｜승리자들｜변화하는사
회｜토지｜인간의이동｜도시 산업 노동자계급｜부르주아의세계｜과학 종교 이데올로기｜예술｜결론
신국판 양장본 608쪽 값 22,000원

14

제국의 시대
에릭 홉스봄 지음｜김동택 옮김
이 책은 세계 자본주의의 형성과 발전이 이루어졌던 장기(長期) 19세기 에 관한 논술이자 그의 역사 3부작의
마지막 권에 해당한다. 저자가 세 권의 책을 통해 밝히고자 했던 것은 19세기의 역사적 위치를 이해하고 설명
하는 것, 과거를 검토함으로써 현재를 이루고 있는 뿌리를 추적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응집된 전체로서의
과거를 드러내는 것이다. 홉스봄은 제국의 시대 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커져가는 어려움과 두려움의 시대였지만,
부르주아가 만들어놓은 세계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시대였다고 파악한다. 그러나 그는 19
세기의 역사가 그러했듯이 미래의 역사가 어떤 희망의 역사가 될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주장도 하지 않는다. 미
래의 역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혁명 100주년｜경제가 속도를 바꾸다｜제국의시대｜민주주의의정치｜세계의노동자들｜휘날리는깃발：민족들과민족주의｜누
가 누구인가? 부르주아의 불확실성｜신여성｜변화된 예술｜손상된 확실성：과학｜이성과 사회｜혁명을 향하여｜평화에서 전쟁으
로｜글을마치며
신국판 양장본 640쪽 값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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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경세유표 I II III
정약용 지음｜이익성 옮김｜김태영 해제
우리나라 실학의 집대성자인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의 경세유표 는 다산이 그의 노작을 말하면서 내세웠던
일표이서(一表二書) 중에서도 제일 먼저 꼽을 만큼 다산의 방대한 저술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경세
유표 는 국가 전체의 체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쓴 것으로 우리나라의 현실적 사정을 염두에 두며 구체
적으로 설계한 이상적 국가형태를 담고 있다. 인습에 인습을 더해온 당시의 현실 정치구조는 어느 것 하나 병
들지 않은 것이 없었으며, 이러한 모순을 혁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약용은 국가 체제 전반의 개혁을 주장한
것이다. 실학의 국가개혁론으로 독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경세유표 는 우리나라 전근대 역사를 총체적으
로 집약해둔 원천적 문헌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각 책의 말미에 원본을 수록하여 연구자의 편의를 도모
하였다.
신국판 양장본 각권 700쪽 내외 각권 값 2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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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바드 기타
함석헌 주석｜이거룡 해제
베다 나 우파니샤드 와는 달리 언제나 서민 대중의 삶 속에서 호흡해온 대중들의 경전 바가바드 기타 는 인
도의 모든 지역, 모든 계층이 공유하며 다양한 인도를 하나로 묶는 공통분모격으로서 힌두교의 살아 있는 성전
이라 할 수 있다. 현대에 들어서도 바가바드 기타 는 영국 식민지에 대한 스와라지 운동을 주도했던 틸라크나
마하트마 간디, 오로빈도 고슈, 라다크리슈난, 타고르 등 수많은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
었다. 쿠르크셰트라 전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무대로 하는 바가바드 기타 는 바로 이 전쟁이 벌어지려고 하는
찰나에 전쟁에 대한 대의명분을 가지고 전쟁터로 나갔으나 상대편 군대에서 자기의 혈족들을 바라보고는 고뇌
에 빠지게 되는 아르주나와 크리슈나의 대화를 기록한 것이다.
아르주나의 고민｜삼캬 요가｜카르마 요가｜즈나나 카르마산야사요가｜내버림의요가｜진정한요가｜즈나나비즈나나요가｜브
라마 요가｜왕지식과 왕신비｜거룩하신 능력｜일체상｜박티요가｜밭과밭알이와그분별｜3성분별｜멸(滅)과불멸(不滅)을초월
하는지상자아｜거룩한바탈과귀신바탈｜세종류의신앙｜내버림에의한해탈
신국판 양장본 530쪽 값 20,000원

19

시간의식
에드문트 후설 지음｜이종훈 옮김
후설의 현상학에서 시간의식 은 논리학에서 인식론으로 관심을 전환한 이래 의식의 흐름 전체를 탐구함으로써
선험적 현상학에 이르는 사상적 발전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거점이다. 그는 그후에 출간된 저서들 모
두에서 비록 이 책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그 내용을 빈번히 인용하면서 자신의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시간의식의 분석은 선험적 현상학과 생활세계적 현상학 혹은 정태적 현상학과 발생적 현상학을 통일적으
로 연결하는 고리로서 후설 현상학의 총체적 모습을 밝혀주고 있다. 또한 의식이 체험하고 의미를 부여한 주관
적 시간은 객관적 세계시간보다 근원적이라는 점을 해명함으로써 실존철학이 발전할 수 있는 구체적 토대를 마
련하였다. 의식의 흐름 을 생생하게 기술한 것은 프루스트, 조이스, 울프, 포크너 등의 심리소설 기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시간의 근원에 관한 브렌타노의 학설｜시간의식의 분석｜시간과시간객체들의구성단계들｜1905～1910년 시간의식의분석에대
한부록과보충들
신국판 양장본 270쪽 값 15,000원

20 2 1

우파니샤드 I II
이재숙 옮김
기원전 8세기부터 기원전 3세기까지 인도인들은 놀랄 만큼 정밀하게 인간과 자연과 우주에 관하여 탐구하고 성
찰하고 분석했다. 그 탐구 분석 성찰의 성과가 바로 우파니샤드이다. 이전의 베다의 전통 속에서 형성된 우파
니샤드는 이후 힌두교, 불교, 자이나교뿐만 아니라 인도 사상의 원천이 되었다. 우파니샤드는 인간이 그 자신에
대하여 던지는 근본적인 물음들이 가득 차 있으며, 깨달음의 길로 자연스럽게 가도록 인도해준다. 우파니샤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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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사상사의 값진 유산으로 꼽는 이유는, 우파니샤드가 인간이 공통으로 갖는 정신세계와 자아추구의 문제에
대하여, 가장 깊숙이,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샤 우파니샤드｜께나 우파니샤드｜까타 우파니샤드｜쁘라샤나 우파니샤드｜문다까 우파니샤드｜만두끼야 우파니샤드｜찬도기
야우파니샤드｜슈베따슈바따라우파니샤드｜아이따레야우파니샤드｜따이띠리야우파니샤드｜브리하다란야까우파니샤드｜까우
쉬따끼 우파니샤드｜마이뜨리 우파니샤드｜수발라 우파니샤드｜와즈라수찌 우파니샤드｜자발라 우파니샤드｜빠잉갈라 우파니샤
드｜까이왈리야우파니샤드
신국판 양장본 합 928쪽 각권 값 18,000원

22

현대정치의 사상과 행동
마루야마 마사오 지음｜김석근 옮김
현대 일본 지성의 최고봉 마루야마 마사오. 노벨 문학상 수상자 오에 겐자부로는 마루야마 마사오에 대해 일
본의 다양한 전문분야의 지식인들에게 공통의 언어 를 제공해준 석학으로 평가하였다. 그의 정치학은 일본의
정치학을 근대적인 학문으로 확립시키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데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아울러
일본의 근대성 의 연원을 밝히는 독자적인 학풍을 성립시킴으로써 그는 일본 최고의 정치사상사학자 로서 그
자체로 마루야마정치학 으로 불리고 있다. 그의 주저인 현대정치의 사상과 행동 은 일본파시즘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비판뿐만 아니라 인간과 정치, 권력과 도덕, 지배와 복종, 정치권력과 같은 정치학의 보편적인 주제들에
대한 통찰로 양심적 지식인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초국가주의의 논리와 심리｜일본파시즘의 사상과 운동｜군국지배자의 정신형태｜어느 자유주의자에게 보내는 편지｜일본에서의
내셔널리즘｜ 현실 주의의 함정｜전전(戰前)에있어서일본의우익운동｜서구문화와공산주의의대결｜래스키의러시아혁명관과
그 추이｜파시즘의제 문제｜내셔널리즘 군국주의 파시즘｜ 스탈린비판 에서의정치의논리｜과학으로서의정치학｜인간과 정
치｜육체문학에서육체정치까지｜권력과도덕｜지배와복종｜정치권력의제문제｜현대에서의태도결정｜현대에서의인간과정치
신국판 양장본 696쪽 값 25,000원

23

인간현상
테야르 드 샤르댕 지음｜양명수 옮김
샤르댕의 사상은 20세기 후반을 풍미했다. 자연과학의 발달로 공허해진 정신세계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었던
것이다. 정신세계를 자연과학과 별개로 두지 않고 과학을 통해 정신세계를 마련하는 일, 거기에 샤르댕의 업적
이 있고 바로 그 때문에 그의 영향력이 컸다. 그의 진화론은 물질의 내면을 주장하면서 인류의 미래를 내다보
는 데까지 이르러 물질과 정신을 하나의 연결선상에서 파악하는 독특한 사상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생각의 과감함이나 남다른 점은 제쳐놓고라도 저자가 확인해주는 하나됨에 담긴 깊은 뜻 에 놀라게 된다.
이 책에서 우리는 그가 밝힌 우주의 하나됨이 우주 현상학에 크게 공헌했음을 볼 수 있다.
우주의 바탕｜사물 안｜청년 지구｜생명의 출현｜생명의 팽창｜땅－어머니｜생각의 등장｜펼쳐지는 얼누리｜현대 세계｜집단 출
구｜집단을넘어：큰사람｜세상의끝
신국판 양장본 300쪽 값 15,000원

2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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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민주주의 I II
A. 토크빌 지음｜임효선 박지동 옮김
민주적인 사회변동을 옹호한 대표적 자유주의 사상가 알렉시스 드 토크빌. 미국의 민주주의 는 토크빌의 조국
인 프랑스를 미국이라는 거울에 비추어본 결과의 소산물이다. 미국의 행형제도를 연구하기 위해 동료인 보몽과
함께 미국을 방문했다가 전례없는 사회적 평등과, 신분적 차별의 부재를 보고 큰 충격을 받은 토크빌은 프랑스
의 낙후된 정치상황에 대해 사회적 변화의 필요성을 공감, 이 책을 저술하게 된 것이다.
새로운 경험에 조응하는 새로운 정치학의 필요성에 의해 저술된 미국의 민주주의 는 가치중립적인 초연한 과
학자의 저작이 아니다. 토크빌은 이 책에서 자신의 운명을 수정하는 능력 을 갖춘 시민의 능동성을 강조하여
온갖 종류의 역사적 결정론을 거부하였다. 이 책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그의 사상적 핵심은 바로 인간의 실
천적 능력에 대한 확신이다.
북아메리카의 외형｜영국계 아메리카인들의 기원과, 그들의 미래와 관련한 그 기원의중요성｜영국계 아메리카인들의 사회상태｜
아메리카의 주권재민 원칙｜타운제도와 자치기구｜합중국의사법권과 정치사회｜합중국의정치적 재판관할권｜연방헌법｜합중국
의민권지배의원리｜합중국의정당｜합중국의언론자유｜합중국에있어서의정치결사｜합중국의민주정치｜아메리카민주주의의
장점｜합중국에 있어서 다수의 무제한한 권력과 그 결과｜다수의 폭정을완화하는 요인｜합중국에 민주공화정을유지시켜주는 주
요 원인｜합중국에 거주하는 세 종족의 현황과 전망｜결론｜민주주의가 아메리카지식인의 행동에 미친영향｜민주주의가 아메리
카인의감정에미치는영향｜풍습에대한민주주의의영향｜민주주의적사상과감정이정치사회에미치는영향
신국판 양장본 합 922쪽
제I권 값 20,000원 제II권 값 17,000원

26

유럽학문의 위기와 선험적 현상학
에드문트 후설 지음｜이종훈 옮김
현상학의 창시자 후설은 현대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모든 학문의 근원과 인간성의 목적을 철저
히 반성함으로써 철학의 참된 출발점을 근원적으로 건설하는 데 있다고 파악하였다. 후설에 의하면, 있는 사실
의 문제 만 소박하게 추구하고, 어떻게 있어야 하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성의 문제 를 해명하지 않는 사실과
학은 단순한 사실인(事實人)을 만들 뿐이라고 강조하였다. 단순한 사실인이 아닌, 보편적 이성을 통해 세계를 해
석하고 인류사회의 진정한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바로 이 책의 주제이다. 후설의 저서 중에
서 가장 쉽게 그의 철학사상을 엿볼 수 있는 유럽학문의 위기와 선험적 현상학 은 이후 많은 철학자들의 기본
텍스트가 되었다.
유럽 인간성의근본적 생활위기로 표현되는학문의 위기｜근대의물리학적객관주의와선험적주관주의가대립한근원의해명｜선
험적문제의해명과이에관련된심리학의기능｜부록
신국판 양장본 658쪽 값 25,000원

27 28

삼국사기 I II
김부식 지음｜이강래 옮김
삼국사기 는 고려 인종 23년(1145)에 찬진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세 왕조를 대상으로 한 기전체 역사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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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하는 최고의 역사서이자 한국역사 연구의 가장 기본적인 사료인 삼국사기 는 지금까지 신라 위주의 역사
서술로 그 비판의 주요 대상이었으나, 사료적 가치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김부식과
삼국사기 를 너무나 동일선상에서 가치평가함으로써 삼국사기 의 진정한 면모를 파악하지 못했다. 더군다나
일차 사료로서의 삼국사기 에 대한 경직된 평가기준은 역사 그 자체를 오해하는 데까지 이르게 했다. 이 책
은 삼국사기 에 대한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킴과 더불어 한글세대에 맞는 정본을 염두에 두고 완역해낸 역저이
다.
신국판 양장본 각권 450쪽 내외 각권 값 22,000원

29

原本 三國史記
김부식 지음｜이강래 교감
이 책은 삼국사기 에 대한 정확한 사료적 검증작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전적으로서 교
감의 근거가 된 자료명을 각 교감기의 괄호 안에 밝혀 역사 연구자는 물론 일반 독자들도 쉽게 삼국사기 를
이해할 수 있게 배려하였다. 이 책은 조선 중종 7년(1512)에 간행된 삼국사기 , 즉 세칭 정덕본(正德本) 혹은
임신본(壬申本) 삼국사기 를 1931년에 영인한 고전간행회본 삼국사기 를 다시 축소 영인한 것이다.
신국판 양장본 502쪽 값 22,000원

30

성과 속
M. 엘리아데 지음｜이은봉 옮김
이 책은 성과 속이라는 대립된 개념을 가지고 종교를 새로운 지평에서 이해하고 있다. 성과 속이라는 두 개의
대칭적인 잣대를 들이대보면 원시인과 현대인이 종교적 인간 으로서 동일한 지평에 서 있음을 볼 수 있다. 엘
리아데의 종교사와 종교현상에 관한 해박한 지식, 독창성 등이 없었다면 이런 저작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는
성과 속의 잣대를 이용하여 시간과 공간, 우주와 자연, 인간의 삶 자체를 꿰뚫어봄으로써 종교적 인간과 비종교
적 인간이 실상 동일한 실재 앞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비록 자신이 비종교적 인간이라고 여기는 사람
일지라도 감추어진 형태로 남아 있는 현대의 신화나 의례에 의해 여전히 성스러움의 기억을 무의식 가운데 감
추고 있음을 그는 실증하고 있다.
성스러운공간과세계의정화｜성스러운시간과신화｜자연의신성과우주적종교｜인간의실존과성화된생명｜연대기적고찰
신국판 양장본 240쪽 값 12,000원

31

슬픈 열대
C. 레비-스트로스 지음｜박옥줄 옮김
현대 구조주의 사상의 새로운 장을 개척한 레비-스트로스는 기존의 인류학 연구방법론은 물론, 인문학을 비롯한
사회과학 전반에 인식론적 전환을 가져온 독특한 사유체계를 창시한 대학자이다. 현대에 씌어진 가장 탁월한 기
행문학으로 전세계의 광범위한 독자층에 일대 충격을 준 슬픈 열대 는 레비-스트로스가 브라질에 체류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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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한 네 원주민 부족에 관한 민족지(民族誌)이다. 그러나 이 책은 단순한 민족지의 차원을 넘어 저자 자신의
사상적 편력과 청년기의 체험, 인류학을 자신의 학문영역으로 설정하게 된 동기와 과정 등을 지적 자서전의 형
식으로 기술하고 있다. 서구인의 이분법적 사유방식에 대한 준엄한 비판서로서 이 책의 가치는 20세기 최고의
인류학 저서임에 틀림없다.
여행의마감｜여로에서｜신세계｜대지와인간｜카두베오족｜보로로족｜남비콰라족｜투피카와이브족｜귀로
신국판 양장본 768쪽 값 25,000원

34

문명화과정 II
노르베르트 엘리아스 지음｜박미애 옮김
제1권이 인간의 문명화과정을 개인사적인 측면에서 살펴본 것이라면 제2권은 이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살펴보고
있다. 의례의 세련화, 즉 문명화과정의 뒷면에는 지방에 분산되었던 물리적인 폭력수단이 궁정으로 집중되고 사
회 내부의 평화가 달성된 역사적 과정이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국가형성의 동태에 의해 파악한다. 즉 서구 중
세사회와 근대사회의 구조적 차이를 통해 문명화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중세사회는 물리적인
폭력이 지방분권화되는 경향으로 특징지어졌던 데 반해 근대사회는 국가의 형태로 재결합되면서 중앙집권화 경
향을 보이며 이러한 맥락 속에서 국가형성은 사람들을 길들이고, 평화롭게 하고, 문명화한다는 것이 엘리아스의
해석이다.
중세의세력결합태에서중앙집중적힘과지방분권적힘들｜십자군전쟁의사회발생사에관한몇가지관찰들｜고대사회와비교하여
중세사회구조의 새로운요소들｜부상하는 왕가의 첫무대：한영토의테두리안에서의경쟁과독점형성｜영국과프랑스그리고독
일발전과정에서의몇가지차이점에관한부설｜독점메커니즘｜조세권독점의사회발생사｜사회적통제에서자기통제로｜전사의
궁정화｜수치심과당혹감
신국판 양장본 456쪽 값 20,000원

35

불안의 개념
S. 키에르케고르 지음｜임규정 옮김
나의 슬픔은 엄청나며 끝이 없다. 오직 하늘에 계시는 하느님만이 그것을 아실 것이다. 아무도 나를 위로하려
고 하지 않는다. 하늘에 계시는 하느님 이외에는 아무도 나를 위로할 수 없다.
인간 정신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 그는 이처럼 유년 시절부터 전 생애를 통해서 불안과 동거하다시피 했다.
비길리우스 하우프니엔시스라는 익명으로 발표된 불안의 개념 은 철학사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실험성이 강하고 독창적이며, 단순히 이성에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까지 호소하는 특징을 지닌다. 무
에 대한 불안 , 즉 미래로 정향되어 있는, 그리고 모든 이의 내면에 있는 본래적 요소인 불안이 처음으로 논구
되는 곳은 바로 불안의 개념 에서다.
이 책은 인간의 내면 속에 본래적으로 도사리고 있는 불안의 실체를 생각하게 함으로써 바쁘고 복잡한, 그래서
우울하기만 한 오늘의 일상에 근본적인 해답을 제시해줄 것이다.
신국판 양장본 432쪽 값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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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마누법전
이재숙 이광수 옮김
종교 사회 정치 경제를 둘러싼 고대 인도인의 복합적인 생활양식을 잘 드러내고 있는 가장 권위 있는 성전
으로 전체 열두 개의 장, 2,683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다. 베다 와 우파니샤드 가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으로
사회 우주관을 다루고 있는 데 비해, 이 책은 그것을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개념으로 실체화시키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는 힌두의 가족관계, 삶의 가치관, 카스트, 성(性)관념, 종교적 이상, 재산관, 정치관계, 법체계,
정(淨)과 오염의 개념, 정화욕을 비롯한 여러 의례, 사회 규범, 출가인과 세속인의 관계 등 풍부한 자료가 담겨
있어 고대 인도에 관한 가장 중요한 사료일 뿐만 아니라, 귀중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백과사전이라 할 만하다.
세계창조｜세계의생성과소멸｜세계의유지｜마누의가르침｜다르마의원천｜유아기의의식｜학습자의다르마｜가장의다르마｜
노년의다르마｜왕의다르마｜혼종신분의다르마｜곤경시의다르마｜행위의귀결
신국판 양장본 536쪽 값 22,000원

37

사회주의의 전제와 사민당의 과제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 지음｜강신준 옮김
이 책은 1899년 출간되자마자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마르크스주의를 수정하고 그 수정을 정당화하기 위
해 집필된 이 책은 베른슈타인 자신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센 반발을 가져왔지만 그는 이에 굴하지 않고 마르크
스주의의 이론적 결함을 지적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자신의 입장을 계속 지켜나갔다.
부르주아 이론의 요소들을 일부 수용함으로써 마르크스주의 이론의 결함을 극복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정통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큰 물의를 일으켰다.
역사가 가르쳐주고 있듯이 대항기제가 소멸한 체제는 그때부터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
재의 체제가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인간의 욕망은 언제나 대안을 찾게 마련이다.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 는 그
런 점에서 새로운 세기를 맞이한 이때에 한번쯤 돌아볼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마르크스의 유산이라 할 만하
다.
신국판 양장본 376쪽 값 18,000원

39

성호사설
이익 지음｜최석기 옮김
경세치용학파의 거장 성호 이익이 독서를 하거나 사색을 통해 터득한 독자적인 생각을 비망록 형식으로 그때그
때 기록해둔 것을 모은 것이다.
그는 이 책에서 학자들이 실질을 추구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장구(章句)나 암송하는 당시 학문의 폐단을 직시하
고 그 원인이 과거제도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형이상학적인 문제에만 몰두하고 실천을 소홀히 하는 학문적
교조성을 맹렬히 비난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학문적으로는 주자 퇴계를 이어받고 실학에서는 율곡과 반계
의 사상을 수용 확장함으로써 합리적 사고와 고증적 태도로 변화를 추구한 성호 이익의 실학자다운 면모를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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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신국판 양장본 552쪽 값 25,000원

40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
윌리엄 제임스 지음｜김재영 옮김
근대 이후 서양지성사의 고전적 종교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연 훌륭한 책이다. 제임스에게 종교의 근원적인 의미
는 지성적이고 객관적인 표현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표현들을 존재하게끔 해준 종교적이고 내적인
경험들, 이를테면 양심의 갈등, 죄의식, 구원받았다는 확신, 소망, 기쁨, 감사, 겸손, 자비, 공허감 등등 인간 개
개인이 표현하는 감정들과 행위들 속에 놓여 있다. 종교전통의 객관적이고 외면적인 요소들을 상호 비교해보면
시대나 종파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종교적 경험의 표현이
공통적으로 깔려 있음을 제임스는 이 책을 통해 밝혀내고자 하였다. 바로 이러한 점이 제임스가 생각하고 있는
종교의 의미이다.
신국판 양장본 640쪽 값 25,000원

5 6

인도철학사 III IV(근간)
S. 라다크리슈난 지음｜이거룡 옮김

32

증여론(근간)
마르셀 모스 지음｜이상률 옮김｜류정아 해제

33

부정변증법(근간)
T. 아도르노 지음｜홍승용 옮김

38

의미의 논리(근간)
질 들뢰즈 지음｜이정우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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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역사를 탐험한다
아직까지 국내에 본격적인 인물평전 시리즈가 소개되지 않은 실정에서 분량으로나 전기의 권위로나 세계적인
수준의 평가를 받은 전기를 엄선하여 독자에게 선보이게 될 이 시리즈는 역사의 구체적 추동요인인 인물의 사상과
행동이 전체적인 역사의 틀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정밀하게 보여줄 것이다. 한 인물의 기록을 통해 한 시대,
한 사회를 조망하고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 속에서 시대의 흐름을 예시한 지성인들의 통찰력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전환기와 세기말의 혼돈 속에서 미래를 향한 새로운 좌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

히틀러
홍사중 지음
히틀러의 망령은 여러 가지 모습을 바꿔가면서 오늘에 이르도록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살아생전 히틀러는 나치
의 제복을 입고, 온갖 폭력적인 통제로 사람들을 다스렸다. 현대를 살고 있는 히틀러의 망령은 군복을 입지도
않았으며 물리적 폭력을 쓰지도 않는다. 히틀러로 하여금 정권을 장악하게 만든 1920년대 후반에서 1930년대
전반에 걸친 독일 사회와 오늘의 고도산업사회와는 크게 다르다. 히틀러에게 아낌없이 갈채를 보냈던 당시의 독
일 중산계급과 오늘의 중간계급도 엄청나게 다르다. 따라서 오늘의 파시즘이 1930년대와 똑같은 형태로 나타나
고, 또는 히틀러처럼 폭력적인 수단을 쓸 필요는 조금도 없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권력자를 사로잡는 권위
주의적인 사고와 권력에 굽히는 대중의 권위주의적 심리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 우리는 히틀러의 망령에 대하
여 계속 경계해야 하는 것이다.
히틀러 중사｜바이마르 공화국의 탄생｜당원 번호 555｜나치스당 탄생｜반유태주의｜나치스의이웃사촌들｜SA 돌격대｜뮌헨 반
란｜나치스당의재건｜바이마르공화국의말로
신국판 양장본 444쪽 값 10,000원

2

앙드레 말로
전설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피에르 드 부아데프르 지음｜이창실 옮김
행동하는 지식인으로 현대 프랑스 문화를 일구어낸 대작가 앙드레 말로! 그는 한마디로 전생애에 걸쳐 넓은 의
미의 문화 를 체화해낸 인물이다. 정치적 연설이나 강연회에서조차 그는 문화 라는 개념을 우선시하였으며, 그
의 모든 정치적 역정도 예술과 문화를 통해 형성되었다. 예술에 대해 어떤 전문적 교육도 받지 않았던 앙드레
말로가 방대한 분량의 미술관 기행 책을 냈다면 기이할까.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다. 가상의 박물관 이 그것이
다. 우리에게는 희망 과 인간의 조건 으로 소설가적 면모만이 소개되어 있지만, 실상 그는 전생애에 걸쳐 문
화와 예술을 통해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프랑스 문화의 기틀을 정초한 예술가 였다. 프랑스인의 일상생활에 갤
러리와 박물관을 친근하게 했던 앙드레 말로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문화 관료의 표본을 볼 수 있다.
죽음과 운명에 맞서다｜말로는 살아 있다｜앙드레 말로 연보｜앙드레 말로의집안에 대한 노트｜로렌스와말로｜말로와 공산주의
자들
신국판 양장본 340쪽 값 1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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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는 고발한다
드레퓌스사건과 에밀 졸라

N. 할라즈 지음｜황의방 옮김
드레퓌스사건은 서양사를 크게 장식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측면에 걸쳐 엄청난 파문을 던졌다. 이
사건은 박진감 있는 인간 드라마였으며 역사발전의 과정과 그 단면을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사건이었다. 무엇보
다도 이 사건에서는 진실과 허위의 문제가 부각되었다. 여기서 진실은 하나의 당위로서가 아니라 싸워야 할 구
체적인 행동으로 제시된다. 유태인 출신의 드레퓌스 대위가 허위 사실에 의해 대역죄의 무거운 죄명을 쓰면서
시작되는 이 사건은 프랑스대혁명의 정신적 가치를 또다시 시험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프랑스를 비롯한 전세계
지식인에게 양심의 문제를 다시금 진지하게 숙고하게끔 만들었다. 거기에는 나는 고발한다 라는 공개장을 로
로르 지에 기고한 에밀 졸라도 있었다. 인권 문제를 비롯하여 숱한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이 사건은 인간의 양심
과 진실에 대한 또 하나의 승리로 기록될 것이다.
반역자｜영웅과무뢰한｜진실을향한행진｜렌의수수께끼｜승리｜에필로그
신국판 양장본 4 12쪽 값 1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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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GIL RO RO RO

1958년 독일 작가 쿠르트 쿠젠베르크에 의해 첫 발간되기 시작해 현재까지 약 650여 권이 출간된 로로로
시리즈는 독일어권에서만 2천만 부가 팔렸으며, 영어 프랑스어 에스파냐어 일본어 중국어 등 10여 개 언어로
번역 출간되어 전 세계 독자들에게 전기물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한길사가 독일
로볼트(Rowohlt) 출판사와 저작권 계약을 맺고 독자 앞에 선보이는 한길로로로에는 각 권당 70여 컷의 귀중한
사진자료와 증언록 연보 참고문헌 등 다양한 자료가 실려 있다. 고대의 소크라테스부터 현대의 마릴린 먼로에
이르기까지 인류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다양한 방면의 인물을 통해 고급한 책읽기는 물론, 고전을 소화해내는
데 따르는 어려움에 길잡이 역할을 해줌으로써 폭넓은 교양 형성에 일조할 것이다.

1

아도르노
하르트무트 샤이블레 지음｜김유동 옮김
분석적인 통찰의 힘이 그러한 통찰을 생기게 한 고통과 비슷한 것이라면, 얼마나 상처받기 쉽고 실제로 얼마나
상처받았는가의 척도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아도르노의 철학일 것이다. (위르겐 하버마스)
아도르노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람 중 가장 섬세하고 날카로우며 비판적인 깊이를 지닌 두뇌 소유자 중의 한
사람이다. 스스로 창작도 하는 음악가이면서 동시에 분석적인 능력과 언어적인 표현력을 겸비하고 있다. 음악이
처한 현재의 상황에 대해 아도르노보다 더 잘 청중에게 이야기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토마스 만)
인간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아직 그 자신이 아니다. (아도르노)
프랑크푸르트에서의학창시절｜끌어들임과빠져나감｜마담, 당신손에키스를｜자유의작곡양식｜시의성있는철학｜직접성의비
판｜뉴욕의유럽인｜권위적인계몽｜사회학과경험연구｜이론과실천
국판 양장본 248쪽 값 8,000원

2

붓다
폴커 초츠 지음｜김경연 옮김
유럽이 그 밖의 다른 면에서는 아무리 발전했다고 해도 종교적인 면에서는 아직 옛 바라문들의 자유로운 소박
함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그 증거로 4천 년 전의 인도 사람들은 지금 우리보다 더 많은 생각을 했고, 더 많은
사유의 기쁨이 유산으로 물려지곤 했다. 저 바라문들은 사제들이 신들보다 강하다고 믿었고, 사제들의 힘은 관
습에 있다고 믿었으며, 한걸음 더 나아가 신들을 옆으로 내던졌던 것이다. 유럽에서도 언젠가는 그렇게 해야 할
일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사제이자 중재자는 더 이상 필요없게 되었다. 자기구원 종교의 스승인 붓다가 등장
한 것이다. 유럽은 문화의 이런 단계에서 얼마나 멀리 있는가! (프리드리히 니체)
한번 생성된 것은 모두 소멸할 수밖에 없다. 중단하지 말고 정진하라. (붓다)
나는 이렇게 들었다 ｜쇠퇴와 발흥｜사문이 된 가우타마｜깨달음｜ 신과 인간의스승 ｜가우타마의철학｜구원으로의 길｜사회
적문제들｜가우타마의죽음｜가우타마는누구였나?
국판 양장본 2 12쪽 값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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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니체
이보 프렌첼 지음｜강대석 옮김
니체와의 대결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으며 그에 대한 전제가 만들어진 것도 아니다. 이제까지 니체는 칭찬되고
모방되거나 아니면 매도되고 이용되었다. 니체의 말과 사유는 우리들에게 아직도 생생하다. 그와 우리들은 아직
역사적으로 간격이 형성될 만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이 사상가의 강점에 대한 평가가 성숙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간격이 형성된 후이다. (마르틴 하이데거)
나는 그대들에게 초인을 가르치노라.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이다. (니체)
한천재의교육｜낭만주의정신으로부터비극의탄생｜바이로이트의니체｜질병｜차라투스트라의나라로들어서다｜최후－십자가
에매달린자와디오니소스
국판 양장본 242쪽 값 8,000원

4

로자 룩셈부르크
헬무트 히르슈 지음｜박미애 옮김
말과 글의 장인, 풍부한 독서량과 강한 이론적 감각을 갖추었고 예리하고 재치에 넘쳤으며 어느 누구에게도 굽
히지 않았다. 이 전설적인 대담성과 불손함을 지닌 그녀는 등장하던 첫 순간부터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
켰고, 그녀가 대변했던 사람들로부터는 극렬한 증오를 한몸에 받았다. (카를 카우츠키)
앞으로 전진하려는 대중의 열망에 보탬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저지하는 데 한몫하는 이론은 실천에 추
월당하고 아무렇게나 한쪽 구석으로 밀리는 일밖에 경험할 것이 없다. (로자 룩셈부르크)
유년기－청소년기－대학시절｜사회민주주의 양떼들 속의한마리암늑대｜가장행복했던몇달｜당의연수원｜시민적제국주의로
부터프롤레타리아제국을향해｜철조망에갇힌여린마음｜스파르타쿠스｜독수리의죽음
국판 양장본 224쪽 값 8,000원

5

하이데거
발터 비멜 지음｜신상희 옮김
하이데거의 사유를 관통하는 폭풍우는, 흡사 수천 년이 지나간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거세게 휘몰아치는 저 플라
톤의 작품이 지닌 폭풍우와도 같이, 금세기에 뿌리를 둔 폭풍우가 아니다. 이 폭풍우는 까마득한 태곳적에서 불
어오고 있다. 이 폭풍우가 남긴 흔적이 곧 완성된 작품이며, 그것도 완성된 모든 것이 그러하듯 이 태곳적으로
귀환해가는 그런 것이다. (한나 아렌트)
만일 인간이 자신의 인간성을 위해 자유로워지고 인간성 안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찾는 일이 중요할 경우에는,
인간의 자유와 본성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휴머니즘은 그때마다 달라지게 될 것이다. (하이데거)
들어가는 말｜하이데거의 철학적 영향｜하이데거 사유의 전개과정｜하이데거 사유의 이중적인 주요동기｜시간이라는 지평에서의
존재에 관한 물음｜ 진리의 본질에 관하여 에서 제기된 하이데거의 진리물음｜예술과 알레테이아｜인간의 인간성｜알레테이아와
기술의본질｜시지음－사유함－언어｜알레테이아－사유의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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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판 양장본 334쪽 값 9,000원

6

도스토예프스키
얀코 라브린 지음｜홍성광 옮김
도스토예프스키는 항상 나에게 소중한 존재였다. 그는 어쩌면 내가 많은 문제에 대해 물어볼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는 또한 많은 문제에 대해 답변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진정한 그리스
도교 정신을 지닌 고상한 사람이었다. (레프 톨스토이)
도덕적인 이념은 종교적 감정에서 생겨난다. 논리는 결코 그것들을 정당화할 수 없다. (도스토예프스키)
유년시절｜투옥－사형판결－시베리아｜다시페테르부르크에－잡지－ 학대받은자 － 죽음의집의기록 ｜사랑과도박－ 세기 －
지하실의 수기 －또 한번 폴리나－투르게네프｜ 죄와벌 －재혼｜방랑시절－다시 도박과실패－투르게네프와의 결렬－도스토예
프스키와유럽｜ 백치 ｜러시아에서의새로운만남－ 미성년 ｜작품의영화｜소시마－푸슈킨연설－죽음
국판 양장본 288쪽 값 9,500원

7

T. S. 엘리엇
요하네스 클라인슈튀크 지음｜김이섭 옮김
엘리엇 앞에서 나는 그의 어두운 신비성이 명료함의 결핍은 아닌지를 끊임없이 자문하게 됩니다. 의무적인 형태
의 결핍, 그리고 내면적인 사물들을 예술이라고 불릴 수 있는 유리처럼 투명한 세계로 가다듬는 능력의 결핍,
만일 예술을 전통과 독창성의 균형이라고 한다면, 난해한 독창성에 있어서의 동화주의적인 내용을 고집한다는
것이 어쩐지 부족함을 감추려는 일종의 결함으로 여겨집니다. (고트프리트 벤)
예술가의 진보는 끊임없는 자기 희생, 개성의 끊임없는 소멸을 의미한다. (T. S. 엘리엇)
보이지않는시인｜출생과교육｜프루프록씨에서황무지로｜문학비평｜개종｜문화비평｜희곡실험｜종결과완성：네개의사중주
국판 양장본 286쪽 값 8,500원

8

앨프레드 히치콕
베른하르트 옌드리케 지음｜홍준기 옮김
앨프레드 히치콕의 영상 언어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나선형 형태의 카
메라 움직임이라든가 두려움이나 절망 같은 가장 은밀한 감정을 표현하는 그의 능력에 견줄 만한 것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잘 알고 있다. 불확실성을 느낄 수 있게 해주었다는 의미에서 그는 카메라의 지각 능
력을 확장시켰다고 할 수 있다. (앙드레 바쟁)
영화에 대한 나의 애정은 어떠한 도덕보다도 중요하다. (앨프레드 히치콕)
상인의 아들｜교회와 영화관 사이에서｜영화계에서 배우던 시기｜유명해진 젊은 감독｜무성에서 유성영화로｜서스펜스와 스릴러
의전문가｜실험과일상｜계속이어지는대작들｜ 앨프레드히치콕프리젠츠 ｜한시대가저물다
국판 양장본 240쪽 값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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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뭉크
마티아스 아르놀트 지음｜김재웅 옮김
뭉크는 아마도 예술가 못지않게 범죄자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캔버스에 안료를 칠하던 손이 칼을
휘두르거나 폭탄을 투척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앞에 있는 것은 일련의 그림들이다. 이 그림들은,
삶의 악몽을 그리지만 그때마저도 흡혈귀 같은 꿈들에 사로잡혀 있는 이 인물이 창조력 있는 화가요, 순수하게
회화적인 시선과 잣대를 갖고 있는 화가이자, 인간 내면에서 열화처럼 용솟음쳐 나오는 어두운 힘들의 증인일
뿐 아니라, 좀처럼 깨뜨릴 수 없는 마법을 거는 다정한 서정시인이요, 모든 것을 이해하는 멜랑콜리한 시선으로
어루만지며 잠들게 하는 시인이자 마법사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F. X. 살다스)
내가 기억하는 한 삶에 대한 공포가 나를 따라다녔다. (뭉크)
지옥에서나온그림들｜각인의시기－초년기｜이국의방랑자｜고향의은둔자
국판 양장본 274쪽 값 8,500원

10

하이젠베르크
아르민 헤르만 지음｜이필렬 옮김
하이젠베르크는 물음을 답하지 않은 채로 놓는, 그것을 조급하지 않게 우선은 불명확하게 상상의 틀 속에다 대
강 정리하는 아주 큰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직접 다루기가 가능하지는 않은 것처럼 보이는 새
로운 생각을 그냥 떠다니게 내버려두기를 좋아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을 우리의 부족한 오성에서 너무 쉽게
나오는 편견으로부터 격리하고, 우리의 제한된 환상과 너무 이른 비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생각
은, 그것이 사람들의 심한 비판에 의해 뿌리를 뽑히기 전에 먼저 성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겉으로 보기
에는 아무 희망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한스 페
터 뒤러)
100퍼센트의 진리는 없으며, 모든 것은 엄청나게 복잡하고 서로 뒤섞여 있다. (하이젠베르크)
왕립 막시밀리안 김나지움｜좀머펠트 밑에서의 철학공부｜수업시절, 방랑시절｜자연탐구자의포에지｜새시대의서광｜자유의섬
｜아인슈타인정신의정신｜잃어버린낙원｜새시대로｜독일과학의재건｜원자와정치｜뮌헨이빛나다｜세계공식
국판 양장본 238쪽 값 8,000원

11

루소
게오르크 홀름스텐 지음｜한미희 옮김
근본적으로 루소가 원한 것은 인간이 다시 자연상태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현재 처한 단계에서 자
연상태를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선하지만, 악하거나 미숙한 안내자와 실례에 의
해 전염당해 타락할 위험이 있다고 보았다. 인류가 갖고 있는 선천적인 악한 성향은 보편적인 인간 이성에 의
해 질책되고, 때로는 억제되기도 하지만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기 때문에 인류에 대한 도덕적인 교육문제는 여전
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마누엘 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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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스스로에게 부과한 법에 복종하는 것은 자유이다. (루소)
제네바호수가의어린시절｜ 방랑시대 ｜파리에서의경험｜첫명성｜몽모랑시의은자｜ 에밀 에서 사회계약론 까지｜자아로돌
아가다
국판 양장본 258쪽 값 9,500원

12

페스탈로치
막스 리트케 지음｜이온화 옮김
그는 그저 민중을 돕고자 했을 뿐이다. 그러나 그가 창안해낸 방법론은 민중을 흥분하게 하고, 민중과 교양인
계급 사이의 차이를 드러나게 하고, 그가 목적으로 했던 민중을 교육하는 대신 국가를 교육했다. 이것은 또 민
중에게 그리고 전 인류에게 비참함으로부터 솟구칠 수 있는 능력을 줄지도 모르겠다. (요한 고틀리프 피히테)
상황이 인간을 만들고, 인간은 상황을 만든다. 인간은 자신의 내면 속에 자신의 의지를 따르고자 하는 많은 다
양한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페스탈로치)
취리히시민으로서의애국활동｜결혼｜도시인에서농부로｜농부에서빈민교육자로｜빈민교육자에서작가로｜민중소설｜법제정
과 불법낙태｜프랑스 혁명의 명예시민｜나의 연구서｜타의에 의한 혁명가와 슈탄스에서의 교훈｜교육방법론｜교육방법론을 실천
하면서｜혁명가와복고주의｜폐교｜백조의노래
국판 양장본 304쪽 값 9,000원

13

톨스토이
얀코 라브린 지음｜이영 옮김
톨스토이는 흔하지 않은 손을 가지고 있다. 곱지 않고, 부풀어오른 정맥이 두드러지게 드러난 손이지만, 특별한
표현능력과 창조력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한 손은 아마 레오나르도 다 빈치도 가지고 있었으리라. 그러한 손으
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때때로 말할 때에 그는 손가락을 움직이고, 이들을 천천히 접어 주먹이 되게 하다
가 갑자기 이를 펼 땐 멋있고 중요한 말을 토해놓는다. 그는 신과 유사하지만, 기독교의 신이나 올림푸스 신이
아니라 황금 보리수 아래 단풍빛 왕좌에 앉아 있는 매우 근엄하지만 다른 모든 신들보다 교활한 러시아의 신
을 닮았다. (막심 고리키)
예술은 인간을 같은 느낌 속에 서로 묶으면서 인간의 합일을 이루는 수단이자 각 개인의 삶과 발전, 인류를
선에 이르게 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톨스토이)
톨스토이의 유년시절－시도와 투쟁｜초기 문학작품 개관｜여행－교육－문학｜결혼－ 전쟁과 평화 － 안나 카레리나 ｜위기로부
터 크로이처소나타 까지｜ 예술이란무엇인가 － 부활 －다른작품들｜톨스토이와소피아안드레예브나( 침실의비극 )｜톨스토
이의도피와죽음
국판 양장본 266쪽 값 8,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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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 울프
베르너 발트만 지음｜이온화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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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운동에 자극받은 그녀는 그녀의 가장 우수한 작품 중 하나인 감동적이고 자극적인 나 자신만의 방 을 썼
다. 그러나 여성운동은 그녀의 작품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책인 전투적인 3기니 가 씌어지게 된 것에 대한 책
임이 있고, 올란도 에 씌어진 별로 좋지 않은 일련의 문장의 원인이기도 하다. 페미니즘은 그녀의 모든 작품에
흔적을 남겼고, 그녀는 지속적으로 페미니즘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는 이 사회는 남성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확신했고, 남자들의 중요한 일은 피를 보는 것이고, 돈을 버는 것이고, 명령을 내리고,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라
고 확신했으며, 그리고 이러한 일들 중 그 어느 것도 감동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없다고 확신했다. (E. M.
포스터)
사랑도, 가슴도, 정열도, 섹스도 없는 이 불확실하고 몽상적인 세상이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관심을 갖
고 있는 바로 그 세상입니다. (버지니아 울프)
서언｜하이드파크게이트22번지｜레슬리스티븐｜블룸즈버리｜레너드｜호가스출판사｜경력｜앙가주망｜투신자살
국판 양장본 244쪽 값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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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흐
마르틴 게크 지음｜안인희 옮김
이 기회에 저 베르카의 선량한 오르간 연주자가 생각났다. 그곳에서 나는 처음으로 완전한 마음의 평정을 지니
고 어떤 외적인 혼란도 없이 당신들의 대가를 이해하게 되었다. 나는 혼자말을 했다. 영원한 하모니가 자기 자
신과 이야기하는 것 같구나. 세계 창조 직전에 신의 가슴속에서 일어났을 법한 어떤 것이 내 마음에서도 움직
이는 것 같다. 나는 귀도 눈도, 다른 어떤 감각기관도 없으며 필요하지도 않은 것 같았다. (요한 볼프강 폰 괴
테)
경건한 음악에는 언제나 신께서 은총으로 함께 하신다. (바흐)
여러 가지 시작：어린 시절과 오르간 연주자 시절(1685～1708)｜궁정 오르간연주자 겸 콘서트마스터：바이마르의 바흐(1708～
17)｜쾨텐의 궁정악단장(1717～23)｜토마스 학교 교사：초기 라이프치히 시절(1723～29)｜궁정 작곡가：중기 라이프치히 시절
(1729년이후)｜영원한음악가：후기라이프치히시절(1750년까지)｜뒷이야기：음악사에서바흐가차지하는위치
국판 양장본 242쪽 값 8,000원

16

펠리니
미하엘 퇴테베르크 지음｜김무규 옮김
개연성의 모든 법칙과 맞선 가상의 세계를 몽환적인 가벼움으로 풀어낸 카프카의 작품은 지나쳤고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사실 펠리니만이 카프카 작품이 지니는 위대한 미적 혁명의 정수를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현대예술을 가상의 이야기로 생각한다. 그리고 펠리니는 이 가상의 이야기를
도달할 수 없는 경지로, 아마도 완벽함으로, 억제되지 않은 완벽함으로 끌어올렸다. (밀란 쿤데라)
영화는 이제 서술하는 서사물의 단계를 넘어섰다. 영화는 시에 더욱 가까워진다. (펠리니)
나는한편의영화 ｜속물, 광대, 게으름뱅이｜거리의살인곡(殺人曲) 가수｜달콤한인생, 풍속화한폭｜8과2분의 1, 9와2분의 1
｜삶, 환영｜여인의도시에나타난피노키오｜진정한현실주의자는곧환상주의자
국판 양장본 256쪽 값 8,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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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켈수스
에른스트 카이저 지음｜강영계 옮김
히포크라테스 다음으로 어느 누구도 놀랄 만한 의술의 소유자 파라켈수스와 비교될 수 없다. 그가 심취하여 매
우 많은 것을 볼 수 있었다 할지라도 사물을 열의 없이 관찰했다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었겠는가? 파라켈수
스는 갈레노스, 아비센나 및 라틴어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모든 의사와 그 제자들처럼 분명히 의술과 의약
에 대해 심오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다. (조르다노 브루노)
의사는 동일한 것에서도 자신의 원리를 취해야 하고, 그것이 없으면 그는 단지 사이비 의사이며 날아다니는
유령의 방황자이다. (파라켈수스)
머리말｜변혁기와태동기의유럽｜파라켈수스：시대와시대사이의방랑자｜부록：저작전체에대한평가
국판 양장본 230쪽 값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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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돌프 히틀러
하랄트 슈테판 지음｜최경은 옮김
히틀러의 승리 경력은 여태까지의 독일에 대한 열정적인 사랑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신을 바싹 말려
죽일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증오의 분출을 통해서 성취되었다. 히틀러가 세계를 문명이 또 한번 회복되지 못할
상처로 고통받게 되는 새로운 전쟁으로 몰아넣는 자가 될지, 혹은 위대한 독일 국가에 영광과 평화를 안겨주며
독일을 다시 평화스럽고 협조적이며 강력한 파트너로서 유럽 민족의 가족으로 편입시키는 인물로서 역사에 기
록될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것은 미래의 일이다. 역사가 그것을 밝힐 것이다. 두 가지 가능성이 현 시점에
모두 존재한다는 것으로 그에 대한 평가는 충분하다. (윈스턴 처칠)
모든 종류의 선전은 대중적이어야 하며, 정신적 수준을 대중들이 제대로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극히 제한된
것으로 잡아야 한다.
히틀러상(像)의변화｜무위도식자｜전시지원병｜선동가｜정치가｜장군
국판 양장본 244쪽 값 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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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사르
한스 오퍼만 지음｜안미현 옮김
종신 독재관으로 전 로마를 지배했다. 그 옆에는 항상 허상뿐인 원로원이 있었다. 전 세계에 대한 로마의 지배
권을 보장하는 것은 카이사르라는 인물이었다. 그 속에서 모든 파벌의 시민들이 보호받았고, 그래서 그의 권력
은 합법적이었다. 브루투스는 카이사르의 권력이 여론과 국민의 의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합법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나폴레옹 1세)
나아가자, 신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우리의 명예를 더럽힌 적이 기다리는 곳으로. 주사위는 던져졌다! (카이사
르)
유년시절｜주변환경｜등장｜집정관｜갈리아｜국내정치의발전｜내전｜카이사르｜종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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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판 양장본 278쪽 값 8,500원

20

비스마르크
빌헬름 몸젠 지음｜최경은 옮김
우리 역사가들은 비스마르크를 완전히 다르게 본다. 우리는 이상주의자나 현실주의자와 같은 단순한 범주로 생
각하지 않는다. 정치가는 성공하길 원한다면 반드시 현실적이어야 한다. 우리는 비스마르크가 자기 자신, 자신의
조국, 유럽을 위해 평화를 원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가 최고로 생각한 이상은 평화였다. 독불전쟁이 끝난
후에 비로소 그의 정치는 성공을 거두었다. 나는 그가 유럽에 오랫동안 평화를 선사했다고 믿는다. 40년 동안
의 평화, 이것은 정말 위대한 것이었다. (A. J . P. 테일러)
나는 최고의 룸펜이 되거나, 프로이센 최고의 위인이 될 것이다. (비스마르크)
머리말｜젊은시절의비스마르크｜통합지방의회－혁명의해－올뮈츠｜프랑크푸르트 페테르부르크 파리의대사생활｜헌법문제
와 슐레스비히 홀슈타인｜프로이센－오스트리아 전쟁과 그배경｜북독일연방｜독불전쟁－제국 건국｜대외정책과동맹체제의 구
조｜국내정치의구조와투쟁｜비스마르크의실각｜비스마르크의은퇴생활
국판 양장본 256쪽 값 8,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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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라스무스
안톤 J . 가일 지음｜정초일 옮김
에라스무스는 자기의 정신적 보화인 인간성에 대한 신뢰를 당대의 무시무시한 폭풍에 소실되거나 손상되지 않
게 끝까지 잘 간직했으며, 이 희미하게 빛나는 작은 양초 심지로부터 스피노자, 레싱, 그리고 볼테르가 자기들
의 램프에 불을 옮겨 붙일 수 있었다. 아울러 미래의 모든 유럽인들도 이렇게 불씨를 얻어서 빛을 밝힐 수 있
을 것이다. 그의 정신 세대 중에서 유일하게 에라스무스는 어느 한 개별적 일파에 대해서가 아니라 전 인류에
대해 지속적으로 충실했다. (슈테판 츠바이크)
학문이란 비할 데 없는 장점들을 제공해주기는 하지만, 이 학문이 행동을 위해 헌신하게 만들지 않는다면 유
용성보다 화를 가져온다. (에라스무스)
새로운경건성의유산｜시사평론가의수업시대｜전승과시대비판｜인간성과교양의약속｜경건성에가한일침｜이탈리아의행운
에 깃들인의혹｜한 시대의 자화상｜자주권의수호자｜신앙의논쟁가치와의지의자유｜대화를위한공정성｜인문주의의두얼굴
｜교육의고난과자유｜화합을위한작업으로서의언어연구｜홀로존재하는인간
국판 양장본 308쪽 값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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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
피에르 도딘 지음｜김경애 옮김
세상 속에서의 가능성에만 자신의 관심을 한정한 것이 공자를 명징한 사상가로 만들었다. 그는 조심성이 많고
내향적이지만 그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책임의식 때문이었다. 의심스럽고 위험한 것은 가능한 한 피하고
자 했던 것이다. 공자의 천성은 밝고 개방적이며 자연스럽다. 그는 자신을 신격화하는 것을 거부한다. 그는 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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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만날 수 있는 약점을 지닌 인간으로 살아 있다. 공자는, 중국에서 이성이 그 전체의 부피와 가능성 속에서
제대로 만개했던 최초의 인물이었다. 그것도 민중의 한 사람으로서. (카를 야스퍼스)
좋은 정치란 가까이 있는 자를 기쁘게 하고 멀리 있는 자를 덕으로 감화시켜 찾아오게 하는 것이다. (공자)
출전｜한족과이민족｜중국사개관｜공자의일생｜사상｜제자백가｜유교2500년
국판 양장본 284쪽 값 9,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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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익스피어
알란 포제너 지음｜김경연 옮김
그처럼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런 작품들을 쓸 수 없을 것이라면서 셰익스피어의 작가 신분에 이의를 제기
하는 것은 아무 근거가 없는 일이다. 이는 무대에서 깊은 학문을 지닌 듯이 보이게 하는 데 우연히 얻은 지식
따위는 거의 필요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이다. 내가 사소한 것이 모여 셰익스피어 작품들을 완성시켰다고 믿게
된 이유는 한 사람이 이 작품들을 쓰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다. 나는 다만 순전히 기법 면에서 이
작품들이 한 집단의 작업 방식이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짜맞추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나 자신은 셰익스피
어를 극작법의 거장으로서 좋아한다. (베르톨트 브레히트)
삶이냐 죽음이냐, 이것이 문제이다. 가혹한 운명의 화살을 참는 것이 장한 것이냐, 아니면 환난의 조수를 두
손으로 막아 이를 근절시키는 것이 장한 것이냐. (셰익스피어)
극작가가되기까지｜세계무대와무대의세계｜끝을모르는셰익스피어
국판 양장본 248쪽 값 9,000원

24

고리키
니나 구르핀켈 지음｜홍성광 옮김
고리키가 세계 문학의 가장 천재적인 이야기꾼 중 한 명이 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만은 아니었다. 이야기한다
는 것이 그에게는 예술적인 표현형식을 의미한 것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존재를 효율적으로 발산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야기 속에서 살았고, 이야기된 것에서 자신을 이야기된 것으로 변모시켰다. 나는 그 언어를 이해하지 않
고도 그의 얼굴의 입체적인 윤곽을 통하여 이미 그를 미리 이해했다. (슈테판 츠바이크)
한 작가가 독자를 행동에 옮기게 한다면, 그를 투쟁에 끌어들여 그 투쟁의 어마어마함을 인식하게 한다면 그
는 프롤레타리아이다. (고리키)
고리키의삶과활동｜고리키의작품에나타나는자기증언
국판 양장본 278쪽 값 9,500원

25

갈릴레이
요하네스 헴레벤 지음｜안인희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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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은, 베룰람의 산만한 방법을 통해서 영원히 찢긴 듯이 보였다면 갈릴레이를 통해서 다시 한 곳으로 집
합되었다. 그는 자연과학을 다시 인간 속으로 되돌려놓았으며 아주 일찍 젊은 날에 이미 천재에게는 한 가지
일이 천 가지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그는 교회에서 흔들리는 등을 보고 진자의 이론과
물체의 낙하 이론을 전개했다. 자연과학에서는 통찰이라고 부르는 것, 즉 현상의 원인이 되는 것을 인지하는 일
이 중요하다. 그와 같은 인지에는 무한한 성과가 있다. (요한 볼프강 폰 괴테)
법칙은 태양보다 더 위대하고 오점이 없어 영혼을 이끌어갈 힘을 가지고 있다. (갈릴레이)
서문｜어린 시절과 청소년기｜피사｜파도바｜망원경 발명｜피렌체｜로마 여행｜아리스토텔레스파와의 논쟁｜태양의 흑점｜코페
르니쿠스학설을위한싸움｜다시로마에간갈릴레이｜여파｜시험자｜두개의세계체계에관한대화｜종교재판｜결말｜마지막관
찰
국판 양장본 260쪽 값 9,500원

26

콜럼버스
안드레아스 벤츠케 지음｜윤도중 옮김
콜럼버스가 이룩한 성과는 깊은 숙고를 통한 정복이었다. 이미 이 이유 때문에 콜럼버스는 배를 타고 아프리카
남단을 돈 항해사들보다 월등하게 뛰어나다. 제독은 대서양과 지구 표면을 덮고 있는 모든 대양의 폭을 좁혔을
뿐만 아니라 지구 자체를 좁혔다. 콜럼버스의 어떤 점이, 거의 본능적인 정신의 명료함 아니면 성격의 고결성과
의연함이 가장 경탄할 만한 점인지 따져볼 생각이 조금도 없다. 순수한 사물계에 관한 발견이 인간의 시야를
넓혀줌으로써 정신적인 측면에서 엄청나고 지속적인 변화를 야기한 적은 결코 없었다. 수천 년 동안 지구의 다
른 반쪽을 덮고 있던 장막이 그때 마침내 벗겨졌던 것이다. (알렉산더 폰 훔볼트)
황금이 가장 좋은 것이다. 사람들은 금으로 재물을 모으고 소유한 자는 그것으로써 이 세상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하며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게 한다. (콜럼버스)
출생과 어린 시절｜새 해안으로｜원대한 계획｜스페인그리고기다림의시간｜발견항해｜신세계와의만남｜두번째항해：이스파
뇰라의총독｜부설：아메리카의식민지화역사에관한몇가지평｜콜럼버스는어떤사람이었나?
국판 양장본 226쪽 값 9,000원

27

잔 다르크
헤르베르트 네테 지음｜이은희 옮김
잔 다르크는 교회사에 남을 위대한 전쟁 성녀였다. 중세의 호걸 중에서 가장 신기한 걸물이었다. 신앙고백을 했
고 매우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으며 후스파에 맞서 종교전쟁을 치르는 데에 자극제 역할까지 했다. 그렇지만 잔
은 정작 개신교 초기의 순교자라 해야 한다. 그는 또한 국가주의 최초의 사도이기도 하다. (조지 버나드 쇼)
칼보다는 깃발이 훨씬 더 사랑스러웠다. 적을 공격할 때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피하려고 언제나 직접 깃발을
들었다. 아무도 죽여본 적이 없다. (잔 다르크)
출생과 유년｜정치 상황｜음성｜길떠나기｜왕을 만나다－검증｜오를레앙해방｜루아르 출정－랭스의대관식｜파리 공격｜포로가
되다｜루앙의종교재판｜아르무아즈의기사부인｜복권재판｜제3의재판｜문학속의잔다르크｜잔다르크의인품과역사적역할
국판 양장본 2 16쪽 값 9,000원

한길사 도서목록

30

28

차이코프스키
에버렛 헬름 지음｜윤태원 옮김
차이코프스키는 강한 선율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게서는 바로 그 힘이 모든 교향곡과 오페라, 발레 음악
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의 선율의 질이 가끔 불균형하다는 사실은 전혀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중
요한 것은 그가 선율의 창조자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아주 보기 드물고 귀중한 재능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특별히 러시아적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차이코프스키의 음악은 근본적으로는 사람들이 오래 전부터 러시아적이라
고 생각했던 그림 같은 모스크바식 음악보다 종종 더 러시아적입니다. (이고르 스트라빈스키)
특정한 주제 없이 기악곡을 작곡할 때 사람을 감동시키는 불명료한 감정을 어떻게 묘사해야 할까요. 그것은
순수한 서정시적 진행이며 소리 속에서 토로되는 영혼의 음악적 고백입니다. (차이코프스키)
머리말｜어린시절｜학창시절｜음악에의 헌신｜모스크바로의초빙｜자립, 일, 발전, 권태｜음악비평가로서의차이코프스키｜운명
의 해 1877년｜여행과 일｜시골에서의휴식｜커져가는명성｜새로이발견한자신감｜지휘자｜교향곡제5번과다른걸작품｜나데
주다폰메크와의결별｜만년｜작곡가
국판 양장본 260쪽 값 9,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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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딘스키
페터 안젤름 리들 지음｜박정기 옮김
칸딘스키는 해방이고 신뢰이며 구원이고 위안이다. 우리는 그의 그림들이라는 성지를 순례해야 할 것이다. 그의
그림들은 시대의 혼란과 패배, 그리고 절망들의 탈출구이다. 그것들은 붕괴하는 천년으로부터의 해방이다. 칸딘
스키는 아주 위대한 삶의 혁신자요, 정화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의 의도가 가진 왕성한 생명력은 우리를 깜
짝 놀라게 하며, 렘브란트의 생명력이 그의 시대에 그랬고, 또 우리에 앞선 세대 바그너의 생명력이 그랬듯이
전대미문의 것이다. 그의 왕성한 생명력은 똑같은 방식으로 음악과 무용, 연극, 그리고 시를 붙잡는다. (후고 발)
추상화가는 피고다.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면 안되는 피고. 대상 없는 회화가 정녕 회화이며, 다른 회화와 마찬
가지로 자체의 생존권을 갖는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칸딘스키)
머리말｜유년기, 청소년기, 초기성인시절｜뮌헨에서의출발｜추상에의길｜ 미술에있어서정신적인것에관하여 ｜ 청기사 ｜러
시아(1915～21)｜바우하우스시대(1922～33)｜파리(1933～44)
국판 양장본 252쪽 값 9,500원

30

야스퍼스
한스 자너 지음｜신상희 옮김
야스퍼스의 주된 특징은, 그가 이성과 자유의 영역에서 남들보다 더욱 편안히 지내면서 보다 더 확실하게 그
러한 영역에서 자기 스스로를 파악했다는 사실이다. 그의 실존을 각인시켜주는 요소는 밝음 그 자체를 향한 그
의 열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어둠 속에서조차 심오한 밝음으로 환히 비추는 빛과 같은 존재였다. (한나
아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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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답게 살기를 원하는 자는 실수를 겁내지 말고 모험적으로 살아가야 하며, 사실을 극단까지 밀고 나가 칼로
자르듯 예리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오직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의 참다움이 밝혀지며 현실적으로 되는 것이다.
(야스퍼스)
야스퍼스의생애｜야스퍼스의사상｜야스퍼스의다양한인간적모습
국판 양장본 354쪽 값 1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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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테
페터 뵈르너 지음｜송동준 옮김
조화, 행복한 균형, 고전성, 이 생각들 가운데 어느 것을 우리가 괴테라는 이름과 연결시키더라도 그것은 단순
히 주어졌던 것이 아니라 하나의 대단한 업적이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악마적으로 위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파괴적인 자질들이 극복되고 이용되게 하였고, 변용
되고 교화되게 하였으며, 좋은 것, 삶에 기여하는 것으로 전향되도록 강요했던 개성적인 힘들이 만든 작품이었
다. (토마스 만)
우리는 현재 상태에서 확고하고 성실하게 살아야만 다음 상태의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갈 자격과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나의 신조입니다. 여기가 일시적이든 저기가 영원하든 상관없습니다. (괴테)
괴테의 자기 서술｜아동기와 청소년기｜대학시절｜질풍노도기｜바이마르에서의 첫 10년｜이탈리아 여행｜진화와 혁명｜실러와
함께한 10년｜나폴레옹시기｜세계시민｜파우스트
국판 양장본 264쪽 값 9,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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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턴
요하네스 비케르트 지음｜안미현 옮김
그는 그 시대에 최고의 사고력과 형상력을 가진 사람에게 가능했던 유일한 길을 찾아냈다. 그가 창조한 개념들
은 지금도 우리의 물리학적 사고를 주도한다. 설령 우리가 상관관계의 보다 깊은 이해를 추구하기 위해 그 개
념들을 직접적인 경험의 영역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것으로 대체해야 함을 알고 있다 해도 말이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철학이란 지극히 어리석고 싸움질이나 좋아하는 아낙네와 같아서 남자에게는 그것에 관여하는 것은 법정 소송
에 관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것에 가까이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그것은 제게
하나의 경고임에 틀림없습니다. (뉴턴)
들어가는말｜전기적조망｜뉴턴의광학실험｜무한소｜무한대｜무한히위대한자｜다이애나화학과연금술에대한뉴턴의언급｜
영향
국판 양장본 204쪽 값 9,000원

33

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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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틸 지음｜이남석 옮김
아마 로크보다 더 영리하고 방법론적인 정신은 없었을 것이며, 또한 그보다 더 정확한 논리학자도 없었을 것이
다. 수많은 이성적인 사람들이 영혼의 소설을 쓰고 나서야 사람 사회를 겸손하게 표현한 현자가 나타났다. 로크
는 사람에게 고유한 사람의 이성을 분석하였다. 마치 빼어난 해부학자가 신체의 영역을 설명하듯이. 그는 특히
그의 생각의 진실을 증언하고 있다. (볼테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의 눈으로 확인하고 그들의 지성으로 인식하기를 희망할 수 있다고 나
는 생각한다. 우리 자신이 참됨과 지성을 관찰하고 파악할 수 있는 만큼 우리는 참된 실제의 인식을 얻을 수
있다. (로크)
서머싯에서 옥스퍼드로｜학문의 세계와 정치｜인식 및 학문이론｜윤리학과 교육학｜정치철학｜종교철학｜명예혁명 이후 그의 명
예와영향력
국판 양장본 256쪽 값 9,500원

34

쇼펜하우어
발터 아벤트로트 지음｜이안희 옮김
16년이나 지난 일이지만 높은 곳에 있는 작은 교외의 방이 내 눈 앞에 어른거린다. 그 안에서 종일 이상하게
생긴 소파 비슷한 것 속에 파묻혀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를 읽었다. 마치 형이상학의 마법의 물약을 들
이마시는 것처럼 고독하고 불규칙적이며 세계와 죽음을 탐하는 청춘, 이것의 가장 깊은 본질은 에로틱인데 나는
이것에서 트리스탄 음악의 정신적 원천을 인식했다. (토마스 만)
우리들은 세계의 본질 자체를 의지로, 세계의 모든 현상을 의지의 객관성으로 인식한다. (쇼펜하우어)
머리말｜서문｜아동기와 청년기｜학업과 성숙｜드레스덴에서의 수확｜위대한작품｜의지와 표상으로서의세계｜최초의 이탈리아
여행｜베를린에서의 철학 강사｜다시 이탈리아, 뮌헨과드레스덴｜혐오스러운체류｜프랑크푸르트의세계현인｜자연에서의의지
에 관하여｜윤리학의두 가지 기본문제｜부록과 보유｜최초의추종자와신봉자및옹호자｜고독한삶｜삶의종결과유언장｜비판
적조망과전망
국판 양장본 242쪽 값 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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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보르자크
쿠르트 호놀카 지음｜이순희 옮김
그와 같은 힘 있는 머리 안에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음에 틀림없다! 그리고 나는 우리 음악의 계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그와 같은 훌륭한 경쟁자를 갖게 되어 기쁘다. 각자는 최선을 다해 창조해야 하며 상대방의 작품을 그
자신이 다른 사람에 의해 평가되고자 하는 만큼 높이 평가해야만 한다. 오로지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우리의
예술을 촉진하고 높이 들어올릴 것이다. (베드르지흐 스메타나)
우리는 오로지 아름다운 예술에 헌신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합시다. 예술을 갖고 있고 그것을 표현하는 민
족은 아무리 작더라도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우리 희망을 가집시다. (드보르자크)
체코국민음악의창시자｜청년시절과수업시절｜질풍노도시대｜첫성공작들｜브람스와슬라브시기｜영국에서의승리｜대가와교
육자｜신세계에서｜마지막몇년｜작품과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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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판 양장본 224쪽 값 9,000원

36

슈타이너
크리스토프 린덴베르크 지음｜이정희 옮김
루돌프 슈타이너는 그 당시 자신의 교리를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 역시 구하면서 가르치는
사람이었다. 그는 가끔씩 괴테의 색채론에 대하여 해설했고, 그 그림은 슈타이너의 설명으로 파우스트적이며 파
라켈수스에 더 가깝게 되었다. 그의 설명을 듣는 것은 대단히 흥미로웠다. 왜냐하면 그의 해박한 교양은 경탄스
러웠고, 또한 무엇보다 문학 자체에만 제한되어 있는 우리의 교양에 반하여 다방면에 능통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강연과 몇몇 훌륭한 개인적 대화에 나는 심취했고 조금은 풀이 죽어 귀가했다. (슈테판 츠바이크)
교육과 수업이란 인간이 실제적으로 아는 일을 토대로 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의 예술이 되는 것이다. (슈타
이너)
인생여정의초기시절｜자유의인류학에관하여｜과도기｜신지학에서인지학으로｜실제를위한자극제｜마지막세월
국판 양장본 244쪽 값 9,000원

37

다윈
요하네스 헴레벤 지음｜권세훈 옮김
학문의 발전사를 살펴볼 때 찰스 다윈의 진화론만큼 단 한 사람이 제기한 학설 전체가 독립적이고 다양한 방면
의 사실들에 의해 십자 포화를 맞으면서도 진실로 증명된 경우는 없었다. 오늘날 이 학설은 이전보다 더 많은
정당성을 지닌다. (콘라트 로렌츠)
신의 존재에 대한 반증으로 작용하는 고통의 존재는 나에게 중요한 문제였다. 반면에 많은 고통이 존재한다는
것은 모든 유기체가 변화와 자연 도태를 통해 발전해왔다는 견해와 완전히 일치한다. (다윈)
머리말｜유년 시절, 청소년기, 학문연구(1809～31)｜세계여행(1831. 12. 27～1836. 10. 2)｜런던(1836～42)｜다운에서의 삶｜
지질학 및 동물학 시기｜ 종의 기원 이 출판되기까지의 과정｜ 종의기원 (1859)｜다윈의 기타저서｜인간찰스 다윈｜말년의 시
기(1878～82)｜다윈의자서전｜후기
국판 양장본 246쪽 값 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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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뮈
브리기테 젠디히 지음｜이온화 옮김
카뮈를 모르신다니 참으로 유감입니다. 그는 당신이 집필하시는 책의 주제가 되는 바로 그런 젊은 반항적 인간
에 속합니다. 그는 정말로 진지한 사람이고 그의 정치적 입장은 매우 훌륭합니다. 요즈음 갑자기 새로운 유형의
유럽인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들은 단순하고 유럽적 국수주의를 지니지 않은 유럽인들입니다. 카뮈가 바로 그런
인간 유형에 속합니다. (한나 아렌트)
모험가. 그는 예술에는 의지밖에 남은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느낀다. 적어도 서구 문화에서는 위대한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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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것도 불가능하다. 오직 행동만이 남았을 뿐이다. (카뮈)
카뮈의이미지｜카뮈가말하는어린시절｜학창시절－자유로운세계로향하는길｜세계알기－젊은시절의글｜출세작－ 이방인
｜저항－ 페스트 ｜프랑스대표｜티파자로의귀향｜황폐한정상－ 전락 , 추방과왕국 ｜자전소설－ 최초의인간
국판 양장본 206쪽 값 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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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히트
마리아네 케스팅 지음｜이상면 옮김
문인으로서 브레히트가 1918년부터 시와 희곡 속에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쓰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너무 미미
하게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집중적으로 체험한 사람이 그의 희곡들이나 시들을 상호 연관 속에서
읽어낼 때에 그것은 강렬하게 분명해진다. 그의 시와 노래들은 시대 분위기를 간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어
와 과정에 있어서 사회적 몸짓으로 규정된 인물들이고, 그 시대의 사건들로 각인되어 있다. (페터 주어캄프)
이것은 일상적인 연극이다. 이것은 나무 판자들이고, 종이 달이다. 그렇게 낭만적으로 쳐다보지 마라! (브레히
트)
브레히트와의만남｜아우크스부르크와뮌헨｜베를린｜망명｜동베를린에서의마지막생애
국판 양장본 276쪽 값 9,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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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기즈 칸
라인홀트 노이만-호디츠 지음｜배인섭 옮김
칭기즈 칸은 유목민이었으며, 도시를 증오했다. 활짝 열린 초원, 광활한 평원에서의 삶을 사랑했다. 그의 이상은
유목민의 삶과 문명을 조화롭게 하나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그것은 가능하지도 않았고, 지금도 역시 그
러하다. 칭기즈 칸은 나를 매혹시킨다. 이 야성적이고 잔인하며, 또한 과격한 한 유목민족의 봉건영주가 평화를
사랑하고, 실천하고, 자비심을 지향하며, 모든 봉건적인 요소를 꺼리는 도시인인 나를 매혹시킬 수 있다는 것은
기이한 일이 아닌가. (네루)
나는 북쪽의 황량한 지역에서 자라났다. 나는 소를 지키고 말을 타는 목동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음식
을 먹는다. 우리는 함께 희생하고 우리의 재물을 나눈다. 나는 내 형제들을 걱정하듯 나의 병사들을 위해 배려
한다. (칭기즈 칸)
칭기즈 칸의 평가에 대한 견해 충돌｜몽골 비사(秘史)｜신성한 가문｜테무진의 성장기｜칭기즈 칸으로의 등극｜단독 지배를 위한
투쟁｜군사 국가의 발흥｜국경 너머의 세계｜만리장성을넘어｜이슬람제국들의땅에서｜동유럽을향하여｜마지막원정과죽음｜
주위환경과종교｜인물과업적
국판 양장본 2 14쪽 값 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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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슈킨
구드룬 치글러 지음｜윤소영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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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창작품에서는 무엇인가 화산 같은 것을 감지할 수 있다. 정열과 현명함, 삶에 대한 매혹적인 사랑과 삶의
진부함에 대한 신랄한 판결의 훌륭한 결합, 감동적인 그의 애정은 비웃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도대체가
경탄 그 자체이다. (막심 고리키)
노예와 비굴한 사람들만이 왕좌의 신임을 받으며 하늘로부터 선택받은 가인이 침묵하며 눈을 내리까는 나라에
는 불행이 있다. (푸슈킨)
국판 양장본 240쪽 값 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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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겐슈타인
쿠르트 부흐테를 아돌프 휘프너 지음｜최경은 옮김
그와의 우연한 만남은 내 인생에서 가장 자극적이고 이지적인 사건들 중의 하나였다. 후반기에는 상호간의 정신
적 공감대마저 잃어버렸지만, 전반기에는 그가 그랬던 것처럼 나도 그에게서 기꺼이 배우고 싶어하였다. 그의
사고는 내가 정말 마음속 깊이 놀라워했던 것처럼 거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열정적이고 긴장감 돌게 관통시켜
버리는 면이 있었다. (버트런드 러셀)
나의 문장들은,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문장을 통해, 문장에 직면하여, 문장 밖으로 빠져나오려 한다면, 결국 그
문장들을 무의미한 것으로 인식하게 됨을 설명하고 있다. (비트겐슈타인)
국판 양장본 228쪽 값 9,000원

레닌(근간)
헤르만 베버 지음｜정초일 옮김

사르트르(근간)
발터 비멜 지음｜구연상 옮김

융(근간)
구드룬 치글러 지음｜김현진 옮김

오스카 와일드(근간)
페터 풍케 지음｜한미희 옮김

스탕달(근간)
미하엘 네를리히 지음｜김미선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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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한국인
한국사를 움직인 인물들의 역동적 삶과 사상을 집대성하게 될 위대한 한국인 시리즈는 우리 역사상 여러 방면에서
뛰어난 족적을 남긴 인물들의 생생한 삶을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흥미 있게 서술하는 평전이다. 신라시대의
원효로부터 현대의 윤이상 함석헌에 이르기까지 사상가, 문학가, 음악가, 미술가, 과학자, 정치가, 종교가 등
다양한 분야의 인물로 채워질 위대한 한국인 시리즈는 국내 독서계에 이렇다할 평전물이 없는 상황에서 독서
범위의 확대에 기여할 것이다.

1

원효, 한국 사상의 새벽
고영섭 지음
오늘 이 땅에서 원효 는 어떠한 의미를 머금고 있는가? 원효가 우리에게 보여준 삶과 생각은 오늘 이 시대에
어떠한 무게를 지니고 있는가?
신라 불교의 르네상스기에 치열한 삶을 살았던 원효는 언제나 시대의 한복판에 있었다. 그 한복판에서 불의를
보고 정의를 외쳤으며, 굴레를 보고 자유를 외쳤다. 갈라진 마음을 한마음(一心)으로 귀일시키고, 다양한 주장을
조화롭게 화해(和諍)시켰으며, 걸림을 보고 무애(無碍)의 자유로움을 보여주었다.
뭇삶들의 욕망의 확장과 기득권에 대한 집착이 현대사회의 부정직한 양태라면, 원효는 무소유의 해탈을 실천으
로 보여준 만인의 삶의 거울이다.
원효와의 만남｜탄생과 출가｜유학, 어디서가 아니라 어떻게｜요석과의 인연｜거사의 삶, 보살의 삶｜일심(一心)의 노래｜조화와
화해의미학｜분황사의묵향과절필｜다시출가하면서｜원효시집
국판 반양장 294쪽 값 9,000원

2

허균
이이화 지음
임진왜란을 치른 뒤에 봉건체제가 뿌리부터 뒤흔들려 새로운 개편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당쟁은 더욱 굳어져 파
당을 이루던 시기를 살았던 허균은 자신의 입신양명의 길을 마다하고 진정한 지식인의 길을 걸었던 선각자였다.
기성 권위와 과감히 맞서 개혁과 저항의 행동으로 일관했던 허균의 생애와 사상은 바로 자신의 시대를 올바로
각인하고 헤쳐나가려 했던 것 그 자체이다. 어느 모로 보나 허균은 당시에 이단으로 일컬어질 만한 새로운 사
상과 개혁의 이론을 내놓았다.
그의 그런 태도가 당시 사회에서 비판과 멸시를 받았지만 오늘의 우리에게는 오히려 끊임없는 학문의 욕구를
지닌 정직하고 자유분방한 지성인으로 각인된다.
허균의시대｜허균의사람됨｜허균이생각하는정치｜허균이생각하는학문｜허균이생각하는문학
국판 반양장 3 16쪽 값 8,000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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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연
고운기 지음
우리나라 역사의 숨겨진 부분을 복원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삼국유사 는 고대인의 숨결까지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살아 있는 역사서이다. 일연은 바로 삼국사기 에 묻혀 우리 역사에서 사라질 뻔했던 기층민중의
삶을 고스란히 담아냈던 것이다. 이 책은 바로 일연과 삼국유사 의 현장을 찾아 나선 13세기 여행의 보고서이
다. 저자의 발길이 닿는 곳 하나하나가 밭에서 방금 캐낸 듯한 야채처럼 해석의 다양한 가능성을 제공한 역사
의 현장이다. 거기에서 일연은 역사 가 무엇이며, 살아 있는 역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담담하
면서도 진지하게 답해주고 있다.
삶의 현장 역사의 현장｜13세기의 바람｜원효와 일연, 삼성산이맺어준인연｜해양무량사｜선불장의일등승려｜전쟁의포화, 도
를 깨치다｜세상 속으로｜유일하게 남은 저서 중편조동오위 ｜바다에서 본 것들｜다시포산에 들어｜운문사｜경주, 패한 나라의
왕을모시며｜국사가되다｜안각사와 삼국유사 ｜일연의문학｜한바탕더흥겹게놀리라
국판 반양장 286쪽 값 8,000원

4

나운규
조희문 지음
한국영화사상 나운규만큼 자주 입에 오르내리는 이름도 없다. 그가 만든 영화들은 천재의 영감과 불 같은 신념,
시대를 관통하는 영화정신을 담은 걸작으로 불린다. 그 중에서도 좥아리랑좦은 대표작이다. 한국영화는 그에게
서 시작해 그에 의해 완성된 것처럼 이야기되기도 한다. 신화이자 전설이다. 오래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나운규
는 영화 속에 살아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인간 나운규 는 아니었다. 이 책은 바로 나운규가 걸었던
일생의 궤적을 따라가면서 영화인 나운규 를 돌아보며 가능한 인간 나운규 를 찾아내려 한 평전이다. 한국영
화사의 첫머리를 장식한 나운규를 통해 지금의 한국영화가 어떻게 변화 발전해왔는지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
료이자 안내서이다.
나운규를찾아서｜영화계에첫발을내딛고｜떠오르는별｜좥아리랑좦의영웅｜나운규프로덕션｜추락하는영웅｜영화같은일생은
끝나고｜후일담－인간나운규
국판 반양장 420쪽 값 10,000원

5

홍대용
김태준 지음
이 책은 조선 후기 실학파의 선구자이자 과학사상가인 홍대용에 관한 평전이다. 도학(道學)이 기울어가던 시기
에 조선 선비의 엄격한 모범을 보여준 홍대용은 당시 학계와 사회제도에 반항했던 현실 개혁가였다. 현실 학문
을 허학으로 진단하고 실학에 정진했으며, 스스로 과거공부를 폐하고 북학을 세워 박지원을 비롯한 여러 실학자
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그는 중국 여행을 통하여 외국 선비들과 교유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성사의 수
준을 높였으며, 18세기 실학을 조선 역사의 전면에 자리매김하였다. 이 책 속에서 우리는 폭넓은 그의 사상체
계와 통합학문을 추구한 그의 실험정신과 만나게 된다.
한장의초상화｜가계와어린시절｜석실서원에들다｜교우관계와북학파의선비들｜회의의시절과과학자의길｜중국여행－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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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사건｜고국에돌아와서｜실학자의벼슬길｜북학의높은바람｜마무리
국판 반양장 348쪽 값 9,500원

6

논개
정동주 지음
1593년 6월 29일 진주성 함락 후 벌어졌던 왜군들의 전승 축하연 때 신분을 위장하여 연회장에 잠입해 적장
을 살해함으로써 4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설과 역사 사이를 아무 거리낌없이 넘나들고 있는, 근대적이며 혁명
적인 삶을 살다간 논개. 부군 최경회를 따라 자결해버렸더라면 열녀 반열에 오를 수 있었을 터인데도 열녀가
될 수 있는 편안한 길을 마다하고 실천해 보인 것은 나라를 향한 충(忠)이었다. 이러한 논개의 죽음은 패권주의
적 폭력에 항거한 우리 민족의 전통적 인간상의 전형이었다. 또한 역사의 숨결로서 의롭게 살고자 하는 이들에
게 좁고 험한 길 저켠에 있는 의(義)의 거처를 가리키고 있다.
논개의 길을 찾아서｜덕유산 저쪽｜운명｜고난의 사리｜147년동안의 의로움｜죽어서말하는논개｜ 의기 논개 와 기생 논개 ｜
논개에게바쳐진노래들｜논개전설
국판 반양장 302쪽 값 9,000원

7

명창 임방울
천이두 지음
14세부터 여러 스승으로부터 서편제와 동편제를 모두 사사받아 자신의 고유한 기풍을 수립한 전설적 명창 임방
울. 을사조약이 체결되기 1년 전인 1904년에 태어난 임방울은 민족사의 흐름에서 가장 불행했던 시기이자 판소
리 역사에서 가장 시련과 수난이 많았던 일제 침략기에 민중들 속에서 함께 민족의 한과 소망을 노래했다. 임
방울은 김창환, 이동백, 송만갑 같은 선배 가객들처럼 조선시대의 벼슬 하나 지낸 바 없고 후배 가객들처럼 인
간문화재로 대접 한 번 받지 못한 불운한 시대의 진정한 광대였다. 이 책에서 우리는 당대를 호흡하고 민중들
의 삶과 아픔을 위로해주던 아름다운 가객 임방울의 사랑과 예술을 만나게 된다.
소리를찾아서｜달아맨토끼가되어｜나라는망하여도｜동편제와서편제｜떠도는구름처럼｜앞산도첩첩하고｜어둠은짙어도｜애
썩고남은간장｜다시소리를찾아서｜뜬구름그너머｜임방울의예술
국판 반양장 404쪽 값 10,000원

8

경허, 길 위의 큰스님
한중광 지음
경허(鏡虛, 1846～19 12)는 한국불교사에서 원효 이후 가장 위대한 스님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경허는 불교 외
적으로 국가의 존립이 위태롭고 민중들은 관가의 폭정과 수탈로 신음하고, 불교 내적으로 가혹한 불교탄압이 자
행되던 시대에 겨레의 빛으로 다가와 중생을 교화하였다. 경허가 설한 원융하고 오묘한 깨침의 세계와 넓고 깊
은 사상, 그리고 억압받고 핍박받는 민중들을 향한 끝없는 동체대비의 실천, 자유마저도 털어버린 대자유의 삶
은 세기말적 전환기에 밝은 빛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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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의 성현경허, 그 위대한깨침과웅혼한 삶｜탄생과성장｜위대한출가｜수행과성도｜법왕의노래｜전법과선풍진작｜화광동
진｜열반｜경허의길과21세기의길
국판 반양장 352쪽 값 10,000원

조식(근간)
허권수 지음

김정호(근간)
이상태 지음

김소월(근간)
심선옥 지음

한용운(근간)
고명수 지음

보우(근간)
박영기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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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여
한 인물의 생애와 사상과 지적 편력을 그 인물의 역사 사회 시대적 배경을 중심으로 여러 각도로 비추는 것이
기존의 평전 스타일이라면 이 남과여 시리즈는 조금 더 사적이고 내밀하다. 스타 지식인들의 사랑과 예술이라는
운명적 이력이 하나의 축이라면 그 인물이 살았던 시대적 역사적 상황은 또 하나의 축이다. 세기를 뒤흔든 지적
스캔들을 통해 당대 사회문화사를 읽는 고품격 텍스트 남과여 시리즈는 획기적인 새로운 기획이라 부를 만하다.

섹스와 지성
마릴린 먼로와 작가 아서 밀러

크리스타 메르커 지음｜이은희 옮김
미국 대중사회의 한 비극적 단면을 보여주는 영화배우 마릴린 먼로와 아서 밀러의 만남. 이 어울리지 않는 만
남을 아메리카의 비극 이라는 코드로 풀어가는 이 작품은 한때 미국 사회를 뒤흔들어놓았던 매카시 선풍과 섹
스 라는 이미지 상품의 기묘한 합작사건 속에서 서로의 삶을 살아가야 했던 두 남녀에 관한 이야기다.
희망이여｜명성은최음제처럼｜신과사람앞에벌거벗고｜이제는영원히
국판 반양장 276쪽 값 9,000원

당신은 내 마음의 텍스트
맨발의 이사도라 덩컨과 젊은 시인 예세닌

카롤라 슈테른 지음｜최상안 옮김
세계적인 여자 무용수와 17년 연하의 청년시인이 만들어낸 사랑은 불협화음이라는 운명의 합주곡으로 비유된다.
이념적 환경, 성격, 취미, 사고방식 등 어느 것 하나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사람의 만남 자체도 극적이지만
짧은 세월 동안 사랑과 예술과 이념 사이를 가로지르며 끊임없는 욕망과 좌절, 애증의 나날을 열정적으로 이끌
어갔던 삶의 과정 역시 무대 위의 사건보다 더 극적으로 진행된다.
당신은 천사요, 악마!｜ 나의 종교는 무용이었다 ｜방랑하는 시인｜ 한 남자를 기다립니다 ｜ 선물은 접시, 냄비, 프라이팬으로
주세요 ｜우울한그림자｜별난공주의남편｜전격적이혼｜남아있는나날들｜영광을찾아서
국판 반양장 260쪽 값 9,000원

기묘한 관계
살롱의 여신 스탈 부인과 정치신사 콩스탕

귄터 바루디오 지음｜김이섭 옮김
격동의 프랑스 혁명사와 역사적 궤를 같이하는 이 두 남녀의 만남은 숱한 역경과 혼란의 상처를 그대로 보여준
다. 남성들의 전유물이라 할 정치무대에 용감히 뛰어든 스탈 부인은 언제나 변함없이 그녀에게 신의와 우정을
바친 충직한 남성 콩스탕을 만나게 되면서 정치와 문학에서 더 많은 정열을 불태우며 프랑스 살롱문학의 여신
으로 자리잡는다. 당시 공공연히 정치적인 한 쌍 이라 불리며 자유정신과 공화주의에 뿌리를 둔 프랑스의 미래
를 꿈꾸었지만 여러 동질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서로 지닌 대립구도 때문에 결국 이루지 못한 사랑의 쓰라린
체험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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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곡｜ 나는 오로지 나일 뿐이다 ｜탕아｜이상한 관계｜빛과그림자｜불장난｜적에게 친구이려니｜ 나자신의 주인 ｜은밀한 자
아｜고통은끝없이이어지고｜여풍
국판 반양장 280쪽 값 9,000원

광기와 사랑

초인 니체와 바그너 부인
요아힘 쾰러 지음｜최효순 옮김
초인 사상을 설파한 철학자 니체와 독일 게르만 정신을 가극으로 집대성한 음악가 리하르트 바그너. 이 두 대
가 사이에 파고드는 여인이 바로 피아니스트 리스트의 맏딸이자 당시 젊은 음악가 한스 폰 뷜로의 아내였던 코
지마 바그너이다. 으레 니체가 광기 속에 열렬히 짝사랑한 유부녀 정도로 가볍게 치부되지만 이들의 관계는 이
보다 더욱 복잡하고 의미심장하다. 이 책의 저자는 처음으로 이들의 수수께끼 같은 관계를 디오니소스와 아리아
드네의 미궁신화 속에 빗대어 탁월하게 그려내고 있다.
황천을방문하다｜자신을희생하는법｜도취된수련생｜복종하는법을가르치다｜디오니소스는아리아드네로부터도망치는가｜비
극의탄생｜바이로이트를관찰하다｜ 모든게유대인탓 ｜아! 치명적모욕｜황천으로다시돌아가다
국판 반양장 292쪽 값 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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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석헌 전집
씨 의 대변자로서 고난의 땅에 독창적인 철학과 치열한 실천적 삶을 제시한 함석헌 선생. 선생의 저작들은 우리
시대의 나아갈 방향을 밝혀주는 지표이자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우리의 긍지이다.

1

뜻으로 본 한국역사
우리나라 역사서술에서 최초의 주체적 사관, 즉 민중사관으로 역사의 기조를 조명한 한국정신사의 고전! 네 차례
개정된 본래의 책 외에 한국사에 관계된 논설들과 이 책에 대한 저자와의 토론 내용을 수록하였다.

2

인간혁명의 철학
발표될 때마다 일대 충격을 주었던 논문들로서 함 선생의 철학 및 사상의 중요한 한 줄기를 보여준다. 비폭력
혁명과 인간혁명에 대한 저자의 주요 작품들로 구성되었다.

3

한국기독교는 무엇을 하려는가
이 책에는 종교의 본질과 한국기독교의 올바른 지향점에 대한 견해를 밝힌 글들이 실려 있다. 한국 기독교의
현실, 새 시대의 종교, 올바른 믿음과 종교의 사회성, 그리고 깊은 종교적 성찰 등을 담고 있다.

4

죽을 때까지 이 걸음으로
그의 삶과 시대를 되돌아보는 사상적 회고록을 중심으로 엮었다. 고난에 찬 이땅의 현대사를 증언하면서 그의
사상의 원점을 천명한다.

5

서풍의 노래
삶에 관한 수상들을 엮은 이 책은 개인의 사회적 삶의 자세에 관한 성찰을 담은 글들과 시류에 대한 냉철한 비
판, 바른 생활에 대한 교훈적 글들, 그리고 신앙에 대한 철학적 수상, 저자가 자신의 삶 속에서 만났던 사람들
에 대한 글들이 실려 있다.

6

수평선 너머
저자의 시를 모은 시집으로 영원을 향한 구도의 길에서 거침없이 분출해나오는 힘찬 영혼이 깃들여 있어서 전
문 시인들이 줄 수 없는 감동의 새로운 영역을 펼쳐 보인다. 이 시집은 독자와의 거리감을 일소시키며, 시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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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한 영혼의 생생한 부르짖음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님을 일깨워준다.

7

간디의 참모습｜간디 자서전
인도인들에게는 위대한 혼 (마하트마)으로, 우리에게는 비폭력운동 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간디에 대한 함 선
생의 글과 함 선생의 문체로 번역된 간디 자서전 . 이 책은 수백 년간 다른 민족의 침략과 압박에 시달려 지
치고 병들었던 민족이 새 생명을 얻고 침략자들을 물리친 데에 간디의 힘이 얼마나 컸던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8

씨 에게 보내는 편지
197 1년부터 1980년까지 꼭 10년 동안 씨 의 소리 에 한번도 빠짐없이 실었던 권두언들을 모은 것으로, 70
년대 한국의 사회사 정신사가 함 선생의 예리한 통찰력을 통해 명쾌하게 기술되고 있다. 특히 박정권에 대한
신랄한 비판은 정치가와 군인의 한계를 새삼스레 일깨워준다. 함 선생의 정신적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엮었다.

9

역사와 민족
뜻으로 본 한국역사 에서 보여준 독창적이고 탁월한 역사관을 가지고 세계의 역사를 깊이 있게 서술한 것과,
신의 섭리와 인간에 대한 구원을 주제로 한 글들을 함께 엮어 세계와 인간의 운명과 변천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하였다.

10

달라지는 세계의 한길 위에서
우리 민족의 고난에 찬 역사현장 답사를 통해 씌어진 글과 해외여행에서 만난 인간과 사회의 변모에 우리의 민
족 현실을 투사함으로써 얻어진 생동하는 기록들, 그리고 전국에 있는 믿음의 벗들에게 보낸 영혼의 편지를 함
께 엮었다.

11

두려워 말고 외치라
이 책은 성경에 대한 뜻깊은 강의와 연구를 한데 엮은 것이다. 유대민족의 고난의 역사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
고 있는 이 책은 우리의 민족적 현실도 함께 꿰뚫어봄으로써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지상과제가 무엇인지 명징
하게 보여준다.

12

6천만 민족 앞에 부르짖는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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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에서 행한 함 선생의 무게 있는 연설들을 한데 엮은 것이다. 책 제목이 시사하듯 국가보다는 민족의 각
성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우리 민족의 현재적 실상과 미래적 비전에 대한 뜻깊은 성찰을 보여준다. 주요내용은
민족통일과 정치윤리, 참다운 삶과 종교, 세계평화와 한국문제, 양심과 법 등이다.

13

바가바드기타
힌두교의 가장 중요한 경전인 바가바드기타 를 함선생의 힘차고 뜻깊은 언어로 옮긴 것이다. 18장으로 이루어
진 경전의 구절마다 함 선생을 비롯하여 간디, 라다크리슈난, 마하리쉬 마헤슈 요기, 틸라크, 마하데브 데자이
등의 깊이 있는 해설을 덧붙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14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민족의 현실에 대해 쓴 글들을 중심으로 하여 엮었다. 제1부에는 우리 민족의 나
아갈 길, 제2부에는 민중의 각성, 제3부에는 기독교적 세계관, 제4부에는 씨 의 의미와 사상 등에 관한 글들이
실려 있다.

15

말씀｜퀘이커 300년
퀘이커 모임에서 행한 함 선생의 말씀 과 함 선생이 번역한 퀘이커 300년 (하워드 브린튼)을 실었다. 말씀
은 함 선생의 종교와 사회에 관한 진솔한 생각과 느낌을 담고 있으며, 퀘이커 300년 은 3세기에 걸친 퀘이커
의 사상 문화 생활방식의 역사를 시대적 배경과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서술한 것이다.

16

사람의 아들 예수｜예언자
함 선생의 독특한 문체로 옮겨진 칼릴 지브란의 사람의 아들 예수 와 예언자 를 한데 엮은 것이다. 앞의 책
은 예수의 일생 동안에 그를 알았던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생생하게 그려낸 예수에 대한 회상을 담고 있고, 뒤
의 것은 인생에서 마주치는 중대한 물음들에 대한 풍부하고 날카로운 가르침을 담고 있다.

17

민족통일의 길
196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에 이르는 10여 년간에 씌어진 무게 있는 논설들을 엮은 것이다. 함 선생의 비판정
신을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이 책은 박정권의 통일정책에 대한 비판을 비롯하여 민중에 의한 정치와 언론
의 자유, 민중성의 회복 및 민주화에 대한 대담을 실었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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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찾는 벗들에게
195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초반에 걸쳐 함 선생이 가까운 친구와 젊은이들에게 보낸 편지글 모음이다. 깊은
좌절 속에 내 맘을 알아줄 사람, 붙들어줄 사람을 찾아 절규하는 약한 인간적인 면모에서, 새 말씀 새 계시를
기다리며 자신의 내부에서 세계사적 결단을 요구하는 엄한 스승으로서의 모습까지를 보여주는 편지글 외에 이
제 여기서 이대로

우리의 정치현실과 그 극복과제

오월을 생각해본다

정치사회적 풍토와 폭력 이 실려

있다.

19

영원의 뱃길
성경에 대한 새로운 해석 및 믿음의 본질에 대한 강의와 연구를 엮은 것이다. 로마서

베드로전서

사도행전

에 관한 연구와 그 밖의 성경에 관한 글들, 요한복음 풀이, 그리고 믿음에 대한 뜻깊은 성찰과 명상을 수록
하고 있다.

20

씨 의 옛글풀이
노자

장자

중용 등 동양정신의 뿌리가 된 고전과 문천상(文天祥) 등 동양적 삶의 정수를 함 선생 특유의

혜안과 투철한 역사인식 시대정신으로 재조명 재음미하여 오늘에 되살려놓은 글이다. 함 선생에게서 씨 은
역사의 주역이면서도 모든 이가 싫어하는 낮고 그늘진 곳에 있는 이들이다. 함 선생의 씨 , 곧 민(民)은 공
맹(孔孟)의 군자(君子)가 아니다. 노 장(老莊)에서 민중의 세계, 민중의 현실을 본 것이다.

함석헌 선생 강연선집(CD 8매)
1 생각하는 씨 이라야 산다－1
2 생각하는 씨 이라야 산다－2
3 비폭력혁명과 평화주의－1
4 비폭력혁명과 평화주의－2
5 5 16을 돌아본다－1
6 5 16을 돌아본다－2
7 간디의 생애에서 배운다
8 되돌아보는 나의 일생

신국판 양장본 각권 400～500쪽 전20권 값 200,000원
CD 전8매 값 100,000원
책 전20권과 CD 전8매 값 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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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석헌 선집
동서고금을 거침없이 넘나들면서 사람의 도리와 생명의 본질을 말씀하신 함석헌 선생은 민족의 정신과 사상을
일깨운 우리 모두의 정신적 지표임에 틀림없다. 선집으로 꾸며진 이 책들은 1988년 전20권으로 완간된 함석헌
전집 가운데 함 선생의 역사관과 씨

사상, 그리고 현재 강조되고 있는 생명존중 사상을 일목요연하게 나타내고

있는 글들만을 뽑아 엮은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 글들이 시류에 관계없이 우리의 당면 과제를 명쾌한 논리와
정확한 표현으로 풀어내고 있어 정신적 혼돈상황을 극복해주는 역할을 하리라 기대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우리는
이 글들 속에서 아름다운 우리말의 실체를 볼 수 있을 것이다.

1

뜻으로 본 한국역사
여럿인 가운데서 될수록 하나인 것을 찾아보자는 마음, 변하는 가운데서 될수록 변하지 않는 것을 보자는 마
음, 정신이 어지러운 가운데서 될수록 무슨 차례를 찾아보자는 마음, 그것이 뜻이란 것이다. 그 뜻을 찾아 얻을
때 죽었던 돌과 나무가 미(美)로 살아나고, 떨어졌던 과거와 현재가 진(眞)으로 살아나고, 서로 원수되었던 너와
나의 행동이 선(善)으로 살아난다. 그것이 역사를 앎이요, 역사를 봄이다. 역사를 참으로 깊이 알려면 비지땀이
흐르는 된마음의 활동이 있어야 한다. 역사를 아는 것은 지나간 날의 천만 가지 일을 뜻도 없이 차례도 없이
그저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값어치가 있는 일을 뜻이 있게 붙잡아서만 된다. 역사란 우리 현재의 살
림 속에 살아 있는 산 과거다. 역사는 새 세계관을 지어내는 풀무다. 역사란 산 과거들의 서로 서로 관계를 체
계 있고 통일되게 하는 것이다. 역사란 사실과 사실이 한 개의 인간관계 고리로 맺어져 있는 한 개의 통일체다.
역사는 하나다. 하나밖에 없는 것이 역사다. 전체가 한 생명이다.
인생과 역사｜사고｜종교적 사관｜세계역사의 테두리｜한국역사의기조｜지리적으로결정된한국역사의성질｜한국사람｜당당
한 출발｜열국시대의 모밭｜풀무 속의 삼국시대｜고려의 다하지 못한 책임｜궁예 왕건이 그린 나라｜깨어진 꿈｜고려자기 속에
숨은 빛｜팔만경판에 새긴 마음｜최영과 이성계｜수난의 5백년｜중축이부러진역사｜쓸데없어진세종의다스림｜무너진토대｜
의인의 피｜회칠한 무덤｜살인의 역사｜고질｜율곡의 헛수고｜첫번째 환난｜두번째 환난｜임경업｜신생의 가는 빛｜기독교의 들
어옴｜다시거꾸러짐｜해방｜6 25｜생활에서나타나는고민하는모습｜고난의의미｜역사가지시하는우리의사명｜역사가주는
교훈
신국판 양장본 480쪽 값 13,500원

2

들사람 얼
그는 문화를 모른다, 기술을 모른다, 수단을 모른다, 체면을 아니 돌아본다. 그는 자연의 사람이요, 기운의 사
람이요, 직관의 사람, 시의 사람, 독립독행의 사람이다. 그는 아무것도 보지 않는 사람, 아무것도 듣지 않는 사
람, 다만 한 가지 천지에 사무치는 얼의 소리를 들으려 모든 것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다. 들사람이여, 옵시사!
사람의 삶이 싸움인 줄 모르나 봐! 와서 다 썩어져가는 이 가슴에 싱싱한 숨을 불어넣어 줍시사! 사람의 삶이
싸움인 줄 모르나 봐! 싸움을 주먹으로 하는 줄, 무기로 하는 줄, 꾀로 하는 줄만 알고 기(氣)로 하는 것인 줄,
얼로 하는 것인 줄을 모르나 봐. 삶은 싸움이요 싸움은 정신이다. 힘이 없고, 생각이 아니 나고, 지식이 떨어지
고, 꾀가 모자라는 것은 정신이 죽었기 때문이다. 문명인의 잘못은 문명을 믿는 나머지 근본 정신을 잊는 일이
다. 문명, 더구나 제 마음이 연구해내지 못하고, 남의 한 것을 받아들인 문명은 분명히 혼의 힘을 해친다. 생명
의 법칙은 스스로에 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자고 병들고 줄어져 있는 혼을 깨워 일으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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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혁명｜비폭력혁명｜혁명의 철학｜레지스탕스｜저항의 철학｜들사람이여, 오라｜서풍의 소리｜진리에의 향수｜사랑과 실천｜
아름다움에 대하여｜옛글고쳐 씹기｜노장을 말한다｜새나라꿈틀거림｜새삶의길｜새윤리｜새교육｜씨 교육｜같이살기운
동을일으키자｜평화운동을일으키자｜펜들힐의명상｜참지도자의모습｜예수의비폭력투쟁
신국판 양장본 536쪽 값 12,000원

3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우리는 이제 남을 쳐다볼 필요없습니다. 그것은 아직 빛나는 것 같지만 얼마 아니 있다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
것을 이제 배우고 따라가고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들 자신이 벗지 못해 고민하는 짐입니다. 그 종교도 그
렇고, 그 도덕도 그렇고, 그 철학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양이 곧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존재가 곧 우리의 이상입니다. 이대로입니다. 이대로 이것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
계에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 그 자신이 내 속에 말하실 것
입니다. 내가 믿는다는 건 기독교란 말도, 불교란 말도, 마호메트란 말도 그 밖의 어느 종교란 말도 다 아닙니
다. 믿음이란 말입니다. 무얼 믿느냐고요? 무엇이 아닙니다. 누구를 믿느냐고요? 누가 아닙니다. 누구나 무엇에
향한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스스로 믿음입니다. 이것 하나를 하라고 이 역사요, 이 고생이요, 이 한입니
다. 한 사람, 한 마음, 한 얼, 한 누리, 한 카한. 세워 내놓은 큰 한뜻.
우리역사와민족의생활신념｜우리민족의이상｜뜻으로본한국의오늘｜한국은어디로가는가｜민족, 하나의인격적존재｜통곡!
삼일절｜삼일정신｜3 1운동의 현대적 전개｜때는 다가오고있다｜십자가에 달리는한국｜민족노선의 반성과새 진로｜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를 풀어 밝힌다｜할말이 있다｜전쟁과 똥｜국민감정과 혁명｜썩어지는 씨 이라야
산다｜4 19는 혁명이다｜영원한 진리에 복종하라｜5 16을어떻게볼까｜5 16을 되돌아본다｜군인정치 10년을돌아본다｜꿈
틀거리는 백성이라야 산다｜싸움은 이제부터｜앞을 내다보자｜우리의 살길｜비상사태에 대하는 우리의 각오｜새해의 말씀｜살아
도 같이살고 죽어도 같이죽자｜세번째 국민에게 부르짖는말｜3천만앞에울음으로부르짖는다｜5천만동포앞에눈물로부르짖
는말｜북한동포에게보내는편지
신국판 양장본 524쪽 값 12,000원

4

씨 에게 보내는 편지
생각하는 씨 이라야 삽니다. 씨 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씨 입니다. 생각 못하면 쭉정이입니다. 씨
의
것이

은 하늘에서 온 것입니다. 하늘은 한 얼입니다. 하늘에서 와서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이요

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들어야 합니다. 생각을 자꾸 좁혀 넣어야

입니다. 생각하는

이 듭니다.

은 물질

속에 와 있는 정신입니다. 유한 속에 와 있는 무한입니다. 시간 속에 와 있는 영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들면 삽니다. 반드시 삽니다. 생각이 각 둘이 있습니다. 하는 생각과 나는 생각. 생각을 하는 것은 나는 생각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둘이 본래 하나입니다.
씨 은 소리를 내야 씨 입니다｜첫가을 소식｜역시 씨 밖에없습니다｜역사는자유를향한행진입니다｜얼음은녹습니다｜봄이
봄 같지 않습니다｜어리석은 것이 곧습니다｜시대의 얼굴을보는민중｜생각하는씨 이라야삽니다｜생명은하나입니다｜씨 은
영원의아이들입니다｜마지막까지버티는것이씨 입니다｜시대의얼굴을읽는눈 ｜평화는씨 이만드는것입니다｜정치와미
신｜짐은 무겁고 길은 멀고｜우리는 왜 이래야 합니까?｜안창호를내놔라｜역사의뜻을잊지말아요｜이 하나｜거기사랑하는
사람이서있습니다｜이름도없는사람들｜밤숨을끊지말라｜듣는귀있는자는들으라｜우물안개구리｜밤비소리를들어보아요
｜우리는 결국엔이기고야 맙니다｜ 잊을것, 못 잊을것｜씨 의심판｜ Do and die , 하고죽습니다｜살아나기위해죽는4월｜
손에움켜쥔것을버리시오｜수선화에게배우십시오｜아, 장준하!｜낡고도새로운계명｜네가어디있느냐?｜씨 교육을하라｜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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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새우는설｜나는 건너뛰었다｜눈을 들어산을 보십시오｜씨 의제소리｜사람은마음에여유가있어야합니다｜내게세가지
즐거움이 있습니다｜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마지막, 막지 마｜쭈그렁 밤송이의 한숨｜크리스마스 선물｜온유한사람이 땅을 차
지하리니｜정신 바짝차려｜씨 아 나오너라｜ 평안은없습니다｜씨 의짐은내가질터이니｜병신자식을낳은마음｜자연은 살
아있는생명입니다｜슬픈 노래를부릅시다｜감사와용서｜사랑의빛｜내잔은넘쳐흐릅니다｜ 나야뭐 ｜ 북괴 는물러가라｜가
장 좋은길｜땅끝까지 가서｜병 주고, 약 준다｜가이사의것은가이사에게, 하나님의것은하나님에게｜구하면얻을것이다｜마음
의문을활짝열어보아요｜씨 의희망｜부활의4월과씨 의교육｜마음을맑고고요히하면｜법없는사회｜네가개전의정을보
여라｜떠나는 마음깉는 마음｜민족적 비전을길러야합니다｜생명의근본원리는스스로함입니다｜씨 의생명은영원히살아있
습니다｜모든것은땅바닥에내려오고야맙니다
신국판 양장본 524쪽 값 12,000원

5

죽을 때까지 이 걸음으로
삼일운동은 이제 그 잠자던 나라의 소리였다. 어째 그 나라가 깼나? 씨 의 가슴이 열렸기 때문이다. 왜 열렸
나? 자기네를 사람으로 대접해주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사에 민중이 제 대접을 받아본 것은 이
삼일운동이 처음이다. 말을 바꾸어 하면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이때 와서야 처음으로 완전히 민중을 향해 부르짖
었단 말이다. 장담은 못 하지만 나는 죽을 때까지 이 걸음걸이는 놓지 않으련다. 삼일운동이 몰아쳐 내세워준
이 걸음 늦추지 않을 것이다. 부자는 뚱뚱해 앉았을는지 모르고 세력 있는 자는 자가용 자동차 안에서 바크샤
처럼 드러누워 갈는지 몰라도 나는 죽을 때까지 이 걸음으로 걸으련다. 장안 길거리를 두리번거려도 내가 주워
가지라고 떨어진 금덩이는 없을테니 나는 가난한 순 조선종 틈에 끼어 뒤도 돌아볼 것 없이 걷고 싶다. 영원히
영원히 빠르나 급하지는 않게, 뚜벅뚜벅 걸으나 느리지는 않게 길이길이 걸었으면!
나라는 망하고｜물 아래서 올라와서｜남강, 도산, 고당｜이단자가되기까지｜한배움｜백두산호랑이｜죽을때까지이걸음으로｜
38선을 넘나들어｜겨울이 만일 온다면｜씨 의설움｜내가겪은관동대지진｜내가맞은 8 15｜내가겪은신의주학생사건｜하나
님의 발길에 채어서｜나의 어머니｜간디의 참모습｜남강 선생님 영 앞에｜육당 춘원의 밤은 지나가다｜압록강｜조국암행기｜남
한산성｜행주산성｜한동발목의이야기｜늙은이의옛날얘기｜우리의살길｜해방의날에새세대에게주는말｜젊은여성에게주고
싶은말｜살림살이
신국판 양장본 524쪽 값 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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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무 전집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벌써 200년을 넘어선 지금, 안병무 박사의 민중신학에 이르러 우리는 서구신학을
넘어서는 독창적인 신학을 가지게 되었다. 이 땅의 현실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성서에 대한 탁월한 해석을 바탕으로
전개되는 그의 삶과 사상을 전집에서 만날 수 있다.

1

역사와 해석
안병무 박사의 역사와 해석 은 일반적인 역사해석의 방법을 다룬 책이라기보다는 기독교의 신 구약성서를 보
는 역사적 안목에 대해 기술한 책이다. 이 책은 지배자의 이해에 따라 좌우되어온 기존의 역사서술을 거부하며
성서도 이런 시각에서 다시 해석되어야 한다는 일관된 안목을 견지하고 있다. 그는 성서를 역사적 기록의 축적
으로 보고자 한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성경 이라는 용어에 반대한다. 성서는 기독교 경전으로서의 성경 이기
이전에 하나의 책 이며 수많은 전승자를 거쳐 역사가 기록되고 축적된 자료라고 주장한다.
고전의 의미｜성서의 특성｜성서를 보는 눈｜성서에서보여주는 역사의 주체｜성서의자료와 편집｜한 책의민족 이스라엘｜인간
사 서장｜도상의 나그네｜엑소더스｜왕국시대｜예언자｜예수의 사건｜예수운동의 전진(사도행전)｜바울로의 삶과 증언｜요한의
증언｜박해와희망(계시록의신앙)
신국판 양장본 4 15쪽 값 12,000원

2

민중신학을 말한다
이제 우리는 예수의 사건과 성서를 주체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때에 이르렀다. 한국의 험악한 정치현실이 지성인
들로 하여금 민중을 만나게 했다. 자기 게토 속에 오랫동안 갇혀 있던 신학계에서도 민중을 만나는 통로가 뚫
리게 되었고, 적지 않은 신학자들에게도 자기 주제가 되었다. 이 민중을 만남으로써 이원론, 또는 주객 사이의
담을 헐고 다시 합류할 수 있게 되었다. 신과 인간, 성과 속 그리고 인격이란 이름 밑에 모난 돌처럼 고립된
인간과 인간의 합류를 가능하게 했다. 이 대화는 이러한 사건의 체험을 보고한 것이다.
민중 을 발견하기까지｜민중의 책 성서｜민중 예수｜민중의 하느님｜민중의 공동체-교회｜죄와 체제｜민중해방과 성령사건｜하
느님나라-민중의나라｜민중에의한전승｜예수의민중전기｜밥상공동체의실현｜민중의부활사건
신국판 양장본 448쪽 값 13,000원

3

갈릴래아의 예수
저자는 이 책에서 영웅주의적인 가치관에서 예수를 주격으로 하고 민중을 객체로 삼는 잘못에 반(反)하여, 오히
려 예수의 행태를 결정하는 주체는 민중인 것을 재확인하고, 그 사이의 매개물도 제거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따라서 그의 실패나 그의 승리나 한 개인의 전기적(傳記的) 사건이 아니라 민중사건이며, 그것은 오늘 한국의
현장에서 재현된다는 인식 속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국의 민중운동에서 자극을 받으면서 쓴 것이 이 책이다.
예수의수수께끼｜예수의시대상｜세례자요한과예수｜갈릴래아로：예수의소명｜하느님나라｜예수와민중｜사탄과의투쟁｜예
수와여인｜하느님의것은하느님에게(公)：회개｜체제와의충돌｜수난사｜민중은일어나다：부활이야기
신국판 양장본 408쪽 값 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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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수의 이야기
이야기는 민중언어이다. 이야기는 사람의 호흡과도 같이 삶에서 흡수 체험했던 것을 통째로 드러내는 것이다.
또 이야기는 삶을 말하므로 유기적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토막토막 잘라내거나 어느 부분만 끄집어내어 전체의
뜻을 대신해버릴 수 없기 때문에 통째로 받아야만 된다. 그렇게 한다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어떤 산 물체에 접
하는 듯한 생동감을 경험할 것이다. 예수는 논하지 않았다. 그는 그때 민중이 모두 아는 이야기만 했다. 일부러
수준을 청중에 맞게 낮추어서 말한 것이 아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언어였다. 그의 이야기에는 꾸미는 것이 없
다. 맑은 호수에 모든 것이 다 비치듯이 그대로 그의 삶과 주변의 것이 다 드러난다. 갈고 다듬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숨결이 내비친다.
성서라는 책의 성격｜성서의 서술양식｜예수의 이야기(비유)｜성서해석권은민중에게｜역사의 예수｜예수의시대상｜공생애의 출
발｜갈릴래아의예수｜예루살렘의예수｜그는누구인가?
신국판 양장본 4 16쪽 값 12,000원

5

민중과 성서
서남동은 두 이야기의 합류 라는 글에서 기독교의 민중 전통과 한국의 민중 전통 의 합류를 증언 하고 있는
데, 저자는 민중을 만남으로써 성서의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또 그럴 때에만 성서
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는 확신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같은 인식을 언어화하는 데 맥 (脈)
이라는 언어가 큰 도움을 주었다. 2천 년 전과 오늘을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은 맥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 맥은
바로 민중사건이다. 민중사건은 가장 구체적인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이면서도 시공을 넘어서는 맥이 된다. 그렇
지 않고서야 어떻게 수천 년 전의 이방에서 일어난 민중사건이 오늘 우리의 민중사건으로 재연될 수 있으며,
오늘의 우리 민중사건이 그 시대의 민중사건의 현재적 사건으로 조명될 수 있겠는가!
예수와민중｜예수사건의전승모체｜가난한자｜마태오의민중적민족주의｜민중사건과언어사건｜나라가임하옵소서｜이스라엘
민중사｜민중사실의증언｜고난과고백｜소명｜하늘도땅도공(公)이다｜예수의희망
신국판 양장본 522쪽 값 15,000원

6

역사와 민중
저자는 민중이 역사의 담지자라고 선언한다. 민중에 대한 정의는 끝까지 내리지 않았다. 개념이란 어떤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틀인데, 그것을 앞세우면 개념 싸움 때문에 그것이 말하려는 실체에는 접근도 못하고 마는 경우
가 있으며, 설사 그럴싸한 개념이 설정된다고 해도 그 개념이 실체를 박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민중이란 집단
체이다. 그것은 산 실체이다. 그러므로 개념화해서는 안된다. 민중은 관조의 대상일 수 없다. 민중은 구경꾼에게
는 언제나 가려져 있다. 민중은 민중사건에 참여할 때에만 비로소 그 실상을 보여준다. 이 책은 저자가 여기저
기서 만난 민중사건을 증언한 것이다.
민족 민중 교회｜민중과더불어｜풀과씨알과돌｜민중언어와그리스도교｜민중의힘｜민중이주도하는민족통일｜예수와해방
｜민중사와교회사｜우리에게일용할배고픔을｜민중은 환생 한예수｜민중과예복｜한국적그리스도인상의모색
신국판 양장본 444쪽 값 1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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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표 저작집
민주화운동의 상징적 위치에 있는 저자가 그동안의 실천과정에서 얻어낸 사상과 이념과 비전을 정리 집대성하였다.
체계적 이념의 혼돈시기인 오늘날 일평생 민주화를 위해 몸바쳐온 그가 투쟁을 통하여 정립해낸 창조적 진보이념인
민중주체 민주주의를 사랑이란 토대 위에 올려놓는다.

사랑의 정치를 위한 나의 구상 1

한국사회개혁론
한국사회의 비전을 전체적으로 인간해방의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다. 정치철학으로서는 민중주체 민주주의를 주
장하고 이념으로서 노동주의를 제시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그의 사상은 바로 사랑 이다. 사랑이
야말로 그의 투쟁의 출발이요 도달점임을 알 수 있다.

사랑의 정치를 위한 나의 구상 2

민중시대의 정치와 운동
민중주체 민주주의론과 진보적 대중정당론이 본격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저자가 주장하는 민중주체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사회구성원에게 정치적 민주주의가 보장되고, 자신의 노동과 사회적 활동이 자기실현 과정이 되어야
만 인간이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철학 위에 서 있다.

사랑의 정치를 위한 나의 구상 3

80년대의 상황과 실천
80년대 전두환 정권의 등장 이후 6공 출범에 이르기까지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투쟁현장 가운데서 정세를 분석
하고 매 시기 당면한 과제들을 정리한 것이다. 이 글을 통해 저자가 매시기마다 얼마나 정확하게 정세를 분석
하고 과제를 제시했는가를 알 수 있다.

사랑의 정치를 위한 나의 구상 4 5

지배의 논리와 해방의 논리
저자가 86년 5 3 인천개헌시위로 수배 끝에 구속되어 공판을 받는 과정에서 씌어진 자술서와 항소 상고이유
서 등으로서, 혐의사실 에 대한 변론이 아니라 독재정권에 대한 준엄한 고발과 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사랑의 정치를 위한 나의 구상 6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정치시평과 노동, 민족자주 및 통일, 행형문제에 대한 글, 기타 추모사 등이 실려 있다. 이 책에는 특히 70년대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민중의 소리 와 인간시장 등도 수록되어 있다. 민중의 소리 는
민청학련사건의 선언문으로 국내외적으로 유명해, 장기표 위원장을 시인으로 만든 글이기도 하다. 또 인간시장
은 저자가 평화시장에서 일하면서 쓴 1인칭 소설로서 70년대 학생운동권 내의 필독서가 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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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정치를 위한 나의 구상 7

창살의 노래 햇살의 노래
저자가 1986년 호헌반대 5 3 인천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되어 7년형을 선고받고 1988년 12월 출소하기
까지 약 3년 동안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를 모은 옥중 서한집이다. 저자의 인간적 면모와 철학을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책이다.

사랑의 정치를 위한 나의 구상 8

우리 사랑의 기쁨으로
저자는 사랑이 넘칠 때 가장 인간적일 수 있고, 가장 인간적인 것이 가장 진보적인 것 이라고 고백한다. 부부
사랑으로부터 출발하여 사회에 대한 사랑으로 발전하는 그의 사랑론은 정치와 운동은 사회적 실천이요 실현이
라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신국판 반양장 각권 300쪽 안팎 각권 값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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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 시대정신
한국사
이이화의 한국사 이야기
시오노 나나미의 저작들
오늘의 사상신서
한길역사강좌
한국사회연구
한국사회연구총서
신한국사상사
다산경학자료역편
한국근대사상가선집
실학사상독본
중국총서
제3세계연구
제3세계문고
한길시민세미나
평화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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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식민지시기와 분단시기를 겪어오면서 우리 역사에 대한 서술은 많은 부분 왜곡되거나 혹은 충실하지 못했다. 이제
우리 역사를 다시 써야 할 시점에 우리 사회는 서게 된 것이다. 이같은 시대적 요구를 인식한 한길사가 몇몇
연구자들과 함께 신선하고도 내용이 충실한 거질의 한국통사를 기획했고, 오랜 진통 끝에 우리 사학사상, 그리고
출판사상 처음이라 할 수 있는 민찬 한국사 를 전 27권으로 내놓게 되었다.

우리의 근대사학은 이제 1백 년 가까운 역사를 기록하게 되었다. 험난했던 근 현대사를 살아오면서도 우리 사
학계는 민족사 전체를 체계화하려는 노력을 나름대로 계속해왔다. 그러나 식민지시기와 분단시기를 겪어오면서
우리 역사에 대한 서술은 많은 부분 왜곡되거나 혹은 충실하지 못했다.
일본제국주의는 그들의 식민통치를 위해서 조선사편수회를 두고 처음으로 거질(巨帙)의 조선사 를 편찬했다. 편
년체로 서술된 조선사 는 이른바 실증주의적 방법론을 내세워 우리 역사를 식민주의사학의 목적에 부합되게
엮어놓은 대표적 사서였다.
8 15 이후의 우리 역사학계는 이같은 식민주의사학의 방법론을 극복하는 데 정력을 기울였고, 또 상당한 성과
를 거두었다. 민간학회 쪽 최초의 성과로는 1959년에 완간된 진단학회의 한국사 전7권을 들 수 있다. 또
1980년대에 와서 민간출판사 일조각에 의해 한국사강좌 의 간행이 시도되었다. 한편, 정부 쪽의 국사편찬위원
회도 1970년대를 통해 한국사 전25권을 간행해낸 바 있다.
우리 역사학계의 이같은 노력의 결과로 일제식민주의사학의 역사왜곡을 바로잡는 데 상당한 성과가 있었음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것들이 몇 가지 한계성을 가지고 있음도 또한 부인할 수 없다. 민간학회 쪽
업적으로서 완간된 진단학회 한국사 의 경우, 그때까지 이미 이루어져 있던 이른바 사회경제사학적 방법론에
의한 연구성과를 거의 수용하지 못한 점, 일제 식민지시기사와 8 15 이후의 역사를 전혀 서술하지 못했고, 따
라서 북한지역 현대사가 서술되지 못한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진단학회의 업적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는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 의 경우도 이런 결점은 거의 비슷하게
가지고 있다. 관찬(官纂)이라고 할 수 있는 국편위 한국사 가 비록 식민지시기의 민족해방운동사까지는 다루었
다 해도 그것의 역사적 논증 및 평가가 이 분단체제 아래에서는 불가피하게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들 기존의 거질 한국사류가 갖는 한계성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 해도 역사란 현실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새
로 씌어지게 마련이다. 더구나 1980년대 이후의 세계사적 격변과 함께 민족사적 현실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 뒤로는 한마디로 요약해서 세계사적으로 냉전체제가 와해되고, 민족사적으로는 민주적 시민사회의 전개와 통
일민족국가 수립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겠다.
1980년대 이후의 이같은 역사적 상황의 변화에 힘입어 진보사학적 연구경향 및 업적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더
불어 차츰 분단시대적 역사인식이 극복되고 통일시대적 역사인식이 싹터가고 있다.
다시 말해, 8 15 이후 40여 년간의 분단국가주의에 한정되었던 민족사인식에서 벗어나 통일민족주의적 역사인
식으로 돌아섰다고 할 수 있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연구작업의 현장에서도 획기적이라 할 만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우선 고대 중세사 전체를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 역사학계의 오랜 인습
의 하나였던 근 현대사, 특히 현대사연구 기피증이 극복되어가고 있다. 또한 종래 금기가 되다시피 했던 일제
식민지시기 민족해방운동전선에서의 좌익전선 활동에 대한 객관적 연구가 젊은 연구자들에 의해 정력적으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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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되어 제 위치를 확보해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른바 8 15 이후의 북한사가 객관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확
실히 역사를 다시 써야 할 시점에 우리 사회가 서게 된 것이다.
이같은 시대적 요구를 인식한 한길사가 몇몇 연구자들과 함께 신선하고도 내용이 충실한 거질의 한국통사를 기
획했고, 오랜 진통 끝에 이제 전체 27권으로 된 한국사 를 내놓게 되었다. 민간출판사의 단독기획으로서는 우
리 사학사상, 그리고 출판사상 처음이라 할 수 있을 이 민찬 (民纂) 한국사 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편
집을 맡은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 유의했다.
첫째, 전문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서(史書)인 동시에 일반지식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서가 되게 하자는 생각
이었다. 역사학이 전문가 중심의 영역에서 벗어나 대중화할 때 비로소 민족구성원 일반의 역사의식을 높일 수
있으며, 그것이야말로 역사학의 역할이 더 강조되는 점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둘째, 1980년대 이후의 세계사적 민족사적 변화에 힘입어 생산된 연구업적들을 그 논지에 불합리성이 없는 한
제한 없이 수용한다는 생각을 우리는 갖고 있었다. 그 때문에 종래에는 통념상 이런 계획에 참여할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았던 소장학자들도 대거 집필진에 가담시켰다. 이는 역사인식 및 서술의 노련성보다 그 신선성과 현
재성, 그리고 미래지향성에 무게를 둔다는 의도에서였다.
셋째, 전체적으로도 그러하지만, 특히 일제 식민지시기의 민족해방운동 과정과 8 15 이후 현대사 부분의 경우
가능한 한 분단체제적 역사인식의 틀을 벗어나 객관적인 시각의 서술이 되도록 노력하자는 생각이 있었다.
과욕인지 모르지만, 세기말의 역사변혁기에 서술되는 사서로서 통일민족국가 수립을 지향하는 역사인식, 21세기
민족사를 내다보는 역사인식을 담아내자는 의욕이 있었기 때문이다.
넷째, 그렇다고 해서 이 계획에 참가한 170여 명의 집필자들에게 편집자들의 어떤 의도를 요구한 것은 결코 아
니었다. 편집자들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집필진을 구성하는 데 한정되었을 뿐, 집필 방향은 전혀 그들의 독자적
방법론과 역사인식에 의거한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다만 그 위에서 통일된 일정한 방향성이 저절로 나타나기를
기대했을 뿐이다.
8 15 이후의 남한지역사와 북한지역사가 하나의 역사로 서술되지 못하고 남한지역사 중심에 북한지역사가 외
사(外史)처럼 덧붙여진 점도 아쉬움으로 남아 있다.
분단시대적 역사인식의 표출처럼 된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단계로서 나름대로 최선
을 다했다는 자긍심을 갖게도 된다.
이 기획에 참가한 모든 집필자들에게 감사한다. 상업성을 돌보지 않고 이 거창한 기획을 마련한 한길사의 문화
사업체로서의 사명감을 우리는 높이 평가한다.
역사학계의 비판과 함께 독자들의 호응을 기대한다.
강만길(고려대 교수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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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글세대가 집필진에 대거 참여
오늘의 민족현실에 대해 주체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한글세대의 젊은 연구자들이 집필진으로 대거
가담했다.

7 근현대사에 비중을 둔 균형잡힌 역사인식
아직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근대사 현대사에 큰

1 민간출판사에서 순수한 자력으로 출간

비중을 둠으로써 우리 역사연구 및 서술에 균형을

민간 출판사에서 순수한 자력으로 기획해 출간한

잡았다.

최대의 민찬(民纂) 한국사로 민족출판문화운동의 새
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8 사회경제사

사상사 생활사를 폭넓게 반영

기존의 정치사 왕조사 중심의 한국사 연구 및 서

2 식민사관 극복하고 민족사관 정립

술을 근본적으로 탈피하고 사회경제사 사상사 생

식민사관을 철저히 극복하고 투철한 민족사관에 입

활사를 중심으로 서술했다.

각해 우리의 5천년 역사를 체계화시킴으로써 한국
사인식의 단계를 한 차원 끌어올렸다.

9 묻혀 있던 사건

사상 운동의 재조명

기존 역사서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은 사건과 사상

3 사학계의 연구성과를 총괄한 통사작업

과 운동을 새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성과를 토

한국사학계가 지금까지 성취해놓은 연구성과를 수렴

대로 하여 소개함으로써 한국사의 영역을 크게 넓

하고 고대사부터 1980년대까지의 우리 역사 발전

혔다.

과정의 전체 모습을 담아낸 최초의 대규모 통사작
업이다.

10 민족해방운동사를 새롭게 해석
식민지시기의 민족해방운동과 해방공간의 통일운동

4

북한사를 수렴하는 민족통일사관

을 중요 주제로 설정하고 새롭게 서술 해석해냄으

냉전시대의 이데올로기를 극복하고 민족통일사관을

로써 우리 민족의 찬란한 민족해방운동사를 제대로

지향하여 북한사도 한국사에 포함해 객관적으로 다

규명했다.

루었다.

5 공동저술의 새로운 지평
현재 활발하게 연구성과를 내놓고 있는 173명의 연
구자들이 집필에 참여함으로써 공동저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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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새 한국사를 모색하는 이론과 방법편 기획
한국사연구의 방법을 총정리하는 한편 새로운 이론
을 모색하는 한국사의 이론과 방법 편을 기획함으
로써 과학적인 한국사 연구의 토대를 마련했다.

17 세계사까지 포함하는 한국사 대형 연표 2권
11 민주화

한국 고대사부터 80년대까지의 한국사 연표 및 한

민족운동사에 큰 비중

국사와 연관되는 세계사 연표를 곁들이는 대형 연

1970년대와 1980년대의 민주화운동과 민족통일운

표를 아울러 기획함으로써 우리 역사의 총체적 이

동을 비중 있게 다룸으로써 역사의 현재성을 확보

해를 도모했다.

하고 우리 사회의 역사적 발전을 전망하게 했다.

18 사진과 그림으로 담아내 살아 움직이는 역사

12 역사의 주체적 발전과정 모색

각종의 중요한 문화재 및 역사적인 저서 문서 유

우리 역사의 주체적 발전과정을 동아시아 전체 역

물 등을 사진과 그림으로 담아냄으로써 민족사의

사의 구조 속에서 입체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역사전

진면목을 효과적으로 이해하도록 했다.

개의 보편적 법칙을 존중했다.

19 참신한 디자인, 출판미학사의 획기적 성과

13 역사연구의 과학성과 정통성 고수

참신한 디자인에 최고급 자재를 사용함으로써 민족

우리 사회에서 터무니없이 강요하는 비과학적이고

출판문화운동의 미학사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

맹목적인 역사인식을 지양하고 역사연구의 과학성과

다.

정통성을 고수했다.

14

내용과 형식의 통일성 유지

20 오디오북의 시대를 여는 CD 육성강의 24매
편집위원과 필자들의 육성강의를 CD 24매에 담아

편집위원과 집필자들이 기획 집필과정에서 계획적

냄으로써 뉴미디어에 의해 한국사를 이해하는 입체

인 모임을 갖고 토론 및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펼침

적 방식을 창출해냈다.

으로써 내용과 형식의 통일성과 체계성을 도모했다.

15 현대적인 용어로 평이하게 서술
현대적인 용어로 한국사를 평이하게 서술하고 한글
을 전용함으로써 우리 국민 모두가 한국사를 기초
교양으로 두루 읽을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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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엄종｜선종｜유학(도교) 미륵신앙 풍수지리설｜미륵신앙｜풍수지리설

5

중세사회의 성립 1
제1부 서설
고려사회의 역사적 성격
고려사회론전개의역사적배경｜새로운고려사상의모색｜ 중세사회의성립 의개요와특성

제2부 지배체제의 정비와 변천
고려 전기 정치체제의 성립과 구조
나말려초의사회변동과호족세력의추이｜중앙지배세력의형성과성격｜통치체제
고려 중기 사회변화와 정치동향
정치사의이해를위한전제｜국가적위기의식의대두와그배경｜중앙정치의전개와정치세력의성격｜개혁의모색과그성격
고려 후기 정치체제의 변동과 정치세력의 추이
무신정권의성립과전개｜원의간섭과정치체제의변동｜반원개혁과신진사대부의성장

제3부 토지소유구조와 농민
고려 전기 농업생산력과 전시과체제
농업생산력과토지소유구조｜전시과의토지분급방식과경영형태
고려 후기 농장의 발달과 사전개혁
농장의발달과토지제도의정비｜전민변정사업의추진과과전법의성립｜농업생산력발달의추이
고려시대 수취구조와 농민생활
재정운영의성격｜부세의수취구조｜농민의생활

6

중세사회의 성립 2
제4부 사회구조와 유통경제
고려시대 향촌지배질서와 신분제
머리말｜고려전기의향촌상태와본관제의지배질서｜본관제와신분계층질서의관계｜고려후기향촌지배질서와신분제의변화
고려시대 수공업과 상업
고려전기의수공업과상업｜고려후기의수공업과상업｜화폐의주조와유통｜고려후기상공업발달과사회경제관계의변화

제5부 농민항쟁과 대외관계
12, 13세기 농민항쟁의 배경과 원인
머리말｜농민항쟁의배경｜농민항쟁의원인｜농민항쟁의지향과의미
12, 13세기 농민항쟁의 전개와 성격
무신정권 전반기의 농민항쟁｜최씨정권하의 농민항쟁과 신라 고구려 부흥운동｜대몽항쟁기의 농민항쟁｜고려 후기 농민항쟁의
의미
고려시대의 대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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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관계사의기본시각｜10～12세기동아시아의정세와고려｜13～14세기대외관계의전개와고려사회

제6부 사상과 문화
고려시대 유교의 전개와 성격
유교의정치사상｜고려전기의유교｜고려후기의유교
고려시대 불교의 전개와 성격
중세불교의이해방향｜고려전기불교계의재편과추이｜고려후기불교사의전개와신앙결사｜고려말의불교계동향

7

중세사회의 발전 1
제1부 서설
조선 전기 사회의 성격
사회편제의변천｜국가와소농민경영｜전제왕권과성리학적지배이념｜조선전기사회의성격

제2부 조선 전기 정치체제의 정비와 개편
조선 전기 중앙통치체제의 성립
왕조의건국과도평의사사체제의성립｜태종대의통치체제개혁과그의의｜성종대의유교적통치체제확립
조선 전기 지방행정제도의 정비
조선시대지방행정체제의특징｜군현제의정비｜관찰사제의운영｜수령제의발달｜향리의역할
사림의 대두와 중앙정치체제의 변화
사림의대두｜권력구조의변화｜정치참여층의확대｜정치운영방식의변화

제3부 조선 전기의 경제와 사회
조선 전기의 과전법체제와 수취제도
과전법과수취제도｜과전법체제의성립과변천｜과전법체제하의수취제도｜맺음말
조선 전기의 토지소유와 농업경영
농업생산력의발달｜농민경영의존재형태｜사적대토지소유제의구조와발전
조선 전기의 신분제
여말선초의사회신분문제｜신분제정비를위한토지조사와호적정리｜성리학의수용과사회경제적구상

8

중세사회의 발전 2
제3부 조선 전기의 경제와 사회
조선 전기 촌락사회의 구조와 농민
촌락의형성｜촌락사회의여러세력｜면리제운용과촌락민｜호구통제와호등제의성격

제4부 농민의 저항과 대외항전
농민층의 사회경제적 처지와 저항
농민층의사회경제적처지｜국가와지배층에대한농민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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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침입과 조선민중의 응전
임진왜란이전의동아시아정세｜전쟁의발발과전개｜강화회담의결렬과일본의재침략｜왜란의영향
청의 침입과 명청관계의 변화
동북아시아의국제관계｜만주족의흥기｜청의침입｜전후조선정부의대책

제5부 사상과 문화
조선 전기의 성리학
성리학의수용｜15세기의유교정치와성리학｜16세기의사림파와성리학
조선 전기의 사상과 문화
집현전설치와훈민정음창제｜편찬사업｜문학｜음악과무용｜미술
조선 전기 과학기술의 발달
새 왕조의 시작과 과학기술｜세종대 천문역산학의 발달｜세종대천문역산학의결실｜지리학과지리지의편찬｜의학의발달｜과학
기술의발달에따른사회분화｜기술의발달

9

중세사회의 해체 1
제1부 서설
중세사회의 동요와 해체
중세사회각분야의변화와발전｜사회 경제관계의변화와민중조직｜민중의저항과정치관계의변화｜사상계의변화와서민문화

제2부 양반사회의 성립과 전개
붕당정치의 전개와 정국의 변화
사림의집권과붕당정치｜붕당정치의변질과정국의변화｜세도정국과정치부재화
탈주자학적 경향과 사회개혁론의 전개
17세기사상계의동향｜사회개혁론의전개｜봉건적사회개혁론의한계와좌절

제3부 사회경제적 변동
상품경제의 발전과 자본주의적 관계의 발생
상품유통구조의 변화와 시장권의 확대｜상업자본의 축적과상인자본의소생산자지배｜수공업 광업에서봉건적생산양식의해체
와자본주의적관계의발생
농업생산력의 발달과 지주제의 변동
머리말｜농업생산력의발달｜농민층분화의전개｜지주제의변동｜상업적농업의발달｜맺음말
조선 후기 향촌사회구조의 변동
17～18세기 사회변화와 향촌사회｜신분제의 해이와 사족지배체제의 한계｜신향세력의 성장과 봉건모순의 심화｜촌락사회구조의
변모와민중의식

제4부 반봉건투쟁의 격화
17～18세기 민중의 저항
17～18세기민중의저항｜변혁사상의대두와새로운변혁세력｜여러사회세력의항거｜민중저항의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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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사회의 해체 2
제4부 반봉건투쟁의 격화
1811～12년 평안도 농민전쟁
19세기전반기사회정세와평안도｜농민전쟁의전개과정｜평안도농민전쟁의참가층｜평안도농민전쟁의역사적성격과의의
1862년 전국농민항쟁
1862년 농민항쟁의발생계기｜1862년 농민항쟁의발생지역｜항쟁집단의조직과사상｜농민항쟁의전개과정｜봉건정부의대책｜
1862년농민항쟁의결과및성격
서구자본주의의 침투와 위기의식 고양
서학 천주교의도전과정부의탄압｜서구열강의조선침략과위기의식고양

제5부 문화와 민중생활
양반문화의 변화와 서민문화의 형성
문학｜미술｜음악
조선 후기 민중의 생활풍습
머리말｜두레의 발생과 공동노동조직의 체계화｜향촌사회의변동과황두공동노동조직의체계화｜조선후기변혁운동과농업생산
풍습
조선 후기 과학기술의 발달
전통과학기술과서양과학기술｜전통적지리학의전개｜실학자들의서양과학발견｜서기의수용노력｜개국이후의과학

11

근대민족의 형성 1
제1부 서설
근대국민국가 인식과 내셔널리즘의 성립과정
개항기의시기구분｜양절체제의국가(1876～94년)｜만국공법체제의국가(1894～1905년)｜내셔널리즘의성립(1905～ 10년)

제2부 정치적 변동과 민족국가 수립운동
중화체제 만국공법질서의 착종과 정치세력의 분열
중화체제 만국공법질서의착종｜초기근대화정책과구미수교｜국내정치세력의분화와외세침투대응의문제
갑신정변과 갑오개혁
갑신정변의과정과결과｜갑오개혁의내용과성격
대한제국의 권력구조와 광무개혁
대한제국의성립과정｜대한제국의정치체제와그기반｜광무개혁의내용과성격
보호국체제의 성립과 통감정치
러일전쟁과보호국체제의성립｜보호국체제하의통감정치실시｜보호국체제하의반민족세력
독립협회운동
독립협회운동기의 국제정세｜독립협회의 창립과 주도세력｜독립협회 운동의 전개｜개혁구상의 내용｜독립협회의 역사적 의의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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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식민화과정과 민족경제의 동태
열강의 이권침탈과 경제의 예속화과정
머리말｜무역구조의변동과농민층의몰락｜열강의이권침탈과자주적근대화의좌절｜식민지경제의기반구축

12

근대민족의 형성 2
제3부 식민화과정과 민족경제의 동태
개항기 지주제의 변동
개항기의농업정책｜개항과농업경영의변동｜개항과지주제의변동
상권수호와 식산흥업운동
머리말｜상권수호운동의전개｜식산흥업운동의전개｜역사적의의와한계

제4부 민족으로서의 결집과 민중운동
임오군란
19세기서울의사회경제구조와하층민저항운동｜임오군란의전개과정｜임오군란의역사적위상
갑오농민전쟁
조선봉건체제 해체기로서의 19세기｜척왜양운동의 전개｜사발통문과 고부봉기｜제1차 기병｜폐정개혁안과 집강소 통치｜제2차
기병｜농민전쟁의성격과의의
농민항쟁과 의병전쟁
농민층의반제 반봉건투쟁｜임노동층의반제국주의투쟁｜의병의반제 반봉건투쟁｜대한제국기민중운동의의의

제5부 근대문화의 전개
애국계몽운동
계몽운동의사상적기반｜계몽운동의극복과무장투쟁론으로의전환｜계몽운동의전개｜한말계몽운동의역사적의의와한계
근대문학의 발흥
이시기문학사를보는관점｜시가문학의새로운변모｜서사문학의양상과성격｜민족문학과근대문학

13

식민지시기의 사회경제 1
제1부 서설
일본제국주의 식민지지배의 특질
머리말｜식민지의통치기구｜식민지의경제적지배｜맺음말

제2부 일제의 통치정책
일제의 한국침략정책
한국침략의목표｜억압과수탈의무단통치정책｜문화정치를내건분열통치와수탈의강화
일제의 황민화정책
내선일체와전쟁총동원｜민족말살의황민화정책

제3부 식민지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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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사사업과 식민지지주제
토지조사사업과관련한통감부정책｜토지조사사업의실시경과｜토지조사사업의결과｜식민지지주제의성립
산미증식계획과 농업구조의 변화
머리말｜계획의내용과실적｜수리조합사업의특징｜농업구조의변화｜맺음말
식민지 조선의 공업화
머리말｜조선총독부의공업화정책｜공업화의실태｜공산품시장의확대｜조선경제의재생산구조｜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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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시기의 사회경제 2
제3부 식민지 경제정책
식민지공업화기 노동자계급의 성장
연구사적성숙｜1930년대조선의노동력구성의변화｜노동자계급의양적성장과변화｜노동자의질적발전｜노동자조직과계급의
식의성장｜맺음말
식민지경제구조의 변화와 민족자본의 동향
민족자본의 개념｜제1차 기업발흥기(1916～20년)｜만성적불황기(1920～33년)｜제2차 기업발흥기(1933～37년)｜전시경제체제
하조선인기업의성장과몰락(1937～45년)｜조선인자본의능동적대응

제4부 식민지시기의 사회와 문화
식민지의 사회구조
머리말｜인구구성과취업구조의변화｜인구이동과도농구조｜식민지적사회구조와소상품생산자
식민지교육과 민족교육
동도서기론적근대교육의체계화와식민성의확대｜모범론적동화와조선민중의이중적대응｜무차별동화정책과식민지교육의확
대｜식민지교육에대한저항과민족교육의성격
식민지시기의 언론
전사｜무단정치기의언론｜문화정치기의언론｜1930년대의언론
식민지시기의 문학
식민지시기의 문학과 리얼리즘의 발전｜계몽주의의 지속과현실비판적문학의출발｜근대문학의전개와리얼리즘의발전｜리얼리
즘의위기와새로운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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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해방운동의 전개 1
제1부 서설
일제 식민지시기 민족해방운동의 전개와 성격
머리말｜1920년대민족협동전선운동｜1930년대이후의민족통일전선운동｜맺음말

제2부 민족해방운동의 새로운 발전
3

1운동

3 1운동의배경｜3 1운동의전개｜3 1운동의역사적위치
국내 민족주의 좌우파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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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시기조선의부르주아민족주의｜1920년대민족주의우파의운동｜1920년대민족주의좌파의운동｜1930년대민족주의세
력의동향｜부르주아민족주의운동의성격과한계
사회주의운동과 조선공산당
1920년대 사회주의운동의 외연과 내포｜사회주의이념의 수용과 확산｜조선공산당의 조직과 활동｜조선공산당의 정치노선｜조선
공산당의해체
조선공산당 재건운동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의 역사적 배경｜당재건운동의 개시(1929～31년)｜지역적 공산주의자그룹과 적색노동조합 농민조합운동
(1931～37년)｜반일민족통일전선전술의수용과당재건운동의계속적인발전(1937～45년)｜조선공산당재건운동의성격과역사
적의의

제3부 대중운동의 전개
일제하 노동운동의 전개와 발전
일제하 노동운동의 성격과 의의｜노동조합의 조직｜산업별 노조로의 이행｜혁명적 노동조합운동｜대중적 파업투쟁｜노동운동의
이데올로기와문화
일제하 농민운동
농민운동전개의배경｜소작쟁의와수리조합반대투쟁｜1920년대농민운동의전개양상｜1930년대혁명적농민조합운동의전개양상
｜일제하농민운동의역사적의의
일제하 청년학생운동
청년학생운동의대두배경｜1920년대청년학생조직의대두와활동｜1920년대동맹휴교와광주학생운동｜1930년청년학생운동의
전개｜해방직전의학생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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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해방운동의 전개 2
제3부 대중운동의 전개
신간회운동
신간회의의의｜신간회의창립｜사회주의자들의신간회운동론｜복대표대회와민중대회사건｜지회의설립과활동｜해소론

제4부 중국과 그 동북지역의 민족해방운동
1920년대의 중국관내 민족해방운동
임시정부의수립과활동｜국민대표회의개최와경과｜사회주의운동과의열단활동｜민족유일당운동의전개
1930～45년의 중국관내 민족해방운동
항일청년의양성｜조선의용대의중일전쟁참전｜임시정부와독립동맹
중국관내 민족해방운동전선의 통일전선론
통일전선론의배경｜조선민족혁명당의통일전선론｜남화연맹의통일전선론｜조선민족전선연맹의통일전선론｜한국국민당의통일
전선론｜임시정부의통일전선론｜통일전선론의성과
1920년대의 만주지역 민족해방운동
1910년대의만주한인사회와독립군기지의창건｜1920년대초독립군의무장활동｜1920년대전반의민족주의운동과사회주의운
동｜민족유일당운동의전개｜1920년대후반～30년대초반만주지역민족해방운동의재편
1930년대의 만주지역 항일무장투쟁
1920년대 말～30년대 초 만주지역 한인공산주의운동의 조건：간도지역을중심으로｜항일무장투쟁의전개과정｜만주 항일무장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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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과정에서한인들의활동－조국광복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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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구조의 정착 1
제1부 서설
국민국가 형성과 근대화의 문제
해방후사에대한접근｜사회에반(反)하는국가｜대역전｜정치사회의재편과분단국가의제도화｜한국전｜전후의사회와정치질서
｜4월혁명과5 16 군사정변｜맺음말

제2부 해방과 분단국가의 수립
전후 세계질서와 미국의 대한정책
전시와종전직후의한반도문제해결방안｜해방후미국의대한정책｜한국문제의유엔이관과단독정부수립
미군정 국가기구의 창설과정과 성격
미군정기 국가형성과 국가기구｜미군정의 성립과 국가구조｜미군정국가기구의창설과재편과정｜미군정국가기구의구성과물적
기반｜미군정국가기구의역학관계와정치적성격
미군정기 정치세력들의 노선과 활동
머리말｜정치세력의형성과계급적기반｜정강 정책비교와주요쟁점｜정치노선과정치활동｜맺음말
분단정부의 수립
미국의 봉쇄정책과분단정권수립 구상｜제2차미소공위：통일정부수립의기대와좌절｜분단정부수립준비｜5 10 선거와분단정
부의수립

제3부 한국전쟁과 제1공화국의 위기
제1공화국의 수립과 위기
분단국가의 수립｜국가수립과 초기 균열｜위기의 심화와국가의억압｜반공국가의구축과대북공세｜반공국가의위기｜전간기 역
사의이해
한국전쟁
한국전쟁의 기원과 발발｜한국전쟁의 제1국면：북한인민군의 공세｜한국전쟁의 제2국면：유엔군의 공세｜한국전쟁의 제3국면：
북한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의합동공세｜한국전쟁의제4국면：전선의교착과휴전의모색｜한국전쟁의제5국면：휴전협상 소
모전과종전｜전쟁과국내정치｜한국전쟁의영향과의미
1950년대의 정치사
한국전쟁의 영향과 1950년대 국가구조의 변화｜지배이데올로기지형：반공이데올로기의 구축｜정치세력의 새로운 형성과 분화｜
1950년대후반한국정치의전개와이승만정권의위기｜이승만독재정권의와해｜이승만체제의몰락
제2공화국의 사회갈등과 정치변동
4월혁명과과도정부｜제2공화국의수립과장면정권의실정｜제2공화국의갈등심화와동요｜군부개입과제2공화국의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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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구조의 정착 2
제4부 사회경제구조
미군정기의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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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5의경제적의미｜미군정기의경제실태｜귀속재산의처리와자본의재편｜노동자자주관리운동과자본－노동관계
농지개혁
농지개혁의 경제적 배경｜토지개혁을 둘러싼 각 정치세력의 입장｜미군정의 토지정책｜농지개혁의 주체｜농지개혁법의 입법과정
과내용｜농지개혁의시행과정과결과｜농지개혁의성격과역사적의의
1950년대 경제정책과 자본축적
1950년대경제의개괄｜원조의성격및영향｜귀속재산불하｜재정 금융정책｜농촌의변모양상

제5부 민중운동
미군정기 인민정권 수립운동
머리말｜조선인민공화국의수립과미군정의실시｜모스크바3상회의결정과좌파의임시정부수립운동｜맺음말
노동운동
혁명적 노동운동의 등장과 해체(1945～단독정부수립)｜단독정부수립이후부터휴전까지의노동운동｜한국전쟁에서4월혁명이전
까지의노동운동
농민운동
머리말｜해방후5년간의농업현실과농민운동｜1950년대의농업현실과농민생활｜맺음말
통일국가수립운동
한국문제의 유엔이관과 통일운동의 대두｜평화적 통일국가수립운동：남북협상｜단선단정저지투쟁｜제주도 4 3민중항쟁｜통일
국가수립운동의의의와한계
4월혁명
머리말｜4월혁명의배경：1945～60년의남한의국가와계급｜4월혁명의직접적인배경｜운동의전개과정｜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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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민주 통일을 향하여 1
제1부 서설
신경제주의시대의 사상과 이론
사상의 시대 지배력과 형성틀｜경제주의 사상의 성립조건과 내용｜냉전의 종식과 세계적 신경제주의의 부상｜신경제주의 시대에
조응하는경제운용틀

제2부 지배이데올로기와 정치구조
1960, 70년대의 정치구조와 유신체제
1960, 70년대 한국정치사의 구조적 특질｜5 16군사정변과 군부독재체제의 성립｜ 5 16군사정권의 정치역량과 유신체제 강화
｜유신체제의전개와붕괴｜맺음말
1980년대의 정치사
머리말｜제5공화국정치체제의성립과정｜제5공화국의정치과정｜1980년대정치사의귀결
통일론으로서의 자립적 민족경제
들어가는말｜분단이민족경제에미친영향｜통일론으로서의자립적민족경제의방향｜민족자주경제실현의전망｜맺음말

제3부 경제개발과 자본주의화
1960, 70년대의 경제발전과 그 성격
국가주도경제개발체제의성립｜개방체제로의전환과차관경제의전개｜1960년대의고도성장｜유신체제와중화학공업화｜석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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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와종속적축적의위기
1980년대 한국자본주의의 발전과 구조
1980년대 한국자본주의의 전개과정｜구조불황과 축적체제의 재편：1980년대 전반｜ 3저호황 , 경제의 전면개방과 산업구조 조
정：1980년대후반｜중화학공업재편과독점적축적기구의발전｜축적체제의새로운모색

제4부 민족민주운동 1
1960, 70년대의 사회운동
도입｜1960년대의 운동｜1960년대 말 70년대 초의 사회상황과 사회운동｜10월유신 이후의 운동：반파시즘 민주화운동｜1960,
70년대사회운동의성격

20

자주 민주 통일을 향하여 2
제4부 민족민주운동 1
1980년대의 민족민주운동
변혁이념의확산과운동의질적전환기｜부마항쟁과광주민중항쟁｜민족민주운동의흐름｜민족민주운동의성격과특징
1970, 80년대의 노동운동
산업화와 노동운동의토대형성｜변혁적인 노동운동의태동과민주노조운동의성장(1970년대)｜노동운동의질적전환을위한모색
(1980～86년)｜1987년노동자대투쟁
1960～80년대의 농민운동
머리말｜경제개발기의농업과농민운동｜국가독점자본주의와농민운동｜현단계농민운동의과제

제5부 민족민주운동 2
통일정책의 전개과정
통일정책의 개념｜분단화과정과 정권의 성격｜북진통일정책과 한국전쟁｜4월혁명과 평화통일정책의 공식화｜선건설 후통일론과
분단안정화정책｜신냉전과방어적통일정책｜탈냉전과흡수통일정책의전개｜맺음말
분단시대의 여성운동
여성운동의개념｜분단이후의여성운동｜1980년대여성운동｜분단시대여성운동의성과와과제
1960～80년대의 청년학생운동
청년학생운동의개념｜1960, 70년대학생운동의전개｜1980년대학생운동의전개｜청년운동의전개와한계｜맺음말
분단시대 교육운동의 전개
분단시대교육운동의성격｜미군정기의교육운동｜4월혁명시기의교원노동조합운동｜1960～70년대의교육운동｜1980년대의교
육운동｜현단계교육운동의과제와전망
지배이데올로기의 형성과 변화과정
분단국가 수립과 이데올로기 투쟁｜이승만 독재정권과 친미반공이데올로기 공세｜군부정권 성립과 반공이데올로기의 강화｜이데
올로기지형의변화와지배이데올로기의재구축

21

북한의 정치와 사회 1
제1부 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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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사 인식의 방향
북한연구를 위하여｜인민민주주의제도의 수립과 민주주의인민 공화국 창건｜사회주의 건설과 주체형 사회주의제도의 확립｜사회
주의완전승리를위한과업의추진

제2부 북한사의 전개과정
인민정권의 수립과 민주개혁
해방공간｜인민정권의형성과정｜민주개혁의실시｜북조선인민위원회의창설
북한사회주의체제의 등장과 한국전쟁
머리말｜북한사회주의정권의수립과민주기지의강화｜북한사회주의체제의발전과민주기지의군사적강화｜한국전쟁과북한사회
주의체제
전후 복구건설과 사회주의제도의 확립
1950년대 북한에대한 인식｜한국전쟁 직후의당면과업｜전후복구와인민경제발전계획｜사회주의개조의본격화｜전후논쟁과주
체노선의등장｜주체형사회주의를향하여
1960년대의 사회주의 건설과정
1960년대 사회주의 건설의 성격과 경제 노선｜사상투쟁과유일사상체계의구축｜경제건설의 전개과정과방법｜1960년대의북한
사회주의건설의특징과평가
1970년대의 북한사회주의 건설
머리말｜제5차당대회와 1970년대북한사회주의 건설의과제｜사회주의헌법의제정｜1970년대북한의경제발전노선과사회주의
의완전승리｜3대혁명의추진과김정일후계체제의형성
1980년대의 북한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와 1980년대의 과제｜혁명2세대의 전면대두와 후계체제의 확립｜경제적 난관과 새로운 모색｜주체형 사회
주의의심화와시련

22

북한의 정치와 사회 2
제3부 정치와 경제
북한의 이데올로기와 주체사상
머리말｜주체사상의 시원과 전개｜주체사상의 철학적 전개와 내용｜주체사상의 사회와 역사 파악｜주체사상의 실천문제｜주체사
상의윤리학｜주체사상의현대적의의와과제
조선로동당의 형성과 발전
머리말｜북조선공산당의 출범｜북조선로동당의 창립과 발전｜남북로동당의 합당과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표방｜당 체질의 변화와
주체확립을향한투쟁｜주체사상의대두와유일지도체계의확립｜맺음말
북한 대외경제관계의 전개
머리말｜북한의대외경제관계｜맺음말
북한의 경제관리
북한경제관리의특징과기본원칙｜계획화체계｜공업관리체계｜농업관리체계｜결론

제4부 외교통일정책
북한의 대외정책
머리말｜북한대외정책의이론과구조｜북한대외정책의전개과정｜페레스트로이카와북한의대외정책｜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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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남 통일정책
북한의대남 통일정책의올바른이해를위하여｜북한의대남정책｜북한통일정책의전개과정｜1990년대북한통일정책의변화｜
대남 통일정책의변화

제5부 문화와 주민생활
북한의 문학과 문예이론의 전개
북한문예의성격｜북한문학의흐름｜주체의문예이론의체계와내용｜항일혁명문학예술과현대적계승
북한의 사회생활
문제제기｜경제정책과인민생활｜소비생활｜여성및가족관계｜맺음말

보론
전환기의 북한사회주의：1980년대 이후 북한의 변화와 개혁
전환기의북한｜사회주의권의대변혁과북한의체제적위기｜남북한의국력차이와북한의체제위기｜북한의대응｜북한은변화하
고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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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의 이론과 방법 1
제1부 역사인식 1
한국사학사의 흐름
머리말｜ 삼국사기 ｜ 삼국유사 ｜ 고려사 ｜ 동국통감 ｜ 동사강목
개항기의 역사인식과 역사서술
침략과 저항 속의 역사인식｜개항기 역사서술의 특성과한계｜식민주의역사인식의출현｜반제국주의적역사인식의모색｜개항기
역사인식의의미
식민지시기 역사인식과 역사서술
근대역사학의성립과민족주의적 역사인식｜식민사관｜민족주의사학｜사회경제사학｜실증주의사학｜식민지시기역사인식과서술
의특성과한계

제2부 역사인식 2
해방 후 남한 사학계의 한국사 인식
남북의분단과 1950년대의역사인식｜1960, 70년대의민족사학론｜1980년대의민중사학론｜1990년대의방향모색
해방 후 남한의 한국사연구 성과와 과제
연구사 정리의 의의｜한국사연구의 발전과정｜고대｜고려시대｜조선 전기｜조선 후기｜개항기｜일제하｜8 15해방 이후｜과제
와전망
북한 역사학의 전개와 역사인식
북한역사학계의임무｜북한역사학의발전과정｜북한의역사인식｜북한역사학에대한평가

24

한국사의 이론과 방법 2
제3부 시대구분과 사회성격
남한 학계의 전근대 시대구분과 사회성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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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구분의 의의｜일제시기의 시대구분｜8 15해방 직후의 시대구분｜1950년대의 시대구분｜1960, 70년대의 시대구분｜1980
년대의시대구분｜시대구분론의진전을위하여
북한 학계의 전근대 시대구분과 사회성격 논의
시대구분논쟁의배경과전개과정｜시대구분의내용과변화｜전근대사연구성과와사회성격
1950년대 이후 남한 학계의 한국 근현대사 시대구분 논의
근현대사 시대구분 논의와 역사인식｜1950년대 보수사학의 시대구분론｜1960, 70년대 근대화론의 대두와 다양한 시대구분론｜
1970년대중반이후통일인식의대두와근현대사인식의전환｜맺음말
북한 역사학에서 근 현대 사회성격과 시대구분 논의
머리말｜북한역사학계의사상적흐름｜근 현대의사회성격과혁명단계｜근 현대사시대구분론｜맺음말

제4부 계급과 민족문제
한국 중세사회의 계급과 신분
신분제의 역사성－전근대사회의 한 단면｜조선 전기의계급과신분구조｜자주－전호관계와신분구조의시기별동향｜신분제의 해
체와전망
한국 근현대의 민족이론과 민족주의론
민족 민족문제 민족주의｜우리나라 민족의 형성과 민족문제의 성격｜한국 근현대의 민족 민족주의론(1)｜한국 근현대의 민족
민족주의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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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표 1
고대
삼국시대
남북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26

연표 2
개항기
식민지시기
현대

27

찾아보기
찾아보기
부록：한국사 1권～24권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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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북한현대사의전개과정
(이종석｜성균관대강사 정치외교학)
23. 한국사의인식과방법

1. 원시공동체의해체와고대국가의발생
(최광식｜고려대사학과교수)
2. 선사시대의사회와문화
(이청규｜제주대사학과교수)
3. 삼국의형성과구조

(조광｜고려대한국사학과교수)
24. 북한역사학계의동향과역사인식의특징
(도진순｜창원대사학과교수)

(김영하｜성균관대사학과교수)
4. 남북국시대를어떻게볼것인가

책 전27권 크라운판 양장본

(이우태｜서울시립대국사학과교수)
5. 고려전기사회발전과민의존재양태

보급판 값 353,000원(낱권 구입 가능)

(채웅석｜성심여대국사학과교수)
6. 고려후기사회변화와민의항쟁

CD 전24매 1매 1시간 값 220,000원

(박종기｜국민대국사학과교수)
7. 조선전기정치사의전개
(최이돈｜한남대역사교육학과교수)
8. 조선전기의민중저항
(한희숙｜숙명여대한국사학과교수)
9. 조선후기정치경제의전개와성격
(최완기｜이화여대사회생활학과교수)
10. 조선후기의사회와사상
(김현영｜국사편찬위원회교육연구사)
11. 개항기의정치경제를어떻게볼것인가
(정창렬｜한양대사학과교수)
12. 개항기의사회운동
(조성윤｜제주대사회학과교수)
13. 일제시기의사회경제와그성격
(안병직｜서울대경제학과교수)
14. 일제시기의공업화와민족자본
( 허수열｜충남대경제학과교수)
15. 1910～20년대의민족해방운동
(이균영｜전동덕여대사학과교수)
16. 1930～40년대의민족해방운동
(강만길｜전고려대사학과교수)
17. 국민국가의형성과근대화의문제
(최장집｜고려대정치외교학과교수)
18. 해방과분단과한국전쟁, 4월혁명과 5월군사정변
(박명림｜고려대강사 정치학)
19. 1960～80년대한국경제를어떻게볼것인가
(전철환｜전충남대경제학과교수 한국은행총재)
20. 1960년대이후의한국정치사
(고성국｜나라정책연구회정책실장)
21. 북한사회주의의올바른이해
(김남식｜평화연구원책임연구위원)

각권 350～730쪽 값 700,000원

낱권 값 12,000～18,000원

책 27권 CD 24매 값 850,000원
CD- ROM 1매 값 2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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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화의 한국사 이야기
우리 역사를 총 24권의 방대한 분량으로 저술해내는 이 책은 1984년 한길사가 8년여 각고의 작업 끝에 완성해낸
민찬 한국사 와 연속선상에서 기획되었다. 한국사 (전27권)가 해방 이후 역사학계의 축적된 연구 성과를
학술적으로 총집대성한 작업이었다면 한국사 이야기 는 이이화 선생의 40년에 걸친 연구와 원융한 서술로 모든
독자가 한국사에 흥미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사 대중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1998년 1차분 출간을
시작으로 매년 4권씩 선보이게 될 한국사 이야기 는 한 개인에 의해 저술되는 가장 큰 한국통사이자, 우리
역사학계의 축적된 연구 성과와 출판 역량을 시험하는 장이 될 것이다

한국사 이야기 의 10대 특징

1 한 개인에 의해 저술되는 가장 큰 한국통사
역사학자 이이화가 전24권의 방대한 분량으로 저술해내는 우리 역사 5천 년의 통사이다. 매년 4권 분량으로 6
년에 걸쳐(2003년 완간 예정) 출간하게 될 이 책은 특히 한 개인이 각 시대의 사건사 정치사 문화사 경제사
등 개별적 연구성과를 일관된 체제의 통사식으로 종합서술하는 해방 이후 최초의 작업이다.

2 저자의 40년 역사연구의 라이프워크
저자 이이화는 뛰어난 한문실력과 해박한 역사지식, 그리고 특출한 자료해독 능력 등 역사연구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청년기부터 탄탄한 한문실력을 바탕으로 역사서를 해석하기 시작함은 물론, 우리 역사학계에
좥허균의 개혁사상좦 좥북벌론의 사상사적 검토좦 등 탁월한 논문을 발표하여 신선한 충격을 주기도 하였다. 역
사문제연구소 소장과 역사비평 편집인, 그리고 동학관련 사업회 공동대표, 100여 회에 걸친 역사기행과 역사강
좌 주도 멤버로 우리 역사연구의 최일선에서 활동했던 저자의 총역량을 집대성하게 될 한국사 이야기 는 저자
의 40년 역사연구의 총결산이다.

3 정통적인 민족사 인식의 대중화 작업
민찬 한국사 와 연속기획선상에서 저술되는 책으로 한국사 가 논문형식의 한국통사를 이론적으로 기술했다면,
이이화의 한국사 이야기 는 유려한 문장으로 이야기식으로 서술하여 모든 독자층이 우리 역사를 흥미있게 접
근할 수 있도록 기획집필하였다. 최근 들어 출판계에서도 단편적으로 우리 역사를 대중화하는 작업이 활발히 진
행되고 있으나, 통일된 체제로 한국통사를 대중화하는 작업은 이 책이 최대 최초이다.

4

철저한 역사현장 답사를 토대로 역사의 현실성 확보

철저한 역사현장 답사를 토대로 저술해내고 있다. 역사적 사실과 이론을 현장 답사를 통해 검증해냄으로써 한층
더 역사적 현실성을 확보해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 1980년대 한길사에서 주관했던 역사기행을 통해 저자
는 우리 역사 현장 곳곳을 답사함은 물론, 역사문제연구소 소장 재직시절에도 젊은 역사학자들과 지속적인 현장
답사를 실시하여 역사적 사실 하나하나를 직접 검증해냄으로써 이론적 역사 가 아닌 살아 숨쉬는 역사 연구
에 온 힘을 기울였다. 1989년부터 4차례에 걸쳐 소장학자들과 중국지역의 고구려 발해 역사기행을 다녀옴으로
써 북한을 제외한 우리 역사 현장 전부를 답사한 저자는 지금까지 잘못 기술되어왔던 부분들을 이 책에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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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해냈다.

5 풍부한 사진자료와 지도 및 용어해설로 입체감 확보
역사적 사실을 풍부하게 전해주는 유물과 유적에 관한 사진자료와 각 시대별 주요 지도, 역사용어 해설 부분을
첨가하여 텍스트 위주의 역사서술에서 벗어나 입체감을 살렸다. 각 권당 80~ 90컷 정도의 화보와 사진자료를
실었으며, 역사용어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첨가하여 역사적 추이를 읽어내려가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하였
다. 아울러 각 시대마다 우리 역사 연표와 세계사 연표를 병기하여 세계사의 흐름과 우리 역사의 관계를 일목
요연하게 살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자세한 색인 사항은 역사책 읽기의 나침판 구실을 충실히 해주고 있다.

6 생활사

문화사 중심의 역사서술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역사학계의 새로운 기풍은 사건사 정치사 위주의 역사서술에서 벗어나 생활사 문
화사 중심의 역사서술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는 점이다. 한국사 이야기 는 이러한 경향을 최대한 반영함은
물론 문화인류학과 고고학을 비롯한 역사학 이외의 주변 학문 성과도 최대한 반영, 종합적인 역사시각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된장은 언제 처음 먹기 시작했으며, 여자는 언제부터 말을 타기 시작했는가 등이 사료를
통해 복원되고 있다.

7 우리 역사를 동아시아 보편사로서 조망, 객관적 서술 시도
동아시아 역사의 보편사 속에서 우리 역사를 자리매김하고 있다. 즉 국제정세와의 관련하에서 우리 역사를 서술
함으로써 객관적인 역사시각을 제공하는 것이다. 중국사료인
한서 등과 일본사료인 일본서기

수서

구당서

신당서

자치통감

한서

후

속일본서기 등 풍부한 사료를 바탕으로 우리 역사서에 서술된 것과 비교

고찰하여 잘못 인식되어온 우리 역사를 바로잡았다. 이러한 것은 저자의 해박한 한문실력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8 원전해독의 오류, 문헌고증을 통해 수정

보완

그릇된 원전해석은 그릇된 역사인식을 가져온다. 사료에 대한 철저한 고증작업이 필요한 이유는 그 때문이다.
저자는 우리 역사서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의 사서를 비교 평가하여 역사서술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
러한 작업을 통해 각각의 역사서가 서술하고 있는 내용을 체계적으로 보완하여 일관된 서술방식으로 이 책을
집필하였다.

9 역사서술방식의 특이성
연대기적 서술방식과 사건사적 서술방식을 과학적으로 접목시켜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 초래하기 쉬운 연속
성의 끊김을 방지하였다. 예를 들어 철기문화가 정치사나 전쟁사적인 측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설명할
때, 반드시 생활사 문화사적 해석도 첨가하였다. 즉 초기 신라의 철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활과 밀접히 연
관되어 있는가 등을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단지 병기로서 전쟁사적인 측면만 부각시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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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료해석의 문제를 정확히 평가
한국사 이야기 는 사료해석에 있어 1차적으로 신비스러운 이야기나 고증되지 않은 설화 내용은 싣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러한 내용은 결정적으로 역사를 인식하는 혜안을 흐트려놓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바보 온달이라
고 알고 있는 내용은 당시 왕권세력이 귀족세력을 누르기 위해 이미지 조작을 시도한 대표적 사례이다. 온달은
평민계층의 뛰어난 인물이었던 것이다. 이렇듯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막연한 역사적 사실을 엄밀한 사료고증과
역사적 해석을 통해 바로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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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권의 내용

1

우리 민족은 어떻게 형성되었나
걷고, 쥐고, 불을 사용하면서｜무리사회를 이루어｜자연의 지배자가 되기까지｜백두대간이 솟구친다｜구석기시대, 인간사회의 첫
출발｜신석기시대는 어떤 사회였나｜토기는 인류의 위대한유산｜정착농업과벼농사｜예술은생활에서｜첫임금단군｜동이족이
세운 나라｜청동제 무기로 정복전쟁을 벌이다｜기자조선은실재했는가｜철제무기로위만이집권하다｜영혼불멸의신앙｜어떻게
살았을까｜조선이 무너지다니｜낙랑군이 들어서다｜북쪽에서 일어난 부여와 여러 나라들｜남쪽의 여러 나라들｜막대기에서 기호
로, 기호에서문자로｜결혼과장례풍속도
신국판 반양장 356쪽 값 9,000원

2

고구려 백제 신라와 가야를 찾아서
주몽 온조 혁거세 수로의 등장｜설화의 역사 추적｜오지에서 주몽집단의 기초 다지기｜온조세력이 한강에서 치른 시련｜설화
로이어지는신라의나라만들기｜가야는여섯나라｜왕과귀족의대결｜전쟁의불을당긴고구려｜백제, 한반도의주도권을장악하
다｜적국에둘러싸인신라｜전쟁의목적은무엇인가｜법을만들고새로운사상을받아들여｜광개토대왕의대제국건설｜백제는문
화를, 왜국은 군사를｜고구려와 신라가 손을 잡고｜삼국과 오호십육국｜한강의 주인이 바뀌다｜백제중흥의 기수 무령왕｜나라를
바꿔보자｜가야의운명｜고구려가조금만더힘을냈더라면
신국판 반양장 360쪽 값 9,000원

3

삼국의 세력다툼과 중국과의 전쟁
한강의 마지막 주인｜예술의 향기｜화랑과 서동｜전쟁이 시작되다｜수군, 요하를 건너다｜전사에 빛나는살수대첩과 영웅 을지문
덕｜전쟁으로 무너진 수나라｜삼국에 불어닥친 회오리바람｜연개소문 김춘추 이세민의 줄다리기｜피로 물든 요동벌판｜ 아들
아, 고구려정벌을중지해라 ｜백제와신라의마지막힘겨루기｜치열한외교전｜낙화암에지다｜이대로물러설수없다｜백강의결
전｜누가 주도권을 잡을 것인가｜불타는 평양성｜고구려 백제 유민들의 부흥운동｜나당전쟁을 매듭지은 기벌포의 함성｜통일의
의의
신국판 반양장 328쪽 값 9,000원

4

남국 신라와 북국 발해
화려한 도성｜국가제도 정비｜무기를 녹여 농기구를 만들라｜사마귀만한땅에서일어난대조영｜당나라에도전한무왕｜고구려의
기상을 이어받아｜속세를 떠돈 원효｜석굴암, 그 천년의 신비｜세계에서 가장 오래된목판인쇄물｜파도를 넘어 일본으로｜동북아
시아의강대국으로급부상｜반역과반란이꼬리를물다｜장보고와청해진｜해동성국발해｜불꽃튀는외교전｜마을로내려온미륵
｜최치원과도선｜온나라를뒤흔든농민전쟁｜후삼국시대가열리다｜고려건국｜발해, 역사의뒤안길로｜누가최후의승자인가｜
스스로무너진신라와후백제
신국판 반양장 332쪽 값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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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초의 민족통일국가 고려
민족 통합의 새 시대가 열리다｜자주와 주체를 지향한 통일국가｜관료사회로가는 길｜중앙집권을 지향한통치조직｜땅을 어떻게
나누었을까｜혁명적인 노비안검법｜문벌귀족과 관료세력｜서민들의 생활은 나아졌을까｜부처를 믿고, 무당을 따르고｜서희는 거
란의침략을입으로 막았다｜거란의2차침입｜거란의 3차침입과강한찬의승리｜송나라와활발하게교류하다｜세계로퍼진꼬레
아의 명성｜사농공상 모두가 나라의 근본｜길은 물화 유통의 동맥｜절과중은 대토지 소유자｜유학은지배 이데올로기인가｜유교
제도를따라간생활규범｜남녀평등의사회였을까｜나라에서베푼복지혜택｜맹아기에일어난문학운동
신국판 반양장 352쪽 값 9,000원

6

무신의 칼 청자의 예술혼
강력한왕권을회복하기위해｜화폐정책, 과연성공할까｜고려최초의정복전쟁｜동북아시아정세, 어제와오늘이다르다｜요와북
송의멸망｜이자겸, 묘청의반란｜문관은씨도남기지말고죽여라｜파행의시대, 최씨들의세상｜우리는고의로반역하지않았다｜
왕후장상의 씨가 어찌 따로있겠는가｜개혁 승려들의신앙결사운동｜민중의고통에동참한문학｜신앙심이커졌을까, 부처가커졌
네｜세계 최초의 금속활자｜생활과 예술을 아울러 담아낸 고려청자｜무엇을 먹었을까｜무엇을 입었을까｜씨름, 수박, 그네놀이｜
격구를잘하면출세한다｜기생은왜두었을까
신국판 반양장 344쪽 값 9,000원

7

몽골의 침략과 30년 항쟁
청잣빛하늘에전운이감돌다｜탐색전, 그리고 1차침입｜강화천도, 작전인가도피인가｜대전란, 피에젖은산하｜개경으로돌아오
다｜삼별초의 항쟁｜원의 부마국으로 전락하다｜고려의 주권은 어디로｜원의 일본 정벌로 고려 경제 비상사태｜몽골인과 왜구는
야만과포악의대명사｜멀고험한개혁의길｜공녀, 고려판정신대｜달라진성풍속도｜두나라의활발한교류｜풍속을변화시킨몽
골바람｜역사책을써자긍심을키우자｜세계문화유산팔만대장경｜성리학의수용｜참여문학이냐, 은둔문학이냐
신국판 반양장 336쪽 값 9,000원

8

개혁의 실패와 역성혁명
숨가쁜 전환기｜원나라의 찌꺼기를 씻어내자｜새술은새항아리에｜또전쟁, 홍건군의대규모침략｜흔들리는공민왕의운명｜신
돈, 그는누구인가｜개혁세력과보수세력의대립｜해안경비비상! 왜구를막아라｜질풍의시대, 원명교체기｜최영과이성계, 왜구
토벌에 나서다｜원나라냐 명나라냐｜위화도 회군｜임금은임금답고신하는신하다워야하건만｜쓰시마정벌｜피를뿌리며권력을
틀어쥐다｜불교에서유교로｜475년의역사로막을내린고려｜최무선과화약제조｜문익점이일으킨의류혁명
신국판 반양장 346쪽 값 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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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오노 나나미의 저작들
기존의 관념을 파괴하는 도전적 역사해석과 소설적 상상력을 뛰어넘는 비범한 필력으로 수많은 독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시오노 나나미. 고대 로마에서 르네상스기의 유럽을 아우르는 그의 저작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인간의
운명과 사고가 교차하는 온갖 분야에서 우리의 현실적 문제에 대한 본질적이고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한다.

로마인이야기
김석희 옮김
우리나라 독서계의 지형을 바꾸어놓은 시오노 나나미의 대작 로마인 이야기 는 세계 역사에서 1000년 지배체
제를 구축했던 고대 로마의 원동력과 그 변화과정을 드라마틱한 필체로 그려낸 작품이다. 로마인들의 개방적 사
고체제, 현실적 합리주의, 그리고 역동적인 사회 시스템의 구축 등이 바로 로마를 세계 역사에서 승자로 만들었
다. 1년에 1권씩 전15권으로 완성될 로마인 이야기 는 방대한 자료를 취재 정리해가면서 엮어내는 거대한 로
마 통사인 동시에 현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가르쳐주는 훌륭한 지침서이다. 아울러 딱딱하
게만 여겨지는 역사 에 보다 많은 정보와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역사에 대한 기존의 인식에 일대 전환을 가져
오도록 만들어준다.

①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구축한 세계제국 로마! 시공을 관통한 고대 1천년의 흥망성쇠를 통해 20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근원적 좌표를 낱낱이 주시한다.
프롤로그｜로마의탄생｜로마공화정｜연표｜참고문헌｜역자후기
신국판 반양장 304쪽 값 8,500원

② 한니발 전쟁
전쟁은 인간의 온갖 행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야 마는가. 패자와 승자의 운명이 생생하게 묘사되는 가운데 우
리는 세계 전쟁사의 최대 숙적 스키피오와 한니발을 만난다.
프롤로그｜제1차포에니전쟁｜제1차포에니전쟁이후｜제2차포에니전쟁전기｜제2차포에니전쟁중기｜제2차포에니전쟁후
기｜제2차포에니전쟁말기｜제2차포에니전쟁이후｜마케도니아멸망｜카르타고멸망｜연표｜참고문헌
신국판 반양장 452쪽 값 9,500원

③ 승자의 혼미
적은 자기 내부에 있다. 너무나 급속히 대국이 되어버린 로마에 내장질환이 일어났다. 국가든 기업이든 모든 조
직의 성공 뒤에 찾아오는 혼미! 역사의 흥망과 인간의 운명을 폐부 깊이 사고하게 한다.
프롤로그｜그라쿠스형제의시대｜마리우스와술라의시대｜폼페이우스의시대｜연보｜참고문헌
신국판 반양장 300쪽 값 8,500원

④ ⑤ 율리우스 카이사르(상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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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인 중의 로마인 율리우스 카이사르. 일찍이 아무도 이룩하지 못한 위업과 놀라운 인간적 매력 때문에 전설
이 되어버린 영웅 카이사르. 경영자만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꼭 읽어야 할 필독서.
유년시절｜청년시절｜장년시절｜중년시절｜원숙기｜ 3월 15일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대 옥타비아누스｜카이사르 연보｜
참고문헌
신국판 반양장
제4권 512쪽 값 10,000원 제5권 550쪽 값 11,000원

⑥ 팍스 로마나
카이사르의 원대한 대로마정책을 이어받아 마침내 팍스 로마나를 구축한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우리 시대의
아우구스투스는 과연 누구인가?
통치전기｜통치중기｜통치후기｜연보｜참고문헌
신국판 반양장 400쪽 값 9,000원

⑦ 악명높은 황제들
로마가 흔들리고 있다. 카이사르가 청사진을 그리고, 아우구스투스가 애써 구축한 로마 제정이 지도자 실종의
위기 앞에 흔들리고 있다. 폭군의 대명사가 된 네 황제들의 업적과 죄과, 권력의 본질을 해부한다.
티베리우스황제｜칼리굴라황제｜클라우디우스황제｜네로황제｜연보｜참고문헌
신국판 반양장 620쪽 값 12,000원

남자들에게
이현진 옮김
보통인 남자를 보통이 아닌 남자로 만들 수는 없을까. 정말 매력 있는 남자란 자기 냄새를 피우는 자이다. 스스
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무슨무슨 주의주장에 파묻히지 않고 유연한 사람. 그러나 더욱 예리하고 통찰력
있는 바로 그런 자이다. 품평회라 해봤자 하나같이 예쁜 여자품평회니 오늘같이 날도 좋은 날 남자품평회나 한
번 해보자. 이성적 두뇌를 자극하는 발상, 봄바람 같은 스카프의 접촉, 차갑게 와 닿는 팔찌. 온통 오감의 자극
샘 같은 이 세련되고 관능적인 에세이들은 스타일이 있는 남자, 매력 있는 남자를 알아보는 지침서이다.
스타일이 있느냐없느냐｜남자 표본에 관한연구｜양복을위한변명｜남자의수염에관한고찰｜은그릇찬양｜성공하는남자의조
건｜인텔리 남자는 왜 매력이 없나｜내 마음의 사나이｜남자와 여자의관계｜마더 콤플렉스 예찬｜젊은이에게고함｜여자와 핸드
백｜사랑의속삭임｜남자의낭만이란
신국판 양장본 324쪽 값 9,000원

바다의 도시 이야기(상 하)
정도영 옮김
이 책에서 작가는 베네치아의 정치외교 기술과 국가를 경영 하다시피 한 베네치아인들의 정치 마인드, 그리고
실현불가능한 완전무결 을 고집하지 않는 대신에 실제 피해를 되도록 줄이는 데 힘썼던 그들의 현실적인 합리
주의 노선을 꼼꼼하게 되짚어보고 있다.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역사적 고안은 티치아노가 살았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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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 베네치아라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대답했다는 어느 유력지의 통계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근대 유럽문명의
모태의 전모를 보여주는 이 베네치아 공화국 1천년사는 작가 시오노 나나미의 역사서술의 박진력과 그 선연한
색채감과 시공을 초월한 역사적 교훈들이 결합되어 이루어낸 그 어떤 문학예술보다 아름다운 대하서사시이다.
베네치아 탄생｜바다여!｜제4차 십자군｜베니스의 상인｜정치의 기술｜라이벌 제노바｜베네치아의여자들｜숙적 터키｜성지순례
패키지 투어｜대항해 시대의 도전｜2대 제국 사이의 골짜기에서｜지중해 최후의 성채｜비발디의 세기｜베네치아의 죽음｜에필로
그
신국판 반양장 각권 420쪽 내외 각권 값 10,000원

르네상스의 여인들
김석희 옮김
시오노 나나미가 1964년 이탈리아로 건너가 5년여의 공부를 통해 발표한 처녀작 르네상스의 여인들 은 르네
상스 시대를 살았던 네 여성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시오노 나나미는 신 중심의 종교적 도그마로
뒤덮인 중세의 암흑으로부터 인간 중심의 문화적 숨결이 가득한 근대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인 르네상스의
시대정신을 말하고 있다. 그가 이 책을 통해 강조하는 이탈리아 정신의 요체는 비좁은 정신주의 껍데기 속에
틀어박히지 않은 대담한 영혼과 냉철한 합리적 정신이다. 또한 여기에 입각한 정신과 육체의 감각적이고 관능적
인 조화이다.
이사벨라데스테｜루크레치아보르자｜카테리나스포르자｜카테리나코르나로
신국판 양장본 374쪽 값 9,500원

신의 대리인
김석희 옮김
이교도에 점령당한 비잔틴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탈환하기 위해 시대착오적인 십자군을 일으키는 데 목숨
을 바친 인문주의자 비오 2세. 수도사 사보나롤라의 광신적 신권정치에 대항하여 은근과 끈기와 지략으로 교황
권을 지켜낸 노련한 정치가 알렉산데르 6세. 이탈리아의 통일과 독립은 교황 아래서만 가능하다는 신념을 가지
고 칼과 십자가 를 번갈아 휘둘렀던 환상주의자 율리우스 2세. 메디치 가문 출신답게 화려한 볼거리와 흥겨운
무대로 로마를 치장하여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최후를 장식했던 복안적(複眼的) 사고의 평화주의자 레오 10세.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인이자 성 베드로의 후계자이며, 전 가톨릭의 최고 사제인 로마 교황. 그러나 이들은 신
의 대리인 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르네상스적 인간으로서 성(聖)과 속(俗)의 세계를 넘나들며 자기 시대를 결연히
살아나갔다. 가톨릭의 총본산인 로마에서 30년이 넘게 살면서도 기독교 세계에 경도되지 않고 냉철한 이방인
으로 서 있는 작가 시오노의 시각은 신의 대리인 이라는 지위가 아닌 세속적 체취로 로마 교황들의 삶을 걸러
하나의 휴먼 코미디 를 엮어낸다.
신국판 양장본 458쪽 값 10,000원

체사레 보르자 혹은 우아한 냉혹
오정환 옮김
레오나르도가 사고의 거인이라면, 체사레는 행동의 천재다. 레오나르도가 현실의 피안을 유유히 걸어가는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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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면, 체사레는 현실의 강에 태연하게 말을 몰고 들어가는 인간이다. 다만 두 사람은 그 정신의 근저에서 공
통되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자부심이다. 르네상스 시대, 처음으로 이탈리아 통일의 야망을 품은 체사레
보르자. 숙련된 전략가들이 당해내지 못한 그의 우아한 냉혹 이란 무엇인가? 독을 타는 사나이 로 역사에 유
폐되어 앙상하게 여윈 현실주의 인간상, 역사의 어둠 한구석으로 몰려 부당한 취급을 받고 있는 체사레를 시오
노가 그 특유의 통찰력으로 구출해내고 있다.
신국판 양장본 350쪽 값 10,000원

나의 친구 마키아벨리
오정환 옮김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부에서는 정치에 입문하기 전의 유년기와 청년기의 일들이 다루
어지고 있으며, 제2부에서는 1498년 28세의 나이로 제2서기국 서기장으로 임명되어 피렌체의 외교관으로서 유
럽 각지를 주유하던 일들이, 그리고 제3부에서는 반메디치파로 몰려 관직에서 쫓겨난 뒤 군주론 을 비롯한 저
술들을 쓰면서 이탈리아와 유럽의 정세에 대해 숙고하던 일들이 시오노 나나미 특유의 문체로 도도히 그려지고
있다. 책의 도입부에서부터 독자들을 힘 있게 끌어들이고 있는 저자는 마키아벨리가 마치 우리 곁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한다. 권모술수의 이론가로만 잘못 알려진 마키아벨리의 실체를 이해하는 데 이 책은 큰 도
움이 될 것이다.
산탄드레아산장 500년후｜마키아벨리는무엇을보았는가｜마키아벨리는무엇을하였는가｜마키아벨리는무엇을생각했는가
신국판 양장본 474쪽 값 11,000원

마키아벨리 어록
오정환 옮김
정치란 경우에 따라서 인륜의 길에 어긋나는 일도 해야 한다고 말한 마키아벨리 사상의 독창성은, 다시 말해서
정치와 윤리를 명확하게 분리하는 데에 있는 것이며, 그것을 부정한다는 것은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선
택의 문제이다. 사상에 대한 논평은 그를 찬성하건 반대하건 어차피 논평하는 사람과 시대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 마키아벨리가 남긴 말들은 분명 우리에게 정곡을 찌르는 명쾌함을 제공해주고 있다. 현대 이탈리아의 문
호 모라비아가 언급했듯이 마키아벨리의 문장에는 힘이 깃들여 있다. 이 책은 마키아벨리의 사상과 삶의 증거
로서 그의 에센스를 보여주고 있다.
신국판 양장본 268쪽 값 7,000원

전쟁 3부작

제1권
제2권
제3권

콘스탄티노플 함락
로도스 섬 공방전
레판토 해전

최은석 옮김
전쟁이란 무엇인가. 전쟁을 통해 인간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는가. 전쟁 기술에 관한 한 타의 추종을 불허
하는 시오노가 그의 최대의 역량을 발휘해 그려낸 또 하나의 최고의 이야기가 바로 전쟁 3부작이다. 전쟁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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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통해 보는 동서 문명의 대충돌로 이 전쟁 3부작은 역사 속에서 하나의 커다란 전쟁이 문명권의 교체를 어
떻게 성사시켜왔으며, 어떤 경로로 새로운 문명이 이루어지는지 그려내고 있다. 단지 문헌에만 치중하지 않고
역사의 현장을 직접 답사, 세계사의 큰 획을 현장감 있게 그려내고 있는 시오노 나나미는 독자들을 처절하면서
도 스펙터클한 전쟁 의 한복판으로 몰아넣는다.
신국판 반양장 각권 270쪽 안팎 각권 값 8,000~9,000원

색채로망 3부작

제1권
제2권
제3권

주홍빛 베네치아
은빛 피렌체
황금빛 로마

김석희 옮김
시오노 나나미의 색채로망 3부작 은 남녀 주인공을 창작하여, 그들로 하여금 베네치아와 피렌체와 로마를 여행
하게 하고 또 거기서 생활하게 함으로써,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이 세 도시를 그의 다른 작품들과 다른 각도에
서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이 3부작은 각각 독립되어 있으되 차례로 맞물려 있는 일종의 연작 이다. 저자는 이
3부작을 통해 역사에서 흔히 무시되기 쉬운 온갖 세부를 풍부한 지식과 상상력으로 생생하게 그려낸다. 역사라
는 비정한 톱니바퀴 때문에 비극적인 인생을 마쳐야 하는 권력자와 그 주변 인물들, 베네치아와 피렌체와 로마
의 아름다운 풍물들, 역사의 현장에서 불려나온 예술가들⋯⋯. 권력과 애증이 교차하는 르네상스의 너무나도
인간적인 정경을 우리는 눈앞에서 보는 듯할 것이다.
국판 반양장 각권 350쪽 안팎 각권 값 7,500원

역사에세이

사일런트 마이노리티
이현진 옮김
절대적인 사고방식도, 윤리도덕도, 종교도 제 스스로 생각하여 판단한 것이 아니고 이래야만 한다 는 그 어떤
고정관념에 동의하지 않는 시오노 나나미는 이 에세이를 통해 이러한 우리들의 생각에 많은 키포인트를 던져준
다. 그의 글쓰기와 역사관이 그러했듯이 이 작품에서도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예리한 관찰력이 눈길을 사
로잡는다. 상식을 파괴하는 도전, 바로 이것이 사일런트 마이노리티 를 관통하는 정신이다.
키프로스의 무인 마을｜서양의 지혜｜오리엔탈 레스토랑｜어떤모범수의탈옥기｜행복한남자｜숨은영웅｜예루살렘의두이방인
｜제2의 인생｜살아남은 남자｜디노 아저씨의 고향｜바람부는바다의낭만｜소금같은남자｜러브스토리｜마이노리티선언｜아
테네의 소수파｜르네상스 시대의45 플러스｜그 사람이름은밝히지못하지만｜참된보수주의자｜자유로운정신｜외국노망의 변
명｜래디컬 쉬크｜권력에 대하여｜전체주의에 대하여｜마흔이면 볼혹인가｜간주곡｜역사 그대로와 역사 이탈｜가짜 만들기에 대
한고백｜성밑마을과성안마을｜ 오늘날의의의 라는것
신국판 양장본 274쪽 값 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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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상신서
한국현대사의 상황과 구조, 이념과 논리를 주체적 시각으로 조명하고, 현대사회의 사상과 그 흐름을 전면적으로
해명해가는 오늘의 사상신서는 우리 시대의 지적 관심을 총괄하는 야심적 기획이다.

1

한국민족주의의 탐구
송건호 평론선
우리 시대의 언론정신을 대변하는 저자가 투철한 역사의식과 참다운 민족주의 정신으로 이 땅의 근대사를 정리
하여 우리 민족의 나아갈 방향을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 땅의 근대사를 해부하는 저자의 민족적 민중적
시각과 그것에 바탕을 둔 일관된 서술은 오늘의 젊은이들에게 역사를 바라보는 올바른 안목을 준다.
이승만과 김구의 민족노선｜신간회의 민족운동｜사상사적으로본 민족언론｜한국정치와테러리즘｜여당체질론｜한국 보수주의의
병리｜폭력의 병리｜민주사회에 있어서의 리더십｜윤봉길의 민족사상｜서재필의 자주적 근대화 사상｜혁명아 전봉준의 삶｜이항
로의주체의식｜황현의선비사상｜개화의풍운아김옥균｜우리에게미국이란무엇인가｜한일관계의전망｜민족자주성의재인식｜
신식민주의의본질｜전환시대의민족지성｜민족통일을위한주체적자각
신국판 반양장 356쪽 값 3,800원

2

역사와 더불어 비애와 더불어
고은 에세이선
예리한 언어감각과 역사의식으로 메마른 우리 사회의 본질을 보여주면서 참다운 삶과 사랑의 의미를 심어준다. 순
수와 열정의 생애로 점철된 시인의 동시대의 삶과 상황에 대한 무게 있는 진단은 우리의 현실에 대한 새로운 각
성을 준다. 역사에 대한 예지를 통해서만이 사랑을 실현할 수 있다고 역설하는 고은의 정신세계가 생생하게 드러
나 있다.
역사는 정신인가｜저 근원의 한 말｜사람 속의 사람｜4월이오면｜효봉스님의삶｜이중섭은정신이상인가｜만해사상에대한단장
｜한아시아인의메시지｜무엇이매스컴인가｜신문소설에대한회의｜고려사람의사랑노래｜작가의창｜잃어버린사랑의말｜미
국과더불어30년｜사람하나하나의각성｜아메리카의진실｜두사람의자살｜의리에대하여
신국판 반양장 304쪽 값 3,000원

3

우상과 이성
이영희 평론선
냉전의식에 잠자던 세대들에게 놀라운 충격을 안겨준 저자의 대표적 문제작! 현실에 안주하는 우리의 비논리
허구 우상을 냉철한 이성의 눈으로 비판하는 그의 논리는 오늘을 살며 민족의 내일을 모색하는 젊은 지성들로
하여금 뜨거운 사명의식과 새로운 세계에 눈뜨게 한다.
미국의 겉과 속｜광복 32주년의 반성｜불효자의 변｜언제부터인지어째서인지｜제복과 유행의사상｜크리스찬 박군에게｜중국이
란어떤나라인가｜모택동의 교육사상｜주은래외교의철학과실천｜중국평화 5원칙외교의안팎｜제3세계는왜중국을바라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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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베트남 35년전쟁의 총평가｜베트남 정전협정의음미｜종전후베트남의통합과정｜냉전의역사와전개｜독일통일문제를보
는눈｜소련반체제지식인의유형과사상
신국판 반양장 336쪽 값 5,000원

4

시대와 증언
안병무 수상록
민족적 차원에서 기독교의 역할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온 저자가 구도자의 자세로 민족의 현실을 확신을
가지고 증언한다. 역사의 현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독교인의 진면목은 어떤 것인가? 저자의 인간미 넘치는
말과 글은 삶과 역사에 대한 본질적 해답이기도 하다.
사람으로 살기 위해｜공자의 가르침｜사랑을 공부합시다｜독신주의｜죽음과 싸우는 이들｜절망은 죄다｜민족적 자각｜광란하는
젊은이들의 내면｜폭력 시대의 스포츠｜자연을 찾는 마음｜말라버린 물줄기｜간디를 생각하며｜어느 동양철학자와의 대화｜평화
를 위한 종교｜역사와 예언자｜반복으로부터의 탈출｜새로운공동체의모색｜예수시대의현실상황｜막다른골목에선서구사회｜
현대문명의파동｜독일통신
신국판 반양장 304쪽 값 3,000원

5

민족경제론
박현채 평론선
우리의 경제현실과 우리 민족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한 열정적 참여를 통해 이룩한 이 비평작업 속에
는 무서운 통찰력과 양심이 그대로 살아 움직이고 있다. 민족 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경제
의 논리와 자립적 민족경제에 대한 전망이 논리정연하게 펼쳐진다.
경제학과 나｜민중과 경제｜산업사회에 있어서의 경제적자유｜일제 식민지 통치하의농업｜일제 식민지 통치하의공업｜쌀의 반
세기｜경제발전과농업발전의제문제｜중소기업문제의인식｜차관과경제발전｜조세문제의본질과상황｜경제성장과국민의조세
부담｜경제개발 15년의득과실｜자원민족주의의역사와현실｜다국적기업의논리와행태｜자본주의사회의구조적변화와전망｜
세계경제불황의구조와현대자본주의｜일본자본주의의형성과성격
신국판 반양장 308쪽 값 3,600원

6

현대일본의 해부
한배호 최상룡 외 지음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의 정체를 밝힌 국내 최초의 본격적 입문서. 쓰라린 과거를 가지고 있기에 일본을 보는 우
리의 시각은 아직도 감정주의에 머물러 있다. 이제 일본을 객관적 시각에서 바라봐야 할 단계에 와 있다. 이 방면
의 전문학자들이 분야별로 나누어 일본제국주의의 어제 오늘 내일을 밀도 있게 해설한다.
명치체제와 근대화｜정치적 근대화의 시련과 좌절｜아시아적파쇼체제의흥망｜일본의전통과정치적근대화｜현대일본정치론｜
일본의 외교 군사전략과 대한정책｜일본의 방위정책｜일본 자본주의의 성립과 제국주의화 과정｜전후 일본자본주의의 성립｜일
본재벌의전개과정｜일본 일본인 일본문화｜일본인의전통체질｜일본인의한국관
신국판 반양장 338쪽 값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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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삶과 믿음의 교실
이오덕 교육수상집
40여 년 동안 일선 교단에서, 특히 산골과 벽지에서 몸과 마음으로 헐벗고 가난한 이 땅의 아이들과 생활하며
인간을 위한 교육을 위해 끊임없이 성찰하고 고뇌한 삶의 결실. 부단한 실천과 그의 체험적 교육론은 오늘의
아동교육현실이 당면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생생하게 제시하고 있다.
노동과 교육｜베껴쓰기 교육｜인간의 가르침과 자연의가르침｜정서에 병든 어린이들｜이아이들은 장차 어찌될까｜아이들을 믿
어야 한다｜몸은 시골에 마음은 도시에｜어느 여교사의 인간선언｜우상을 거부하는사람｜일제는 살아 있다｜삶에믿음을 심어주
는교육과문학｜아동문학의나아갈길｜아동시교육｜ 학생관리 라는말｜담배를피우는월남아이들｜쉬운말바른글｜동심에대
하여
신국판 반양장 244쪽 값 4,000원

8

일제하 한국농민운동사
조동걸 지음
근대 민중운동사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아쉬운 이때에 일제하의 농민운동을 최초로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민
중의 입장에서 근대민족사를 재조명, 소작쟁의 등 일제하 한국 농민들이 줄기차게 전개했던 반봉건 반식민의
민중운동을 새로운 자료를 대폭 발굴, 동원함으로써 근대사 연구분야에 새로운 장을 개척해놓고 있다.
구한말의 민족운동과 농민｜경술국치와 농민항쟁｜3 1운동과 농민운동의 발전｜소작쟁의의 전개｜농민단체의 대두와 협동조합
운동｜농촌계몽운동｜일제의 대륙침략과 농민운동｜전시하 농민의 수난｜종전기의 농민운동과 이상농촌운동｜8 15광복과 농민
운동의반성｜농민운동의독립운동사적의의｜광복과민족사적반성
신국판 반양장 364쪽 값 3,600원

9

민중교육론
프레이리 외 지음｜김쾌상 옮김
기회균등의 측면에서 교육문제에 대한 관심이 날로 고조되고 있는 오늘날 현대자본주의 교육제도에 대해 근원
적인 비판을 가하는 새로운 교육론. 파울로 프레이리, 이반 일리치, 에브리트 라이머, 브리안 워렌 등 제3세계
의 선구적 교육학자들이 현 자본주의 교육제도의 문제점들을 날카롭게 분석, 비판하고 참다운 교육의 방향을 개
진한다.
문화적 행동으로서의 교육(파울로 프레이리)｜탈학교의사회(이반일리치)｜학교는죽었다(에브리트라이머)｜정의를위한교육(브
리안워렌)
신국판 반양장 246쪽 값 3,600원

10

파워 엘리트
C. W. 밀스 지음｜진덕규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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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강단사회학의 보수적 분위기를 과감히 깨뜨리고 용기있는 이단자 로서 미국사회가 지닌 모순을 샅샅이 파
헤쳤던 비판사회학자 밀스의 대표적 저서. 현대자본주의를 대표하면서 고도의 문명을 향수하는 미국의 지배계
층, 상류계급의 사상 및 성격을 명쾌하게 분석함으로써 안일에 빠져 있던 미국 학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던
명저.
상류사회｜지방사회｜대도시 상류사회 400대 가문｜유명인사｜대부호｜회사최고간부｜회사부호｜군부지도자들｜군부의대두｜
정치간부회의｜균형이론｜파워엘리트｜대중사회｜보수적분위기｜상류층의부도덕성
신국판 반양장 478쪽 값 10,000원

11

해방전후사의 인식 1
송건호 유인호 진덕규 외 지음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시기이면서도 여러 현실적 제약으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해방 전후
의 시기를 분석한다. 열두 명의 집필자들이 해방에서 분단으로 이어지는 당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역사
적 주요 사건들과 인물을 추적함으로써 민족분단의 배경을 밝히고, 나아가 통일의 길까지 시사한 우리 시대의
고전이 되고 있다.
해방의 민족사적 인식(송건호)｜미군정의 정치사적 인식(진덕규)｜분단의배경과고정화과정(김학준)｜반민특위의활동과와해(오
익환)｜일제말 친일군상의 실태(임종국)｜8 15 직전의 독립운동과그 시련(조동걸)｜김구의사상과 행동의 재조명(백기완)｜이승
만노선의 재검토(김도현)｜8 15를 전후한 여운형의 정치활동(이동화)｜해방 후 농지개혁의 성격(유인호)｜미군정 경제의 역사적
성격(이종훈)｜소설을통해본해방직후의사회상(염무웅)
신국판 반양장 584쪽 값 12,000원

12

민주주의의 이념과 역사
차기벽 지음
우리의 눈으로 민주주의를 가장 완벽하게 해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진통으로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우리 현실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민주주의 이념과 논리를 부단히 추구해온 저자의 정
치학 강의 결산. 근대화와 민주화를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지에 대한 해답이 제시되고 있다.
민주주의란무엇인가｜민주주의의이념과그전개｜자유와통제｜민주주의의토착화｜신생국가와민주주의｜정치인의가치관｜권
력 자유 정의｜시니시즘의극복｜교권으로부터의자유와책임｜중세적신권질서｜자본주의정신의대두｜절대주의국가의확립
｜부르주아민주주의확립｜복지국가론｜자유와책임의문제｜한국에서의자유와책임｜가부장적전제정치｜자유민주주의정착의
저해요인｜근대화의자생적인싹｜사회발전을위한사회과학
신국판 반양장 262쪽 값 3,600원

13

제3세계와 종속이론
염홍철 편저
제3세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구조적 요인은 무엇인가? 제3세계의 사회경제적 현실을 제3세계 민중의 주체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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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으로 해명하는 종속이론에 대한 국내 최초의 기획! 외세의존으로부터의 해방을 사회발전의 전제로 삼고 있는
종속이론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그 한계 또한 무엇인가를 종속학파의 세계적 학자들을 통해 직접 해명한다.
종속이론과제3세계의발전｜발전에대한두시각｜저발전의이론과역사｜저발전의발전｜종속의유형과분배의격차｜제국주의와
제3세계의 경제발전｜다국적기업과 제3세계의 저발전｜내적 식민주의 이론｜발전 분석에 종속이론은 유용한가｜종속이론 문헌의
비판적이해
신국판 반양장 362쪽 값 4,500원

14

일제의 한국침략정책사
강동진 지음
일본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깊이 있게 규명했다. 3 1운동에서 신간회운동에 이르는 시기까지 이른바 문화정치
의 허구와 기만성을 齋藤實문서 등 총독부의 확실성 있는 문서를 섭렵하여 분석한 가장 본격적인 일제시대사
연구서로서, 일본에서도 대단한 업적으로 평가받았던 저서이다.
정치선전의 강화｜지방관헌 친일분자 총동원 선전공작｜齋藤實의 선교사 회유정책｜3 1운동 후 일본의 대외선전｜친일세력의
육성 보호 이용｜무단정치기의친일파｜일본지배층의친일세력육성책｜친일단체의조직｜친일파에대한민중의투쟁｜참정권
문제｜지방제도 개편의정책적 의도｜1920년의 자문기관설치｜자치론의등장과그배경｜민족개량주의｜민족주의자의동요｜문
화운동과자치운동
신국판 반양장 450쪽 값 4,500원

15

일본현대사의 구조
차기벽 박충석 엮음
현대일본의 해부 의 자매편으로 일본 백년의 역사와 사상의 구조를 일본의 가장 권위 있는 아홉 학자의 논문
을 통해 밝혔다. 명치유신, 천황제, 대정데모크라시, 일본파시즘 등 현대 일본을 형성한 주요 테마를 깊이 있게
해설하였고, 일본사 연구에 필수적인 용어 사건 해설 연표를 수록, 관심 있는 독자들의 편의를 돕도록 하였
다.
근대 일본정치사의 전개(橋川文三)｜자유주의와 국가주의의 갈등(中村菊男)｜이데올로기로서의 천황제(石田雄)｜아시아관의 형성
과 그 특질(松本三之介)｜명치유신관(河野健二)｜명치국가의 사상(丸山眞男)｜대정데모크라시의 전개와 논리(三谷太一郞)｜일본파
시즘의사상과운동(丸山眞男)｜전후정치 경제 사회의방향(大西典茂)｜일본근현대사용어 사건해설 연표
신국판 반양장 438쪽 값 4,000원

16

사회정의와 경제의 논리
전철환 평론집
기왕의 경제학 이론의 한계를 극복,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사회정의와 분배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인
식하고 있다. 국민경제의 이념과 본질은 무엇이며, 오늘 우리의 경제적 현실이 극복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60년대 이후의 경제성장정책을 비판하면서 자립경제에의 방향을 제시, 우리 경제를 역사적 맥락에서 파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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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찰력을 준다.
경제적 정의론의 원류와 전개｜경제이론과 경제이해계층｜자본주의 발전과 경제윤리의 변화｜불확실성과 인간회복의 논리｜경제
발전과 현대경제학의 반성｜자립경제에의 길｜성장의허실과국민생활의과제｜관주도경제의문제점｜정경유착의배경과현실｜
한국경제개발모형의평가｜자원무기화와장기침체의그림자｜제3세계의경제현실과과제｜제3세계의경제구조
신국판 반양장 304쪽 값 3,200원

17

중국현대사
좌백유일 외 지음｜오상훈 옮김
자본주의 열강의 침탈로부터 민족해방의 대업을 성취하기까지 가장 극적인 역사전개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중국
현대사. 아편전쟁에서 제2차 세계대전 종말까지의 파란만장한 중국현대사의 흐름을 거시적으로 정리했다. 자주
화와 근대화의 기치 아래 명멸했던 숱한 사건과 인물, 그들이 추종하던 이념을 분석하였다.
중국의 근대｜태평천국｜양무파의 등장｜양무파의 시대｜양무시대의종언｜변법운동의 전개｜의화단운동｜신해혁명에의 길목｜
신해혁명｜공화정권과 반혁명｜제1차 세계대전과 중국｜구체제의 중압｜신문화운동｜5 4운동｜러시아 혁명과 중국｜손문에 의
한역사전개｜1920년대의정치와사회｜북벌과통일｜혁명과반혁명｜9 18과대장정｜중 일전쟁의전야｜중 일전쟁8년의역
사
신국판 반양장 468쪽 값 10,000원

18

교육과 문화적 식민주의
마틴 카노이 지음｜김쾌상 옮김
어떻게 하여 경제적 종속관계가 문화적 종속관계를 가져오게 되고, 또 식민정책에 의한 교육이 어떻게 문화적
종속관계를 심화시키는가? 종속이론의 시각에서, 제3세계의 교육문제, 그리고 나아가 제1세계의 교육문제까지도
심층적으로 접근하면서 반교육적이고 반인간적인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교육정책의 성격과 정확한 실상을 파헤친
다.
학교교육과 사회｜발전을 위한 교육인가, 지배를 위한 교육인가：하나의 이론적인 틀｜전통적식민주의와 교육｜교육과 자유무역
형 식민주의｜교육과 내국식민주의：미국에서의 교육개혁｜내국식민주의로서의교육：미국의 흑인교육｜교육과능률의 이데올로
기：1945년이후미국의신식민주의｜무엇을해야할것인가?
신국판 반양장 374쪽 값 4,500원

19

한국근대민중불교의 이념과 전개
한종만 엮음
오늘의 한국 불교는 역사적 발전과 사회적 상황에 탄력성 있게 대처해야 한다. 우리 시대의 바람직한 불교상은
어떤 것인가? 이 땅의 선각자들이 일찍이 모색했던 민중불교의 이념과 논리는 무엇인가? 민중의 현실 속에 살
아 움직이는 불교의 원래 모습을 체계적으로 서술, 오늘 우리들의 역사적 삶에 불교의 참 진리를 심어준다.
조선불교유신론(한용운)｜조선불교의개혁안(한용운)｜조선불교혁신론(박중빈)｜대각교운동과그이념(백용성)｜조선불교현대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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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영)｜불교유신사상(한종만)｜ 조선불교유신론 의 분석(안병직)｜불교유신론과 불교혁신론(한기두)｜일제의 종교정책과 식민
지불교(정광호)｜한국불교재건론(황성기)｜미륵신앙과민중불교(표일초)
신국판 반양장 372쪽 값 3,800원

20

제3세계 정치론
하경근 지음
대등한 주권, 공평한 분배를 요구하며 세계사 형성의 새로운 주체로 발돋움하는 제3세계!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서구 열강에 짓밟혀왔으나 이제 기존 국제질서를 거부하며, 정의롭고 대등한 새로운 국제질서를 모색하는 제3세
계운동을 비동맹, 운크타드, 석유, 종속이론, 폭력이론, 평화이론 등 주요 이슈별로 그 행동의 근거를 체계적으
로 정리하였다.
제3세계의 정치의식｜제3세계와 비동맹｜제3세계와 신국제 경제질서｜제3세계와 운크타드｜제3세계와 석유｜제3세계와 종속이
론｜제3세계와폭력이론｜제3세계와평화이론｜제3세계관계자료집
신국판 반양장 3 12쪽 값 3,000원

21

자본주의와 현대사회이론
A. 기든스 지음｜임영일 박노영 옮김
영국의 중견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가 근대 사회학의 골격을 제시한 대표적 세 학자인 마르크스, 뒤르켐, 베버
의 저작들을 통해 자본주의의 본질을 분석 비교 비판한 책. 총체론적 접근방식에 의하면서 학문적 객관성에
의해 기술된 현대 사회과학도의 필독서.
마르크스의 초기저작｜사적 유물론｜생산관계와 계급구조｜자본주의 발전의 이론｜뒤르켐의 초기저작들｜뒤르켐의 사회학방법론
｜개인주의 사회주의 직업집단｜종교와 도덕률｜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베버의 방법론 저작｜사회학의 기초개념｜합리화
세계종교 서구자본주의｜지적상호관계｜종교 이데올로기 사회｜사회분화와분업
신국판 반양장 358쪽 값 10,000원

22

1950년대의 인식
진덕규 김학준 김대환 외 지음
해방전후사의 인식 에 이어 한국 현대사를 정리하는 야심적 작업의 제2탄! 냉전의 고착화와 6 25동란, 이승
만의 카리스마적 독재로 굴절되는 1950년대의 정치 경제를 열두 명의 필진이 분야별로 나누어 집필, 4월혁명
에 의해 종말을 고한 자유당시대의 정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제시한다.
이승만시대 권력구조의 이해(진덕규)｜제1공화국의 유산(한승주)｜민주당과 자유당간의정치이념논쟁(백운선)｜1950년대의이승
만론(김도현)｜한국전쟁의 기원에관하여(김학준)｜경향신문폐간결정에대한연구(한배호)｜해방후대자본가의사회이동에관한
연구(김영모)｜1950년대한국경제의연구(김대환)｜전이하는한반도의전략적가치(小此木政夫)｜미잉여농산물원조의경제적귀결
(박현채)｜해방후한국상업자본의형성과발전(谷浦孝雄)｜해방 3년사와한국전쟁연구동향(김학준)｜1950년대주요정치적사건
｜해방 15년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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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국판 반양장 520쪽 값 5,500원

23

한국농업의 구상
박현채 지음
우리 시대의 가장 날카롭고 진지한 비평가인 저자가 민족경제론 에 이어 다시 한국농업의 현실을 해부한다. 농
민은 누구이며 땅은 누구의 것인가 등의 기본문제를 해명하는 데서부터 출발, 농촌근대화 이농 소농 소작제
도 농지소유상한제 농지법 농산물가격 농민운동에 이르기까지 한국농업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을 역사적 구
조적으로 분석, 한국농업의 미래상을 구상한다.
농민은누구인가｜한국농업이가야할방향｜농민입장에서본경제정책｜이농을부른농촌근대화｜기업농의국민경제적인식｜농
공병진이란 무엇인가｜세계 식량위기와 식량자급의 가능성｜땅은 누구의 것인가｜다시 등장한 소작제도｜농지제도개혁론에 대하
여｜농지소유 상한제의 문제점｜농지법과 농지의 세분화｜자본주의와 소농경제｜농산물 가격과 경제발전｜농산물 생산비 추계방
식비판｜농업에있어서국가자본의역할｜농민의자각과농민운동｜농민운동과농업발전
신국판 반양장 360쪽 값 3,500원

24

현대의 역사이론
이광주 이민호 엮음
소수 권력엘리트를 중심으로 한 정치사 위주의 전통사학을 탈피하여 사회와 인간의 전체상을 인식하려는 사회
구조사학, 복합적으로 형성되는 현대사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역사와 인접학문 간의 긴밀한 교류 및
지식의 통합을 역설하는 아날학파 등을 비롯하여 현대의 다양한 역사이론을 소개한다.
아날학파의성립과논리(민석홍)｜아날학파의역사와사론(오주환)｜독일사학의사회사적전환(이광주)｜사회구조사학(이민호)｜사
회사의 개념과 방법론(이상신)｜역사학과 사회과학(길현모)｜신사학이란 무엇인가(박성수)｜신경제사의 방법(나종일)｜역사 사회
과학 혁명이론(양병우)｜현대사회학에 있어서의 역사와 이론(이종수)｜소련의 정치와 역사학과의 관계(이인호)｜지방사연구：그
이론과실제(오주환)
신국판 반양장 384쪽 값 6,000원

25

막스 베버의 학문과 사상
이종수 편저
베버의 저작 지배의 사회학 과 함께 기획된, 베버 학문세계에의 입문서. 밀스, 거드, 롱, 기든스 등 세계 석학
들의 베버 연구 논문들과 편저자의 논문을 소개한다. 베버의 전 생애에 걸쳐 이룩된 학문적 성과와 함께, 인간
으로서 베버가 겪어야 했던 고뇌와 고통 속에 무르익어간 사상의 깊이와 감동, 그리고 베버사상에 대한 비판이
시도되고 있다.
막스 베버의 생애｜막스 베버의 정치적 관심｜베버의 지적 지향｜베버의시대적 상황｜막스 베버의사회학적 방법론｜일반사회학
에 대하여｜합리화와 종교사회학｜관료제에 대하여｜정치사회학에대하여｜인간 베버의영향｜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베버
의방법론저작｜사회학의기초개념｜합리화 세계종교 서구자본주의｜막스베버의역사상｜사회방법론의기초개념
신국판 반양장 360쪽 값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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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지배의 사회학
M. 베버 지음｜금종우 전남석 옮김
베버 사회학을 집대성한 경제와 사회 가운데 핵심을 이루고 있는 지배의 사회학 을 번역, 베버 학문의 기본
틀을 형성하는 지배 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역사와 사회를 지배관계로 파악하는 저자의 사회과학론,
사회학, 경제사, 종교사, 정치평론 등에 걸친 학문세계가 지배 라는 개념틀로써 분석되어 있다.
지배의 구조와 기능｜관료제｜가장제적 지배와 가산제적 지배｜봉건제｜카리스마의 지배와 변형｜정치지배와 교권지배｜국가 사
회학
신국판 반양장 4 10쪽 값 7,000원

27

국권론과 민권론
현대일본연구회 엮음
현대일본의 해부

일본현대사의 구조 에 이은 한길사의 일본연구 제3탄! 현대 일본의 사상적 기반을 형성해

온 국권론과 민권론을 밀도 있게 해부한다. 명치 이후 상호 갈등 조화 관계 속에 두 사상의 흐름이 교차되는
일본 근대화 과정의 명암을 사회과학의 눈으로 분석해간다.
일본근대화과정의명암(차기벽)｜명치유신과존왕사상(유근호)｜자유민권운동의배경과전개(배성동)｜대정기의사회문제와사회
운동(차기벽)｜일본의 대륙진출정책과 만몽권익(신희석)｜국가주의와 국가개조운동(한상일)｜맥아더군정의 민주화정책(성황용)｜
안보체제반대국민운동의 형성과정(김용서)｜일본노동운동의 보수화(길승흠)｜후기산업사회에서의 정치참여：주민운동(어수영)｜
영일동맹의의의와교섭과정(송인재)｜일본인의정치문화적성격(石田雄)｜자유민권기의흥아론과탈아론(山田昭次)
신국판 반양장 358쪽 값 3,500원

28

현대소련의 해부
김학준 편저
2차대전 이후 동서의 대립과 함께 철의 장막에 가려져 있던 소비에트 연방이란 과연 어떤 나라인가? 그 실상을
파헤친다. 혁명 이후 냉전시대에서 동서 데탕트에 이르는 역사적 전환기의 소련의 실체, 그 역사적 전통, 정치
사회 언론제도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유럽 코뮤니즘과의 관계를 해부하고 나아가 그들이 표방하는 평화공존
원칙의 내용을 밝힌다.
소련의정치문화에대한러시아적전통과유산｜소련체제의변화와연구방법의모색｜소련의정부구조와정치과정｜소련의반체제
운동｜소련 외교정책의 이념과 행동｜소련의 평화공존원칙｜소련데탕트정책의논리와현실｜소련의집단농장｜소련의정치적 커
뮤니케이션｜중앙아시아의 한인사회｜소련내 한인의 법적 지위｜동구 공산주의체제의 성격｜소련 동구관계의 갈등｜폴란드의 자
유화운동과소련
신국판 반양장 440쪽 값 4,000원

29

존재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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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데거와 야스퍼스 연구

김병우 지음
우리의 이성까지도 기능화되어가는 산업화시대에 인간성의 회복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두 철학자의 사상과
행동! 인간성의 파괴 및 개인성의 상실로 드러나는 현대의 정신적 상황에서 인간으로서의 자기존재는 무엇인
가 하는 문제를 추구하는 위대한 두 철학자 하이데거와 야스퍼스의 사상과 논리를 체계화시킨다.
한철학자의생애 신앙｜하이데거에있어서존재의문제｜야스퍼스에있어서의철학의근원｜현대에있어서의형이상학의정초문
제｜야스퍼스에있어서초월자의현실성｜하이데거존재사유의경험｜현대에있어서자기확신의문제｜초월자의경험의근원
신국판 반양장 280쪽 값 3,200원

30

현대사회와 불교
이재창 멱정 외 지음
척박해져가는 오늘의 사회와 세계에 빛을 던지는 불교의 참진리는 과연 무엇이며, 오늘의 시대상황에서 그 실천
방안은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가? 불교의 진리에 대한 사회과학적 탐구, 불교의 진리에 대한 본격적 고찰, 그리
고 다원적인 현대의 문명사회를 해부함으로써 불교의 참이념의 구현과 실천의 길을 명쾌하게 보여준다.
삶의 현실과 불교의 진실｜불교와 불교예술의 정신｜오늘날의 불교교세｜선적 자유와 실존의 자유｜불교와 사회의 대화｜불교의
사회사상｜대승불교도의사회적활동｜현대에서물과심의문제｜불교 제국주의 민족주의｜전쟁과불교와평화｜사적유물론의
한계와불교
신국판 반양장 404쪽 값 4,500원

31

인도의 발견
J . 네루 지음｜김종철 옮김
우리 시대 최고의 지성이자 위대한 민족주의자 자와할랄 네루가 옥중에서 집필한, 인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의 조감도! 인더스 강변의 찬란했던 고대문화로부터 좌절과 굴욕의 영국 식민지에 이르기까지, 4억의 인
구를 하나의 공동체로 연결시켜온 사회 경제 문화의 실체를 분석, 인류의 진보에 발맞추어 나아가는 인도의
새로운 모습 뒤에는 그들을 지켜온 사상과 정신이 도도하게 흐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마드나가르요새｜탐구｜인도의발견｜각시대의특성｜새로운문제들｜마지막단계-영국통치의강화와민족주의운동의대두｜
마지막단계-민족주의대제국주의｜마지막단계-제2차세계대전｜다시아마드나가르요새
신국판 반양장 408쪽 값 3,800원

32

제3제국의 신화
J . F. 노이로르 지음｜전남석 옮김
악마적인 인간성의 표본으로 흔히 지적되는 독일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의 제3제국을 정신사적 문명사적 맥
락에서 분석한다. 독일 국가사회주의에 새로운 해석을 내리는 이 책은, 나치의 천년왕국이 괴테, 칸트, 베토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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낳았던 독일의 지적 정신적 전통에서 구조적으로 귀결되는 것임을 보여준다.
19세기 독일의 국민감정｜국민정신과 제1차 세계대전｜바이마르 공화국｜독일혁명의 신화｜전체주의국가｜독일사회주의｜인종
의 신화｜국가주의의 신학이론｜신성제국｜신생민족의 신화｜독일적문학과 예술의양식｜신인간과 전체주의훈육국가｜제3제국
과천년왕국
신국판 반양장 300쪽 값 3,200원

33

새로운 교육학
한준상 편저
교육은 사회에 대해 어떤 기능을 담당하며, 사회는 교육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해가는가? 진보적인 신예 교육사
회학자들에 의해, 실용주의 교육이념에 근거한 기존 교육제도의 제문제들을 극복하는 새로운 이론들이 제시되고
있다. 나아가 교육과 평등의 문제, 교육과 민주주의의 문제, 제3세계의 교육문제 등 현대교육이 직면한 위기의
본질을 심층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교육사회학의 연구동향(한준상)｜교육의 사회학적 조명(웩슬러)｜평등화문제와 교육(웩슬러)｜대중사회에서의 성인교육(밀스)｜교
육의 평준화와 사회의 평등화(젠크스)｜제3세계의 교육개혁(카노이)｜사회체제와 학교조직(월러)｜사회평등화와 지능검사(카리어)
｜학교지식과사회학(웩슬러)｜교육과정의사회학(영)｜교육사회학의새방향(웩슬러)
신국판 반양장 326쪽 값 3,800원

34

헤겔철학사상의 이해
한단석 지음
근대정신의 결정으로 일컬어지는 헤겔철학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그리고 헤겔로 상징되는 변증법의 실체는 무
엇인가? 독일관념론의 집대성자이면서 동시에 유물철학의 초석을 쌓았다는 헤겔의 두 얼굴에 대해, 그의 생애와
관련하여 평이하면서도 정확하게 그 참모습을 보여준다. 어렵고 까다롭기로 손꼽히는 헤겔사상에 대한 해설서
입문서로 알맞은 책이다.
헤겔의생애와시대적상황｜헤겔사상의형성과전개｜헤겔과현대｜변증법의본질과역사
신국판 반양장 308쪽 값 3,400원

35

현대사회학의 위기
A. W. 굴드너 지음｜김쾌상 옮김
굴드너는 밀스와 함께 미국 사회학의 보수적 전통에 맞서 살아 있는 사회학을 외치고 나섰던 현대 사회학계의
최대 거장으로서, 그의 대표 저서인 이 책은 주로 현대 사회학계의 또 다른 거인인 파슨스의 사회학을 냉철하
게 분석 비판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유감없이 동원되는 그의 풍부한 사회학적 지성사적 식견과 현대 서구 및
동구 소련 사회학의 현실을 투시하는 그의 통찰력이 돋보이는 책이다.
사회학의 비판을 향하여｜사회학과 그 하부구조｜공리주의 문화와 사회학｜사회학의 역사｜초기의 파슨스｜체계분석가로서의 파
슨스｜파슨스의 도덕주의｜권력과 부에 관한 파슨스의입장｜서구사회학의 위기(I)｜서구사회학의위기(II)｜플라톤에서 파슨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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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련에서의마르크스주의의위기와학원사회학의대두｜성찰적사회학을향하여
신국판 반양장 630쪽 값 6,000원

36

근대시민사회사상사
홍사중 지음
☞ 한길컬처북스 시리즈로 재간행.

37

문화의 수수께끼
마빈 해리스 지음｜박종렬 옮김
문화인류학의 입장에서 전쟁이란 무엇인가? 남녀의 불평등관계의 기원은 무엇인가? 기독교는 비서구사회에서 과
연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 원시문화에서부터 현대문명에 이르기까지의 인간의 생활양식의 근거와 의식의 변
천과정을 과학적인 객관성 위에서 분석, 현대사회를 보는 신선한 안목을 제시한다.
거룩한어머니암소｜돼지숭배자와돼지혐오자｜원시전쟁｜미개족남성｜포틀래치｜유령화물｜구세주｜평화의메시아의비밀｜
빗자루와악마의연회｜대마녀광란｜마녀의복귀
신국판 양장본 234쪽 값 9,000원

38

군중과 권력
엘리아스 카네티 지음｜반성완 옮김
사회과학의 근본 개념인 군중과 권력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죽음(죽임)이라는 것이 있는 한 인간은 악하고 또
악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며, 여기서 살아 남는다는 것은 곧 승리를 뜻하고, 또 권력을 뜻한다. 시인이자 극작가,
사회과학자인 198 1년도 노벨문학상 수상자 엘리아스 카네티가 군중과 권력의 상관관계를 통하여 인류역사의 재
구성을 시도한 각고의 결정이다.
군중｜무리｜무리와종교｜역사와군중｜권력의내장｜살아남는자｜권력의요소들｜명령｜변신｜권력의여러모습｜지배자와편
집광들｜에필로그｜해설
신국판 반양장 584쪽 값 5,000원

39

마르크스주의자들
C. W. 밀스 지음｜김홍명 옮김
풍문으로만 떠돌던 마르크스주의의 실체를 포착하고자 시도한 밀스의 역저. 마르크스주의를 모르고는 현대를 말
할 수 없다. 밀스의 해설과 함께 마르크스, 엥겔스, 룩셈부르크, 베른슈타인, 레닌, 스탈린, 트로츠키, 흐루시초
프, 모택동, 체 게바라 등 현대를 움직인 쟁쟁한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대표적인 논문과 연설이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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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이념｜마르크스에대한찬양｜고전적사상가들｜구상의명세｜비평가들의기준｜비판적관찰｜사회주의에의길｜볼셰비키
의 주축｜스탈린주의적 공고화｜스탈린주의에 대한 비판｜소련 마르크시즘과 새로운 수정주의자들｜소련권 밖의 마르크스주의｜
새로운출발
신국판 반양장 496쪽 값 6,000원

40

칼 마르크스의 철학과 신화
로버트 터커 지음｜김학준 한명화 옮김
오늘날 마르크스처럼 많은 사람들에 의해 이야기되면서 그렇게 적은 사람들에 의해 읽히는 예가 또 있는가! 소
련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 터커가 근래 발굴된 초기 마르크스의 글들을 집중분석, 마르크스 사상의 전모를 드러
낸다. 마르크시즘에 대한 소련의 교조적 해석과 마르크스를 비인간적 유물론자로 보는 극우적 주장을 냉철하게
비판하는 터커는 거대한 휴머니스트 마르크스의 전체상을 어떻게 제시하는가?
독일철학에 있어서 신으로서의 자기｜신의 자아실현으로서의 역사｜확대의 변증법｜세계를 향한 철학의 반란｜비교적(秘敎的) 심
리학으로서의 형이상학｜마르크스와 포이어바흐｜철학적 공산주의의 발생｜세계창조자로서의 노동자｜소외와 화폐숭배｜공산주
의-되찾은 자기｜마르크시즘은 둘인가 하나인가｜새로운유물론｜분업과공산주의｜노동과자본으로서의세계｜신화와행위의문
제
신국판 반양장 324쪽 값 5,500원

41

한국근대문학사론
임형택 최원식 엮음
지금까지의 문학사들과는 달리 일관된 관점을 가진 26편의 개별논문을 통해 새로운 한국근대문학사 를 시도한
다. 1900～45년을 대상으로 하여 민족문학의 주요쟁점을 망라한 이 책은 저항기 한국문학의 실체는 물론, 참된
민족문학 건설을 위한 새로운 지침까지 명쾌하게 제시한다.
식민지문학관의 극복문제｜고대시와 현대시의 교차점｜민요와 현대시｜농촌현실과 농민문학｜역사소설과 역사의식｜개화 구국
기의 애국시가｜개화기의 역사 전기소설｜신소설과 서구문화 수용｜ 은세계 연구｜ 장한몽 과위안으로서의 문학｜신문학운동
과 민족현실의 발견｜단재소설에 있어서 민족과 민중의 인식｜궁핍한 시대의시인｜소월시의 현실인식｜근대 서사시의형성과 그
성격｜1920년대 식민지적 현실｜프로문학의 성립｜1930년대 문학론｜1930년대의 시인들｜1930년대의 평단의 소설론｜채만식
의 탁류 와 태평천하 ｜김유정의시대인식과언어표현｜ 상록수 고｜유치진론｜육사의시와세계인식｜춘원이광수론
신국판 반양장 644쪽 값 9,000원

42

현대공산주의연구
안병영 지음
현대공산주의의 변동과 그 역사적 상황을 논의할 때, 공산주의는 과연 어떻게 변모하고 있으며 오늘 그들의 지
향은 무엇인가? 특히 유럽의 지성문화와 관련하여 유로코뮤니즘의 정체를 집중 규명한다. 또한 이 책은 지금까
지 공산주의를 논리로 대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 땅의 학문적 풍토를 과감하게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유럽의좌익사조｜유로코뮤니즘의본질｜유로코뮤니즘의역사적전개｜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공산당의형성과그성격｜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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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성문화｜동구의 개혁주의와 체제변동｜동구의 정책과정과 이익집단현상｜폴란드사태의 동태적 분석｜소련의 새로운 이데올
로기｜체제수렴론과 관료제｜공산주의 체제의 권력승계｜정치사회화의 비교연구서설｜공산주의의 제3세계 전략｜북한연구의 방
법론｜북한의정치적리더십의관료제화｜북한외교정책의기조｜이데올로기의극복
신국판 반양장 464쪽 값 6,000원

43

사회학이론의 구조
J . H. 터너 지음｜김진균 외 옮김
현대사회학의 다양한 흐름을 기능주의, 갈등이론, 상호작용론 및 교환이론의 네 가지 모형으로 파악하고 각 이
론의 핵심을 분석 해설 비판한 현대사회학의 고전! 각 이론의 역사적 기원과 오늘날의 위치를 함께 살피면서
성과와 문제점들을 명쾌하게 지적한다. 사회학이론에 대한 개론서 연구서로서 필수적인 저작이다.
사회학적이론화｜기능주의의출현｜요건적기능주의：탈코트파슨스｜기능균형의접근：로버트머튼｜기능주의사회학의장래｜
갈등론의 유산｜변증법적 갈등이론：랄프 다렌도르프｜갈등기능주의：루이스 A. 코저｜갈등이론의 미래｜교환이론의 지적근원
｜교환 행동주의：조지 C. 호만스｜교환구조주의：피터 M. 블라우｜교환이론의 미래｜상호작용론의 출현｜상징적 상호작용론：
허버트블루머대맨포드쿤｜역할이론｜상호작용론의미래：랠프H. 터너의종합｜현상학의출현｜민속방법론
신국판 반양장 594쪽 값 15,000원

44

10대 경제학자
J . A. 슘페터 지음｜정도영 옮김
☞ 한길컬처북스 시리즈로 재간행.

45

비평의 해부
N. 프라이 지음｜임철규 옮김
오늘날 문학연구 방법론의 큰 줄기를 이루고 있는 신화비평의 원전을 국내 최초로 완역! 미국 신비평의 전통에
러시아 형식주의의 방법을 결합, 방대한 체계로 집대성된 이 저작은 문학 장르이론의 가장 탁월한 업적이자, 우
리에게 신화비평의 이념과 방법을 폭넓게 제시해주고 있다.
도전적서론｜역사비평：양식의이론｜윤리비평：상징의이론｜원형(原型)비평：신화의이론｜수사비평：장르의이론｜잠정적결
론
신국판 반양장 560쪽 값 10,000원

46

미국사의 구조
S. M. 립셋 지음｜이종수 옮김
이 책은 미국사회학의 맥락에서 막스 베버의 비교 역사사회학의 전통을 회복하려 하며, 미국 역사에서 일단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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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된 기본적 가치인 평등주의와 업적주의가 사회변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실증
과 사회학적 분석의 본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적권위의확립｜국민적일체의식의형성｜미국인의성격은변하고있는가｜종교와미국인의가치｜노동조합과미국의가치체
계｜가치와민주주의적안정｜가치의차이｜가치, 사회적성격, 민주주의적정치체제｜정당제와사회집단의대표｜에필로그
신국판 반양장 384쪽 값 4,000원

47

드레퓌스사건과 지식인
N. 할라즈 지음｜황의방 옮김
☞ 인간과 역사를 탐험한다 시리즈로 재간행. 나는 고발한다 참조

48

마찌니 평전
볼튼 킹 지음｜황의방 송재원 옮김
이탈리아 통일의 위대한 혁명가로서 민족분단 1,400년을 종식시키는 삶을 산 마찌니. 유럽 열강의 각축장이던
조국 이탈리아로부터 외세를 몰아내고 민족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를 불사른 그의 애국 애족의 열정과
지혜는 오늘 우리들에게 시대와 역사를 꿰뚫는 지혜를 보여준다. 한점 부끄럼 없는 생애를 전개했던 한 불굴의
민족혼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
제노아의 집｜청년 이탈리아당｜마르세유｜스위스에서｜런던에서｜혁명｜로마공화국｜다시 런던으로｜마치니와 카부르｜통일의
문턱에서｜베니스를위하여｜혁명가의만년｜인간의의무와도덕｜국가의자유와이상정부｜사회이론과사회개혁｜민족과민중｜
삶의현실과문학예술｜종교의본질과사회정의｜인간마찌니의위대성과한계
신국판 반양장 288쪽 값 9,000원

49

평등
R. H. 토니 지음｜김종철 옮김
상아탑 속에서 순수한 연구에만 몰두한 학자가 아니라 스스로의 이상과 포부를 실천적 생활을 통해 구현하려고
노력한 행동인 토니의 대표작! 영국 노동당의 정책 입안자이며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그는 이 책에서
영국 사회의 가장 큰 모순이자 폐해인 불평등을 집요하게 공격하면서 불평등의 두 기둥인 세습적인 부와 교육
제도를 치밀하고도 상세하게 분석한다.
불평등의종교｜불평등과사회구조｜역사적배경｜평등의전략｜경제적자유의조건들｜민주주의와사회주의｜에필로그
신국판 반양장 3 12쪽 값 3,500원

50

노동의 역사
헬무트 슈나이더 외 지음｜한정숙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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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주제는 노동하는 사람들의 나날의 삶이 시대별로 어떠한 모습을 띠어왔는가를 노동현장과 일상생활의
측면에서 고찰하는 것이다. 이론적 주장보다는 구체적 사례들을 제시함으로써 인류의 노동자상과 노동조건을 보
다 생생하게 드러내는 서술방식을 택한다. 이러한 서술방식에 의해 나타나는 문제의식은 우리의 노동현실을 인
식하기 위한 역사적 안목을 세우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초기의고도문화(고대이집트)｜고대의노예경제(로마제국)｜봉건제(중부유럽)｜산업혁명(영국의공장제)｜산업화시대의농업노동
(프로이센)｜현대산업사회(자본주의)｜현대산업사회(사회주의)
신국판 반양장 546쪽 값 8,000원

51

자민당의 장기집권연구
현대일본연구회 엮음
오늘의 일본 을 정확히 이해한다는 문제는 오늘의 현실적 상황의 절실한 요청이다. 일본 연구를 전공하는 사회
과학자들에 의한 심층분석으로써, 창당 이후 30년 가까이 자민당이 계속 집권하고 있는 요인과 그러면서도 선
거제도에 의해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헤친다. 오늘의 일본을 보는 우리의 시야를 한층 폭넓
고 심도있게 해줄 것이다.
전후일본보수세력형성의국제적요인｜전후일본의사회 의식적변화와자민당의장기집권｜선거와파벌을통해본자민당의장
기집권｜보수지배의완성형인좌등내각｜자민당의정권유지구상
신국판 반양장 284쪽 값 3,300원

52

인간과 노동
D. 미킨 지음｜이동하 옮김
인간다운 삶을 파괴하는 몰가치적 기계문명에 항의하면서 보다 자유롭고 평등한, 그리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
는 공동체를 모색하는 진지한 노력의 결정체! 저자는 인간의 삶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지위는 대체 어떤 것이며
또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라는 문제의식으로 인간주의적 노동관을 일관성 있게 펼치고 있다.
노동의 문제｜소외의 비전｜두 가지 윤리｜영속성에의 향수｜기술적환경｜무정부주의 사회주의 노동｜창조성의 비법｜예술과
노동｜유기적삶을향하여｜위험과모순｜노동의미래
신국판 반양장 304쪽 값 3,400원

53

돈의 철학
게오르크 지멜 지음｜안준섭 장영배 조희연 옮김
돈이란 인간에게 무엇이며 사회에 대해 돈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돈이 인간의 사회적 문화적 삶에 미치는 영
향력을 분석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삶에 대한 형이상학의 정립을 시도하려는, 돈에 대한 가장 다면적이고 심층
적인 분석이다. 특히 일면적으로 되어가는 인간관계, 자신의 소산 앞에 무력해지는 개인의 분석을 통하여 발전
시킨 소외 의 개념은 루카치의 소외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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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와화폐｜화폐의실질가치｜목적계열에있어서의화폐｜개인의자유｜개인적가치의화폐등가물｜생활양식
신국판 반양장 700쪽 값 10,000원

54

한국근대문학사상사
김윤식 지음
우리 민족 최대의 문제적 상황이었던 식민지 시대에 대한 문학사상의 해답은 어떤 것이었나? 또 민족해방이라
는 과제가 분단 극복의 과제로 바뀐 오늘의 문제적 상황에 대한 문학사상의 대응은 어떠해야 하는가? 모든 정
치운동이 막혀 있는 시대에 문학은 정치= 문학 이라는 등식이 성립된다고 파악하는 저자는 식민지 시대의 문학
사상을 리얼리즘론, 전향론의 측면에서 파헤치면서 오늘날 리얼리즘 논의와의 연결을 모색하고 있다.
근대문학의 성격｜정치와 문학｜리얼리즘 논의의 수준｜사상전향과 전향사상｜문학에 있어서의 한 일간의 주고받기｜사상 선택
과그한계｜민족주의와문학이념
신국판 반양장 556쪽 값 8,000원

55

종교와 자본주의의 발흥
R. H. 토니 지음｜김종철 옮김
서구에서 자본주의 체제가 형성되는 데에 종교가 미친 영향은 어떠한 것이었나? 이러한 물음에 대한 고전적 저
작인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에 대한 하나의 반론으로 나온 것이 이 책이다. 그는
기독교가 자본주의에 대해 미친 영향을 긍정적으로 서술하면서도 교황, 루터, 크롬웰 등의 반민중적이고 비인간
적인 면모와 행태를 날카롭게 파헤치고 있다.
중세적배경｜대륙의개혁가들｜영국교회｜청교운동｜결론
신국판 반양장 304쪽 값 3,700원

56

국토와 민중
박태순 지음
이 책은 일반적인 기행문학의 틀을 넘어 작가 스스로 답사하고 체험한 이 땅의 모습과 생활상을 깊이 있게 보
여주고 있다. 통념화된 기행문학이 지니게 마련인 환상적 분위기나 어설픈 감상주의가 철저히 배제된 대신에,
우리의 국토가 어떠한 역사적 변화의 자취를 간직한 채 오늘날의 삶을 견디어내고 있는가를 살피고자 한 시각
이 매우 참신하다. 각 지역의 현실 상황과 주민들의 생활을 깊은 애정과 공감의 눈으로 파악하면서 그것을 지
나간 역사의 중층적 갈등에 연관지워 해석하고 오늘의 문제까지 예각적으로 드러내는 관찰력을 보이고 있다.
국토를어떻게인식할것인가｜삶을찾아나선사람들｜지리산은우리에게무엇인가｜두메산골의유랑민들｜영산강들녘의농민문
화｜퇴락해가는 전설의 마을들｜다도해의 사회사｜시인의 문학세계와 국토｜소백산맥에 얽힌 민중의 한｜동학의 지평선｜탄광지
대의객지문화｜낙동강7백리의어제와오늘｜제주도토박이문화의광채｜국토와민중
신국판 반양장 396쪽 값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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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민주주의
A. 토크빌 지음｜박지동 옮김
☞ 한길그레이트북스로 재간행.

58

지식사회학
베르너 슈타크 지음｜임영일 옮김
카를 만하임 이후 확고한 학문의 위치를 굳히고 있는 저자가 쓴 지식사회학 입문서! 저자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연구와 사고의 사회적 요소에 대한 연구를 과감히 분리시키고 사고의 사회적 결정성에 대한 순수한 이론, 즉
사회적 인식론의 기초를 마련하고 있다. 그는 마르크스와 베버의 견해가 의미 있는 대화를 불가능하게 할 만큼
큰 간격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지식사회학이란 무엇인가｜지식사회학의 전형｜지식사회학의 본질｜지식사회학의중요성｜사회적 결정성의기초｜사회적 결정성
의본질｜사회적결정성의정도｜사회적결정성의극복
신국판 반양장 448쪽 값 5,000원

59

라틴아메리카 경제발전사
C. 푸르타도 지음｜윤성옥 송재원 옮김
콜럼버스의 발견 이래 오늘날까지 미국 및 서구의 정치 경제적 침략에 의해 날로 종속화하는 과정을 추적하는
제3세계 민중의 수난사! 이 책은 라틴아메리카의 현실을 여러 통계자료를 인용해가며 투시할 뿐만 아니라 종속
구조를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들의 발전정책을 규명한다.
정복에서부터 근대국가 형성까지｜노동의 국제분업체제로의 진입｜전통적인 구조의 해부｜산업화과정의 성격｜최근 발전 방향의
재조정｜국제관계｜지역간관계｜구조재건정책
신국판 반양장 350쪽 값 3,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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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혁명론
강만길 박현채 백낙청 외 지음
동학농민혁명, 3 1운동과 함께 한국근대사상 3대 민중운동의 하나로 논의되는 4월혁명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
규명작업. 한국 역사상 최초로 민중의 힘에 의해 독재정권을 무너뜨렸으면서도 의거 로 격하되어 있는 4월혁
명! 그 진정한 역사적 의의를 강만길, 박현채, 백낙청 등 각계의 양심적 지식인 12명이 뚜렷이 밝히고 있다.
4월혁명의민족사적맥락｜4 19의 역사적의의와현재성｜4월민주혁명과민족사의방향｜4월혁명의정치적갈등구조｜4월혁명
의 의식구조｜4월혁명의 사회경제사적 배경｜4 19과도정부와 장면정권의 의의｜허정과도정부의 성격과 자유당 붕괴의 의미｜4
19 이후5 16까지의진보주의운동｜우리의부활과4월혁명｜그혁명은무엇인가｜4 19의민중과문학
신국판 반양장 300쪽 값 3,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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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대의 리얼리즘
임철규 평론집
역사 속에서의 문학과 인간의 위상을 진지하게 탐색하는 임철규 교수의 첫 평론집. 희극 비극의 장르이론을 포
함하여 예술의 일반이론을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리얼리즘 문학에 나타난 인간과 사회상
황에 대한 투철한 인식을 펼치는 글들을 통하여 저자는 그 폭넓은 관심구조 속에서 예술과 삶의 살아 있는 양
식들을 간파한다. 이 책이 비판하고 창조하려는 진지한 작업은 문예비평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다.
희극의 미학｜비극적 비전｜죽음의 미학｜눈(眼)의 미학｜우리시대의리얼리즘｜한 무정부주의자의정치윤리｜전체주의의구조와
인간｜불꽃의여자｜정치와인간의운명｜한젊은니힐리스트의죽음｜민족문학에대하여
신국판 반양장 3 16쪽 값 3,800원

62

제3세계의 도시화와 빈곤
이효재 허석렬 공편
제3세계 저발전의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상징해주는 도시빈민의 문제를 분석한 국내 최초의 소개서! 제3세계
의 이농현상과 왜곡된 도시화의 과정에서 생성되는 도시빈민들에 대해 분석한 이 책은 이 땅의 근대화정책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것이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다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해줄 것이다.
저발전사회의도시화｜저개발국의도시화와주변성｜이농과농촌구조｜빈곤의증세｜빈곤과도시생활에의대처｜도시빈민의분화
｜비공식부문에서의사람과일｜임시노동과빈곤｜자영업자｜가난한노동여성｜다국적기업의여성노동자
신국판 반양장 372쪽 값 4,500원

63 64

정치사상사
조지 세이빈 토머스 솔슨 지음｜성유보 차남희 옮김
☞ 단행본으로 재간행.

65

교육과 민중문화
김인회 지음
이 책은 논문이나 논설 형식으로 쓴 글들을 엮은 것으로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 교육이
지녀온 문화식민지적 성격과 민중의 문화적 생명력에 대한 교육적 관심을 통해, 제도적 교육이 민중의 문화나
삶의 현실에서 유리된 채 겉돌고 있음을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고 있다.
교육과 문화통치｜주체와 자주의식의 교육｜문화적 식민지의교육경향과그탈피의몸부림｜민중과사회교육｜인간교육과전인교
육｜대학의자주성과자율성
신국판 반양장 330쪽 값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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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커뮤니케이션과 이데올로기
이상희 엮음
국제간의 불균형한 커뮤니케이션 질서뿐 아니라 체제옹호적이며 반민중적인 커뮤니케이션의 메커니즘을 명쾌하
게 해명하고 있다. 편자는 그의 권두 논문 커뮤니케이션의 근대화 이론에 대한 비판적 인식 에서 발전을 위
한 서양사에서의 모델이 전적으로 거부될 필요는 없지만 발전도상에 있는 어떤 사회의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갖가지 구성요소들이 서양의 그것과 같을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하여 커뮤니케이션 이론 연구의 기본적 시각
을 설정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반성｜근대화이론에 대한 비판｜ 자본주의와 커뮤니케이션｜종속발전의 과정과 종속문화｜다국적기업의 커
뮤니케이션지배｜제3세계언론인의직업의식
신국판 반양장 408쪽 값 7,500원

67

분배의 경제학
변형윤 지음
이 시대의 역사적 상황과 경제적 현실에 내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문적 실천적 전망을 모색 제시하려는
노력의 소산인 이 책은, 저자의 30여 년에 걸친 대학 안팎에서의 연구와 경제현실에 대한 깊은 관심에서 이루
어진 것이다. 우리의 전통과 현실에 부응하는 경제이론을 세우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며, 민족과
국토의 분단상황을 포함한 이 땅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켜가야 한다는 저자의 학문적 자세가 하
나하나의 논문에 잘 나타나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의 주체성｜경제와 인간｜통일한국의 경제적 이념｜한국경제의 상황과 과제｜분배의 정의와 이념｜제3세계와 빈
곤｜경제학에서의주류와비주류｜현대경제학의성격｜우리경제와자유로운비판
신국판 반양장 320쪽 값 4,200원

68

민중신학의 탐구
서남동 지음
지난 70년대부터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사회변혁 및 의식화의 과정에서, 늘 역사의 현장에 서 있었
던 기독교의 민족적 현실 체험을 바탕으로 씌어진 이 책은 기독교 신학의 한국화 작업 이라고 할 수 있다. 민
족사의 주체세력으로서의 민중의 삶과 함께 논의되는 민중신학 이란 무엇이며 이 땅의 기독교와 신학은 무엇을
향해서 그 스스로를 정립시켜가야 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다.
민중신학 에 대하여｜한의 형상화와 그 신학적 성찰｜소리의내력｜부활과4월혁명｜80년대한국교회의신학적과제｜민중신학
의성서적전거｜고난받는자의승리｜새로운공동체｜민담의신학｜빈곤의사회학과빈민의신학｜생은비극인가
신국판 반양장 486쪽 값 5,000원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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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 사회학
아놀드 하우저 지음｜최성만 이병진 옮김
저자의 예술사에 관한 방대한 지식, 예술사의 기술에 관한 철학적 토대, 그리고 예술의 위기와 매너리즘에 관한
그의 독보적 업적 등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은 하우저 학문의 총체적 결실이라 할 수
있다. 예술의 생산과 수용의 상호작용 메커니즘을 분석한 작가로부터 감상층에 이르는 길 , 현대 예술의 상황
과 그 위기의 징후를 취급한 과연 예술의 종말인가 등의 주제가 오늘날 예술의 생동하는 문제에 대한 폭넓은
시야를 제공하고 있다.
작가로부터 감상층에 이르는 길｜말의 주고받음｜예술적 체험｜예술의 소비자들｜예술비평｜사회적 모티브와 반사회적 모티브｜
계급과교육｜민중예술｜통속예술｜대중예술｜팝예술｜예술의몰락｜현대예술의위기
신국판 반양장 500쪽 값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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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정치사상
임효선 지음
☞ 단행본으로 재간행.

71

자본의 시대
E.J . 홉스봄 지음｜정도영 옮김
☞ 한길그레이트북스로 재간행.

72

현대사회과학의 방법론
안석교 엮음
이 책은, 현재 세계 학계에서 사회과학적 인식방법을 놓고 날카롭게 대립하면서 자기들의 방법을 배타적으로 제
시하고 있는 비판적 합리주의 와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이론 사이의 상이점과 유사점을 명백히 드러냄으
로써, 우리나라 사회과학도들로 하여금 주체적 시각으로 자신의 사회과학 방법론을 정립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
해 엮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 책에는 비판적 합리주의자 들과 비판이론가 들의 사상을 전형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는 논문들이 실려 있다.
철학과 과학의 차이｜사회학과 경험적 분석｜분석적 과학이론과 변증법｜전체이성의 신화｜방법론적 원칙으로서의 몰가치성｜사
회과학적인식의객관성
신국판 반양장 292쪽 값 3,400원

73

한국현대인물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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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건호 지음
이 책은 한국 근현대사에서 나오는 중요한 인물들 가운데 민족 지도자의 유형으로서 김구 여운형 김창숙 안
재홍 이동녕 안창호 이승만을, 민족 정신사의 거물로서 김교신 한용운 신채호 함석헌을, 민족 반역자로서
이광수 최남선 이용구를 뽑아서 이상의 14명에 대해 쓴 평전집이다. 역사의 길 을 걸어간 11명의 민족 지도
자들의 특징, 장단점, 애국적 희생정신이, 저자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비판정신으로 정확하게 포착되어 독자에게
명료하게 제시되고 있다. 또한 역사의 길을 버리고 현실의 길 을 택하여 민족을 반역한 3명의 친일분자의 행로
가 준엄한 사필(史筆)로 규명되고 있다.
김구｜여운형｜김창숙｜안재홍｜이동녕｜안창호｜이승만｜김교신｜한용운｜신채호｜함석헌｜이광수｜최남선｜이용구
신국판 반양장 432쪽 값 7,000원

74

혁명의 시대
E. J . 홉스봄 지음｜박현채 차명수 옮김
☞ 한길그레이트북스로 재간행.

75

현대의 과학기술과 인간해방
조홍섭 편역
고도로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연구에 종사하고 있는 오늘날의 과학자들은 자신의 연구가 지닌 사회적 의미와 책
임을 느끼지 않고 있으며, 이들은 대체로 과학연구가 정치나 가치로부터 중립적인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다. 그러나 이들의 생각과는 달리 현대의 과학은 정책과 이데올로기 또는 대기업체의 이익에 봉사하고 있으며,
따라서 민중은 과학으로부터 소외되어 있고, 과학은 비인간적인 방향으로 끝없이 나아가고 있다. 이 책은 이처
럼 소외된 과학에 바른길을 제시하기 위해 엮어진 것이다.
과학의 중립성에 대한 신화｜현대 과학자의 계층적 속성｜과학기술과현대사회의불평등｜민중과학론｜핵시대과학자의딜레마｜
군비경쟁에대항하는국제과학자운동｜반공해운동
신국판 반양장 308쪽 값 4,500원

76

말의 양심
E. 카네티 지음｜반성완 옮김
이 책에는 언어와 문학에 대한 저자의 기본적 태도, 창작 체험, 지적 성장에 깊은 영향을 끼친 위대한 작가들과
의 관계, 그리고 군중과 권력 이라는 그의 기본주제 등이 다양하게 나타나 있다. 이 책의 일관된 내용은 인간
의 죽음과 결부된 군중과 권력에 대한 문제의식이다. 저자는 또한 말의 고통과 분노, 말의 위안과 만족, 내면적
진실을 은폐하는 말의 허위성을 철저하게 고발하면서 말에 대한 책임, 즉 말의 양심 을 지키려는 투철한 언어
의식을 보여준다.
헤르만 브로흐｜권력과 살아남음｜리얼리즘과 새로운 현실｜카프카｜언어의 분노｜히틀러｜공자｜톨스토이｜히로시마 일기｜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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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너｜칼크라우스｜작가의사명
신국판 반양장 352쪽 값 4,200원

77

한국자본주의와 민족운동
박현채 지음
인간 부재 민족 부재의 경제학을 비판하고 역사적 사회적 실체로서의 민중을 주체로 한 경제학의 새로운 가
능성을 보여준다. 저자는 또한 한국자본주의의 근본 문제와 함께 역사 속의 민중상, 민족운동사의 방향, 경제적
현실의 문학적 표현, 근대화에 대한 새로운 평가 등의 문제로 그의 관심을 확대 심화시켜가면서, 민족통일로 이
어져야 할 민족운동의 참뜻과 방향까지 제시한다.
민중과 역사｜분단시대 한국민족주의의 과제｜4월혁명과 민족사의방향｜자본주의의 위기와민족운동의 과제｜땅 민중 경제｜
한국인의 토지의식｜토지문제의 역사적 전개와 인식｜인간 없는 경제학｜문학과 경제｜산업사회와 언론｜서구사회와 중산층｜근
대화에대한평가｜돈이란무엇인가
신국판 반양장 338쪽 값 4,200원

78

문학의 사회학
A. 스윈지우드 지음｜정혜선 옮김
저자는 이 책에서 문학은 사회학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사회적 세계와 그에 대한 인간의 적응, 그리고 그러한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인간의 욕구 등과 관련되어 있음을 입증한다. 이 책은 또한, 문학이란 과학적 분석을 거부
하는 독특한 주관적 체험이라고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 문학사회학의 기본적 사고방식을 알기 쉽게 제시하고 있
다.
사회학과 문학｜문학에 대한 사회이론들｜문학과 구조주의｜방법상의 문제｜저술업과 후원자의 기원｜작가의 전문화｜20세기의
작가｜필딩, 톰존스 와소설의발생｜소외, 물화, 소설｜조지오웰, 사회주의와소설
신국판 반양장 3 16쪽 값 4,000원

79

혁명의 사회이론
김진균 정근식 편역
이 책은 현대의 사회과학에서 사회변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혁명에 관한 가장 최근의 중요한 글들을 모아서
편집한 것이다. 구조기능주의적인 이론가들과 갈등론적 이론가들, 그 밖에 심리학적 이론가들의 혁명에 대한 핵
심적인 논문들을 번역하였다. 특히 이러한 글들을 일정한 체계로 편집함으로써 혁명이론에 관한 구체적인 길잡
이가 되도록 하였다.
사회구조적 설명의 필요성(테다 스카치폴)｜혁명의 비교연구를 향하여(엘바키 허마시)｜혁명이론의 발전과정(잭 골드스톤)｜J곡선
혁명이론(제임즈 데이비스)｜기능주의의 혁명이론(앤서니 스미스)｜집합적 폭력모델들의 고찰(로드 아야)｜혁명이론과 이론 없는
혁명(윌터골드프랭크)｜농민과반란(아른디시)｜혁명속의혁명(제임스스코트)
신국판 반양장 350쪽 값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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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일본근대사
강동진 지음
종래 일본인 학자가 일본의 독자를 위하여 저술한 일본근대사는 많았다. 그러나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을 받고 큰
피해를 입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민족들의 입장과 시각에서 일본근대사를 알기 쉽게 쓴 저술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책은 한국인 학자가 일본근대사를 객관화하여 한국인의 시각에서 새로 쓴 일본근대사라
는 점에서 획기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 책에서는 일본근대사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한 노동운동과 농
민운동, 아시아 민족들의 수난사, 재일본한국인들의 민족해방운동과 노동운동, 사회경제사와의 관련, 제국주의
국가들 상호간의 단합과 일제의 대외침략정책의 전개과정 등 1853년부터 1945년까지 약 90년간의 일본근대사
가 동태적으로 극명하게 밝혀져 있다.
구미자본주의의 침입과 일본의 변화｜명치유신｜자유민권운동과 해외침략 개시｜자유민권운동의 패퇴와 천황제 침략국가 형성｜
자본주의의 발전과 본격적 한국침략 개시｜일본 제국주의의성립과러일전쟁｜식민제국의성립과러일전쟁후의일본사회｜제1차
세계대전｜천황제의재정비｜파시즘의성립과 15년전쟁의개시｜전면전쟁과일본제국주의의붕괴
신국판 반양장 448쪽 값 5,000원

81

정치와 정치사상
차기벽 엮음
이 책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데올로기인 민족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를 시간과 공간에 따른
변모의 모습에서 파악하고 있다. 국내 정치학계의 역량 있는 학자들의 수준 높은 논문을 한데 모은 이 책은 우
리 민족의 나아갈 올바른 길을 찾는 데 크나큰 지침이 될 것이다.
아시아 민족주의와 경제개발(이대근)｜아프리카 민족주의와 쿠데타(이상두)｜라틴 아메리카의 민족주의와 종속이론(장달중)｜제3
세계의민족운동과제국주의(진덕규)｜서구민주주의의새로운고민(임효선)｜현대급진주의의국가론비판(김홍우)｜아시아에서의
민주정치의 성립조건(한배호)｜현대사회와 참여 민주주의(김경동)｜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양호민)｜동구자유화운동의 단속(안병
영)｜제3세계와공산주의(윤근식)
신국판 반양장 452쪽 값 5,500원

82

분단을 넘어서
이영희 지음
이 책은 저자가 80년대에 발표한 글들을 엮은 것이다. 제1부에는 초강대국들이 무제한 군사대결 의 결의를 선
언하고 나선 국제관계 속에서 새로운 양식으로 한국에 침투해 들어오는 일본과의 관계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
인가를 밝힌 뛰어난 글 4편이 들어 있다. 일본과의 군사협력(동맹)체제가 우리 조국과 민족을 열강과 일본의 희
생물로 만들 수 있고 가공할 핵전쟁의 볼모로 만들 위험이 있음을 통찰하는 저자의 날카로운 지성과 애국심이
감동적이다. 그리고 제2부에 포함된 5편의 평론은 학대받던 시기의 진실을 추구하는 지식인의 고뇌가 잘 전달
되고 있다. 제3부의 7편은 내부문제를 간략하게 다룬 평론들이다. 제4부는 저자가 체험하고 휩쓸려 들어간 6
25의 아픔을 증언하는 중편의 체험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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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40년의 반성과민족의내일｜ 한일문화협력 에대하여｜다시일본의 교과서문제 를생각한다｜한반도는강대국의핵볼모가
되려는가｜민주주의와 진실의 추구｜기능분업주의를 경계하며｜과학도의우상숭배｜핵무기와 인류의양심｜지식인과 시대정신｜
영등포의 자유와 평등｜어느 젊은 농사꾼에게｜신문이 하나둘 사라지는데｜참는 용기와 기다림의 지혜｜전장과 인간(나의 6 25
체험)
신국판 반양장 3 14쪽 값 3,600원

83

교육과 이데올로기
마이클 애플 지음｜박부권 이혜영 옮김
미국과 같은 선진자본주의 체제에서 학교교육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을 비판적으로 고찰한 책이다. 기존의 연구
들은 학교교육이 정치 경제에 종속되는 측면만 강조하였지, 학교교육에 사회체제의 경제적 이데올로기적 요구
가 어떻게 소화되어 진행되고 있는가에는 설득력 있는 분석이 미흡했다.
이 책은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육의 총체적 내용이 현존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관계의 재생산에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가를 명쾌히 분석하고 있어 우리나라 학교교육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문제점을 성찰하는 데
매우 유효한 이론적 틀을 제공해준다.
헤게모니 분석｜이데올로기와 문화적 경제적 재생산｜일상적인 학교생활에서의 지식의 생산, 분배 및 통제｜교육과정의 역사와
사회통제｜잠재적 교육과정과 갈등의 본질｜체제경영과 통제의 이데올로기｜일상적 범주와 명명과정｜이데올로기의 재생산을 넘
어서
신국판 반양장 234쪽 값 4,000원

84

리얼리즘미학의 기초이론
G. 루카치 외 지음｜이춘길 편역
이 책에 실려 있는 미학적 논문들은, 반영이론만이 현실세계의 정당한 포착과 형상화 즉 올바른 형상적 인식을
추구하는 예술이념적 입장으로서의 리얼리즘을 가장 철학적으로 근거지을 수 있다는 사실의 필연성을 논증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리얼리즘의 방법적 우월성과 함께 인간의 참다운 해방과 관련된 가장 보편적인 세계사
적 차원에서 예술창작의 이론적 기초를 당당하게 근거지어줄 수 있는 과학적 이론에 접할 수 있다.
인식의변증법(이춘길)｜예술과객관적진리(게오르그루카치)｜반영이론으로서의미학(토마스메춰)｜문예학에서의반영개념의역
할(페터뷔르거)｜미적인식과리얼리즘예술(토마스메춰)｜서독의유물론적미학의경향(토마스메춰)
신국판 반양장 250쪽 값 5,000원

85

한국민족운동사론
강만길 지음
식민지시대의 민족해방운동과 분단시대의 민족통일운동의 이론과 실천과정을 분석 규명하고 있다. 특히 종래의
연구들과는 달리 우리 민족이 외세의 극복과 함께 어떤 체제의 민족국가를 건설하려 했는가 하는 문제의식의
규명에까지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 책에 나타난 저자의 사론적 관심은 우리 근현대사에서는 민족 분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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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통일된 민족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생각과 행동도 역사적 맥락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실증해야 하며 그것이 분단시대 역사학의 과제 가운데 하나라는 투철한 인식이다.
한국근대민족주의의전개과정｜좌우합작운동의 경위와그성격｜4월혁명의민족사적맥락｜민족분단의역사적원인｜독립운동과
정의 민족국가건설론｜동도서기론의 재음미｜민족운동 삼균주의 조소앙｜일제시대의반식민사학론｜이조는어떻게 500년이나
지속되었는가｜실학의상공업발전론｜대한제국앞의네가지길｜일제통치의민족사적피해｜독립운동사연구론｜지식인과역사변
혁｜역사학이찾은시대와소설이담은시대｜소설 토지 와한국근대사
신국판 반양장 344쪽 값 4,500원

86

일본인과 한국인의 의식구조
김용운 지음
저자는 일본의 에도시대와 한국의 조선시대에 쇄국이라고 하는 범패러다임에서 문화를 만들어갔다는 점에 동일
성을 찾고, 이러한 동일성으로부터 어떻게 두 나라가 그들 문화의 틀 만들기 를 했으며 또 그것이 어떻게 서로
달라졌는가를 추적하는 그 나름대로의 독창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일본 문화를 칼의 문화로 부르는 데 대해 한
국의 문화를 붓의 문화로 부르고 있다든가, 가로의 응석과 세로의 응석이라는 표현을 얻어내고 있는 것들은 저
자가 오랫동안 이 문제에 대해 집요하게 노력해온 결실이라고 보여진다.
민족을 바꾸어놓은 쇄국｜ 천하제일 과 동방예의지국 ｜쇄국사회에서 살아가는 법｜가로의 응석과 세로의 응석｜칼의 문화와 붓
의문화
신국판 반양장 248쪽 값 5,000원

87

한국의 근대사상
강재언 지음
1860년부터 1919년 3 1운동까지 약 60년간 우리나라 사상사를 간결하게 정리한 노작이다. 197 1년에 일본에
서 간행한 근대조선의 사상 을 개편한 것이라고 하나 실제로는 그 후의 우리 학계의 연구성과를 섭취하여 거
의 새로 쓴 것이다. 이 책은 서술양식이 명료하고 알기 쉽게 되어 있으며 각 사상의 핵심을 중요한 역사적 사
건들과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쇄국양이와위정척사사상｜쇄국양이하의개국 개화사상｜조선의개국과신구사상의대립｜서학의수용과신교의침투｜동학사상
과농민전쟁｜갑오개혁과초기의병운동｜독립협회운동과활빈당｜국권회복운동과사상계보｜근대한국사상사에서본3 1운동
신국판 반양장 280쪽 값 4,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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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건사회
마르크 블로크 지음｜한정숙 옮김
프랑스의 저항사학자 블로크의 명저인 봉건사회 는 종래의 봉건제 내지 봉건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 즉
지방분권제와 영주 및 기사 등의 신분제에 초점을 맞춘 해석, 영주와 가신 사이의 주종관계를 중심으로 한 해
석, 생산관계에 초점을 맞춘 해석 등을 폭넓게 수용하여 봉건사회의 종합사를 구축하려 한 저서이다. 인적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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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관계의 형성 이라는 부제가 붙은 첫째 권은 봉건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인적 유대관계 의존관계를 중심으로
다루고 계급과 통치 라는 부제가 붙은 둘째 권에서는 봉건사회의 정치체제를 주로 다루고 있다. 봉건사회를 체
계적으로 이해하게 해주는 책이다.
제1권：유럽에 대한 마지막 침입｜생활조건과 정신적 풍토｜혈연적 유대관계｜가신제와 봉토｜하층계급에 있어서 종속의 유대관
계

제2권：계급｜통치｜봉건제의 사회형태와 기능
신국판 반양장 합 988쪽
제1권 값 10,000원 제2권 값 7,000원

90

헤겔
월터 카우프만 지음｜김태경 옮김
헤겔 사상의 전개를 연대기적으로 기술해나가면서도 헤겔 사상의 핵심적 체계에 대한 명쾌한 해석을 가하고 있
다. 헤겔 사상의 발전 과정을 당대 사상들과의 유기적인 관련 속에서 파악하면서, 헤겔에 관한 통념화된 오류를
세심하게 검토하여 바로잡고 풍부한 자료를 섭렵함으로써 헤겔의 중요 개념들을 발생학적 시각에서 자리매김하
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헤겔에 대한 포괄적인 재해석을 가하면서도 헤겔사상이 지닌 난해성 이란 장벽을 쉽
게 뛰어넘을 수 있게 해준다.
초기의발전과영향｜7편의초기논문｜ 정신현상학 ｜ 논리학 ｜체계｜헤겔의역사관
신국판 반양장 376쪽 값 5,500원

91

민요기행 1
신경림 지음
농무 (農舞)의 시인 신경림이 월간 마당 에 연재했던 15편의 민요답사기행을 책으로 묶은 것이다. 전국을 돌
며 거둔 민요 자료도 흥미롭거니와, 무엇보다도 오늘날 우리 농촌의 실상을 생생하게 보고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의가 깊다. 민요를 연구하려는 전문가는 물론이고 급격한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갈등하는 한국 농촌에
관심을 가진 독자들을 위해 좋은 안내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남한강 유역 담뱃고을의 서정｜어산령과 정자를 찾아서｜경북 북부지방의 부녀요｜판소리와 동학 고장의 민요들｜개항과 폐항의
정서｜내포지방의문화와노래｜내륙지방의옛장터와삶｜정의고향정선, 한의노래아라리｜동해연안의노래와민란의발자취｜
진도에서 보길도까지｜강과 호수와 바다의 노래와 삶｜낙동강 유역의 아우성｜서울에 짓밟히는 근기지방의 삶과 문화｜지리산의
동과서｜바다로나간남편은돌아오지않고
신국판 반양장 320쪽 값 7,000원

92

분단시대의 사회학
이효재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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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후 40년 동안 한국사회의 변화를 주로 가족의 민주화와 여권 평등화의 측면에서 예리하게 분석하고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찾아내어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 책은 분단으로 인한 피해를 가족과 여성문제의 차
원에서뿐만 아니라 사회구조 전체의 차원에서 신랄하게 지적하여 분석하고 있으며, 분단을 극복하고 새로운 민
족공동체를 창조해야 한다는 선명한 문제의식을 제시하고 있다.
분단시대의 사회학｜한국 사회구조의 성격｜인간공동체와 삶의 질｜전환기에 선 가족주의｜분단시대의 가족연구｜민족분단과 가
족문제｜여성과역사｜분단시대의여성문제｜분단40년의여성현실과여성운동｜분단시대의여성운동
신국판 반양장 352쪽 값 3,800원

93

해방전후사의 인식 2
강만길 김광식 외 지음
해방전후사의 인식 이 나온 뒤 6년간의 세월 속에서 우리의 현대사에 대한 인식수준은 질과 양에서 놀라운 진
전을 보였고, 그 진전된 연구 업적을 알차게 수렴한 결과로서 해방전후사의 인식 2 가 나왔다. 제1권이 해방
전후 역사인식에 대한 기초적인 시각을 제시한 것이라면, 제2권은 보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연구 업적으로서
운동사 이념사가 보다 강조되고 있다.
해방전후사인식의방향(강만길)｜8 15 직후정치지도자들의노선비교(김광식)｜박헌영과8월테제(김남식)｜제1공화국과친일세
력(임종국)｜남북분단의 민족경제사적 위치(박현채)｜미군정하 농업과 토지개혁정책(황한식)｜농지개혁 과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
(장상환)｜9월총파업과 노동운동의전환(성한표)｜해방직후지식인의민족현실인식(임헌영)｜해방공간의문학(김윤식)｜미군정의
교육정책(이광호)
신국판 반양장 532쪽 값 12,000원

94

사회과학원론
김낙중 지음
한국노동운동사

굽이치는 임진강 등의 저서들을 통해 민족현실과 민족통일의 문제를 실천적으로 일깨워준

바 있는 저자의 사회과학원론 은 이론체계의 방대함과 치밀한 구성을 통해 사회과학의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인간공동체의 소망스러운 실현 의 길을 보여준다. 저자는 이 책에서 수단이나 방법으로서의 사상 제
도의 규명보다는 공동체적인 민족의 삶 자체에 봉사할 수 있는 사회과학체계를 이루어내고 있다.
사회과학의 대상과 방법｜사회과학 원론의 필요성과 과제｜소비론｜생산론｜교환 분배론｜경제운동론｜인간공동체의발전과 운
영｜국가정치의현실｜국가발전론｜정치운동론｜인간공동체와문화｜문화의창조와전달｜인류문화와세계사｜문화운동론
신국판 반양장 480쪽 값 5,500원

95

민족의 상황과 문학사상
임헌영 지음
저자는 식민지시대 이래 우리 민족이 겪어온 외부적 압력과 내부적 분열의 극복이라는 최대의 민족적 과제에
우리 문학이 어떻게 대응해왔는가를 규명함으로써 민족문학의 실상과 그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민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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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더불어 논의되는 민중문학을 저자는 과도기적인 문학양식으로 파악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민중문학을
최고 지고의 미학으로 보려는 자세 를 경계하는 한편 그것을 단순히 미학적 사생아 로 몰아붙이는 왜곡된 문
학관에 대한 비판의 고삐도 늦추지 않는다. 분단극복이나 노동문제를 다루는 저자의 태도 역시 철저하게 실증적
이면서도 우리 문학의 문제점과 미래상을 짚어보는 데에까지 그 시야를 넓혀가고 있다.
민족의 상황과 문학사상｜한의 문학과민중의식｜4월혁명의문학적전개｜80년대소설의지평｜민중문학의사상사적의미｜80년
대민중문학의지평｜민족문학과민중문학｜민중문학의방향전환｜시에있어서민중의식｜민중문화예술의회고와전망｜노동문학
의 새 방향｜빈궁문학의 원형｜분단시대문학론고｜분단기의인간상｜분단극복의지와 민족의식｜분단극복문학의새 전망｜분단인
식과민족문학｜분단상황의극복과민족문화운동｜짓밟히는사람들의거울｜현대소설과이념문제｜생명사상과인간구원의미학｜
역사의식과 민족의식의 변증법｜옥중시에 대하여｜신친일문화론｜종속문화와 제3세계 민중문학｜쌍백시대의 중국문학｜대지와
혁명의서사시
신국판 반양장 386쪽 값 4,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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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통일과 기독교
박순경 지음
저자는 이 책에서 한민족과 기독교의 관계를 문제삼고 있다. 그는 기독교의 진리는 민족분단을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민족적 삶의 문제상황 즉 분단상황의 극복이라는 방향에서 그의 논지를 전개
한다. 그는 또한 한국민족에 대한 기독교의 적극적인 의의는 기독교의 반민족적 요인이 극복될 때에만 가능하다
는 주장을 서슴없이 피력하고 있다.
이 민족의 기도를 들으소서｜한국민족과 기독교의 문제｜기독교와타종교｜한국민족과기독교선교의문제｜한민족의신학｜한국
민족과여성신학의과제｜종교와여성｜한국에있어서의복음주의와교회성장｜교회연합과민족통일
신국판 반양장 332쪽 값 4,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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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과 민족
고은 지음
우리 시대의 삶의 최전방에서 전개한 민족과 민족문학의 논리 라는 이 책의 부제는 저자의 실천적 삶과 문학적
전위성을 함축하고 있다. 한국현대사의 격동의 10년 동안 한 시대의 진보를 위한 전위적인 노력을 전개해온 저
자의 논문과 연설문이 실려 있다.
한의 성찰｜민족과 민족문학｜민족현실과 문학｜민족의언어, 민중의 시｜민족문학에 대한 기초인식｜민족문학의몇 가지 원칙문
제｜분단시대의 문학｜노동자의 문학｜문학과 인권｜민족통일의역사적 과제｜한반도통일논의의 입장｜민족혼을부른다｜ 3 1
운동과 민중｜4월혁명은 무엇인가｜문화운동의 과제｜민중문화는 통일문화다｜샤머니즘에의 원천적 접근｜미륵과 민중｜불교의
역사의식｜실천론서설｜싸우는삶
신국판 반양장 386쪽 값 4,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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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규모의 자본축적
사미르 아민 지음｜김대환 윤진호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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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적 발전사관에 대한 과감한 도전을 전개해온 저자 아민의 이론체계를 한마디로 특징지어주는 개념이 바로
이 세계적 규모에서의 자본축적 이라 할 수 있고, 그러한 점에서 그가 지금까지 자본주의경제 분석틀인 국민경
제라고 하는 울타리를 완전히 벗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민을 비롯한 주변부사회이론(가)에 대해서 잘 모
르면서 배척하거나, 또는 추종하는 경향이 높다는 점에서, 이 책은 그러한 경박한 오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
는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아민의이론체계와주변부사회｜불평등한국제분업과자본의국제적이동｜주변부자본주의로의이행｜주변부자본주의의발전｜사
회구성체｜주변부의화폐적구조와세계통화제도｜세계적경제변동에있어서주변부의역할｜주변부의국제수지조정

신국판 반양장 합 700쪽
제1권 값 4,500원 제2권 값 3,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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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앞에 민중과 더불어
안병무 지음
해직과 투옥을 겪으며 민주화투쟁에 몸바쳐왔던 저자는 이 책에서 70,80년대의 역사현장에서 들려오는 민중의
소리를 증언하고 있다. 그는 하느님이 일하시는 구체적인 장(場)을 민족적 민중, 민중적 민족으로 보며, 새롭게
모색되어야 할 한국적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눌리고 착취당하는 민중과 분단고착으로 극대화된 갈등과 모순에
처한 민족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하느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임을 설파한다.
한국적 그리스도인상의 모색｜한국, 그리스도교의 자기혁명｜예수와해방｜예수와민중｜그리스도교와민중언어｜새출발의기점
｜선택받은 민중｜양심과 권력｜기독교와 인권과 저항｜그리스도와 국가권력｜민족 민중 교회｜그리스도교와 민족공동체｜민
중이주도하는민족통일｜민족통일의성서적조명｜개인구원이냐사회구원이냐｜평화를위한종교
신국판 반양장 352쪽 값 4,600원

10 1

중국사회사상사
송영배 지음
유교사상, 유교적 사회, 마르크스주의의 중국화의 세 부분을 다루고 있는 이 책은 중국혁명을 탈(脫)유교화 과정
및 마르크스주의의 중국화로 이해하는 기반 위에서 두 가지 비판을 기본자세로 삼는다. 첫째는 인류역사발전을
단지 5단계로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스탈린정통이론은 실제적인 역사적 상황에서 비판되어야 한다는 점, 둘째는
마르크스주의에서 말하는 아시아적 생산양식 범주를 비판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비판적인 토대로 새로운
중국에 대한 이상과 유교사상의 파괴, 민족주의적 지식인들의 마르크스주의에로의 전환, 마르크스의 중국화, 즉
특수한 중국의 사회상태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의 적응을 다루고 있다.
공자 전후시대의 사회문제｜유교사상의 본질｜서구인들의 아시아관｜유교사회의 토지사유제 생산관계론｜ 아시아적 생산양식론
의 부정과 마르크스의 유럽중심주의 비판｜중국혁명과 유교사상의 파괴｜민족주의적 지식인들의 마르크스주의에로의 전환｜마르
크스주의의중국화와모택동의혁명론
신국판 반양장 5 12쪽 값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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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에 시작된 오늘의 사상신서 는 1986년 10 1권을 돌파했다. 이 시기는 우리 현대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민족과 민중,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인식 및 실천운동이 힘차게 이루어졌고 민족주의
적 지식인들의 현실 참여가 눈부시게 전개되었다. 바로 이 시기에 오늘의 사상신서 10 1권이 창출된 것이다.
오늘의 사상신서 101권의 저술에 참여한 인원수는 총 228명이다. 국문학 국사학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 서
양사 철학 신학 등 인문사회과학 전반을 망라하고 있고 이 시대의 대표적인 학자 지식인들이 참여했다. 그리
고 오늘의 사상신서가 다루고 있는 주제는 대충 10여 개로 나눠볼 수 있다. 즉 한국현대사와 민족운동, 민족경
제와 사회경제사의 구조, 현대사와 혁명의 논리, 역사와 지성, 제3세계의 사상과 행동, 체제와 교육과 이데올로
기, 사회변동과 사회과학적 시각, 사상과 사상가의 현대적 조명, 예술과 시대상황과 인간, 민중의 종교, 민족의
종교 등이다.
한길사가 오늘의 사상신서 10 1권 돌파를 기념하여 기획 출간한 우리시대의 출판운동과 오늘의 사상신서 10 1
권, 1977～1986 은 오늘의 사상신서 10 1권에 대한 총체적 평가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의 출판운동 민족문
화운동 민족운동을 통합시키면서 전반적으로 평가해보는 작업이다.
우리시대 출판운동과 오늘의 사상신서 10 1권, 1977～1986 은 송건호 강만길 박현채 김진균 진덕규 임헌
영 및 한길사 김언호 대표가 참석한 대토론 우리시대의 민족운동과 출판운동 을 비롯하여 소설가 박태순 씨가
우리시대의 문화와 출판문화산업 , 이영희 교수의 풍운아 우상과 이성 일대기 , 김광식 씨의 살아 움직이
는 책들 을 싣고 있다. 또한 김언호 대표는 550매에 달하는 오늘의 사상신서 10 1권 이야기 를 통해 10 1권을
만들기까지의 뒷이야기, 권력과의 갈등, 판금당하는 이야기와 더불어 10 1권에 대한 해설 및 10 1권이 과연 얼마
나 읽혔는가를 털어놓고 있다. 그리고 101권의 총목차 및 서평과 해설을 싣고 있는 이 책은 이 시대의 출판운
동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문헌적 가치를 가진다.
크라운판 반양장 768쪽 값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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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대 민족운동의 과제
장을병 외 지음
이 책은 80년대 중반 한국사의 전개과정 속에서 민중운동의 방향에 대한 모색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필자들은
이론적 영역뿐만 아니라 실천적 영역에서도 남다른 활동을 해왔으므로, 이 책에 주제의 일관성과 내용의 절실성
을 부여하고 있다. 이 책은 민족운동의 방향성 및 한국민주주의에 대한 전망, 문학작품 등에 투영된 민중운동의
전개양상, 민족경제의 왜곡과정과 바람직한 민족경제 수립의 전망 등을 다루고 있다.
한반도의 군사긴장완화와 통일의 실현을 위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영희)｜분단의 경제학과 분단의 문학(박태순)｜한국정치의
소망스러운 미래상(장을병)｜민족통일을 내다보는 경제정책(김낙중)｜생활공동체운동(정호경)｜민중사회학의 몇가지 문제점(한완
상 백묵인)｜한국설화에 나타난 민중혁명사상(송기숙)｜농민운동의 반성(이우재)｜농민과 농민문학(문병란)｜노동통제의 복합적
구조와 노동자계급문제(김진균)｜한국사회와 중산층문학의 과제(임헌영)｜경제생활에 대한민중신학적접근(김용복)｜자립적산업
구조 재편성의 기본과제(이경의)｜외채위기의 본질과 근원적 대응(정윤형)｜농지개혁의 재평가(김병태)｜1960년대 이후 한국농업
정책의성격(박현채)
신국판 반양장 462쪽 값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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랄프 다렌도르프 지음｜이종수 옮김
지난 한 세기 동안 국가의 비호 아래 뒤늦게, 급속히, 그리고 철저하게 추진한 공업화가 자유주의의 원리를 발
전시키는 대신 권위주의적 정치 사회 질서를 온존 강화시켰던 독일의 역사와 사회를 다룬 이 책은 궁극적으로
독일의 자유민주주의의 장애물은 무엇이며 독일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발생해야 하
는지를 다루고 있다.
독일제국과산업혁명｜단층을이룬국가｜시민과계급｜독일의사회계층｜근대세계의비근대적인간들｜공동사회와이익사회｜갈
등과 자유｜진리에 대한 독일의 이념｜산업적 유토피아의 길들｜독일 노동운동의 비극｜국가의 신화｜독일 엘리트의 변화｜행정
엘리트, 실업가 엘리트, 정치 엘리트｜누가 독일을 통치하는가｜독일의 지식인｜교육의 영역｜비정치적 독일인｜인간주의적 이론
과비인간적실제｜독재에의길｜국가사회주의독일과사회혁명｜두개의독일-독일민주공화국, 독일연방공화국
신국판 반양장 508쪽 값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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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체와 현대철학
강대석 지음
저자는 모든 철학자들은 그 시대의 산물, 구체적으로는 정치와 경제의 산물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니체에 대한
조명도 그러한 시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저자는 니체철학이 현대의 여러 철학사조들에 어떠한 영향을 주
었는지를 세밀하게 분석하면서, 니체의 영향이 대체로 부정적임을 비판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나치의 파시즘 아
래에서 비합리적인 사회세력과 영합했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독일철학의 역사적 배경에 이어 니체의 철학적 특
성이 서술되고, 이어 니체의 영향이라는 주제로 생철학 문화철학 나치철학 사회철학 역사철학 현상학 실
존철학 철학적 인간학 비판이론 등이 폭넓게 다루어져 있다.
루터와 농민전쟁｜칸트와 독일 관념론｜3월혁명과 쇼펜하우어｜니체와 국가사회주의｜허무주의｜모든 가치의 변혁｜권력의지｜
초인과 차라투스트라｜영겁회귀｜생철학｜문화철학｜나치철학｜사회철학｜역사철학｜현상학｜실존철학｜철학적인간학｜비판이
론
신국판 반양장 304쪽 값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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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본주의와 공동체이론
김진균 외 지음
한국 사회과학은 1980년대에 들어와서 학문의 연구방법 및 시각이 우리의 역사현실에 보다 적합하게 변모 발
전되었다. 이 책은 이러한 사회과학 연구의 축적을 바탕으로 자본주의와 공동체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자본주의
와 사회이론의 탐구, 현대 한국사회의 공동체적 조명, 공동체에 대한 역사적 고찰 등을 시도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전개와 공동체의 해체과정(박노영)｜산업공동체의 역사적 의미(김성국)｜분업과 연대성 및 도덕성(조희연)｜역사적 고
통에대결하는지적공동체프랑크푸르트학파(전태국)｜자본주의사회의언어헤게모니(이병혁)｜국가형성의이론을위하여(정진상)
｜공동체가치의현대적실현가능성(박호강)｜한(恨)에대한민중사회학적시론(한완상 김성기)｜노동자의의식과행동(김진균 임
영일)｜한국지배엘리트의통합과갈등(홍두승)｜현대한국의국가자율성(임현진 백운선)｜민족통일을위한선결과제(고영복)｜16
세기 천첩(賤妾) 자손의 신분결정(지승종)｜고려시대 계(契)의 단체개념(김필동)｜두레와 농민문화(신용하)｜일제하의 농업과 공동
노동조직(김경일)｜일제시대농민운동의계층적성격(박명규)｜계급으로서의민족공동체(정진성)
신국판 반양장 600쪽 값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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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교육의 위기
C. 캐리어 외 지음｜심성보 외 옮김
진보 라는 미국인의 꿈을 믿은 자유주의 교육사가들이, 기업과 결탁한 20세기 미국 사회의 통제조합주의국가가
대중교육체제를 이용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그 결과 어떻게 반인간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적나
라하게 파헤치고 있다. 이 책의 이러한 점은 해방 이후 한국교육이 미국화되면서 무분별하게 적용되었던 진보주
의 교육의 은폐된 사회통제 철학과 이념의 숨겨진 이데올로기적 음모를 들추어내는 데 중요한 시사를 준다.
상업적가치와교육국가(캐리어)｜사회통제의한유형으로서의교육(스프링)｜진보주의사회철학(비올라스)｜신자유주의(비올라스)
｜자유주의이데올로기와질서정연한변화의모색(캐리어)｜통제조합적자유주의국가에서의질서와통제를위한검사(캐리어)｜사
회혁명의 한 형태로서의 탈학교(스프링)｜교화에 대한논쟁과대공황(비올라스)｜학문의자유와교사(비올라스)｜학문의자유와교
사(비올라스)｜교육과냉전(그리섬)｜미국의청년문화(스프링)｜무정부주의와교육(스프링)
신국판 반양장 284쪽 값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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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건축론
김홍식 지음
건축문화를 제국주의의 식민논리에서 볼 것이 아니라 주체적 민족 민중의 시각에서 보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그의 주장을 펴나간다. 그는 이 책에서 한국건축의 사회 경제사적 안목을 가지고 우리의 근대건축을 정리하고
민족건축의 나아갈 길을 밝히고 있다. 한국건축이 우리의 전통을 무시한 채 서구 자본주의의 비인간적 하이테크
건축만을 추종하는 우리의 현황을 비판하면서 17세기 이후 한국건축의 성격을 밝히고 특히 실학파의 건축사상
을 이어받아 민중이 소유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건축을 주장하고 있다.
민중건축론｜건축가와 역사인식｜한국건축사의 연구와 반성｜실학파의 근대지향적 건축사상｜17～19세기 건축계획론｜20세기
전반기의 저층상점｜19세기 이후 계층별 주거의 변천｜19세기 말 20세기 초 한국건축의 성격｜농촌계획의 방향｜한국도시계획
의문제점｜유럽의도시를통해본한국도시의문제점｜전통의계승과발전｜전통의이해와표현｜민족건축의창조
신국판 반양장 388쪽 값 5,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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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중의 사회전기
김용복 지음
지배이데올로기에 예속된 기독교신앙을 해방시키려는 일관된 노력을 담은 논문집이다. 민중의 사회전기 라는
독자적 개성으로 저자의 민중신학적 관점을 풀어가고 있다. 민중의 사회전기는 민중이 스스로의 역사적 경험,
즉 역사의 최심층에서 몸으로서의 역사체험을 스스로 이야기하거나 기록한 것을 의미한다. 민중의 사회전기에
바탕하는 저자의 민중신학은, 따라서 민중을 대상화 객체화시키는 사변적 추상적 분석적 사고와 해부의 울타
리 안에 안주하기를 거부하고, 그러한 한계를 돌파하고서 민중이 스스로의 생각과 힘으로 스스로를 끈끈하게 자
립시키는 그러한 신학이다. 이러한 저자의 민중신학은 동시에 서양신학에 대하여 비판적이면서 우리문화의 전통
속에서 그 기반을 찾으려는 민족신학이기도 한 것이다.
민중신학이란 무엇인가｜ 비(婢)의 이야기와 히브리의 하나님｜여성문제와 민중의 사회전기｜제사장 예수와 민중의 사회전기｜한
국인 원폭피해자의 민중사회전기｜죽음의 세력에 도전하는기독교｜한국민족주의사관과기독교사관｜근대화와한국기독교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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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전통 변혁 기독교｜회개하는 교회와 역사의 변혁｜한국교회와 한국 민족의 과제｜한국에서의 기독교와 국가｜민족통일과
메시아통치｜기독교신앙에서 본 민족화합의 길｜한국기독교 문화운동의 과제｜한국교회 사회선교회의 과제｜문화선교의 신학과
과제｜아프리카의신학｜아프리카 아시아에있어서의교회와국가
신국판 반양장 366쪽 값 4,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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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문학비평사
R. H. 스타시 지음｜이항재 옮김
이 책은 러시아 문학비평의 기원에서부터 소비에트 비평의 동향에 이르기까지 주요 흐름을 통시적으로 일목요
연하게 정리한 것이다. 저자는 시민적 비평에서 나로드니키 비평을 거쳐 마르크스-레닌주의 비평으로 이어지는
흐름과 미학적 비평에서 모더니즘 비평을 거쳐 형식주의로 이어지는 흐름을 주목하면서 러시아 비평의 전체적
조감도를 제시한다.
미하일로모노소프｜푸슈킨의시대｜벨린스키｜시민적비평가들｜미학적비평가들｜톨스토이와도스토예프스키｜모더니스트들｜
형식주의자들｜마르크스주의자와소비에트비평｜새로운경향들
신국판 반양장 340쪽 값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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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철학의 이해
강대석 지음
☞ 단행본으로 재간행.

111

사회과학과 민족현실 1
김진균 지음
이 책은 저자의 비판과 변동의 사회학 (1983) 이후에 씌어진 글들 가운데 한국사회과학, 계급, 노동, 그리고
분단극복 문제를 다룬 것들을 엮은 것이다. 이 책에는 격동의 80년대를 학문적 실천으로 일관해온 저자의 현실
변혁의 의지, 즉 변혁을 전망하는 데는 그 격변의 특수한 상황에 내재하고 있는 객관적 법칙성을 인식해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맥맥이 흐르고 있으며, 이러한 의식으로 분단된 한국민족의 역사와 사회의 법칙성을 탐구하
고 있다.
한국사회과학의현재적과제｜한국사회학, 그몰역사성의성격｜한국사회의계급연구｜한국농민층에대한계급론적접근｜한국사
회의 하층계급에 대한 연구｜현대한국의 계급구조와 노동자계급｜노동자의 의식과 행동｜최근의 현장수기에 대하여｜노동통제의
복합적 구조와 노동자계급문제｜한국 산업사회구성체와 가치의 비일관성｜교육과 사회적 차별｜민중운동과 분단극복의 문제｜분
단과 사회상황의 상관성에 관하여｜완성이추구되는4 19민주혁명｜더크게보여지는4 19민주혁명｜한국사회발전을위한 조
직형성과그전망
신국판 반양장 364쪽 값 4,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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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주의와 교육이론
마단 사럽 지음｜이혜영 외 옮김
이 책은 최근 교육사회학 분야에서 대두되고 있는 현상학적 접근과 마르크스주의적 접근을 깊이 있고 폭넓게
성찰하고 있다. 저자는 신교육사회학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의 특징을 개관하고 그 한계점
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이론적 입장으로 마르크스주의 이념의 이해에 초
점을 둠으로써 결정론 관념론에 빠지지 않는 해방적 교육사회학의 정립을 모색한다.
신교육사회학의 특징｜새로운 접근성의 당위성｜인류학적 연구의 원용｜현상학적 인간관의 채택｜자유주의 교육철학의 배격｜학
급연구의중요성｜현상학적사회학의문제점｜신교육사회학의근본적인재평가｜마르크스주의와교육｜마르크스개관｜소외와학
교교육｜최근의학문적성과｜교육의정치경제학
신국판 반양장 264쪽 값 3,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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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몽과 해방
송두율 지음
저자는, 제3세계에 사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전망을 보여주기 위해 계몽과 해방 이라는 통일적 시각을 견지하면
서 헤겔 마르크스 베버의 아시아관을 비교 분석하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작업을 통해 헤겔 마르크스 베버
를 관통하고 있는 계몽 이라는 큰 줄기가 아시아의 비참한 운명에 해방적 기능을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해방적 계몽을 통해 매개된 보편성과 주체성의 통일이라는 하나의 새로운 희망을 위한 실천적 원리를 펼쳐 보
인다.
세계사의 시초：헤겔(실체성 동양적 전제주의)｜아시아적 생산양식：마르크스(동양적 전제주의와 아시아사회 아시아적 생산양
식과마르크스주의적발전이론)｜종교와자본주의：막스베버(아시아적종교성과자본주의 전통사회)
신국판 반양장 236쪽 값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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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영화이론
더들리 앤드루 지음｜조희문 옮김
이 책은 프랑스, 아시아, 독일, 미국 등에서 제기된 대표적인 영화이론들을 선별하여 각각의 이론들을 비교 검
토한 것으로서, 영화의 실체를 규명하려는 미학적 접근에서 제기된 문제가 무엇이며 그 흐름이 어느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서술과정에서 조형주의 영화이론과 리얼리즘 영화이론의 핵심을 대비시켜
밝히면서, 끝으로 현대 영화이론의 경향을 서구의 여러 사상들과의 관련 속에서 조명함으로써 구조주의와 현상
학의 방법적 융합을 모색하고 있다.
조형주의 영화이론(후고 문스터베르크 루돌프 아른하임 세르게이 에이젠슈타인 영화의 궁극적인 목적 벨라 발라즈와 형식주
의 전통)｜리얼리즘 영화이론(지크프리트 크라카우어 앙드레바쟁)｜현대영화이론의경향(장미트리 크리스티앙메츠와영화기
호학)
신국판 반양장 328쪽 값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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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전후사의 인식 3
박현채 외 지음
이 책은 한국현대사 연구에 기폭제가 되었던 해방전후사의 인식 의 세번째 권으로서, 1980년대 이후에 가열차
게 전개된 민주 민족운동의 발전과 궤를 같이하며 활발하게 연구된 한국현대사 특히 해방전후사에 대한 연구
의 수준과 인식의 차원을 한 단계 높인 것이다. 여기에 실린 글들은 기존의 연구가 지나치게 정치사적 기술에
치우치면서 정치지도자나 정치집단에 주목했던 것을 반성하면서 해방전후의 역사를 일제하 민족해방운동의 연장
선상에서 민족운동사적 차원에서 규명한다.
해방후 정치 사회운동을보는 시각(박현채)｜8 15 직후민주주의논쟁(여현덕)｜해방후좌익운동과민주주의민족전선(양동주)｜
조선공산당과 3당합당(김남식)｜미군정기 국가기구의형성과성격(안진)｜한반도신탁통치문제 1943～46(이완범)｜미군정기노
동운동과 전평의 운동노선(김태승)｜미군정기 농민운동과전농의운동노선(박혜숙)｜전남지방정치와 여순사건(황남준)｜미군정기
의좌우익문학논쟁(임헌영)｜미국의문화침투와한국교육(한준상)
신국판 반양장 608쪽 값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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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천의 역사인식
은맹륜 외 지음｜박혜숙 편역
역사뿐만 아니라 문학 분야에서도 위대한 고전으로 꼽고 있는 사기 (史記)의 저자 사마천의 사상, 저술태도, 사
회역사관, 문체, 인물 등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논문들을 엮은 이 책은 중국대륙의 연구자 네 사람과 서구의 연
구자 두 사람의 글로 엮어진 것이다. 이들 연구자들에 의해 밝혀지고 있는 것도 사마천의 저서가 단순한 골동
품이 아니라 민중성 민주성을 내포한 영원한 고전이라는 점이다.
사마천의 현실주의적 저술태도(은맹륜)｜사마천의 사상및사학(후외려)｜사마천의유물주의사상및진보적사회역사관(임계유)｜
사마천의산문풍격에대한시론(소중상)｜사마천이활용한자료(샤반)｜위대한역사가, 사마천(버튼원슨)
신국판 반양장 380쪽 값 4,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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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론 연구 1
김수행 지음
자본주의 세계는, 체제모순으로 인하여 때때로 몰아닥치는 경제적 위기를 그들 자신의 경제이론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면, 자본주의체제 그 자체를 분석하고 있는 자본론 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런던대학의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저자는 10년간 자본론 을 비롯한 마르크스주의 저작들을 연구한
성과를 바탕으로 이 책의 글들을 써냈다.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 방법론｜ 자본론 의 개괄적 해설｜특별잉여가치에 관하여｜재생산표식과 상품가치의 실현｜잉여가치, 이
윤, 평균이윤｜이윤율저하의 법칙과 공황｜상업자본과 상업이윤｜신용과 공황｜슘페터와 마르크스｜영국사회와 마르크스주의적
계급정치｜케인스와마르크스｜서구경제학계와마르크스주의경제학｜한국경제학계와마르크스주의적시각
신국판 반양장 384쪽 값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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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관념철학과 변증법
강대석 편저
17, 18세기 독일에서는 봉건주의에서 자본주의 시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모순이 팽배해 있었
으며, 형이상학적 세계관을 무너뜨리는 과학적 인식의 발전이 두드러짐에 따라 철학적 사유의 내적 발전이 변증
법을 요구하게 되면서 독일 관념론이 형성, 발전되었다. 이 책은 칸트에서 헤겔에 이르는 독일관념론의 발전을
변증법적 맥락에서 접근하면서 일반독자들을 위해 쉽게 서술하고 있다.
관념론이란무엇인가｜변증법이란무엇인가｜독일관념론의역사적배경과특징｜칸트(비판전기의변증법적사고, 소극적변증법과
실질변증법, 인식론에 나타나는 변증법의 이념, 사회생활의변증법)｜피히테(행위와직관, 상반성의상호제한, 양적인변증법, 인식
능력의변증법, 피히테의변증법에서나타나는모순)｜셸링(변증법의형성, 구성과상승, 변증법적방법의새로운모습, 상반성과동
일성, 동일철학 에나타난변증법의문제)｜헤겔(헤겔변증법의근원과 정신현상학 , 헤겔의변증법적논리학, 헤겔의자연변증법,
헤겔의정신철학에나타난변증법)
신국판 반양장 296쪽 값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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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권력
마이클 애플 지음｜최원형 옮김
교육은 사회적 진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정치 경제 문화 역사의 구체적 맥락 속에서 이
루어진다. 사회 속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문제는 바로 교육의 문제가 된다. 이 책은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사회의 큰 구조와 학교 속의 삶의 문화라는 거시적이며 동시에 미시적인 관점을 사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재생산, 대립, 그리고 교육과정｜기술적 지식, 일탈, 그리고국가：문화의상품화｜잠재적교육의다른측면：삶의문화(I)｜정치
경제 문화속의저항과모순：삶의문화(II)｜교육과정의형식과기술적통제의논리｜교육적 정치적과제와성공가능성
신국판 반양장 276쪽 값 3,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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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된 삶과 표상의 세계
이영호 지음
종교는 하나의 헛된 환상이며 종교적 환상은 무지나 이론적인 착오 등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조리한 현실 또는
이론 이전의 표상 이라는 대담한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 책은 우선 신의 존재 증명이 실패하였음을 제시
한 후 철학적 종교비판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중요한 철학자가 포이어바흐이다. 포이어바흐는 종교
및 기독교의 비판으로 널리 알려진 19세기 독일의 유물론 철학자이다. 그러나 저자는 포이어바흐가 관념의 악
순환 속에 빠져 기독교적인 인간의 본질이 형성되는 역사적 사회적 현실에 도달하지 못했다 고 비판한다.
신의존재｜신의본질｜인간의본질과신앙｜신앙의분석｜종교적환상의근원과기능｜신의형상｜환상의방위와종언
신국판 반양장 180쪽 값 2,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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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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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가치가 사회와 시대를 초월하는 절대적 가치에서 기초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유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산물임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도덕적 가치의 근원을 인간의 사회적 현실 속에서 찾아내어 인간성을
구속하는 기존가치(또는 도덕법)와 그 가치들의 토대가 되는 부조리한 인간의 현실관계 그 자체를 비판하려 했
다. 이러한 과제를 위하여 저자는 우선 선과 악의 관계를 규명한 후 종교적 시각에서 유래하는 인간의 악을 부
정(否定)과 연관시켜 철학적으로 해명하고 악에 대한 책임문제를 제기한다.
선의 정립과 악의 발생｜선의 자기부정성과 악의 근원｜사탄이 상징하는것｜부정의 근원과 신｜대립의근원｜책임과 전가｜악이
없는사회의가능성
신국판 반양장 200쪽 값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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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한국자본주의와 국가
한국산업사회연구회 엮음
한국산업사회연구회의 여러 분과 중에서 대부분 국가분과의 성과물을 모은 책이다. 이 책은 우리의 풍토에 설명
력을 가질 만한 외래이론 또는 분석개념을 가려서 배우고 소화하는 과정을 넘어서고 있지만, 아직 한국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이론 또는 전망을 발전시킨 상태라고는 볼 수 없는 과도기적 상태를 반영하고 있다.
유신체제의 수립원인에 관한 연구｜중화학공업화정책을통해본한국의국가성격｜한국의중화학공업화과정에서의국가개입의
양상 및귀결｜한국산업독점체 형성과금융적 자본의관계｜화학비료산업에대한국가개입｜1970년대농업 농촌정책의전개과
정을통해서본국가의성격｜1980년전후의노동운동과국가의개입
신국판 반양장 352쪽 값 4,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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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노래
조안 하라 지음｜차미례 옮김
영원히 새롭게 태어나는 노래, 그리하여 영원히 끝나지 않을 노래를 부르다 간 우리시대의 음유시인이 있다. 칠
레의 민요가수이자 문화운동가인 빅토르 하라가 바로 그 사람이다. 기타 하나를 손에 들고 극우 파시스트들에
대항해 싸운 그는 길지 않은 생애를 통해 상처받은 마음들을 열어줄 노래 를 부르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해줄 시를 쓰며, 라틴 아메리카의 살아 있는 신화 로 추앙받다가 73년 군사쿠데타의 와중에서
목숨을 잃었다. 죽음으로써 자신의 삶과 예술을 완성시킨 이 예술가의 전기가 그의 아내이며 동료였던 조안 하
라의 끝나지 않은 노래 로 나왔다. 민중 속에서 민중과 함께 숨쉬고 사랑하며 투쟁하던 그의 노래는 이제 남
미대륙을 벗어나 전세계에 메아리치고 있다.
조안｜빅토르｜우리의만남｜연극 그리고노래｜60년대중반｜무기로서의노래｜문이열리다｜감자가타는곳에｜노래의가장좋
은학교는삶그자체이다｜끝을알지못하고｜쿠데타｜끝나지않은노래｜죽음의여파
신국판 반양장 350쪽 값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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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현대정치사상사
이세평 지음｜최윤수 조현숙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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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대학(四川大學)의 교수인 저자는 중국 사회주의혁명이라는 객관적 주체적 역사상황에서 인민대중의 이익을
대변하는 계층과, 반대로 소수 지배착취계급의 이익을 대표하는 계층간의 대립과 투쟁을 통하여 발전하는 정치
사상 을 단계적으로 누구나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5 4 전후신사조의발전과분화｜신민주주의사상의창출, 개량주의사조와반공사조의발전｜중국혁명노선에관한이론, 중국파
쇼주의, 각 중간당파의 정치적 주장｜항일 민족통일전선과 신민주주의혁명이론과타협, 반공이론의대립과 투쟁｜두개의 중국의
운명 의결전과신민주주의국가이론의승리
신국판 반양장 352쪽 값 4,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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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경제론
전기호 지음
노동은 인간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자를 생산한다는 의미에서 삶의 기본조건이며 인류사회와 역사를 발전 변
혁시켜온 원동력이다.

반휴머니즘적 인 요소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오늘의 우리 상황에서 저자의 이런 얘기

가 노동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데 조금도 손색이 없다. 저자는 책의 머리말에서 나는 피가 말라버린 듯 비정
하고 파리한 오늘의 경제학에 좀더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 인간적인 경제학을 만들어보려고 노력하였다 고 적
고 있다. 이 대목은 20년 가까이 노동경제학을 연구해오면서 이 방면의 논문들을 많이 발표한 저자가 최근에
이룩한 연구성과들을 책으로 엮어낸 의도를 잘 표현해주고 있다.
노동의 의미와 그 역할｜정치 경제적 측면에서 본 휴머니즘｜경제성장과환경오염｜노동시간의경제학｜한국경제의현실과전망
｜대외의존의 1970년대｜한국대기업과독과점｜한국의산업구조와분배구조의변혁｜자주적경제구조를위한내향적경제성장｜
한국노동현실과노동문제의해결방향｜한국노동시장의구조｜한국저임금의기본원인｜한국의산업간임금구조｜한국의성별임
금격차와 그 원인｜한국의 노동시간 단축문제｜노동운동의역할｜한국의노동운동과그방향｜한국노사관계의정립방향｜한 일
노사관계의비교｜한국자본주의의발전과발전적노동정책
신국판 반양장 396쪽 값 5,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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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환경론
데이비드 페퍼 지음｜이명우 외 옮김
환경문제를 이해하기 위하여는 인간의 자연관에 대한 역사적 철학적 이해가 요구된다. 그러나 이제까지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대중들에게 제공된 전달매체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 책은 바로 이런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책이다. 환경문제에 대한 환경철학적 민중론적 이해 라는 부제가 붙어 번역된 이 책은 옥스퍼드 대학의 자연
지리학 교수인 저자가 인간과 환경문제 라는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환경문제의 사회적 물질적 이데올로
기적 성격에 대한 고찰을 여덟 장에 나누어 담고 있다.
역사적 철학적 이해의 필요성｜현대환경론의 이해｜기술지향주의적환경론의 이해｜생태지향주의적환경론의 이해｜생태지향주
의적 환경론의 과학적 이해｜과학과 객관성의 의미｜마르크스주의적환경론의이해｜생태지향주의적환경론의정치적이해｜교육
의효과
신국판 반양장 406쪽 값 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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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요기행 2
신경림 지음
이 글은 기행의 고락과 미덕을 갖춘 기행문으로서, 사라져가고 있는 민요 그 자체에는 부활의 가락을 부여해주
고 문화예술가에게는 민중민족문화 형식의 전통적 가치를 인식시켜주고 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욱 값지고
훌륭한 것은 그의 기행은 그 혼자만의 독보가 아니라, 일상의 안일한 행복 속에서 외국 문화에 젖어가는 독자
들을 기행문 속에 끌어들여 그들에게 민요의 우수성을 입증시키는 순례의 행렬로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추풍령 넘나드는 노래와 삶｜모시와 산유화와 백제의 한｜동해안의 풍물과하회탈춤｜덕유산 둘레의 사람들｜남해안의놀이와 노
래｜중부지방의놀이패와농요｜지리산산자락의옛문화｜ 노가바 에서 돈돌날이 까지｜영남산줄기의산사와노래｜해서의정서
와꿈｜의병의발자취와탄광지대｜남도황톳길의노래와씻김굿｜남한강의뱃길천리
신국판 반양장 270쪽 값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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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전후사의 인식 4
최장집 정해구 외 지음
89년에 출간된 제4 5 6권은 연구시기와 범위 주제에서 해방 3년사에서 해방 8년사로, 남한에서 북한으로
확대 심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 세 권은 80년대 한국현대사연구의 성과와 한계 수준을 총결산하고 90년대
에 전개될 한국현대사연구의 전망과 방향을 암시하는 분수령의 의미를 지닌다. 제4권은 그간의 한국현대사연구
의 성과와 한계를 비판적으로 극복하여 해방 8년사에 대한 총체적 인식 을 시도, 해방 8년사를 일관된 관점과
문제의식 속에서 해명하고 있다.
해방 8년사의총체적인식(최장집 정해구)｜해방이후좌 우익청년단체의조직과활동(류상영)｜분단의구조화과정과한국전쟁
(김명섭)｜1948～50년 남한내 빨치산활동의 양상과 성격(김남식)｜4 3 민중항쟁의전개와 성격(고창훈)｜1948～53년문교정책
의 이념과 특성(한준상 정미숙)｜해방 이후 무장투쟁에대한문학적형상화(임헌영)｜해방 3년의미술운동(최열)｜해방직후의민
족영화운동(이효인)｜해방전후사연구 10년의현황과자료(이완범)
신국판 반양장 592쪽 값 1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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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전후사의 인식 5
김남식 이종석 외 지음
해방 전후 북한현대사를 다루고 있는 제5권은 그 동안 우리에게 금기의 영역으로 남아 있던 북한현대사를 집중
적으로 조명함으로써 반국적(半國的) 역사 인식의 틀에 얽매어 있던 우리의 지적 이념적 반신불수 상태를 해소
시켜주고 있다. 이는 80년대 후반에 일어났던 북한바로알기운동과 조국통일운동에 추동되어 학문과 실천의 장
에서 조국통일의 문제가 그 중핵적 과제로 설정된 데 대한 학문적 대응이 아닐 수 없다. 제5권에서는 북한의
혁명전통, 인민정권의 수립, 반제반봉건민주주의 혁명의 내용과 전개, 해방 직후 소련의 대북한정책과 북한의 여
성정책 문학 등이 일차자료에 근거하여 해명되고 있다.
해방전후북한현대사의재인식(김남식)｜북한지도집단과항일무장투쟁(이종석)｜서북 5도당대회의대미인식과조선공산당북조
선분국의 조직적 위상(김주환)｜해방 직후 북한 인민위원회의 조직과활동(김용복)｜해방 후북한의 인민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
혁명(김주환)｜해방직후소련의대북한정책(박재권)｜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기의여성정책(박현선)｜해방직후민주건설기의북
한문학(임진영)｜기행 북한, 1947년여름(안나루이스스트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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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국판 반양장 542쪽 값 6,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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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전후사의 인식 6
박명림 이완범 외 지음
제6권은 쟁점과 과제 편으로 남북한 해방전후사 연구의 성과와 한계, 입장과 쟁점에 대한 종합적 안내서의 역
할을 하고 있다. 해방 분단 한국전쟁에 대한 총론적 권두논문과 함께 해방 3년 남북한 현대사, 한국전쟁사,
사회경제사, 문학 분야의 연구성과와 주요 쟁점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해방 분단 한국전쟁의 총체적 인식(박명림)｜해방 3년사의 쟁점(이완범)｜해방 전후 북한현대사의 쟁점(김명섭)｜한국전쟁사의
쟁점(박명림)｜해방전후사회경제사의쟁점(백일)｜해방직후문학논의의쟁점(신형기)
신국판 반양장 296쪽 값 7,000원

13 1

우리글 바로쓰기 1
이오덕 지음
지난 천 년 동안 우리 겨레는 끊임없이 남의 나라의 말과 글에 우리 말글을 빼앗기며 살아왔고, 지금은 온통
남의 말글의 홍수 속에 떠밀려가고 있는 판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라의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모국어를
가르치는 일조차 아예 그만두었다. 날마다 텔레비전을 쳐다보면서 거기서 들려오는 온갖 잡탕의 어설픈 번역체
글말을 듣고 배우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해진다. 오늘날 우리가 그 어떤 일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
은 외국말과 외국말법에서 벗어나 우리 말을 살리는 일이다. 한번 병들어 굳어진 말은 정치로도 바로잡지 못한
다. 이 땅의 민주주의는 남의 말, 남의 글로써 창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로써 창조하고 우리 말로써
살아가는 것이다.
한자말에서풀려나기｜우리말을병들게하는일본말｜서양말홍수가졌다｜말의민주화(1)(2)｜글쓰기와우리말살리기
신국판 반양장 434쪽 값 1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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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과 중국
송두율 지음
우리는 사회주의권의 변화를 편향된 이데올로기 비난 및 옹호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문제제기 와 함께 사회주의
사회의 내재적 발전 경향을 철학적 사상적 연구 및 경험분석으로 연구할 시점에 와 있다. 사회주의의 변혁과
발전과정을 국내에서 거의 입수하기 힘든 일차적 자료들을 활용하여 경험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권 연
구자들에게 이데올로기적 논쟁을 넘어선 구체적 분석의 연구방향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부록 Ⅲ의 페레스트로
이카, 개혁 그리고 주체：소련 중국 북한 사회주의의 비교연구 는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소련과 중
국의 사회주의와 북한의 주체적 사회주의를 비교 분석하고 있는데 북한의 개혁 가능성에 관한 문제를 시사하
고 있으므로 이 주제에 관심 있는 독자들에게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기업의 관리와 조직｜산업노동력의 범주화｜산업여성｜임금형태｜노동입법｜최저임금｜집단화와 경영형태｜농업법령｜농가소득
구조｜농촌에서의 소득의 불평등｜농촌여성｜지식인：사무원인가 전문인인가｜현존사회주의의 한계문제에대하여｜러시아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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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농촌혁명의구조적차이｜페레스트로이카, 개혁그리고주체：소련 중국 북한사회주의의비교연구
신국판 반양장 302쪽 값 4,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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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주의원론
차기벽 지음
이 책은 문자 그대로 원론 이다. 개념규정에서부터 시작하여 한국민족주의에 이르는 부분까지 이론적이면서도
기초적 주제에 대하여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개념정의 부분에서는 고전적인 접근이 이루어졌고 제3세계
의 민족주의를 다룬 부분이나 공산주의를 다룬 부분에서는 가장 최근의 진보적 논의들까지 총망라되어 있다. 보
론인 한국과 민족주의 는 이론을 한국에 적용시킨 실제적 각론에 해당된다. 민족문제의 소용돌이 속에서 65년
간 체험해온 뼈저린 일들의 작은 정리이자 결실인 동시에 이에 토대한 새로운 문제제기의 출발로서 저술된 이
책은 가히 민족주의의 집대성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민족주의의 연구동향｜민족과 민족주의의 개념｜민족주의의양면성｜민족주의의 발생과활성화｜민족주의와 국제주의｜민족주의
와 공산주의｜제3세계 민족주의의 현대적 과제｜한국의민족주의｜정치변화와 한일관계｜남북한과동서독｜2차대전종결기 동아
시아의국제정세와국내동향｜제3세계민주화와한국의위상
신국판 반양장 458쪽 값 6,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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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주의와 국제관계론
벤둘카 쿠발코바 외 지음｜김성주 옮김
부르주아 학자들은 대체로 국제관계 를 동질적인 것으로 파악되는 민족적 또는 국가적 이익을 추구하는 독립적
인 국가들간의 체계 로 이해한다. 이에 대해 정통 마르크스주의 이론은 국제관계에 대한 국가중심주의적 접근
을 거부하며, 국제정치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을 계급투쟁으로 보면서 국제관계에서 생겨나는 문제들을 계급해방
이라는 기본적 관점에 서서 파악한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계급문제와 다른 문제들을 계급문제와는 무관한 자립
적인 현상으로 파악하거나, 국제문제에 대한 계급론적 접근을 포기하는 이론들이 이론의 혁신 이라는 이름으로
대거 출현하고 있다. 쿠발코바와 크뤽샹크가 함께 저술한 마르크스주의와 국제관계론 은 국제정치와 관련된 마
르크스주의적 이론과 실천의 이러한 변화과정 그리고 그것이 지닌 문제점 등을 전반적으로 정리하고 평가한 저
서로서 이 방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위한 입문서로 적합하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최초의 마르크스주의적 제국주의론과민족이론｜반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운동｜제3세계와마르크스-레닌주
의｜마르크스주의, 국제법, 국제조직
신국판 반양장 328쪽 값 4,500원

135

한국교육의 정치경제학
강순원 지음
현재까지 한국에서 지배적인 교육연구의 시각은 기능주의적, 행동과학주의적, 자유주의교육철학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시각들은 공통적으로 탈정치적 탈경제적 탈역사적인 것으로서 한국의 교육적 현실의 참모습을 과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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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식하고, 발견된 모순을 극복하여 교육을 주체화 민주화 인간화하는 데 반동하는 경향마저 있었다. 이
책의 가치는 새로운 시각, 이를테면 제3세계 정치사회학적 시각에서 주요한 한국교육문제를 제기하고, 체계적으
로 논술한 데 있다. 이 책은 한국의 침체한 교육학 연구의 풍토를 극복하고 새로운 교육학적 연구의 방향을 제
시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사회변혁을위한교육학의이론적전망｜교육의정치경제학적분석｜한국과잉교육의역사적창출과정｜1970년대상대적과잉교육
의구조｜경제적불평등을통해본한국교육의사회적성격
신국판 반양장 338쪽 값 4,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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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혁명
사월혁명연구소 편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풍부한 자료 수집을 바탕으로 하여 4월혁명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보다 높이고 있으며,
변혁적 이론들을 기반으로 하여 4월혁명을 재해석하였다. 이 책은 4월혁명에 대한 역사적 의미와 현재적 의미
를 보다 객관적 변혁적 관심을 갖고 집단적으로 고민한 연구성과물이라 할 수 있다.
제1권：농지개혁과 원조경제(공제욱 노중기)｜분단사회의 종속적 교육발전(강순원)｜자유당정권의 역사적 성격(이수인)｜4월혁
명의 주도세력(정기영)｜4월혁명의 이념(고성국)｜4월혁명과혁신세력의등장과활동(김광식)｜4월혁명과민족통일운동(김낙중)｜
민주당정권의 본질(심지연)｜4월혁명을 전후한 미국의대응전략(이대근)｜5 16의본질과한국자본주의의 문제(이종오)｜4월혁명
주도세력의 변천과정(이종석)｜4월혁명에 관한 기존연구와 그 문제점(김동춘)｜한국사회변혁론과 4월혁명(김진균 김재훈 백승
욱)
제2권：4월혁명의 전개과정(김경대)｜4 26에서 7 29총선까지(이우관)｜국민계몽대의 전개과정(고명균)｜4월혁명과 노동운동
(전기호)｜4월혁명과 농민운동(이우재)｜교원노동조합운동(이목)｜언론운동으로서의 민족일보 의성격(김자동)｜2대악법반대운
동(송병선)｜60년대의 민족자주통일운동(문한영)｜민통련과 민족통일운동(황건)｜피학살자 유가족문제(한상구)｜3, 4월 항쟁관련
자료｜부문 부분운동자료｜선언문및비문｜혁명일지

신국판 반양장
제1권 448쪽 값 6,800원 제2권 444쪽 값 7,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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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한국사인식
안병우 도진순 엮음
북한의 한국사인식 은 북한 역사학계의 각 시대별, 각 부문별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해설해주고 있는
책이다. 이 글이 다루고 있는 주제들이 주목하는 것은 해석에 있어서 남북한 역사학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
는 부분과 북한의 역사학계에서 중심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는 남북한 역사학계
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드러내줄 뿐만 아니라 북한학계의 연구경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주목되는 부분은 지금까지는 거의 남한에서 소개되지 않았던 한국전쟁 이후의
남한의 운동사에 대한 북한의 인식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이 책에서는 주로 북한의 연구성과에 대한 충실한
소개와 해설에 치중하고 있으며, 역사인식에서도 보수적인 시각과 진보적인 시각을 모두 포용하고 있다는 점에
서 북한 역사학계에 대한 보다 풍부한 이해를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제1권：전근대사의 시대구분｜원시시대의 인식체계｜고조선의 성립과 사회성격｜삼국시대에 대한 인식｜고대 한일관계사｜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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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와 발해의 성립｜봉건사회의 농민항쟁(1)｜봉건사회의 농민항쟁(2)｜전근대의 반외세투쟁｜불교의수용과 발달｜유학의 수용
과발달｜민족문화유산평가의기준과내용
제2권：근현대사의시대구분｜근현대경제사에대한인식｜부르주아민족운동의발생 발전｜3 1운동과 1910 20년대부르주아
민족운동｜북한학계의민족부르주아지와민족개량주의논쟁｜1920년대민족해방운동사인식의추이와쟁점｜1920 30년대의노
동운동｜식민지 농민운동｜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 과정｜한국전쟁에 대한인식｜북한의 사회주의건설사｜남한운동사에대한 인
식과평가

신국판 양장본
제1권 440쪽 값 6,700원 제2권 462쪽 값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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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으로 가는 길
이오덕 지음
이 책은 지금까지의 교육을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이용했듯이 참교육을 왜곡선전하여 이 땅의 아이들과 겨레
를 살리고자 노력하는 교사들을 탄압하는 거짓말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며, 우리 겨레의 생명을 짓누르고 죽여온
잘못된 교육을 벗어던지고 참교육을 실현하려는 교육주체(교사 학부모 학생)들에게는 그 방향과 방법을 제시
하여 참교육에 대한 생각을 더욱 넓히고 깊게 하여 발전시켜 나가게 하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다.
무엇이참교육인가｜참교육이가야할길｜아이들을살려야한다｜이아이들을어찌할것인가｜참교육을실천한교사들
신국판 양장본 362쪽 값 7,000원

14 1

현대와 사상
송두율 지음
현대 의 진원지 서구에서 20여 년 이상을 나름대로의 학문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저자는 서구 정신사의 흐름과
고민을 지켜보면서 터득한 현대 사회의 제문제들에 관한 다양한 입장과 방법, 그 성과와 비판의 결과들을 조국
이 직면한 사회전반에 걸친 문제적 위기상황에 조심스럽게 접맥시킴으로써 현대 우리 사회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비판적 해부와 해결의 전망들을 차분하게 제시하고 있다.
정통 마르크스-레닌주의로서의 가능성과 한계성｜현대의소련적구성｜페레스트로이카의철학과페레스트로이카｜갈림길에선페
레스트로이카｜중국사회주의의 명암｜천안문사태를 어떻게 볼 것인가｜사회주의의 위기와 한반도｜북한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북한사회주의의 내재적 비교연구｜(탈)현대의 구조｜현대속의동양사상｜비동시성적 저항｜아직도철학은필요한가｜국가이해
의기본구도｜신흥공업국의사회학｜과학 기술 인간｜예술과민족：작곡가윤이상선생과의대화｜현실로떠오른독일통일｜독
일의통일에서우리는무엇을배울것인가｜90년대의한국사회성격과변혁운동의이념
신국판 양장본 324쪽 값 5,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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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일본의 역사의식
윤건차 지음｜정도영 옮김
이 책은 극도로 자민족 중심적인 전후 일본 내의 이질적 존재인 재일조선인 2세의 시각으로 일본근현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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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구조를 이루는 천황제와 식민지(특히 조선)의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사상사적으로 해명하고 있다. 저자는
역사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차별억압당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사회의 모순을 극명히 반영하면서 오히려 그 모순
을 보다 깊이 파헤칠 수 있는 주체가 재일조선인이라고 하는 전제 아래 일본사회의 기저에 깔려 있는 차별의
구조와 비합리적 지배체제를 분석하는 동시에, 이러한 체제의 논리에 대응한 진보적 사회집단이 안고 있던 맹
점까지도 진단하고 있다.
식민지 일본인의 정신구조｜교육 사상지배의 일본적 특성｜이질과의 공존｜교육의 위기와 자민족중심주의｜1982년 교과서문제
｜소화사에서의재일조선인과일본국가｜ 재일 에게서의민족과국가｜ 귀화 에관한고찰｜전후역사학의타자인식｜고절의역사
의식｜역사에대한책임
신국판 양장본 346쪽 값 5,500원

143

현대철학의 이해
강대석 지음
생의 철학 현상학 실존철학 실용주의 실증주의 로 대표되는 현대 서구 철학의 여러 조류에 대한 비판적
인 개설서이다. 저자는 이러한 다양한 유파의 철학이 어떠한 사회경제적 배경에서 형성되었고, 이러한 철학의
정신적 기반은 어떠한가, 궁극적으로 이 철학은 누구를 위한 철학이었는가에 대하여 치밀한 논리로 분석하고 있
다.
쇼펜하우어｜니체｜딜타이｜베르그송｜후설은 누구인가?｜후설의저술과 활동｜ 논리연구 와심리주의 비판｜현상학의문제들｜
존재론｜야스퍼스｜하이데거｜사르트르｜실용주의가 발생하게 된 역사적 배경｜퍼스｜피스크｜홈스｜제임스｜듀이｜실증주의｜
신실증주의｜분석철학｜구조주의｜비판적합리주의
신국판 양장본 4 16쪽 값 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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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와 농업경제
이호철 지음
산업화의 문제를 농업이란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면서 선진국들의 역사적 경험과 사례 분석을 통해서 우리 농
업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제1장에서는 농업에서 산업화 산업혁명이 갖는 의미를 정리하고, 제2장
은 농업근대화의 기본개념인 농업혁명 농지혁명 농민층 분해의 전개과정을 선진국들의 사례를 통해 설명한다.
제3장에서는 농업구조의 전환과 농촌공업에 대한 선진국들의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제4장은 영국농업의 국제
개방을 둘러싼 논의들을 검토한 뒤, 그와는 성격이 다른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를 살핀다. 제5장은 영국 산업혁
명기 노동자 생활수준에 대한 논쟁을 통해 산업화의 결과를 분석 평가하고, 제6장은 한국농업의 사례를 선진국
들의 경우와 비교함으로써 농업문제의 농민적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산업화 산업혁명의의미｜산업혁명과산업자본가｜농업에서의자본주의형성｜농업혁명의역사적전개｜농지혁명과그경과｜농
민층 분해와 농업의 자본주의화｜농업구조의 전환｜농촌공업과자본주의의발흥｜국제개방논쟁과자유무역제국주의｜영국농업
의국제개방｜프랑스와독일의농업보호｜산업화가농업경제에주는의미｜산업화의결과에대한검토｜한국의산업화와농업경제
｜한국농업의근대적변혁을생각한다｜한국농업의구조전환과국제개방문제에대하여
신국판 양장본 240쪽 값 5,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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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공간과 환경
최병두 지음
최근 한국의 공간환경에서 첨예하게 드러나고 있는 위기적 현상들이 왜 발생하는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규명하기 위한 방법론적 이해와 실제적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한국공간환경의 위기적 현상을 정치경제학
적 연구방법론으로 분석하고 위기 원인들을 척결할 수 있는 실천적 전략들의 이론적 토대를 정립하고 있다.
서설：한국공간환경의위기｜한국공간환경연구의동향과과제｜인문지리학방법론의새로운지평｜도시계획의사회철학적재인식
｜자본축적의위기와지역불균등발전｜도시인의소외와생활환경의위기｜주택문제의현황과본질｜신도시개발의재검토｜토지공
개념과 독점자본주의｜토지의 공유화냐 개념의 공유화냐｜자본주의사회와 토지 주택문제｜자원이용과생태환경의 위기｜환경파
괴와인류생존의위기｜한국자본주의적산업화와자원 환경문제
신국판 양장본 352쪽 값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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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과 민족현실 2
김진균 지음
이 시대의 학술운동을 주도하는 저자가 민족 민중지향적 학문 의 정립을 위해 쓴 글이다. 제1부에서는 민족적
민중적 학문을 제창하면서 민족주의와 민중사회학의 이론화 전략을 모색한다. 제2부에서는 남북교류문제와 민
족공동체적 삶을 강조하면서 남북한 사회구조의 공동연구를 제안하고 있다. 제3부에서는 노동운동과 사상의 자
유, 노사관계의 구조적 토대 변화 등을, 제4부에서는 한국사회변혁론과 4월혁명, 광주민중항쟁의 사회경제적 배
경 등을 분석하고 있다.
민족적 민중적 학문을 제창한다｜자본주의와 공동체적삶：민중에기초하는민족의사회과학을제창함｜사회학이본한국자본주
의와 분단문제｜민족 민중지향적 학문의 전개｜민족주의의이론화전략에따른문제｜민중사회학의이론화전략｜새로운세기를
예비하면서｜남북교류문제와 민족공동체적 삶을 생각함｜남북한 사회구조의 공동연구를 제창한다：북한의 사회과학원 박창곤 부
원장에게 보내는편지｜자본주의는 평화유지능력을 지니고있는가｜노동운동과사상의자유｜노사관계의구조적토대변화：1987
년 중반기의 노사분규에서 나타난 특징적인 현상을 중심으로｜남한의 독재정권과 독점재벌의 구조적 성격｜대학신입생들의 계급
및계층판별능력｜4 19는계속되고있는가｜한국사회변혁론과4월혁명｜광주민중항쟁의사회경제적배경
신국판 양장본 360쪽 값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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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사회주의운동사
한국역사연구회 1930년대 연구반 지음
1929～45년간의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은 우리나라 민족해방운동의 역사를 체계화하는 데에 중요한 의의를 갖는
다. 그것은 광범한 대중을 조직화하고 의식화하여 항일투쟁에 일으켜 세울 민족해방운동의 참모부를 건설하기
위한 운동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시기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에 대한 이해는 일제하 사회주의운동은 물론이
고 민족해방운동의 합법칙성을 인식하는 데 불가결한 요소가 될 것이다.
조선공산당의 투쟁과 해산(김인덕)｜당재건운동의 개시(이종민)｜이재유그룹의 당재건운동(이애숙)｜국내 공산주의운동의 전개과
정과 그 전술(임경석)｜8 15해방과 조선공산당 재건(신주백)｜원산지역의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임경석)｜항일무장투쟁과 당건설
운동(이준식)｜조선공산당재건운동의조직방침(신주백)｜조선공산당재건운동과코민테른(우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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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국판 양장본 646쪽 값 16,000원

148

물러섬과 나아감
법성 지음
붓다의 탄생설화의 의미, 붓다의 생애에 비친 존재와 사고의 통일, 그리고 삼법인설에 관하여 얘기하면서 붓다
에 관한 이해를 돕고 있으며, 불교는 비역사적 종교인가 라는 물음을 통해 불교의 실천성 회복을 강조하고 있
다. 불교가 자신을 부정함으로써 역사 속에 실현되고 자기 원칙, 자기 사상성을 고통받는 대중의 삶 속에 실현
함으로써 자기를 부정할 수 있다는 데서 우리는 어떤 우상이나 교조적 이론으로서의 불교가 아니라 자신의 삶
자체로서의 불교를 발견하게 된다.
진리의주체성과제불보살에의신앙｜붓다에관한근원적이해｜ 아함경 과삼법인설｜삼법인과변증법적세계관｜오늘의불교그
실천적지평의확대｜물러섬과나아감｜불교의실천성회복｜한국승가의반성적고찰｜한국불교의위상과과제｜사회운동과불교
의 역할｜불교자주화 어떻게 이룰것인가｜불교 철학의지양과실현｜불교는역사앞에어떻게돌아가는가｜불교의평화사상｜우
리는무엇을어떻게할것인가
신국판 양장본 300쪽 값 6,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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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역사철학
강대석 지음
전통적으로 역사철학은 크게 두 방향으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어가는 인류의 역사가 하
나의 목적과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인간은 이를 인식하고 이에 부합하게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신념을 기
반으로 한다. 다른 하나는 역사 속에 나타나는 보편적 의미나 목표를 부정하고 역사를 관철하는 어떤 규범이나
법칙도 인정하지 않으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실이나 주관의 역사체험에 강조점을 둔다. 이 두 방향의 역사관
을 다같이 소개하려는 목표 아래 씌어진 이 책은 고대 그리스, 중세, 근세 계몽주의, 공상적 사회주의, 마르크스
주의, 역사주의, 실존주의, 실용주의 역사관을 다루고 있다. 특히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비코, 헤르더,
프루츠, 푸리에, 헤켈, 피스크 등의 역사이론이 소개된다.
역사철학이란 무엇인가｜근세 이전의 역사이해｜근세 계몽주의 역사철학｜헤겔의 이성사관｜청년 헤겔파의 역사관｜공상적 사회
주의｜다윈주의 역사관｜유물사관｜러시아 마르크스주의｜생철학과역사주의｜실존주의와 역사성 ｜실용주의역사관｜역사기술
의문제점｜역사발전의객관적조건과주관적요인
신국판 양장본 270쪽 값 5,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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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상사의 인식
유초하 지음
저자는 책머리에서 자신이 한국철학을 탐구하면서 현대성과 인류성을 실현하는 세계사적 의미에서의 보편철학
과 역사성과 사회성을 의연히 담고 있는 민족철학 이라는 두 끈을 놓지 않고 양자를 질적으로 통합시킨 한국철
학을 구성한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전제 위에서 시대별 인물별 부문별 주제별 등의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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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틀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한국사상사가 무슨 내용을 어떠한 모습으로 담아내야 하는가 하는
문제제기와 아울러 이 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개별 연구들 속에서 드러내 보이고 있다. 한국사상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에게 다양한 생각의 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책을 만난 기쁨을 맛보기에 충분한 책이라
고 할 수 있다.
한국사상사에대한새로운인식｜한국의유교와불교｜성리학의철학적전개｜다산실학사상의영역들
신국판 반양장 452쪽 값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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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과 노동자문화
정현백 지음
서양사학자는 자신의 학문적 관심을 이 땅의 현실적인 문제들과 어떻게 접맥시킬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추구하
면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관련하여 그 대안을 다른 사회의 경험으로부터 유추해보는 모색과정을
통해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서구 역사학계의 연구에 대한 구체적 안목에서의 재해석이 필요할 것
이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씌어진 이 책은 독일의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을 깊이 있게 다루면서 특히 노동계급의
의식과 노동자문화를 과학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있다.
노동자문화의소시민화와그기원｜노동자연극운동의가능성과한계｜문화운동속에나타난노동자의얼굴｜독일노동운동내에서
교육 및예술이념을 둘러싼 논쟁｜노동운동의내부 민주주의에관한연구｜억압적국가와독일노동계급의형성｜독일의사회주의
여성운동과그조직적전개｜자본주의와그문화｜여성노동자의의식과노동세계
신국판 양장본 464쪽 값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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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세계경제론
이수훈 지음
현 세계자본주의의 구조는 동서냉전체제의 대립구도에 의해 성격지어지는 것도 아니고,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의
구도는 더더욱 아니다.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핵심부－주변부 의 구조를 유지해왔고, 세계자본주의의 모순은 핵
심부자본주의 대 주변부자본주의라고 하는 불평등구조에서 찾아진다. 새로운 세계질서의 재편은 결국 핵심부내
국가들간의 힘 관계 재편에 불과하며, 이를 통해서는 세계자본주의의 모순과 갈등이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우
리 시대의 과제는 세계질서 그 자체의 성격을 보다 이성적이고 인간적이며 평화적인 것으로 바꾸는 것이다.
세계체제론의 형성｜이론과 방법론의 쟁점들｜세계 자본주의의 구조｜세계 자본주의의 과정｜전변의 정치：주변부 사회혁명｜사
회주의국가들에관한쟁점들｜현국면자본주의세계경제의성격：핵심부의투쟁｜세계자본주의의전개와전세계적군사화
신국판 양장본 306쪽 값 6,500원

153

전환기의 세계와 민족지성
송두율 지음
세계는 지금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계몽과 해방 (1988),

소련과 중국

(1990), 현대와 사상 (1990) 등의 저술을 통하여, 현대사상 및 사회주의세계의 본질과 구조에 관해서 탁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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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업적을 쌓아온 저자는 전환기의 세계와 민족지성 에서 세계사적 전환기에 한반도에 사는 지성의 대응양식
은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국제정세의 기류는 변하였는데 고정된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보
려 한다거나, 민족자주적 역량보다 외세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이는 너무나 안이하고 주관적인
태도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주관적이고 단순한 논리로는 우리 문제를 풀 수 없다. 끊임없는 자
기반성을 동반한 진실성과 용기만이 우리를 문제해결의 열쇠가 있는 곳으로 안내해줄 수 있다 고 주장한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민족통일과 지성의 사명｜국제정치의 새로운지형도｜또 하나 조국의장래｜비교지성사적 소묘｜
사회주의, 역사그리고이성
신국판 양장본 228쪽 값 5,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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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글 바로쓰기 2
이오덕 지음
우리글 바로쓰기 2 는 지은이가 우리말살리기운동을 하면서 바로잡아야겠다고 느낀 것들과 생각을 4부에 걸쳐
다루고 있다. 제1부는 크게 잘못 쓰고 있는 문제글투를 하나하나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어 고쳐가고 있다. 제
2부는 여러 잡지에 실었던 좀 짧은 글들과 우리말살리기운동에 관한 글, 방송말과 웅변말에 대한 생각을 쓴 글
이다. 제3부는 우리 소설의 문장이 우리말로 되어 있는가 하는 점을 살핀 글이다. 여기서는 일제시대 작가들의
작품을 다루었는데, 이 작품들을 특별히 다룬 까닭은 모든 글에서 우리말이라고 알고 있는 일본말이나 일본말
법, 그지없이 귀한 우리말은 버리고 유식해 보이는 중국글자말을 즐겨 쓰고 있는 글버릇이 죄다 일제시대에 비
롯된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우리말살리기1｜우리말살리기2｜말과글을살리는길｜듣는말, 들려주는말｜지식인의글과백성의말｜대학신문과교지의글｜
옛소설과신소설, 이광수 김동인의소설문장｜1920년대대표작가들의소설문장｜카프작가들의소설문장｜1930년대작가들의소
설문장
신국판 반양장 478쪽 값 1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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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문장 쓰기
이오덕 지음
우리 문장 쓰기 는 초 중 고등학생에서 문학지망생, 글쓰기를 가르치는 선생님, 책을 만드는 사람들, 우리 문
장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소중한 책이다. 제1부는 글을 어떻게 보고 어떤 태도로 써야 하는가를
다루고 있다. 여기서 말과 글의 관계, 삶과 글의 관계도 밝혀놓았다. 글을 올바르게 보는 관점을 세우려는 뜻에
서이다. 제2부에서는 문체에 대한 생각을 쓰고 있다. 글쓴이는 글을 쓰는 자리나 태도에 따른 말씨나 말법의 다
름으로 몇 가지를 나누었고, 글을 쓰는 사람의 개성에 따른 문체 나누기는 하지 않았다. 제3부는 글쓰기 5단계
이다. 주제를 정하거나 쓸 거리를 잡는 일에서 시작하여 글을 발표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글쓰기를 다섯 단계로
나누어 그 단계마다 해야 할 일, 가져야 할 태도를 생각해보았다. 제4부에서는 글의 갈래를 여덟 가지로 나누어
그 갈래마다 글의 특성, 쓰는 방법들을 실제 글의 보기를 들어 설명하였다. 글의 보기는 서사문쓰기, 감상문쓰
기, 설명문쓰기, 논문쓰기, 보고문쓰기, 편지쓰기, 일기쓰기, 시쓰기 들이다.
글이란무엇인가｜문체에대하여｜글쓰기다섯단계｜여러가지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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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국판 반양장 570쪽 값 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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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의 본질
루트비히 포이어바흐 지음｜강대석 옮김
포이어바흐의 기독교의 본질 은 종교적인 저술인 동시에 철학적 저술이다. 이 책은 오랜 기간에 걸쳐 헤겔철
학, 특히 헤겔의 종교철학과 논쟁한 결과 나온 것이다. 이 책과 더불어 헤겔에서 정상에 도달한 독일 관념철학
이 뿌리째 흔들리게 되었고, 이 책과 더불어 19세기 독일 고전철학이 완결되면서 새로운 철학의 출현이 예고되
었다. 이 책과 더불어 청년 헤겔파 의 철학이 확고한 자리를 잡게 되었고, 당시의 진보적인 독일 지식인들이
포이어바흐주의자 가 되었다. 포이어바흐는 종교적 소외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고 인간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
고 동시에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인정해주며 인간을 우주의 중심으로 되돌려 놓으려 했다. 그는 철저한 휴머
니스트이고 인간학적 유물론자 이다.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인간 외의 어떤 것으로부터 찾으려는 환상주의자
들에게는 그러므로 포이어바흐의 논증들이 역겹게 느껴질 것이다.
일반적인 인간의본질｜일반적인 종교의 본질｜오성의본질로서의신｜도덕적본질혹은율법으로서의신｜육화의비밀혹은심성
본질로서의신｜종교의근본적입장｜신의실존에나타나는모순｜신의계시에나타나는모순
신국판 반양장 538쪽 값 8,000원

15 7

음식문화의 수수께끼
마빈 해리스 지음｜서진영 옮김
이 책은 성스러운 암소와 혐오스런 돼지：음식과 문화의 수수께끼 를 번역한 것으로, 세계의 기이한 음식문화
에 관해 문화생태학적 입장에서 쉽고 재미있게 설명한 책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가 인간
의 영양에 매우 중요하며, 각 인간 집단은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 각자의 생태학적 조건 속에서 적응해왔다는
주장에 기초하여 여러 문화의 식습관의 수수께끼를 풀어가고 있다. 유인원 역시 동물성 식품을 즐겨 먹는다는
사실에서부터 출발하여 세계 각 민족들의 기이한 식습관과 생태학적 환경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해리스의
저작은 일반인들에게 다른 문화와 풍습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이해의 길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해리스를 따라서 하나씩 기이한 음식문화와 풍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인간의 놀라운 적응력과 엄
청난 다양성뿐 아니라 그에 대한 한 가지 가능한 설명도 얻을 수 있다. 설사 마빈 해리스의 주장이 전적으로
옳은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와 함께 세계 다양한 민족들의 음식문화의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것은 독자들에
게 신선한 흥미를 줄 것임에 틀림없다.
먹기좋은음식과생각하기좋은음식｜고기를밝히는사람들｜신성한암소의수수께끼｜혐오스런돼지고기｜말고기｜미국인과쇠
고기｜우유를좋아하는사람들과싫어하는사람들｜벌레｜개 고양이 딩고 기타애완동물｜식인｜더욱나은음식
신국판 양장본 296쪽 값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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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와 탈현대의 사회사상
전경갑 지음

한길사 도서목록

134

☞ 한길컬처북스 시리즈로 재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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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조절이론
아글리에타 지음｜성낙선 외 옮김
기존의 마르크스주의 진영은 목전에 놓여 있는 자신의 정치적 목표에 중심을 둠으로써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변
화과정을 겪고 있는 자본주의의 모습을 이론적인 수준에서 제출하도록 하는 실증적 마르크스경제학의 연구를
방해한 결과를 낳고 말았다. 마르크스 자신도 그의 추상적인 이론범주를 구체로 상승시킬 때 경험적 분석을 무
시하지 않았고, 힐퍼딩 룩셈부르크 레닌도 자본주의의 독점화현상에 주목하여 경험연구에 기초한 마르크스이
론의 구체성을 획득하고 있다. 자본주의 조절이론 은 미국의 포드주의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통하여 형태화된
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의 실증 가능성을 열어놓았고 동시에 과거의 구체적인 경험연구를 통해서 현재의 변화
가능성의 조건들을 찾고 있다.
자본주의 조절이론의 필요성｜자본의 생산｜노동과정의 변형｜임금소득자 생활조건의 변형｜자본의 집적과 집중｜일반적 이윤율
과 자본간 경쟁｜화폐제도, 신용 그리고 공황｜국가독점자본주의 개념을 위한 기초로서의자본주의 조절이론｜미국에서의 자본주
의적위기에대한해결책의일반조건
신국판 반양장 460쪽 값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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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주주의의 이론
최장집 지음
한국민주주의의 이론 을 관통하는 전제가 있다면 그것은 1987년 이후 한국의 민주화가 절차적 민주주의의 확
립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나 결코 실질적인 의미에서 민주주의가 확립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인식이다.
이같은 문제인식은 저자에게 세 가지 분석적 과제를 안겨준다. 첫째는 6공 민주주의가 얼마나 민주적인가이다.
이에 대한 저자의 평가는 부정적이다. 따라서 저자의 두번째 분석적 과제는 왜 진정한 민주주의가 좌절되고 있
는가이다. 이와 연관하여 세번째 과제는 어떻게 하면 실질적 민주주의를 증진할 수 있는가이다. 눈앞에 전개되
고 있는 변화에 대한 저자의 예리한 분석은 현상학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한국정치의 내밀한 구조에 대한 깊은
통찰을 깔고 있어 풍부한 생각거리를 제공해준다.
한국국가론의 비평적 개관｜보나파르티즘의 전개와 이론｜한국국가의성격｜자유민주주의이론비판｜한국정치균열의구조와 전
개｜지배이념의 구조 기능 변화｜한국민주화의 실험｜한국 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문제｜민주주의로의 이행｜한국민주주의의
이론과실천｜1992년대선과한국의민주적이행
신국판 양장본 458쪽 값 12,000원

16 1

미국의 대한정책과 한국민족주의
이삼성 지음
그의 저작은 무엇보다도 한국국제정치학이 더 이상 미국국제정치학의 주류이론을 평면적으로 소개하거나 단순히
몇 가지의 가능한 시나리오를 조합하거나 추측하고, 미국과 우리 정부의 공식정책을 정당화하는 무국적 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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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지배의 기술학 이 아님을 보여준다. 저자는 이 책에서 역사적 접근, 비교적 접근,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
연계적 접근 등을 취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외교 대한정책, 한미관계에서 군사부문에 독특한 해석을 가하고
있다.
광주와미국의책임론의의미｜미국과제3세계의정치적변동：친미독재정권의재편｜한국현대사와반미주의의역사적기원｜광
주에대한미국관리들의인식과역사서술｜미국국무부의광주답변서의문제점｜한반도군사문제의본질과한미관계｜한국국방예
산의적정성과한반도군축문제｜냉전시대미국의대한군사정책｜미국의대북한정책｜한반도핵문제의본질과해결방향｜향후세
계와아시아에서미국의위상과역할｜한미관계의기본성격과한국민족주의의과제｜통일운동, 군축, 그리고통일한국의미래： 제
3의세력 과 제3의사회
신국판 반양장 5 10쪽 값 1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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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미국외교와 국제정치
이삼성 지음
국제정치학을 전공한 학자들의 관점은 일반적으로 서구 지향적이다. 학문의 토대를 강대국 중심의 정책학에 세
우기 때문에 대개 주류정치학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런 점에서 이삼성 교수의 관점은 매우 독특하다. 그
의 학문적 지평은 민족적인 관점에 입각하여 비교정치학으로, 정치경제학으로 넓게 열려 있다. 이 책은 미국외
교와 국제정치에 대한 비판적 인식의 기초를 세우고, 현대세계에서 미국의 의미와 국제정치의 현실에 대한 우리
자신의 민족적 관점을 성찰해보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한다. 저자는 특히 미국외교를 이해하되, 미국외교형태 자
체를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미국의 정치사회적 권력구조라는 미국 내면의 문제와 연관시키며,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외교 문제를 현대세계의 국제정치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인식틀 또는 철학적 관점들과의 연관
속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례와 관점을 제시하였다.
현대미국외교의흐름과외교이념｜미국외교정책결정론｜미국사회의정치권력구조｜미국군사정책과핵의국제정치｜미국외교와
CIA｜국제정치론의기본시각과국제질서의미래
신국판 반양장 684쪽 값 12,000원

163

두 경제학의 이야기
이정전 지음
이 책은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사회를 짓눌러온 흑백논리나 독선의 논리들이 조금이라도 걷히기를 간절히 바라
면서, 그런 논리의 밑바탕에 깔린 주류경제학과 마르크스경제학의 사고방식 및 핵심적 주장들을 원론 수준에서
소개하고 비교해본 책이다. 이 두 경제학의 밑바탕에 흐르고 있는 기본사고방식은 비단 경제학이란 학문의 영역
을 양분하는 사고방식일 뿐만 아니라, 정치학 사회학 지리학 언론학 등 주요 사회과학 분야에 걸쳐서 날카롭
게 대립되는 두 큰 흐름이기도 하며, 또한 많은 사람들의 의식세계를 은연중에 지배하는 주된 사고방식이다. 이
책을 통해서 전달하려는 핵심적 주장은 주류경제학과 마르크스경제학은 상호보완적이기 때문에 이 두 경제학
모두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시장의 현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시장의 현상이 지배하는 오늘날 우리 자본주의 사
회를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학의 문제의식과 연구방법｜가치 및 가격론｜소득분배이론과분배의 정의｜시장의 역할대 정부의 역할｜국민소득및 고용의
결정과경기변동｜경제발전이론과국제경제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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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국판 반양장 608쪽 값 16,500원

164

나의 길 나의 사상
김대중 지음
나의 길 나의 사상 은 인간 김대중 뿐만 아니라 정치가 김대중 의 모든 것을 보여준다. 나아가 이 책은 역사
의 현장에서 사물과 역사를 끊임없이 치열하게 탐구하면서 자기성찰하는 한 지식인의 고뇌하는 모습을 보여준
다. 70년대 초반부터 민족통일문제를 줄기차게 모색해온 그의 이론과 정책이 물론 이 책의 큰 줄기이다. 통일
문제 국제문제를 다루는 글과 연설들에서 독자들은 현실 정치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민족적 이상
주의자 로서의 저자를 만날 것이다.
역사 민족 민주주의｜새로운세계질서와민족통일의전략｜나의통일정책을말한다｜글로벌데모크라시의구상
신국판 반양장 5 16쪽 값 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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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본주의와 농업구조
박진도 지음
저자는 농민층분해론적 방법론에 입각하여 농업문제를 다루었으며, 현재 진행중인 농업정책을 둘러싼 논쟁 가운
데 주요 쟁점들을 분석하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 유의하였다. 첫째, 한국의 농업문제= 농업위기 를 독
점자본과 영세농경간의 모순 대립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둘째, 우리나라 농업문제를 자본주의사회 농업
문제의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셋째, 농업문제를 농업경제이론에 입각하여 분석했는데, 이것은
경제이론이나 경제법칙의 일반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학의 일반론을 농업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다. 넷째, 농업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농민의 주체적 실천의 중요성에 주목하였다. 다섯째, 농업위
기의 극복방안에서는 국민경제적 관점과 농민적 관점의 통일을 모색하였다.
농지개혁의의의와한계｜한국자본주의의 고도성장 과농업문제의심화｜경제개방과농업구조의재편｜경지규모별농가계층의변
동구조｜농가인구의유출과농가취업구조의변동｜농지임대차관계의전개와그성격｜농업생산력구조의동향｜농업구조정책의기
본내용과문제점｜한국농업구조의재편방향｜농정개혁의방향과과제
신국판 반양장 472쪽 값 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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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근대사
발터 슈미트 외 지음｜강대석 옮김
독일근대사 는 세계사를 뒤바꾸어놓은 1789년의 프랑스혁명에서부터 187 1년의 독일제국 성립까지의 변화를
독일 민중의 입장에서 기술한 것이다. 많은 역사가들이 독일 민족의 비극이 시작되는 중요한 사건으로 16세기
의 종교개혁과 농민전쟁을 들고 있다. 종교개혁은 독일의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의식과 결부되지만 정치경제적인
현실을 무시하고 정신세계만을 강조함으로써 독일의 역사발전을 어긋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농민전
쟁의 실패는 중세의 봉건제도 대신에 근대화된 봉건제도가 들어서는 길을 열어놓았다. 이웃나라에서는 이미 시
민계급이 성장하여 근대적인 통일국가가 성립되어 있었던 19세기에야 독일에서는 통일국가를 성취하기 위한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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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이 나타난다. 그러나 봉건 귀족과 민중 사이의 갈등에서 독일 부르주아지는 귀족과 타협하였고 자유를 유보한
통일이 위로부터 강압적으로 이루어진다. 그것이 187 1년에 탄생한 독일제국이었다.
프랑스혁명과 시민사회의 성립｜시민사회로의 개혁과나폴레옹지배에대한항거｜귀족지배의재현과자본주의발전｜프랑스 7월
혁명과 그 영향｜시민계급의 저항과 노동운동｜자본주의의 발전과 산업혁명｜반봉건적 저항운동의 새로운 전개｜귀족적 군주적
정체의위기｜독일의시민혁명｜반동의복고주의와자본주의의발전｜독일의시민국가형성을둘러싼민주세력과반동세력간의투
쟁
신국판 양장본 858쪽 값 22,000원

16 7

조선후기의 정치사상과 사회변동
이이화 지음
저자는 청년시절 역사학자로 방향을 바꾸면서부터 조선후기 이후 민족의 자주, 민중의 저항이라는 문제에 깊이
천착하여왔다. 사실 비판과 저항은 한 사회와 체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기름이고 소금이다. 맹종만 있다
면 죽은 역사가 될 것이다. 19세기를 한국사에서는 흔히 민란의 시대 라고 말한다. 이런 시대를 통해 온갖 봉
건체제의 비리와 압제에 맞서 민중들은 역동적인 움직임을 줄기차게 이어왔다. 이러한 민중의 저항의 역사에 대
한 연구논문을 여기에 모았다.
조선조 당론의 전개과정과 그 계보｜정인홍의 정치사상과현실인식｜북벌론의사상사적검토｜척사위정론의비판적검토｜동학농
민전쟁의 전개과정에 나타난 몇 단계｜폐정개혁과 갑오개혁의연관성｜동학농민전쟁에나타난유림의대응｜동학농민혁명에나타
난남 북접의갈등｜황현의 오하기문 에대한내용검토｜오지영 동학사 의내용검토｜19세기전기의민란연구｜19세기민란의
조직성과연계성｜1차의병항쟁의이념과그과정｜한말유생층의현실인식과의병투쟁｜한말의병의대외인식
신국판 반양장 524쪽 값 12,000원

168

조선후기의 정치와 사상
정석종 지음
이 책은 저자가 조선후기사에 기울여왔던 관심의 영역을 정치편과 사상편으로 나누어 실은 것이다. 그러나 이
두 주제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정치편에 실린 글들은 당쟁사와 민중운동사연구의 시론적인 글에서부
터 개별 사건들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정치사는 당쟁사를 도외시할 수 없는 것이고, 당쟁사는 지배층
내부의 권력투쟁만이 아닌 다양한 사회세력의 움직임과 상호 연관하여 다루어야 함을 밝혔다. 사상편에 실린 글
들은 주로 다산의 사상을 중심으로 전개된 것들이다. 다산 개인이나 방대한 그의 저작에 매몰되지 않고 제삼자
의 눈을 통해서 또는 그의 친구들과의 인간적 학문적 상호 신뢰와 영향을 통해서 다산사상을 이해하고자 하였
다.
조선후기 정치사 연구의 과제｜조선후기 이상향 추구 경향과 삼봉도｜영조무신란의 진행과 그성격｜홍경래란의 성격｜홍경래란
과 대응세력｜정약용과 정조 순조 연간의 정국｜남고윤지범과 다산｜다산 정약용의경제사상｜순조 연간의 정국변화와다산 해
배(解配)운동
신국판 반양장 548쪽 값 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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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경제학
이정전 지음
환경문제에 대해 종합과학적 접근의 필요성 때문에 설립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10여 년 동안 강의를 해
온 저자 이정전 교수는 환경문제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어떤 구조적인 문제라는 관점에서 환경경제학
에 주목하였다. 10여 년 전만 해도 경제학에서 환경문제를 다룬다는 것 자체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
았다. 지금의 환경에 대한 관심과 우려에서 볼 때 이것은 더 이상 이상한 것이 아니다. 환경오염은 경제활동의
결과이므로 경제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따라서 환경문제의 해결에 경제적인 유인책이 상당히 효과적이다. 지금
에 와서는 정부의 정책연구기관들이 쓰레기수거료 종량제의 실시니 쓰레기 배출량 조사니 등을 하고 있는데, 이
러한 정책은 이미 10여 년 전에 제시된 바 있음을 이 책에서는 밝히고 있다. 따라서 환경문제에 관해서는 무엇
이 정말 문제인가를 아는 것부터가 중요한 일이다. 그런 문제의 맥을 짚어주는 이 책은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활발하게 논의하는 현재의 시점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환경문제의세가지딜레마｜환경문제의성격과원인｜자연관및환경윤리｜사회적적정환경오염의이론｜환경정책과수단｜우리
나라의 환경정책과 제도｜경제성장과 환경보전｜환경의가치 추정과그린 GNP의개발｜소득 분배의문제와환경문제｜국제환경
문제
신국판 반양장 508쪽 값 13,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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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핵문제와 미국외교
이삼성 지음
한국전쟁의 경험과 냉전구조의 성격으로 인해 그동안 한국과 서방에서의 주요 논의는 북한의 군사적 의도와 능
력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라는 문제에 집중되어왔다. 1990년대에 들어 북한의 최대 배후세력인 소연방이 붕괴되
고, 북한 자체도 남한에 비해 경제력, 군사력에서 격차가 더욱 심해졌다. 따라서 서방과 한국의 정세인식은 새
로운 단계에 접어들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새로운 한반도 내외의 환경 속에서도 북한의 호전성이라는 주제를
새로운 차원에서 제기하도록 뒷받침해준 것이 바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이라는 가정이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저자는 북한 핵문제의 정치외교적 성격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포괄적인 외교적 접근을 통해 북
미간 접점을 찾는 것이 근본해결책임을 지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화정책과 민족공동체 형성으로 나아갈 수 있
다는 것을 학술적으로 밝히고 있다. 저자는 또한 북미합의 과정에서의 한국 통일정책을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대안적인 인식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북미합의 전후의 북한 핵문제를 세
계적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핵 및 화학무기 확산의 문제와 연결하여 다루고 있다.
북한 핵문제를어떻게 볼 것인가｜북미핵협상의 전개과정과쟁점｜김일성사후북미핵협상과한국의통일정책｜핵문제의전지구
적인식과핵주권논의｜북한핵문제와미국의대외정책
신국판 반양장 376쪽 값 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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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의 철학
하일민 지음
오늘날 역사적 지평은 근대적 역사의 연속선상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탈근대의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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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는 전통적 사상과의 연속성을 가지면서, 이행과 전환의 시대에 직면하여 새로운 발
전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 책은 시민사회이론의 생성과 발전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진정한 공동체의 실현을
위한 사회철학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근대 시민사회론자의 주장은 시대적 현실에 대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지
적 유산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분석과 검토 없이는 새로운 사회사상의 정립은 불가능하며, 자유와 평등이 조화
롭게 어울리는 인간적 공동체의 성립을 위한 이론 구성이 어려울 것이다.
서론｜근대시민사회와헤겔시민사회론｜헤겔시민사회론에대한마르크스의비판｜마르크스주의의이론적전환을위한모색｜후
기자본주의사회와하버마스시민사회론｜결론
신국판 반양장 344쪽 값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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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글 바로쓰기 3
이오덕 지음
같은 이름으로 첫 책을 낸 지 6년 만에 완결되는 우리글 바로쓰기 시리즈는 우리 글과 우리 말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소중한 자료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말의 소중함과 오용되었던 우리 글의 제 모습을 찾기 위
해 노력한 점은 이를 시사한다. 우리 말과 우리 글을 바로 쓰는 것은 바로 제대로 된 우리의 사상을 갖는 것과
이치를 같이한다. 저자는 이 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우리 것이 없어진 상태에서 그 어느 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것 위에서 새로움을 창조해야 한다는 당연한 논리가 숨겨져 있는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우리 말과 우리 글을 좀더 아끼고, 사랑하고, 올바르게 쓰는 것이 저자의 저술의도이다.
우리 말이걸어온 길｜우리겨레의 얼을빼는 일본말｜모든문제가말속에있습니다｜누가말을죽입니까? 누가말을살립니까?｜
배달말은배달겨레의생명입니다｜말과글, 어떻게살릴까요?｜방송말바로잡기｜농사말바로쓰기｜사투리, 이좋은우리말
신국판 반양장 500쪽 값 1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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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역사강좌
민족사의 발전과정을 주체적 시각으로 인식하고 우리 시대의 모든 사상과 실천을 역사적 시각으로 규명해가고 있는
한길역사강좌 시리즈는 80년대 중 후반기 새로운 문화운동으로 자리잡았던 한길역사강좌의 강의 내용을 읽기
쉬운 책으로 엮어냄으로써 올바른 역사인식을 널리 펼쳐가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1

한국민족운동의 이념과 역사
박현채 외 지음
한길역사강좌 는 저자 중심의 전문적인 저술보다는 생동감 있는 강의와 토론을 통해 우리 역사의 여러 문제들
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엮어진 것이다. 그 첫번째로 발간된 이 책은 우리 민족운동의 실상과 역사적 전개과
정, 그리고 그 이념의 발전 또는 변모과정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민족운동을어떻게볼것인가(박현채)｜세계자본주의의성격과한국민족운동의과제(박현채)｜한국민족운동사에대한기본시각(강
만길)｜한국 근대 민족운동의 전개과정(신용하)｜민족통일운동을 위하여(송건호)｜민족운동으로서의 민족문화운동(박태순)｜한국
의민족운동과사회과학의방향(김진균)
신국판 반양장 228쪽 값 3,200원

2

한국의 사회사상
이우성 외 지음
우리 역사에 대한 실천적 인식을 바탕으로 민족사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사회현
상의 배후에서 작용하고 있는 사회사상의 근원과 성격, 그 변화와 발전 양상에 대한 포괄적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 책에서는 사상사적 경제적 문화적 종교적 현상들의 분석을 통해 시대와 사회의 일반적 성격을
규정하는 사회사상들을 알기 쉽게 서술하고 있다.
한국의사회사상을어떻게볼것인가(이우성)｜조선조성리학의사회사상(윤사순)｜실학의사회사상(김태영)｜조선후기민중문화의
형성과그사상(임형택)｜민중신앙의사회사상사적인식(고은)
신국판 반양장 160쪽 값 4,000원

3

한국현대사와 역사의식
강만길 외 지음
외부세력의 침탈과 더불어 시작된 우리의 현대사에 대한 이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민족적 역량이
어떤 방식으로 결집되면서 외세에 대응해왔으며 그 결과는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책은 8 15에 이르기까지의 민족운동과 국제적 역학관계, 민족사학을 세운 신채호의 활동과 사상, 민족문학, 민
족주의 이념, 분단 이후의 반공주의 등에 대해 뼈아픈 반성적 시각을 보여준다.
8 15해방의 민족사적 단계(강만길)｜신채호의 생애와 사상(신용하)｜한국근대문학의 성격(김윤식)｜한국현대문학과 역사의식(임
헌영)｜현대한국민족주의의이념과성격(진덕규)｜ 6 25세대 론의시각(이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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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국판 반양장 192쪽 값 4,000원

4

한국의 기층문화
김용운 외 지음
이 책은 제목이 시사하듯이 의 식 주와 같은 생활의 기본요소 속에 깃들여 있는 우리 민족의 기층문화의 원
형, 섬사람들의 생활 속에 이어지고 있는 전통사회의 경제 사회 종교의 기본구조, 그리고 무속을 통해 드러나
는 우리 민족의 집단적 의식구조 등에 대한 흥미 있는 연구와 통찰을 보여준다.
한국인의자연관과과학사상(김용운)｜한국인의삶과식(食)문화(윤서석)｜한옥의역사와문화(신영훈)｜섬사람들의풍속과삶(전경
수)｜복식의역사와문화(김동욱)｜한국무속의세계와성격(조흥윤)
신국판 반양장 192쪽 값 4,000원

5

한국의 사회경제사
박현채 이대근 외 지음
한국사회경제사에 대한 연구는 일제하의 1930년대에 본격적으로 개시되었고, 1960년대에는 한국사의 주체적인
인식의 고조에 힘입어 이론적 실증적 연구가 더욱 심화되었다. 1970년대 이후에는 한국사회과학의 본격적 전
개에 힘입어 더욱 이론적으로 정치화(精緻化)되고 있다. 여기 실린 여섯 편의 논문은 70년대 이후의 새로운 문
제의식에 의한 질문, 즉 조선시대의 생산력의 발전이 소유제관계를 어떻게 변화 발전시켰는가, 민족자본 이란
틀에서 본 근대 한국자본주의의 성격, 현대 한국자본주의가 국가독점자본주의인가 주변부자본주의인가 등의 문
제를 제기하고 있다.
조선시대사회경제사를보는시각(김태영)｜조선시대의농업사(이호철)｜한국자본주의의맹아문제에대하여(이영훈)｜1876년개항
과조선조사회경제의변화(유인호)｜한국자본주의와민족자본(박현채)｜한국자본주의의전망(이대근)
신국판 반양장 176쪽 값 3,500원

6

한국현대문학사상사
임헌영 지음
이 책은 분단시대의 우리 문학을 민족문학발전사관에 입각하여 사상사적 접근을 시도한 것이다. 저자가 이 책을
사상사로 쓴 것은, 분단기 우리 문학의 발전이 제국주의 문학의 쓰레기장을 헤매면서 민족문학 리얼리즘문학에
서 벗어나 비틀거린 흔적을 우선 사상사적으로 여과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책은 8 15 이후의 시기
를 다루면서도 그 이전의 근대문학 속에서 이론적 원형을 찾아내는 데 애쓴 흔적을 보여준다.
민족문학과 순수문학｜민족문학과 계급의식｜실존주의와 1950년대 문학사상｜문학사회학의 전개과정｜리얼리즘 문학의 사적 전
개｜민중문학의새지평
신국판 반양장 244쪽 값 3,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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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오늘의 일본을 해부한다
박영재 외 지음
일본은 무엇인가, 오늘 또다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본을 우리는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 책
은 일본근대사의 성격규명에서 시작하여 일본자본주의의 형성과정과 속성,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 일본보수정치
의 구조, 아울러 일본의 사회당과 공산당의 역사적 배경과 현황, 일본의 우경화 현상, 일본의 미래와 위기의식
등에 이르기까지 예리한 분석을 내리고 있다.
일본근대사의 성격(박영재)｜일본자본주의의 논리와 행동(유인호)｜일본보수정치의 구조와 지향(이정복)｜일본의 진보주의, 그 역
사적성격과전개(차기벽)｜일본사회의우경화의연원과논리(이도형)｜일본인은누구인가(김용운)
신국판 반양장 188쪽 값 3,500원

11

일제식민지시대의 민족운동
박현채 외 지음
이 책은 일제식민지시대에 우리 민족이 전개했던 문화운동과 민족개량주의운동, 문학운동, 공산주의운동, 농민운
동, 노동운동 등 국내외의 민족운동 전체를 분야별로 해명한 강의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식민지시대의 다양한 민족운동을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시각과 민족운동의 전모를 조감할 수 있다.
일제식민지시대민족운동을보는시각(박현채)｜일제식민지시대국내독립운동의이해와과제(조동걸)｜1910년대국외에서의독립
운동(윤병석)｜1920년대각종 사회단체의 형성과민족운동(이균영)｜일제시대문화운동및민족개량주의의계보와논리(임종국)｜
일제시대 문학운동의 논리와 성격(임헌영)｜일제시대공산주의운동(양호민)｜일제시대농민운동의전개와 성격(지수걸)｜일제시대
노동운동의전개와성격(김낙중)
신국판 반양장 272쪽 값 3,500원

12

한국고대사론
이기동 외 지음
이 책은 한국 고대사에 관한 10편의 논문을 수록한 것으로서 고대사연구의 현황과 문제점의 분석으로부터 시작
하여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성립과 변천 및 그 사회구조와 신분구조를 탐색하고, 가야연맹의 규명과 함께
임나일본부설 의 오류를 명쾌하게 분석해내고, 신라의 삼국통일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할 뿐만 아니라 발해사를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한국 고대사연구의 현황과 과제(이기동)｜고구려의 성립과 변천(노태돈)｜신라의성립과 변천(이기동)｜백제사의재인식(노중국)｜
후기가야연맹의성장과쇠퇴(김태식)｜임나일본부설의실체(김현구)｜삼국시대의사회구조와신분제도(이기백)｜불교의수용과고
대사회의변화(김두진)｜삼국통일을어떻게볼것인가(김영하)｜발해사연구의몇가지문제점(송기호)
신국판 반양장 258쪽 값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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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연구
우리 시대의 삶과 사상의 구조를 밝히고 이 땅의 역사적 현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해가기 위해 펴낸 이
부정기간행물은 민주적 민족적 이념의 확립과 인간해방의 논리를 전개해가는 공개된 자리이다.

한국사회연구 1
이영희 송건호 외 지음
한국사회를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를 특집으로 하여, 우리의 구체적 삶의 터전으로서의 한국사회, 분단시대로
특징지어지는 한국사회를 인식하려는 방법적 탐색을 위한 역사학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교육학 분야의 무게
있는 논문들이 실려 있고, 연속기획 1945년 이후사의 조명 의 논문 세 편, 그리고 개별논문들로 구성되었다.
한국사학 오늘의 방향(좌담－강만길, 노명식, 안병직, 이광주)｜한국의 정치학을 위하여(진덕규)｜한국사회학, 그 몰역사성의 성격
(김진균)｜현대경제학의 방법론적 파탄(전철환)｜식민지교육학은 극복되었는가(김인회)｜도시 무허가정착지의 고용구조(허석렬)｜
제3세계의기술종속과한국상황(김환석)｜다시일본의교과서문제를생각한다(이영희)｜어떤시를가르칠것인가(신경림)｜동학농
민전쟁의발자취(송기숙)｜현대사연구와민족사학의과제(송건호)｜미군정기한국：아시아냉전의초점(최상룡)｜해방전후민족경
제의성격(박현채)｜미군정하귀속재산처리에대한평가(이대근)
신국판 반양장 440쪽 값 4,000원

한국사회연구 2
최장집 박태순 외 지음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분단상황의 극복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된 일제식민지 통치정책의 기조 에는
세 편의 논문이 실려 있고, 특집 한국사회경제의 구조와 성격 에는 해방 이후 근대화과정을 겪으면서 야기된
노동 도시빈민 농민분화 등의 문제들이 사회경제적 구조분석을 통해 해명되고 있으며, 1945년 이후사의 재
조명 에는 미군정시대의 언론, 8 15 직후의 노동자자주관리운동 등의 글이 실려 있다.
두레공동체와농악의사회사(신용하)｜국어교과서와민족교육(박태순)｜한의극복을위하여(고은)｜문화주의의기본성격(강동진)｜
일제의 식민지 통치와 관료주의(이태일)｜아시아주의와 일진회(강재언)｜미군정시대언론과 그 이데올로기(송건호)｜8 15 직후의
노동자자주관리운동(성한표)｜ 우리의 책 을 위하여(김언호)｜경제발전정책의국민경제적시각(이경의)｜한국노동운동의정치경제
적영향연구(최장집)｜농촌경제의상황과농민분화(양희왕)｜도심지빈민은어떻게살아가는가(박영숙)｜첨단기술의사회경제적인
식(안석교)｜조선후기의사회변동(토론：정창렬, 정석종, 조광)｜정약용, 그의시대와사상(박석무)
신국판 반양장 620쪽 값 5,000원

한국사회연구 3
박현채 임헌영 외 지음
이 책은 해방 40년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우리 민족의 통일과 자립을 위한 몸부림과 국내 및 국외의 반역사
적 세력들에 의한 민족사의 깊은 주름살들을 총체적으로 해명함으로써 민족통일을 위한 인식과 실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기획 해방 40년 분단 40년의 민족과 사회와 사상 으로 엮어졌다. 이 시대 지식인의 행동양
식과 문화의 구조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분단시대의 정치권력이 민족사회와 민중의 삶을 어떻게 왜곡시키는가
를 보여준다. 또한 세계자본주의 경제질서로 빚어진 경제의 종속화 현상 및 거기에서 빚어지는 분단의 경제구조
를 밝히면서 그것의 극복을 위한 방법론을 모색한다. 국민경제의 생산주체인 노동자 농민의 인간적인 삶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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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활동이 구조적으로 파괴될 수밖에 없었던 분단 40년 의 경제사적 성격이 근원적으로 규명되고 있다.
분단시대의지식인과민중(토론：김진균 정윤형 이명현 박태순)｜민족의상황과문학사상(임헌영)｜민족교육의역사와현실(김
신일)｜민족분단 40년과 기독교(김용복)｜분단 민족사회 학생운동(송건호)｜과대성장국가의 형성과 정치균열의 구조(최장집)｜
민주화운동의 이념과 전개(장을병)｜분단 정치상황 법(한상범)｜남북관계의갈등과 발전(김학준)｜민족경제의발전과 왜곡(유인
호)｜분단40년과한국자본주의와농업(박현채)｜노동자의사회적지위와노동운동(김윤환)
신국판 반양장 4 10쪽 값 4,000원

한국사회연구 4
송건호 박현채 외 지음
한국교육의 근본적 문제와 그 개혁방향을 모색하는 한완상, 오세철 두 분의 글과 박현채 선생이 민족경제론의
이론체계를 완성시킬 계획을 갖고 연재를 시작한 민족경제와 국민경제 등이 실려 있다. 특집 한국의 노동시
장연구 는 정성기, 문희수, 황익주, 박승희 등 네 연구자와 최재현 교수가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기획으로 한국의
노동시장에 대한 그간의 이론적 연구가 지닌 현실부적합성을 비판하면서 제조업 생산직과 건설업의 일용노동자
층 직업전환경력 등을 주요분석대상으로 현 한국경제의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구조와 성격을 실증적으로 밝히고
있다.
민족경제와 국민경제(박현채)｜관광경제와 관광문화의 종속유형(전경수)｜교육의 보수성과 학문의 자주성(한완상)｜한국대학교육
의구조적반성(오세철)｜한국의노동시장 임금의구조변동과노사관계(정성기)｜노동시장분절화에관한사례연구(문희수)｜건설
대기업 노동시장의 형성과 성격(박승희)｜한국건설업의 고용구조(황익주)｜자본제 생산양식과 도시비공식부문(최재현)｜해방직후
사회운동의분출과그양상(송건호)｜38선은누가그었는가(진석용)
신국판 반양장 478쪽 값 4,500원

한국사회연구 5
정성진 박형준 외 지음
1980년대 한국사회과학 연구의 현단계와 그 성과를 총점검함으로써 운동과 연구의 새로운 진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특집에는 사회구성체 계급 국가 도시비공식부문 농업 노동의 여섯 분야가 집중적으로 검토되었다.
우리시대 학문과 사상의 민족화문제 에 실린 세 편의 글은 1986년 여름에 이루어진 대토론회에서 발표된 주제
논문들로서 한국학 사회학 철학의 민족화문제를 심도 있게 다룬 글들이다. 그 밖에 박현채는 그의 민족경제
론 의 본격적인 이론화작업을 보여주었고, 정건화는 도시빈민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80년대 한국사회구성체논쟁과 주변부자본주의론(정성진)｜계급 연구의 동향과 쟁점(박형준)｜국가론 연구의 현황과 전망(조형제)
｜도시비공식부문 연구의 현황과 과제(이재열)｜농업문제의연구현황과과제(권영근)｜노동운동의연구현황과 전망(정진호)｜새로
운 한국학 정립을 위한제언(강만길)｜삶의 운동으로서의철학의전개를위하여(유초하)｜민족경제론의구성과기초이론 1(박현채)
｜한국 도시빈민의 형성과 존재형태(정건화)｜미군의남한진주와군정의개시 소련군의북한진주와인민위원회의설립(모리타요
시오)
신국판 반양장 424쪽 값 4,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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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연구총서
이 땅의 역사적 사실과 사회적 구조에 대한 깊이 있고 새로운 연구업적들을 수용해가고 있는 한국사회연구총서는
국학분야 연구의 현재적 상황과 미래적 전망을 진지하게 확인해가는 작업으로 기획된 것이다.

1

신채호의 사회사상연구
신용하 지음
이 책에는 신채호가 구한말 대한매일신보 와 신민회에서 활동했던 때의 애국계몽운동가로서의 일면과, 독사신
론

조선상고사

조선사연구초 등의 저술을 남긴 근대민족주의사학의 창건자로서의 면모, 그리고 한일합방

이후 국외에 망명하여 1936년 여순의 감옥에서 순국하기까지 민족해방전선에서 투쟁했던 모습이 그의 사회사상
의 변천사라는 맥락에서 총괄된다.
신채호의 생애와 업적｜애국계몽사상｜ 독사신론 의 분석｜혁명적민족주의 사상｜무정부주의 독립사상｜민족국가관과민족주의
사상
신국판 양장본 386쪽 값 7,500원

2

조선시대상공업사연구
강만길 지음
조선왕조시대의 상공업 분야에 많은 관심을 쏟아왔던 저자의 이 분야 연구논문들 가운데 상업자본의 발달 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글들을 엮었다. 그러므로 상공업분야 중에서도 공업의 발달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다.
왕조전기의관장제와사장｜왕조후기, 분원의 운영실태｜민수용제와장, 별와요｜명지도관영제염장｜조선업과조선술의발전｜정
약용의상공업정책론｜개화기의상공업문제｜왕조전기백정의성격｜관업에서의임금노동제발달
신국판 양장본 4 12쪽 값 5,500원

3

조선전기농업경제사
이호철 지음
저자는 조선전기 농서와 중국 농서들을 비교 고찰하여 조선전기의 수전농업 한전농업 서지법 시비법 등을 분
석하고, 결부제와 양전제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그 의의, 그리고 전시과 → 과전법 → 직전법으로 전개되었던 토
지소유관계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조선전기의 전형적인 생산관계가 노비제에 기초한 농장경영이며,
이는 서유럽 봉건제의 고전장원 단계에 맞먹는 역사적 발전단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저자는 이 단계에
서, 서유럽 봉건제의 지대장원 단계에 맞먹는 조선후기의 병작제에 기초한 지주전호제에로의 이행이, 조선시대
사회의 역사발전의 흐름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조선전기 농업경제사에 대한 저자의 독창적인 주장이 착실한 고
증에 뒷받침되어 제기되고 있다.
수전농법｜한전과 그 작부체계｜한전작물과 그 품종｜한전 파종법｜서지법｜토지파악방식과 전결｜호구와 농업노동력｜농구 및
수리시설｜토지소유관계｜농장과 소농민경영｜수세제도와 농업정책｜작물재배범위｜농업지대의 구분｜농업지대의 계량분석｜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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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경영의형태와규모｜농업사적성격｜경제사적성격
신국판 양장본 638쪽 값 14,000원

4

조선후기사회경제사
이영훈 지음
저자는 먼저 자본의 원시적 축적과정에서 장차 해체될 운명에 놓여 있던 조선후기 농민경영의 역사적 존재형태
의 특수성을 규명함으로써 이들 농민경영 해체과정의 유형적 특징과 차별성을 밝히고 있다. 이어 그는 그와 같
은 경제적 토대에서의 격변과는 대조적으로 훨씬 전통적이며 연속적인 상부구조, 즉 식민지적 이행과정의 특질
로서 상부구조의 토착적 연속성 을 해부해냄으로써 조선후기 사회구조와 그 역사적 발전을 총체적으로 해명하
고 있다. 이를 위해 그는 지금껏 조선후기사회상에 대한 학계의 통설로 자리잡은 조선후기 자본주의맹아성립
론 과 사적지주제론 의 한계에 대해 그 누구보다 치밀한 분석의 칼날을 가한 뒤 조선후기사회에서도 국가적 토
지소유가 실재했음을 제시하고 있다.
양안의 성격에 관한 재검토｜경영형부농론 도지론 비판｜궁방전과 아문둔전의 전개과정과 소유구조｜조선후기 농민경영에서 주
호-협호관계｜주호-협호관계의 토지소유와경영｜언양호적을통해본주호-협호관계와호정의운영상황｜19세기농업변동의일양
상｜조선후기농업변동의기본양상｜조선사회구성의역사적성격에관한고찰｜조선봉건제론의비판적검토
신국판 양장본 638쪽 값 12,000원

5

고대한국의 국가와 제사
최광식 지음
제의는 대체로 고대사회의 신앙이라는 측면보다는 원시종교적인 면에서 다루어져왔다. 그것은 종래 고대국가에
대한 개념이 집권화된 관료체제를 수반하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 즉 율령반포와 불교공인을 고대국가의 중요한
기준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불교를 고대국가와 사회의 지배적인 사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 고대국가 형성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이에 따라 고대국가 형성시기가 상향 조정되었다. 이에 종래 불교
가 고대국가의 이데올로기라고 했던 견해가 다시 중앙집권적 귀족국가의 지배이데올로기라고 수정되기도 하였
다. 이와 같이 고대국가에 대한 개념과 그 시기가 바뀌게 됨에 따라 불교가 고대국가에서 차지한 영향력에 대
한 재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고 고대의 국가와 사회에서 중심적인 사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밝혀내는
작업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에 불교가 수용되기 이전의 토착신앙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 것이
며, 이 책은 그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고대국가의 이론적 검토｜북한학계의 고대국가 연구경향｜남한학계의 고대국가 연구경향｜고대 국가제사의 연구경향과 방향｜제
천의례｜시조묘제사｜신라의 신궁제사｜국가제사의 경제적 기반｜국가제사와순행(巡行)｜국가제사의 제관(祭官)｜국가제사와제
장(祭場)｜고대국가제사의역사적의의
신국판 양장본 380쪽 값 12,000원

6

국토와 민족생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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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준 지음
일반적으로 우리의 향토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특정 사건과 그 사건의 주역이었던 인물을 중심으로 전개되었
을 뿐 대다수 백성들의 생활은 소홀히 취급해왔다. 우리 선조들이 어떤 방법으로 농토를 넓혀 농사를 지었으며,
어떤 집을 짓고 마을을 이루어 살아왔는지는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이와 같은 일상적인 일은 지배층의
입장에서 볼 때 기록할 만한 가치가 별로 없었고, 백성들은 기록하고 보존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비록 문
자에 의한 기록은 부족할지라도 선조들의 삶의 자취가 현재의 문화경관 속에, 그리고 현지주민들의 의식과 생활
관행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는 만큼 각 지역의 특성을 주민의 생활사를 바탕으로 밝히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이 책은 우리나라의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성 형성의 배경을 밝혀보고자 과거의 지역개발 활동과 취
락, 가옥 등 거주환경의 변화상을 생활사적 측면에서 고찰한 것이다.
조선후기지리학발달의배경과연구전통｜ 택리지 ：한국적인문지리서｜남한강의수로와수운｜강화지역의해안저습지간척과
경관의변화｜지리산지의경지개간과취락의발달｜조선시대한양의교(郊)지역｜노변취락｜동족촌의구조적특성과분화｜개항기
인천의도시화와경관의변화｜쫤자형가옥의지리학적해석
신국판 양장본 488쪽 값 22,000원

7

개화기의 윤치호연구
유영렬 지음
근대한국의 대표적 지식인의 하나였던 윤치호가 출생부터 19 10년까지 근대사상을 형성하는 과정과 개화활동을
밝히고 윤치호의 근대변혁 사상과 방법을 규명한 본격적 연구서이다. 저자는 윤치호가 일제치하에서 1913년 이
후 친일협력파로 변절하게 되는 원인을 개화기의 그의 사상 속에 보이는 우리 민족의 잠재역량에 대한 그의 불
신과 그로 말미암은 민족패배주의와 환경순응주의에서 구하여 밝힘으로써 탁월한 독창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은 윤치호를 통하여 한국근대사를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해줄 뿐 아니라 일본제국주의의 탄압과 술책 아래에
서 친일파로 변절한 다수의 한국 지식인의 비극의 원인을 잘 분석하여 보여주고 있다.
일본유학과갑신정변｜중미유학과갑오개혁기｜독립협회운동기｜한말애국계몽운동기｜근대변혁사상｜근대변혁방법론
신국판 양장본 302쪽 값 4,500원

8

조선시대 향촌사회사
정진영 지음
이 책은 조선 봉건사회의 구조적인 한 특질로 이해되는 재지사족(在地士族)의 향촌지배와 이것의 해체 문제를
구명하고자 한 것이다. 지방사 연구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이 책은 정치사 위주의 중앙 중심적 역사연구 경향
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조선시대 향촌사회의 지배층인 재지사족이 어떻게 그들의 지배체제를 확고히 해
나갔으며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특히 사회경제적인 변화과정 속에서 어떤 양상으로 변화 해체되어가는가 하는
문제를 검토하였다. 따라서 연구의 시기와 대상은 16, 17세기의 향촌 과 18, 19세기의 촌락 이다. 아울러 19
세기 후반기의 변혁운동을 향촌사회 내부에서 검토, 정체적으로 보이는 것 같은 향촌사회가 어떻게 역사적인 소
용돌이 속에서 적응해나가는지 밝혀내고 있다. 특히 농민전쟁과 관련하여서는 농민전쟁 연구에서 주목되지 못하
였던 향촌지배층의 동향, 특히 향반층의 역할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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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전기 안동부 재지사족의 향촌지배｜16세기 향촌문제와 재지사족의대응｜임란 전후상주지방 사족의동향｜16세기 안동지방
의 동계 동약｜16, 17세기 재지사족의 향촌지배와 그 성격｜국가의 촌락지배 정책의 추이와 한계｜조선후기 동성촌락의 형성과
사회적기능｜18, 19세기동계 동약실시와 그한계｜조선후기 분동 (分洞)과그성격｜19세기향촌사회지배구조와대립관계｜
1894년농민전쟁기향촌지배층의동향
신국판 양장본 638쪽 값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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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사상사
해방 이후 우리나라 철학계는 일본을 통해 들어온 서양철학을 비롯하여 동양철학 혹은 한국철학의 영역에서도
일본학자들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와 꾸준한 학문적 연구성과의 확보를 통해 이제는
한국사상 분야에서 우리 스스로의 연구방법과 체계를 세울 수 있게 되었다. 30～40대 전문연구자에 의해
한국사상사 분야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신한국사상사는 한국학 연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이다.

1

조선중기 사림파의 사회정치사상
권인호 지음
조선 중기의 심화되는 사회적 모순 속에서 보수적 사림파는 유학사상을 현실과 유리되어 있는 공리공담의 사변
철학으로 전개하였다. 이에 반하여 진보적 사림파는 유학 본래의 사회정치철학의 기초인 현실비판과 경세제민
(經世濟民)의 사상을 토대로 다양한 학문사상을 수용하여 재야산림(在野山林)과 조정(朝廷)에서 그 사상을 적극적
으로 실천하였다. 이 책은 이러한 진보적 사림파들 가운데서 남명 조식과 내암 정인홍을 중심으로 이들의 사회
정치사상과 그 시대적 배경이 되는 당시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연구하였다. 불변의 가치를 추구하는 이기심성론
(理氣心性論) 중심의 철학사상을 주장하는 보수파와 다양한 변화와 시대에 적합한 사회정치사상을 추구하는 진
보파의 이론과 실천을 분석하여 정치사상에서의 유교의 실학적 모습과 그 현대적인 의의를 찾아내고 있다.
서론｜시대적 배경과 보수파의 사회정치사상｜남명학파의출처이론과 실천사상｜남명학파의사회정치사상과 실천궁행｜사림파의
철학논쟁과남명학파이론의특징｜결론
신국판 양장본 374쪽 값 16,000원

2

조선중기 예학사상사
고영진 지음
1990년대 들어 사상사 연구 가운데 제일 활발했던 것이 예학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도 초
보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기존의 연구논문에서 다룬 인물이 극히 한정되어 있으며, 예송 이전 16～17세
기 초반의 예설과 예서, 예학의 성립과정에 대한 연구가 거의 되어 있지 않은 데서도 잘 알 수 있다. 이 책은
선학들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조선 중기 사상사, 특히 예학사상사의 체계화를 위한 첫걸음으로써, 16세기
부터 17세기 초반에 걸쳐 예의 시행과 이해, 예설의 변화, 예학의 성립과정을 이 시기 예설 예론과 예서의 검
토를 통하여 살펴보고 있다. 이 책의 특징은 조선 중기인 16～17세기 동안의 짧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자료와 인물을 수집하여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한 점을 꼽을 수 있다.
서론｜16세기초 중반유교의례의시행과 제례서｜16세기후반예론의대두와상제례서｜16세기말예제의회복과사례서｜17세
기초반예설의심화와왕사례서 예기주석서｜결론
신국판 양장본 400쪽 값 16,000원

3

여말선초의 문학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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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룡 지음
이 책은 문학사의 갈래에서 중세 후기로 일컬어지는 고려 말 조선 초를 대상으로 그 시대의 문학사상을 탐구
하였다. 이 시기 문학을 주도했던 사대부계층의 문학관은 사물을 새롭게 탐구하는 데 중점을 두어 사물지도(事
物之道)를 문학에 반영하는 것을 과제로 삼기도 하고, 마음의 바른 도리를 찾아 심성지도(心性之道)를 구현하는
것을 문학의 사명이라 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도(道)를 시운(時運)이라고 해석해 시대의 운세 속에서 개인의
운명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믿는 문학관도 있었다. 저자는 중세 후기의 도문일치의 노선 가운데 시운론이 차지
하는 문학이론으로서의 위상을 밝히면서, 그 동안 소홀히 다루어졌던 관각(館閣)문인들인 이색 권근 서거정
성현의 문학관에 대해서도 그 이론적 근거를 탐구하는 것을 이 책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책은 이론은 선명
하지 못해도 풍부한 작품을 남김으로써 당대 문물의 중심에 서서 두고두고 모범이 될 만한 찬란한 문화적 업적
을 이룩했던 관각문인들의 문학이론을 구명하고 아울러 이들의 문학이론이 중세 후기 문학이론으로 확립되는
과정을 선구적인 문제의식으로 연구한 성과이다.
서론｜이색의 광악지기론｜권근의 문장세도론｜서거정의 문장기상론｜성현의 국가기맥론｜이색 세대：동토(東土)의 노래｜권근
세대：왕도(王都)의 노래｜서거정 세대：승경(勝景)의노래｜성현 세대：전원(田園)의 노래｜성시산림의의식세계｜치세지음의 표
현방법｜사물지도 심성지도문학론과의비교논의｜결론｜보론
신국판 양장본 386쪽 값 16,000원

4

양명학자 정제두의 철학사상
김교빈 지음
하곡 정제두(霞谷 鄭齊斗, 1649～1736)는 17～18세기를 살면서 당시로는 이단으로 지목받은 양명학을 연구하
여 독자적인 학문체계를 이룸으로써 한국사상사에서 특이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책은 존재론 인성론 사
회인식 세 부분으로 나누어 중층구조와 일원구조의 틀로 이해하고, 그 각 부분의 구조가 서로 논리적으로 정합
성을 지니고 있음을 밝혀 하곡철학의 본질을 체계적으로 규명하였다. 저자는 특히 하곡이 젊었을 당시 주자학에
서 양명학으로 전환하는 계기였던 격물(格物)의 이해와 관련된 이(理)의 이해를 문제삼아, 그것이 하곡 자신의
학문체계 속에서 어떻게 논리적으로 해결되었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저자는 나아가 이같은 학문체계를 당시의
사회상황과 연관시켜, 하곡 철학사상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근대적 사유로의 발전 가능성과 하곡 철학
의 구조가 지니는 내재적 한계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하곡의 철학사상이 한국사상사에서 어떠한
위치에 자리매김될 수 있겠는가를 밝히고 있다.
머리말｜이기론의구조｜심성론의구조｜사회인식과실천관의구조｜결론
신국판 양장본 246쪽 값 12,000원

5

임성주의 생의철학
김현 지음
한 철학자의 철학사상은 그것이 아무리 독창적이라 할지라도 그가 속한 시대 사회의 일반적인 문제의식과 무
관할 수 없다. 녹문 임성주(鹿門 任聖周, 17 11～88)는 조선 후기에 생존했던 철학자로서 그 시대 철학사상의
주류였던 성리학을 자신의 학문영역으로 삼았던 사람이다. 조선시대 유학이 후기로 가게 되면 겉으로는 주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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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기이원론을 그대로 표방하고 있지만, 내용면에서는 점차 이 기(理氣)를 동일시하고 성(性, 이상적 주체성)
심(心, 현실적 주체성)을 일체시하는 일원적인 경향을 띠고 있는데, 임성주 철학은 그러한 경향을 대표하며,
조선 후기 성리학의 변화상 전체를 대변한다.
서론｜녹문철학의형성배경｜녹문철학의형성과정｜본체론｜인성론｜수양론｜사회적실천｜결론
신국판 양장본 250쪽 값 12,000원

6

조선초기 관학파의 유학사상
김홍경 지음
이 책은 15세기 조선의 사상계를 실질적으로 주도했던 관학파 유학자의 사상을 체계화하고 있다. 태종부터 세
조대의 관학파 유학자들은 대부분 기호지방 출신으로서 국가경영의 실무를 담당하고 성균관 집현전을 통해서
학문적 유대감을 가진 지식인 집단이다. 권근 하륜 변계량 윤상 김수온 신숙주 양성지 최항 등이 주축인
이들은 수성과 안정이라는 당시의 역사적 소명을 인식 실현하기 위해, 사상의 탄력성과 포용력을 가졌다. 그들
은 주자학을 철학적 기반으로 하면서도 그것에만 집착하지 않고, 주자학의 엄격성 이상주의 경향 향촌지향적
성격에서 일정하게 이탈하여 탄력성 실용주의 경향 중앙집권적 성격을 지녔다. 뚜렷한 사상적 지위에도 불구
하고 이들에 대한 연구가 극히 미미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 작업은 조선철학사의 일정한 공백을 메우는 일임과
동시에 16세기 조선성리학의 성격을 규명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할 것이다.
서론｜조선초기의 시대 상황과 역사적 소명｜조선초기의사회통합방법론｜관학파유학자의철학사상｜관학파유학자의경제사상
｜결론
신국판 양장본 308쪽 값 1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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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경학자료역편
이것은 철학 사학 국문학 경제학 사회학 분야의 전문학자들로 구성된 실시학사경학연구회가 다산의 경학과
관계 있는 서(序) 발(跋)을 비롯하여 서간(書簡)에 나오는 한두 마디 언급까지도 가려뽑아 번역하는 다산사상
심층연구기획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여유당전서 나 목민심서 와 같은 다산의 단행본을 단순히 번역하는 초기 연구 과정에서 벗어나 산재해
있는 방대한 자료에서 주제와 관련된 언급을 모조리 모아서 이에 상세한 주석을 붙여 번역하여 엮는
다산경학자료역편 시리즈는 이미 번역을 넘어선 하나의 저술작업으로서 다산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다양한 학문적 접근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1

정체전중변(正體傳重辨)
조선후기 예송에 대한 다산의 인식

정약용 지음｜실시학사경학연구회 편역
이 책은 조선후기의 대표적인 경학자이자 경세가였던 다산 정약용의 예론서인 정체전중변 3편과 이를 보충해
주는 논문인 기해방례변

신사복제변

팔대군변

입후론 의 원문과 역주를 수록하고 있다. 정약용은 17세

기 후반의 학자들이 주로 주소(注疏)에 의거하여 논쟁을 벌인 데 비해, 철저하게 예경(禮經)의 원문에 입각하고
주소(注疏)를 비판함으로써 새로운 단계의 경학인식을 보여주었다. 또한 정약용은 군주에게 적용되는 예와 사대
부에게 적용되는 예를 엄격히 구별하였는데, 이는 군주의 위상을 제고하고 군주 중심의 일원적인 지배체제를 확
립해가려고 했던 그의 경세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책은 다산의 예학사상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
다.
정체전중변 1｜정체전중변2｜정체전중변3｜기해방례변｜신사복제변｜팔대군변｜입후론 1｜입후론2｜입후론3
신국판 양장본 2 12쪽 값 10,000원

2

다산과 문산의 인성논쟁
정약용 이재의 지음｜실시학사경학연구회 편역
이 책은 동시대를 살았으면서도 판이하게 다른 사유체계에 기초하여 세계를 이해했던 다산 정약용과 문산 이재
의가 맹자 의 텍스트 해석과 관련하여 주고받았던 왕복 서신과 기타 서신, 그리고 두 사람 사이의 교유를 확
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들을 모아 원문과 역주를 수록한 것이다. 다산과 문산은 소수의 세도가가 권력을 독점
하던 19세기 전반기에 노론과 남인이라는 당색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흉금을 터놓고 교유했다. 주자학적 사유체
계의 핵심에 속하는 사단 성의 개념을 놓고 기왕의 이론을 따르려는 문산과 맹자요의 의 연구를 바탕으로 새
로운 해석을 가한 다산의 논쟁은, 천명으로 부여받은 본성으로서의 선(善)을 실현하는 개인의 자주권과 실천력
을 극대화하려는 다산의 의도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자료라는 데 의미가 있다.
다산과문산의문답｜문산의 자찬연보 (自撰年譜)｜다산과문산의시문(詩文)
신국판 양장본 280쪽 값 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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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산과 석천의 경학논쟁
정약용(丁若鏞) 신작(申綽) 지음｜실시학사경학연구회 편역
18년간의 유배생활에서 풀려나 고향 마재로 돌아온 정약용은 잠시 마음의 안정을 회복한 후 주변에 살던 학자
들과 활발한 교유를 시작하였다. 신작은 바로 그 첫번째 학자였다. 정약용은 신작과 주로 자신의 저술에 대하여
논쟁을 벌였는데, 상례(喪禮)에서 시작하여 벽괘설(隻卦說) 육향제(六鄕制) 등으로 논쟁점을 옮겨갔다.
정약용이 기왕의 학설에 구애되지 않고 독자적 관점에 따라 경전을 재해석하였던 반면에, 신작은 한학(漢學) 중
에서도 정현(鄭玄)의 학설을 존중하는 입장이었다. 때문에 두 사람의 논쟁은 심각한 긴장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
다. 그러나 그 논쟁은 주로 학문적인 것에 국한되었고, 편지와 시문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그리움이나 건강에 대
한 염려와 같이 정이 담뿍 담긴 글들을 주고받았다. 우리는 이 책에서 다산이 석천에게 보낸 편지, 석천이 다산
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학문하는 사람의 진정한 논쟁의 자세와 인간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신국판 양장본 292쪽 값 15,000원

4

다산과 대산 연천의 경학논쟁
정약용(丁若鏞) 김매순(金邁淳) 외 지음｜실시학사경학연구회 편역
이 책은 정약용이 유배에서 풀려나 고향 마재로 돌아온 이후 김매순 김기서 홍석주 홍현주 등과 주고 받은
서간문과 시문 자료를 편집하여 원문과 역주를 수록한 것이다.
여기에 실린 글들은 19세기 전반기에 광주(廣州)를 중심으로 한 한강변에 세거지(世居地)를 두고 학문 연구에
몰두했던 학자들간의 활발한 교유와 학문 토론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들이다.
정약용과 김매순 홍석주의 경학논쟁은 한학과 송학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로 진행되었다. 이들의 학문은 현실
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 효용성이 전제가 된 경세적 경학이 특징이었고, 특히 정약용의 경학 연구는 새 시대의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신국판 양장본 236쪽 값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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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근대사상가선집
어두운 시대에 민족의 새아침을 마련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불태운 민족지성의 사상과 행동을 담은 이 책들은
민족과 시대의 요청을 온몸으로 살아낸 이들만이 줄 수 있는 깊은 감동을 간직하고 있다.

1

한용운
안병직 편
어둡고 그늘진 시대에 영원한 님 을 기리면서 조국 광복의 날을 기다리다 입적한 만해 한용운. 근대 조선의 대
표적 고승일 뿐 아니라 사상가요 경륜가이기도 했던 만해의 철저한 민족주의 민주주의 핵심사상을 수록했다.
독립운동 노동운동 불교운동 여성운동에 대한 논설과 회상기 일화 연보를 통해 그의 불굴의 민족혼이 조감
된다.
신국판 반양장 308쪽 값 6,000원

2

신채호
안병직 편
조선혁명선언 에서 보이듯 독립운동사상 가장 일관되고 투철한 항일노선으로 생애를 시종했던 단재 신채호의
사상을 집약! 민중을 역사발전의 주체로 인식하는 민중직접혁명론을 비롯, 상고사에 대한 폭넓은 섭렵으로 주체
적 민족사관을 실증적으로 규명한 단재의 사론 논설 선언 문학론이 그의 탁월한 논리와 뜨거운 의지로 결합
되어 그려지고 있다.
신국판 반양장 242쪽 값 5,000원

3

김구
송건호 편
민족의 해방과 자주통일독립을 위해 생애와 심혼을 내던지다 끝내는 분단의 희생물로 생애를 마감해야 했던 백
범. 백범일지

나의 소원

삼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등 백범의 피를 토하는 우국충정의 한마디 한마디는 한

국 현대사의 중요한 자료이자 분단시대를 사는 오늘의 지성들에게 우리의 갈 길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제시한
다.
신국판 반양장 370쪽 값 4,000원

4

박은식
이만열 편
근대적인 역사인식으로 민족사를 새롭게 구성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으로서 민족해방독립운동에 큰 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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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혈사 를 비롯, 개신유학 교육사상이 담긴 대표적인 논설 전기 사론을 정선하였다.
신국판 반양장 362쪽 값 3,000원

5

김창숙
심산사상연구회 편
개신유학자로서 그리고 항일 반독재투쟁으로 생애를 일관한 심산 선생의 삶과 사상이 집약된다. 칠십평생 불굴
의 투쟁을 회상한 자서전을 비롯, 시편 편지 비명 논설 등을 통해 대의명분을 위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쪽같은 의지를 지녔던 한 지성의 위대한 사상과 실천을 발견하게 된다.
신국판 반양장 300쪽 값 3,200원

6

조소앙
강만길 편
민족과 조국에 대한 지조와 대의를 최상의 윤리, 최고의 지표로 삼아 평생을 일관했던 조소앙 선생의 사상과
경륜이 펼쳐진다.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당 광복군 등의 창설 지도자로서 독립전선의 선봉에 섰던 선생의 독
창적인 사상이 집약된 삼균주의는 한국사와 동양사상에 뿌리를 둔 완벽한 평등 이데올로기로서, 오늘 분단시대
에 사는 우리에게 민족 재통일의 이념과 방향을 제시한다.
신국판 반양장 336쪽 값 3,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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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학사상독본
실학사상독본은 편역자가 한국의 대표적인 실학사상가 10명을 고른 다음, 각 사상가별로 중심이 되는 저술들을
가려뽑아, 수십 년간에 걸쳐 정교한 번역과 함께 치밀한 고증을 통해 얻은 주석을 덧붙인 것으로서, 한국
실학사상의 핵심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책이라 할 수 있다.

1

허균
이익성 편역
허균전서 문부에서 논 12편, 설부에서 식소록 상 중 하와 시화(詩話)를 가려뽑아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문
장이 뛰어났던 허균은 선조 32년(1599)에서 광해군 7년(16 15) 사이에 세 번이나 중국사절단에 참가해서 견문
을 넓혔고 서적도 수천 권을 가져왔다 한다. 그리하여 그의 문장은 더욱 진보되었고, 그의 논설은 이론이 아주
명쾌하여 읽는 사람은 누구라도 수긍하였다. 이 책은 이와 같은 허균의 문장과 사상의 진수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신국판 반양장 204쪽 값 4,000원

2

김육
이익성 편역
필사본 잠곡집 과 영인본 잠곡전집 에서 김육 실학사상의 중심들을 골라내어 번역한 것이다. 1580년에 태어
난 잠곡 김육은 72세에 영의정이 되어, 화폐를 통용하게 하고 대동법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새 역법
의 채택과 새로운 활자의 주조, 수차의 제작, 수레 통행에 대한 진언 등 실로 많은 업적을 남겼다. 이 책에 실
린 이와 같은 그의 선구적 생각들은 후세의 실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신국판 반양장 208쪽 값 4,000원

3

이익 곽우록
이익성 옮김
이익이 남긴 방대한 저서 중에서 그의 실학자로서의 사상체계, 곧 경세치용학의 구체적 내용을 가장 잘 보여주
는 곽우록 을 번역한 것이다. 성호 이익은 벌열의 권력독점과 그것을 비호하는 군주전제, 그리고 인재의 올바
른 등용을 막고 있는 과거제도 등을 정치의 3대 죄악이라 하여 통렬히 비판하고, 토지 조세 제도를 비롯하여
군사 교육 행정 등 국정 전반에 걸쳐 정책 연구와 개발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는 주관적 이상론이 아니라, 당
시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곧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한 것이다. 이익의 이러한 학문적 업
적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곽우록 이다
신국판 반양장 176쪽 값 4,000원

한길사 도서목록

157

4

정상기 농포문답
이익성 옮김
정상기의 학문은 실로 광범위하여 백성에게 이로운 것이면 연구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는 정치 경제 행정
군사 의학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독특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농포문답 에는 그의 이러한 폭
넓은 관심이 집약적으로 나타나 있다. 이 책은 전제를 고르게 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거기에서 치민 장부
성곽 의약 서적 아악 등에 이르기까지 총 30항목으로 분류하고 이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면서, 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신국판 반양장 2 14쪽 값 4,000원

5

이중환 택리지
이익성 옮김
택리지 는 200여 년 전에 저술된 책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독자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것은 오
로지 실학적인 안목으로 씌어진 때문일 것이다. 살기 좋은 곳이란 어떤 곳일까. 저자는 살 만한 곳을 택할 때
지리를 첫째로 꼽았다. 여기에서 지리는 풍수학적인 지리를 말한다. 둘째로 생리(生利), 셋째로 인심을 들었다.
풍속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팔도인심을 비교하여 기록하고 있다. 끝으로 산수(山水)를 조건으로 꼽았다. 저자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우리나라 각처의 살 만한 곳을 지적하고, 또한 수도로 될 만한 곳도 비교 검토하고 있다.
신국판 반양장 222쪽 값 4,000원

6

우정규 경제야언
이익성 옮김
여기에서 경제란 세상을 경영하며 백성을 구제한다는 뜻이다. 이 책은 당시의 정치 부조리와 백성들의 궁핍한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적절한 구제책을 제시하고 있다. 곧 붕당의 폐해, 허약한 군대, 환곡과정에서 생기는
아전들의 횡포와 부패문제 등의 핵심을 파헤치고 그 해결방안을 내놓고 있다. 또한 은의 증산을 주장하면서 그
효과를 유휴노동력 취급활동과 국가재정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
신국판 반양장 182쪽 값 4,000원

7

박지원
이익성 편역
박지원의 문집 가운데서 중요한 글들을 골라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그 동안 연암 박지원에 관한 여러 저서
논문 번역물들이 많이 나왔지만, 연암의 글을 깊이 있게 음미하면서 그의 문학이론과 사상구조에 대해서 투철
하게 파악한 사람은 별로 없는 실정이다. 박지원의 문학이론과 사상을 옳게 파악하려면, 연암 문집 가운데서 서
간(書簡) 서(序) 기(記) 발(跋) 논(論) 의(議) 등을 다루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이것을 본격적으로 다루어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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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거의 없다. 그 중요한 이유는 앞의 글들이 연암의 심오한 생각과 탁견과 고묘(高妙)한 논리를 담아놓은 것
이어서 보통 능력으로는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책은 바로 이러한 연암의 서간 서 기 발 논 의 등
을 가려뽑아 번역하고 주석을 붙여 한 권의 책으로 엮어놓은 것이다.
신국판 반양장 190쪽 값 4,000원

8

박제가 북학의
이익성 옮김
박제가가 북학의 를 저술한 목적은 곤궁한 처지에 놓인 조선후기 사회를 구제하려는 데 있다. 그는 이 책에서
당시 우리나라의 문물과 제도가 청나라에 크게 뒤떨어져 있음을 개탄하고, 과감한 개혁을 제창하고 있다. 이 책
은 내편 외편 진북학의편으로 되어 있다. 내편은 수레 선박 성곽 궁실 도로 교량 축산 등 39항목을 기
록하였는데,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구와 시설에 대해서 개선해야 할 점을 설명하고 있다. 외편은 밭 거름 농잠
과거제도 재부론 병론 등에 관한 논설을 수록하고 있다. 진북학의편은 농사문제 수리 모내기 둔전하는
비용 등을 기록하여 왕에게 바친 글이다.
신국판 반양장 2 18쪽 값 4,000원

9

정약용
이익성 편역
다산 정약용의 문집인 여유당전서 에서 논책(論策) 등 34종 58편을 뽑아서 번역한 것이다. 정약용은 성호학파
의 중요한 계승자이며, 한편으로 박지원 박제가 등 이용후생학파의 선진적 생산기술 혁신론을 전적으로 섭취하
여, 조선후기 경세치용학의 정점을 이루었던 인물이다. 정약용 사상의 궁극적인 목표는 부국강병이었다. 그는 징
수제도의 혁신, 향리임용제도의 쇄신, 서얼 출신의 관직제한 철폐, 인재등용에서 지역차별과 당색의 타파 등을
주장했으며, 국가재정에 대해서는 도량형의 통일, 농기구 개량, 철저한 호구조사, 국방력 강화 등 광범위한 이론
을 제시하였다. 나아가서 천자도 상향식 간접선거제도를 통해서 선출해야 한다는 당시로선 대담한 주장을 하였
다. 이 책은 바로 이와 같은 정약용 사상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신국판 반양장 198쪽 값 4,000원

10

박제형 조선정감
이익성 옮김
박제형은 개화기의 인물로서, 갑신정변 때 직접 거사에 참여했다가 수표교에서 민중에게 피살되었다고 한다. 이
책의 내용은 철종이 즉위하던 때부터 쓴 것으로 대원군의 인물됨과 천주교신도 박해사건에 대한 원인(遠因)과
근인(近因)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 책은 1880년대 개화파의 사상을 보여주는 드문 자료
가운데 하나이다.
신국판 반양장 90쪽 값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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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총서
중국총서는 우리의 고대사부터 정치 경제 사회 문학 등 모든 면에서 깊은 관계를 맺어온 중국에 대한 근본적
이해를 심화시켜줄 뿐 아니라 미래의 바람직한 관계를 맺어가기 위한 지적 토대를 마련해줄 것이다.

1

오늘의 중국대륙
류세희 엮음
이 책은 지난 40년 동안 바깥 세계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중국대륙 저편의 사정을 체계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14편의 독립적인 글들이 실려 있는데, 모두가 한결같은 주제로서, 중국대륙의 30여 년을 체계적으로 설명해주
고 있다. 특히 중국대륙의 변혁을 실제의 정책결정자적 측면에서 논의한 글들은 그만큼 이 책의 실증적 가치를
높여준다.
현대중국 30년의 정치과정(中嶋嶺雄)｜모택동과 문화대혁명(왕희철)｜신정권권력엘리트의성격(윌리엄밀스)｜중국식사회주의의
건설방향(료개륭)｜현재의 상황과 개혁의 임무(등소평)｜개혁의 진행과 정책방향(조자양)｜중국의 경제현황과 개혁의 한계(뤼디거
마체츠키)｜경제개방정책의 당면과제( 홍기 편집부)｜경제체제의 개혁과 중국식 사회주의(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당내 숙정작
업 지침(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문예정책과 작가의책임(호요방)｜갈등과균형(에드먼드리)｜중국의안보논쟁(제럴드시걸)｜중
국의조용한혁명(도널드자고리아)
신국판 반양장 452쪽 값 5,000원

2

중국문화사
찰스 허커 지음｜박지훈 박은화 이명화 옮김
저자 허커(Charles O. Hucker)는 제국적 정치체제 아래 있었던 중국전통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선사시대부터
기원전 206년(진나라의 멸망)까지의 제국형성기, 기원전 206년부터 기원후 960년까지의 전기제국시대, 960년
부터 1850년까지의 후기제국시대 세 시기로 나누어 각각의 시대마다 시대개요, 정치, 사회경제, 사상, 문학과
미술의 특징적인 내용을 고찰하고 있다. 중국의 역사적 흐름을 더욱 잘 드러내기 위해 그것을 뒷받침하는 실제
적인 자료가 풍부하게 구사되어 있고, 저자의 중국문학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애정에 힘입은 딱딱하지 않은 서
술과 다양한 예문으로 이 책은 독자들의 중국사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제국형성기의 시대개요｜국가와 사회｜사상｜문학과 미술｜전기제국시대의 시대개요｜정치｜사회와경제｜사상｜문학과 미술｜
후기제국시대의시대개요｜정치｜사회와경제｜사상｜문화와미술｜중국사연표
신국판 반양장 432쪽 값 4,800원

3

주은래
딕 윌슨 지음｜한영탁 옮김
이 책은 중국공산당의 성립, 내전과 국공합작, 대약진운동, 문화혁명과정에서 주은래의 역할은 물론 국제적인 개
방정책을 비롯하여 변화하는 체제에 중국을 적응시키는 노력 등, 그의 전 행적을 재조명하고 있다. 저자는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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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즘적 형식을 통하여 유려하게, 학문적 전문용어에 얽매이지 않고 생생한 역사의 현장 속에 주은래를 위치시킨
다. 특히 원저자와 개인적인 친분관계까지 갖고 있는 옮긴이 한영탁이 원문이 담고 있는 내용은 물론 뉘앙스,
체취까지 놓치지 않는 훌륭한 번역을 해내어 이 책을 한층 더 흥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해준다.
기구한어린시절｜바다를건너다｜옥중에서｜프랑스에서의활동｜혁명가의결론｜상해에서붙잡히다｜남창기의｜다시소련의신
임을 얻다｜장정에 오르다｜덫에 걸린 호랑이｜세계는 우리의것｜제네바회담과 반둥회담｜백화제방｜외교대장정｜문화대혁명｜
홍위병들에게억류되다｜백악관의사도
신국판 반양장 392쪽 값 4,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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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세계연구
우리의 역사적 현실에 대한 세계사적 관심의 귀결로 이루어진 제3세계연구는 우리의 사회현상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민족해방의 논리를 모색해간다.

제3세계연구 1

최장집 외 지음
우리의 현실은 제3세계적 현실의 한 특수한 예이며, 제3세계의 현실은 또한 우리 현실의 연장선에서 만나게 되
는 확대된 우리 자신의 현실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제3세계에 대한 연구는 우리 자신에 대한 거시적 연구인 셈
이다. 그 제1집인 이 책은 4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부에 실린 네 편의 논문은 우리나라, 라틴아메리카, 동구
의 사회구조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것이고, 제2부는 제3세계의 실천적 지식인 16명의 삶과 사상, 제3부는 아프
리카와 남미, 그리고 아시아의 구석구석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3세계의 비인간적인 정치경제적 현실이 고발되고
있으며, 제4부는 흑인문학에 대한 재인식을 시도하고 있다. 이 책은 제3세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31명
의 필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제3세계의 삶과 지향점을 총체적으로 조명한 것이다.
잃어버린농촌을찾아서(박태순)｜저개발사회구성체론연구서설(박경)｜인도네시아에서의국가의변화(R. J . 로빈슨｜임영일옮김)
｜아르헨티나의 정치변동과 갈등구조(최장집)｜유고슬라비아 노동자 자치관리제도(안병영)｜제3세계 민족지성의 행동과 사상(16
인의필자가 16인의제3세계의실천적지식인을 조명한다)｜니카라과혁명기행(헤르만슐츠｜김산희옮김)｜목숨까지바칠각오가
되어 있다(넬슨 만델라｜이상현 옮김)｜제3세계 신학의 논리와 실천 방향(제3세계 신학자협의회｜이정희 옮김)｜굶주림은 누구의
책임인가(South지｜성유보옮김)｜간디의사회경제사상(V.K.R.V. 라오｜부길만옮김)｜흑인오르페(장폴사르트르｜김숙희옮김)
｜예술가의 책임(에메 세제르｜김종철 옮김)｜인종주의와문화(프란츠파농｜김종철 옮김)｜흑인문학의 청사진(리처드 라이트｜황
의방옮김)｜아프리카의작가와비아프라문제(치누아아체베｜황의방옮김)
신국판 반양장 590쪽 값 4,300원

제3세계연구 2

김광식 외 지음
제1집보다 구체적인 역사적 현실과 문제를 한층 더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 제2집은 우리와 직접적인 연관
을 갖는 아시아의 제국주의 식민주의 민족주의, 그리고 아시아의 민족문학 민중문학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3부로 구성된 이 책의 제1부는 제3세계의 혁명연구 , 제2부는 아시아의 제국주의와 민족운동 , 그리고 제3부
는 아시아의 민족해방문학 을 각각 다루고 있다.
이란혁명의 발생요인과 전개양상(이석수)｜남베트남의 혁명적 농민운동(박종철)｜니카라과 소모사정권의 붕괴와 미국의 외교정책
(김성한)｜혁명의 판화(김숙희)｜아시아와 식민주의(A. K. 박치｜김준 옮김)｜2차대전과아시아의 민족운동(吉田光義｜허원옮김)
｜천황제 파시즘의 재인식(허버트 빅스｜정도영 옮김)｜동남아시아의 민족운동과 불교(여익구)｜프랑스의 식민지 교육정책(G. P.
켈리｜이상현 옮김)｜제3세계 민족주의자로서의 여운형(김광식)｜인도네시아의 민중문학운동(박태순)｜필리핀의 민족주의와 호세
리잘의시(연점숙)｜노래와혁명(데이비드러던｜양석원옮김)
신국판 반양장 456쪽 값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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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세계문고
제3세계 민중의 생활과 반독재 반제국주의 투쟁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다룬 문학작품 및 저서들을 소개하는 이
기획은 제3세계적 상황과 우리의 민족적 현실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1

어느 천민의 하루
M. R. 아난드 지음｜정혜경 옮김
이 소설은 인도의 한 도시에 사는 청소부의 하루생활을 사실적인 세부상황과 함께 서술하고 있다. 이 청소부의
하루는 아주 평범한 것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인도의 최하천민들이 겪는 수모와 고통을 목격할 수 있으며,
청소부는 노예보다 더 비참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종교적 구원으로부터도 소외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이 소설의 문체는 꾸밈이 없고 담백하기 때문에 청소부인 주인공의 성격에 잘 부합되어 있다. 또한 신분의 갈
등이라는 심각한 문제와 천민들이 당하는 부당한 학대와 비인간적 상황을 주인공의 감정의 변화를 따라가며 차
분하게 묘사하고 있는 점도 이 소설의 큰 장점 중 하나이다.
신국판 반양장 142쪽 값 1,800원

2

사랑과 전쟁의 낮과 밤
E. 갈레아노 지음｜이경덕 옮김
이 책은 과테말라와 쿠바로부터 칠레와 아르헨티나에 이르는 라틴 아메리카 민중들의 20년 이상에 걸친 삶과
투쟁을 기록한 생생한 증언의 역사이다. 저자는 사실에 대한 보고와 개인적 삽화를 번갈아 보여주면서 체포, 고
문, 암살 등의 공포와 더불어 산다는 것, 사랑하는 누군가가 언제 체포되어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산
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동하는 필치로 보여준다. 그는 인간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이 갖는 희망과 절
망을 감동적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그의 언어는 커다란 사랑과 깊은 분노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그는 절망하
지 않고 이렇게 외친다. 살아 있다는 것은 작은 승리이다. 살아 있다는 것은 이별과 범죄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유형지는 또 하나의 가능한 나라에 대한 증언이 될 것이다.
신국판 반양장 236쪽 값 2,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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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시민세미나
한국사회는 1990년대의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경험을 통해 많은 사회적 변모를 가져왔다. 특히 엄혹한
정치사상 속에서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시민사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지평을 넓혔고, 그 구성원으로서 단순히
국가의 모든 해위로부터 수동적 위치에 머물러 있기를 거부하게 되었다. 더욱이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정치적
시민운동 일변도에서 벗어나 각 방면의 시민운동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한길시민세미나는 이렇게 다양화되고
있는 시민운동이 단순한 운동적 차원을 넘어서 구체화할 수 있도록 이론적 모태를 제공하고자 한다.

1

시민의 교육학
김신일 외 지음
그 동안 교육은 전문적인 문제이므로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참여는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잘못 인식되어왔다.
교육은 전문가와 교육자, 그리고 정부의 손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이고, 학부모가 할 일은 육성회비나 내고 숙제
와 과제물을 챙겨주며 아이가 공부를 잘하도록 감독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소극적
학부모 의식 때문에 교육제도와 교육정책 결정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 입장이 소외된 것이다. 학부모들이 자신
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서서 존중해줄 리가 없다. 그래서 한국의 교육은 정부의 행정편의
주의와 학교경영자의 뜻에 따라 좌우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우리의 교육현실은 문제투성이로만 보이게 되었
다. 이 책은 교육문제에서 학부모의 능동적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 교육의 소망스러운 미래상을 제
시하고 있다.
학부모의 권리, 의무 그리고 참여｜학교제도｜학생｜교사｜교육과정｜입시제도｜교육환경｜교육재정｜교육시민운동을 부르는 소
리
신국판 반양장 306쪽 값 8,500원

2

녹색정책
이정전 지음
환경과 경제를 제대로 조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당면한 환경문제를 좀더 근원적으로 짚어보아야 한다. 환경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기 위해서는 환경도 잘 알고 경제도 잘 알아야 함은 물론이다. 환경오염물질의 배출과 피해,
그리고 처리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근원적으로 우리의 사회체제 및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큰 흐름 내
지는 대세와 연결해서 환경문제를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는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환경문제에 대한 근
원적인 해결은 요원할 것이다. 즉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논리인 시장의 원리 속에서 과연 환경문제를 어떻게 해
결해나갈 것인지는 근원적인 환경 의 속성과 사회와의 관계를 올바르게 파악하지 않고는 어려울 것이다. 저자
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현실적인 측면을 최대한 반영한 환경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환경의시대를대비한조세구조의개혁｜개발과보전의조화｜환경산업의육성과환경기술의개발
신국판 반양장 3 16쪽 값 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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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강좌
최근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 평화와 평화문제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증대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그것은
사회주의권의 혁명적 격변에 따른 냉전질서의 전면적 재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남북관계의
긴장완화를 기초로 한 평화와 통일기운의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민주화와 통일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평화 평화운동은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시대정신이자 과제일 것이다.

1

한국사회의 갈등구조
고려대평화연구소 엮음
평화를 단순히 폭력의 부재로 인식하는 소극적 평화관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유발하는 원인과 구
조의 근원에 대해 보다 능동적으로 도전하여 기존의 억압질서를 극복할 것을 강조,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평화관
을 제시한다. 평화문제 자체에 대한 이론적 사실적 고찰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사회의 평화를 파괴하는 폭
력구조에 대한 심층적 진단과 민주화 인권 산업화 계급 노동 농민 등 각 부문의 과제와 전망을 담는 데
초점이 놓여 있다.
민중민주주의의 구상과 전망(최장집)｜권위주의체제에서의 인권문제(서중석)｜중심화 변혁모델의 사회적 기반(한상진)｜한국사회
재생산의 형태적 특징(정운영)｜한국의 불균등산업화에관한일연구(김대환)｜한국사회의계급구조(서관모)｜한국농업문제의전개
와 정책과제(정영일)｜한국 예속독점자본주의의 노동문제(김형기)｜공업노동자의 사회의식과체제내평화(최재현)｜현단계노동운
동전개와과제및전망(김금수)
신국판 반양장 390쪽 값 5,800원

2

과학기술혁명과 한국사회
고려대평화연구소 엮음
과학기술혁명과 한국사회 는 과학기술 발전이 한국사회의 여러 측면의 갈등구조와 어떤 연관을 맺고 있나를
살펴본 책이다. 경제학 행정학을 비롯한 고려대의 여러 학과 교수들이 참여하여 기술과 사회갈등의 연관을 경
제구조의 변동, 행정력의 강화, 노사갈등 구조의 변화, 환경파괴 처리문제, 무역마찰 및 국제질서 변화의 측면에
서 각각 분석하고 있다. 필자가 서문에서 잘 강조하였듯이 기술이 야기하는 복잡한 사회갈등 또는 보다 폭넓게
기술과 사회와의 관계 일반을 올바로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이러한 학제적 연구의 시도가 바람
직하며 필수적이라 생각된다.
기술발달의역사｜기술혁신과사회경제적갈등｜행정의정보집중과사회생활의통제｜현대과학기술혁명과노사권력구조의변화｜
산업용로봇과노사갈등｜공장자동화와근로시간단축｜신기술의환경파괴와비용부담｜기술혁신과범죄｜기술격차와소련의개혁
｜기술경쟁과무역마찰
신국판 반양장 4 12쪽 값 6,500원

3

현대 평화사상의 이해
최상용 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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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라는 단일한 연구주제만을 내걸고 창립한 고려대평화연구소의 본격적인 평화학 개설서이다. 현대서양 및 동
양의 다양한 평화사상을 13편의 논문으로 소개한 이 책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최근 국제사회의 기류와 관
련된 두 편의 시사적인 글이다. 서강대 정치학과 오기평 교수는 유엔에 의한 평화체제로 일컬어지는 신국제질서
의 실상과 한계를 지적한 PAX 유엔? 을 싣고 있다. 또 군사문제 전문가인 한림대 이삼성 교수는 핵과 평화
의 논리 에서 핵을 통해서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강대국의 핵 억지이론과 특히 미국의 전략방위구상의 논리적인
허점과 현실의 괴리현상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현실주의적 국제평화론(이호재)｜데탕트 정치의 평화사상(이영기)｜팍스(PAX)유엔?(오기평)｜기독교역사에나타난평화사상과평
화운동(박종화)｜해방신학과 평화사상(함세웅)｜비폭력의 철학적 조명(황필호)｜핵과 평화의 논리(이삼성)｜생태학과 평화사상(진
교훈)｜평화교육의철학과실천방법(이삼열)｜칸트의영구평화론(최상용)｜한국의사상과평화(안병욱)｜한국문학과평화사상(구중
서)｜함석헌의평화사상(안병무)
신국판 반양장 394쪽 값 8,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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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과 지성
교양과 지성
한길신인문총서
한길컬처북스
넥스트
역사 속의 인간과 지성을 탐구한다
한길사의 단행본들
한길산문정신
지혜의 빛
한길아카데미
한길인문사회과학기초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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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GIL LIBRARIUM NOVAE HUMANITATIS

2 1세기를 지향하는 한국 아카데미즘의 역량과 성과를 묶어내는 한길신인문총서는 학술 분야 최고의 연구 성과를
집대성함으로써 다가올 한국사회의 미래상을 올곧게 제시함은 물론, 우리 사회가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점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생산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1

20세기의 문명과 야만
전쟁과 평화, 인간의 비극에 관한 정치적 성찰

이삼성 지음
이 책은 전쟁의 폭력과 야만을 둘러싼 문제들을 중심으로 20세기 문명의 문제점과 21세기로 넘겨지고 있는 과
제들을 되짚어본다. 20세기 문명의 폐허의 현장들을 살펴보고 그 원인과 해결의 전망에 대한 우리의 지적 사고
와 궤적과 현황을 되새겨보는 정치철학적 성찰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주로 정치학에서의 실증적 문제들에 대한
연구업적을 발표해온 이삼성 교수로서는 새로운 글쓰기의 시도이다. 광주문제와 미국의 대외정책 등에 활발한
연구업적을 보여온 저자가 정치학적 논의를 더욱 심화시킴은 물론, 그 근원적 문제의 핵심에 대해 철학적 사유
방식을 접목시켜 일구어낸 결과물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우선 인류가 겪어온 전쟁과 그것이 내포한 야만의 모
습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여 전쟁과 평화의 문제는 운명적인 것이라기보다
인간의 사회 및 정치 제도, 그리고 인간과 집단이 선택한 일련의 역사적 결과라는 관점을 일관되게 드러낸다.
따라서 전쟁을 부추기는 제도와 정치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야만을 내포한 문명 전반의 기초로 작용하는 사
유 원리들에 대한 비판적 반성의 필요성, 그에 기반하여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와 정치를 이끄는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20세기그 절망의문명｜미국의세기와 베트남을어떻게기억할것인가｜핵의탄생과핵숭배의문명｜시대적변동과 20세기국제
정치학｜20세기마르크스주의와세계질서｜전환기인류의지향과역사의식
신국판 양장본 580쪽 값 20,000원

2

자기의식과 존재사유
칸트철학과 근대적 주체성의 존재론

김상봉 지음
이 책은 서양철학에서 가장 중요시되었던 화두인 존재의 문제와 주체성의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특히 현재의
우리 입장에서 조명하고 있다. 서양철학의 시각에서만 바라본 존재 와 주체 의 문제에 대해 저자는 우리 고
유의 시각이 절실하며, 그것이 곧 현재의 우리 문제를 풀어나가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한다. 서양의 근대철학이
이룩한 가장 중요한 공적은 1인칭인 나 를 철학적 사유의 중심에 놓았다는 데 있다. 존재의 주인은 생각하는
나 이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중심적이며 자아중심적인 근대적 세계관의 존재론적 정식화였다. 그러나 어떻게 이
세계에 와서 잠시 머무르다 가는 손님에 지나지 않는 내가 존재의 진리의 담지자일 수 있단 말인가? 이 물음과
관련하여 자기의식과 존재사유 는 어떻게 나 의 자기의식 속에 보편적인 존재사유 가 깃들일 수 있는지를 주
체적인 방식으로 해명한다. 여기서 나의 존재론 과 생각의 존재론 은 근대적 주체성의 존재론을 규정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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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틀이다. 물론 이 개념은 저자에 의해 처음 사용된 것들이다. 더 나아가 이 책은 근대적
나의 존재론 이 이해한 있음 을 머무름 으로, 주어져있음 으로, 자기밖에있음 으로, 그리고 자기에대하여있
음 등의 개념을 통해 서술한다. 또한 서양 근대철학의 오류는 나의 본질을 홀로주체성 속에서 본 것에 있다고
본 저자는 나는 오직 우리 라는 서로주체성 으로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나와 너의 본질적 매개를 통해 우리
속에서 나를 정립하고 나 속에서 우리를 정립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근대 극복의 방향
임을 강조한다.
생각의 진리와 존재의 진리｜생각의 존재론에서 나 의존재론으로｜피히테와 나 의존재론｜ 나 의존재론에서생각의 존재론으
로｜있음과주어져있음｜절대적존재와존재의유한성｜ 나 의존재론에서 우리 의존재론으로
신국판 양장본 390쪽 값 18,000원

3

자유주의 사회경제사상
이근식 지음
이 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의는 현재 한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 위기를 극복할 적극적 대안으로서
자유주의 경제사상 , 더 나아가 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점이다. 저자가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
이 자유주의에 대한 그릇된 이해가 우리로 하여금 보편적 사회체제로서의 자유주의를 잘못 해석, 세계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기제를 상실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반성적 고찰로부터 연구작업을 시작하
고 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와 법치주의는 근대 서양 시민사회의 골격을 형성하는 세 기둥이다. 이들 사회제
도를 만든 주체가 부르주아 근대 시민계급이었고 이들의 생각이 바로 자유주의임을 밝히며 우리는 이러한 자유
주의를 이해함으로써, 이들 근대적 사회질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와 시장경제가 왜
서로의 발전을 위하여 상대방의 발전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전환기에 당면한 현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과
그 실천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7명의 대표적인 근대 자유주의자의 사상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진정한 자유주의의 의미를 밝혀냄과 동시에, 그것이 왜 현재의 한국사회에 필요한가를 결론 부분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애덤 스미스의 고전적 자유주의｜J . S. 밀의 진보적 자유주의：고전적자유주의의완성｜오이켄의질서자유주의｜뢰프케의인본적
자유주의｜하이에크의 진화론적 자유주의｜프리드먼의 통화론적자유주의｜뷰캐넌의 헌법적자유주의｜결론：자유주의와 한국사
회의개혁
신국판 양장본 888쪽 값 30,000원

4

로고스에서 뮈토스까지
김성도 지음
현대 지성들 가운데 누가 소쉬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우리는 20세기를 그 이전과 가름하는 분수령 가운
데 하나로 서슴없이 소쉬르를 말한다.
소쉬르는 사물의 궁극적인 원리와 체계를 밝히지 않고는 단 하나의 명제도 발설하지 못하는 완벽주의자였으며
언어적 사실에 대한 총체적 설명을 추구했다.
고대 그리스의 사상에서 로고스가 현상의 다양성 속에서 작동하는 질서와 진리의 표현을 의미한다면, 뮈토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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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적으로는 머나먼 과거에 대한 집단의 기억 속에서 보존된 정보가 전달되는 담론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뮈
토스는 검증 불가능하고 비논증적인 담론을 지칭한다는 점에서 진정성에 기초한 논증적인 담론, 즉 철학자의 담
론임을 스스로 자처하는 로고스에 대립된다. 저자는 소쉬르 원고가 소장된 주네브 대학 공공도서관, 하버드 대
학의 휴턴 라이브러리 등을 방문, 소쉬르 문헌의 판본 현황을 점검함으로써 소쉬르학 성립과정의 역사를 추적하
였다.
신국판 양장본 472쪽 값 20,000원

6

시간과 존재의 빛
신상희 지음
인간에게 시간은 무엇일까? 시계의 추가 움직이는 1초, 1초에 따라(물리적인 시간의 흐름) 인간이 느끼는 시간
의 의미도 동질적으로 인식되는 것일까? 이 책은 바로 인간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겪게 되는 시간 의 의미를
철학적으로 고찰한 것이다. 시간이해에 대한 최초의 진지한 물음을 제시한 아리스토텔레스, 영혼과 정신 속에서
의 시간이해의 장을 펼쳤던 아우구스투누스, 현상학적 시간이해의 정초를 세운 대철학자 후설, 그리고 시간 자
체는 철저히 주관적이지도 않고 또한 철저히 객관적이지도 않다며 본질적 접근방법을 제시한 하이데거. 우리는
시간이해의 첫 출발점을 내디뎠던 아리스토텔레스부터 현대철학의 거장 하이데거에 이르는 시간이해에 관한 철
학적 사유를 통해 시간 속에서 생동하는 존재의 의미를 좀더 다차원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신국판 양장본 472쪽 값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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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컬처북스는 문화현상의 역사적 철학적 이론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올바른 문화 이해를
바탕으로 한 성숙한 문화생활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고자 기획된 시리즈이다.
지금까지 출간된 문화총서들은 표피적인 문화현상에만 국한되어 있거나 특히 외래문화의 수용에 따른 문제점만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어떤 측면에서는 외래문화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한길컬처북스의 지향점은 외래문화뿐만 아니라 우리 고유의 문화에 대해 그 근저에 흐르는 문화논리를 심층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복잡한 다원화시대에 문화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참된 문화지도를 제공할 것이다.

내가 알고 싶은 인도
백좌흠 이광수 김경학 지음
신비의 나라로만 각인되어 있는 인도! 그러나 인도인 역시 부와 권력을 추구하며, 끊임없이 치열한 물질적 정
신적 삶을 영위하고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져 나오는 인도에 관한 기행문이나 사상사적인 서적들에 비해
정작 그 땅에 발붙이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부재한 실정이다. 이 책은 인도에
대한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인도의 실체에 접근하고 있다. 인도의 개략적인 역사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인도 사회 전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친근감 있게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인도 사회의 객관적
인식을 제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도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보통 사람들
에게 보다 균형잡힌 인도에 대한 시각을 제공해줄 것이다.
인도사회이해를위한기본시각｜인도인의일상생활｜인도의카스트제도｜인도근대역사의전개｜독립이후의인도정치｜독립
이후의인도경제｜힌두종교와힌두이데올로기｜인도의사회운동
신국판 반양장 336쪽 값 10,000원

근대시민사회사상사
홍사중 지음
사회사상은 무엇보다도 기존질서에 비판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새로운 이상적 조직으로써 극복하려는 사상이 된
다. 한마디로 그것은 사회개조를 의도하는 사상이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상은 그것들을 낳고 또는 일반화시
킨 시대정신과 직결된다. 사상사 연구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시대정신을 올바르게 찾아 그것이 어째서 그처럼
주류를 이루고 세력을 펼칠 수 있었느냐를 파악하는 데 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사상의 흐름을 너무 도식
적으로 설명하게 되는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이 책은 서양의 역사 속에서 지금의 서양을 있게 한 역사적 과
정을 사상사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것은 곧 계몽 의 시대를 의미하며, 역사발전을 긍
정했던 시대이다. 2세기가 넘는 혁명과 반혁명, 진보와 보수, 시민계급과 반시민계급,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자
본주의와 반자본주의의 대립과 투쟁 속에서 사상 은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자신을 인간의 역사 속에 내맡긴
것이다.
근대시민혁명의 논리｜혁명의 사상적 기반-계몽주의｜프랑스혁명의사상｜민족주의의 등장｜낭만적반동｜낭만주의의 전개｜7월
혁명과자유주의｜해체기의시민사상｜시민사회로부터대중사회로
신국판 반양장 468쪽 값 1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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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민족부흥운동사
루이지 살바토렐리 지음｜곽차섭 옮김
사상과 행동의 합일 이라는 마치니적 체취가 풍기는 실천적 지식인 살바토렐리의 삶이 짙게 배어나는 이 책은
강렬하고도 참여적인 필치로 19세기 이탈리아사의 본질적 문제들을 지적해냄으로써 지금까지도 여전히 유효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민족주의적 편향을 보이는 사보이아 신화에 반대하여 당시의 유럽과 세계가 직면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는 리소르지멘토의 전망을 주장하였다. 우리가 이탈리아 민족 통일의 과정을 세계사 속의
한 계기로서 인식하려 할 때, 이러한 전망은 당시의 사상가와 인민 운동에 기여했던 리소르지멘토의 가치들이
지금도 여전히 그 빛을 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책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연대기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유럽사 전체에 대한 저자의 독창적인 해석이 빛나고 있는, 진보적 자유주의 내지는 민주 공화주의 계열의 한
지식인에 의한 사론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리소르지멘토의문제｜18세기｜최초의혁명적위기｜결정적노력들｜민족혁명｜통일｜포스트리소르지멘토의위기
신국판 반양장 288쪽 값 10,000원

세계과학문명사 I II
콜린 A. 로넌 지음｜김동광 권복규 옮김
과학이 여성과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평범한 사람들에게 점차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오늘날의 문명세계에서,
과학이 어떻게 생겨나고 어떤 과정을 통해 발전해왔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고도 시급한 일이다. 이런 접
근을 통해서만 우리는 인간 지성의 영광으로 가득 찬 모험을 올바로 인식할 수 있다. 과학은 사람들 자신이 몸
담고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해 느끼는 천성적인 호기심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했으며, 지구상의 모든 문명에서 등장
했다. 이 한 권의 책 속에서 우리는 초기 문명에서 현대 문명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 걸쳐 이루어진 과학과
과학사상의 발전과정을 개괄함으로써 과학의 역사가 매우 흥미로운 지적 모험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과학의 기원｜그리스의 과학｜중국의 과학｜힌두와 인도의 과학｜아라비아의 과학｜로마와 중세의 과학｜르네상스부터 과학혁명
까지｜17세기와 18세기의유럽과학｜19세기의과학｜20세기의과학
신국판 반양장 각권 450쪽 내외 각권 값 13,000원

일본의 사상
마루야마 마사오 지음｜김석근 옮김
전후(戰後) 일본 지성계를 대표하는 지식인이자 사상가로서 한 시대를 상징적으로 살다간 마루야마 마사오(19 1
4～1996). 일본의 사상 은 일본인의 정신구조와 행동원리, 그리고 일본 사회의 운영원리에 가하는 그의 예리
한 분석과 비판에 다름 아니다. 그는 자신의 독자적인 개념들, 예컨대 무구조의 전통 무책임의 구조 이론신
앙과 실감신앙 부챗살 유형과 문어항아리 유형 이다라는 것과 하다라는 것 등의 개념을 통해서 일본사상의
전체적인 구조와 특질을 오롯이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그같은 작업을 추동해간 근본적인 동기는 한 사람의 일
본인으로서의 자기비판 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사상｜근대일본의사상과문학-하나의사례연구｜사상의존재양태에대하여｜ 이다 라는것과 하다 라는것
신국판 반양장 292쪽 값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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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경제학자
마르크스에서 케인스까지

J . A. 슘페터 지음｜정도영 옮김｜전철환 해제
이 책은 마르크스에서 케인스까지 열 명의 경제학자에 대한 평전을 엮은 것이다. 이들은 모두 근대경제학의 형
성과 발전에 지울 수 없는 기념비적 자취를 남긴 거인들이다. 저자 슘페터는 빈학파, 로잔학파, 케임브리지학파,
케인스학파의 형성과 활동 시기를 두루 거치고 있어, 그 자신이 곧 근대경제학 역사의 참가자인 동시에 산 증
인이다. 따라서 이 책은 그 위대한 경제학자들의 삶과 업적에 대한 가장 생생하고도 정확한 증언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수록된 글들이 추도 형식이나 탄생, 저서의 출간을 기념하기 위해 씌어졌으나, 그들의 이론에 대해
서 무조건 동정적이거나 호의적이지만은 않다. 그들 각각의 경제학자들이 어떤 비전하에서 어떤 분석기술을 가
지고 경제학을 연구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이론을 제공했는지를 객관적이고 엄정한
눈으로 살폈다.
카를 마르크스｜레옹 발라｜카를 멩거｜앨프레드마셜｜빌프레도파레토｜오이겐폰뵘-바베르크｜프랭크타우식｜어빙피셔｜웨
슬리미첼｜존케인스｜부록
신국판 반양장 492쪽 값 15,000원

현대와 탈현대의 사회사상
전경갑 지음
구조주의와 현상학으로부터 포스트모더니즘에 이르는 우리시대의 사회사상을 상호관련적 문제의식에 착안하여
개관한 것이 현대와 탈현대의 사회사상 이다. 사르트르와 레비스트로스 간의 첨예한 대립에서 비롯된 1960년
대의 현상학과 구조주의 간의 논쟁은 의식적 주체와 무의식적 구조를 각기 사회적 현상의 결정요인으로 보는
반명제의 관계였다. 이와 같이 현상학과 구조주의가 근본적으로 대립된 사조이긴 하지만, 관점에 따라서는 공통
된 요인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현대 의 문제를 통찰하고 있는 개개의 사상과 사조의 입장
에서 지금 우리 시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소쉬르의 구조언어학｜레비스트로스의 구조인류학｜훗설의 현상학｜하이데거의 존재론｜사르트르의 현상학적 실존주의｜데리다
의해체이론｜라깡의언어학적정신분석｜푸코의지식과권력이론｜고전적실증주의｜비엔나학파의논리실증주의｜포퍼의과학철
학과 사회철학｜루카치와 그람시｜프랑크푸르트학파의 비판이론｜하버마스의비판이론｜니체의 선구적통찰｜료타르의 탈현대적
인식론｜제임슨의자본주의문화론｜보드리야르의탈현대적기호론
신국판 반양장 454쪽 값 13,000원

축제와 문명
장 뒤비뇨 지음｜류정아 옮김
이 책은 일반적으로 인류학에서 잊힌 몇몇 이단적이거나 아노미적인 표현들에 대한 보다 엄격한 고찰과 이것에
서 앎의 기쁨 을 얻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씌어진 책이다. 특히 단절성이 나타나는 축제의 순간에는 인간
에게 잠깐이나마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는 점이 뒤비뇨로 하여금 긴 축제의 여정에 동참하게 한다. 이것은 모호
한 일상생활 의 습관과 규칙을 지키는 타성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그래서 축제는 때로는 무례하고 신랄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단히 치밀하고 예민한 상상적 창조의 순간이 되고, 이른바 예술 의 본질 내에서 발견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되기도 한다. 축제는 한마디로 다시 태어나야 할 죽음과 삶, 꿈 사이의 대화이다. 그것은 흥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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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 전복이며, 문화의 표상이 아니라 문화의 파괴이다. 혼미와 희열이 존재하는 축제의 흥분 속에서 신과
인간이 결합하는 것이다.
머리말｜인간에게해당하는영역｜상징적인환각｜더이상파괴할수없는세상｜축제속의이념, 이념속의축제｜전도(顚倒)와축
제｜오늘날의축제
신국판 반양장 296쪽 값 10,000원

대학의 역사
이석우 지음
대학은 서양 중세의 산물이다. 그리고 대학은 세워진 것이 아니라 형성된 것이다. 12세기 무렵부터 대학은 2,3
백 년의 세월을 두고 형성되었으며 어떤 면에서는 지금도 연속과 단절의 변화를 겪는 과정에 있다. 그 점에서
대학은 고정된 제도가 아니라 살아서 꿈틀거리는 생명체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서양의 대학사를 정밀하게 연
구 검토함으로써 우리 대학이 나아갈 길과 바람직한 상아탑이 무엇인지 답해주고 있다. 학문과 양심의 자유
의 최후의 보루로서 대학사회가 갖는 다양한 기능이 자율적 독립 속에서 사회와 관계해야 할 때 진정한 대학의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음을 저자는 강조한다.
대학의 형성원인은 무엇인가｜대학형성기의 조건과환경｜코뮌과의대립속에서성장한볼로냐대학｜파리대학, 학문태동의중
심지｜파리 대학, 도전과 응전｜자기 방식을 찾아간 옥스퍼드 대학｜대학의구성체와 운영｜입학, 교과 과정과 학위취득｜중세의
지성, 대학현실, 그리고사회진출｜중세후기대학환경의변화｜중세대학의현재적의미
신국판 반양장 504쪽 값 18,000원

회상의 열차를 타고
강만길 지음
이 책은 저자가 1997년 9월 10일부터 9박 10일 동안, 1937년 소련의 스탈린 정권하에서 이루어진 연해주 지
역 우리 동포의 중앙아시아로의 강제이주 60주년을 맞아 러시아 고려인협회와 한국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본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에 참가하여 그 여정에 따라 역사적 사실을 반추해보기도 하고, 실제 강제이주 당
한 고려인들과의 인터뷰 등을 담담한 문체로 기록한 것이다. 조국 해방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웠던 연해주 지
역 우리 민족의 파란만장한 역사를 의미심장하게 추적하는 역사학자의 고뇌가 잘 드러나 있다.
고려인의명예회복을위하여｜민족해방운동의걸출한지도자들｜시베리아에묻힌유격대원들｜중앙아시아에숨쉬는민족문화
신국판 반양장 280쪽 값 10,000원

합리적인 너무도 합리적인
인물로 읽는 독일문화사

신일희 외 지음
우리는 특정한 민족을 생각할 때 한 개인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그 민족의 고유한 또는 고유하다고 생각되는
성격을 전제하게 된다. 합리적인, 너무나 합리적인 이것이 독일인과 독일문화에 대한 여러 생각들을 관통하는
일관된 분위기이리라. 칸트, 니체, 괴테, 토마스 만, 카프카, 릴케, 하이데거⋯⋯ 독일 이라는 말과 함께 떠오르
는 숱한 이름들. 그것은 서양적인 것 너무나 서양적인 것에 대한 상징이다. 우리가 서양을 분화된 시각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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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했을 때 독일은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을 이상적으로 투영한 서양문화 그 자체였던 것이다. 이 책은 독일
의 대표적인 인물들을 통해 합리적인 너무나 합리적인으로 대변되는 독일문화의 이중성을 되짚어봄으로써 문화
적 차이와 그 사이를 관통하는 관용과 대화의 길을 모색한다.
평등과 관용을위한 교육-레싱(정영근)｜메피스토펠레스, 그유혹의현상학-괴테(이영임)｜독일문학에나타난사랑 결혼 이혼-소
피에서 에피까지(김임구)｜좥펜테질레아좦에나타난 사랑의이율배반-클라이스트(변난수)｜여성등장인물로본카프카문학-카프카
(한경숙)｜좥파우스트 박사좦에 나타난 어린 인어 아가씨 의정체-토마스만(장성현)｜사회주의의영원한혁명가-로자룩셈부르크
(박미애)｜영화와 이데올로기-벤야민 브레히트 괴벨스(임정택)｜서양의 노자-하이데거(이진우)｜한국과 독일의 문화적 간격-묄
렌도르프 전혜린 김영희(신일희)
신국판 반양장 3 12쪽 값 10,000원

욕망의 통제와 탈주
전경갑 지음
이 책은 스피노자, 쇼펜하우어, 니체, 프로이트, 라캉, 라이히, 마르쿠제, 푸코 등 주로 들뢰즈와 가타리의 유물
론적 욕망이론과 관계가 깊은 이론들을 체계적으로 해설하면서 그 동안 간과해 왔던 자본주의의 병리적 측면에
대한 비판을 가한다.
저자는 자본주의 사회가 인간의 욕망을 철저히 관리하는 사회고, 거짓된 욕망을 한껏 부추기면서도 인간 욕망의
에너지가 창조적 자아실현에 투여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해방된 욕망의 흐름을 가차없이 통제하는 파시즘적 사
회라고도 말한다. 또 주체의 명증한 의식과 논리를 재확립하여 건전한 소통을 이루고자 하는 이성의 몸부림과,
결코 포획될 수 없는 욕망의 본질적 속성으로부터 탈주의 가능성을 밝혀내려는 유물론적 욕망이론은 현대 사회
를 구제하고자 하는 두 패러다임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욕망의 계보를 파악하는 중요한 준거틀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신국판 반양장 272쪽 값 10,000원

몸 또는 욕망의 사다리
이거룡 외 지음
근대적 거대이성 이 꿈꾸었던 인본주의적 유토피아가 인간 이성의 숙명적 야만 만을 확인시켜준 채 저물어가
는 20세기의 끝 무렵, 인간복제의 기술적 가능성이 운위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왜 몸 을 논하는가. 절망의 몸
부림인가 희망의 몸짓인가.
좋건 싫건 세계사적 대세가 된 서구적 근대화의 단맛과 쓴맛을 체감하며 살아가는 동양 속의 한국인으로서 우
리는 여전히 묻고 있다. 우리 는 누구인가? 우리 는 무엇인가? 답은 쉽지 않다. 서구적 이성이 내보여준 요지
경의 현란함은 이제 더 이상 큰 매력이 아니다.
숨을 가다듬고 조심스레 우리의 몸을 살펴보고 느껴본다. 그리고 우리의 몸에 각인된 의미의 뿌리를 캐묻는다.
여러 겹이고 여러 갈래다. 몸에 대한, 몸을 통한 다양한 사유가능성을 찾아보려는 우리에게 여기 장구하고도 심
오한 인도철학의 몸사상에서 사이보그의 이론적 탄생에 이르기까지 우리 의 몸을 얽어 짜고 있는 담론들이 한
꺼풀 한 꺼풀 가닥가닥 드러난다.
신국판 반양장 304쪽 값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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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전의 발견
이우성 지음
옛책이라고 하여 다 고전은 아니다. 역사를 통하여 여과된 것만이 고전이다. 또한 고전이라고 하여 모든 것이
누구에게나 좋은 것은 아니다. 읽는 사람의 눈을 통하여 가슴에 와닿을 때 비로소 고전의 값을 하는 것이다.
한국학의 대가 이우성 선생이 이 책 서문에 밝힌 글이다. 이 책은 우리 고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꼭 알
아야 할 서지적 지식을 아주 쉽고 평이하게 기술하여 고전의 중요성과 그 사상사적 흐름을 개괄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훌륭한 입문서다. 예를 들어 정약용의 여유당전서 를 다룬 글을 보면, 다산 정약용의 가계(家系)와
교우관계, 성장과정, 그리고 그의 학풍과 시대적 배경 속에서의 그의 사상사적 특질 등을 살펴본 후 그의 대표
적 저작물인 여유당전서 에 대한 해설을 싣고 있다.
신국판 반양장 560쪽 값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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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

넥스트에서는 세상을 읽는 지식과 당신을 변화시키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역사 사상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고급스러운 정보를 쉬운 방식으로 독자들에게 제공합니다.
적당한 책의 분량, 사진과 그림이 함께 있는 비주얼한 편집, 활자매체만이 다룰 수 있는 고급정보, 속도감 있게
읽을 수 있는 간결한 문장으로 앞서가는 독자들에게 진정한 책읽기의 즐거움을 드립니다.

1

원형의 유혹
김용운 지음
원형은 민족이 처음 형성되었을 때 그것과 함께 태어난 민족의 얼이며, 그 민족의 집합적 무의식이다. 개인의
행동뿐만 아니라 종교 정치 관습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원형은 추출된다.
이러한 원형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기존 원형이 새로운 환경조건에 적응하면서 새로운 원형이 생겨나는데 역사
는 이 원형과 시대적 상황과의 긴장관계 속에서 전개된다.
원형과 종교는 또한 어떠한 관계인가. 응석을 부리는 듯한 동양의 종교와 종교재판, 마녀재판 등 비관용적이고
냉엄한 서양의 종교는 서로 다르다. 인류와 문화의 미래가 보편종교로 단일화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민족원
형과 각 종교의 강한 개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맥락에서 보는 게 현명하다고 필자는 보고 있다.
이 책에서 필자는 마지막으로 구조주의의 틀로 여러 문화유형론과 토인비 마르크스 사마천 등의 역사관을 원
형과 비교 분석하고 있다.
원형론의출발｜원형론의철학｜원형의심층｜문명유형론｜원형과문화｜종교｜풍토와사회｜민족｜원형사관｜원형론과한국인
신국판 반양장 400쪽 값 7,000원

2

인간동물원
데스먼드 모리스 지음｜김석희 옮김
털없는 원숭이 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데스먼드 모리스는 털없는 원숭이 가 만들어낸 문명과 사회를, 그리고
그 안에서 부대끼며 살고 있는 현대인의 고독한 초상을 그린다.
인간동물원 은 우리 현대인이 몸담고 살아가는 도시 환경을 냉소적으로 비유한 표현이다. 자연에서 사는 야생
동물은 자해행위나 자위행위를 하지 않는다. 어버이나 자식을 공격하지 않는다. 위궤양이나 비만증에 걸리지 않
는다. 성도착자가 되거나 동성애에 탐닉하지 않는다. 살육을 저지르지도 않는다.
그러나 동물원의 저 철책 안에 갇힌 동물들은 이 기계적인 도시에서 살아가는 인간과 너무나 똑같은 신경증적
행동양식을 보인다. 도시는 콘크리트 정글 이 아니라 인간동물원 인 것이다.
인류는 도시라는 문명의 탑을 세웠지만 인간의 생물학적 본성은 아직도 거기에 적응하는 메커니즘을 갖추지 못
했다. 지위를 다투고, 소유를 다투고, 섹스를 다투며 개인과 개인이 다투고, 집단과 집단이 다투고, 민족과 민족
이 다투고, 국가와 국가가 다투고, 문명과 문명이 다툰다. 누가 끝없이 내달려가는 위험천만한, 흥미로운 이 경
기를 호루라기를 불어 멈출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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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과초부족｜지위와초지위｜섹스와초섹스｜내집단과외집단｜각인과잘못된각인｜자극투쟁｜어린애같은어른
신국판 반양장 268쪽 값 6,000원

3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그래도 지구는 돈다 고 말하지 않았다
게르하르트 프라우제 지음｜서정복 옮김
당신은 진실로 알려진 거짓에 걸려들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역사적 사실이 항상
진실은 아니다. 사전(事典)적 지식에 의하면 전기 는 근세에 와서야 처음 알려져 이용하게 되었다고 씌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미 2천 년 전에 파르티아인이 전지를 사용해서 만들어낸 전류를 이용하고 있었다. 마르틴
루터가 면죄부에 관한 테제를 비텐베르크 성의 문짝에다 내붙였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하나도 없다. 또한 고대 올림픽이 오로지 순수한 명예를 위한 아마추어들의 경기였다는 사실의 유포, 나
폴레옹이 러시아 원정에서 파국을 맞은 것은 혹독한 겨울 때문이었다는 사실, 자본주의 사회의 변화에 따라 노
동의 의미를 부각하기 위해 루터가 의도하였든 의도하지 않았든 노동을 멋지다고 번역한 것 등이 그것이다. 이
책을 펴는 순간 진실과 거짓의 아슬아슬한 게임이 시작된다.
갈릴레이｜기요틴｜나폴레옹｜루터｜마녀｜마리아 막달레나｜모차르트｜바스티유｜바이킹｜바티칸｜베들레헴｜3왕(동방의 세
박사)｜슈토이벤(스튜벤)｜신전｜십자가처형｜아우토반｜예수수태｜클레오파트라｜틀니｜파라오의저주｜흡연회의
신국판 반양장 294쪽 값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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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굴에서 들려오는 하프소리
스티븐 버트먼 지음｜김석희 옮김
이 책은 고고학의 모험담 이다. 학문으로서의 고고학이 아니라 모험으로서의 고고학, 고고학적 발견과 발굴에
얽힌 이야기들이 수천 년에 걸친 과거 속으로 우리를 안내한다.
이집트의 피라미드에서 트로이의 성벽으로, 사해 기슭의 황야에서 폼페이의 매춘굴로, 중국의 만리장성에서 황
량한 이스터 섬의 벼랑으로, 인더스 계곡의 폐허에서 안데스 산맥의 동굴 속으로 우리를 데려다줄 것이다. 이집
트의 투탕카멘 왕과 트로이의 헬레네, 잉글랜드의 아서 왕, 중국의 진시황제 같은 이름난 인물들, 사랑스러운
이집트 소녀와 태양신에게 산제물로 바쳐진 소년, 로마에 맞서 최후의 항전을 벌이다 죽은 마사다 요새의 전사
들, 바로 이들의 삶을 흙먼지 속에서 끄집어내어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으로 복원한다.
선사시대의 그림들｜수메르 문명｜이집트의 미라들｜투탕카멘 왕과 그의 왕비｜인더스 계곡의 도시들｜미노타우로스의 전설｜트
로이의 유적｜지중해의 수중 고고학｜에트루니아 고분｜폼페이 최후의 순간들｜마사다 농성｜사해 고문서｜토리노의 수의｜초기
기독교｜로마시대의이집트｜로마시대의브리튼섬｜덴마크의인신공양｜아서왕이야기｜잉글랜드최고(最古)의왕릉｜중국진
시황제의무덤｜이스터섬의수수께끼｜마야의피라미드｜치첸이차의비밀｜아스텍제국｜잉카제국｜제임스타운의세계
신국판 반양장 294쪽 값 6,000원

5

오사리 잡놈들
이훈종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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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취와 해학이 물씬 풍겨나는 이야기들을 이훈종 선생은 여기서 잔뜩 풀어놓았다. 그런데
잡놈 중의 잡놈을 왜 하필 오사리 잡놈이라고 하는 것일까? 새우는 원래 유월에 잡히는 것이 굵고 깨끗해서 육
젓을 최고로 치는데 오월 사리 때 건져올린 새우들 틈에는 꼴뚜기, 밴댕이, 게새끼 등등이 심심치 않게 섞여 있
으니 이를 오사리 잡놈들이라고 하는 것이다.
온갖 구수한 이야기들이 여기 가득 들어 있으니 이 책의 제목이 오사리 잡놈들인 건 얼마나 그럴 듯한가. 밝은
일년을 설계하는 데 고약한 것이 있거들랑 우리 딸아이는 제쳐놓고 더 예쁘고 앙증맞은 거에 들러붙으라는 뜻
에서 풀각시를 만들어 갖고 놀다가 한 달쯤 지나면 신나게 짓밟아 거름구덩이에 버리는 풍습이며 일꾼설이라는
정월 열엿샛날, 추석이 가까워지면 온 동네가 다 나와서 다리를 놓았던 이야기 하며 1년 중 가장 성스러운 달
이라는 10월 상달 등 우리의 사라진 여러 풍습들 얘기가 자자하다.
이외에도 종로에 뒷골목이 많은 사연, 세종로 네거리의 황토마루, 시장에서 장국밥 먹는 사연 등 읽기만 해도
우리 선인들의 냄새가 흠뻑 나는 이야기들이 허다하다. 박가와 석가가 면장을 하면 성이 달라진다든지 등쳐먹기
에 이골이 난 놈, 더러운 놈으로 조명이 난 녀석, 한강 이북은 금(金), 한강 이남은 김(金) 등 우리말이 갖고 있
는 해학 넘치는 일화들이 실타래처럼 엮어져 나온다.
오사리잡놈｜사랑에편싸움하는자가무슨자냐｜추석이오면헐었던다리를다시놓는다｜요사이어떻게지내는공? 죽여지이당｜
호박국을 끓여라, 남대문을열어라｜붓도 성깔이있는데살살달래야지｜십리는가도오리는못가는것은｜함박산밑의조래미장
사왜아니오나｜이골이난놈, 조명이난놈｜장수로싸우겠느냐, 진법으로겨루겠느냐｜시어머니가죽으라고방자를했더니
신국판 반양장 252쪽 값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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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부의 작은마누라
이훈종 지음
옛날에는 둘만 모였다 하면 어디서 들었는지 이야기 하나씩을 내놓곤 하였다. 서로 얼굴 마주보며 주거니 받거
니 하다 보면 농한 이야기가 오고가기도 하고 남 흉보는 이야기며 새로 온 낯선 사람 실수하는 얘기며 못돼먹
은 놈 욕이며 끝이 없었다.
그러나 인간미가 사그러든 요즘 우리의 우스갯소리는 이제 틀에 박은, 죽어 있는 것이 되어버렸다. 우리 선인들
의 살냄새며 숨소리가 그대로 막 전해지는 정말 살아 있는 이야기는 없을까? 바로 그 이야기들을 여기 흥부의
작은마누라 에 가득 담았다. 아니, 그런 이야기도 다 있었단 말이오? 흥부의 작은 마누라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이렇게 되받아칠 이가 많을 것이다. 흥부전 을 아는 이는 많아도 이를 아는 이가 없으니 이런 얘기부터 하겠
다고 으름장을 먼저 놓는다.
음식 먹는 얘기는 어떤 이야기보다 맛이 있어 좋다. 유둣날에 먹는 수제비의 유래며 복날 견공이 수난받는 까
닭, 봉이 김선달의 팥죽 일화 등 우리 선조들의 생활을 킁킁거리며 냄새맡을 수 있는 얘기들이 가득 있다. 배때
기가 뱃집보다 경어가 된 기가 막힌 이유에다 방귀먹고 사는 게 뭐냐부터 다 남길 걸 알면서도 고봉으로 담은
밥 이야기, 욕이 되는 인사법 등 좀 낯간지럽고 노골적인 이야기까지 익살과 괘사거리에 실려서 이야기는 척척
넘어간다.
쥐똥 섞인묵은 쌀도잘 챙겨두게｜탈이나니 뉘탓이냐｜함지박돌려쓰며나눠먹는가을떡｜남길걸알면서도고봉으로담은뜻은
｜고신랑똑똑하다소리듣는법｜명산대천에빌어서낳은자식｜지키라고준재산누가먹을래?｜방귀먹고사는게뭐냐｜그물이
삼천코라도벼리가으뜸｜낙양의종이값이오르면｜부엌을들여다보니
신국판 반양장 276쪽 값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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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협객의 칼 끝에 천하가 춤춘다
강효백 지음
협객(俠客)과 문사(文士)는 중국역사라는 무대의 두 주인공이다. 협객과 문사는 사라진 것이 아니다. 역사의 매
막(幕)마다 분장을 달리하여 출현하였을 뿐이다. 지금까지 중국문화를 말할 때, 문사가 역사의 주인공인 것처럼
서술되었다.
그러나 중국문화의 지붕은 유가사상이고 그 지붕 아래의 집은 의협전통이다. 유가사상은 단지 중국 상층사회의
문화와 사상을 대표할 뿐이다. 한제국을 형성한 유방 집단이나, 거지와 탁발승에서 백련교의 비밀결사에 가입하
여 결국 명나라를 창건한 주원장, 가깝게는 정강산과 대장정의 모택동 등 이들이 모두 협객이었다. 중국의 평등
사상은 중국문화를 관통하는 사상 중의 하나이다. 이 사상은 전통비밀결사 홍수전의 태평천국, 손문의 신해혁명,
모택동의 공산주의 등의 외피를 쓰고 끊임없이 이어졌다. 이들은 모두 협객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그렇다면
모택동 이후를 이을 협객은 과연 누구일까.
중국은 선이 아니다. 중국은 면이다. 중국이라는 잔잔한 호수면이 미동하고 있을 때 그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던
것은 수초가 아니라 협객의 칼 이었다. 새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 협객의 칼 이라는 용이 껍질을 찢고 탈피
하고 있었다.
협객의탄생｜유협｜사상과협객｜호협｜협풍｜무림 녹림 비밀결사｜협객의비교｜누군가, 그다음의협객은
신국판 반양장 368쪽 값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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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인간을 만나다
핸버리 브라운 지음｜김동광 옮김
이 책은 세계를 변혁하고 해석해온 과학의 역사를 더듬고 있다. 그리고 과학을 문화와 철학과 연계지으며 과학
그 자체를 다시 해석한다. 또한 과학의 영원한 대립물인 종교를 통해 냉철한 이성의 결과물인 과학을 종교적
입장에서 재고찰하려 한다.
과학이 자본과 만나 세계를 변혁시킨 힘은 가히 놀랍다. 그러나 과학은 또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다. 종교와 일
맥상통할 수도 있는 인간과 우주, 다시 말해 세계 그 자체에 대해 끊임없이 해석하고 그것을 변혁하는 것, 이것
이 바로 과학의 두 얼굴이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문제는 문화와 철학이라는 실존으로서 과학을 어떻게 말해야
하냐는 것이다. 기계론적 과학을 극복한 지는 이미 오래다. 물질의 순환적인 서술구조, 불확실성의 이론, 신과학
운동까지 과학의 기술적 학문적 영역은 넓어졌다. 과학의 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과학의 영역을 이
렇게 넓히게 한 장본인이라는 것은 역설적이기까지 하다. 과학이 어떻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일인지
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물을 수밖에 없다. 이 책 또한 이런 물음의 연속이다.
세계의변혁｜세계를해석한다｜과학의종교적차원
신국판 반양장 272쪽 값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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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종 지음
같은 이야기라도 부풀어오르면 풍을 떤다고 하는데, 용하게 둘러맞추면 수단이 좋다, 또는 능갈친다고 하며 도
가 지나치면 잡놈이라느니 하여 도의적으로 따져서 평하는 이가 있으나, 우리는 능글맞은 기지를 사랑하지 도덕
적으로 따질 관계가 아니니 한손 접어놓고 들어들 두시라. 먼길을 나서려면 우장(雨裝) 한 벌하고 거짓말 세 가
지는 가지고 떠나야 한다는 경상도 말이 있다던데, 막다른 골목에 닥쳤을 때 모면할 지혜는 풍족하게 가질수록
좋을 것이다.
우리 시대 걸쭉한 입담으로 전통문화의 새로운 장을 마련한 이훈종 선생의 이야기판이 새롭게 펼쳐진 이 책에
서 다시금 선조들의 해학과 풍자를 느낄 수 있다.
사주팔자 같은두 사람｜봉변당한 김선달｜귀머거리세늙은이의옛날이야기｜울엄마청춘으로과부노릇힘들더라｜여우대감이
아니니불여우대감이지｜공술얻어먹으러다니는친구｜맏며느리가먹어버린복｜뒤늦은음양을깨달은사위｜거짓말꼭한마디만
｜엉큼한원님의수수께끼｜중은요고개로, 기생은조고개로
신국판 반양장 268쪽 값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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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풍쟁이와 바람쟁이
이훈종 지음
입담 좋은 해학가 이훈종 선생의 이야기 한마당 네번째가 바로 허풍쟁이와 바람쟁이 이다.
우리 민족의 생활상과 여러 풍습들을 이해하는 데 없어서는 안될 해학과 풍자를 통해 현대사회의 각박한 세태
를 꼬집고 있는 이 책에서 독자들은 청량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짧은 해학 한 토막을 들어보자.
평양 사람은 박치기를 잘하고 서울 사람은 물어뜯는 데 이골이 났다고 한다. 한 번은 그 방면의 명인들끼리
양편에서 다가와 딱 하자마자 서울 사람이 저만치 나자빠졌다. 그런데 무언가 뻘건 것을 뱉으면서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다. 네 놈 코가 어떻게 됐는가 만져봐라. 받는 찰나에 코를 물어뜯은 것이다.
푸줏간인심｜과부50명이목놓아울어대니｜사돈에게팔아먹은소｜배갯머리송사｜계집종아들과친구된율곡｜우물에들어앉아
하늘이 작다고하네｜부인에게 절하는 남편｜말많은집은장맛도쓰다｜선조의외증조부는아직도가난해｜잘못들어온재산｜허
풍쟁이와바람쟁이
신국판 반양장 262쪽 값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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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일본인은 오만한가
김용운 지음
저자가 이 책을 쓰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일본에서 한국인 이름 박태혁으로 출간된 추한 한국인 때문이라고
서두에서 밝히고 있다. 이 책은 일본의 극우파 지식인인 가세 데아기가 쓴 것임이 밝혀졌다.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배가 정당했음을 주장하는 이 책의 의도는 분명 아직도 일본사회 내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그릇된 시각이 팽배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에 대해 저자는 감정적 대응으로서가 아닌
그가 원형의 유혹 에서 밝혔던 원형사관으로 치밀하게 일본인의 의식구조를 분석 조명하고 있다.
총 5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일본인의 의식구조 밑바탕에 깔려 있는 소아병적 사고와 일본 엘리트 지식인의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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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 그리고 역사적으로 자기본위적인 생활방식을 고집해온 실상을 파헤치고 있다.
일본인이여국제인이돼라｜추한일본인｜일본식민주의의실상｜일본인이추해질때｜한일의바람직한미래
신국판 반양장 242쪽 값 6,000원

12

식인과 제왕
마빈 해리스 지음｜정도영 옮김
식인과 제왕 은 이제까지 나온 마빈 해리스의 다른 저서들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제까지의 다른 저
서들이 다양한 문화현상들을 단편적으로 다룬 것들이라면, 식인과 제왕 은 인류의 문명사를 체계적으로 서술한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해리스의 전 면모를 볼 수 있는 책으로, 마야 잉카 문화의 식인풍습과 특이한 종교,
정치 그리고 고대 아시아에서의 전체주의적 절대권력의 성립, 자본주의의 기원, 산업사회의 거품적 성격 등을
해부하고 설명해놓았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인류문명에 대한 통사라고 할 수 있으며, 해리스의 여러 저서들
중에서뿐만 아니라 인류학계 전체를 통틀어 매우 유니크하다.
이 책이 미국에서 출간되었을 당시, 워싱턴포스트 지는 인류의 문화와 사회의 흥망의 과정에 대한 거역할 수
없는 무게 있는 해석 이라고 극찬하였다.
서론｜문화와자연｜에덴 동산에도살인은있었다｜농업의기원｜전쟁의기원｜동물성단백질과여자와 사나운부족 야노마모｜
남성지배제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기원｜원시국가의 기원｜콜럼버스 이전에 메소아메리카의 시원국가들｜식인 왕국｜고마운
어린양｜육식금기｜어째서 거룩한암소 인가｜물의 올가미 ｜자본주의는어떻게발생했는가｜거품같은공업｜에필로그
신국판 반양장 3 10쪽 값 8,000원

13

기억창고
보리스 세르게이예프 지음｜정계섭 나선희 하정희 옮김
인간의 기억창고를 찾는 일은 아주 매력적이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그것을 찾아낼 수 없었던 것일까!
위, 심장, 그리고 인체의 수많은 다른 구석은 살펴보았지만 두개골 안에 시선을 던질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다.
시각, 청각, 그리고 근육운동적 인상들의 기억이 집중되어 있는 대뇌피질을 찾아낸 후 우리의 모든 지성이 다
락방 의 맨 위층, 즉 대뇌피질의 뉴런들 속에 저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뇌에 대
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이다. 이제 미궁을 헤매며 다락방 안의 고도의 특수장치를 찾아내야 한다. 뇌의 창조적
활동, 뇌의 가능성을 만나는 곳이 바로 여기이다.
1킬로그램의모험｜미궁의실｜정보사령국의24시｜진화의계단을내려오면서｜패배한소송｜쌍둥이｜세계로난창｜도브트친스
키와보브트친스키｜창고｜ 모르페우스-영화 스튜디오｜네가기뻐하기때문에난슬프다
신국판 반양장 420쪽 값 9,000원

14

콘티키
소르 헤이에르달 지음｜황의방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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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티키 는 하나의 대담한 모험기이면서, 동시에 인류학적 성격이 짙게 풍기는 책이다. 이 책은 1948년 노르웨
이에서 초판이 나온 이래 스웨덴어, 네덜란드어, 핀란드어, 독일어, 덴마크어, 이탈리아어, 영어, 그리고 다른 수
많은 언어로 번역되었다.
저자인 소르 헤이에르달은 노르웨이의 인류학자이며 탐험가로 콘티키호의 항해를 토대로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폴리네시아로 이주해왔다는 종래의 학설에 대하여 폴리네시아 문화는 페루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
다. 또한 폴리네시아인의 티키 숭배는 잉카의 신 콘티키에서 유래한 것임을 밝혔다. 저자는 실제로 뗏목을 만드
는 것에서부터 온갖 위험스러운, 때론 우습기까지 한 바다 위에서의 모험, 그리고 극적인 불시착, 섬 원주민들
의 훌라춤까지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다. 함께 바다 항해를 하는 동안 우리는 일상으로부터 건강한 그리고 매혹
스러운 탈출을 맛보게 된다.
태평양의 수수께끼｜탐험가 클럽｜콘티키호의 탄생｜바다의눈｜알 수 없는 방문객들｜표지 없는 바다｜아, 저기가 천국｜폴리네
시아인들과의축제
신국판 반양장 378쪽 값 9,000원

15

위대한 역사가 사마천
버튼 원슨 지음｜박혜숙 옮김
사마천은 전제군주인 무제(武帝)의 치하에서 역사와 인간의 선의(善意)를 옹호하고자 혼신의 힘으로 사기 를 집
필했다. 자결의 길을 택하지 않고 치욕스러운 궁형(宮刑)을 받으면서까지 목숨을 부지했던 것은, 오로지 사기
를 완성하고자 하는 일념에서였다. 사기 가 사마천의 혼을 담게 된 것, 그리고 인간과 역사에 대해 깊은 성찰
을 보여주게 된 것은 그러므로 우연이 아니다.
이 책의 저자 원슨은 서양의 독자들에게 사기 의 감동을 전달하고자 이 책을 썼다. 따라서 전문적인 연구서이
면서도 그 저술의도와 관련하여 대단히 평이하고 자상한 저술을 해놓고 있기에, 사기 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은 물론이려니와 별로 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게 읽을 수 있으며, 사기 의 본질에 성큼 다가설 수 있게 해
준다.
사마천의세계｜사마천의전기｜중국역사서술의시작｜ 사기 의형식｜사마천의사상｜보론
신국판 반양장 3 14쪽 값 8,000원

16

다산기행
박석무 지음
다산의 생각과 정신은 오늘날 더욱 새롭고 값이 높다. 비록 앞선 시대, 그것도 조선 후기라는 약 200여 년 전
의 학자라고 하지만, 다산이 이룩해놓은 업적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부패와 비리에 대한
일침으로 그 의의가 있다. 더욱이 진정한 의미의 지식인으로 시대의 억압과 폭력 앞에서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자신의 의지를 펼쳐나간 기개는 하나의 표상임에 틀림없다. 다산이 쓴 글들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토대로, 그리
고 여러 번 답사를 통해 체득한 다산의 정기가 저자의 글 속에 그대로 녹아 들어 있다.
논개의 의혼에젖은 다산｜현인이 지나가면산천도 빛이난다｜아내에게띄우는그리움의시｜유배의고통을달랜저술작업｜고성
사와 우두봉에쌓인 한｜봉곡사에서 만난다산과 성호｜요새지에뜨는달｜아들에게보내는편지｜다산의참모습을보여준이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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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성인의도는음악이아니면행해지지않는다｜백성은토지로밭을삼고관리는백성으로밭을삼는다｜다홍치마다섯폭에담
긴 뜻｜시는 간림(諫林)이다｜구도자의 고독｜다산의재물관｜역사의식과지식인상｜어둠의 시대를꿰뚫다｜다산과불교｜빛고을
의후덕한어머니, 무등산｜다산을다시돌아본다｜정약용, 그의시대와사상｜해남 강진의유배지문화
신국판 반양장 300쪽 값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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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의 인간과 지성을 탐구한다
한길사가 창사 20주년 특별기획으로 간행한 역사 속의 인간과 지성을 탐구한다는 한길사의 20년 출판정신을
보여주는 대형기획물이다. 한길사는 지난 20년간 역사와 인간, 사회와 사상, 문화와 예술과 인문 교양, 민족과 세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주제들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담론 형성에 이바지해왔다. 이 세 권의 책은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글들을 가려뽑은 앤솔러지이다. 이는 한길사의 출판지향을 보여줄 뿐 아니라 한국사회의
지적 역량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수록된 글들은 오늘의 사상신서 사회와 사상 오늘의 책 한국사회연구 제3세계연구 한길그레이트북스 등
지난 20년간 한길사가 이미 기획했거나 기획이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단행본 또는 잡지 무크지에 발표된 글들
가운데 주제별로 체계화시켜 편집한 것이다.

한길사 창사 20주년 특별기획

김재용 윤형식 이삼성 한정숙 편

1

역사와 지성
우리 민족의 이상(함석헌)｜한국의 사회사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이우성)｜한국의 철학적 전통에 대한 주체적 관점(유초하)｜말과
글의 관계(이오덕)｜민족의 언어, 민중의 시(고은)｜모국어란 무엇인가(이명현)｜우리 현대사를 어떻게 쓸 것인가(강만길)｜해방의
민족사적 인식(송건호)｜민족경제와 국민경제(박현채)｜한국민주주의의 이론과 실천(최장집)｜한국사회학, 그 몰역사성의 성격(김
진균)｜분단시대의 사회학(이효재)｜한국현대사와 반미주의의 역사적 기원(이삼성)｜국토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박태순)｜길의
역사 길의 사상(최영준)｜지리산의 정신사와 저항사(이이화)｜해남 강진의 유배지문화(박석무)｜남한강 유역 담뱃고을의 서정(신
경림)｜이성의 안팎(송두율)｜민족주의의 양면성(차기벽)｜식민지 일본인의 정신구조(윤건차)｜정치와 언어(이종은)｜자본주의 사
회와언어헤게모니(이병혁)｜문화 미디어 이데올로기(스튜어트홀)｜현대속의동양사상(송두율)｜강이앓는소리(최기철)｜과학
기술 인간(송두율)｜과학의 중립성에 관한 신화(힐러리로즈, 스티븐로즈)｜이데올로기로서의기술과 과학(위르겐 하버마스)｜
현대환경론의이해(데이비드페퍼)｜한국인의자연관과과학사상(김용운)｜자원이용과생태환경의위기(최병두)
크라운판 양장본 756쪽 값 15,000원

2

사람과 사상
남명조식의학문세계와실천(김충렬)｜정인홍의정치사상과현실인식(이이화)｜ 경세유표 에나타난정약용의국가개혁론(김태영)
｜민족주의 사학자 신채호의 생애와 사상(신용하)｜함석헌의 평화사상(안병무)｜민족의 양심 김구의 사상과 행동(송건호)｜일제시
대의투철한실천유학자김창숙(송항룡)｜8 15를전후한여운형의정치활동(이동화)｜조소앙과삼균주의(강만길)｜항일의영웅김
원봉(염인호)｜중국혁명과 김산(이회성)｜18세기의 문예운동과 박지원(박태순)｜임화의삶과 문학(김재용)｜혁명적 지식인 김태준
(임대식)｜현실주의 정치사상의원류 마키아벨리(조지세이빈)｜토머스홉스：만인에대한만인의투쟁(조지세이빈)｜정통적자유
주의 사상가 토크빌(강정인)｜하이데거：지식인의 역사적책임(김의수)｜현대기호학의창시자퍼스(윤형식)｜스라파：마르크스경
제사상의 수정과 보완(안석교)｜애덤 스미스와 현대경제학(변형윤)｜자유주의 경제학자 파레토(슘페터)｜20세기를 이끈 경제학자
케인스(슘페터)｜모순과 자기부정의 철학자 미셸 푸코(오생근)｜문명화과정의 이론과 엘리아스(최재현)｜사마천의 역사사상(후외
려)｜모순：혁명문학과 리얼리즘의 사이(성민엽)｜조지프 니덤：중국과학사상에의 대장정(송상용)｜카브랄：제3세계 민족운동의
이론과실천(이종욱)｜아민과제3세계사회과학의전망(김윤자)
크라운판 양장본 824쪽 값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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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저의 세계
마르크스 베버 뒤르켐의 지적 상호관계(기든스)｜역사의 바보들(임철규)｜부다페스트학파의 지식인들(반성완)｜풍운아 우상과
이성 일대기(이영희)｜일본파시즘의사상과운동(마루야마마사오)｜프랑크푸르트학파：역사적고통에대결하는지적공동체(전태
국)｜지식인의 빚갚음과 브나로드운동(한정숙)｜ 백과사전 을 만든 18세기의 상황과 지성(이광주)｜나치스의 금서체계와 지식인
(이광주)｜근본악과 세계애의 사상：한나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 (이진우)｜동서철학의 위대한 만남：라다크리슈난의 인도철학
사 (이거룡)｜인류문명을 이끌어가는 추동력은 무엇인가：화이트헤드의 관념의 모험 (오영환)｜생물과학의 인식론적 역사：캉길
렘의 정상과 병리 (이광래)｜현상학적 이성비판：후설의 시간의식 (이종훈)｜총체성의 이념과 변증법적 인식：게오르크 루카치
의 역사와 계급의식 (반성완)｜역사적 체험과 권력의 논리：엘리아스카네티의 군중과 권력 (반성완)｜인간적 삶의 전체 모습에
대한 역사적 탐구：마르크 블로크의 봉건사회 (한정숙)｜종교연구를 통한 서구 전통의 휴머니즘 경고：엘리아데의 종교형태론
(이은봉)｜20세기새로운사유체계로의오솔길：레비-스트로스의 야생의사고 (안정남)｜성서적진리는신화적진리이다：에드먼
드리치의 성서의구조인류학 (신인철)｜인간이성에대한굳건한믿음과새로운사회：위르겐하버마스의 의사소통행위이론 (전
태국)｜플로베르에대한전인적이해：사르트르의 집안의천치 (심정섭)｜비극적운명과의싸움：앙드레말로의 희망 (김치수)｜
정치현실의 소설적 구현：조지프 콘래드의 노스트로모 (이상옥)｜마르크스의경제학방법론(김수행)｜지멜과 돈의철학 에대하
여(데이비드 프리스비)｜뒤르켐의 사회학 방법론(기든스)｜헤겔의 역사관(카우프만)｜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과 실증의 문제(성낙
선)
크라운판 양장본 792쪽 값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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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사의 단행본들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부르크하르트 지음｜이상신 옮김
문화사가로서 사학사상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부르크하르트의 명저 세계사적 성찰 의 국내 초역!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세 가지 요소를 국가 종교 문화 로 파악하면서 역사 속에 선 인간의
과제를 차분하고도 냉정하게 설명하고 있다. 거시적이고 체계적인 역사인식의 길잡이!
신국판 반양장 278쪽 값 3,000원

자본주의발달사연구서설
박현채 편역
오늘날 가장 일반적인 생활양식을 이루고 있는 경제체제로서의 자본주의를 그 발전양식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
한 입문서.
우리는 근대화 과정에서 이행 (移行)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검토하려는 편역자의 투철한 역사의식에 힘입어 고
전 자본주의의 전개를 명확히 인식함으로써 구체적인 역사전개과정에 대한 변증법적 인식이 가능함을 알 수 있
다.
신국판 반양장 192쪽 값 2,200원

민족주의：이념과 역사
칼톤 헤이즈 지음｜차기벽 옮김
민족주의 이론에 관한 세계적 석학인 칼톤 헤이즈 교수의 대표작. 민족주의의 개념에서부터 근대 시민혁명을 거
치면서 양차 세계대전을 치른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어떻게 변모 발전되어왔는가를 명쾌히 해명하고 있다.
사납게 물결치고 있는 민족주의의 노도 속에 민족주의가 가진 세계사적 의의, 그 기원과 성격 및 앞으로의 전
망과 문제점까지 명시되어 있다.
신국판 반양장 192쪽 값 2,200원

갈등의 사회적 기능
루이스 A. 코저 지음｜박재환 옮김
갈등에 관한 고전적 정의를 재정립, 갈등연구에 하나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명저. 지멜의 논의를 명제화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다른 사회학자들의 언급과 관련시켜 검토한 후 변혁기의 사회가 체험하는 갈등현상을 적극적으
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해명함으로써, 사회문제와 사회현실을 보는 새 지평을 연 이론서이다. 갈등이론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반드시 접해야 할 필독서이다.
신국판 반양장 200쪽 값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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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위한 변명
마르크 블로크 지음｜정남기 옮김
과거의 가치와 진실이 내동댕이쳐지고 과거의 오류가 거침없이 되풀이되는 상황에서, 역사는 무엇을 의미하는
가? 나치의 포악한 권력에 짓밟힌 조국 프랑스의 해방을 위해 대학의 연구실을 박차고 일어나 레지스탕스운동
에 투신했다가 끝내는 총살형으로 생애를 마감했던 한 위대한 역사가의 역사에 대한 성찰, 역사의 궁극적인 정
당성에 대한 확신이 깃들여 있다.
신국판 반양장 200쪽 값 6,000원

낙동강의 파수꾼
김정한 자전 에세이
☞ 한길산문정신으로 재간행.

인물한국사
역사와 시대를 이끈 50인의 사상과 행동

이이화 지음
이 책은 우리 역사 속에서 부각된 50인의 인물을 다루고 있다. 저자는 이들이 역사에서 모두 한 역할을 했음에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우리 역사를 끌고 왔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들 주변에 무수한 사람들이 뒤엉켜 역
사가 추동되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저자는 역사 인물을 다룰 경우, 자칫하면 영웅주의에 빠지기 쉬움을 지적
한다. 어느 인물의 위치나 역할을 부각시키려다 보면 그 인물에만 몰두한 나머지 객관성을 결여하게 될 수 있
고, 또한 어떤 현실적 목적으로 특정 인물을 영웅으로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모든 인간에게는 선 악의 가치로
양단해버릴 수 없는 개성과 양면성, 다양한 각을 지니고 있기 마련이다. 이 책은 인물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 그
러한 그들의 모습, 역적과 충신, 선인과 악인이란 극단적 잣대로는 담아낼 수 없는 인간의 다양한 면모를 담았
다.
신국판 반양장 340쪽 값 5,000원

지성의 몰락
H. P. 블로이엘 지음｜이광주 옮김
지식인이란 무엇인가? 한 시대를 지배하는 정치권력에 지식인은 어떻게 대응하는가? 현실 정치문제에 대해 판
단할 도덕적 힘도 없었던 기능지식인들, 비스마르크 시대부터 나치의 제3제국까지 정치권력에 의해 와해되는 독
일 대학이 겪었던 상황과 역사, 폭력화한 권력과 그에 기생하여 어용화된 지성을 다큐멘터리로 해부한다.
신국판 반양장 280쪽 값 2,500원

인간을 찾아서
김찬국 수상집
인간이 그리운 시대에 인간다운 인간을 찾아서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하여, 헐벗고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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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받는 가난한 이웃들의 현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오늘도 순수와 열정으로 뛰고 있는 김찬국 교수가 젊은 후배
들에게 들려주는 휴머니즘의 언어! 성격이 모진 데는 없어도 정의감만은 누구보다 강렬한 김찬국 교수의 면모가
전편에 넘쳐 있는 사랑의 선물!
신국판 반양장 262쪽 값 2,500원

옥전차기벽박사화갑기념논총
옥전차기벽박사화갑기념논총간행위원회 편
통일된 민족국가 건설을 지상의 과제로 안고 있는 우리 민족에게 올바른 좌표를 제시하기 위해 펴낸 이 책은
국내의 중진학자들이 민족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를 시간과 공간에 따른 변모에서 파악한 것이
다.
신국판 양장본 622쪽 값 12,000원

한국정치론
김학준 지음
정치학회에서 최우수 정치학 저서로 선정된 이 책은 최근의 연구성과를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사회과학의
한국화 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씌어졌다. 이 책은 저자가 한국정치의 생리와 병리 양면을 모두 정확히 설명하
고 병리현상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한편, 생리적 현상을 더욱 북돋울 수 있는 길을 제시하기 위해
이 방면의 연구업적들을 샅샅이 연구하여 펴낸 것이다.
신국판 반양장 430쪽 값 5,200원

문학과 역사와 인간
고은 박명림 외 지음
이 책은 1989년 전10권으로 완간된 조정래의 대하소설 태백산맥 을 본격적으로 해부하여 그 의미를 평가하는
평론집이다. 그간 태백산맥 에 대한 논의와 비평, 작가와의 인터뷰는 여러 신문과 잡지에서 앞다투어 다루어왔
지만, 이렇게 하나의 작품에 대한 집중적 연구서가 출간되기는 한국 출판사상 이례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필자별로 특별한 주제를 정하지 않고 필자들의 입장과 견해의 다양성을 중시하며 기획했기 때문에 그간
태백산맥 을 평가하는 모든 시각이 망라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신국판 반양장 270쪽 값 5,000원

문학교육의 방법
민족문학교육회 편
올바른 교육정책이 부재한 우리의 교육현실에서 왜곡된 채 진행되어온 문학교육을 바로잡으려는 전 현직 교사
들의 집단적 노력에 의해 씌어진 책이다. 체제순응적 문학교육의 유래 및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미 해금조치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국어교과서에 실리지 못한 경향소설을 언급하면서 그 수용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중가요, 청소년영화, 베스트셀러 문학 등 대중문화의 폐단 및 유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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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적하고 건전한 청소년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가, 참문화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신국판 반양장 294쪽 값 5,000원

진화론과 창조론
장기홍 편저
진화를 창조의 과정으로 파악하고 있는 편저자는 창조적 의지와 능력이 우주 속에 내재해 있어서 그것이 변천
과정을 통하여 진화라는 형식을 띠고 펼쳐진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씌어진 이 책은 진화와 창조를 서
로 모순되는 것이라 생각하여 진화를 부정하고 창조만을 맹목적으로 주장하는 창조과학자들의 오류를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진화론에 대한 안목을 키워준다.
1부에서는 구약성서의 창세기 에 나오는 창조신화의 과학적 의미를 해석하고, 2부에서는 창조론이 과학이 될
수 없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3부에서는 생명의 탄생, 화석의 기원, 지구와 생물의 발달과정, 유전의 원리, 지구
의 지질학적 내력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면서 진화가 과학적 사실임을 밝히고 있다.
신국판 양장본 228쪽 값 5,000원

조봉암과 진보당
정태영 지음
일제시대부터 민족의 해방을 염원하면서 공산주의운동에 투신한 조봉암이 이승만정권의 농림부장관을 지내며 급
기야 진보당을 결성하여 이승만과 대결하는 과정에서 비극적 죽음을 맞게 되기까지 그의 파란만장한 삶을 그리
고 있다. 조봉암과 진보당에 대한 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되는 조봉암의 재판기록, 조봉암이 박헌영에게 보낸 편
지, 조봉암의 연설문과 자서전적 기록, 진보당 선언문과 강령, 당헌 등을 싣고 있어 향후 연구의 중요한 디딤돌
역할을 해줄 것이다.
신국판 양장본 660쪽 값 15,000원

한길문학동네 1
한길문학예술연구원 작품집
한 시대의 탁월한 작가와 시인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으로 만들어진다 라는 기치를 내
걸고 문을 연 한길문학예술연구원 에서 펴낸 문예창작학과 연구원생들의 첫 작품집이다. 이 책의 작품 끝에는
김남주, 이시영, 정희성, 박태순, 이경자, 이남희의 추천사가 실려 있어 작품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신국판 반양장 250쪽 값 3,500원

경제학의 기초
김준보 지음
경제학의 기점은 인간관계를 물적 관계로 규정하고 탐구하는 데서 시작한다. 물신성이나 인간소외의 특질에 관
한 논의와 연구는 경제학의 기초를 이루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경제학에는 깊이 있게 다루어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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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것은 현대 경제학이 방법론에서부터 위기로 치닫게 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 책은 본래의 인간으로 돌아가서 물신성과 물적 소외의 시대적 조건을 과학적 토대에서 인식하고, 물신성의
객관적 의미를 이를 구체화한 인간소외와의 연관성 속에서 찾고 있다. 또한 물신성이나 인간소외 등의 개념들이
구체적 조건으로서 어떻게 경제학 자체에 나타나고, 어떠한 형태로 대상화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신국판 양장본 276쪽 값 6,500원

역사기행시선집
신경림 정희성 편
역사기행은 역사의 현장, 삶의 현장에 가서 가슴으로 우리의 역사와 삶을 총체적으로 인식하는 모두의 열린 마
당이다. 역사의 현장, 삶의 현장에는 우리의 정서와 문화와 사상이 힘차게 살아 숨쉰다.
역사기행시선집 은 역사와 기행을 주제로 한 시 300편을 엮은 것이다. 남녘 끝 한라에서부터 해남 땅끝마을을
지나 지리산을 넘고 낙동강 영산강 한강을 건너 저 북녘 백두산 천지까지 찾아가 녹두장군 전봉준, 단재 신채
호, 추사 김정희, 논개, 망월동의 이름 없는 영혼들, 백범 김구, 다산 정약용, 농민, 노동자를 만난다. 책 속에
있는 사진작가 황헌만의 흑백사진은 우리를 뭉클한 감동의 세계로 이끌고 있다.
신국판 양장본 550쪽 값 12,000원

벼랑 위의 우리 농업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호철 지음
무엇보다 새로운 농업경제학을 모색하는 일은 우리 농업이 걸어온 가시밭길의 역사를 우리의 입장과 논리에서
재조명하는 작업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저자의 연구는 조선 봉건사회와 일제 식민사회의 무거
운 질곡을 떨치고 일어나, 마침내 완전한 농지개혁 실현과 수입개방 저지를 요구하는 광범위한 농민대중을 창출
하게 되는 전 과정을 과학적으로 밝혀내는 작업이다.
신국판 반양장 258쪽 값 4,000원

라훌라의 사모곡(전2권)
김태신 지음
라훌라의 사모곡 은 김일엽 스님이 출가하기 전 청춘을 불사르던 시절에 낳은 유일한 혈육 김태신 스님의 자
전적 기록이다. 라훌라는 싯다르타 태자(석가)의 맏아들로 태어나 열다섯 살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 출가하여 석
가 세존의 십대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는데, 김태신 화백의 평생을 지배한 애틋한 모정은 그로 하여금 라
훌라가 되어 가없이 사모곡을 부르게 한다. 마침내는 아버지의 뒤를 따라 출가한 라훌라처럼 일흔을 바라보는
나이에 어머니의 길을 따라 출가하게 했다.
신국판 반양장 각권 290쪽 내외 각권 값 4,500원

이상우의 추리소설탐험
이상우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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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리소설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일반 소설과 어떻게 다른가. 오늘날 추리소설의 역사는 150여 년 전으로까지
올라가는데 그 탄생과 전개양상은 어떤 모습으로 이어져왔는가. 한국 추리소설의 기원은 어느 시기 어느 작품에
서 찾을 수 있는가. 단순히 소설이 아니라 추리 소설이라고 불리는 특징이나 그 기법은 무엇이며 세계의 추리
작가들에 의해 창조된 명탐정들의 신상명세는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가. 추리소설가 이상우의 노작 이상우의
추리소설탐험 은 이와 같은 물음에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작업인 이 추리소설백
과는 추리소설을 쓰고자 하는 예비작가는 물론 본격적인 추리지식을 얻고자 하는 독자들의 욕구를 망라하고 있
다는 것이 그 특징이다.
신국판 반양장 198쪽 값 4,200원

현대사회학의 이론
전경갑 지음
이 책은 전체가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현대사회학의 다양한 이론들이 소수의 선구적 사상가들의
사회관에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사회학이론을 만든 사상가들(콩트, 마르크스, 뒤르켐, 베버, 파슨스 등)의
사상을 기초부터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제2부에서는 계층현상, 범죄와 비행, 국가와 권력, 집단과 조직,
문화와 사회화 및 사회변동에 관한 이론을 소개하면서 대립된 패러다임을 균형 있게 다룸으로써 편협한 인식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3부에서는 우리가 그 동안 사회인식에 폭넓게 원용해온 기존의 지배적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새로운 사회이론의 출현으로 인하여 시각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는 강력한 도전을 받게
된 이른바 탈(脫) 혹은 포스트 증후군으로 통칭되는 새로운 사회이론(후기구조주의,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해 다
루고 있다.
신국판 반양장 368쪽 값 7,000원

뜻으로 본 한국역사
함석헌 지음
☞ 함석헌 선집으로 재간행.

문학과 역사
윤정모 외 지음
민중적 삶의 내용을 민족적 형식에 담아내면서 우리 시대의 문학을 건강하게 정립시켜가기 위해 펴내는 이 책
은 도시와 문학 을 특집으로 다루었다. 도시문제가 불가피하게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문제
를 문학이 어떻게 수용 표출하여야 할 것인가를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그 밖에 윤정모의 님 을 비롯한 세 편
의 소설과 논문 네 편, 참여의식과 언어감각이 탁월한 신인 유종순의 시 22편을 비롯한 여섯 시인의 시들로 구
성되어 있다.
신국판 반양장 4 12쪽 값 4,000원

저 가면 속에는 어떤 얼굴이 숨어 있을까
김종철 정치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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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쓰는 행위를 단순한 직업으로 여기지 않는 한, 그것은 당연히 운동의 한 부문이 되어야 한다. 그 운동의
목표는 크게는 민주화와 통일이며, 넓게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다. 이것을 가로막는 세력
이 지배집단으로 군림하는 나라에서 문필활동의 비타협성은 불가피하다. 이 책은 저자가 1967년 이후 25년 동
안 언론계의 일선에서 또는 민주화운동의 현장에서 활동하며 쓴 글들에서 주로 정치평론들을 체계적으로 가려
뽑아 엮은 것이다.
신국판 반양장 292쪽 값 5,500원

노래를 찾는 사람들
반주 화성악보집

노래를 찾는 사람들 엮음
이번 반주 화성악보집은 다음과 같은 의도와 경로로 제작되었다.
첫째, 일반노래집과는 다르게 비교적 전문적 또는 준전문적으로 노래에 관심을 나타내는 단체나 개인을 위해 만
들어졌다.
둘째, 이 반주 화성악보집은 말 그대로 곡에 쓰인 각종 악기의 배치 등을 나타낸 것이며, 노래 역시 단순 멜로
디가 아니라 음반 또는 현장에서 부른 노래의 각종 화성을 악보화한 것이다.
셋째, 곡의 선정에서 애초에 음반에 나온 곡목으로 한정하기로 했으나 음반수록곡의 경우 모든 노래가 대중에게
알려진 것이 아니기에 수요에 한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음반수록곡 중 비교적 많이 알려진 노래들 중에서 골랐
다.
넷째, 각 곡에는 노래가 만들어진 배경과 작가에 대한 소개 따위를 간략히 언급하여 노래를 이해하는 데 도움
이 될 수 있도록 하였고, 일러두기 및 악보 사이에 간간이 넣은 주 에는 연주에 필요한 각종 도움말을 적어
넣었다.
국배판 반양장 384쪽 값 12,000원

바로쓰는 우리말 아름다운 우리말
서재원 지음
이 책은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고 있는 말 중에서 잘못 쓰인 사례를 골라 체험적으로 쓴 글이 주류를 이루고 있
다. 말과 글을 대상으로 한 책들은 거의가 문법책이나 국어학 서적에 가까운 아주 딱딱하고 어려운 내용, 전문
어휘로 구성된 것임에 비해 이 책은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이상이면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씌어졌다.
바로 쓰는 우리말 아름다운 우리말 은 방송인, 초등학교,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둔 학부모들에게도 꼭 읽기
를 권하고 싶은 책이다. 큰 부담 없이 읽을 수 있게 씌어진 책이니만큼 더욱 그렇다. 자녀의 언어생활지도에 많
은 도움이 될 것이다.
신국판 반양장 384쪽 값 9,000원

일반수사학
자크 뒤부아 외 지음｜용경식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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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아리스토텔레스에 이르러 체계를 갖추게 된 수사학은 로마 시대에 크게 발전하였으나 근대에 이르러 점차
독립적인 의의가 상실되면서 학문세계에서 거의 무시되어왔다. 그러나 오늘날 수사학은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조명되면서 중요한 학문으로서 자리잡아가기 시작하여 구조주의 신비평 기호학의 경계에서 크게 유행하고 있
다. 이 책은 이렇듯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수사학 분야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들을 천착한 것으로, 벨기에
리에주 대학에서 뮤 그룹을 형성하여 표현의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여섯 명의 교수가 공동집필하였다.
제1부 기초수사학 에서는 지금까지의 수사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언어의 문체에 관한 일반이론, 어형변환,
구성변환, 논리변환, 어의변환, 에토스 현상에의 접근 등을 설명하고 있다.
제2부 일반수사학을 지향하여 에서는 앞으로 수사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단순히
글과 말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의사표현 방식에 수사학을 적용시킴으로써 수사학의 영역을 확대시키고 있다.
수사학에 관한 저서나 역서가 거의 간행되지 않은 우리의 현실에 비춰볼 때, 이 책은 수사학에 관심이 있는 연
구자들이나 문학예술작품을 포함한 모든 의사소통 수단에서 표현력과 형상성을 높이는 데 관심을 갖고 있는 일
반독자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신국판 반양장 378쪽 값 4,500원

우리들의 한문교실
이이화 박은숙 지음
기존의 많은 한문교재의 틀을 과감히 벗어나되, 절기라든가 풍습 간지 오행 등을 통해 한자와 한문을 쉽게 이
해하면서 접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짧은 속담, 단문, 한시를 수록하여 한문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갖도록
하였으며 일상생활에 자주 쓰이는 고사성어와 그에 관련된 이야기를 덧붙여 재미있는 한자 공부가 되도록 이끌
었다.
신국판 반양장 364쪽 값 10,000원

우리 경제를 살리는 20가지 방법
강철규 지음
이 책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통일된 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알찬 내용의 경제학 서적이다. 그러면서도 일반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 경제에 관련된 주제들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씌어져 있다.
이 책은 저자가 그 동안 경제학자로서의 천착을 통해 축적해온 깊고 두터운 학문적 지식,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실사구시의 실천적 철학, 그리고 국내의 산업현장 시찰과 세계경제 변화의 흐름에 대한 직접적
인 현장 방문을 통해 얻어진 광범위한 경험을 바탕으로 필자의 놀라운 통찰력을 현실과 조화시켜 우리 경제의
문제와 해결방안을 유려한 필치로 설득력 있게 기술해놓고 있다.
신국판 반양장 280쪽 값 5,000원

씨

인간 역사

안병무 송건호 박현채 외 지음
이 책은 함석헌 선생의 팔순을 기념하여 후학들이 펴낸 책으로 인간 함석헌의 삶과 사상을 이해하는 데 커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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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줄 것이다. 이 문집에는 선생이 많은 사상적 편력을 거치면서 항상 민중 즉 씨 의 대변자로 행동해온
삶의 기록과 사상 등이 소개되고 있으며 그 밖에 13인의 논문이 실려 있다.
신국판 반양장 392쪽 값 6,000원

삶을 가꾸는 글쓰기 교육
이오덕 지음
이 책은 지난 40년 동안 일선 교육현장에서 참된 교육 방향을 모색해온 이오덕 선생이 그간의 교육적 성과를 결산
하면서 글쓰기 교육 전반에 걸친 실천적인 이론을 체계화한 것이다. 제1부 어린이를 지키는 교육 은 오늘의 글쓰
기 교육의 문제점과 방향을 논하고 있으며, 제2부 글감 찾기에서 발표까지 는 지도단계론을 중심으로 글짓기 교육
의 구체적인 이론과 실례를 들어 보이고 있다. 제3부 아동문장 연구 에서는 어린이들의 순수함과 건강한 삶의 모
습을 잘 보여주는 문장을 통해 어른들의 그릇된 인식을 통박하고 정직한 삶의 자세를 가다듬는 창조적인 교육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있다. 마지막 제4부 학급문화의 꽃 에서는 지도교사와 아동들이 힘을 합쳐 훌륭한 교육적 결실
을 맺은 모범 사례로서 전국 31곳의 학급문집을 소개하고 있다.
신국판 반양장 400쪽 값 4,500원

황토의 아들
고은 지음
식민지시대 말기의 궁핍한 체험이 한 시인을 만들었고 그 시인이 그의 어린 시절을 성찰한다. 황토의 먼지가 풀
썩풀썩 일어나는 남도의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이 땅의 삶의 원형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시인
의 궁핍한 시절, 그리고 그 의미는 시인만의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정신적 자산이다.
이 책의 머리말에서 내 어린 시절의 삶의 파편들이 오늘 한구석에 남아서 하나의 현재를 만들고 있는 엄연한
사실에 눈뜨고 있다 고 말하고 있듯이 저자는 이러한 작업을 통해 자신의 현재에 접근해가고 있다. 하늘보다 더
큰 궁핍함 가운데서 자라난 가난한 시대의 한 소년과 우리는 만나게 된다.
신국판 반양장 280쪽 값 3,000원

사형수 오휘웅 이야기
조갑제 지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한 사형수의 이야기를 통해 사건수사로부터 재판에 이르는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현실을
고발한 것이다. 저자는 인간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갖지 못할 때 올바른 재판이 이루어질 수 없
음을 강조하면서 고문 또는 재량권의 남용으로 진실이 은폐되고 무고한 사람들이 죄인의 누명을 뒤집어쓰고 있
는 사례들을 생생하게 증언한다.
신국판 반양장 342쪽 값 3,600원

스스로 말하게 하라
허병섭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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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울로 프레이리의 교육론이 소개되면서 제도교육에 대칭되는 개념으로서의 민중교육적 시각이 최근 10년간 상
당한 지적 관심을 일으켜왔다. 일리치나 라이머의 논문들도 이 기간에 같이 간행되었지만 이들의 이야기가 이론
적 논리에 머물러 있음에 비해 프레이리는 푸에르토리코라는 제3세계 지역에서의 현장작업을 통해 얻은 실천적
언어였기에 더욱 큰 호소력을 얻을 수 있다. 저자는 바로 프레이리의 시각에서 그 동안 한국의 민중교육적 관
심이 어떻게 변화되어왔으며 또 그것이 현장에서 얼마나 실현을 위한 노력을 이루게 했는가를 이 책에 종합했
다. 각기 다른 계기에 의해 씌어진 글들을 모은 것이기는 하나, 그 관점이 일관적으로 통일되어 있어 그가 제시
한 실천적 자료들과 함께 주제에 따른 인식을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다.
신국판 반양장 324쪽 값 3,800원

우리 언제쯤 참선생 노릇 한번 해볼까
이오덕 엮음
이 책은 편자 이오덕 선생이 교육현장에 몸담고 있는 일선 교육자 및 교육제도 밖의 자리에서 교육을 걱정하는
분들로부터 받은 편지들을 모은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은 단순히 교육관계자들의 사신(私信)을 모아놓은 것이라
기보다는 어린이 교육, 글쓰기 및 교육현장에서 나타나는 근본적 모순들을 구체적으로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 있
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문제들은 또한 유아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교사, 대학생, 야학교
사, 맹아용 도서제작자, 아동문학가, 목사, 신부 등의 다양한 시각을 통하여 입체적으로 조망됨으로써 그것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굳어지고 있는가를 깨닫게 해준다.
신국판 반양장 350쪽 값 3,700원

증보조선소설사
김태준 지음｜박희병 교주
천태산인 김태준은 일제 치하에서 국문학을 연구한 분으로서, 국문학 연구 제1세대에 해당한다. 국문학 연구자
들 사이에는 그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고, 그의 논문과 저서가 많이 인용되고 있다. 하지만 좌파 민족주의자
로서의 행적 때문에 불행히도 그 동안 그의 이름 석 자는 제대로 거명되지 못했고, 다만 김모 혹은 김준 으
로 불리거나 호로만 지칭되어 왔다. 김태준은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그 중에서도 최고의 기념비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는 단연 이 책을 꼽지 않을 수 없다. 해방될 때까지 우리나라 소설사로는 이 책 한 권밖에 없었으며 해
방 이후 두어 종류의 소설사가 새로이 출간되었지만 예외없이 김태준의 증보조선소설사 를 표절하였다.
신국판 양장본 280쪽 값 9,500원

有故!(전2권)
조갑제 지음
1979년의 부마사태와 10 26정변으로부터 이듬해 5 17까지 이어지는 격동의 한국현대사를 해부, 유신시대의
응축된 시대모순에서 배태되어 권력자 박정희의 파란만장한 영욕의 일생을 끝막음한 함성과 총성의 현장을 재
구성한다. 반유신 민중항쟁의 최후의 봉화불이 된 부마사태의 진상은 어떠한가. 박정희가 어버이처럼 따랐던 김
재규를 냉혈의 모반자로 변모시킨 힘은 무엇인가. 박정희와 그의 시대의 유산이 여전히 오늘의 현실을 지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현장의 회오리치는 역사를 오늘에 되살리기 위해 저자는 7년 동안 500명의 관계자를 만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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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국판 반양장 각권 330쪽 각권 값 3,500원

폭풍의 10월
대구 10 1사건을 일으킨 사람들과 그 이데올로기

정영진 지음
해방 후 최초의 집단적인 동족상잔극이자 빨치산의 원조인 야산대(野山隊)까지 낳게 한 대구 10 1사건. 이를
G－2보고서 등 미국 자료와 좌 우익 현지신문 등 여러 국내자료를 광범위하게 활용하여 한 작가의 시각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부제 대구 10 1사건을 일으킨 사람들과 그 이데올로기 에서 드러나듯이 이 실록문학에는
당시 지역사회에서 힘깨나 썼던 사람들은 좌우익 할것없이 모두 나열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고 그가 이후 어떻게 살았으며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으며 그의 아들 사위는 지금 어떤 유력한 자리에 있
는지까지 취재되어 있다. 정의의 편에 서 있지 않았던 공권력에 대한 싸움 이라는 휘발성 있는 주제를 차분하
게 규명한 폭풍의 10월 은 가히 대구 10 1사건에 대한 살아 있는 우리 시대의 실록 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
니다.
신국판 반양장 434쪽 값 6,000원

흰돛
김파 시집
중국에 있는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중견시인 김파의 대표시들을 엮은 것이다. 그의 시는 우리 민족의 사랑, 윤리,
정신적 삶의 영원성을 구가하는 인생관, 땀에 깃들인 인간의 위대한 창조력, 진리를 위해 부조리에 저항하는 투
쟁정신 등을 담고 있다. 이 시집의 제1부 해빙기 는 문화혁명에 대한 비판, 제2부 버들피리 는 역사발전의 환
희와 민중적 낙관주의, 제3부 종달새 는 자유로운 창작, 제4부 공간학 은 폭로와 저항, 제5부 서정서사시 는
우리 민족의 고유전설 등을 소재로 삼고 있다.
신국판 반양장 256쪽 값 3,000원

지역사회와 민족운동
지방사회연구회 엮음
이 책은 자주적 민주사회의 실현을 위한 튼실한 실천방법으로서 지역사회에서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의 구체적 현
상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아울러 지역민의 생활에서 제기되는 여러 형태의 민족문제, 곧 통일문제와 계급문제
의 올바른 해결방향을 모색하는 학술적 토론의 장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지역사회에 대한 현상분석논
문들올 중심으로 올바른 세계관의 확립과 과학적 학문방법의 정립에 도움이 되는 논문들, 그리고 기존의 연구들
에 대한 서평과 논평을 실었다.
신국판 반양장 344쪽 값 4,000원

출판운동의 상황과 논리
김언호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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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인의 한 사람으로 70년대 중반 이래 한국출판문화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저자의 이 책은 우리 시대 출판문
화운동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최초의 저작이다. 이 책은 대체로 언론 출판의 사회적 위치, 오늘의 사회현
실을 감당하고 새로운 민족문화를 창출하는 출판의 역할, 그리고 저자 책 독자의 문화공동체적 관계를 규명하는
출판사회학적 내용을 다루고 있다.
신국판 반양장 400쪽 값 4,600원

고문과 조작의 기술자들
조갑제 지음
고문은 개인적 폭력이 아니라 구조적 폭력이며 정권의 야만성과 국민의 용기가 어떤 선에 와 있는지를 알려주
는 지표이다. 이 책은 독립투사들을 고문한 손으로 민주투사를 고문한 일제 고등계 형사, 헌병출신들의 고문인
맥에 대한 추적, 고문과 조작이 인간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글들을 담고 있다.
신국판 반양장 360쪽 값 3,800원

이광수와 그의 시대(전3권)
김윤식 지음
10여 년에 걸친 자료수집을 토대로 하여 4년 6개월에 걸쳐 집필된 1,200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이광수 평전
이다.
저자는 실증적 연구를 통해 여태껏 알려져 있지 않은 많은 사실들을 밝혀놓고 있다. 이광수의 삶에서의 이학수
나 아부(阿部)의 역할의 해명은 아주 획기적인 기여라 할 수 있다. 한 작가의 이해는 한 시대와 상황의 이해와
연결된다는 것을 다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신국판 반양장 합 1,176쪽 값 16,000원

제주바다 잠수의 사계
한림화 글｜김수남 사진
제주도에서 나서 자란 소설가 한림화가 만 3년 동안 바닷가를 돌아다니며 속칭 해녀 로 불리는 잠수들의 생활
을 조사하여 엮어낸 이 책은 그 묘사의 시적 정취에서뿐만 아니라 잠수가 되는 과정, 잠수들의 작업과 작업도
구, 제주도의 생활과 풍속, 그리고 경제적 요구에 의해 파괴되어가는 고유한 삶의 구조, 훼손되어가는 자연에
대한 문화인류학적 접근으로 제주도 해녀에 대한 사회과학적 보고서로도 손색이 없다.
제주도 출신 사진작가 김수남의 원색화보는 책의 내용을 더욱 실감나게 해준다.
46배판 반양장 올컬러 156쪽 값 10,000원

토지문제와 지대이론
김준보 지음
이 책의 저자가 강조하는 지론 중의 하나는 농업경제학이 경제학의 한 부분으로 편입되어서는 안되고 오히려
농업경제학과 일반경제학의 두 체계로 경제학이 재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토지문제 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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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체제와 인간소외의 물질적 기반에 깊이 관련된 속성으로 파악하면서, 토지소유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토지개
혁의 세계적 유형을 비교분석적 방법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농지개혁의 현대사적 의의 라는 부제가 암시하듯이, 이 책은 해방 후의 농지개혁, 지대의 분화 형태, 그리
고 농산물 가격의 구성 등 우리의 문제를 검토하면서, 지대의 이윤화 를 넘는 노임의 지대화 과정에서 나타
나는 자본제 경제학의 정책적 과제로 독자의 관심을 유도한다.
신국판 양장본 308쪽 값 4,200원

한문강좌
이이화 지음
뜻글자인 한자 공부는 글자의 구조를 이루는 각각의 부문들이 뜻을 가지고 있어 체계적인 문법학습에 의할 때
그 효과가 더욱 크다. 근대 이후 한문문법은 상당히 깊이 있고 조직적인 것으로 발전해왔으나, 이를 체계화해
엮어낸 책이 드물어 쉽게 구해 볼 수 없었다. 저자는 이러한 필요성을 감안하여 초학자들로 하여금 문법을 통
해 한문을 보다 쉽게 익히고 쓸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엮어내었다.
신국판 반양장 252쪽 값 6,000원

다산기행
박석무 지음
☞ 넥스트 시리즈로 재간행.

아이들을 하늘처럼 섬기는 교실
한국글쓰기교육연구회 엮음
살아 움직이는 것이어야 할 아이들의 학교생활이 교과서적인 삶을 살도록 강요당하는 현실 속에서 이 땅의 아
이들과 올바른 민주교육을 위해,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하는 것처럼 꾸며보이는 교육
의 허상을 깨고 진정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해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교육자들이 있다.
이 책은 암울한 교육현장에서 고행의 삶을 살고 있는 이들 일선교육자들의 편지글들을 모아 엮어낸 것이다.
신국판 반양장 272쪽 값 3,400원

민주주의를 위해 포기하세요
반쪽이 지음
반쪽이 라는 필명으로 80년대의 격변기를 겪으며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를 만화로 그려온 최정현은
만화매체가 가지는 정서적 감응력을 이용하여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고발하면서 우리의 삶이 타락한 정치
권력으로부터 해코지당하는 장면을 낱낱이 풍자하고 있다.
그의 모든 작품은 반쪽이 표상하는 고통받는 민중과 분단된 현실로부터 출발하여 바로 그 반쪽현실 을 온전한
것으로 만드는 데 궁극적 지향을 두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위해 포기하세요 는 통일이 안되면 다른 어
떤 문제도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는 명제에서 시작하여 통일에 관한 고뇌와 관심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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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왜 통일을 이뤄야 하는지, 통일을 가로막는 주요인은 무엇인지, 그들은 왜 통일을 원치
않는지를 묻고 있다.
신국판 반양장 224쪽 값 2,800원

간디의 생애와 사상
차기벽 지음
간디의 생애는 숱한 에피소드, 극적 사건, 감격적인 장면으로 차 있다. 그의 연설과 저술은 극히 방대할 뿐 아
니라 인간생활의 거의 모든 측면에 걸쳐 있다. 그는 참으로 특이한 인격의 소유자로 인도 문명의 과거와 현재
및 미래의 세대를 연결하는 상징적 존재이다. 또한 그는 탁월한 지도력을 가진 빈틈없는 현실정치가이면서도 자
기탐구를 적어도 민족갱생과 국가재건만큼 중요시하던 종교인이었다. 실로 그는 좌절감에 사로잡힌 인도 민중의
민족적 자존심을 회복시키고, 서구화한 엘리트와 전통적인 대중을 하나로 결속시켜 용기와 자신을 가지고 민족
해방투쟁에 총궐기하게 하는 동시에, 한평생 진리를 추구하며 자기 자신의 도덕적 성품을 향상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하였다.
저자는 이 책에서 간디의 특이한 인격과 사상의 형성과정을 추적하고 있으며, 종교적 이념과 사회적 이상을 실
현시키기 위한 실천방법과 그 구체적인 실천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신국판 반양장 240쪽 값 6,500원

이오덕 교육일기 1 2
이오덕 지음
이 책은 가난한 벽지학교를 자원해서 그곳의 일하는 아이들과 더불어 가르치고 배우는 한 교육자의 생생한 교
육현장기록이다.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 아이들을 지키려는 열정과 몸부림의 기록이 바로 이오덕 교육일기 이
다. 저자는 아이들과 직접적인 만남을 통한 참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스스로 작은 학교를 찾고 또 교감에서 평
교사로 자원해간다. 이 시기에 기록된 일기 는 저자의 43년간의 교직생활 가운데서도 가장 괴롭고 울분에 넘치
던 시절의 기록이다.
신국판 반양장
제1권 326쪽 값 5,500원 제2권 296쪽 값 4,500원

민물고기를 찾아서
최기철 지음
원로 생물학자 최기철 박사의 민물고기를 찾아서 는 한국의 민물고기에 관한 살아 있는 보고서 라 할 수 있
다. 이 책에는 저자가 우리나라 민물고기의 습성을 연구하느라 몇 달씩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달려가 사진을
찍고, 수십 가지나 되는 물고기 이름의 방언을 밝혀내느라 겪었던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화가 상세히 나타나
있다.
돌고기, 감돌고기, 열목어, 가물치, 끄리, 꺽정이, 학공치, 줄공치, 점몰개, 미호종개, 동사리, 얼룩동사리, 부안종
개, 왜매치, 강주걱양태, 좀구굴치, 모치망둑, 북방종개 등 이름조차도 신기하고 낯선 우리나라의 민물고기에 대
해서 저자는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재미있게 이야기한다. 저자의 글을 읽고 있노라면 때때로 피라미 친구 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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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아저씨 아들고기 어린 숭어 등 물고기들이 의인화되어서 친근한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들 민물고
기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할 자연의 고마운 친구임을 일깨워준다.
신국판 양장본 398쪽 값 10,000원

민물고기 이야기
최기철 지음
민물고기를 찾아서 를 통해 우리 물고기와 자연을 지키는 일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최기철 박사가 다음 세대
이 땅의 주인인 어린이들을 위해 각별한 열성과 야심을 갖고 이 책을 저술했다. 이 책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보며 지난날 고향의 맑은 냇가에서 뛰놀던 물고기와 그들과 더불어 살던 착한 마음을 되새기기 위해 씌어졌다.
우리나라에는 유명한 민물고기들이 많다. 왜 그것들이 그렇게 유명한지, 그리고 어디에서 그것들을 볼 수 있는
지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특히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종들과 우리나라에만 살고 있는 특산종에 대하여 잘 알
게 해준다.
신국판 양장본 332쪽 값 8,000원

백두산의 꽃
이영노 편
우리나라의 식물학자들이 백두산을 직접 답사하여 백두산의 식물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살아 있는 보고서 이다.
백두산은 모든 이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끄는 산이지만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중국, 북한에서조차도 백두
산의 나무나 꽃, 중요한 임산자원, 약용식물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보고는 한번도 진행되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
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식물학자들이 직접 백두산의 험한 길을 오르며 백두산 꽃들의 이름과 학명을
밝히고 분류해내고, 아름답게 피어 있는 자태를 사진으로 담아냈다. 이 책은 백두산 식물에 대한 한국 최초,
나아가 세계 최초의 종합적인 보고서 라는 데 의미가 있다.
신국판 양장본 320쪽 값 15,000원

한국의 민가 1 2
김홍식 지음
이백자 원고지 5천 매 분량에 1천 3백여 장의 귀중한 사진과 4백여 장의 그림과 도표가 어우러져, 제작기간만
5년이 걸린 이 책은 한국 건축학계의 획기적인 업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 출판문화의 기념비적인 성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학계에서는 이 책을 민족건축문화를 위한 기본 문헌이요, 한국 민가의 방대한 자료를 총체적으로 정리해준 전통
건축문화의 일대 서사시로 평가하고 있다. 전국을 샅샅이 섭렵하여 사라져가는 민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재현
한 한국의 민가 는 민가의 간잡이, 공간이용, 구조기법, 설비 등 전통민가의 전체상은 물론, 건축의례와 풍속
그리고 마을과 성읍의 환경계획 등을 친절하게 밝혀 민족문화의 원형을 되살려내고 있다.
타블로이드판 양장본 합 850쪽 값 200,000원

간디 자서전

한길사 도서목록

20 1

함석헌 옮김
인도인들에게는 위대한 혼 마하트마로, 우리에게는 비폭력운동 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간디에 대한 함 선생
의 글들과 함 선생의 문체로 번역된 간디 자서전 은 수백 년간 다른 민족의 침략과 압박에 시달려 지치고 병
들었던 민족이 새생명을 얻고 침략자들을 물리친 데에 간디의 힘이 얼마나 컸던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함석헌
전집 가운데 제7권을 새롭게 단행본으로 발간하였다.
신국판 반양장 584쪽 값 13,000원

대중을 위한 철학
한수영 외 지음

중국 개혁주도파의 공식입장을 반영하면서 철학의 여러 문제를 전반적으로 고루 다루고 쉽게 풀어쓴 대중을
위한 철학 은 실천적 비판의 원리체계와 한국현실 인식의 변증법적 통일, 그에 앞서 요구되는 마르크스주의의
역사 및 각종 변이형태에 대한 총괄적 이해, 원천 원류사상에 대한 각종 오해와 단순화의 극복에 기여할 것으
로 기대된다.
신국판 반양장 448쪽 값 5,500원

세계 30대 기업의 숨겨놓은 경영전략
현원복 지음
1970년대 후반부터 일기 시작한 새로운 기술혁신의 물결은 이제 산업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제는 아무리
큰 기업도 급변하는 경제 사회환경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능력과 혁신기술 개발의 저력이 없다면 내
일을 기약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 책은 세계의 대표적인 기업들은 어떤 기업전략으로 이 숨가
쁜 기술혁신시대에 대응하고 있으며, 그들의 기업문화의 실상은 어떤 것인지를 알아본다. 이를 위해 컴퓨터, 정
보 통신, 자동차 항공, 석유 화학 신소재, 전자 전기 분야들에 걸쳐 대표적인 기업 30개를 엄선하여 각 기
업의 실태를 분석 평가하고 경영전략과 성공비결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신국판 반양장 340쪽 값 6,000원

이야기 인물한국사(전5권)
이이화 지음
① 사상과 학문의 주역들
② 민족문화를 일으킨 선각자들
③ 제왕의 길, 치국의 도
④ 시대와 맞선 풍운아들
⑤ 역사상의 라이벌과 동반자
역사 인물을 다룰 경우, 자칫하면 영웅주의에 빠지기 쉽다. 어느 인물의 위치나 역할을 부각시키려다 보면 그
인물에 몰두하여 객관성을 결여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다. 또한 역적이냐 충신이냐, 선인이냐 악인이냐 는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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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 기준으로 극단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 저자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오늘의 시점에서 이들을 평가하려고
노력했다. 이 책 속에 담긴 인물들은 역사 속에서 큰 역할을 해냈지만, 저자는 결코 이들이 우리의 역사를 끌어
왔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들 주변에 무수한 사람들이 뒤엉켜 역사를 이끌어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역사와 시대를 이끈 50인의 사상과 행동의 참모습을 만나게 된다. 역사인물만의 이야기로
다섯 권의 방대한 분량에 담고, 시기적으로도 어느 한 시대에 치우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인물들을 대거 복원시키고, 집권층의 필요에 의해 필요 이상으로 영웅화된 인물들은 제 위치로 내리는 등
저자의 사관에 따라 다시 씌어졌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훌륭한 인물은 태어날 때부터 훌륭했다는 따위의
영웅신화를 탈피하고 있으며, 내용의 서술이 마치 이야기를 들려주듯 평이하여 청소년 및 역사에 깊은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도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다.
신국판 반양장 각권 350쪽 내외 각권 값 6,000원

오디오 인물한국사
이이화 강의
바쁜 현대인들과 학생들이 자동차나 전철 안에서 들을 수 있도록 만든 역사인물 카세트 테이프로 위대한 사상
가의 정신을 제대로 알고 실천하려는 젊은이들의 뉴미디어 교과서이다.

제1세트 사상과 학문의 주역들
서경덕｜이황｜조식｜최한기｜유형원｜박지원｜정약용｜김정희｜강위｜황현｜신채호｜정인보｜허준｜이제마｜최무선｜장영실

제2세트 민족문화를 일으킨 선각자들
허균｜장혼｜김삿갓｜정수동｜무학대사｜서산대사｜나철｜강증산｜신재효｜송만갑｜정율성｜최북｜장보고｜임상옥｜이지함｜
남사고

제3세트 제왕의 길, 치국의 도
세종｜광해군｜정조｜철종｜황희｜조광조｜최명길｜박문수｜김윤식｜김홍집｜서재필｜최인｜인현왕후｜정순왕후｜황진이｜허
난설헌

제4세트 시대와 맞선 풍운아들
정개청｜정여립｜이괄｜임경업｜홍경래｜최시형｜전봉준｜김옥균｜이상재｜신돌석｜장지필｜신규식｜김좌진｜이화림

제5세트 역사상의 라이벌과 동반자
김부식과 정지상｜이순신과 원균｜대원군과 민비｜김춘추와김유신｜원효와 의상｜유성룡과김성일｜최명길과 김상헌｜전봉준과
김개남｜김구와여운형｜이달과강위｜신사임당과황진이｜허준과그반대자들
각 세트 4테이프 1개 60분 전20개 값 1세트 13,000원

한국인과 일본인(전4권)
김용운 지음
한국인과 일본인에 대한 본격적인 문화비교서인 4부작 한국인과 일본인 은 제1권 칼과 붓 , 제2권 눈물과
죽음의 미학 , 제3권 같은 씨앗에서 다른 꽃이 핀다 , 제4권 정착과 정복 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권 칼과
붓 에서는 칼로 대변되는 무사문화의 일본과 붓으로 상징되는 선비문화의 한국 두 나라를 겉으로 드러난 차이
점에 맞추어 서술하였다. 제2권 눈물과 죽음의 미학 에서 한국은 모든 것이 단숨에 끝나버리지 않는다는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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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진 눈물의 문화라면 일본은 할복자살과 같은 죽음을 의식화시킨 문화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제3권 같은
씨앗에서 다른 꽃이 핀다 에서는 고대와 중세에는 같은 한자를 사용하는 등 오랫동안 단일문화권의 형성기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문화적 현상이 상당히 달라져 있는 이유를 쇄국의 유산이라는 견지에서 짚어보
고 있다. 제4권 정착과 정복 에서는 두 나라 사이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한국이 산을
넘지 않고 강을 건너지 않는 등 지형적인 특성 안에서 정착의 삶을 살았다면 일본인은 다른 지역으로 혹은 내
륙으로 진출하여 정복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설명한다.
민족은 거대한 생명체이며 그 문화와 가치체계에는 우열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하는 저자 김용운 교수는 이 일련
의 작업을 통해 식민지시대의 한(恨), 6 25와 군사통치에서 얻은 좌절감을 청산하고 한민족에 대한 가능성까지
도 감지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신국판 반양장 각권 320쪽 내외 각권 값 6,500원

PC의 더 넓은 세상
허수열 지음
이 책은 초급단계를 벗어난 독자가 중급 이상의 단계로 진입해 들어가는 데 필수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
을 골고루 다루어줌으로써 짧은 시간내에 여러 가지 응용프로그램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서술되었다.
46배판 반양장 608쪽 값 17,000원

사자여 새벽을 노래하라(전7권)
이현세 글 그림
사자여 새벽을 노래하라 는 일제의 식민지라는 사회적 관계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일제에 의한 식민지
상태는 어떤 형태로든지 당시의 인물들과 그들의 인간관계에 반영되게 마련이며 자취를 남길 수밖에 없다. 이를
증명하듯 이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식민지가 인간에게 미치는 문제들을 잘 형상화하고 있으며 그들의
인물 성격 또한 전형적이다. 이현세는 80년대의 중요한 문화적 현상의 하나인 만화 붐 의 주역이다. 가장 재
미있는 만화 민족의식이 강한 만화 를 양산, 만화의 질적 양적 성장을 주도해온 그는 만화를 대중문화의 중
요한 장으로 끌어올리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특히 일제하 학도병들의 항일투쟁을 그린 사자여 새벽을 노래
하라 는 민족의식이 투철한 작품의 한 본보기로 평가받고 있다.
신국판 반양장 각권 340쪽 내외 각권 값 4,000원

한길역사기행 1
최영준 외 지음｜황헌만 김근원 사진
역사 기반으로서의 국토, 우리 삶의 터전인 국토를 밟으면서 민족공동체적 정서와 논리를 실천적으로 인식하기
위해 진행된 제14회 역사기행 에서 행해진 강연, 논문, 그리고 현지에서 찍은 사진들을 중심으로 제1집을 꾸몄
다.
길의 역사, 길의 사상(최영준)｜지리산의 정신사와 저항사(이이화)｜지리산과민족운동사(박현채)｜정선아라리의고개를 넘는다(고
은)｜남한강의뱃길천리(신경림)｜호남평야동학농민혁명군의함성(박태순)｜백제는살아숨쉰다(김경미)｜해남 강진의유배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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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박석무)｜남명 조식의 학문세계와 실천(김충렬)｜서원의역사와유학사상(권인호)｜조선시대서원건축의양식(김지민)｜한국건
축문화의확립을위하여(이상해)
46배판 반양장 288쪽 값 10,000원

정치경제학원론
김수행 지음
정치경제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국사회의 경제적 운동법칙의 해명에 있고, 한국사회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지배하는 사회구성체라는 입장에서 이 책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관한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한국사
회를 이해하는 기초가 자본 임노동의 계급대립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정치경제학의 역사가 자본
주의적 생산양식에 관한 이론에서 하나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경제학의대상과방법｜상품과화폐｜자본에의한생산｜자본의운동형태｜자본분파들사이의경쟁과협조｜공황과체제적위
기｜독점의형성과독점이윤｜국가의기능과경제개입｜자본의대외적팽창과세계경제의형성｜사회주의로의이행
신국판 반양장 340쪽 값 10,000원

인성물성론
한국사상사연구회 지음
14세기에 조선조가 들어서면서 이론적 탐구에서나 실제적 적용에서나 한국성리학은 매우 다양하고 활발하게 발
전한다. 그러한 흐름 속에서 특히 이론적 탐구에 있어 절정을 이루는 경우가 두 차례 생긴다. 한 경우는 16세
기 중엽에 발생한 사단칠정 (四端七情)에 대한 이기론적(理氣論的) 해석을 둘러싼 학자들의 논쟁이고, 또 한 경
우는 18세기 초두에 발생한 인성(人性) 물성(物性)의 동이(同異)문제에 대한 학자들의 논쟁이다. 이 두 논쟁이
야말로 각각 그 당시 성리학계 최고의 문젯거리였을 뿐 아니라 20세기초 조선조가 종언을 고할 때까지 계속된
한국성리학계 최고의 이론적 관심사였다.
이 책은 뒤의 논쟁, 즉 인성 물성의 동이문제에 대한 논쟁을 싣고 있다. 인성 물성 동이논쟁은 수암 권상하
(遂庵 權尙夏)의 문하에서 발생하였다. 그의 문하에는 이른바 강문팔학사(江門八學士)로 일컬어지던 8인의 학자
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남당 한원진(南塘 韓元震)과 외암 이간(巍巖 李柬)이 가장 널리 알려진 학자로서 이
두 학자들이 논변을 야기한 주인공이다. 당시 남당은 인성과 물성이 서로 다르다고 주장한 데 반하여 외암은
서로 같다고 주장함으로써 견해의 대립을 보였다. 이러한 대립은 수년 간에 걸친 서론(書論)의 형식으로 치열하
게 진행되었고, 그들의 논전 열의는 더 나아가 그들 주위에 있던 스승 권상하와 친지 및 친구들까지 그들의 논
쟁에 참여하게 하였다. 이들의 논쟁에 참여한 학자들 역시 두 견해 중 어느 한편을 지지 동조하였고, 마침내
많은 학자들이 그룹별 또는 학파적 대립 양상을 띠게 되었다.
인성 물성의 동이논변에 대한 연구｜퇴계 이황의 인물성론｜율곡이이의이통기국설과인물성론｜사계김장생의인물성론｜우담
정시한과 외암 이식의 체용론과 인물성 논의｜농암 김창협의 인물성론과낙학｜외암 이간의 인물성동론과이성이심론｜남당 한원
진의 인물성이론｜병계 윤동구의 인물성이론｜봉암 채지홍의 인물성론｜기원 어유봉의 인물성론｜녹문 임성주의 인물성론｜매산
홍직필의 인물성동론과 명덕설｜목산 이기경의 인물성론｜화서 이항로의 인물성동이론｜노사 기정진의 인물성론｜한주 이진상의
인물성동이론｜호산 박문호의 인물성고 ｜성암 이철영의성삼양설｜성호학파의 인물성론｜북학파의 인물성동론｜혜강최한기의
기학적심성론
신국판 양장본 660쪽 값 15,000원

한길사 도서목록

205

한국인물유학사(전4권)
조준하 최근덕 외 지음
유학은 전통사상의 큰 줄기로서 우리의 삶 속에 뿌리깊게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사상을 좀더 쉽게 풀어내는
작업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작업의 일환으로써 소명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인물유학사 는 유학을 인
물 중심으로 풀어쓴 방대한 작업의 소산이다. 삼국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유학자 103인의 생애와 사상
을 이 분야의 권위자들이 책임 집필하였다. 한국사상사 특히 유학사에 대한 저술이 이전에도 나온 것이 있었지
만, 인물을 중심으로 씌어진 것은 이것이 최초이다.
이 책에 수록된 유학자들에 대해서는 대상 인물의 가계와 학문적 사승관계를 자세히 다루어 학문적 계보를 유
추할 수 있게끔 하였으며, 저술한 저작을 분류하여 보기 쉽게 하였다. 유학계의 권위 있는 원로 학자뿐만 아니
라 젊은 소장학자 70여 명이 대거 참여하여 공동저술한 이 책은, 총 2천여 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며, 매
논문마다 본격적인 각주를 달아 깊이 있는 학습에 큰 도움이 되게 하였다.
제1권：왕인(王仁)～휴암백인걸(休庵白仁傑)
제2권：일재이항(一齋李恒)～여헌장현광(旅軒張顯光)
제3권：포저조익(浦渚趙翼)～순암오재순(醇庵吳載純)
제4권：담헌홍대용(湛軒洪大容)～심산김창숙(心山金昌淑)
신국판 양장본 합 2032쪽 각권 값 15,000원

정치사상사 1 2
조지 세이빈 토머스 솔슨 지음｜성유보 차남희 옮김
사상사라는 연구 분야는 어느 학설이나 인물의 사상이 발전하는 역사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특정시대에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윤리 등의 영역에 나타난 사고방식의 상호연관성과 발전
을 고찰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상사 연구는 고도의 추상적인 이론으로부터 인간의 실천적 삶 속에서 살아 움직
이는 생활태도나 감정, 정서까지도 포함하는 사회 전체의 역사연구인 것이다. 세이빈의 정치사상사 는 초판이
출간된 1937년 이래 오늘날까지 정치사상사 제1의 기본 교재로 쓰이고 있다. 세이빈의 이 책은 정치사상사이기
도 하지만, 정치사상사를 넘어서 사실상 이것은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고도로 추상화시킨 정치이
론사이자, 인간이 역사 속에서 직접 경험한 정치행동사이며, 인간의 정신과 생활감정이 끈끈하게 뒤얽힌 정치문
화사이다.
정치사상의 내용｜도시국가｜플라톤 이전의 정치사상｜플라톤： 국가론 정치가론 법률론 ｜아리스토텔레스：정치적 이상
정치적 현실｜도시국가의 황혼｜자연법｜키케로와 로마의법률가들｜세네카와 교부(敎父)들｜종족과 법률｜성직서임(聖職敍任)에
관한 논쟁｜인간의 보편성｜필리프 단려왕과 보니파키우스 8세｜파도바와 마르실리우스와 오컴의 윌리엄｜교회정부에 관한 종교
평의회이론｜마키아벨리｜초기의프로테스탄트종교개혁자들｜왕당파와반왕당파의이론들｜장보댕｜자연법이론의근대화｜영
국：내전의준비｜토머스 홉스｜급진주의자들과공산주의자들｜공화주의자들：해링턴, 밀턴, 시드니｜핼리팩스와로크｜프랑스：
자연법의 쇠퇴｜공동체의 재발견：루소｜관행과 전통：흄과 버크｜헤겔：변증법과 국가주의｜자유주의：철학적 급진주의｜근대
화된자유주의｜마르크스와변증법적유물론｜공산주의｜파시즘과국가사회주의
신국판 반양장 합 1338쪽 각권 값 20,000원

우리 동화 바로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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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복 지음
이 책은 방정환에서 최근 동화집을 낸 소설가와 시인에 이르기까지, 우리 어린이문학에서 중요한 작품을 쓴 작
가들을 중심으로 하여 이야기해놓은 책으로, 우리 어린이문학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것
이다. 더구나 작품을 논하거나 문학사를 적어놓은 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딱딱한 글로 되어 있지 않고, 마치
이야기글을 읽듯이 누구나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써놓았다.
그러나 이 책은 그저 재미로 읽는 데 그치지 않는다. 우리 어린이문학에서 지금까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상식
으로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을, 이 책은 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매우 건강한 관점으로 바로잡아 보이고
있다. 어린이문학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나 어린이에게 좋은 책을 권해야 하는 부모들에게 매우 유용한 책이 될
것이다.
밥 대신 꽃을 선택한 낭만주의자-방정환｜사랑하는 여인을잃고쓴최초의창작동화-마해송｜삶의한조각을쓰자-이태준｜해방을
꿈꾸는 수염 난 아이-카프동화작가들｜웃음 속에 배어 있는 고통스런 현실-이주홍｜어린이는 어른을 지키는 파수꾼-현덕｜반쪽이
또 다른 반쪽에게-북한동화｜얼음 어는 강물의 겨울 물오리-이원수｜시궁창도귀한영혼이숨쉬는삶의한귀퉁이-권정생｜아동문
학은계단문학이아니다｜동화를알면아이들과생활하기가훨씬쉬워진다
신국판 반양장 328쪽 값 9,000원

한국의 암각화
한국역사민속학회 지음
암각화는 선사 고대인의 주술과 기원을 담고 있는 것으로 유럽과 시베리아를 비롯하여 넓은 지역에 걸쳐 분포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 울주 천전리 암각화의 발견을 시작으로 울주 대곡리,
고령 양전리 등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암각화가 발견되었다. 우리나라 암각화의 제작 주체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석을 못하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종교 신앙과 관련되었을 것이라는 데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책은 우리
나라 암각화에 대해 종래 개별적으로 조사 연구된 것들을 주제별 권역별로 나누어 종합적인 고찰을 시도한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한국과 한국인의 원초적 모습에 관심 있는 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고고학 미
술사학 역사학 민속학 종교학 등의 분야에서도 공통된 학문의 영역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울주대곡리 천전리암각화｜영일 경주지역의암각화｜패형암각의의미와그성격｜한국암각화의편년｜한국암각화의원류｜
한국암각화의신앙의례｜한반도암각화와중국암각화와의비교
신국판 양장본 358쪽 값 15,000원

강만길 역사에세이

역사를 위하여
강만길 지음
세상에는 역사란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고 또 그 물음에 대답하려 한 책들도 이미 많이 나와 있
다. 그러나 일반 교양인이 읽기 싶고, 이해할 만한 책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론적으로 설명해서
역사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어떤 사실에 대해 그것을 역사적으로 보는 방법이나 그것이 가진
의미 등을 쉽게 설명함으로써 은연중에 역사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방법도 있다. 또 반드시 역사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부딪히지 않더라도 가령 역사는 결국 어디로 가는가 하는 문제 등을 설명함으로써 역사가 무엇인
가를 이해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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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이러한 역사의 물음에 대한 원로 역사학자의 담담한 글로 묶어져 있다. 역사에 대한 믿음, 즉 역사는
결국 앞을 향해 제 본래의 길을 간다는 뜻이 엿보인다.
역사진행의 방향을 찾아서｜취조실의 역사선생｜갈 수 없는 나라｜외로운 구름｜서대문형무소에 스민 역사｜ 제5공화국 전사 의
진실｜군사정권의탯줄은끊었는가｜선열들의유해는통일조국으로돌아와야한다｜꽃은그나름의빛과향기를지닐때가장아름
답다｜총독부 건물이 사라져도 지워지지않는 것｜살아있는신｜일본천황은왜 통석 해하는가｜통일의새술은새부대에담아
야 한다｜좌우는 하나였다｜젊은 세대에바란다｜두 강물은결국하나가된다｜통일조국의국가(國歌)｜역사란무엇인가｜왜역사
에서현재성이중요한가｜우리현대사를어떻게쓸것인가｜민족주의사관의어제와오늘｜반쪽의역사를넘어
신국판 양장본 262쪽 값 9,000원

히말라야의 순례자
임현담 지음
모든 여행의 종착지는 산이며, 산의 종착지는 히말라야이며, 그곳은 저의 고향이자 모국입니다. 저에게 몸과
마음이 지치면 언제든지 찾아갈 사랑스러운 고향, 히말라야 산이 있다는 것은 커다란 행복입니다. 이 기록들은
간이역에서, 혹은 먼 대륙으로 향하는 항구에서 떠나온 고향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차나 선박을 기다
리며 대합실에 앉아 그 동안 어느 길을 지나왔는지 궁금해하는 스쳐가는 여행객에게 고향의 풍경과 인연을 말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하얀 고봉의 주름 사이로 들어간다면 누구든지 저와 닮은꼴이 되어 서역의 설산이 꿈
이 되고 고향이 될 것입니다. (저자의 말 중에서)
히말라야 메시지를 띄우며｜돌아오지 않을여행｜나는어디로갈것인가｜오, 그것이인생입니다｜해빙과결빙의자유｜한떨기의
야생화｜연꽃속에보석이｜산은가람이되어｜뉴턴의사과, 히말라야의사과｜윤회의길목｜존재혹은꿈꾸기｜산위에홀로있을
뿐이다｜꽃비｜신의 정원｜언어를 넘어서｜사막에서｜고행하는 대지｜그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내 꿈꾸던 빛이여｜다시
나그네가되어
신국판 양장본 288쪽 값 9,000원

세상의 그리운 것들
조각가 강대철의 장생이마을 이야기

강대철 지음
일상적인 생활세계에서 일어나는 사사로운 주변의 이야기들과 사물에 대한 애틋함으로 엮어진 세상의 그리운
것들 은 예술가의 눈에 비친 자연과 인간, 그리고 우리 삶의 진솔함을 잔잔하게 보여주고 있다. 자연에 대한 세
밀한 탐구, 즉 예술작품의 소재가 되는 사물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거기에 우리 삶의 또 다른 의미가 아로새겨
져 있음을 보여주며 그것을 감각적인 문체로 승화시킨다.
하지만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우리 삶의 잔잔한 감동의 여운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우리들
의 삶에 대한 질책도 있다. 그것은 물질문명이 지배하는 우리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실들
이라 할지라도 지나치게 그러한 것들에 대해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따끔한 충고의 어조로 다가온
다. 그것은 곧 자연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지며 저자는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포근함과 풍요로움을 이야기한다.
옹이 구멍｜김씨네 토담｜채송화 씨받기｜초가지붕과굼벵이｜고속도로와 도드람산｜들풀들에관하여｜친구와 잡초｜호박묶기｜
그리운것들｜화롯불｜김치광｜아궁이｜길｜논두렁밭두렁｜토종을찾아서｜먹거리설치미술｜냉이와꽃다지｜토끼풀｜댑싸리｜
제비꽃｜질경이｜겨울의소리｜서설｜도인｜죽음에대하여｜말세｜인연｜예언｜끼리끼리법칙｜동충하초｜보신탕｜채식주의
신국판 반양장 286쪽 값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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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나의 오십자술

박한제 지음
중국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살아온 어느 시기까지를 스스로 정리하는 글을 남기는 일이 드물지 않은 모양이다.
특히 사십자술 (四十自述)이니 오십자술 (五十自述)이니 혹은 육십자술 (六十自述)이니 하는 제목의 책이 눈에
많이 띄니 말이다. 내 인생이 그렇게 낭만에 찬 것은 결코 아니었지만 내가 살아왔던 시대는 우리나라 역사상
보기 드문 격동의 시대였다. 그 속에서 표류를 거듭하던 한 사람의 생활의 궤적과 잡된 상념의 기록이 전혀 무
가치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 글의 성격을 굳이 규정하여 이름을 붙이자면 나의 오십자술 인
셈이다. 이처럼 저자는 자신이 살아온 시간의 흐름에 대해 나름대로 의미 규정을 하고 있다. 동양사학자로서
고루할 것만 같은 고서들에 파묻혀 한평생을 살아온 저자의 인생관과 사물관, 그리고 추억들이 담담한 어조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손발이안맞는 사람｜선풍기｜도시락｜시험｜나의고집｜연구실중독증｜동희반점｜발표공포증｜갑부가된다기에｜봄처녀｜가짜
아들｜논산 훈련소｜겨울여행｜인기교수｜장서타령｜나의 전성시대｜관악산 기슭에서｜어머니의 눈물｜마흔아홉 고개를 넘으며
｜립스틱짙게바르고｜역사가의수명
신국판 반양장 328쪽 값 7,000원

책 속에 숨어 있는 99가지 책이야기
김지원 외 지음
책 전문 정보지 출판저널 (격주간)에 5년 동안 실렸던 책 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를 묶어 펴냈다. 책 읽는 일
이 직업인 출판기자들로서 책을 읽으면서 새롭게 만나는 저자와 역자, 그리고 진귀한 내용에 접한 가슴벅참, 다
양한 정보의 세계에서 헤엄치는 즐거움이 평이한 내용과 정감어린 문체로 책 속에 책 의 소박함과 엄숙함이
동시에 녹아들어 있다. 책들에 대한 다양한 기록들을 흥미롭게 서술한 도입부분부터 책으로의 여행을 인도하는
이 책은 다양한 책의 세계를 보여주는 한 편의 사회사요 문화사이다. 우리에게 친숙한 문예이론가 발터 벤야민
이 책 수집가였다는 사실, 나폴레옹이 1년에 160여 권의 책을 읽어낸 독서광이었다는 사실, 밀란 쿤데라는 자
신의 책이 엉망으로 번역되어 독자들의 손에 들어간다는 것에 분개하여 자신의 작품 용어사전을 만든 사실 등
책에 얽힌 다양한 에피소드가 때로는 실소를 머금게 하고 때로는 책의 소중함과 그 속에 깃들인 고결한 정신을
엿보게 한다.
세계 기록의 책들｜모리스 쿠랑의 한국서지 ｜책 수집가 벤야민｜사회학에서 보는 책｜라즈니쉬의 기억의 서가｜쿤데라의 단어
사전｜ 잡학사전 속의 사전과 도서관 만들기｜소련인의 책문화｜바스티유의 금서들｜로마 귀족사회의 도서관｜유배지에서 보낸
편지｜프루스트의 책대하기 ｜김현의책읽기, 그괴로움｜출판사와지식인집단
국판 양장본 434쪽 값 8,000원

북마니아를 위한 에필로그 60
김석희 지음
소설가로 등단했으나 창작보다는 번역 일에 더욱 열정적으로 매달리는 전문번역가 김석희. 지금까지 약 100여
권의 책을 번역한 그는 외국의 문화를 올바르게 수입 전달하는 세련된 전령사이다. 그 자신 스스로 번역일에
무한정한 애정을 보이고 있으며, 그 속에서 내밀한 즐거움을 맛보고 있다. 이 책은 저자가 번역을 마친 각 책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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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번역후기로 썼던 글을 모아 엮은 것이다. 저자는 번역 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스스로 의미를 내린다. 번역
은 장미밭에서 춤추기 , 즉 고통 속의 쾌락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번역은 하나의 메커니즘에 불과할 것입니다.
즉 번역은 또 하나의 미학적 탄생이며 제2의 창작임을 말해준다.
톨스토이냐도스토예프스키냐-조지 스타이너｜철학산책-모티머애들러｜털없는원숭이-데스먼드모리스｜인간동물원-데스먼드모
리스｜로마인 이야기-시오노 나나미｜신의 대리인-시오노나나미｜문명 속의불만-지그문트 프로이트｜아돌프-뱅자맹콩스탕｜빙
벽-이노우에야스시｜어린방랑자-댄카비키오｜화산도-김석범｜유역-이회성｜시몬드보부아르전기-데어드르베어
신국판 양장본 326쪽 값 10,000원

그리스철학의 이해
강대석 지음
인간과 자연과 사회는 인과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파악될 수 있으며 인간은 그것을 바탕으로 사회와 역사를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어갈 수 있다고 믿는 계몽정신 에서 출발하고 있는 저자는 이러한 정신은 현세 중심의 유
물론적 방향에서 더욱 강조된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그리스철학의 흐름을 기술 평가하고 있다. 이 책에는 그
리스철학의 역사가 객관적으로 기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철학사조들에 대한 평가와 비판에도 역점이 주어지
고 있다.
철학이란무엇인가｜철학과철학사｜그리스의역사적배경｜그리스철학의발생｜존재와변화｜원자론의대두｜소피스트들의진상
｜소크라테스와덕｜플라톤의이상｜아리스토텔레스의지혜｜철학과실천
신국판 양장본 292쪽 값 11,000원

삶의 정치사상
동서정치사상 비교

임효선 지음
인간은 더불어 사는 존재이다. 공동체의 삶이 진정한 의미의 문학적 삶이요 문명화된 삶이며 근대화된 삶이다.
세계를 보는 근대서양적 시각은 인간중심적이고 기계론적이며 원자론적이다. 이로 인해 관계적 존재보다 고립적
존재가, 공적 문화보다 사적 문화가, 자애심이 아니라 자만심이, 조화 협조가 아니라 갈등 투쟁의 논리가 주도
적 규범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무관계 의 세계관은 삶의 원리 를 제시할 수 없으므로 상호유기적이고 호혜적
이며 전일적인 관계 의 시각을 통해 만물을 파악해야 한다. 이 책은 근대서구적 세계관을 근원적으로 비판하고
이에 대한 대체적 세계관으로 고대중국의 독특한 세계관인 자연적 호혜주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근대서구의 자연관｜고대서구의 자연관｜중국적 세계관의 두 측면인 유가주의와 도가주의｜중국적 세계관：자연적 호혜주의｜도
덕적 정치적 교육론으로서의 중국의 정치철학｜이념통합을 위한 시론｜발전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중간공업기술의 정치
경제학
신국판 양장본 328쪽 값 12,000원

갈등하는 본능
김정호 공병호 지음
인간의 본능과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의 관계는 어떠할까. 본능 은 제도 에 적대적일 수도 있고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본능은 근본적으로 구속을 싫어한다. 이러한 관계를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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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살펴보고 있는 것이 이 책이다. 꼭 집어서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근본적으로 자유로운 인간
사이의 경쟁, 즉 본능이 자유로이 자신을 발하고 그것이 시장 이라는 큰 테두리 속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는 것
을 예견하고 있다. 저자들은 자신들의 논리와 입장을 세우기 위해 경제학은 물론, 인류학과 생물학, 인지과학,
뇌과학, 철학, 정치학, 법학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그것에 관심을 갖고 토론을 하였다.
인간의 본능이 자유롭게 발현되는 동시에 시장 속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는 것, 저자들은 이것을 인류의 합리적
인 미래라고 생각한다.
갈등의 뿌리｜원시와 현대의 갈등｜공룡에서 인간으로｜인간의 두뇌｜물려받은 유산｜후천적인 자동반응기｜두뇌와 원시인류의
적응｜원치 않은 문명｜현대문명의 등장｜원시두뇌와 현대문명의 갈등｜세상 바라보기와 자동반응기｜신념이라는 후천적 자동반
응기｜신념의 공급자와 지식인｜신념의 수요자와 대중｜잘못된 신념의 위력｜원시본능과 신념시장｜신념과 시장경제｜시장과 정
치의갈등｜새로운시작을위하여
신국판 양장본 290쪽 값 9,000원

조요한 철학에세이 1 2

예술을 사랑하는 마음
지혜를 사랑하는 마음
조요한 지음
조요한 교수의 두 권의 에세이집은 젊은이들에게 주는 하나의 인생 교훈서이다. 학문을 하는 사람으로서 예술
과 철학 은 반드시 거쳐 가야 할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젊은이들은 어려워한다. 주변의 풍요에만 관심을
기울일 뿐 자신과 사회, 그리고 미의 문제 등 인간으로서 한번쯤은 고민해야 할 것에 대해서는 좀처럼 관심을
표명하지 않는 세태에 우려를 나타낸다. 그렇다고 준엄하게 일갈하지는 않는다. 따스한 어조와 정감어린 글로
철학과 예술에 대해 간접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유도한다.
키에르케고르와모차르트｜예술과삶｜민들레인생｜아리스토텔레스의수난｜철학이란무엇인가｜사티아그라하의길
46판 양장본 각권 250쪽 내외 각권 7,000원

나의 민족발전전략
장기표 지음
30여 년 간 반독재민주화운동의 지도자로 활동하면서 다섯 차례에 걸친 투옥과 10여 년에 걸친 수배생활을 겪
은 정치운동가 장기표. 이 책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우리 시대의 여러 가지 과제와 미래상에 대한 하나의
지침서이다.
저자는 우리 시대를 과학기술혁명에 따른 정보화사회, 냉전체제의 해소와 함께 찾아온 지구촌사회, 아시아태평
양시대의 도래라고 요약한다. 이같은 상황을 우리 민족에게 유리하게 잘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치가 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이 혼란을 극복하고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
요하다고 본다. 즉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한 민족발전전략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과학 기술문명의 발달과 세계의 발전방향｜민족도약의잠재력과민족적비전｜민족도약을위한전략적과제：민족발전 5대전략
｜국가발전을위한사회개혁의5대기본과제｜보론：문명사적인사회구조의변화에따른노사갈등의새로운해결방안
신국판 양장본 238쪽 값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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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원리
장기표 지음
이 책은 저자가 30년 넘는 오랜 기간 동안 민주화운동의 일선에 서 있으면서 나름대로 정립한 사랑의 철학을
담고 있다. 사랑에 기초하지 않은 정치나 민주화운동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해 그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다. 저
자는 사랑이 넘칠 때만 가장 인간적일 수 있고 가장 인간적인 것이 가장 진보적인 것이다 라는 신념을 갖고
사랑이야말로 인간에게 화합과 평화를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참된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준다고 믿는다.
그래서 민주화운동이나 정치도 사랑의 사회적 실천이자 사회적 실현이어야 한다고 본다. 그렇다고 이 책이 정치
적인 문제로서 사랑을 다루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 이 글은 전적으로 부부사랑에 관한 것이다. 사랑이 저자
의 정치철학이라는 점에서 정치와 전혀 무관할 수는 없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부부사랑을 소재로 하여 저자의
정치철학의 핵심인 사랑을 기술한 것이다.
사랑의원리｜사랑의개념｜사랑의본질｜사랑의종류｜사랑의효과｜사랑의조건｜사랑의사회적실천
46판 양장본 206쪽 값 6,000원

페르시아의 초승달
실크로드 미술기행

윤범모 엮음
이국적인 정취가 물씬 풍기는 곳으로의 방랑은 항상 우리를 가슴 설레게 한다. 이 책은 미술가들의 실크로드
기행을 책으로 엮은 것이다. 실크로드 중에서도 아랍권 지역에 속하는 지역을 답사하면서 그때 그때의 느낌이나
풍물을 그림으로 담아냈다. 이 책이 가지는 큰 미덕은 구미 선진국 위주의 아랍권 인식 풍조에서 이제 제3세계
문화로의 시각 확대라는 의의를 획득한 점이다.
카이로의 피라미드, 요르단의 페트라, 실크로드의 중요한 십자로인 팔미라의 폐허, 이란의 페르세폴리스, 에스파한
의 모스크 등 우리에게 생소한 곳을 안내해주는 예술가의 시선이 미적 감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동서고금의십자로, 그첫기착지에서｜떠나라, 그러면얻을것이다｜친교의광장에서｜타는목마름의땅, 요르단｜이란일기｜페르
시아의 영화와상처｜이즈미르의 초승달｜동서공존의매혹｜황제의길을따라｜블루모스크속에지는노을｜그리스섬이여! 그리
스섬이여!｜이아침은영원히오지않는다｜실크로드의종착역, 로마
46배판 양장본 182쪽 값 22,000원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을 찾아서
프리드리히 빌헬름 폰 헤르만 지음｜신상희 옮김
이 책의 저자인 헤르만 교수는 1960년대 중반부터 하이데거가 타계하기 전까지 오랫동안 그의 곁에서 개인 연
구조교로 그 누구보다 가깝게 활동하면서, 그의 사상 전체를 가장 충실하게 계승한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자이
다. 하이데거 사상에 관한 그의 현상학적이며 해석학적인 논의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사태의 명확한 이해
를 언제나 독자에게 확실하게 보장해준다는 호평을 받아오고 있다. 이 책은 주관적 의식을 사유의 단초로 삼는
선험철학적 경향성 및 실존적 결단을 행위의 단초로 삼는 실존철학적인 견지에서 존재와 시간 을 해석하려는
종래의 그릇된 이해방식으로부터 벗어나 있다. 서양의 형이상학적이며 존재론적인 사유의 전통적 맥락 속에서
존재사유의 감추어진 심연을 드러내려는 하이데거의 본질적인 관심사 및 그의 근원적인 통찰 영역을 매우 탁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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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제시하고 있다.
존재와 시간 을 해석하기 위한 기본방침｜생활세계와세계-속에-있음｜처해-있음과 이해가존재물음에서 차지하는위상｜터있음
의시간성과존재의시간｜개시성과초월｜말의독특한특성｜언어의본질
신국판 양장본 288쪽 값 12,000원

책의 탄생 1 2
김언호 지음
① 격동기 한 출판인의 출판일기：1985～1987
② 저자와 독자와 출판인, 그리고 시대정신
한 시대, 한 사회에서 한 권의 책 또는 그것을 기획해 펴내는 출판인이란 어떤 존재인가? 책과 출판인은 도대
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한 시대, 한 사회에서 책의 문화 혹은 출판인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한길사 대표 김
언호 사장이 펴낸 이 책에는 책의 문화가 어떻게 기획 창출 발전되며, 책이 한 시대의 정신과 사상을 어떻게
일깨울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실험과 성과의 생생한 기록은 우리 출판문화에 어떤 영향을 끼쳐왔는가가 자세히
나타나 있다. 또한 이 두 권의 책은 시대정신과 더불어 책을 만들고 전파시키는 일이야말로 그 어떤 일보다도
소중할 뿐만 아니라 참으로 아름답다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다. 출판 일선에서 20년 이상을 오직 책 만들기에
나서고 있는 한 출판인의 아름다운 다큐멘터리로서 이 책은 우리 시대의 지성사 사회사 정신사일 것이다.
제1권：1985년｜1986년｜1987년
제2권：책의탄생｜저자와의만남｜한권의책을위하여｜오늘의사상신서이야기｜ 우리가만든책은시대와역사의소산이다
크라운판 양장본
제1권 692쪽 값 20,000원 제2권 464쪽 값 15,000원

일본의 본질을 다시 묻는다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현대사연구소팀 편
식민지근대화론 의 맥을 잇는 식민지공업화론 은 식민 주체인 일본제국주의가 당시 이 땅에서 시행했던 각종
공업화정책의 지향, 인력, 제도, 인프라스트럭처 등이 오늘날 한국이 이룩한 눈부신 경제성장의 모태가 되었다는
도전적인 주장을 담고 있다. 식민지공업화론 은 과거 사실들에 대한 계량화를 통해 치밀하게 실증하는 학문적
입론의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여론을 흡수하는 힘이나 지적 설득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책
은 식민지공업화론 과 같이 한일관계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최근의 논의들을 검토하여 보다 설득력 있고
유효한 대응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저들의 논리에 문제가 있다면 감정만으로 노 를 외칠 것이 아니라 상대가
승복하지 않을 수 없는 냉정하고도 치밀한 반대의 논리를 개발해낼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일관계, 무엇이 문제인가｜식민지공업화와 한국의 경제발전｜식민지 재정기구를 통한 세출의 용도와 성격｜식민지 공업기구를
통한자금의유출입과성격｜1900년대초일본과맺은조약들은유효한가｜1965년한일조약의문제점과개정방향｜전후일본인의
역사인식과망언
신국판 양장본 320쪽 값12,000원

한국명시(상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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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호 편저
최남선부터 1980년대 조정권 시인까지 160여 명의 명시를 수록, 한국 현대시사의 전모를 보여준 최동호 교수
의 한국명시 는 전문 연구자뿐만 아니라 시를 처음 공부하는 초심자들에게도 필수적인 자료가 될 것이다. 문학
사적으로 의미 있다고 판단되는 중요 시인들을 선정한 후, 간단한 약력과 시세계를 집약하는 비평적 해설을 가
하여 독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독자들을 위해 참고문헌을 추가하고 있으며, 이 참고문헌은 이 자료
를 정리한 1992년까지 보고된 최신의, 그리고 최선의 학술적 비평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성과물들을 엄선
하여 수록한 것이다.
저자는 한국명시 를 통해 격동의 한국현대사를 함께해온 한국현대시사를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역사와 문
학 인간의 의미를 거시적으로 때로는 미시적으로 음미하고 있다. 1300여 편의 주옥 같은 시들이 독자들을 기
다리고 있다.
신국판 양장본 합 2060쪽 세트 값 50,000원

한국고전의 발견
이우성 지음
전통문화를 정당히 계승해야 한다는 것은 역사적 당위에 속한 명제로서 아무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자꾸만 전통문화의 몫을 접어두려 하고 있다. 전통문화 가운데 조형예술의 유물이나 서민층의
민속놀이 같은 것들은 손쉽게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지만, 우리 조상들의 심오한 철학적 사색과 격조 높은 시
문학의 정서가 담겨 있는 고전들은 일반적으로 먼 거리에 던져둔 채 가까이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의 고전 문헌에는 우리의 역사와 사상, 그리고 삶의 방식, 풍류정신 등이 그대로 녹아 들어 있다. 온고
지신 의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전거로서, 고전 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면 이우성 선생
이 정리해낸 한국고전의 발견 은 그 의의를 지닐 것이다. 옛 책이라고 해서 모두 고전은 아니다. 독자가 읽고
독자의 가슴에 와닿을 때, 고전의 본래 의미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고려명현집：이상국집 동안거사집｜기우집｜치평요람｜청주판 명심보감｜동문선｜월연집｜회재전서｜동고유고｜퇴계전서｜입
암집｜도산급문제현집｜학봉전집｜겸암집｜한강전서｜우복집｜잠곡전집｜홍범우익｜법산세고｜미수기언｜반계잡고｜우담전집
｜창계집｜성호전서｜순암전집｜동사강목｜연암집｜여유당전서｜담정총서｜이안정유집｜성재전집｜명남루전집｜계당전서｜방
산전집｜항재집｜수당집｜양원전집｜성헌집｜심산유고
국배판 양장본 578쪽 값 120,000원

성서이야기(전5권)
구약편

신약편

이누카이 미치코 지음｜이원두 옮김
성서란 어떤 책이며 또 어떻게 읽을 것인가. 아니 성서는 누가 언제 어떻게 해서 기록한 것일까? 인류 최고의
고전인 동시에 시대를 초월한 최대의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성서를 처음 접하는 사람, 혹은 새로운 접근을 하게
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이러한 소박한 의문을 느꼈을 것이다. 얼핏 보기엔 유치할 정도로 소박한 이
의문이 사실은 성서를 둘러싼 여러 학문－신학, 성서고고학, 성서지리학－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누카이 미치코의 성서이야기 는 기독교 신자는 물론 일반 교양인도 쉽게 성서의 세계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자세히 안내해주고 있는 입문서이다. 성서에 나타난 주요 사건의 배후인 시대적 문화적 민족적 배경을 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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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료하게 곁들임으로써 아주 귀중한 지적 정보 를 제공해주고 있다.
모세 5경｜역사서｜열왕｜멸망 이후｜문학의 서｜오실 이의 가는 길｜예수 생애 제1기｜제2기｜제3기｜제4기｜제5기｜제6기｜
사도행전
신국판 반양장 각권 400쪽 내외 각권 8,000～9,000원

고야(전4권)
홋타 요시에 지음｜김석희 옮김
① 에스파냐-빛과 그림자
② 마드리드-사막과 초원
③ 거인의 그림자
④ 운명-검은 그림
예술과 인생의 거인 고야 의 4부작을 읽고 나니 내 자신 긴 역사의 터널을 지나온 느낌이다. 책을 읽는 동안
나는 고야가 살던 시대, 그가 살던 에스파냐와 유럽을 멀리멀리 유영하고 있었다. 그 일탈은 나와 내 삶으로부
터의 감미로운 단절이었지만 정신과 영혼은 마치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를 탄 듯 만감이 오가는 충일감에 차
있었다. 짙푸른 바다의 무거운 파도가 해변의 검은 바위에 부딪혀 그 하얀 작렬의 파괴를 반복하는 듯이. 읽는
동안 내 의식의 차오름을 이기지 못하여 책을 놓고 몇 번이고 걸어 나서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석우｜경희대
서양사학과 교수)
일본의 양심적 지식인 홋타 요시에의 장편소설 고야 는 역사와 인간, 예술과 도덕, 이상과 현실 등 인간을 둘
러싼 모든 갈등과 조화를 장엄한 필치로 그려낸 역작이다. 고야는 그림을 그렸다 는 단순한 화가로서가 아니라,
에스파냐 근 현대사의 격동의 시기를 온몸으로 겪으면서 자신의 역사를 형상화해낸 시대의 거인 인 것이다.
그의 예술혼은 그대로 그의 작품 속에 녹아들어 있으며, 선연하게 물든 인간과 역사의 빛과 그림자를 정밀하게
포착해내고 있다.
에스파냐, 그빛과그림자｜푸엔데토도스마을｜마드리드｜로마로｜다시사라고사로｜왕립태피스트리공장｜벨라스케스 발견 ｜
아카데미회원고야｜재상플로리다블랑카백작｜자화상｜ 나는행복하다 ｜친구마르틴사파테르｜사막과초목｜또한사람의공
작부인｜궁정화가 고야｜악몽의 1792～ 93년｜청년재상 마누엘고도이｜알바공작부인｜ 마드리드화첩 -하나의균열｜수석 궁
정화가, 그리고근대의탄생｜현란한악의｜옷을입은마하, 벌거벗은마하｜거인의그림자｜화실에서｜ 5월2일 ｜ 5월 3일 ｜반
동 탄압 박해｜판화집 투우 ｜귀머거리의집｜판화집 어리석음 ｜1824～28년｜고야의무덤
신국판 반양장 각권 380쪽 내외 각권 14,500원

대하역사평설

중국의 역사(전12권)
진순신 지음｜오정환 외 옮김
① 신화에서 역사로
② 춘추전국시대
③ 천하통일
④ 한왕조의 빛과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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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출사표
⑥ 장안으로 가는 길
⑦ 대란
⑧ 초원의 영웅
⑨ 자금성
⑩ 유민
⑪ 태평천국
⑫ 혁명
진순신의 대작, 중국의 역사 는 우리가 지극히 관념적이며 단순하게 알고 있는 중국에 대해 체계적이면서도 알
기 쉽게 말해주고 있다. 역사시대로 접어들면서 이상국(理想國)의 모범으로 삼은 삼황오제(三皇五帝)의 시대부터
모택동의 중국혁명까지 중국의 전 역사를 소개한 이 책은 광범위한 문헌자료의 고증과 때로는 소설적 분위기의
문체로 독자들에게 광활한 중국본토의 한복판에 서 있는 느낌을 준다. 특히 진순신의 해박한 문화사적 지식과
중국고전에 대한 완벽한 이해는 독특한 자기류의 사관을 보여주며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중국역사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게 한다. 중국의 역사에 관한 책이 국내에 많이 씌어지고 번역되었지만, 독자들로 하여금 소설
적 재미와 역사정보로서의 두 가지 장점을 적절히 보여주는 것은 거의 없었다. 특히 중국의 전 역사에 대한 진
순신의 꼼꼼한 추적은 중국역사를 전공하는 학자는 물론 중국역사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독자들에게도 본격적
인 중국 알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신국판 반양장 각권 320쪽 내외 각권 7,500원

성서기행
이누카이 미치코 지음｜이원두 옮김
① 구약편
② 구약과 신약 사이
원제 성서를 여행한다 가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이 책은 성서 자체에 대한 섭렵 또는 편력을 통해 성서 각권
의 역사적 시대적 문화적 배경을 간결하게 분석 해부함으로써 왜 성서의 그 부분이 그렇게 기술되고 있으며,
또 그렇게 기술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당위성을 밝히고 있다. 특히 제2권은 구약시대가 끝나고 아직 신약시대
가 시작되지 않은 과도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해주고 있는지를 기술하
고 있다.

신약편

성서와 여성

성서와 미술 편도 발행될 예정이다. 이 책은 성서에 대한 자세한

안내서이자 깊이 있는 성서 이해의 지름길 구실을 충실히 해줄 것이다.
제1권：해어진샌들｜여행을위한준비｜인간의소망과하나님의인도｜물망초｜이름이무엇이오니이까｜바다에서온사람들｜유
월의밤｜십계｜아담과하와｜태초에｜실낙원｜약속의땅｜다가오는선지자들｜아가와혼인｜인물상｜측면으로부터의이해방법
제2권：길을 예비하라｜헤롯의 등장｜헤롯, 그 최후의날｜마음속길 닦기｜유다이즘의탄생｜로마의정치기구와발상법｜셉투아
긴타｜디아스포라｜인물상｜측면으로부터의이해방법
신국판 반양장
제1권 552쪽 값 12,000원 제2권 3 12쪽 값 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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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풀무질하는 농부
유재현 지음
1955년 경기도 부천에서 개간도 안된 땅 1만 평을 마련해 농장을 세우고 1976년 경기도 양주로 옮겨와 오늘
에 이르기까지 풀무원 공동체를 꾸려가고 있는 원경선의 삶을 다룬 이 책은 환경문제와 생명존중사상이 진하게
배어 있다. 평생 나눔과 공유의 철학을 실천하며 자연의 이법에 순응하는 그의 삶은 지상의 목숨이 다하는 날
까지 지속될 것이다. 원경선은 화학 비료와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법을 시작하면서 바른 농사를 지향하
기 위한 정농회를 창설하고 이기적 사유욕을 버리고 더불어 사는 삶을 실현하기 위한 한삶회를 설립하여 진정
한 인간적 삶을 살아가고 있다.
풀무원가는길｜새생명을일구는사람들｜더불어사는사람들｜굶주림으로고통받는사람들｜굶주림과싸우는사람들｜기도하는
사람들｜사랑을나누는사람들｜준비하는사람들｜나무를키우는사람들｜함께뿌리고함께거두는사람들｜생명을풀무질하는농
부
신국판 반양장 296쪽 값 8,000원

신인문
김상봉 외 지음
한 시대가 저물어가는 때, 역사는 새로운 삶과 새로운 인간성의 이상을 간절히 고대한다. 자연을 파괴하고 타인
을 도구삼아 나의 몸을 살찌우는 문화가 아니라 너도 살림으로써 나도 사는 살림의 문화, 오직 서로 섬김으로
써 자기의 모자람을 채워나가는 섬김의 문화를 모색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갓 구호를 통해서가 아닌, 해산을 기
다리는 산모의 인내와 정성을 통해서만 그리고 혼돈과 불확실성을 견뎌내는 정신의 강건함을 통해서만 이 깊은
시대의 어둠으로부터 새로운 인간성의 이상을 길어 올릴 수 있다. 신인문 은 그러한 새로운 인간성의 이상을
모색하는 열린 반성의 지평이다.
문명과문명론(한정숙)｜자기와타자(김상봉)｜낭만주의철학과인도사상의만남(최인숙)｜문명과야만(김호동)｜길을통해본동서
문명 교류사(최영준)｜전환기의 문명충돌과 민족갈등(성경륭)｜문화상대주의(한경구)｜남북한 관계에 대한 문명론적 조망(김명섭)
｜문화의 세계화：그 이론과 현실(김호기)｜문명론적관점에서 본정보공간(윤영민)｜노르베르트 엘리아스：문명화이론의도전(박
미애)
신국판 반양장 340쪽 값 8,000원

대산주역강의(전3권)
대산 김석진 지음
① 상경
② 하경
③ 계사전 외
복희씨 문왕 주공 공자를 거쳐 역도(易道)가 완성된 이래 선인들의 연구에 힘입어 역학은 한때 크게 부흥하
기도 했으나, 송대 이후로는 진면목이 가려진 채 그 의미가 제대로 전해지지 못하였다.
야산(也山) 선사의 역학적 핵심은 주역을 집대성한 공자의 가르침을 본래 그대로 밝힌 선후천 교역사상이라 할
수 있으며, 그 대표적인 학설과 저작으로는 건구오도설(乾九五圖說), 선후천고정설(先後天考定說), 황역기시략초
(皇易紀時略草), 경원력(庚元歷), 대학착간고정(大學錯簡攷正)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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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가장 중요한 특색은 주역을 통해 활연관통한 야산 선사의 학통을 계승하여, 평생을 주역 연구에 바쳐
역도를 체득한 대산 선생의 심혈과 자취가 그대로 녹아들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대산 선생이 강의한 내용을
가능한 한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문어체가 아닌 구술방식을 택하였으므로 강의 듣는 기분으로 읽을 수 있다는
점이다.
주역의 역사와 유래｜역에 관계된 기본 용어｜하도의 원리｜낙서의 이치｜복희씨의 선천팔괘｜문왕의 후천팔괘｜상경｜하경｜계
사상 하전｜설괘전｜서괘상 하전｜잡괘전｜부록
신국판 양장본 각권 650쪽 내외
제1 2권 값 25,000원 제3권 값 22,000원

생명의 과학
이준상 지음
다가오는 21세기는 생명과학의 시대가 될 것이다. 생태주의와 환경주의가 사회 전반적인 사상을 이끌 것이다.
지구와 인류는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이로 인한 기상 이변, 종 다양성의 파괴로 인
한 먹이 사슬의 훼손, 빈곤의 악순환, 새로운 질병의 발생과 유전공학 응용의 부작용 등 풀어가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학문 중의 하나가 바로 생명과학이다. 이 책은 세포, 물질
대사 등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서부터 환경오염, 환경호르몬, 종다양성, 유전공학 등 근래에 대두되고 있는 문제
에 이르기까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생명공학의 최신 내용과 비전을 생생히 담아내고 있다.
생물학이란｜생물체의 구성물질｜생물체의 분자 화합물｜세포에너지론｜세포의 물질수송｜광합성｜세포호흡｜유전물질로서의
DNA｜유전자와 염색체돌연변이｜유전공학｜진화｜종의개념과종분화메커니즘｜원핵생물｜바이러스｜생물과환경｜생물군계
｜생태계｜생물지구화학적 순환｜군집의 구성기구｜개체군 생태학｜환경문제｜떠오르는새로운 오염물질-환경호르몬｜종다양성
의중요성
46배판 반양장 364쪽 값 20,000원

헤겔연구 8
임석진 교수 정년기념논총

한국헤겔학회 엮음
자신의 시대와 전통을 종합하여 새로운 개념으로 철학을 정립해간 헤겔의 학문적 위업을 우리 현실의 과제로
하여 저술된 이 책은 현대 속의 헤겔, 헤겔철학의 변증법적 기초와 실천적 방향, 칸트를 비롯한 독일관념론의
전개, 고대철학에서 인간과 자연, 동 서 철학적 융합의 모색에 대한 연구이다.
헤겔 철학을 통해 헤겔 이전의 서양철학이 종합되고 현대 철학의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는 점에서 우리는 반드
시 헤겔을 읽고 넘어가야만 한다. 그것은 곧 서양철학의 본질을 이해하는 척도이기 때문이다.
21세기를향한헤겔연구의전망｜헤겔과스피노자｜역사전개와그 근거에대한변증법적인식｜새로운의식의출현과정과 그서
술의 문제｜시간과 사유｜의식의 자기회의와 자기확신의 변증법｜감각적 경험을넘어서｜논리학의 최종 근거지우기로서의 역동
성｜모순의 논리학｜필연성에의 통찰｜헤겔의 논리학 (개념론)에서살펴본사유와존재의통일의형식｜헤겔과형벌의예에서본
선험화용론적최종근거정초｜헤겔이냐 포이어바흐냐?｜법철학에서칸트의위치｜헤겔과아리스토텔레스｜칸트 유작 에나타난
절대 관념론의맹아｜칸트에 있어서 자연의목적론과문화의의미｜철학과철학사｜라이프니츠에있어서실체의개념과물체의본
성｜칸트철학의윤리와종교에대한라인홀트의해석｜모방과실재Ⅱ｜플로티노스와자연｜존재론적관점에서본플라톤의철인왕
개념｜그리스인의우주관｜주자(朱子)와노불(老佛)비판｜ 유교적기독교 는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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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국판 양장본 748쪽 값 30,000원

한국노동경제론(전2권)
김장호 지음
① 새로운 생산방식과 고용
② 새로운 노사관계와 보상제도
지금 전세계는 정보화 세계화라는 문명사적 변화조류에 휩싸여 고실업, 고용불안, 소득의 양극화 등 전면적 노
동의 후퇴에 직면하고 있다. 더욱이 이에 따른 인간소외와 물신주의의 팽배는 이 위기의 골을 더욱 깊게 하고
있다. 한국도 이 노동질서의 퇴행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은 최근 심각한 경제위기의 체험을 통해 더욱 명확
해지고 있다. 한 노동연구가의 집요한 10년 연구의 축적물인 한국노동경제론은 본질적으로 인간 중심 의 노동
개혁을 역설하고 있는 방대한 양의 노동경제서다. 한국노동경제론 은 기본적으로 제도학파와 신고전학파의 수
정주의 노동경제학의 관점과 맥을 같이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노동문제를 크게 고용, 임금, 노사관계로 구분하
여 제1권에서는 생산방식, 고용형태, 고용안정, 실업문제, 근로자 숙련문제 등 고용의 여러 측면을, 제2권에서는
노동경제학의 성립배경, 자본주의 노동문제의 본질, 노동조합운동, 보상과 임금체계, 근로조건, 노동복지 등 임
금과 노사관계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한국노동경제의 구조와 성격을 이해하는 데 주요한 자료가 될
이 책은 우리의 노동문제를 보다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제1권：새로운 생산방식과 노동｜작업체계 혁신의 유형｜고용안정과 신자유주의｜경제위기와 새로운 고용정책｜ME자동화와 고
용｜유휴노동력의존재양상｜실업의성별구조와행태｜경제발전과학습체제｜숙련형성의구조와특성｜작업체계와숙련형성
제2권：노동경제학으로의 산책｜노동조합운동의 참모습｜노동시장에서의 공정거래와 산업민주화｜산업고도화와 노동윤리｜새로
운 산업체계와 한국 노동운동｜한국 임금제도론｜한국 노동복지론｜임금원죄론비판｜미국식근로자복지제도｜1987～88년의 노
사분쟁양상｜노사분쟁의사회경제적조건｜노사제도의문제점과분쟁의파급영향
신국판 양장본 각권 500쪽 내외 각권 값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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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산문정신
산문정신이란 삶의 현실을 자유로운 산문으로 표출하여 시대적 대중적 보편성을 얻어가자는 것이다. 이런 뜻에서
한길산문정신은 시대정신을 새롭게 호흡하고 삶의 진실을 담은 글들, 특히 쉽게 읽히면서도 깊은 생각이 담긴
글들로 엮어간다.

1

들사람 얼
함석헌 지음
☞ 함석헌 선집으로 재간행.

2

낙동강의 파수꾼
김정한 지음
우리에게 리얼리즘 소설의 귀감을 보여주면서 70년대의 문학에 새로운 길을 열어놓은 저자는 글이란 쓰는 사
람의 사회적 호흡 이라고 말한다. 이 책에 실린 글들 역시 불행한 시대의 사회적 삶에 대한 깊은 생각과 참여
적 자세에서 얻어진 것이므로, 사람답게 살기 위해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워 주기에 부
족함이 없다.
국판 변형 반양장 226쪽 값 2,200원

3

이 풍진 세상에서
최일남 지음
여기에 실린 글들은 소설가이며 명칼럼니스트인 저자가 그때그때의 상황을 나름대로 진맥하거나 보고 느끼고
생각한 바를 주로 신문에 발표한 것들이다.
우리의 정치적 상황, 문화 및 정신사적 뿌리와 맞닿은 풍물 등 우리의 현재적 삶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문제들
을 다루고 있는 이 글들은 우리 시대의 아픔과 우수까지 짚어봄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동시대인의 따뜻한 체온
을 느끼게 한다.
국판 변형 반양장 230쪽 값 2,200원

4

근대한국과 한국인
신용하 지음
이 책은 우리 민족에게 귀중한 정신적 양식을 줄 수 있는 역사적 사실과 인물들에 대한 글을 모아 엮은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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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 책에서 외세와 관련된 격동기인 우리 근현대사의 핵심적 사실과 인물들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접함
으로써 오늘의 문제와 내일의 지향점을 찾아가는 데 필요한 값진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국판 변형 반양장 240쪽 값 2,200원

5

녹두꽃이 떨어지면
송기숙 지음
암태도

자랏골의 비가

녹두장군 등의 장편 역사소설로서 억압과 착취에 시달린 민중들이 어떻게 힘을 모

아 역사를 만들어가는가를 보여주었고, 우리의 교육지표 등으로 그릇된 교육정책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기울
여온 저자가 그때그때 현실적 요청에 능동적으로 대응해가며 쓴 글을 모았다. 이 책에는 농민현실, 우리 사회의
그릇된 통념, 왜곡된 교육정책 등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우리의 역사적 현실에 대한 깊은 통찰이 생생하게
그려지고 있다.
국판 변형 반양장 2 10쪽 값 2,200원

6

정치를 위한 변명
장을병 지음
이 책은 저자가 민주주의의 실현을 애타게 그리면서 쓴 글들을 모아 펴낸 것이다. 이 책에 실린 글들에서 우리
는, 민주주의를 실현하지 않고서는 이 나라가 한치도 발전해나갈 수 없다는 저자의 절실한 판단과 함께, 우리
민중의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했으므로 위정자들이 민주주의를 뒤로 미루기는 불가능하다는
저자의 논지를 읽을 수 있다.
국판 변형 반양장 228쪽 값 2,200원

7

한옥의 미학
신영훈 지음
저자의 한옥에 대한 전문성은 한옥에 대한 기능성에서의 관점만이 아니라 역사적 민족정서의 파악과 표출이라
는 감성적 표현에서도 특출하다. 집이 폐쇄적이냐 개방적이냐는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심성에 의해서 결
정된다고 믿는 저자는 한옥의 안마당이나 부엌, 돌담 등에서 자연스럽고 안온하며 조화로운 한국인의 특성을 규
명하는데, 한편 지금은 없어진 것들에 대한 슬픈 회한과 외로움으로 이 화사한 규명은 오히려 허망한 꿈처럼
보이기도 한다.
국판 변형 반양장 258쪽 값 2,200원

8

삶의 벼랑에서
정진홍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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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얼 인 종교를 인식의 틀로 확인해보려는 종교학적인 생각들과 그것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종교현상에
대한 비판적 발언들을 엮어낸 것이다. 종교학적 문화비평의 시각으로 인식 표현되고 있는 이 글들에서 우리는
종교 가 사람이 살아온 역사 문화 사회 개인적 실존의 얼 이라는 저자의 주장을 승인하게 된다.
국판 변형 반양장 220쪽 값 2,200원

9

옳은 민족 옳은 역사
안병무 지음
이 책은 저자가 그때그때 절박한 문제로 대두되는 일에 대해 쓴 글들을 모은 것이다. 그러나 이 글들은 일관된
맥락을 이루고 있는데, 그것은 민족을 향한 사랑과 예수를 향하는 열정이 하나로 합치되어 참다운 삶과 행동으
로 통하는 큰 흐름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국판 변형 반양장 224쪽 값 2,200원

10

공동체의 춤 신명의 춤
채희완 지음
여기에 실린 글들은, 춤은 누구나 출 수 있고, 춤으로써 살아 있음이 확인되며, 춤은 생명의욕의 분출이고 삶의
고양이라는 저자의 생각을 담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고유의 춤과 거기 깃들인 우리 민족의 신명과 애환을 느낄 수 있으며, 나아가 신명으로 응
결된 공동체적 삶의 참뜻을 회복해가기를 기원하는 저자의 열정을 느낄 수 있다.
국판 변형 반양장 240쪽 값 2,200원

11

새벽을 위한 증언
김중배 지음
이 책은 우리 시대의 기자정신을 표상하는 저자가 역사와 현실 앞에 던지는 준열한 비판의 글이자 진실의 출사
표이다.
새벽이 없는 밤은 없다 라는 신념으로 반정(反正)의 새벽 을 기다리며 날카로운 필봉을 휘둘러온 저자의 글들
에는 생각한 것을 말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는 저자의 의지가 절실하게 배어 있다.
국판 변형 반양장 240쪽 값 2,200원

12

고난의 꽃
고은 지음
10년 남짓한 세월 동안 싸움의 능선에서 얻어진 이 글들은, 시인이 민족의 시련에 마주칠 때 발하게 되는 섬광

한길사 도서목록

222

이 들어 있다.
저자 자신은 툭툭 잘도 꺾이는 삭정이와 같은 단절의 습관으로 말미암아 늘 미완의 기록일 수밖에 없었다 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래서 더욱 여기에 실린 글들은 저자의 삶과 사색의 단면들이 발하는 짙은 향기와 빛을 지
닌다.
국판 변형 반양장 240쪽 값 2,200원

13

민족음악의 지평
이건용 지음
이 책은 음악이론과 음악평론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우리 현실에서 삶의 음악, 인간해방의 음악을 찾
아 현실의 벽과 치열하게 부딪쳐온 저자의 글을 모아 엮었다. 이 글이 참신하게 읽히는 것은,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문제제기를 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만이 아니고 그러한 문제들에 대한 탐색이 깊고 넓으며, 우리 음악의
참다운 가치를 현대적 시각으로 새롭게 찾아내는 통찰력에서 빚어진다.
국판 변형 반양장 240쪽 값 2,200원

14

우수의 거리에서
유종호 지음
이 조그마한 책이 어렵고 외로우나 아름다운 영혼들에게 잠깐 동안이나마 위안이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
고 저자는 책머리말에서 말한다. 우수의 거리에서 는 우수 를 안방에서가 아니라 거리 에서 규명한다는 점에
서 우리에게 살아 있는 산문정신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황량한 도시의 우수, 반논리와 반이성이 위세를 부리
는 도시의 거리에 서 있는 오늘의 우리들은 행복한 삶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 우수의 거리 를 걷는 동안
우리는 그 우수의 의미구조를 살피게 된다.
국판 변형 반양장 240쪽 값 2,200원

15

민족의 꿈 시인의 꿈
박태순 지음
소설가로서 실천적 지식인으로서 그리고 국토와 민중 에 대한 애정어린 천착으로 우리 시대의 굵은 정신적 흐
름을 주도해가고 있는 저자의 산문들은 문학의 실천 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에서 씌어진 것들이다. 4 19혁명
과 민족문제, 실천적 지식인들에 대한 작가 작품론, 작가의 삶을 관철해온 언사록 과 자전적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국판 변형 반양장 240쪽 값 2,200원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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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통일을 위하여
송건호 지음
국토분단과 오늘날까지의 수난은 불행하게도 해방 후 이 민족을 이끌어갈 만한 일제시대 이래의 강력한 민족
적 정치세력의 결여 에서부터 검토되어야 함을 지적함으로써 그의 논리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통일의 주장은 민족의 생존과 발전이라는 가장 엄숙한 역사적 동기에서 출발한다 는 데 대한 저자의 확
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통일문제가 대내외적으로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인가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전개
한다. 더불어 통일문제와 민주화운동은 선후관계를 가릴 수 없을 만큼 떼어 생각할 수 없는 문제 들임을 분명
히 하고 있다.
국판 변형 반양장 228쪽 값 2,200원

17

우리 시의 이해
신경림 지음
이 책은 우리 시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신경림 시인이 한 독자의 입장에서 시에 대한 생각과 느낌들을 적은 것이
다. 저자는 시가 갖는 본질적인 과제들을 다양하게 조목조목 짚어가고 있으며, 김소월에서 하종오에 이르는 시
인 20명의 대표적인 작품 1편씩을 뽑아 그 작품들의 참모습에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자상한 해설을
싣고 있다.
국판 변형 반양장 240쪽 값 2,200원

18

개성상인의 상술
김용운 지음
이 책은 저자가 순수수학에 수학기초론, 수학사 그리고 일반적인 문화 문제로까지 관심을 확산시켜가는 과정에
서 씌어진 글들을 모은 것이다. 한국인의 수관념 을 통해서 본 한국인의 자기중심적 사고 곡선적 사고 투
기심리 합리성 운명관 점 유목민과 농경민 기질의 양면성 등을 풍부한 소재와 해박한 지식으로 친근감
있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緣起)의 원리, 공(空)의 사상, 무한개념 등과 수학
개념들의 근원적인 공통성을 흥미롭게 밝히고 있다.
국판 변형 반양장 240쪽 값 2,200원

19

한국민중의 삶과 저항의 역사
이이화 지음
이 책은 우리의 현실을 역사와의 연속선상에서 확인해보기 위해 씌어진 글들을 엮은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한
국인의 뿌리와 주체를 파악해보려는 것이고, 세계 속의 한국인의 위치가 어떤 것인지를 확인해보기 위함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회제도 및 구조의 모순과 비리에 맞서서 이루어졌던
불복종 비타협 저항의 역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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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판 변형 반양장 240쪽 값 2,200원

20

명사십리 해당화야
이호철 지음
6 25 때 열아홉 살의 소년으로 단신 월남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남쪽 하늘 아래에는 처가 쪽말고 10촌 안으
로는 친척이 한 사람도 없는 저자가 이 땅의 삶을 여러 측면에서 관찰하면서 정감어린 어조로 이야기한다. 저
자는 이 책에서 서서히 변질되어가는 서민생활, 공동체적 요소에 기반을 둔 삶의 보편성과 원형, 소외된 자들의
삶의 현장, 이산가족과 통일문제, 실향민인 저자 자신의 자전 등을 통해 분단시대의 삶을 다양하게 조명하고 있
다.
국판 변형 반양장 240쪽 값 2,200원

21

더불어살기운동
정호경 지음
서품 후 이 사회에서 가장 소외당하고 버림받은 농민들 속에서 농민사목을 해온 정호경 신부가 있어야 할 자
리 에 있음으로써 얻어낼 수 있었던 이 책에 실린 글들은 손으로 쓴 것이라기보다는 발바닥으로 쓴 것이요, 머
리가 아니라 몸으로 쓴 것이요, 입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토한 말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다.
국판 변형 반양장 228쪽 값 2,200원

22

어머님전 상서
김규동 지음
우리 시대의 원로시인인 저자는 70년대 이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운동대열에 꾸준한 참여와 민족사의 고통
스러운 현장에 구체적으로 접근함으로써 민족현실의 문학적 형상화를 꾀해왔다. 이러한 자세로 씌어진 이 글들
은 시사적인 소재를 차분히 이야기하고 있지만, 진정한 자아의 발견이나 민족통일 등의 문제의식으로 자연스럽
게 발전해간다.
국판 변형 반양장 240쪽 값 2,200원

23

철학하는 삶을 위하여
조요한 지음
철학자인 저자는 오늘날 인격적 교제는 사라져가고 비인간적 특성이 증대되어가는 메마른 산업사회에서의 자기
정체의 상실을 우려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이 기능주의의 노예가 되지 않고 감각적인 것에만 탐닉하지 않
을 수 있는 길은 미의식의 발현을 통하여 총체적인 인간성을 유지하는 길뿐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총체적인 인
간성 유지의 한 방법으로서 독자로 하여금 고전의 가르침에 귀기울이게 하는 것이 저자의 일관된 관심이다.

한길사 도서목록

국판 변형 반양장 240쪽 값 2,200원

225

한길사 도서목록

226

지혜의 빛
문명발달이 가속화되면서 앎의 성격은 점점 추상화 수량화 부분화되어가고 있으며, 지식과 과학이 지혜와 전체에
대한 통찰을 대체하고 있다.
지혜의 빛은 잃어버린 지혜와 통찰력을 회복하는 길을 열고, 올바른 삶을 위한 빛을 던져줄 것이다.

불타의 가르침
월폴라 라훌라 지음｜전재성 옮김
이 책은 팔리어 아함경(阿含經)에 바탕을 둔 근본불교의 교리를 명증적이고도 알기 쉽게 해설한 가장 탁월한 불
교 입문서 가운데 하나이다. 근본경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춘 월폴라 라훌라 스님은 불교를 인간주의적이며
합리적인 종교로 서술하면서도 구제론적인 측면을 경시하지 않고 있다. 특히 그의 불교교리에 관한 이해는 아비
달마적인 교리체계의 번잡한 설명이 없어도 불교교리의 체계적인 파악뿐만 아니라 현대의 학문적인 진리에 대
한 접근에도 빛을 던져주고 있다.
마음에 대한 불교의 접근｜첫번째 고귀한 진리:괴로움｜오온이란 무엇인가｜두번째 고귀한 진리：괴로움의 원인｜세번째 고귀한
진리：괴로움의소멸｜네번째고귀한진리：괴로움의소멸에이르는길｜무아의가르침｜명상하는법｜가르침의실천
국판 반양장 166쪽 값 4,000원

예언자
칼릴 지브란 지음｜함석헌 옮김
다른 어떤 작품보다도 예언자 에서 칼릴 지브란의 사상과 문장은 절정에 이른다. 특히 모든 비유가 아주 솜씨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바위에 새긴 석상처럼 우뚝 서서, 독자를 깊은 명상과 드넓은 상상의 세계로 이끈
다. 게다가 칼릴 지브란에 깊이 매료되어 이 책을 옮긴 함석헌 선생의 시적인 문장은 갈고 닦은 우리말이 얼마
나 아름다운가를 느끼게 해줄 것이다.
배가오다｜사랑에대하여｜결혼｜아이들｜주는것｜먹고마심｜일함｜기쁨과슬픔｜집｜옷｜사고팖｜죄와벌｜법｜이성과감정
｜고통｜자각｜가르침｜벗사귐｜이야기｜시간｜선과악｜기도｜즐거움｜아름다움｜종교｜죽음｜떠나는말씀
국판 반양장 152쪽 값 4,000원

그대 웃음 한 송이 꽃을 피우리
틱 나트 한 지음｜정영식 옮김
지은이 틱 나트 한 스님은 베트남이 낳은 선학자이자 시인이며 평화살림운동을 통하여 자비실천을 이끌고 있는
분이다. 이 책은 1985년 평화운동단체의 초청으로 미국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불교의 명상에 대하여 강연한 것
을 듣고, 감동하여, 그를 따르게 된 이들이 따로 출판사를 만들어 펴낸 것이다. 이 책에 실린 일곱 가지 명상의
주제들은 모두가 살아 있는 불교의 명상살림을 이끄는 바탕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괴로움만으로는 부족하다｜세 보배(三寶)가 온전한 하나로 어우러져야｜감각(受)과 지각(想)에 붙잡히지 말라｜명상수행의 핵심｜
평화만들기｜더불어사는존재｜나날의살림명상
국판 반양장 190쪽 값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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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아카데미
학술적인 글들을 소수의 지식인들뿐만 아니라 일반대중에게도 널리 보급하기 위해 펴내는 한길아카데미는 분량은
비교적 적지만 널리 읽혀야 할 알찬 내용을 엄선한 것이다.

1

한국농업의 역사
강동진 지음
이 책은 우리나라의 고대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농업과 농민문제 중에서 각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만을 다
루었다. 즉 고대의 토지제도나 농업기술, 농민의 생활풍습, 근대 농민의 반봉건 대외세 투쟁, 일제의 토지수탈
정책 등의 문제를 일반인과 농민대중을 대상으로 평이하게 엮었다.
고대의 농업과 농민의 생활｜삼국시대의 농민｜고려의농업정책｜조선시대의농업｜조선초기의농업부담｜임진왜란과농민의 활
약｜토지제도의 문란과 농민생활｜19세기와 농업의 근대화｜개국과 잘못된 농업근대화｜동학농민전쟁과 농민의 활약｜한일합방
이전의일인들의토지약탈｜일인들의산림약탈｜일제의토지조사사업｜1920년대의소작쟁의｜일제시대의소작제도와농민운동｜
농민들의반일민족운동
46판 반양장 344쪽 값 3,000원

2

에밀 뒤르껭 연구
A. 기든스 지음｜김의순 외 옮김
이 책은 근대 사회학자 중 사회학의 고전들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있는 학자로 주목받는 기든스가 19세기말 서
구문명의 타락과 혼란에 도덕률의 확립으로 대응했던 거물 사회학자 에밀 뒤르껭의 논술들을 분석한 것이다.
뒤르껭에 대한 그의 접근은 포괄적이면서 학문적인 입장에서 객관성을 잃지 않고 있으나, 논평에서의 그의 지적
들은 자못 신랄하다.
초기저작｜사회학적방법론｜국가이론과정치이론｜도덕적권위와교육｜종교와지식이론｜논평
46판 반양장 160쪽 값 1,800원

3

조소앙의 삼균주의 연구
홍선희 지음
임시정부의 최대 이론가이자 삼균주의를 제창, 민족운동을 새로운 차원으로 심화시킨 조소앙의 사상을 규명하는
연구업적이다.
제국주의 침략에 나라를 잃은 것에 대한 반성에서 우러난 새로운 정치사상인 삼균주의를 통해 민족해방운동을
사상적으로 이론화시킨 조소앙에 대한 인식작업들 가운데 이 연구작업은 그 최초의 체계적 작업이다.
조소앙의 생애｜조소앙의 사상적 배경｜삼균주의의 이론체계｜삼균주의의 현실적 기초｜삼균주의의 역사적 기초｜삼균주의의 철
학적기초｜국내외의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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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판 반양장 136쪽 값 1,800원

4

한국시가의 전통과 율격
조동일 지음
이 책은 한국시가의 전통론의 문제점을 살피면서 율격론이 전통론을 전개하는 데 어떤 의의를 가질 수 있는가
를 따져본 다음, 민요의 형식을 근거로 해서 시가사의 전체적인 전개를 파악하는 가설을 제기하고 시조를 중심
으로 해서 율격의 원리와 그 변형규칙을 밝히고, 현대시에서는 전통적 율격이 어떻게 변형 계승되고 있는가를
밝히고 있다.
한국문학전통론의문제점｜민요의형식을통해본시가사｜시조의율격과변형규칙｜현대시에나타난전통적율격의계승
46판 반양장 176쪽 값 1,800원

5

의적의 사회사
E. J . 홉스봄 지음｜황의방 옮김
영국의 세계적인 역사학자 홉스봄의 Bandits를 완역한 책이다. 저자는 세계 각국의 전설 민요 문학에 등장하
는 민중의 영웅들을 추적, 사회적 반항의 원초형태로서의 의적 비적 현상의 재발굴과 재평가를 시도하여, 사회
변혁의 근원적인 동인을 밝히는 선구적 연구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은 모든 시대를 통한 무장 반란자의
이야기이다.
의적이란 무엇인가｜누가 비적이 되는가｜신사강도｜복수자｜하이더크(Haiduks)｜비적의 정치경제학｜비적과 혁명｜수탈자｜상
징으로서의의적
46판 반양장 192쪽 값 1,800원

6

한국극장사
유민영 지음
개화기부터 1970년대까지의 극장사를 풍부한 자료와 증언 등으로 정리한 책. 일제치하에서의 탄압과 해방 후
공연법 등으로 인한 제약 속에서도 우리의 연극장이 어떻게 그 맥을 이어왔는가를 밝히고 있다. 저자는 극장사
를 기록하면서 무대미학이라든가 구조적 접근보다는 역사적 접근방법을 택했고, 극장발달과 사회 대중의 관계
에 초점을 맞추려고 했다.
여명기의연극장｜연극전용극장의등장｜부립극장의등장과해방전후｜중앙국립극장｜한국연극연구소｜소극장의부침
46판 반양장 308쪽 값 3,000원

7

현대경제학의 위기
유인호 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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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호 교수의 논문을 포함, 미국 일본 독일 경제학자의 논문들을 엮은 책으로 현대경제학이 안고 있는 모순
점을 분석 비판하였다. 현대경제학이 현재의 경제사회를 설명해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경제현상
과 생활하는 민중들이 만나는 실천상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순수화라는
궤변만을 앞세우는 현실을 극명하게 해부하고 있다.
현대경제학의위기와반성｜경제학제2의위기｜미국경제학비판｜위기의시대를넘어서
46판 반양장 2 16쪽 값 2,000원

8

일본군국주의의 형성과정
한상일 지음
이 책은 일본이 근대사를 통해 보여준 민족적 저력과 모순이 무엇이고, 일본을 움직이는 긍정적 부정적 힘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려는 노력의 소산이다. 일본이 봉건사회에서 근대국가로, 민주체제에서 군국주의체제로, 패전
국에서 경제대국으로 진행해가는 동력과 그 국가주의적 모순을 밝히고 있다.
일본근대사의 인식｜명치유신론｜아시아연대주의의실상｜대정기정당의특수성｜일본군국주의의전개와성격｜北一輝와 국가
개조안 ｜삼월사건과국가개조운동｜井上日召와혈맹단사건
46판 반양장 208쪽 값 2,000원

9

인간의 삶과 해방의 논리
장일조 지음
오늘날 세계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모순들, 즉 동 서 이데올로기의 갈등 및 제3세계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분
석한 논문집. 저자는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민족적 과제는 본질적으로 우리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문제성은 매우 비판적인 극복을 요구하는 과제라는 점에서 자본주의와 사회주
의에 대한 비판은 물론 과학기술적 공업주의도 비판하고 있다.
역사과정의변증법적구조｜역사적유물론과그비판｜유물론의역사｜마르크스주의의정치적무신론｜인간의권리에대한인식｜
이론과 실천｜인간의 사회적 해방｜물신으로부터의 인간해방｜소외란 무엇인가｜무서운 권위와 위험한 복종｜사회정의와 분배의
구조｜유토피아론｜우리는무엇을희망할수있는가
46판 반양장 288쪽 값 2,600원

10

인간회복의 교육
성내운 지음
수십 년을 교육학과 교수로 지내온 저자가 오늘날 우리의 교육현실을 루소의 에밀 에 나타난 교육이념과 비교
분석한 책이다. 저자는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 받고 있는 부자연스런 교육을 가슴아파하면서, 어른들을 믿고 자
라고 있는 수많은 아이들을 우리는 배신하고 있다고 고발하고 있다.
에밀의스승에게서배움을감사한4통의편지｜무명교사들을찬양한7통의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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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판 반양장 236쪽 값 2,200원

11

프랑스 신사학사
이동윤 지음
20세기 서구 역사학계에 신선한 파문을 일으킨 아날학파의 계보와 발전과정을 정리한 프랑스 신사학의 입문서.
아날학파의 역사학도들과 같이 연구할 기회를 가졌던 저자가 10여 년에 걸쳐 아날 지를 모두 분석하고, 또한
이 학파의 역사가들이 쓴 100여 권의 명저를 분석한 것이 이 한 권의 책에 함축되어 있다.
새로운역사학의선구자들｜19세기의대표적역사가들｜20세기의새로운역사가들｜중세사회론
46판 반양장 180쪽 값 1,800원

12

인도사회와 신불교운동
山崎元一 지음｜전재성 허우성 옮김
인도사회의 최하층 계급인 불가촉천민으로 태어나 한평생을 계급제도 타파를 위해 투쟁했던 암베드카르의 생애
와 사상을 소개한 책. 간디와는 달리, 불가촉천민 해방의 주도권은 어디까지나 불가촉천민이 갖지 않으면 안된
다고 주장한 암베드카르의 행동은 인도사회의 특수성과 그의 신불교운동 사상을 극명하게 드러내준다.
사회적 차별과의 투쟁｜지방정계에서 중앙정계로｜암베드카르의카스트론｜인도불교의 부활｜암베드카르에대한 비판｜카스트제
도의구조｜카스트제도의성립과발달｜불가촉천민제의성립과발달｜식민지시대의불가촉천민｜인도의독립과불가촉천민
46판 반양장 276쪽 값 2,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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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인문사회과학기초지식
어렵고 딱딱하게만 느껴지는 인문사회과학을 일반독자들이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획한
한길인문사회과학기초지식은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이 현실과 동떨어진 학문이 아니라 현실을 해석하고 변혁하는
실제적 도구임을 인식시켜줄 것이다.

1

사회계급론
서관모 백욱인 공제욱 이진경 박형준 지음
계급은 계급투쟁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즉 계급은 실천과 유리될 수 없으며 역사의 변화에 관계한다. 때문에
1980년 이후 계급론과 사회변혁론이 서로 연관관계를 갖고 발전해온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나
온 계급론에 대한 책들이 외국책의 번역물에 국한되었던 반면에 이번에 나온 사회계급론 은 우리의 필진들에
의해, 우리의 필요에 의해 출간된 책이다.
이는 계급과 변혁에 대한 우리의 연구성과와 실천역량이 그만큼 성숙했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이 책의 큰
의의이기도 하다. 전체 내용이 대체로 평이하고 간결 명료하게 씌어 있어서, 계급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많
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과서적인 개론서이다.
사회계급론의기초개념｜계급이론｜사회유형과계급구조｜한국사회의계급구조와사회운동
신국판 반양장 300쪽 값 4,300원

2

현대도시문제의 이해
김한준 외 지음
오늘날 한국 공간환경은 이중적인 위기에 봉착해 있다. 첫째, 그 동안 한국사회에서 독점자본의 논리와 경제성
장우선정책에 따라 추진된 자본주의화 과정은 사회경제구조의 파행적 재구성뿐만 아니라 공간환경구조의 무분별
한 재편을 가져왔으며, 그 결과 공간환경의 여러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유발되고 있다. 둘째, 오늘날 한국
공간환경이 봉착한 위기를 올바로 규명해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실한 대안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현
대도시문제의 이해 는 바로 이러한 이중적 위기의 악순환고리를 풀어줄 수 있도록, 한국 공간환경 특히 도시공
간환경의 이해를 위한 기초적 인식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도시의역사｜도시구조의이해｜도시문제｜도시계획｜한국도시의상황
신국판 반양장 328쪽 값 5,500원

3

러시아문학사 개설
이강은 이병훈 지음
러시아문학사 개설 은 관점에서 명확한 자기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저자들은 소비에트 러시아문학의 계승
발전을 우선적으로 보여준다. 이것은 인류역사의 발전과정을 알기 위해 과거의 역사 속에서 비판 수용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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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있다는 의미와 일치한다. 둘째, 혁명 전후기의 문학에 많은 양을 할애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비판적 리얼
리즘과 사회주의 리얼리즘 사이의 차이와 연결고리에 대한 지적이다. 이러한 시도는 사회의 변화와 문학의 변화
가 어떻게 맞물려가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이며, 변화는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시간과 공간
에 대한 분석이 따로 분리되어 파악되지 않고, 늘 부분과 전체를 연결해준다는 면에서 이 책은 철학적 기본법
칙을 담지하고 있다.
러시아문학의민중성과당파성｜러시아근대문학의형성과혁명적전통｜위대한리얼리즘의시대｜혁명기문학이론의제문제｜프
롤레타리아문학논쟁과사회주의리얼리즘의승리
신국판 반양장 264쪽 값 3,700원

4

사회주의의 이론과 운동
한국정치연구회 정치사상분과 지음
사회주의의 일반이론과 그 이론의 변혁적 실천적 의미, 그리고 그러한 이론에 근거한 다양한 혁명의 경험 등
폭넓은 그러나 핵심적인 주제들을 매우 압축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고 있다. 사회주의에 대해 초보적 관심
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이론과 운동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할 것이다. 역사에 대한 과학적 탐구방식으로
서 사회주의원리론, 과학적 운동이론으로서 사회주의 운동의 제문제, 그리고 사회주의 운동사에서 혁명의 역사
적 경험 등을 담고 있다.
사회주의원리론｜사회주의운동의제문제｜사회주의운동사｜현대사회주의의전개
신국판 반양장 328쪽 값 4,000원

5

한국농업문제의 이해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편
오늘날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농업위기에 따라서 농민들의 계급적 각성과 정치적 실천 또한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농업문제의 과학적 해명을 위한 이론적 연구는 이 요구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적 학문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초보자를 위한 농업문제 입문서이면서 개론
적 내용을 담은 책을 펴내게 되었다. 농업문제는 농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의 문제이므로 농업분야
이외의 사람들에게도 이 책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농업문제의기초이론｜농업경제｜농촌사회｜한국농업의전망
신국판 반양장 324쪽 값 4,800원

6

식민지시대 민족해방운동
윤대원 지음
이 책의 특징은 운동의 주체와 그 노선을 중심으로 서술한 데 있다. 총 30개의 작은 항목을 선정하여 각 항목
에서 운동 주체의 운동 노선을 투쟁 조직 이념 등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당시 운동 주체 사이에

한길사 도서목록

233

전개되었던 논쟁과 함께 그에 대한 현재의 다양한 평가를 갈래지어 독자들에게 아울러 제시하고 있다.
1910 20년대 부르주아 민족주의운동｜민족해방운동의 새로운고양｜국내외민족협동전선운동｜1920년대말 30년대초 방향전
환기의운동｜반제민족통일전선과항일무장투쟁
신국판 반양장 324쪽 값 4,800원

7

제3세계의 역사와 현실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연구원 지음
강대국 중심으로 그리고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재편되는 국제질서의 변화와 세계자본주의체제 내에서의 현
실사회주의권의 적응이라는 변화를 지켜보면서 제3세계 민중의 생활과 투쟁, 과제와 전망을 객관화하고 구체화
하여 우리의 제3세계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킴으로써 그들과의 연대활동을 강화시키려는 의도에서 기획 집필된
책이다. 제3세계의 문제는 신식민주의적인 선진국 중심의 세계자본주의체제가 부과하는 억압과 착취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러한 문제해결의 노력인 민족해방운동의 전말을 시대적으로 검토한 후에 이 책을 읽는 독자들
에게 요구되는 과제는 바로 지금 제3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태와 미래의 가능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운동에의 동참이라고 할 것이다.
제3세계란 무엇인가｜빈곤｜외채｜인권｜지역분쟁｜환경｜여성｜비동맹운동과 민족자결｜남북문제｜평화운동｜제3세계와 한반
도｜제3세계의역사｜민족적억압과착취의시대｜독립과해방을향한투쟁｜전환의시대
신국판 반양장 264쪽 값 4,000원

8

과학기술과 과학기술자
청년과학기술자협의회 지음
이 책은 청년과학기술자협의회 회원들이 노동현장과 대학에서 과학기술노동의 생생한 경험과 과학적 인식을 기
반으로 하여 쓴 집단적 노력의 결실이다. 현대사회에서 생산력으로 자리잡은 과학기술과 진보적이고 생산적인
노동을 수행하는 과학기술자들의 실천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을 뿐더러 자신의 현실을 추상화하고 앞으로의 전
망을 구체화시키는 데 유용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과학의 개념｜과학철학｜상대성 이론｜양자역학｜우주론｜생명의 기원｜인공두뇌학｜반과학주의｜과학기술혁명｜정보화사회｜
과학의보편성과민족과학｜생산구조와과학기술자｜과학기술노동조합의활동｜과학기술자운동
신국판 반양장 386쪽 값 5,700원

9

교육이란 무엇인가
이혜영 이종태 정재걸 천세영 한만길 지음
저자들은 지금까지 한국 교육현실에서 소홀했거나 기피되어왔던 교육학적 물음들을 직접적이고 종합적으로 제기
하고 있다. 특히 교육의 모습과 의미를 집단적 차원에서 구조적이고 총체적으로 이해하며, 비판적 언어를 통해
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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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교육과 사회계급을 기본축으로 하여 교육과 불평등, 이데올로기, 국가 등과의 관련성에 이르기까지 교육
에 대한 물음을 광범위하게 제기하고 있다. 특히 교육이란 무엇인가 라는 대명제를 통해 교육의 의미구조를 자
본주의적 생산과 연관시키는 정치적 경제학적 입장에서 교육의 본질과 논의 방식을 개론서 형식으로 정리하고
있다.
교육과사회이념｜교육과사회재생산｜교육과사회변화｜한국교육의전개와성격
신국판 반양장 278쪽 값 5,000원

10

국가이론
김영순 이용우 지음
국가론은 밀리반드-풀란차스 논쟁 이 우리에게 소개되면서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정치학의 중요한
주제이다. 밀리반드-풀란차스 논쟁은 2차대전 이후 호황을 누리던 자본주의 경제가 구조적 불황기에 접어든 후,
자본주의에서의 국가 의 역할이 새롭게 문제시됨에 따라 나타난 네오마르크스주의 논쟁의 한 축을 이루는 것이
다. 국가론 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국가론 논쟁 의 합리적 핵심에 대한 파악은 멀리는 러시아혁명 이후의 자
본주의 사회주의의 역사, 가까이는 2차대전 이후 세계사의 기본구조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라 할 수 있
다.
이 책은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마르크스주의의 국가론을 변혁의 문제와 관련하여 정리한 것이다.
고전적 국가론의 이해｜국가독점자본주의론의 전개｜유럽의국가론 논쟁｜파시즘론｜과도기국가론과사회주의 노선｜분단국가의
형성과발전
신국판 반양장 270쪽 값 4,500원

11

아시아의 정치와 경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연구원 지음
아시아 지역의 국제관계와 사회주의 문제, 정치와 경제 등을 개설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 책은 아시아 각국의
역사와 현실을 민중의 시각에서 분석했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아시아 각국은 사회구조와 그 역사적 배경에서
한국사회와 상당한 연관과 공유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의 구조 및 성격을 이해하고
역사적 전망을 세우는 데 이 책이 제공하는 시사점은 자못 크리라 생각된다.
독립과자립국가건설｜아시아의경제｜아시아의국제관계｜아시아의사회주의｜민족주의운동의현단계｜아시아의과제와고민
신국판 반양장 270쪽 값 4,500원

12

공해문제와 공해대책
환경과공해연구회 지음
20세기 들어 눈부시게 발달한 과학기술은 인간의 많은 고민을 해결해주었고 또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었다. 그
러나 이처럼 문명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체르노빌이나 보팔에서처럼 이에 따른 참혹한 대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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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르는 사람들도 있다. 이 책은 우리에게 환경이란 무엇이고, 또 환경은 인간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환경
의 변화는 앞으로 인간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근본적 문제를 규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
을 진지하게 모색하고 있다.
공해의올바른인식｜우리나라의공해실태｜대표적공해사례｜화학물질에의한공해｜공해대책｜공해반대운동
신국판 반양장 308쪽 값 5,000원

13

중국현대문학의 이해
김하림 유중하 이주로 지음
19 19년 5 4운동 이후부터 1949년에 이르는 신민주주의혁명 시대의 문학운동 및 논쟁을 고찰하고 실제 창작
을 중심으로 문학사를 살펴본다. 중국현대문학은 사상문화운동의 전위적 성격을 띤 초기의 문학혁명운동에서부
터 혁명문학논쟁을 거쳐 좌우이념대립과 갈등, 항일투쟁의 선도적 역할, 민족해방투쟁에서 선전과 선동작업 및
대중에 대한 교육작용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현실의 문제에 참여하고 이를 수용하여 체화하고, 나아가서는
방향점을 제시한다.
중국현대문학사의 시기구분과특징｜5 4운동과 문학혁명운동｜문학연구회와창조사｜중국좌익작가연맹의결성과활동｜소비에
트지구의 문학운동｜국민당 통치시기의 문예운동｜해방구의 문예운동｜연안문예강화와 민중지향적 문예의 확립｜1949년 이전의
대만문학｜중국현대문학의쟁점｜중국현대문학의작가및작품
신국판 반양장 308쪽 값 4,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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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문학예술총서
문학 예술은 유사 이래 끊임없이 인간에게 위안과 기쁨을 제공하고 미래를 여는 희망을 고취시켜왔다.
한길문학예술총서는 문학 예술의 그러한 고유한 기능을 오늘에 되살리기 위해서 그 본질과 역사를 탐구하고
이론화하는 기획이다.

1

1930년대 민족문학의 인식
이선영 엮음
앞으로 문학분야에서는 이른바 순수서정주의 문학에 치우쳐온 지금까지의 파행적 문학연구 자세를 바로잡아, 대
상작품이 민족의 사상과 정서를 민족적 형식에 의해서 제대로 형상화하고 나아가서 민족의 주체적 삶에 뿌리를
내리고 기여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리얼리즘 문학인 경우에는 물론이고 순수문학 내지 모더니즘적인 문학까지도
수용하는 폭넓은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책은 1930년대의 문학을 36명의 연구자들이 분담하여 다룬 성
과물들로 이루어져 있다. 편자가 이처럼 30년대 민족문학에 집중적으로 다각적인 조명을 가하고자 한 것은 이
시기의 문학이 우리 근대문학 중에서 가장 다양한 성과들과 많은 주요문제들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1930년대 한국문학 개관(최유찬)｜1930년대 시문학의일반적 경향(한계전)｜박팔양론(강은교)｜권환시의 변모와 그의미(오성호)
｜김기림시작품의한이해(신동욱)｜산수시의세계와은일의정신(최동호)｜어둠의인식과상징적서정(김종윤)｜신화와소년이만
나서 일군 민속시의 세계(김열규)｜백석 시 연구(유재천)｜박용철 시론고(조동구)｜1930년대 소설개관(정현기)｜사회악의 고발과
농촌계몽의 인간형(김우종)｜한설야론(조정래)｜강경애론(채훈)｜인간사전을보는재미(유종호)｜김유정연구(이상옥)｜염상섭 삼
대 연구(장백일)｜이기영의 고향 론(김병걸)｜이태준론(김상선)｜ 태평천하 의성과와한계(한지현)｜박태원 천변풍경 연구(김
교봉)｜ 흥보가 태평천하 왕룽일가 의 패러디적 양상 비교연구(박태상)｜30년대 농민소설의 전개양상(조남철)｜송영 극작
세계의변화연구(서연호)｜유치진이추구한춘향전의새의미(설성경)｜채만식희곡의연극성고찰(배봉기)｜1930년대비평개관(임
헌영)｜팔봉김기진의비평연구(윤병로)｜김남천의창작방법론연구(나병철)｜안함광론(김재용)｜사회주의리얼리즘논의의출발점
으로써 내용 형식 논쟁(신형기)｜문학대중화론 연구(김영민)｜일본의 예술대중화론에 관한 고찰(서은혜)｜1930년대 풍자문학론
고찰(임명진)｜30년대후반휴머니즘논쟁과민족문학의구도(하정일)｜구인회와모더니즘(서준섭)
신국판 양장본 742쪽 값 13,000원

2

민족문학운동의 역사와 이론
김재용 평론집
1980년대 중반 이후 민족문학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인식에서 우리들은 민족문학사의 합법칙적 발전과
정 속에서 현단계의 문학을 해명하고 민족문학의 과학적 전망을 제시하라는 요구를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절실하게 받고 있다. 또한 역사의 전진과 더불어 반공 이데올로기의 족쇄에서 벗어나면서 우리 민족문학의 또
다른 한편인 북한문학도 우리 민족문학사에 편입시켜 그 전체를 거시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던져져 있다. 필자는 이러한 현단계 민족문학의 요구에 나름대로 부응하면서 우리 민족문학사에 대한 연구를 하
고 그 연장선상에서 현재의 문학에 대한 비평활동을 하고자 했다.
카프 해소 비해소파의 대립과 해방 후의 문학운동｜카프 문학의 이론과쟁점｜일제하 노동운동과 노동소설｜일제하농촌의 황폐
화와농민의주체적각성｜1930년대후반사실주의소설의자기모색과 하얀개간지 의의미｜일제하노동계급의소설적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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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 문학가 임화의 삶과 문학｜식민지시대와 동반자작가｜해방 직후 남북한문학운동과 민중성의 문제｜해방직후 문학운동과
두 가지 민족문학｜해방 직후 민족문학예술운동에 관한연구｜해방3년의소설문학｜북한의토지개혁과그소설적형상화｜낙동강
에서 강계까지｜역사의 주체인 민중의 생활과 투쟁의 서사시적 형상화｜사실주의와 문학비평의 기준｜일제하 노동계급이 걸어온
길｜노동자계급의 당파성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관념의 세계에서현실의세계로｜군대체험의 문학적형상화와그 문제점｜ 노
동문학 과 노동해방문학 ｜낡은것과새로운것
신국판 양장본 450쪽 값 6,800원

3

민족음악론
노동은 이건용 지음
그 동안 발표해온 우리나라 민족음악의 뿌리와 역사, 그리고 현단계 민족음악의 상황과 방향에 관한 주목할 만
한 논문을 모은 평론집이다. 민족음악의 역사성 에 주목하여 해방공간의 음악, 음악인, 음악운동에 대한 관심에
서 일제시대의 음악에 대한 연구, 개화기의 음악에 대한 관심, 더 나아가 조선 전기와 후기의 음악에 대한 관심
으로 발전된다. 또한 한반도 북쪽의 음악에 대해서도 애정어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민족음악은왜 어떻게하는것인가｜80년대 음악론의전개과정｜전환기의음악인식｜음악과앎｜음악과실천｜시, 노랫말, 노래｜
음악윤리학｜한국음악인들의현실인식과수행｜해방공간의민족음악언어｜부활의민족음악가김순남의생애와예술｜김순남과이
건우의가곡에대한양식검토｜개화기의음악연구상황｜일제하음악사회의성격｜북한의민족음악
신국판 양장본 480쪽 값 12,000원

4

윤이상의 음악세계
최성만 홍은미 편역
한국이 낳은 위대한 음악가 윤이상의 삶과 예술세계를 총체적으로 규명한 최초의 책이다. 한국 독일 일본의
작가, 언론인, 음악가 등이 필진으로 참여하여 윤이상의 삶과 민족관, 예술세계와 작품을 분석하고 있다. 박정희
정권 당시 이른바 동백림 사건 에 연루되기도 했던 윤이상은 자신의 음악세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
다. 나의 음악은 역사적으로는 내 조국의 모든 예술적 철학적 미학적 전통에서 생겼고, 사회적으로는 내 조
국의 불행한 운명과 민족 민권 질서의 파괴, 국가권력의 횡포에 자극을 받아 음악이 가져야 할 격조(格調)와
순도(純度)의 한계 안에서 가능한 최대의 표현적 언어를 구사하려 노력한 것이다. 작곡가의 이력과 총작품목록,
출판된 음반목록들이 실려 있어 윤이상 음악을 연구하려는 이들이나 윤이상의 음악세계에 관심이 있는 이들에
게 좋은 안내 역할을 할 것이다.
정중동：나의 음악예술의 바탕｜민족문화와 세계여론｜드뷔시와 나｜나의 조국, 나의 음악｜윤이상의 예술세계와 민족관(송두율)
｜나의 삶, 나의 음악, 나의 민족(김언호)｜정치로입은상처(루이제린저)｜작곡가자신의해설｜슈파러등의작품해설｜작곡가 윤
이상연보｜작품연보｜음반연보
신국판 양장본 634쪽 값 12,000원

5

형성기의 한국악부시 연구
박혜숙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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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악부시의 통사적 연구를 진행해왔다. 이 책은 그 중간결산으로서 고려시대까지의
악부시를 주로 다루고 있다. 한국한시의 3대 장르로는 근체시, 일반고시(좁은 의미의 고시), 악부시를 들 수 있
는데, 사대부 문인의 개인적 서정이 아니라 하층민의 생활감정, 민중적 삶의 제 양상, 우리나라의 풍속 역사를
다룬 한시는 대개 악부시에 포괄된다. 이 책은 형성기에 한국악부시의 모습이 내용적 형식적으로 어떻게 갖추
어지는가, 그리고 그것이 후대의 악부시사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점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이는 한국악부
시의 장르적 특성에 대한 구체적 파악이기도 하다.
악부시의 개념｜한국악부시의 유형과 시대구분｜형성기한국악부시의유형적고찰｜형성기의고악부의양상과문제점｜형성기 기
속악부의양상과문제점｜형성기한국악부시의문학사적위상
신국판 양장본 300쪽 값 6,000원

6

민족예술운동의 역사와 이론
이영미 지음
8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일부 운동권 사람들만이 아닌 보통사람들까지도 주목하기 시작한 이른바 민족예술,
민중예술의 참모습이 궁금한 사람들에게 이 책은 소중한 필독서가 될 것이다. 여기에 실린 글은 우리시대 예술
운동의 발로 쓴 보고서이기 때문이다. 우리시대 예술운동을 다룬 많은 글이 주로 실천가들을 위해 씌어진 논
쟁성이 다분한 글이라면, 이 글들은 보통사람들이 즐겨보기에 보다 적합한 글이다. 그 글 가운데 현실의 진면목
을 담아내는 부분에 가서는 은연중에 배어나오는 필자의 성실함과 간간이 반짝이는 재기로 더욱 빛이 난다.
민족극의발전과민중극으로서의전망｜운동권노래의전개과정과노래운동의전망｜80년대후반민족음악운동의새로운전망｜마
당극의 양식적특질｜연극 새날을 여는사람들 의 관객수용태도에관한보고｜구전가요의의의와한계｜개사곡의구조와사회적
기능｜체제순응과문화식민주의｜일제시대의대중가요｜80년대 뽕짝논쟁 의시작과끝｜광주민중항쟁에대한노래적형상화｜80
년대 후반 민족극운동의 시작｜한국 여성노동자회 연극과 노동자적 현실성｜민족극작품의 새로운 경향｜지식인의형상화와 소시
민성의 문제｜초토, 파리 그리고 냉소｜ 구로동 연가 의 노동자관｜난해한작품의 자의적 해석｜더욱 노골화된 소시민성｜소시민
의자기붕괴와이기적자기변명｜예술의새로운시각의정립을위하여｜1920년대대중화논쟁연구
신국판 양장본 520쪽 값 12,000원

7

한국고전인물전연구
박희병 지음
한국고전인물전연구 는 기존의 흥미 위주의 편의주의적인 연구방법을 뛰어넘어, 개인의 밀실에 갇혀 있던 인물
전들을 역사의 지평으로 끄집어내어, 역사 속에서 살아 숨쉬는 인간으로 재현해내고 있다. 화려한 각광을 받았
던 역사의 주역들의 뒤편에서 그들을 추동하고 때로는 민중과 연대한 인물들에 대한 이러한 동태적 연구는 역
사와 인간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탐색을 통해 역사 속에서 살아 숨쉬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자취와 고뇌, 그들의 비애와 결단, 높은 기백과 자긍심, 삶에 대한 진지하고도 엄숙한 자
세, 죽음에 임하는 그 결연한 태도를 배울 수 있고, 문제적 역사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삶의 자세를
다시 한번 성찰하게 된다.
고려 후기～선초인물전의 정신사적 검토｜조선전기인물전의양상과문제｜이인설화의신선전｜조선후기민간의유협숭상과유
협전의성립｜조선후기예술가의문학적초상｜중인층전기작가로서의호산조희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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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국판 양장본 480쪽 값 12,000원

8

한국문학비평논쟁사
김영민 지음
한국문학비평논쟁사 는 체계적인 문학비평사를 염두에 둔 저자의 의욕에 찬 연구서이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
는 내용은 내용 형식논쟁, 방향전환논쟁, 대중화논쟁, 동반자 작가논쟁, 사실주의 이론논쟁, 순수문학 이론논쟁
등이다. 말하자면 모든 논쟁들을 포괄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저자의 관심은 단지 논쟁의 경과를 밝히는 것에 있지 않다. 오히려 한 논쟁이 어떻게 발생했으며 어떤
경과를 거쳐 어느 곳으로 향하게 되었는가에 있다. 그리하여 저자는 비평의 공정성과 범주 역할 논쟁 에는 한
국 비평의 발생론적 근거를, 내용 형식 논쟁에는 프로문학의 발생을 덧붙이는 식의 서술을 보이고 있다.
비평의 공정성과범주 역할 논쟁｜프로 문학의발생과내용 형식논쟁｜프로문학운동노선의분화와아나키즘이론논쟁｜카프
의조직개편과방향전환논쟁｜문학대중화논쟁과예술운동의볼셰비키화｜계급문학 국민문학 절충파문학논쟁｜식민지농촌의
계급분화와 농민문학이론 논쟁｜문예운동 연합전선과 동반자 작가 논쟁｜창작방법론과 사실주의이론 논쟁｜해외문학의 수용문제
와조직성격논쟁｜파시즘에대한저항과휴머니즘이론논쟁｜세대론과순수문학이론논쟁
신국판 양장본 570쪽 값 15,000원

9

임화신문학사
임규찬 한진일 엮음
많은 연구자들이 알게 모르게 근대문학을 연구하면서 임화를 넘어서야 할 벽 으로 생각하고 그를 암묵적으로
겨냥하면서 자신의 논리를 펴고 있음을 쉽사리 목도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그 내용이야 어찌되었든 임화의
이론적 성과가 우리 근대문학사 연구의 출발점에 위치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그 내용
을 좀더 세심히 살펴본 사람이면 누구나 인정하듯이 그는 이후 우리근대문학사와 연구방법의 물꼬를 터주었던
개척자였다. 이러한 특징은 다른 어떤 영역보다도 근대문학사에 대한 체계적 분석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임
화는 토대와의 연관관계 속에서 상부구조를 파악하고 동시에 그 연관 속에서 문학의 상대적 독자성을 중시하고
있다. 그리고 문학의 변모양상을 문학사의 객관적 발전법칙에 따른 과정으로 파악코자 하는 사적 유물론에 입각
한 문학사관을 지향하고 있다.
개설신문학사｜조선신문학사론 서설｜조선문학연구의일과제｜소설문학의 20년｜조선민족문학건설의기본과제에관한일반보
고｜조선소설에관한보고
신국판 양장본 488쪽 값 14,000원

10

우리나라 고전소설사
김춘택 지음
북한의 김일성종합대학에 재직중인 김춘택 교수의 박사학위논문을 같은 대학 출판사에서 1986년 펴낸 것을 성
균관대 박희병 교수의 검토로 재간행한 것이다. 이미 북한에서 그 수준을 인정받은 본격적인 학술서적으로, 이

한길사 도서목록

24 1

책을 통하여 북한학계의 고전소설사 연구의 현주소와 그 수준 성과 문제점 등을 미루어 파악할 수 있다.
고전소설의 발생｜김시습의 창작활동과 단편소설집 금오신화 ｜임제의창작활동과 소설 원생몽유록 , 우화소설의발전｜임진왜
란 후 소설문학의 본격적 발전과 소설창작에서의 사실주의적 낭만주의적경향｜소설창작에서의애국적경향｜허균의창작활동과
소설창작에서의 비판적 경향｜소설집 화몽집 과 중편소설 창작에서의 사실주의적 낭만주의적 경향｜박동량 이수광 등의 창작
활동과 단편소설에서의 비판적 경향｜김만중의 창작활동, 국문장편소설의 발전｜봉건사회 말기의 사회문화적변동에 따른 소설문
학의 활발한발전과 창작에서의 사실주의적경향의 강화｜구전소설을바탕으로한국문소설의발전｜단편소설의활발한창작과김
려의 창작활동｜국문소설의 다양한 발전｜장편소설의활발한창작｜실학파작가박지원의창작활동과단편소설집 방경각외전 ｜
소설 허생전 ｜고전소설에서의근대적요소｜소설 배비장전 과 채봉감별곡
신국판 반양장 612쪽 값 14,000원

11

한국근대민족문학사
김재용 이상경 오성호 하정일 지음
이 책에서는 기존의 문학사에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부정적으로 평가되기 일쑤이던 1920, 30
년대의 이른바 프롤레타리아문학을 대폭 수용하고 있으며 나아가 근대문학사의 중심적인 위치로 격상시키고 있
다. 또한 소설에서든 시에서든 예술방법으로서의 리얼리즘을 가장 중요한 평가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나아가
이념으로서의 민족문학을 우리 근대문학사 발전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특히 19세기 말(실제로는 20세기 초) 이래 1945년 해방까지의 우리 문학사를 총체적으로 정리해냈다는 점에서
임화의 미완성 문학사보다 한걸음 나아갔으며, 나아가 문학사 발전의 이념형을 앞세우지 않고 그때그때의 역사
적 상황을 고려한 유연함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 문학사의 기계적 도식성을 넘어서고 있다.
민족어의 형성과 근대문학의 성립｜계몽주의문학의 성장과굴절｜개인과사회의변증법｜프로문학의시대｜파시즘의강화와민족
문학의위기
신국판 양장본 878쪽 값 25,000원

12

소설쓰기의 이론과 실제
현길언 지음
소설을 쓰거나 그것을 논의하는 일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확인하고 성찰하여 새로운 인식의 틀
을 정립해가는 과정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누구나 소설을 쓸 수 있는 세상이 된 듯싶다. 옛날 시골 이발관에
걸려 있는 그림보다 더 조잡한 이야깃거리를 써서 소설가로 행세하고 장안의 화제를 만드는 것이 오늘의 현실
이다. 현실에 대한 치열함이나 세계에 대한 자기 안목도 갖지 않은 채 소설을 쓰겠다는 무모함을 뛰어넘어 꽁
트 하나 제대로 쓰지 못하면서 장편을 쓰겠다고 덤비는 용기(?)를 가진 소설가 지망생이 많은 현실에서 소설쓰
기의 이론과 실제 는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다. 모두 12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50여 작가의 100여 작품을 바
탕으로 이미 보편화된 소설작법과 의미들을 나름대로 체계를 세웠다.
인간과 소설쓰기｜소재는 어떻게 찾아 처리할 것인가｜소설의주제와소재의선택｜소설구상하기｜인물｜플롯｜소설의갈등구조
와처리｜소설의배경｜이야기하는방식｜소설언어｜소설퇴고｜소설쓰기와소설쓰기의한예
신국판 반양장 408쪽 값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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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기호학
눈과 정신의 작은 신화

장 마리 플로슈 지음｜박인철 옮김
A. J . 그레마스가 창도한 파리학파의 기호학은 기호, 즉 현상적으로 우리 눈앞에 드러난 대상에 대한 연구가 아
니다. 기호학은 경험적으로 주어진 대상－그것이 단어이든 담화이든, 아니면 그림이든 사진이든－밑에 존재하는
내재적이고 이론적으로 구축된 요소들이 맺는 관계체계와 기능작용을 도출함으로써 의미가 생성되고 파악되는
과정을 추상적인 개념의 형태로 명시하는 이론이다.
파리학파의 조형기호학 부문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장 마리 플로슈는 여기에 다양한 조형작품－
부바의 사진, 칸딘스키의 비구상화, 뱅자맹 라비에르의 만화, 조르주 벤이 설계한 집, 롤랑 바르트의 에세이, 두
편의 광고－에 대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분석 대상이 어떻든 저자는 여기서 언제나 하나의 일관된 현
상을 관찰한다. 그것은 색채 형태 명도 등의 시각적 자질의 범주와 자연과 문화, 삶과 죽음, 통일성과 이타성
등의 의미 범주 사이의 상관관계이다.
이리하여 플로슈가 분석한 조형 작품은, 한편으로는 표현과 내용의 상관관계를 갖는 시와 유사한 구조를 띠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원초적으로 해소시킬 수 없는 대립을 해결하려는 신화적 사고를 실현시키고 있다.
일반 기호학의 몇 가지 기본 개념｜부바의 나체：사진에 나타난 시기호학과 신화적 담론｜칸딘스키의 구성4
｜뱅자맹 라비에르의 안락한 둥지 ：기호-상징적 지형학과 조종의 원근법｜롤랑 바르트의 글쓰기와 데생：기호
의 도덕성과 기호-상징적인 공감각｜조르주 벤의 브라운슈바이크의 집 건축에서 조형적 대조와 각운｜조형기호
학과 광고를 통한 전달
신국판 양장본 252쪽 값 8,000원

14

소설의 정치적 읽기
자크 레에나르트 지음｜허경은 옮김
소설을 정치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소설을 사회학적 영역과 이데올로기적 표현의 연결망 속에 놓는 것이다. 이
작업은 담론의 기능을 문학형식과 사회 정치적 측면에서 형성된 의식구조 및 표현체계에 연결지음으로써 더욱
활기를 띤다. 소설의 정치적 읽기 는 로브-그리예의 질투 를 이 이론에 면밀히 적용시킨다. 질투 를 누보 로
망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식민주의 세계관과 부르주아지의 전형적인 주제인 애정의 삼각관계와 같은
이데올로기적 총체 속에 놓는다. 또한 신경증을 앓는 개인적 정신구조가 이데올로기적 사회적 차원의 모든 질
곡을 드러내는 세계 구조 와 충돌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작품을 해석해내려고 한다. 언어의 모험이 항상 담론
의 구성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담론적 제국주의의 구축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사실은 언어의 해묵은 이데올로
기 가면을 벗기려는 저자의 치열한 의식 속에서 확인된다.
서론｜신화부록｜세계의지각과표상｜정신분석학적관점의개입｜역사, 신화그리고책｜신화와글쓰기｜덧붙이는말
신국판 양장본 290쪽 값 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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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근대음악사 1
노동은 지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음악적 삶의 가치와 미적 기준은 알게 모르게 지금까지 배운 바 있는 서양 음악의 역사와
미학에 맞추어져왔다. 이에 한국 음악의 역사와 미학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차원에서 1860년부터 1990년까지
한국 근 현대 민족음악사를 완성하려는 의도하에 쓴 첫 책이 바로 이것이다.
한국근대음악사 1 은 1860년부터 19 10년까지 50년간 인간화로서의 음악과 세계에서 민족의 자주화를 실현하
려는 음악의 관점에서 기술되었다. 135년 전부터 전개된 이 시기는 조선시대사와 현대사가 맞물려 있어 오늘의
역사를 반성하게 한다. 지금껏 양악과 양악 이론을 통해 우리 음악사를 보아왔다면, 이 책을 통해 우리는 비로
소 우리의 음악사를 갖게 되는 것이다.
한국음악사의 인식과 과제｜근대음악사의 전기 전개｜근대 전기：제1기 음악｜근대전기：제2기음악｜근대 전기：제3기 음악｜
근대전기：제4기음악(상)｜근대전기：제4기음악(하)
신국판 양장본 816쪽 값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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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과 소설비평(근대편)
한국문학연구회 지음
이 책은 1920～30년대의 여성작가에 대한 연구서이다. 지금까지 여성작가들의 경우 문학작품보다는 문학 외적
인 사실들이 더 많이 과장적으로 알려져 있는 경우가 많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여성작가의 작품이라는 이유로
작품 자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의 기회를 얻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현실에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작가들이 바로 이 시기의 여성작가들이다. 이 책은 근대화와 더불어 일제의 질곡과 여성의 억압을 헤치고
문단에 등장한 이 시기 여성작가들의 문학작품을 객관적으로 해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일관된 페미니즘의
방법론보다는 각 작가의 작품세계에 대한 이해를 통해 여성작가 일반에 대한 문학적 성취의 수준을 살펴보는
데 주목적이 있다. 각 작가의 작품이 지닌 주제나 형상화의 특징에 따라 각기 다른 시각에서 다원론적으로 접
근해간 것 또한 이 책의 특성이다.
지배와 해방 의문학-김명순론｜위악적 자기방어기제로서의에로티즘-나혜석론｜ 신여자 의자각과욕망-김일엽론｜동반자작가
가 본 빈궁과 여성의현실-박화성론｜ 사이 에 집짓고살기-백신애론｜하층민여성의비극과자기인식의도정-강경애론｜대중소설
의반페미니즘적경향-김말봉론｜결백한도전과수용-최정희론｜ 성장 과 생존 의두겹쓰기-이선희론｜소시민의미학-지하련론
신국판 양장본 426쪽 값 18,000원

17

현대시의 구조
보들레르에서 20세기까지

후고 프리드리히 지음｜장희창 옮김
이 책은 보들레르 이후 약 100년간 서구시의 흐름에서 주도적으로 나타났던 시 경향들의 통일적인 구조를 보
여주고 있다. 고전주의, 낭만주의, 자연주의 등의 전통과 결별하고 광범위한 의미에서 이른바 모더니즘으로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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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는 현대성의 시인들, 이를테면 릴케, 트라클 및 벤과 같은 독일 시인들, 아폴리네르에서 생-종 페르스
에 이르는 프랑스 시인들, 가르시아 로르카에서 기옌에 이르는 에스파냐 시인들, 팔라체스키에서 운가레티에 이
르는 이탈리아 시인들, 예이츠에서 엘리엇까지의 영국 시인들을 서로 연결하는 문체원리 및 정신적 상황의 공통
분모를 찾아내고, 그 본질을 보들레르, 랭보, 말라르메와 같은 선구자들의 시와 시론에 대한 집중적 해명을 통
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해나가는 것이 이 책의 대략적인 윤곽이다.
전망과회고｜보들레르｜랭보｜말라르메｜20세기의유럽시
신국판 양장본 336쪽 값 12,000원

18

민족문학운동의 역사와 이론 2
김재용 지음
저자의 첫 평론집 민족문학운동의 역사와 이론 에 뒤이어 출간된 이 책에는 이데올로기 시대가 저물어가고 세
계화의 시대가 새롭게 구축되는 과정에서 과연 우리 문학은 어디로 가는 것이며, 지향점은 무엇이어야 하는지의
진지한 고민이 담겨 있다. 저자는 근본적으로 1990년대 우리 문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의 문제는 결코 현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한국의 근대와 근대문학의 역사와의 대화 속에서 온전히 밝혀진다고 파악하고 있다. 그
렇기 때문에 일제하 문학은 물론이고 분단된 현실의 저편에 놓여 있는 북한의 삶과 문학도 결코 동떨어진 것으
로 여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카프해소 비해소파와민족문학론｜근대성과민족문학｜혁명적낭만주의와리얼리즘의거리｜남북한사회와문학
신국판 양장본 492쪽 값 17,000원

19

중국근현대문학운동사
임춘성 편역
중국의 근현대문학은 끊임없는 운동의 연속이었다. 1930년대의 좌익문학과 1940년대의 민족화문학, 그리고
1950년대 이후의 대중문학은 말할 것도 없고, 5 4 시기와 만청 시기의 문학혁신 역시 운동의 흐름을 타고 있
었다. 이러한 문학사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중국 근현대문학이라는 숲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문학운동이라는
틀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 물론 문학운동이란 프로문학을 가리키는 고유한 개념이 아니다. 서양의
경우에도 괴테와 실러가 주도했던 질풍노도운동이 있었고, 중국의 경우에도 한유(韓愈)와 유종원(柳宗元)이 주도
했던 고문(古文)운동과 당대(唐代)의 시문혁신운동이 있었다. 20세기 들어와 문학운동이라 함은 주로 프로문학운
동을 가리킨다. 사회주의 또는 사회주의를 지향했던 문학현상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문학운동론이라는 관점이 필
수적인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점을 연구 토대로 삼아 문학운동의 역사를 전개하고 있다.
5 4 신문학운동과 그 발전(1917～27)｜좌익문학운동(1927～37)｜항전민주문학운동(1937～49)｜사회주의 개조시기의 문학운
동(1949～56)｜사회주의 발전시기의 문학운동(1957～66)｜문화대혁명 시기의 문학운동(1966～76)｜개혁개방 초기의 문학운동
(1977～82)｜사회주의문학운동의성과와경험
신국판 반양장 496쪽 값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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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과 소설비평(현대편)
한국문학연구회 지음
최근 몇 년 간 여성작가의 작품이 꽤 주목을 받았으며 여성작가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이
러한 연구는 여성의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라는 정치적 목표에는 충실했으나, 정작 문학작품으로서 여성적 글쓰
기가 지니는 변별적 특징과 그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 문학사에서 여성작가의 위상을 밝히는 데에는 소홀하였다
고 말할 수 있다. 페미니즘과 소설비평 은 이런 문제 의식에서 시작된 여성작가 연구서로서 문학 작품에 나타
난 여성 이미지 분석을 통해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서 여성 억압의 현실을 읽어내고자 하였으며, 부수적으로 문
학사적으로 여성작가가 받아왔던 억압의 현실도 함께 밝혀냈다. 이 책은 초창기에 활동한 열 명의 여성작가에
대한 연구의 후속작업으로 1940～50년대에 등장하여 1960～70년대까지 지속적인 활동을 한 여덟 명의 여성작
가(분단기 여성작가)에 대한 연구서이다.
분단 초기 여성작가의 진정성 추구양상-임옥인론｜현실과 낭만적 환상 사이에서의 길찾기-손소희론｜서정성 감각성 여성성-강
신재론｜성적 욕망의 풀어냄과 감추어짐-한무숙론｜비극적 세계와여성의 운명- 토지 이전의 박경리론｜남성적 글쓰기와사실주
의소설-송원희론｜타락한현실속에서의방황과타협-한말숙론｜존재의근원에대한여성적투시-정연희론
신국판 양장본 388쪽 값 1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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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사의 소설들
대하예술소설

혼불(전10권)
최명희 지음
지난 1998년 12월 세상을 떠난 작가 최명희는 일필휘지를 믿지 않는다 는 평소 신념과 같이 만 17년이라는
긴 시간을 쏟아부으며 뼈와 살을 깎듯 이 한 작품을 써내렸다.
대하예술소설 혼불 은 어둡고 억눌린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의 꺼진 혼불을 환하게 지펴올리는 해원(解寃)의 한
마당으로, 한국인의 생활사 풍속사 의례와 속신의 백과사전일 뿐 아니라 우리 문화전승의 전범(典範)이라고 할
수 있다.
엄숙한 관혼상제의 의식에서부터 일상적 풍속이나 관습의 동작 하나, 실오라기 하나의 놓임에 이르기까지 그 유
래와 이치와 의미를 생생하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관제, 직제, 신분제도를 비롯하여 신부의 의상에서부터 시작
되는 혼례의 모든 절차와 의례, 우리의 전통가구, 침선, 상례와 제례의 모든 절차와 법도, 풍수의 이치와 무속신
앙, 조선의 관제, 직제, 행정구역, 신분제도와 노비제도, 백정의 모든 작업과정, 염료 제조법, 옷감의 때와 얼룩
을 빼는 갖가지 세탁법 등 한국인의 생활의 모든 면모를 지극히 상세하게 구성하고 문학적으로 형상화하였다.
또한 작가의 고향 전주와 남원을 그 배경으로 하여 전라도 토속어의 판소리 흥이며 기운을 이야기 에 실어 절
묘하게 연행(連行)해 보임으로써 한국 문화와 정신을 예술적 혼으로 탁월하게 승화시켰다.
신국판 반양장 각권 320쪽 내외 각권 7,000원

나비의 꿈(전2권)
윤정모 지음
우리에게 님

고삐

들 등의 작품으로 잘 알려진 소설가 윤정모가 그려낸 음악가 윤이상 선생의 장엄한 일

대기. 간결한 문장과 함께 통영을 무대로 한 윤이상 선생의 고향 묘사, 그리고 어린 시절 음악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는 부분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그 자체로 선생의 음악을 이해하는 밑바탕이 되어준다. 특히 우리에
게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던 윤이상 선생의 어린 시절과 청년기의 삶을 보여줌으로써 선생의 음악적 모태가
과연 무엇인지를 확연히 드러내 보이고 있다. 윤이상 선생의 음악이 세계적일 수 있었던 까닭이 결코 윤이상
선생 자체의 천재적인 음악성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조국의 통일문제 때문이었음을 인식할 때
우리는 선생을 또 다르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최초로 밝혀지는 윤이상 선생의 전체 삶을 꼼꼼하게 추
적 묘사해낸 저자의 노력이 돋보인다.
가자, 넋이라도 앞세워｜소년의 우주, 통영｜두 개의 촛불기둥｜아, 어머니｜열망｜조선의 누이들｜해방, 그 극점의 환희｜광복의
그늘｜상처받은 꽃들｜사랑의 음률｜잿더미 속, 풀꽃처럼｜제2의고향｜동백림사건｜강서 벽화와그음영｜나비의꿈｜증인들｜
얼굴, 얼굴들｜늙은철새｜영겁의어느기슭｜화염에휩싸인천사의에필로그｜후기

신국판 반양장 각권 300쪽 내외 각권 값 6,500원

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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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지음
허물어져가는 우리의 문화적 전통을 상징한 객사를 통해, 신사에 의해 밀려 사라지는 향교의 이야기를 한 기구
한 가정의 흥망사로 형상화시킨 작품. 근대화의 와중에 밀려난 식민지 대중들의 엄청난 시련을 정확한 역사의식
으로 관찰, 우리로부터 잊히고 밀려난 것을 통해 우리의 뿌리뽑힘, 우리의 황량한 역사를 통렬히 되돌아보게 한
다.
신국판 반양장 672쪽 값 1,800원

태백산맥(전10권)
조정래 지음
작가 조정래는 1948년 이른바 여순반란사건으로부터 치열해진 좌익과 우익의 투쟁, 그것으로 인한 분단상황의
비극성을 수많은 등장인물의 다양한 인간 드라마를 통해 엮어가고 있다. 그 처절한 역사의 땅에서 태어난 그는
투철한 역사의식과 치밀한 소설문체로써 그 민중사적 혼란기를 총체적으로 조명해가면서 자주적 주체적 민족노
선의 정당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 대하소설은 4부, 10권으로 완성되었다.
신국판 반양장 각권 320쪽 내외 각권 값 5,500원 절판

잃어버린 마음을 찾아서
맹자와의 대화

조성기 지음
맹자는 일생 동안 학문의 길을 걸으면서 제자들을 키운 사람이다. 그는 자기가 걸어온 그 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학문하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신의 마음을 찾아가는 것일 뿐이다 (學問之道無
也, 求基放心而己矣). 그러면서 맹자는 사람이 닭이나 개를 잃으면 그것을 찾을 줄 알되 자기 마음을 잃으면 그
것을 찾을 줄을 모른다고 한탄하였다. 맹자 를 읽는다는 것은 곧 잃어버린 자신의 마음을 찾아가는 여로에 선
것을 의미하고, 바로 이러한 연유로 내면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신국판 반양장 280쪽 값 4,000원

굴원의 노래
조성기 지음
저자는 굴원이 지었다고 하는 모든 시들을 씨줄로 하고 저자의 상상력과 독서체험을 날줄로 하여 굴원의 생애
를 최초로 소설화하였다. 어쩌면 이 책은 소설이라기보다 소설의 형식을 빌린 시 해설이라고 해야 더 정확할지
모른다. 그러나 굴원의 시를 그냥 한 번 읽기만 하면 느끼기 힘든 감정의 갈피들을 이 책을 통하여 입체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신국판 반양장 288쪽 값 4,000원

사랑의 조건
안재성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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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 자기만을 위한 싸움은 자본주의 메커니즘 속에서의 생존을 위한 삶의 조건이며, 이러한 생활의 조건 속에
서 사회는 새 상품처럼 번득이는 이기심으로 가득 찬 인간군상을 창출할 수밖에 없고, 젊은이의 사랑 또한 조
건 속에 규정지어질 수밖에 없다. 하나 여기 이러한 젊은이들의 사랑관에 문제를 제기하며 젊은이들의 오도된
사랑의 관념을 변혁시키려는 혁명이 있다. 안재성의 소설 사랑의 조건 이 바로 그러한 작품이다.
신국판 반양장 320쪽 값 5,500원

한라산의 노을(전3권)
한림화 지음
한라산의 노을 은 지금까지 나온 4 3 문학작품 가운데 4 3을 본격적으로 다룬 첫 장편소설인데 작가는 이
작품이 하나의 문학작품 으로서가 아니라 4 3의 정사(正史) 로서 읽히기를 바란다. 작가는 현장을 샅샅이 뒤
지며 관련자들로부터 증언을 듣고 자료를 수집하면서 4 3의 역사가 너무나 왜곡되었으며 우익은 우익대로 좌
익은 좌익대로 자기 입맛에 맞게 이를 이용했다 는 것을 깊이 인식했다고 말하면서 소설가로서보다는 역사의
진실을 기록하는 자 로서 이 작품을 썼다고 한다.
신국판 반양장 각권 250쪽 내외 각권 값 3,800원

빵과 포도주
이그나치오 실로네 지음｜최승자 옮김
이그나치오 실로네 정치소설의 대표작인 빵과 포도주 는 반(反)파시스트 지하운동을 다룬 일종의 모험적인 피
카레스크 소설로 읽힐 수 있을 만큼 단순한 내용을 가지고 있으나, 거기에는 1930년대 중반의 유럽 국민들이
당면했던 도덕적 정치적 딜레마가 풍부한 상징 속에 기술되고 있다. 즉 민주주의는 무력하고 파시즘은 광포하
게 날뛰는 상황하에, 파시즘에 대한 대응책을 내세우는 공산주의도 이와 못지 않게 악할 때 인간은 어디로 가
야 하나, 정의를 위한 싸움에서 인간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다.
신국판 반양장 402쪽 값 4,500원

새벽으로 만든 집
N. 스코트 모마데이 지음｜김정환 옮김
백인의 문학형식(시 소설 평론)을 채택해서 미국 문단의 인정을 받은 인디언 작가 가운데 가장 탁월한 사람은
키오와족 인디언 모마데이이다. 조상의 세계와 현대 미국문명 세계를 방황하는 한 참전 인디언의 좌절과 쓰러짐
을 그린 그의 소설 새벽으로 만든 집 은 풍부한 상상력, 아름다운 문장, 미국인의 삶에 대한 전혀 다른 새로운
조망이라는 격찬을 받은 작품으로 1969년에 퓰리처상을 수상했다.
신국판 반양장 270쪽 값 3,800원

에바 루나
이사벨 아옌데 지음｜황병하 옮김
가르시아 마르케스 이후 가장 뛰어난 중남미의 소설가로 알려진 아옌데의 세번째 소설 에바 루나 의 문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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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는 마술적 사실주의와 기록문학이라는 두 개의 상이한 세계가 조화롭게 혼합되어 이룩된 아옌데 문학세계
의 새로운 지평 창출에서 찾아야 한다. 배경이 칠레인지 베네수엘라인지 애매모호한 이 작품에서 아옌데는 풍자
와 비판, 환상과 실재, 허구와 기록이라는 대립적 현상들을 뛰어난 배합의 연금술을 가지고 종합한다.
신국판 반양장 398쪽 값 4,700원

히틀러나 진달래
최일남 지음
작가 최일남의 소설세계만큼 상식적인 범주에 드는 것은 많지 않다. 그가 택하는 소재란 시대를 살아가는 당대
인의 일상적 삶을 주축으로 하며, 결코 이 범주에서 벗어나는 법이 없다. 다르게 말하면 그의 소설엔 소재상의
기발함이라든가 날카로움이 전무하며 따라서 진부하기 이를 데 없는 것으로 일관되어 있다. 그럼에도 그의 소설
은 다른 어떤 기발한 착상의 소설보다 우리를 즐겁게 하며 소설 고유의 흥미를 일으키고 있다.
신국판 반양장 282쪽 값 4,300원

인형만들기
최인석 지음
최인석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무엇보다 최근 우리 소설사에서 가장 재미있게 읽히
는 이야기꾼이라는 점을 들어야 할 것이다. 그의 소설은 재치와 기지의 보석으로 짜인 뜻밖의 돌출사건, 세상
살아가는 지혜의 옥편, 독자들의 예상을 뒤엎어치며 충격과 감동을 안겨주기, 상대의 허점을 교묘하게 찌르는
감칠맛나는 대화 등등으로 우리 시대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파고든다.
신국판 반양장 250쪽 값 3,800원

예성강(전4권)
유익서 지음
역사는 역사가의 과학적인 분석에 의해 규명되지만, 작가의 예술적인 통찰에 의해 그 역사는 더 풍요로워진다.
유익서의 대하소설 예성강 은 변방이나 뒤안에서 살아 숨쉬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우리 민
족사에서 대단히 중요하면서도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여 연구되지 않고 있는 고려시대사, 특히 여러 세력들의 갈
등과 투쟁으로 점철되는 중 후기를 소재와 무대로 삼은 유익서의 예성강 은 우리의 민족사를 민중의 시각으
로 복원시킨다.
신국판 반양장 각권 310쪽 내외 각권 값 4,500원

여자의 강(전2권)
현길언 지음
개인과 조직, 신화와 현실 의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온 중견 소설가 현길언이 내놓은 여자의 강 은 한
국판 여자의 일생 이다. 이 소설은 운명과 사회제도와 인습의 폭력에 대항하여 맨손으로 살아온 한 여인의 이
야기를 담고 있어요. 작가 현길언은 이렇게 이 작품에 대해 한마디로 잘라 말한다. 이 소설은 해방 이후부터 6
25까지 질곡의 현대사를 살아온 한 여인의 삶을 파란만장하게 펼쳐놓고 있다. 작가는 이 작품 속에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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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기 억압을 이겨나가려는 사람들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그 억압을 더욱 강화해주는, 폭력의 음험한 동조
자가 된다는 데 비극이 있다고 주장한다.
신국판 반양장 각권 310쪽 내외 각권 값 4,500원

계절풍(전2권)
김춘복 지음
긴 침묵 끝에 심혼의 언어로 토해낸 쌈짓골 로 이 땅에 농민문학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만든 작가 김춘복이
다시 우리 문학의 금렵기에 해당하는 해방 직후의 민족적 상황을 강렬한 작가의식으로 형상화시킨 문제작. 해방
의 감격이 어째서 분단의 아픔으로 연결되었는지 냉전이데올로기가 만들어놓은 경직된 사고에 도전하는 민족문
학의 강렬한 의지가 번뜩인다.
신국판 반양장 합 458쪽 각권 값 3,500원

여자들(전2권)
필립 솔레르스 지음｜최윤정 조현실 옮김
우리의 관심을 모으는 것은 등장인물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솔레르스의 독특한 필치와 소설형식을 통해서
드러나는 서구사회의 한 모습, 위기의식이 느껴지는 그들의 정신세계의 풍경, 서구문화와 문학, 문단에 대한 자
기비판의 눈길이다. 그러나 위기에 처한 유럽사회, 그들의 사상적 변화, 그 속에서 살아가는 개개인의 삶에 호
기심을 가지는 독자는 솔레르스의 파격적인 문체 앞에서 당황하고 만다.
신국판 반양장
상권 374쪽 값 5,000원 하권 3 16쪽 값 4,500원

무지개(전2권)
D. H. 로렌스 지음｜황의방 진영중 옮김
로렌스는 올바른 남녀관계의 추구와 진정한 자아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그리고 전통적인 사회가 산업화되면
서 파괴되는 모습을 소설에서 잘 묘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로렌스의 소설은 산업화의 폐해와 현대문명에 대한
비판적 요소를 담고 있다. 즉 변화하는 세계에서 가치가 파괴되고 새로운 가치와 비전을 찾아 몸부림치는 인간
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신국판 반양장 각권 360쪽 내외 각권 값 5,000원

파라도
김선주 지음
김선주의 장편소설 파라도 (波羅島)는 분단소재 소설들이 지닌 기본적인 틀을 깨고 상류층에 속했던 북한 출신
특수계층의 반공투쟁, 북한에서의 빨치산 활동, 6 25참전, 월남 이후의 생활에 초점을 맞춘다. 그들은 자신의
빼앗긴 땅을 도로 찾기 위한 집념과 고향 상실과 이산가족이 된 데 대한 원한이 겹친 채 긴 세월을 견디면서
분단체제의 가치관에 익숙해져간다. 또한 반공전선에서 미군과 긴밀한 연대를 지닌 채 싸우면서도 북한 지주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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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이 지닌 반북한적 정서나 쟁취의식에서는 미국의 정책에 대하여 지극히 불만스런 관점을 나타낸다. 그러면서
도 그들은 6 25를 계기로 맺어진 미국인과의 정서적 일체감에 만족하면서 한 미군장교와 월남한 처녀의 사랑
을 고귀한 인류애로 승화시킨다.
신국판 반양장 282쪽 값 4,500원

황금백합
필립 솔레르스 지음｜이정주 옮김
40세의 시몽 루브레는 종교연구소의 중국학 교수이다. 그는 우연히 골동품 상점 안에서 렌느라는 28세의 여후
작 을 만나게 된다. 남자는 사랑에 빠지지만 여자는 거절한다. 그러면서 그에게 그의 인생과 생각, 환상을 자유
롭게 써달라고 요구한다. 시몽 루브레는 그녀로부터 매달 지불금을 받으며 그녀에게 이야기를 해나간다. 이 이
상한 계약을 이행해가는 사이에 두 사람은 예기치 못한 모험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야기가 흥미롭게 전개되고,
차츰 두 사람의 역할은 변화되어 결국 전도된다.
신국판 반양장 248쪽 값 4,500원

대국수
김중명 지음｜이원두 옮김
해외교포 2세, 특히 재일교포 2세(3세 이후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식인들은 한 인간의 특수성 때문에 현지문화에
동화될 수 없다는 정서적 거부감과 모국에 대한 이질감－생활근거지가 아니라는 뜻에서－속에서 살고 있다. 이
소설의 작가 김중명도 그러한 갈등과 방황을 겪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며, 이 작품은 그런 김중명의 처절
한 외침－자기표현이라고 끈질기게 생명력을 뻗쳐가는 이름없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의 부르짖음을 조용
하게, 그러나 처절하게 엮어가고 있다.
신국판 반양장 332쪽 값 6,000원

적과 동지(전7권)
강준식 지음
대하정치소설 적과 동지 는 해방전후사를 다루는 방법에서 정통 역사소설의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여운형을
주인공으로 삼아 이승만, 김구, 박헌영 등 당대의 실존인물들을 등장시켜 전개하는 정치적 각축과 음모와 승패
를 둘러싼 적과 동지 의 이합집산을 서사시적으로 조감한 이 소설은 가히 정통 역사소설의 압권이다. 당대의
명망가를 비롯하여 역사의 낙장에 묻혀버린 무명인물들까지 실존인물로 등장시키는 등, 국내외의 방대한 사료를
섭렵하여 역사적인 사실 자체를 로망의 기법으로 엮었다는 점이 이 책을 돋보이게 한다.
신국판 반양장 각권 320쪽 내외 각권 값 5,500원

반역(전7권)
최남백 지음
갑오농민전쟁을 동학란이라 부르던 때가 있었지요. 홍경래의 난도 평안도농민전쟁이라고 바로 불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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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자이자 소설가인 최남백 선생이 18 11년에 있었던 평안도농민전쟁을 시대적 배경으로 삼은 대하역사소설
반역 을 펴냈다. 지난 1980～86년까지 꼬박 7년간 신동아 에 연재됐던 작품이다. 이 소설은 순수하게 민중을
위해 싸우고 이들의 정권을 원했던 농민의 대변자 홍총각을 통해 변혁을 가능하게 하는 거대한 역사적 동력의
실체에 접근하고 있다.
신국판 반양장 각권 320쪽 내외 각권 값 5,500원

꽃 한 송이 숨겨놓고
한림화 지음
꽃 한 송이 숨겨놓고 의 주인공 고광은 한라산 지리에 훤한 말테우리 (말몰이꾼)로서, 부역을 기피한 벌로 식
물학자인 프랑스 신부의 길잡이가 된다. 그러나 한 가지 식물 솜다리(에델바이스)가 있는 곳만은 가르쳐주지 않
는다. 한라산의 비밀 한 가지는 지켜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고광의 이 의도는 좌절된다. 소설의 후기에 의
하면, 그가 지키려고 했던 솜다리는 그후 일본인 교수에 의해 식물학계에 보고된다. 꽃 한 송이 숨겨놓고 의
이런 결말이 의미하는 바는 자명하다. 민중의 의식이 결국 외세에게 유린당하는 데 대한 분노와 비애가 이 작
품의 여운으로 남는다. 그것은 이 작품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재수 난 의 좌절과 나아가서는 제주도 민중은 이
겨본 적이 없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분노와 비애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할 터이다.
신국판 반양장 304쪽 값 6,000원

유역
이회성 장편소설｜김석희 옮김
이 작품의 골격을 이루고 있는 것은 재일 한국인 소설가 한 사람과 르포작가 한 사람이 1989년 여름 카자흐
공화국 작가동맹의 초청으로 소련을 방문하여 한 달 동안 머물다가 떠나기까지의 과정이다. 작가는 이러한 골격
을 세련된 문체와 풍부한 세부묘사의 필체로 적절히 감싸면서, 우리 시대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상황이 갖
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점, 재일 재소 한국인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겪어야 했던 너무나 고통스러운 체험들,
소외된 상황 속의 인간에게 피할 수 없이 덮쳐드는 존재론적인 고독의 깊이, 오늘과 내일의 지식인, 그 중에서
도 특히 재일 한국인 지식인에게 주어진 과제의 성격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진지한 성찰을 보여준다.
신국판 반양장 486쪽 값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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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사의 시집
1

해금강
고은 시집
해금강 은 가위 절창이라고 할 만하다. 곳곳에 조국의 영광과 시련을 온몸으로 감당하며 통일을 열망하는 뜨거
운 주장이 절실하게 맺혀 있다. 생략해서 비약을 일삼는 선시의 수법으로 고양시킨 광대 사설이란 말이 많아도
긴장이 와해되지 않는다. 소설가가 광대노릇을 온통 다 맡은 것 같은 이 시대에, 고은 시인은 소설가 못지 않은
광대임을 풍성한 작업을 통해 거듭 입증한다.
신국판 반양장 126쪽 값 3,000원

2

바람 부는 날
민영 시집
격동의 시절을 온몸으로 견뎌내면서 느끼는 노시인의 통회가 시집 전체에 골고루 배면서 이전의 민영 시가 보
여준 단아함의 미학이 흔들리는 듯하다가도 제자리에 우뚝 서는 아름다운 조화를 성취하고 있다. 그의 시는 때
로는 분노의 외침으로, 또 때로는 간절한 기도의 음성으로 우리의 늘어진 의식을 들쑤셔 깨운다.
신국판 반양장 100쪽 값 3,000원

3

견우와 직녀
문병란 시집
문병란의 시는 말의 물신화(탈역사화, 탈사회화, 탈민중화, 즉 말의 출현 순간의 폭발하는 생명력으로부터의 소
외화)를 거부하고 있다. 그의 시인으로서의 참된 가치는 그가 일체의 도시적 병폐에 물들지 않은 건강한 언어를
무기로 하여 민중 속에 광막하게 잠든 시를 끌어내는 데에 있다. 그의 시는 추리고 추린 동사(動詞), 온몸으로
느껴지는 눈물 이며, 죽은 언어가 아닌 발화행위 그 자체이다.
신국판 반양장 178쪽 값 3,000원

4

홀로 빛나는 눈동자
이소리 시집
홀로 빛나는 눈동자 의 시편들은 노동자들의 삶에 대한 리얼리즘적 형상화를 통해 노동해방의 세상이 어째서
올 수밖에 없는가를 설득력 있게 표현하고 있다. 일상의 삶과 괴리된 변혁전망이란 한갓 혁명적 낭만주의에 불
과하다. 노동자들의 일상 속에서 본질적 모순을 찾아내고 그것을 기반으로 변혁의 필연성을 표현할 때에만,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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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리즘의 요구에 값하는 진정한 변혁전망의 형상화가 가능한 것이다.
신국판 반양장 140쪽 값 3,000원

5

진도아리랑
박상률 시집
고향, 그곳은 삶과 생명의 뿌리이다. 영원히 그리고 누구에게나, 특히 토종꿈을 던져놓고 근대화니 산업화니 하
는 물결을 따라 대도시로 몰려든, 그리하여 잃어버린 것이 많은 사람들은 더욱 고향을 꼭 보듬고 있다. 고향 속
엔 공동체의 삶이 있다. 그러나 산업화는 공동체의 삶을 허물고 나아가 생명 파괴로까지 치닫고 있다. 이제 다
시 우리는 고향의 삶 을 살아야 한다. 시인의 그러한 바람이 고향의 여러 모습을 노래하게 했다. 그 노래의 모
음이 바로 이 시집이다.
신국판 반양장 146쪽 값 3,000원

6

그대들 사는 세상
18인 신작 시집
이 시집에 실린 작품은 우리 시대의 변혁의지와 일정한 매개적 연관을 갖고 있는 작품들로서, 무조건 목울대만
을 높인 시가 아니라, 당대의 구체적 현실과 전망의 예술적 성취를 이루어내고 있다. 작품을 쓴 시인들은 90년
대에 새로운 시세계를 펼쳐나갈 가능성 있는 시인들이며, 민족과 민중이라는 큰 울타리를 끌어안고 이 시대의
전형을 찾아 고뇌하며,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신새벽이 올 그날을 끌어당기는 시인정신이 살아 있는 사람들이
다.
신국판 반양장 200쪽 값 3,200원

7

거리에서 부르는 사랑노래
장세현 시집
신인 장세현의 이 시집은 대학생활, 특히 학생운동가의 고뇌에 찬 삶과 그들의 가열찬 투쟁, 그리고 동료들간의
끈끈한 사랑 등을 그리고 있다. 기성시인의 시들에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는 참신하고 풍부한 시상들을 발견할
수 있다.
신국판 반양장 174쪽 값 3,000원

8

생명의 노래
김규동 시집
문학계의 원로이자 재야인사로 널리 알려져 있는 김규동 시인의 시집. 분단현실의 비극성과 그것의 극복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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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적 양심의 목소리로서 분단의 비인간화를 극복하려는 통일염원으로 가득 차 있다. 시의 본질이 생명의 노래
임을 그의 시는 아름답게 펼쳐 보이고 있다.
신국판 반양장 160쪽 값 3,000원

9

물로 또는 불로
조재훈 시집
꿈을 지니지 않고는 시인일 수 없다. 꿈은 미래의 현재화다. 꿈이 뜨겁고 순결할수록 미래를 힘차게 현재로 만
들며 거기에서 이른바 비전이 생겨난다. 그러한 힘이 없이 시를 쓰는 것은 죄악이라고 시인은 믿는다. 자연과
인간의 참모습을 노래한 이번 시집에서 시인의 맑은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신국판 반양장 136쪽 값 3,000원

10

어느날 극장을 나오며
박몽구 시집
우리 생할주변의 이야기들을 끄집어내 그 속에 내재해 있는 이 시대의 고통들을 비판적 목소리로 우리에게 들
려주고 있다. 해설을 쓴 황병하 시인이 일상과 역사의 접목 이라고 표현한 이러한 시작법은 박몽구 시인의 또
다른 시적 면모를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신국판 반양장 136쪽 값 3,000원

11

그대 무사한가
안상학 시집
안상학 시인은 민중시인이다. 치열한 현실의식, 민중의 정치적 요구에 대한 부단한 천착, 사실주의적 형상화 등
이 그의 민중시인으로서의 면모를 확인시켜준다. 또한 그는 자유분방한 상상력을 펼치는 개성파이다. 그는 도식
화를 거부한다. 안상학 시인의 출발점은 역사적 도식에 있지 않고 삶의 아픔에 있다. 결코 역사의 진로에서 이
탈되어 있지 않으면서 삶의 그늘을 놓치지 않고 있다.
신국판 반양장 138쪽 값 3,000원

12

막차를 기다리며
박남원 시집
이 시집에서 독자들은 가정형편상 어렵사리 대학에 진학한 순진무구한 한 젊은이가 어떻게 사회의 근본모순에
닿아가고 그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는지를 목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박남원의 시는 단순히 한
젊은이가 이 세상의 참 삶을 향해 나아가는 고뇌어린 여정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동시에 우리들의 삶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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춰주는 거울이다.
신국판 반양장 122쪽 값 3,000원

13

이 좋은 세상에
김남주 시집
참으로 풍자적인 현실을 풍자적인 형식으로 담아내기에 그의 시는 군더더기가 없다. 이러한 풍자의 뿌리는 결코
현실의 비유적 비켜섬이 아니다. 현실의 내용과 형식을 그대로 시로 만드는 것이 그의 풍자이다. 이처럼 현상과
본질을 함께 꿰뚫는 김남주 특유의 감각적 암시력이야말로 김남주 시의 생명이다. 모호성이 없는 간결성, 단순
성과 소박한 표현의 기법이라든가 칼날의 시, 직설의 시라는 김남주 시에 대한 지금까지의 평가도 다 이러한
생명력에서 자연스레 발원해나온 특질이다.
신국판 반양장 158쪽 값 3,000원

14

기차는 오늘밤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다
오민석 시집
전체적으로 볼 때, 그의 문학적 완결성은 이미지 상징 시형식 등을 철저히 검열하는 필터를 거치고 있다. 그
는 부지런히 오감(五感)을 놀리며 빈틈없이 시를 이미지화한다. 그가 구사하는 언어의 장식은 예리한 칼 같다.
그것은 사념의 갈피를 얇게 도려낼 만큼 예리하여, 시의 지방과 군살을 제거하고 섬세한 신경과 뼈를 드러내준
다. 그의 시는 실험성과 총체성을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
신국판 반양장 200쪽 값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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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추리
연인들(상 중 하)
화가와 소녀(상 하)
사랑의 종말(상 하)
로렌스 샌더스 지음｜최인석 옮김
로렌스 샌더스의 위의 작품들은 여느 추리소설과는 다르다. 일반 추리소설이 수사관 개인의 초인적인 추리력과
육감으로 범인을 포착하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면, 이 소설에서 주인공 에드워드 델러니가 택하는 수사방법
은 너무도 과학적이고 치밀하다. 그는 컴퓨터와 자료, 데이터와 통계를 이용하여 처음에는 전혀 종잡을 수조차
없었던 혐의자의 윤곽을 잡아내고, 막연하기만 했던 혐의대상의 범위를 차츰 좁혀나가며, 그리하여 마침내는 범
인을 정확히 지목해내기에 이른다. 그 과정이 어느 누가 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타당하고, 설득력
이 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다.
또 하나, 샌더스의 탁월함은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그려내는 솜씨에서 발휘된다. 그 인물들은 살아 있듯 생
생하다. 특히 범인과 델러니, 그리고 델러니의 아내에 대한 묘사가 그렇다. 그 생생히 살아 있는 듯한 인물들
덕분에 이 소설은 더욱 흥미진진하다.
신국판 반양장 각권 300～460쪽 각권 값 5,000원

붉은 수확
대쉴 하메트 지음｜이가형 옮김
19 16년 대쉴 하메트는 볼티모어 핑커튼 탐정회사 구인광고를 보고 응모, 나이 22세에 첫직장인 탐정회사에 취
직하게 된다. 그후 군입대, 폐결핵 발병, 알코올 중독 등으로 고전하다 대중잡지에 추리단편을 쓰기 시작, 첫 장
편인 붉은 수확 을 발표하게 된다. 붉은 수확 으로 하메트를 미국 추리소설계에 일약 스타가 되게 한 당시,
북먼 지는 이 작품을 가리켜 하메트의 비정의 문체가 헤밍웨이의 그것에 비하여 손색이 없다 고까지 격찬했
으며, 프랑스의 앙드레 지드 또한 잔학성과 냉소주의의 걸작 이라고 찬양했다. 하메트는 이 작품으로 하드보일
드 추리소설의 선전포고를 한 셈이며, 연이은 작품으로 미국 추리소설의 완전독립을 거두어내는 계기를 만들었
다.
신국판 반양장 274쪽 값 4,000원

인간의 증명
모리무라 세이치 지음｜이원두 옮김
인간의 증명 은 에드거 앨런 포 상 을 수상한 일본 추리소설가 모리무라 세이치의 대표작이다. 작가 자신은
이 작품을 가리켜 본격 추리소설이 갖고 있는 도식적인 메커니즘에 짜증을 느껴 보다 인간성을 존중하는 작품
을 쓰고 싶어서 쓴 것 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역설적으로 이 작품만큼 본격 추리소설의 맛을 느끼게 하는 것도
흔하지 않다는 사실이 이 작품의 무게를 더해주고 있다. 그것은 오로지 작품 바탕에 고즈넉이 흐르고 있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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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원초적인 의문과 여기서 연유한 잔잔한 애수를 작가 특유의 치열한 필치와 비정한 터치
로 풀어내기 때문이다.
신국판 반양장 386쪽 값 5,000원

떠도는 섬은 바다를 꿈꾸지 않는다
정형 지음
우리 사회의 썩은 심층을 날카롭게 파헤치고 있는 수작으로 추리소설의 현대적 경향인 사회추리의 장점을 잘
살린 작품이다. 물질만능으로 병든 사회를 통렬히 비판하는 새롭고도 청량한 기류가 비로소 작가 정형에 의해
형성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평가는 아닐 것이다.
신국판 반양장 302쪽 값 4,500원

스물아홉 송이의 노란 장미
정금애 지음
그 동안 국내 추리문학계는 우리 사회의 병리현상을 짚어내는 사회추리분야에서 웬만큼 만족스런 수확을 거두
었지만 첨단과학 쪽은 손을 대지 못했다. 그런 만큼 컴퓨터 통신망을 종횡무진하며 살인 파괴 사회혼란 등을
일삼는 해커의 세계를 그린 정금애의 작품에서는 색다른 책읽기의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신국판 반양장 3 10쪽 값 4,500원

달빛랩소디
백선우 지음
공주묘 살인사건 을 다룬 달빛랩소디 는 저자 백선우가 근 15년 이상이나 살았던 앞산 계곡 주변을 배경으로
그려졌다. 그 산에서 한 남자의 변사체가 발견되는 것으로 살인사건은 시작된다. 이 사건의 해결을 맡은 성운경
형사는 치밀함과 그 특유의 감각으로 살인범의 꼬리를 잡아나간다. 그 마을 주변 석물공장 사장과 불륜의 관계
를 맺고 있던 피살자의 아내, 공주묘 일대를 지키고자 하는 고집불통의 묘역관리인 전봉수 노인, 아름다운 미모
를 가지고 있지만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의 딸 상숙 그리고 다혈질인 그의 아들 상열 등 주변 인물들이
혐의자로 주목되는 가운데 또 다른 살인사건이 발생한다. 성 형사는 묘역 근방 잠복근무를 서면서까지 수사에
몰두하는데 범인은 엉뚱한 곳에서 나타난다.
신국판 반양장 260쪽 값 4,000원

세계의 걸작미스테리(전3권)
정태원 편역
우리나라에도 서서히 추리소설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많은 작품들이 보이지만 단편집은 좀처럼 보기
힘들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단편은 판매가 안된다는 잘못된 고정관념과 지금까지 독자들의 기대에 맞는 좋은
작품들이 많이 소개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 선집은 외국의 뛰어난 단편 추리소설을 모은 것이다.
신국판 반양장 각권 300쪽 내외 각권 값 3,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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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법정(전2권)
노원 지음
눈내리는 제주국제공항. 결혼한 지 며칠 안된 미모의 신부가 살인범으로 체포된다. 죄명은 독살과 방화. 주변
사람들의 일치된 증언에 따라 그녀는 마침내 법정에 서지만 그녀의 무죄를 밝힐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 자신
뿐이다. 그러나 어찌하랴. 그녀는 완벽한 기억상실상태에 놓여 있다. 중형이 선고될 게 불보듯 환한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벌어지는 검사와 변호인들간의 불꽃튀는 공방이 계속된다. 사건의 진실은 과연 밝혀질 것인가. 야간
법정 은 한국추리문학의 제1세대라 할 노원의 신작 장편추리소설이다.
신국판 반양장 각권 290쪽 내외 각권 값 4,500원

열쇠 없는 집
엘 데어 비거스 지음｜유명우 옮김
찰리 찬이라는 중국인 경감을 등장시켜 1920, 30년대 미국에서 찰리 찬 선풍 을 일으키게 한 정통탐정소설의
고전이다. 찰리 찬의 역할이 이처럼 인기를 얻게 되자 재미 중국인의 인상이 언제나 엉큼하고 사악한 놈들이라
는 악평에서 풀려나 밝고 성실한 사람들로 인식돼 어깨를 펴게 되었음은 특기할 만한 일이다. 비거스는 그의
작품에서 찰리 찬을 창시함으로써 특이한 문화 배경을 지닌 인물이 미국사회에서 성공적으로 활약함을 보여주
고 있다.
신국판 반양장 392쪽 값 5,800원

타이태닉호를 인양하라(전2권)
클라이브 커슬러 지음｜김훈 옮김
초호화여객선 타이태닉호 의 인양을 둘러싼 해양모험소설의 최대 베스트셀러이다. 저자 커슬러는 이 타이태닉
호의 선창금고에,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방위시스템에 꼭 필요한 원소 비자니움 광석이 잠자고 있다는 기발한
착상을 하고 그의 뛰어난 스토리텔러의 재능을 살려 참신하고 현실감 넘치는 이야기를 만들었다. 1976년 10월
이 소설이 발간되자 즉시 베스트셀러 목록 상위에 올랐고 지금까지 해양모험소설의 최고봉으로 인정받고 있다.
신국판 반양장 각권 270쪽 내외 각권 값 4,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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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소비에트문학
거장과 마르가리따(전2권)
불가꼬프 지음｜박형규 옮김
거장과 마르가리따 는 거장 이라고 일컬어지는 작가와 그 애인 마르가리따의 이야기를 하나의 줄거리로 삼고,
검은 마술의 악마 볼란드와 그 일당인 작은 악마들에 의한 모스크바 파괴를 또 하나의 줄거리로 해서 펼쳐진다.
자유분방한 상상력과 그로테스크한 방법, 풍자와 쓴웃음 등으로 현실을 비판하고 인간의 문제를 추구하는 불가
꼬프 만년의 유작이다.
신국판 반양장 각권 290쪽 내외 각권 값 4,300원

우리 시대의 영웅
미하일 레르몬또프 지음｜문석우 옮김
레르몬또프는 우리 시대의 영웅 의 뻬초린이라는 인물을 통해 세대 전체의 비극을 형성하고 있던 갈등을 반영
하고 있다. 그는 뻬초린을 비난하면서도 동시에 그를 현저하게 높은 곳에 올려놓고 있으며, 소설의 머리말에서
그 질병 의 원인은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의 현실적 조건 속에 자리잡고 있음을 진지하게 얘기한다.
신국판 반양장 382쪽 값 5,000원

대위의 딸｜예브게니 오네긴
알렉산드르 푸슈킨 지음｜허승철 옮김
푸슈킨 소설의 대표작인 대위의 딸 은 그의 푸가초프 반란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를 바탕으로 집필되었다. 푸
슈킨은 1833년 여름 2개월간 농민반란의 주무대였던 볼가 강 유역과 남부 우랄 지방을 여행하며 직접 자료를
수집하고, 또 당시 극비문서로 되어 있던 푸가초프 반란에 대한 기록들을 직접 열람하여 푸가초프 반란사 를
썼다. 이런 자신의 연구를 바탕으로 쓴 대위의 딸 은 그 완숙한 소설적 기교로 높은 평가를 받는 작품이다.
예브게니 오네긴 은 1823년부터 8년에 걸쳐 완성된 작품이다. 각 장(章)은 따로따로 발표되었고 완결본은
1833년과 1837년에 출간되었다. 운문소설이라는 새로운 형식을 도입한 작품이다. 이 작품 이후 현재까지 이러
한 형식을 빌린 작품이 나오지 않고 있어 예브게니 오네긴 은 유일무이한 운문소설로 남아 있다.
신국판 반양장 450쪽 값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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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세계문학
서구문학이 곧 세계문학이라는 그릇된 생각을 없애고, 세계문학을 우리 자신의 주체적 시각으로 엄선하여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기 위해 펴내는 한길세계문학은 새로운 작품들을 한글세대의
손으로 번역한 것이다.

1

희망
앙드레 말로 지음｜김치수 옮김
전통적 서술이 개인의 일대기를 서술하는 데는 적합하지만 스페인내란 이라고 하는 거대한 역사적 사건을 기록
하는 데는 적합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은 말로는 이 소설에서 새로운 서술기법을 구사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
을 통해 그는 한 개인의 내면의 느린 변화를 서술하는 데 성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단들 상호간의 관계 및
동시적인 여러 사건들의 연관성을 드러내고 있다.
신국판 반양장 482쪽 값 3,500원

2

신변보호
하인리히 뵐 지음｜안삼환 옮김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
하인리히 뵐 지음｜김주연 옮김
이 두 작품은, 나치독재와 전쟁 및 전후시대의 참담한 현실에 시달리는 인간들을 투시했던 뵐의 이전 작품들과
는 달리 순전히 1970년대의 독일연방공화국의 사회현실을 주제로 삼고 있다. 따라서 이 두 작품에는 후기산업
사회가 안고 있는 인간과 반인간의 모습이 내면적 성찰로 깊이 있게 묘사되어 있다.
신국판 반양장 472쪽 값 3,500원

3

모색
삐오 바로하 지음｜장선영 옮김

공무원
돌로레스 메디오 지음｜장선영 옮김
스페인 사실주의 문학전통을 이어가는 두 거장의 대표작. 모색 은 냉철한 현실감각으로 변방인들의 삶을 그려
낸 것이고, 공무원 은 1950년대의 우울한 스페인의 현실을 문학적으로 격조 높게 승화시킨 작품이다.
신국판 반양장 456쪽 값 3,500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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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박이
리처드 라이트 지음｜김영희 옮김
미국문학 특히 미국 흑인문학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이 작품은 도시빈민층에 대한 사회학적 조명을 통해
흑백문제, 더 나아가 미국사회가 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신국판 반양장 470쪽 값 3,500원

5
아시아 아프리카 소설선

파키스탄행 열차
쿠스완트 싱 지음｜박태순 옮김

아프리카의 어떤 여름
모하메드 디브 지음｜전채린 옮김

민중의 지도자
치누아 아체베 지음｜박태순 옮김
이 책에 실린 세 소설들은 무엇보다도 제3세계에 속하는 나라들의 민족적 현실과 그 문학이 어떻게 맺어지고
있는가를 구체적이면서도 뜨겁게 표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소재면에서 우리에게 공감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
며, 민족정서, 사회환경, 문화적 갈등양상에서도 우리와 유사한 점을 보여준다.
신국판 반양장 500쪽 값 3,500원

6
일본 소설선

春琴抄 外
谷崎潤一郞 지음｜이호철 옮김

바다와 독약
遠藤周지음｜이호철 옮김

타인의 얼굴
安部公房 지음｜이호철 옮김
명치유신 이후 일본의 근현대 문학은 주로 소설이었는데, 그 특색은 사(私)소설적이고 민중과 괴리되어 있으며,
에로티시즘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시민혁명을 제대로 수반하지 못한 채 서구의 선진문물을 껍데기로만
수입해들이자, 이런 것을 거부하는 지식계층이 자유로운 천지와 자신의 정직성에 탐닉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이러한 일본소설의 특징들을 전형적으로 드러낸 작품들을 모았다.
신국판 반양장 508쪽 값 3,500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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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과 포도주
I. 실로네 지음｜최승자 옮김

한낮의 어둠
A. 케슬러 지음｜최승자 옮김
이 두 소설은 정치와 도덕의 딜레마를 다룬 정치소설의 대표작들이다. 한낮의 어둠 은 혁명의 순수한 이념과
정치적 실상의 괴리를 볼셰비키 지도자의 눈을 통해 묘사한 것이고, 빵과 포도주 는 반파시스트 지하운동을 다
룬 일종의 모험소설로 유럽인이 당면했던 정치적 도덕적 딜레마가 풍부한 상징 속에 기술되어 있다.
신국판 반양장 508쪽 값 3,500원

8

어둠 속의 작업
유르스나르 지음｜신현숙 옮김

흔들리는 아이들
로슈포르 지음｜신현숙 옮김
어둠 속의 작업 은 40여 년에 걸쳐 완성된 작품으로 중세에 카오스적 격동기를 온몸으로 살다 간 한 인물의
일대기이다. 흔들리는 아이들 은 물질이 인간의 삶을 좌우하는 현대사회를 고발한 작품으로 주제의 암울함에도
불구하고 간결한 문체와 비유적 이미지의 배합으로 시적 차원으로 승화되고 있다.
신국판 반양장 440쪽 값 3,500원

9

1914년 8월
솔제니친 지음｜김학수 옮김
19 14년 8월 은 러시아 역사의 결정적 대사건, 즉 1차대전이란 전쟁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곧잘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에 비교되기도 하지만, 개인의 역사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 점에서 솔제니친은 톨스토이를 능가한
다. 이 작품은 도식적인 수용소 테마를 벗어난 최초의 본격적인 역사소설이다.
신국판 반양장 586쪽 값 3,500원

10

충복
하인리히 만 지음｜김재민 옮김
독일이 낳은 뛰어난 저항작가 하인리히 만의 대표작 충복 은 국가권력과 결탁된 관료제도를 풍자적으로 비판
한다. 이 소설은 국가주의적 권력구조와 성격을 예리하고 예언적으로 분석 비판함으로써 행동과 실천으로서의
작가정신을 성공적으로 실현한 것이다.
신국판 반양장 422쪽 값 3,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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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노스트로모
조셉 콘라드 지음｜나영균 옮김
소설의 서술기법이 파격적이기 때문에 훗날에 유행하게 된 시간순서의 뒤바뀜이라든가 서술관점의 부단한 변화
와 같은 현대소설의 기법적 특징의 원형을 이 작품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주인공의 성격구성이나 행적
묘사, 주제의 제시 및 전개방식도 현대소설의 특징이라 할 만한 것을 반영하고 있다. 좀처럼 쉬운 접근을 허용
하지는 않지만 이 현대적인 고전의 번역본은 야심 있는 독자들에게 하나의 도전이 되어줄 것이다.
신국판 반양장 440쪽 값 4,000원

12

명예영사
G.그린 지음｜김성균 옮김

권능과 영광
G.그린 지음｜최재석 옮김
그린의 소설들은 물질만능의 시대, 과학의 시대, 이성중심의 이 시대에 인간들이 근본적으로 결여하고 있는 것
이 무엇인가를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다. 권능과 영광 은 타락한 신부가 천주의 신비를 깨닫게 되는 것은 신학
적 교의를 통해서가 아니라 개인적 고난의 체험을 통해서임을 보여준 것이고, 명예영사 는 대가를 요구하지 않
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가능성을 탐구한 작품이다.
신국판 반양장 520쪽 값 4,000원

13

독일어 시간
지그프리드 렌츠 지음｜정서웅 옮김
이 작품의 테마는 나치시대에 행해졌던 회화금지(繪畵禁止)를 모티브로 한 권력과 예술 사이의 갈등이다. 우리
는 이 작품에서 한 개인의 그릇된 의무감에 대한 성토뿐만 아니라 인간의 의식을 메커니즘 속으로 몰고 가려는
힘의 폭력에 대한 증오를 볼 수 있다.
신국판 반양장 432쪽 값 4,000원

14

새벽으로 만든 집
스코트 모마데이 지음｜김정환 옮김

이름들
스코트 모마데이 지음｜김정환 옮김
백인문화에 오염된 감수성을 성공적으로 극복해 보여주고 있는 미국 인디언 작가의 이 작품집은, 인간과 자연에
대한 신뢰와 건강한 상상력이 빚어낸 걸작들로서, 이 소설들 속의 역사공간은 현대 서구인들에게 보내는 인디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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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국판 반양장 384쪽 값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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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와 사전
한길사의 사전들
현대고급영문해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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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사의 사전들
한국정치론사전
김학준 지음
한국정치론사전 은 그간 한국정치연구에 괄목할 만한 업적을 쌓아올린 저자가 1983년에 펴낸 한국정치론：연
구의 현황과 방향 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출판한 것이다. 한국정치 연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한 한국정
치론사전 은 출판되자마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켜 한국정치학회 학술상을 수상했으며 그후 출판된 엄청난
양의 논문과 책들을 포함하여 새로이 분류하고 정리하여 한국정치론사전 으로 제목을 바꾸어 펴냈다.
모두 7편으로 되어 있는 이 책은 그 구성을 새롭게 해서 일제의 식민통치에 맞선 한민족의 독립투쟁, 해방 3년
의 남북한 정치, 한국전쟁, 북한 그리고 남북통일의 과제 등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또한 정치학과 연관이
깊은 행정학에다 사회학과 같은 인접분야에서 진행된 연구도 소개되고 있어, 분야별로 진전된 연구현황을 비교
적 알기 쉽게 제시하고 있다.
신국판 양장본 1120쪽 값 20,000원

한국문학명작사전
임헌영 김재용 편
우리 근대민족문학이 시작된 20세기 초부터 1980년대 말까지 나온 소설작품 중에서 화제를 불러일으킨 문제작
150편을 골라 그 작품의 줄거리, 작가 약력, 등장인물, 문학사적 의의, 참고문헌 등을 요약 설명함으로써 우리
문학을 연구하거나 이해하고자 하는 이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특히 항일기에 납북되거나
월북한 작가들의 문학작품을 비롯하여 해방 이후의 북한작품과 남한작품을 구분, 진정한 의미의 민족문학에 대
한 총체적인 해설사전이 되도록 꾸몄다는 데 그 의의가 크다.
제1부는 8 15 이전까지의 작품 중에서 39편을, 제2부는 8 15 이후의 남한작품 8 1편을, 제3부는 8 15 이
후의 북한작품 30편을 뽑았고, 책 끝에 작품별 작가별로 나눈 찾아보기를 달아 독자들의 편의를 돕도록 하였다.
신국판 양장본 596쪽 값 13,000원

우리말 갈래사전
박용수 엮음
말 은 하나의 생명체라고 한다. 낱말 하나하나가 모두 제 나름의 목숨을 지니고 있어 어떤 낱말은 천년의 수를
누리고도 오늘에 싱싱히 살아 있는가 하면, 어떤 낱말은 나타났는가 싶을 때 문득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다.
그리고 그 자리는 낯선 새말 이 대를 잇는다. 그러나 좀 꼼꼼히 속살을 살펴보노라면 사라져가는 말 이란 하
나같이 우리 고유의 아름다운 우리말 인 데 비해서 새말 이란 열에 아홉이 생경한 한자어이거나 외래어, 아니
면 조잡한 신조어들이어서 이를 언어문화의 발전현상이라는 긍정적인 면으로 봐주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 사전의 이름을 우리말 갈래사전 이라 붙인 까닭은 우리 고유의 낱말을 모아 그 뜻갈래, 쓰임새에 따라 분류
한 사전의 특징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신국판 양장본 896쪽 값 2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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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을 아는 사전
한길사 편역
이 책은 러시아인들의 언어 문화예술 종교 생활양식과 소련을 구성하는 각 공화국들, 그리고 100을 헤아리
는 소수민족과 그들의 물산 문물 자연 지리 경제활동 정치발전 등 제정 러시아 이전부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밝혀주는 하나의 종합적인 사전이자 러시아 소련의 전체상을 보여주는 간편한 참고도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일본 평범사의 러시아와 소련을 아는 사전 을 저본으로 하여, 국내 전문가들로 러시아 소
련위원회 를 구성하여 페레스트로이카 하의 오늘에 맞게 항목을 추가 개편하고 그 나라 전통문화와 생활양식
의 세부까지 포괄하여 전체를 재구성 보완하였다.
46배판 양장본 906쪽 값 40,000원

동유럽의 정치와 경제를 아는 사전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편저
최근 사회주의 몰락과 함께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그간의 연구 수준이나 축적
된 자료 등은 일천한 형편이다. 특히 소련식 공산체제연구와 연결하여 편파적인 면도 없지 않다. 이 책은 이런
척박한 국내의 학문적 풍토를 넘어서서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애정과 열성을 가지고 출간된 사전이다. 구동독,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알바니아 등 8개 국가의 역사, 문화, 정치,
경제, 사회를 국가 형성기에서부터 최근의 사건들까지 개관하여 129개의 개념으로 항목화하여 싣고 있다. 항목
선정은 국내 사회과학 분야의 동유럽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항목선정위원회에서 개념의 중요성과 국내의 관심
도를 감안하여 결정하였다.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어 찾아보기 편리한 이 사전은 부록편에서는 민족분포를 비
롯하여 동유럽 국가들의 에너지 유형별 생산량, 수입량, 소비량과 한국의 대북방 교역 추이 등 국가별 주요통계,
국가체제와 통치조직, 1918년에서 1992년 12월까지의 연표 등을 함께 수록함으로써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46배판 양장본 468쪽 값 25,000원

민족생활어사전
이훈종 지음
이 겨레가 그 동안 어떤 생활을 통해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며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가에 대한 해답이 이 한
권의 사전 속에 담겨 있다. 잃어버린 것은 언제나 아름답고, 잊혀가는 것은 언제나 아쉬운 것이다. 그래서 이
사전은 잃어버린 우리의 생활을 되새기고, 잊힌 우리 역사를 되찾는 데 좋은 안내자 구실을 할 것이다. 민족문
화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라도 가정의 서가에 한 권쯤 꽂아놓기를 권하고 싶은 책이다.
신국판 양장본 626쪽 값 25,000원

아름다운 우리말 찾아쓰기 사전
김정섭 지음
사람다운 삶과 겨레다운 삶, 그리고 주인되는 삶을 누리면서 앞선 나라 사람들과 어깨를 겯고 더불어 살아가
는 세상을 만들어 그 속에서 제 목소리를 내려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이 겨레 얼이요 겨레 줏대요 겨레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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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다. 겨레 얼을 살지게 하는 기틀은 겨레 문화고 겨레 문화가 자라는 텃밭은 겨레말이다. 저자의 이 말은 우
리말과 우리글의 중요성에 대한 각인으로 다가온다. 10년 넘게 오용되며 잘못 씌어지고 있는 우리말과 우리글
에 관심을 갖고 정리해온 작업의 성과가 바로 이 책이다. 특히 일본말과 한자말의 남용으로 인한 우리말의 훼
손에 각별한 애정으로 사전 작업을 하였다. 어려운 남의 말을 버리고 아름다운 우리말을 찾아 쓰는 데 이 사전
은 그 가치를 발할 것이다.
신국판 양장본 1136쪽 값 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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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고급영문해석연구
우리 시대의 영문들을 포괄적으로 수렴, 영어연구에 새로운 준거를 제시하는 이 시리즈는 영어문장들에 대한
자세한 해설을 통해 영어실력의 향상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보와 사상, 그리고 새로운 학문의 이론을
소개해주는 역할도 함께하고 있다.

1

문법연구
박지동 지음
주어와 술어의 우리말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였고, 특히 동사의 기능을 비교적 상세히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사전식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동사구를 별도 항목으로 정리하였다.
46배판 반양장 244쪽 값 5,500원

2

인문과학영어연구
박지동 지음
역사 철학 논리학 인류학 교육학 어문학 등에 걸쳐서 학문연구의 방법론에서부터 경험적 수필에 이르기까
지 다양하고 수준 높은 영문들을 골고루 정선하였다.
46배판 반양장 168쪽 값 6,000원

3

사회과학영어연구
박지동 지음
근대 민주주의의 요람인 영국의 정치이론과 실제를 비롯하여 자본주의 세계경제를 지배하는 미국의 무역형태를
훑어보았고, 사회학 법학 국제정치 교육사회학 관계의 논문들도 다수 수록하였다.
46배판 반양장 150쪽 값 6,000원

4

자연과학영어연구
박지동 지음
물리 화학 생물 의학 천문학 환경 인구문제 등 자연과학 전반에 걸친 이론적 고찰과 최신의 응용면을 골
고루 다룸으로써 어떠한 전문서적도 독파할 수 있는 과학영어의 진면목을 경험할 수 있게 하였다.
46배판 반양장 156쪽 값 7,000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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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영어연구
박지동 지음
TIME, NEW SWEEK에서 정치 경제 외교 전쟁 과학 등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기사와 에세이들
을 분석해놓았다. 따라서 외국어 학습을 통해 생생하게 국제관계의 흐름을 살피고 오늘과 내일의 동향을 예견할
수 있는 안목과 실력을 동시에 갖출 수 있게 될 것이다.
46배판 반양장 172쪽 값 5,000원

6

영어숙어
박지동 지음
이제까지의 숙어집들이 숙어 자체만을 분리시켜 암기하도록 되어 있어 어렵거니와 애써 외운 숙어도 실제로 활
용하기가 어려웠다. 이 책에서는 숙어의 앞과 뒤에 올 문장 요소들을 분명하게 표시했을 뿐만 아니라 서로 다
른 의미상의 차이를 구별하도록 하기 위해 각각의 의미에 해당되는 예문을 모두 들어놓았다. 그리고 이해와 암
기를 돕기 위해 유사(類似)숙어도 많이 실어놓았다. 독자들은 영문을 해석할 때 필요에 따라 찾아볼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숙어를 암기해가면서 문장 해석의 방법과 작문 요령까지도 쉽게 터득할 수 있다.
46배판 반양장 390쪽 값 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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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매거진
사회와 사상
한길문학
한길영화
오늘의 책
농민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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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사상
사회와 사상 은 격변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 민족사의 물줄기를 올곧게 강조,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모순구조를 극복하고자 하는 이론적 실천적 노력이며, 세계사적 변화의 큰 흐름을 보다 큰 틀에서 조망하고
이론적 학술적으로 규명해가는 토론의 마당이다.

1988년 9월 창간호

화보 김기찬의 골목안어린이들

창간사 사상의대중화를위하여
머리글 학문과사상의자유를생각한다(정창렬)
사회와 사상의 대담

80년대의민족운동사적의미(강만길 박현채)
특집 현단계 민족통일운동의 실천전략

연방제통일의3단계과정(문익환)
3단계통일방안의제창(김대중)
체제와이념초월해민족공동체건설(오충일)
경계선이의미없는상태(남재희)
청년독립고려공동체수립을제창한다(김낙중)
민족해방자주화와연방공화국의창설(김중기)
남한의통일정책과통일운동(이종석)
북한의통일전략과통일방안(김남식)
심층분석 88년여름의조국통일운동(윤석인)
이영희 교수의 통일강좌 1

남북한 전쟁능력 비교연구(이영희)
현실과 쟁점 사회안전법은폐지되어야한다(배종대)
이달에 만난 사람 농민운동가노금노씨(이근성)
아리랑 의 저자 님 웨일즈와의 대담

중국혁명과김산의생애(이회성)
논쟁의 사회사상사

독일수정주의논쟁：
베른슈타인, 카우츠키, 룩셈부르크(김수행)
한국현대사와 인물들 혁명적지식인김태준(임영태)
갑오농민전쟁 자료 발굴

전봉준회견기및취조기록(강창일)
다시 만난 북한 동포들(최익환)
이달의 초점

야 3당의선택(고성국)
재산의정통성에대하여(정운영)
변혁을외면하는언론구조와질서(김중배)
통일로나아가는문화운동(임헌영)
이란－이라크휴전의앞날(장두성)
사회와 사상의 창

토지소유의불평등과무주택빈민(임재경)
중산층논쟁의질적심화를위하여(반성완)
탈제도적양식운동의과제(김홍규)
시사만평 박불똥

1988년 10월호
머리글 통일운동주체는누구인가(안병무)
사회와 사상의 대담

변혁기의대학과대학교수(김우창 김진균)
대학민주화운동의위상과방향(오세철)
특집 사회주의권의 동향과 북방정책

소련의페레스트로이카운동(김세균)
중국의개혁과개방：그이념과정책(서진영)
동구사회주의의어제와오늘(안병영)
전환기의북방정책(한광수)
움직이는중국대륙의사회경제(김성훈)
이달에 만난 사람

작곡가 윤이상 예술사상과 실천(송두율)
분단을영구화시키는위기구조와미국(이연)
중국조선족 방문기

(강재언)

이달의 초점

민중적정치세력의설자리(고성국)
안정과복지 의논쟁에대한하나의단상(정운영)
백색테러와구조적폭력(김중배)
문학운동과국제행사(임헌영)
버마민주화의길(장두성)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의 이론구조(이병천)
논쟁의 사회사상사 스탈린-트로츠키논쟁(김홍명)
한국현대사와 인물들

진보적문학가임화의삶과문학(김재용)
최익환 교수의 북한기행

(최익환)

신화와 전설, 항일투쟁의 근거지 백두산을 가다
사회와 사상의 창

민주화와혈통사상(이효재)
상식과사회(이오덕)
민중문학이더갖춰야할것들(신경림)
화보 오늘의중국대륙그현장의모습
시사만평 반쪽이 박불똥
이달의 책

중국의우리민족 중국안의조선족 (박환)
민족자주화운동론II (박양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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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11월호
사회와 사상의 대담

전두환정권의 역사적 성격과 그 유산의 청산문제(이대근 최장
집)
특집 80년대 한국사회 민주변혁론의 쟁점

80년대사회변혁론의전개과정(조희연)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변혁의이론(정민)
반제반독점민주변혁의이론구조와정책(김형기)
현단계민족민주운동의과제(장상환)
올림픽과이데올로기(김철)
한국의독점자본과국가(이용우)
김일성과 만주의 항일무장투쟁(와다하루키)
중국조선족 방문기

북간도의항일유적지를찾아서(강재언)
이달에 만난 사람

한겨레 신문편집위원장장윤환씨(차미례)
해외통신 천황의죽음과일본의민주주의(김영철)
논쟁의 사회사상사 3

레닌－로이의민족해방논쟁(안준범)
한국현대사와 인물들
실록 홍범도 장군

(복정섭 황현걸 김파)

이달의 초점

북방정책의정치적의미(고성국)
구조조정 이라는이름의착각(정운영)

노동자에게힘을주는노동법(김금수)
국면전환과문화예술단체의진로(박인배)
비싼사용료내게된미군의필리핀기지(장두성)
특집 북한의 사회주의와 주체사상

북한사회를어떻게볼것인가?(송두율)
주체사상의역사적형성과정(김범찬)
북한의혁명론과실천과정(정해구)
당 수령 대중조직(김남식)
북한경제의이론과실제(배손근)
김일성과 항일무장투쟁 연구

와다하루키

이달에 만난 사람 전교협윤영규회장

민 이주인되게하는교육하려합니다(차미례)
논쟁의 사회사상사

전후일본자본주의의자립 종속논쟁(이세훈)
실록 홍범도 장군

봉오동 청산리전투의위대한승리(복정섭 황현걸 김파)
해외통신

소련의헌법개정안과소비에트정권의향방(권희영)
사진 한국현대사의 증언 한국전쟁과민중의고난
사회와 사상의 창

권력과언어의오용(유종호)
서울대의정치경제학강좌개설(이종오)
시사만평 반쪽이｜탐방 농어촌사회연구소
이달의 책 핵무기는가라 (허광)

삼청교육대그밀실속의죽음들(김중배)
소련의변화가한반도에미치는영향(장두성)
민족문학논쟁의제5단계(임헌영)
사회와 사상의 창

마샬의상식론(변형윤)
같게 그러나 다르게 를토대로한민족음악(이강숙)
올림픽과미국(이이화)
시사만평 반쪽이 박불똥｜탐방 한국역사연구회
이달의 책

80년대한국인문사회과학의현단계와전망 (김정식)
소외된삶과표상의세계 가치와부정 (강대석)

1989년 1월호
머리글 변혁시대의지식인과역사의식(박현채)
이영희 교수의 통일강좌 2

북한의 이질화를 보는 시각(이영희)
전두환정권몰락의민족사적의미(이수인)
언론문제의본질을규명한다(김종철)
정경모 칼럼 국가권력과정통성
이달의 초점

88년정치변동의현재적귀결(고성국)
정경유착과부실기업정리(강철규)
노동조합운동의새로운동향(김금수)

1988년 12월호
머리글 분단은가고통일은온다(고은)
사회와 사상의 대담

거대한통제메커니즘탈법이춤추었다(이철 이해찬)
국정감사이대로끝날수없다(김중배)
동북아정세의변화와남북관계(강태호)
이달의 초점

원화절상의정치경제학(강철규)
제도권정치와국정감사(고성국)

공연윤리위원회존속의시비(박인배)
중소화해이후의아시아와한반도(장두성)
특집 오늘의 한국사회와 철학의 문제

아직도철학은필요한가(송두율)
80년대한국사회와사상운동(이병창)
한국의철학적전통에대한올바른인식(유초하)
현대철학과제국주의(이훈)
북한의 학술문화계 동향

북한의 역사과학 40년(전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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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미술의이념과방법(최석태)

송두율 칼럼 현대속의동양사상Ⅰ

사회와 사상의 대담

노태우의 체제수호론을 비판한다(성유보)

국가보안법은왜폐지되어야하나(박원순 양건)

89년의정국과민족민주운동의전략(류청하)

교육의개혁을위하여：

교육관을바꿔야합니다(이오덕)

민주화 자율화 민족화를도모하는교육법(신현직)

민족사의 현장 식민지시대와분단시대

민족사의 현장 용강마을사람들의한과분노(한림화)

민족의고통을증언하는서대문형무소(강만길)

이달에 만난 사람

다시보게된이응로의미술세계

노동자의어머니이소선여사

이철수의판화마당｜시사만평 반쪽이

이땅의어머니들은궐기한다(박태순)

이달의 책 여익구의 민중불교철학 (류재명)

해외통신

사회와 사상의 눈 상계동철거민들의겨울나기(이재화)

독일의평화운동과환경운동(황신준)

북한의 학술문화계 동향

사회와 사상의 창

북한의 혁명문학 40년(오현주)

청산되어야할자들의 마술 (이태일)

사회와 사상의 창

민중이하는말과지식인이쓰는글(윤구병)

여성과물질(윤정모)

신년호 특별기획자료

연극문화의대중적확산(오종우)

북한이내놓은 연방제통일 과 불가침선언 과

소련의한인그슬픈역사와오늘의실태(권희영)

군비축소 의내용은무엇인가
시베리아 횡단철도기행

논쟁의 사회사상사 독일파시즘논쟁의현재적의미(김일영)

(오석근)

사회와 사상의 눈

이미승리한싸움(김남일)

1989년 3월호

이철수의판화마당｜시사만평 반쪽이

머리글 3 1운동의현재적의미(성대경)

이달의 책

사회와 사상의 좌담(사회：김용기)

이영훈의 조선후기사회경제사 (이호철)

민족민주운동의현단계와전민련(이부영 장기표)

탐방 한국공해문제연구소

전민련의정치노선과조직구도(박순섭)
송두율 칼럼 현대속의동양사상II
이달의 초점 민족모순과계급모순(김낙중)

1989년 2월호

전민련의출범과 제도의링 (성유보)

머리글 하늘의과학은무엇을해야할것인가(박성래)

노사관계안정화와경영층의의식(조우현)

광주민중봉기와 미국의 역할(이삼성)

민생치안, 무엇이문제인가(박형준)

남북경제교류의이념과방향(박현채)

이응로의관념적민족과추상세계(최열)

고은의 일본상륙기(고은)

부시행정부와한미관계(김성주)

이달의 초점

신임 주한미대사 그레그, 그는 누구인가 북미한국인권위원회

보수연합과중간평가(고성국)

80년대정치풍자만화에나타난반미의식(곽대원)

대우조선조정방향은옳은가(강철규)

세계경제의구조가재편되고있다(전철환)

노동자농민들의요구와투쟁(김금수)

특집 오늘 우리에게 일본은 무엇인가

민족예술인총연합의진로(박인배)

신항일민족론(백기완)

소련의평화공세와미국의대응(장두성)

한국경제의대일종속성(서한석)

사회와 사상의 대담

태백산맥 과통일문학의지평(조정래 임헌영)

방위백서 에나타나는일본의군국주의(문경수)
민족사의 현장 남도의죽음과부활(박태순)

이달에 만난 사람

특별기획

혁명의시인해방의시인김남주(차미례)

민족의 학술문화 발전을 위한 남북공동작업을 제의한다

특집 한반도 평화와 4강의 군사전략

북한 학술문화계 인사들에게 보내는 6인의 공개편지

미국의극동전략변화와주한미군철수론(전원하)

남북한의사회구조를함께연구합시다(김진균)

소련의한반도정책은어떻게달라지고있는가(유영구)

우리들의시를공동창작합시다(고은)

미 소 중 일의군사력현황(김홍규)

우리말연구조사는우리세대의과제입니다(고영근)

북한의남북군사문제해결안(김남식)

민족의고전을함께손잡고되살립시다(임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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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사연구방법론을함께토론합시다(안병욱)

조선 봉건사회 발전의 일반적 합법칙성과

남북합작으로민족어사전을만듭시다(김언호)

자본주의적 관계의 발생에 대하여(허종호)

사회와 사상의 창

허종호의 조선 봉건제론：

길아닌것이길이다(이명현)

북한 역사학계의 조선사회 연구 근황(이영훈)

자본주의사회의일부일처제와인신매매(한명숙)

사회와사상의대담함석헌선생의삶과사상(안병무 송기득)

북한영화의이론과제작체계(이효인)

정중동(靜中動)：나의 음악예술의 바탕(윤이상)

김정일의 영화예술론

한국현대사와 인물

해외통신 선진자본주의국가의민주적정책대안(김성구)

항일의영웅약산김원봉의생애(염인호)

시베리아 횡단 철도기행

이철수의판화마당｜시사만평 반쪽이

실록 홍범도 장군

(오석근)

(김파 황현걸 복정섭)

이철수의판화마당｜시사만평 반쪽이
이달의 책 인권보고서 대한변호사협회편(양건)

탐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달의 책

한국사회구성체논쟁Ⅰ Ⅱ 박현채 조희연편(이경숙)

탐방 문화방송노동조합

1989년 5월호
1989년 4월호

머리글 국론통일 이라는것의허구성(최일남)

머리글 4월과 5월과6월：혁명과항쟁의역사(서중석)

민족공동체를회복하는지혜(김낙중)

안동일 기자의 북한취재

연방제란 무엇인가(김명기)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전금철 부위원장이

광주민중항쟁 9주년 기념 기획

6시간에 걸쳐 밝힌 북한의 통일정책

광주민중항쟁을우리역사에서어떻게계승할것인가

평양세계청년학생축전에서는어떤행사가치러지며

대담(강만길 송기숙)

북한은이를위해무엇을준비하고있는가

미국의 광주사태무책임론 을반박한다(이삼성)

이달의 초점 핵전쟁연습과한반도(김낙중)

미국은광주사태에책임이없다 (마크피터슨)

정치드라마게임 으로서의중간평가(김경재)

우리는그대위에서있다(박몽구)

89년임금협상과노사갈등(조우현)

80년대반미운동사(김성보)

무노동무임금 이라는이데올로기(박형준)

이달의 초점

문예운동의조직화문제(최열)

노대통령의거부권행사는정당한가(김경재)

사회주의권의개방정책과한국의대응(김성주)

산업별 지역별공동교섭의문제점(조우현)

특집 현정세의 본질을 규명한다

제도언론의본색드러내기(박형준)

오늘의정치정세를어떻게볼것인가(고성국)

통일촉진운동과미술운동(최열)

한국경제는계속호황을누릴것인가(정인)

중 소정상회담과동북아정세(김성주)

중간층은과연보수화되고있는가(이영희)

송두율 칼럼 현대사회주의를 고찰한다 1

노동운동과개량화의문제(김용기)

특집 한국자본주의와 노동운동의 전망

송두율 칼럼 현대속의동양사상Ⅲ

대담(김문수 김형기)

부다페스트 학파의 지식인：

한국사회성격과노동운동의방향

루카치 하우저 만하임의 사상(반성완)

한국자본주의와임노동의구조변화(전병유)

4월혁명인식의발전사(김동춘)

노동운동이민족운동을어떻게지도할것인가(장명국)

긴급진단：오늘의 농업 농민문제

국가권력과자본의노동통제(차성수)

좌담

현시기노동운동의정치적목표와조직노선(이목희)

우리농민들은왜일어나는가(전준화 권영목 권영근)

4월혁명직후민자통의통일운동(유재일)

농민죽이고나라망치는농업정책(장상환)

민족사의 현장 광산노동운동과 사북사태 (박태순)

농민운동의자주성과대중성(김기영)

한국현대사와 인물

사회와 사상의 창

이태준：허위적속성의문학과비극적삶(이우용)

남북분단과저작권(한승헌)

사회와 사상의 창

교원의단체행동권도존중되어야한다(박석무)

살빼기민주화운동(김규동)

남북역사학자의지상토론

진흙뭉치에절하는잘못(양재혁)

한길사 도서목록

해외통신 최근일본은왜북한에접근하는가(문경수)

200주년 맞는 프랑스혁명을 재조명한다(주섭일)
제4회 단재상 수상연설

자본주의와공동체적삶(김진균)
이철수의판화마당｜시사만평 반쪽이｜독자의 발언
이달의 책 우리말갈래사전 박용수엮음(이오덕)
탐방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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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7월호
현단계교육운동의이념과전망
(이오덕 이규환 김상기 박종호)
특별기획：신도시 건설과 민중
한국공간환경의위기(최병두)
분당 일산의저항과분노(박태순)
용산공원화 와 신도시건설 의반민중성(함인선)
이달의 초점

1989년 6월호
머리글 보수연합의본격가동을경계한다(유초하)

이영희론
지난 30년우리상황의변화와그의궤적(이호철)
고은론
탄압받는시인은끝내탄압을이긴다(황지우)
그레그의비밀공작일지(북미인권위원회)
필리핀빈민지역에서의하루(박인배)
이달의 초점

선민주후통일 의문제점(김낙중)
워싱턴에서바라본한국의5월(김경재)
한미통상마찰무엇이문제인가(정일용)
신도시건설로주택문제해결될까(박형준)
민족음악운동의논리와방향(김창남)
동구의변화와얄타체제의붕괴(황영식)
특집 끝나지 않은 전쟁：한국전쟁 연구의 신화와 현실

한국전쟁을올바르게이해하기위한 10대과제(배시중)
한국전쟁의신화에대한도전적해석(김범찬)
휴전협정의체결과정과그성격(서주석)
북한의한국전쟁관(김민하)
민족사의 현장 거제도의6 25 그전쟁범죄(박태순)

인혁당 사건을 증언한다 제임스시노트
송두율 칼럼 현대사회주의를고찰한다2
논쟁의 사회사상사

중국공산당창당전야의사상논쟁(서진영)

적대적대결장치두고남북화해는불가능하다(김낙중)
노정권의문화정치 그파탄의구조(이수인)
교직원노조결성을둘러싼보수와진보의공방(박형준)
임금인상투쟁이인플레이션을유발하는가(정일용)
청소년이부를노래가없다(김창남)
중 소정당회담이후아시아의희망과우려(황영식)
반전 반핵을부르짖는미술가들의양심(윤범모)
송두율 칼럼 페레스트로이카 개혁 주체

중국인민의 유혈참극과 중국의 학생운동(최성)
특집 민중생활의 정치경제학

주택문제(백욱인)｜토지문제(김홍상)｜세금문제(이진순)｜
물가문제(전철환)｜의료문제(양길승)｜교통문제(조중래)｜
증권문제(이용희)
사회운동사기행 1

민란 농민전쟁 전통 이은 광양의 공산주의운동(이균영)
월남전의화학무기황색고엽제의후유증(전경수)
파나마에친미정권을세워라 (이성형)
사람이냐 무기냐(히라마스시게오)
고르바초프의페레스트로이카를비판한다(인도공산당)
사회와 사상의 창

가르침 과 배움 에대하여(정진홍)
우리음악계가서있는토대(이건용)
시사만평 반쪽이
탐방 한국여성노동자회
이달의 책 변혁운동과문학 임헌영지음(김철)

노래의 사회사 1

우리의참노래와거짓노래의역사(노동은)
조국이냐 죽음이냐
쿠바혁명30주년카스트로의기념연설
사회와 사상의 창

소련의개혁과지식인(이인호)
잘길들여진강아지와인간의저항(전기호)
이철수의판화마당｜시사만평 반쪽이
탐방 한국사회연구소
이달의 책 한국농업 농민문제연구 1 2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편(정기영)

1989년 8월호
8 15 기념시 그8 15 44주년을맞으면서(고은)
머리글 남북교류문제와민족공동체적삶을생각함(김진균)
기획토론(채만수 윤석인 고성국 이종석)

위기정국의 구조를 해부한다
통일 7 7선언의한계와6공통일정책의시련(정대화)
정치 방북의공개주의와비밀주의(이수인)
경제 경제종합대책의경제위기인식과문제점(정일용)
사회 경제종합대책의정치사회적의미(박형준)
국제 유럽공동체정상회담과유럽통합의꿈(황영식)
사회운동 전대협의평양축전참가투쟁(류청하)

한길사 도서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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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이미끝난김정일의수령승계(김남식)

사회 경제정의란누구를위한누구의것인가(백욱인)

제3세계 인종차별정책에저항하는남아공의민중들(김명식)

사회운동 민족민주운동진영과영등포을구재선거(류청하)

현대중국의민중과미술(윤범모)

북한 북한의경제관리방식개선과개방화(김남식)

노래의 사회사 2

국제 일본참의원선거결과가의미하는것(강성기)

식민지시대의노래와노래이론(노동은)

제3세계 또하나의다른정상회의(김명식)

특집 현단계 세계 마르크스주의 연구의 동향

사회운동기행 2

소련：페레스트로이카의 철학과 철학의 페레스트로이카(송두

해방의 땅 소안도(所安島)(이균영)

율)

정치폭력을고발한다：레온골럽의세계(윤범모)

중국：사회주의초급단계론과사회주의상품경제론(서석홍)

특집 90년대 세계정세의 대전환을 총전망한다

서독：복지국가의위기와신보수주의(유팔무)

미국의헤게모니：쇠퇴인가교착인가(이삼성)

일본：탈마르크스주의현상의배경과전개(김영철)

소련의평화옹호정책그국제정치적파장(김세균)

북한：주체의정치경제학이론(유영구)

유럽통합과선진자본주의의새로운공세(황병덕)

문화비평

사회주의는세계정세재편의추동력인가(유영구)

학술 남북역사학자회담의가능성(이하경)

일본자본주의의장기전략과아시아태평양공동체(전창환)

문학 이념의요구와소설의현실(김철)

제3세계민족해방운동의세계사적사명(부좌현)

미술 이른바반공미술이라는것의외연(이유남)

해외통신

음악 교회음악의민족화문제(이성재)

사회당의승리는일본정치를개혁시킬것인가(문경수)

연극 민족극운동의중심이동(이영미)

문화비평

영화 채플린과안성기와단병호(이효인)

문학 고통의 시학：

사회와 사상의 창

김지하의 별밭을우러르며 에대하여(김철)

생명은왜소중한가(장회익)

연극 돈과명예그리고몽둥이(이영미)

백범가신지40년(이만열)

영화 아리랑 구로아리랑 (이효인)

이달에 만난 사람

음악 통일음악을만들자(이성재)

창간 40주년 맞은 미국의 사회주의잡지 먼슬리 리뷰

학술 살아있는민족사의증인들(이하경)

공동편집장 스위지와 맥도프에게 듣는다(이길주)

사회와 사상의 창 문학사에관한세가지질문(조동일)

주한미군철수론의허와실을밝힌다(전원하)

성법이부곡(省法伊部曲) (신영훈)

제3세계의반전반핵평화운동(이재호)

한국의 공간과 환경

이달의 책

토지공개념과독점자본주의(최병두)

다시쓰는한국현대사 ｜가슴으로쓰는역사(김광식)
시사만평 반쪽이｜탐방 한국글쓰기교육연구회

이달의 책

장자와모택동의변증법 양재혁지음｜장자와모택동의

권말특별부록｜유엔총회에 제출한 유엔사무총장의 보고서

사회철학적해석(이한구)

군비경쟁과 군사지출의 경제적 사회적 영향

우리삶의빛과그림자：서울 남대문시장(사진 고명진)
시사만평 반쪽이｜독자가 보내온 편지

1989년 9월호 창간1주년 기념
편집인의 말 창간1주년기념호를내면서

1989년 10월호

머리글

머리글 오늘의중국대륙은세계사의실험장인가(강만길)

마흔네번째맞는8 15 아침에민족사를생각한다(박현채)

세 성직자의 특별좌담(홍근수 류강하 법성)

기획토론(김종철 이효성 김효재)

민족통일운동시대에종교는무엇을할것인가

한국언론의 반민족성 반민중성을 따진다

미국의제국주의사관과한국사서술(이길주)

민족문제와천주교사제단운동(박태순)

정세와 전망

평양축전의 임수경양 동행취재(안동일)

통일 국회통일공청회의본질적한계(정대화)

죽어간아이들이횃불로돌아온다(이상석)

정치 민정당의갈등그내막을살펴보면(이수인)

정세와 전망

경제 무엇이우리경제를어렵게만드는가(김기만)

통일 높아가는통일열기식어가는통일정책(정대화)

사회 환경문제의본질적인식(백욱인)

정치 공안정국의구조에대한시각(이수인)

사회운동 진보세력의합법정당결성은가능한가(류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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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생활향상도모하는북한의경제정책(김남식)

김일성종합대학 방문기(안동일)

제3세계 새로운길모색하는비동맹운동(김명식)

한국현대사와미국의대외정책연구방법론(이삼성)

국제 폴란드사회주의의실험적도전(강성기)

강좌｜현대와 사상：

영등포을구 재선거 결과는 무엇을 말해주는가(정관용)

한국형성장모델은과연자본주의발전의모범인가(송두율)

유초하 칼럼 언어사용에서주체성을확립하자

집중연재 4 3의증언 2：

분단시대를상징하는화가조양규(윤범모)

무장대의습격과협상( 제주신문 특별취재반)

교육기획 1

부마항쟁 10주년되새겨보는역사적의미(정광민)

국가권력과학생통제(김귀화)

노래의 사회사 3

80년대교육민주화운동사(이철국)

일제의 황음화(黃音化)정책에 봉사한 음악가들(노동은)

이달에 만난 사람

특별기획

영화감독임권택의예술세계(차미례)

90년대의 길목에서 80년대의 주역들은 말한다

논쟁의 사회사상사｜중소논쟁 1

자본가와신문은국민대중편에설수없다(김언호)

사회주의사회건설의총노선과평화공존의문제(송주명)

통일의길트는힘여성에있다(박혜란)

한국의 우익집단 연구(류상영)

내년에나는평양에갈겁니다(임헌영)

문화비평

민중에기초하는민족의사회과학(박태순)

문학 박노해의 시사시 에대하여(김철)

감옥에서재발견한분단현대사(사회와사상편집실)

연극 문화식민지적풍토와고리키의 밤주막 (이영미)

마르크스경제학의본격적연구와소개(김진엽)

영화 영화인은예술가가아니잖아요(이효인)

통일로가는문학예술의장대한산맥(심산)

음악 우리음악의악보와음가(이성재)

우리가물고기면민중은물이지요(유시춘)

미술 최근의미술탄압을어떻게볼것인가(이유남)

현장노동자가주도하는노동운동(한미선)

사회와 사상의 창

지금일어나외치게하는노래가필요하다(차미례)

역사는되풀이되는가(임종국)

문화비평

절차에대한권리(남경희)

문학 노동자문화예술운동연합의출범(김명인)

북한의 협동농장방문기(안동일)

연극 한판대동굿이남긴아쉬움(임진택)

북한의 농업관리 방식과 조직(유영구)

영화 영화인들이배제되는영화정책(안정숙)

집중연재 4 3의증언 1 ( 제주신문 특별취재반)

음악 한국민요와기타(이성재)

이달의 책

미술 세번째의 여성과현실전 (이유남)

민주기행 ①②신경림지음｜민요와농민적삶의탐구(하종오)

사회와 사상의 창 시위가있는풍경(조성기)

우리삶의빛과그림자：국토의저편(사진 정동석)

우리음악의편가르기(문호근)

시사만평 반쪽이｜편집자의 말

우리 삶의 빛과 그림자(사진 이정현)

구로공단의노동자들

1989년 11월호

시사만평 반쪽이｜편집자의 말｜독자의 생각

머리글 태평양연안국가들의민중적연대를위하여(고은)
특별기고

1989년 12월호

나는왜합법정당결성에나서는가(장기표)

머리글 국가보안법없는90년대를위하여(이영희)

합법진보정당의성격과역할(김민석)

감옥으로부터 보내온 문익환 목사의 편지

한민족공동체통일안과연방제통일안의비판적검토(김낙중)

정세와 전망

정세와 전망

통일 재개되는남북대화현황과문제점(정해구)

정치 공안정국의공세로무력해진국정감사(이수인)

정치 민주대연합을통한5공청산운동(이수인)

경제 누구에의한누구의예산편성인가(김기만)

경제 명분없고규모없는정부의대외원조(김기만)

사회 과잉소비와향락의사회경제적의미(백욱인)

사회 의료보험제도의상업화를어떻게극복할것인가(백욱인)

통일 중심을잃어버린통일논의(정대화)

사회운동 전노협건설의주 객관적조건과전망(양재원)

국제 군축역행하는한 미 일의군사동맹강화(강성기)

북한 다시강조되는북한의대중운동(김남식)

북한 다시강조되는사상교양사업(김남식)

제3세계 민족민주운동탄압자금으로쓰이는정부개발원조(김명

제3세계 중남미의변혁운동과혁명의노래(김명식)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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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 소의새로운협력시대와한반도(강성기)

자원이용과생태환경의위기(최병두)

유초하 칼럼 어린이철학교육의반성적검토

혁명의 나라 쿠바를 가다(안동일)

80년대의사회과학출판운동(이미숙)

민족민주운동위기론(이상민)

한국재벌의지배구조와자산축적실태(이백만)

민족민주운동낙관론(류청하)

군조직개편의 배경과 의미(배시중)

장기표와박노해의합법정당건설론을비판한다(채만수)

이달에 만난 사람 중국의조선족지도자김학철씨

문화비평

민족혁명당의태항산항일투쟁(강만길)

문학 80년대문학비평의한반성(김명인)

김일성연구의 쟁점

연극 들꽃의묶음 꽃다지 (임진택)

(이종석)

집중연재 4 3의증언 3：

오라리방화사건 은미국이조작했다( 제주신문 특별취재반)

음악 진정한의미의국악운동이란(진회숙)
영화 공륜의여론조사그몇가지의문점(안정숙)

권말특별자료 소련공산당의 민족정책 강령

미술 90년대미술비평의과제(박신의)

문화비평

집중연재 4 3의증언4：

문학 비극적낙관주의의회복(김명인)

딘소장과김익렬중령의대립( 제주신문 특별취재반)

영화 지원과검열의이중장치(안정숙)

논쟁의 사회사상사｜중소논쟁

연극 공연물들의집단적활성화(임진택)

평화공존론과혁명론(송주명)

음악 어린이국악교육바로하기(이성재)

특별기획

미술 80년대걸개그림운동의결산(이유남)

사회주의권 개혁의 총체적 해명

특집 80년대의 한국사회와 운동을 총평가한다

사회주의의 위기와 한반도(송두율)

변혁운동과대중노선 토론(류청하 최민 이중희)

오늘의 사회주의：위기인가 전진인가

파시즘 지배전략 민중 토론(고성국 이수인 정태윤)

14대 쟁점에 대한 한국 사회과학자 8인의 입체 진단

독점자본의성장과위기 토론(정건화 전철환 임휘철)

(김세균 김홍명 박영호 박호성 배손근 서진영 유세희

계급구성과계급모순 토론(서관모 허석렬 박형준)

하용출)

사회와 사상의 창 80년대문학에대한단상(김치수)

사회주의 사상과 혁명의 페레스트로이카

저자와의 대화

사회주의와민족주의 펴낸박호성교수(정민)
이달의 책 식민지론 마르크스 엥겔스 지음, 주익종 옮김｜

식민지이론의원형을제시(안병직)
우리 삶의 빛과 그림자

프라우다 에 발표된 고르바초프의 논문 완역
사회와 사상의 창 개방적인자세로남의문화를(최재현)
저자와의 대화

우리글바로쓰기 펴낸이오덕씨(황광수)
시사만평 반쪽이｜이달의 작가 손장섭｜독자의 편지

철거민촌나래마을사람들(사진 이정헌)
시사만평 반쪽이｜편집자의 말｜신간안내

1990년 2월호
머리글 이른바 5공청산극 을관람하고(강만길)

1990년 1월호

정치부 기자들의 진단(곽병찬 김충식 윤석인 이규진)

편집위원 권두좌담(이영희 고은 박현채 김진균)

상반기의 정계동향：각 정치세력의 구상과 전략과 기술

90년대의 세계정세와 민족문제를 생각한다 토론(김남식 김낙

경제학자 4인의 지상토론(박현채 강철규 조우현 전병유)

중 김학준 하영선)

오늘의한국경제과연위기인가

90년대엔 남북한 평화공존이 제도화된다

정세와 전망

정세와 전망

통일 남북한간의평화체제구축가능성(정동채)

통일 남북대화어떻게되어가나(정해구)

정치 보수정치권의대야합행진(곽병찬)

정치 5공세력의준동(곽병찬)

경제 산업평화 의실체는무엇인가(임휘철)

경제 실종위기에놓인경제민주화(임휘철)

사회 이데올로기공세와실종된인권문제(허석렬)

사회 분당신도시건설과토지공개념법안의귀결(허석렬)

사회운동 전노협건설과노동운동의진로(김민석)

북한 사회주의권의변화에대한북한의논조(유영구)

제3세계 체제간의평화공존과민족해방운동(부좌현)

제3세계 민족민주정권수립을향한브라질의선거(부좌현)

여성 가족법개정의의미와한계(정혜선)

정현백 칼럼 사회운동과도덕성

심층분석

한국의 공간과 환경 2

대외정책에한층현실적인자세내보인김일성신년사(유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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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파나마무력침공：그 화려한명분의허구를밝힌다(이남

중국의 빈곤 어떻게볼것인가( 인민일보 사설)

섭)

이달에 만난 사람 민족주의론집대성한차기벽교수

지방자치제와민주화운동의과제(정기영)

비판이란약한자를돕는것이다 (이완범)

80년대노동운동의변혁론적인식(조희연)

소련농업의역사적전개과정 (한정숙)

한국경제와임금구조： 임금원죄론 의국민경제적비판(김장호)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민족분쟁의역사와전망(권희영)

소련농업의역사적전개과정

북한은확실히변하고있었다(이길주)

(한정숙)

이달에 만난 사람 정년퇴임하는이효재교수

특집 과학기술 자본주의 인간

여성해방의길에놓인큰디딤돌(임영일)

과학 기술 인간(송두율)

정현백칼럼여성해방여전히사치스런문제인가

자본주의의장기파동과기술혁명(김환석)

긴급특집

신흥공업국기술발전론의비판적검토(장영배외)

동유럽 인민혁명 현장의 육성을 듣는다

과학기술운동어디까지왔나(조홍섭)

동유럽 인민혁명과 사회주의 발전의 구조변화(홍윤기)

문화비평

루마니아의유혈인민봉기：

문학 광주항쟁의심층적조명(김태현)

권력형민족주의 의모순과파탄(윤덕희)

연극 남과북이연극공연을교류한다면(임진택)

문화비평

영화 표류하는영화운동론(김대호)

문학 시의조직적생산(김태현)

음악 새로운국악정책에대한기대(진회숙)

연극 80년대민족극의평가기준(임진택)

미술 포스트모더니즘수용의문제점(박신의)

영화 비디오정책무엇이문제인가(김대호)

이달의 책

음악 예술행위에깃든허위의식(진회숙)

근대조선의경제구조 안병직 이대근외지음(정태헌)

미술 민족미술학교의대중교육프로그램(박신의)

이달의 작가 이종구

스포츠보다 춤과 연애를 좋아하는 쿠바의 젊은이들(안동일)

시사만평 반쪽이｜신간안내｜편집자의 말

저자와의 대화 전환기의민족교육 펴낸김진경씨(박종호)
우리 삶의 빛과 그림자 파주의어린이들(사진 이정헌)
시사만평 반쪽이｜편집자의 말

1990년 4월호
머리글 90년대는민중의시대인가(고은)

남북의당국자에게드리는글(김낙중)

1990년 3월호

현단계남북관계와통일운동의총점검(정대화)

머리글 노동운동과사상의자유를생각한다(김진균)

한반도군축을둘러싼주변국의전략과입장(전원하)

토론(정창렬 정운영 반성완 김홍명)

분단독일의역사적성격과통일문제(이해영)

90년대의 사상과 이념을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가

이달에 만난 사람

90년대의정치지도자상(김중배)

출범두돌맞는한국사회연구소소장정윤형교수

민주자유당은왜만들어졌을까(김충식)

추상적논쟁은전체운동을분열시킨다 (김용기)

김영삼총재님, 어디로가시나이까(박원순)

이호철 칼럼 우선농업부터살려라

정세와 전망

특집 90년대 변혁운동과 정치상황

통일 3당합당과남북체육회담을통해본남북관계(윤석인)

토론(김근태 이상수 이신범 장기표 김광식)

정치 평민당은지역당적성격을극복할것인가(곽병찬)

민주대연합을어떻게이룰것인가

경제 민주적경제입법의향로(임휘철)

보수대연합이후의정치과정(서두원)

사회 일산신도시개발은강행될것인가(허석렬)

보수대연합과독점자본(이주명)

사회운동 현시기민주연합전술의운용을둘러싼쟁점(김민석)

정계개편에따른계층별대차대조표(정관용)

북한 올해북한의경제방침과최근경제동향(유영구)

한국의 공간과 환경 3

제3세계 캄보디아분쟁의해결과아시아의평화(부좌현)

도시인의소외와생활환경의위기(최병두)

정현백 칼럼 역사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소련농업의역사적전개과정 (한정숙)

민족민주운동의 몇 가지 문제점(신현철)

갈림길에 선 페레스트로이카(송두율)

제국주의와평화문제： 자본주의평화능력 테제(이해영)

사회주의 민족이론과 민족문제(임지현)

소련 마르크스- 레닌주의 연구소 스미르노프와의 대담：

사회주의 모순과 생산관계의 변화(정명기)

마르크스주의는 언제나 새롭게 창조되어야 한다

소련경제구조의대전환부를임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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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저강도전쟁전략과니카라과의장래(박은홍)

국제 고르바초프와소련과연어디까지갈까(선재규)

만델라석방이후의남아프리카공화국(이종욱)

문화비평

90년대라틴아메리카혁명운동의새지평(이남섭)

연극 관객동원과민족극의흥행문제(정희섭)

정세와 전망

미술 미술작품의매체활용과대중화(박신의)

통일 달라진북한의태도와남북관계(윤석인)

영화 탄압받는노동영화 파업전야 (김대호)

정치 정계개편후국회위상과정국변화(곽병찬)

저자와의 대화 백기완의 위대한이야기 (임진택)

경제 형평있는성장(안국신)

이달의 책 한국정치사 한국정치연구회 편｜국가 지배계급

사회운동 평화통일운동과해외의민족운동(김민석)

민민세력의정치사(정영태)

북한 가속화되는북한의반관료주의투쟁(유영구)

이달의 작가 황재형

제3세계 아프리카최후의식민지나미비아의독립(부좌현)

시사만평 반쪽이｜신간안내

문화비평
문학 빼앗긴노래(김태현)
연극 열려있는무대와봉쇄되는극장(정희섭)

1990년 6월호

음악 건강한대중문화와PD들의역할(이건용)

이달에 만난 사람 담수어연구에생애바친최기철박사

영화 독립영화에대한기대와우려(김대호)

생태계가파괴되면우리모두가멸망한다 (차미례)

미술 동향과전망 전이보여준것(박신의)

집중기획

이달의 책 소련과중국 송두율지음(김홍명)

독일통일과 한반도

이달의 작가 여운

독일민족주의의역사적특성과과제(박호성)

시사만평 반쪽이｜신간안내｜편집자의 말

독일통일과 마르크화(貨) 민족주의 (위르겐하버마스)
동서독통일론의갈등과발전의역사(손영원)
일지｜독일통일320일

1990년 5월호

독일의통일에서우리는무엇을배울것인가(송두율)

기획토론(강만길 안병직 최장집 김동춘)

소련의한반도통일에대한 새로운사고 (미에예프)

학술운동의 반성과 전망

재일동포 귀화문제와 일본의 민족 국가정책(윤건차)

북한의정치개혁가시화되고있다(사카이다카시)

이호철 칼럼 뜨거운골프공화국속의농민

민중정당결성을둘러싼각세력의입장과논점(고진화)

증언을통해재구성하는한국전쟁사의쟁점(김명섭)

이달에 만난 사람 민연추집행위원장이부영씨

풀빛정치란무엇인가(서규환)

정치의일상화운동펴나갈터 (김광식)

철저해부：미국외교와 CIA(이삼성)

변혁운동의확산인가, 개량주의로의전락인가(백욱인)

오르테가는여전히국민의지지를받는실권자(안동일)

이호철 칼럼 지방화시대 라는새봄은오는가

이달의 책

소련의 경제담당 부총리 아발킨과의 대화：

멀고도험한사회주의개혁의길

한국정치론사전 김학준지음(심지연)
시사만평 반쪽이

대통령취임후 16인자문회의에서행한고르바초프의
연설전문：우리는단호한개혁의길로나갈것이다
특집 민중생활의 경제적 위기를 진단한다

1990년 7월호

발전력제약부른경제정책의실체(전철환)

한소정상회담이후의민족통일정책(김낙중)

전세값폭등의원인은무엇인가(윤대성)

한소정상회담견문록(박태순)

임금과물가의불균형, 심화되는노동자의궁핍(이정우)

한국에서의미군의역할은이제끝났다(미국방위정보센터)

일본현대사 재일한국인 국가권력(윤건차)

김수행 칼럼 사회주의의혼란과우리의총체적위기

마르크스－레닌주의와주체사상의지도이론비교연구(강혜련)

토론(권태준 이진순 최병두)

동독사회주의의위기와새로운노선의모색(이해영)

한국자본주의와땅의정치경제학

미CIA의역사와기능변화(김민웅)

학파와 쟁점 한국인문 사회과학의갈등과발전 1

정세와 전망

한국사학계가걸어온길과그현주소(임영태)

경제 새경제팀의형평없는성장정책(안국신)

한국의역사적상황과사회철학의발전(김재현)

사회 노정권의시계바늘거꾸로돌리기(김종덕)

이달에 만난 사람 제민일보 편집국장송상일씨： 수평적동

제3세계 대만의국민당독재와민주화투쟁(부좌현)

지애로우리는참언론을창출했다 (한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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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와 이론 민중정당창당이냐민주연합건설이냐

학생운동의변혁운동으로의정립(박종운)

현정세와민중정당창당의의미(김성식)

80년대 후반기 학생운동

민주연합정당건설의과제와전망(김민석)

민족해방론：제헌의회론 논쟁에서

국제마르크스주의 동향 제3세계혁명 논쟁

민족해방론：민중민주주의론 논쟁으로(김태진)

발전도상국가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알렉세이키바)

노동운동 현실과괴리되었던노동자조직건설들(이목희)

혁명은 포기되었는가(아크바자이디)

농업문제와 농민문제 어떤 농업강령을 세우고 어떻게 농민조직

혁명은 계속되고 있다(알렉세이키바)

을만들것인가(장상환)

독일통일의역사적전개과정과이론적성격(이해영)

제2부

특집 포스트모더니즘의 사상적 맥락과 한국사회의 수용문제

민주변혁론

탈현대 의사상적논쟁구조와한국사회(송두율)

민족민주운동의활성화가낳았던정치노선논쟁(양재원)

포스트모더니즘은 사회과학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선거전술론

것인가(홍광엽)

필연적으로 예비되었던 분열이 전면적으로 현실화되었던 논쟁

포스트모더니즘과대중문화이론(강내희)

(채만수)
통일전선운동

1990년 8월호

어떻게민중이독재정권을포위할것인가(이재화)
정세분석론보다더유물론에보다더실천속에(백욱인)

8 15 45주년 기념토론(정윤형 최장집 한상진 조희연)

주체사상과 마르크스주의

오늘우리는무엇을해야할것인가

어떤사상이현실을올바르게반영할것인가(조민해)

이8월에장준하의삶과죽음을생각한다(백기완)

제3부

8 15 전후의나의간도체험(안병무)

종속이론

특집 민족통일의 조건변화와 전망

정통이론의결여와수정주의의과잉(임휘철)

남한의정치구조변화와통일의가능성(고성국)

식민지시대 사회성격 식민지반봉건사회구성체론의폐기와자본

북한의정치권동향과통일정책(유영구)

주의론의세련화(정태헌)

한반도군축을보는남북한의입장과방안비교(김영철)

사회구성체논쟁 1

남북한교차승인의가능성과평가(정대화)

정치노선정립에기초가되었던논쟁(조희연)

한반도를보는소련의눈이달라지고있다(이종석)

사회구성체논쟁 2

김수행 칼럼 오늘의 위기 국민의 역량 부족 때문인가 지도층의

제국주의지배하의자본주의발달의성격(조희연)

역량부족때문인가

계급분석 계급구성연구로부터 변혁의 주체와 대상에 대한 연구

학파와 쟁점 2

로(공제욱)

수입경제학의퇴조와정치경제학의발전(장상환)

국가론 관료적권위주의론에서파시즘론으로(정관용)

동유럽자유총선과인민주권의향방(홍윤기)

제4부

청맥 의 민족현실 인식 연구(강연)

민족문학논쟁 1

한국의 공간과 환경 4

소시민적문학론의탈락과민족문학론의분화(이성욱)

경제구조의개편과지역불균등발전(최병두)

민족문학논쟁 2

이달의 책 사회과학사전

노동자계급의당파성을어떻게구현할것인가(김재용)

민중적사회과학연구의길잡이(김용기)

문화운동

포스트모더니즘의미술이론과주체적현실인식(이영철)
한국현대건축과포스트모더니즘의수용방법(임창복)

사회와 사상 전권특별기획 1

이데올로기생산활동론 과 현장문화운동론 (박인배)
민중신학 민중현실의재발견과신학의민족화(강원돈)

사회와 사상 전권특별기획 2

80년대 사회운동논쟁

90년대 한국사회의 쟁점

해설

해설 수구의논리와진보의논리(이종석)

80년대사회운동논쟁의전개와역사적의미(정민)

제1부：정치문제

제1부

국시논쟁

80년대 전반기 학생운동

반공국시론 에서 통일국시론 으로(이수인)

한길사 도서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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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대안론

독점자본의지방장악과반독점운동(허석렬)

형식적민주주의냐실질적민주주의냐(여현덕)

제4부：경제문제

보－혁 갈등구조론과 민주－반민주 갈등구조론

한국경제의 성격을 둘러싼 논쟁 한국경제는 자립하고 있는가

지배세력의시각과민민세력의시각(김태일)

종속이심화되고있는가(황병덕)

대중적 합법정당 건설운동의 쟁점

경제발전 방향을 둘러싼 논쟁

대중적합법정당의시기상조론과대체정치세력론(임영일)

한국경제는위기인가(전철환)

미국을 보는 시각 1 미국은우리의우방인가(배시중)

시장개방을 둘러싼 논쟁

미국을 보는 시각 2 한국은자주독립국가인가(박미경)

자유무역론으로부터반제국주의론까지(강철규)

주한미군철수를 둘러싼 논쟁

농촌 피폐화에 대한 시각 농민수탈의 결과인가 상업영농화에

친미론과용미론과반미론(김영환)

따른자본집약화인가(허헌중)

제2부：통일 국제문제

농업구조의 발전방향을 둘러싼 쟁점

북한체제 인식을 둘러싼 논쟁

기업육성론과협업화론과지역농업확립론(김홍상)

전체주의적관점과내재적접근방법(이종석)

토지공개념 논쟁

통일방안을 둘러싼 쟁점

토지의공유화인가개념의공유화인가(최병두)

민중통일론과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차이(김호진)

제5부：문화 학술문제

통일운동의 주체에 대한 논쟁

교육의 국가독점을 둘러싼 논쟁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의 교육이

자주적민간교류론과정부의창구일원화론(정해구)

론과식민지반봉건사회론의교육이론(이혜영)

남북한 군사력 평가논쟁

전교조운동을 보는 시각 교사는노동자인가(이철국)

북한의전쟁능력은남한보다우세한가(김홍규)

문학의 정치참여논쟁

북방정책의 본질을 둘러싼 논쟁

민중적민족문학론과민주주의민족문학론(성민엽)

북방정책의민민운동희석론과북방정책당위론(김성주)

여성해방운동의 쟁점 한국사회에서 여성해방은 어떻게 이루어

사회주의의 변화를 보는 시각

져야하는가(정현백)

사회주의개혁의현실과지향은무엇인가(유영구)

분단의 원인을 바라보는 시각

제3부：사회문제

내인론 외인론 복합론(이완범)

사회성격론 변혁론 민중론

한국전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정당한 자유 수호전쟁 에서 분

민중 개념을어떻게규정할것인가(백욱인)

단 전쟁 통일의변증법 으로(박명림)

중간층 논쟁 변혁의동력이냐변혁의보조역량이냐(이영희)

학문 사상 문화의 수용문제 전통의비판적계승과사회역사적

한국언론의 성격을 둘러싼 시각

요인에대한반성적성찰(유초하)

제도언론과대항언론(이효성)

대중문화의 성격을 둘러싼 쟁점

반민주 반통일 악법의 개폐논쟁

지배문화와대항문화(김창남)

민중의법과권력의법(강경선)
핵에너지 이용논쟁

기술지향주의냐생태지향주의냐(조홍섭)

사회와 사상 전권특별기획 3

학생운동의 이념과 역할 논쟁

변혁의 세계정세

계급문제와민족문제를어떻게통합할것인가(이종오)

제1부：현대사회의 위기와 새로운 대안

종교의 현실참여 논쟁

과학기술혁명과현대(홍성욱)

정치운동인가종교운동인가(김종서)

냉전의해체와국제관계변화(강성철)

광주민중항쟁을 보는 시각

환경파괴와인류생존의위기(최병두)

광주폭동사태 로부터 광주민중무장봉기 까지(김창진)

인구폭발과발전의정치경제학(박홍석)

노동법 개정을 둘러싼 논쟁

세계정세의변화와새로운수렴이론의대두(안드레이사하로프)

노동 3권을어떻게보장할것인가(임종률)

정치적신사고의역사적의미(알렉산드르보빈)

무노동 무임금의 쟁점

제2부：선진자본주의사회에서의 국가와 민중

노동운동의논리와자본의논리(박준식)

현대세계자본주의체제의모순구조, 그본질과추세(조원희)

전노협 건설을 바라보는 시각

선진국에서의독점자본주의와민중(김일영)

산업노조의토대냐노동자의정치세력화냐(김용기)

다국적기업의본질과전개양상(김용복)

지역문제와 지역주의를 둘러싼 논쟁

유럽통합의역사와전망(황병덕)

한길사 도서목록

변화하는세계와미국의헤게모니(유창선)
신국제화시대의일본자본주의(정장연)
현대적프롤레타리아트는변혁의주체인가(유팔무)
자본주의문명의위기, 그철학적고찰(이훈)
자본주의사회와여성해방의문제(강이수)
선진자본주의사회에서의제3의정치이념(신광영)
제3부：사회주의사회 변혁의 논리와 과제
마르크스-레닌주의의현재적의미(송두율)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변화의 혁명적 성격(유리아파
나시에프)
사회주의체제의개혁과국제관계의변화(김주창)
사회주의체제에서의생산과분배의불평등(서석홍)
아프리카사회주의운동의고민과선택(박은홍)
라틴아메리카사회주의운동의현실과경향(이남섭)
사회주의국가에서의민족 지역문제(임지현)
사회주의사회와여성해방의문제(차인순)
사회주의와문화건설：인민의문화냐국가의문화냐(유중하)
제4부：제3세계의 현실과 자주화운동
제3세계변혁이데올로기의민족주의적표출(진덕규)
비동맹운동의현단계와전망(이재호)
신국제경제질서운동의이념과행동(김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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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가을 통권 제26호
사회와 사상 토론(김환석 박형준 정명기)

과학기술혁명과 한국사회
사회와 사상 시론

교조주의를극복하고새롭게출발하자(김문수)
신세계질서와민족통일운동의전망(송두율)
특별기획 신사회운동과 포스트마르크스주의

신사회운동론의여러경향과비판(벨덴필즈)
신사회운동과계급정치(로렌스와일드)
제3세계의신사회운동(데이비드슬레이터)
특집 90년대 대전환과 운동의 혁신

한국사회민주변혁의새로운모색을위하여(최장집)
90년대대중정당론(정관용)
90년대한국정치와정당운동의진로(고성국)
논문 현실과과학 의현실인식방법론(박도영 안현효)

그람시 톨리아티의혁명전략과구조개혁론(이미숙)
죽어있는것들에대한회상(존킨)
서평 스탈린주의의기원과결과(이채욱)

로이메드베제프, 황성준옮김, 역사가판단하게하라 1
로이메드베제프, 안광국옮김, 역사가판단하게하라 2

제3세계의자주적민족문화건설의과제와전망(조항제)
군사파시즘과민주화의유형(손혁재)
제3세계의군비팽창과군비축소(이수훈)
제3세계의인종 지역분쟁(부좌현)
제3세계의빈곤, 그구조와실태(윤진호)
세계자본주의에서의신흥공업국경제의발전전망(전창환)
제3세계의농업문제, 그구조와실태(김종채)

1991년 가을 통권 제27호
현대민주주의론
해설 우리시대의 민주주의 (이성형)

민주주의론의현대적분화：제3의길을향해(데이비드헬드)
마르크스의민주주의개념에대하여(박영도)
어떤민주주의인가：
마르크스주의에서의민주주의논쟁(김영순)

1991년 여름 통권 제25호
사회와 사상 토론(김수행 최장집 이성형)

마르크스주의의 위기, 학술운동의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역사는끝났는가(송두율)
오늘우리에게사회주의란무엇인가(위르겐하버마스)
주제서평조절이론의가능성과문제점(김균)
새로운 출발에 즈음하여
사회와 사상 총목차 1988년9월호～1990년8월호
사회와 사상 전권특별기획 1～3호총목차
특집 냉전체제의 해체와 새로운 세계질서의 형성

국제정치이론에비추어본국제질서의미래(이삼성)
냉전의종언과세계사적전환(프레드할러데이)
냉전의승자는누구인가(에드워드P. 톰슨)
냉전과탈냉전의정치경제학(메리칼도어)
현국면자본주의세계경제의추이와성격(이수훈)

포스트마르크스주의와급진적민주주의론(김성기)
토크빌과현대(강정인)
국가 시민사회 소비에트공산주의의붕괴(폴허스트)
브라질노동자당 서기장이 본 민주주의와 혁명(프란시스코 C.
웨포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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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문학
그 동안 비평문학은 창작문학의 시녀비평 기능으로 전락하기도 했고, 현실적인 창작과 거리가 먼 상아탑의
전문연구와 학문적 수준에서 자아도취하기도 했으며, 상업주의와 운동의 당위론적 선전도구로 작용한 예도 있었다.
오늘날 비평의 무력화야말로 역설적으로 비평문학의 절실성을 웅변해준다. 한길문학 은 창작물에 대한 실천비평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는다. 아울러 한길문학 은 문학의 심도 있는 접근을 위하여 미술 음악 연극 등 문예미학
일반론에도 시선을 던져 문학비평의 범예술적 선도기능을 견지해 나간다.

월간 한길문학 전권특별기획 1

대한 냉철하고 진지한 분석 평가와 오늘의 문학에 대

남북한문학사연표 1945～1989

한 객관적인 인식의 접근은 문학연구자 누구나가 지녀

한길문학편집위원회 엮음

야 할 자세일 것이다. 이 한국근현대문학연구입문 은

분단 45년 동안 남북한은 서로 다른 사회 경제적 토
대 위에서 저마다의 미학적 가치체계를 쌓아왔다. 냉
전체제로 말미암아 문학예술의 이질화 현상은 1970년
대에 이르러 그 절정에 이르렀다가 80년대 이후부터
는 민족적 동질성에로 귀일하려는 전환기를 맞았다.
이러한 시대적 변모에 부응하여 한길문학 창간호 전
권 특별기획으로 이 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남북한문학사연표 는 같은 시기의 문학적 사항과 사
회적 배경을 남북한으로 나눠 함께 대비시키는 형식을
취하였고 문단적 사건과 주요작품, 문학의 흐름과 논

이제까지 우리 문학의 여러 문제점에 대한 모든 연구
성과를 총체적으로 분석 평가하면서 앞으로의 연구방
향과 문제점을 제시하도록 기획했다. 보다 진전된 내
일의 연구작업을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다.
문학사 서술방법(김윤식)｜근현대 시대구분(조동일)｜19세기
후기 시기(권오만)｜신소설(류양선)｜역사 전기 문학(권순긍)
｜1910년대 소설(양문규)｜신시와 창가(김용직)｜이광수와 계
몽주의(이동하)｜1920년대 전반기 문학(전영태)｜신경향파문
학(김철)｜카프 문학논쟁(김재용)｜카프 소설(정호웅)｜카프 시
(김성윤)｜카프 연극(이영미)｜일제하 농민문학(민현기)｜1930
년대 사실주의(최유찬)｜비판적 사실주의(최유찬)｜1930년대
후기

문학(김명인)｜모더니즘(강은교)｜순수문학(김시태)｜

쟁, 문예지의 변천 등 문학연구의 일차자료를 객관적

1930년대 후기 문예이론(하정일)｜친일문학(구중서)｜8 15

으로 망라하였다.

직후문학운동(임헌영)｜8 15 직후민족문학(신형기)｜8 15

이제까지 단절되어 별개의 체계와 연구방법으로 진행
되어왔던 분단문학이 이를 계기로 전체적 시각을 회복
하며 우리 문학사의 총체적 연구가 한발 더 앞서갈
것이다.
신국판 반양장 4 16쪽 값 5,000원

직후시(윤영천)｜8 15 직후소설(김승환)｜1950년대시(김재
홍)｜1950년대 소설(한승옥)｜전통의 문제(신동욱)｜1960년대
시(최동호)｜1960년대 소설(정현기)｜순수 참여 논쟁(조남현)
｜민족문학논쟁(유중하)｜1970년대 이후 사실주의(임규찬)｜
1970년대 시(이남호)｜1970년대 소설(민병기)｜농민문학(오양
호)｜노동문학(이재현)｜민중문학(오환섭)｜분단극복문학(한수
영)｜해체주의(권오룡)｜1980년대 시(정과리)｜1980년대 소설
(신승엽)｜현대연극(서연호)

월간 한길문학 전권특별기획 2

신국판 반양장 338쪽 값 5,000원

한국근현대문학연구입문
한길문학편집위원회 엮음

1990년 5월 창간호

문학이 사회와 역사의 반영이듯이 그 연구방법과 평가

창간사 민족의문학 한길의문학

또한 시대에 따라 변모한다. 민족문학이 가장 찬연하

대하정치소설 연재 1

게 꽃피울 근대를 일제 식민통치의 문학적 통제와 검

역사(강준식)

열로 보낸 우리는 8 15 이후에도 냉전체제가 빚은

장편소설 연재 1

분단의 이념적 갈등 때문에 올바른 문학연구를 소망스
럽게 이루어낼 수 없었다. 소중한 우리 문학 유산에

철강지대(정화진)
중편소설 400매 전재

우리시대의무당(조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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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편소설

악어새는언제나는가(전진우)

땀(이동하)

대하정치소설 연재 2

창간기념 기획좌담

역사(강준식)

민족문학, 80년대와 90년대

장편소설 연재 2

대중화와통일전선의모색

철강지대(정화진)

사회(최원식)｜참석자(홍정선 김명인 백진기 이병훈)

특집 세계문학 속의 분단인식

우리문학연구회 새로 쓰는 민족문학사 ①

중국문학에나타난남북분단(김하림)

한길문학기행(김남주 해남)

일본문학에나타난남북분단(김윤)

시인과농부의순결한대지(박태순)

6 25, 남북문학인은 무엇을 했는가

김남주의전투적애국주의를옹호함(김형수)

종군작가, 그자기투척의궤적(정영진)

황지우가 만난 사람

낙동강에서강계까지(김재용)

겹눈을가진화가(신학철)

북한의 문학선집 출판 현황(오무라마스오)

수상

한길문학월평

두보와조운(민두기)

시 다양한삶의시적형상화

거짓된말을이기는전교조(허석열)

소설 사회적현실과현실주의성취사이

이 한장의 사진

평론 문학사연구와비평의만남

학생계 주간시절(박두진)

한길문학기행｜조정래 태백산맥 제

신인시

지리산문학과 태백산맥 제(박태순)

일터로가는아내에게외4편(오민석)

산문서사시 연재 2

산문서사시 연재 1

젊은그들(고은)

젊은그들(고은)

한길문학의 시

시

바보천치들의시외 1편(김규동)

조선의용군마지막분대장외4편(김초혜)

안경외 1편(이탄)

여보게외 1편(김광규)

세기말외 1편(최승자)

이제는더낮아질수없는곳에쓰러져외2편(도종환)

눈외 1편(나해철)

다시 광주항쟁을 생각한다.

억새를베면서외 1편(이소리)

담배두개비의의미(송기숙)

삶외 1편(김경미)

현실과악몽의공존(임철우)

!비!!! 외 1편(황인숙)

창작 판소리

눈물외 1편(정안면)

오월 광주(임진택)

입춘, 학동외 1편(황학주)

한길월평

휴전선외 1편(오성호)

시 내딛는첫걸음

한국문학연구성과에관한총괄적연구(이선영)

소설 다양한현실과다양한방법

우리문학연구회 새로 쓰는 민족문학사 ②

평론 문체주의반성에서독자획득의통전론으로

삶과 사상의 뒤안길

문단동향 임영숙

역사의 진행 방향을 찾아서(강만길)

삶과 사상의 뒤안길

한국문학인의 이색 직업(김승욱)

독자의사랑과미움사이에서(이영희)

화보｜나의 창작실

창간기념 설문조사

고약한버릇(박완서)

한국문학인의사회경제적위상
원고료 변천사(이경철)

1990년 7월호 통권 제3호
대하정치소설 연재 3

1990년 6월호 통권 제2호

역사(강준식)

중편소설 300매 전재

장편소설 연재 3

멀고먼동행(유시춘)

철강지대(정화진)

단편소설

단편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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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윤정모)

역사(강준식)

매판일지(유순하)

한길문학기행(신경림 남한강)

사돈팔촌(최민희)
우리문학연구회 새로 쓰는 민족문학사③
한길문학기행(김주영 청송)

변호사라도될줄알았더니이박우책을쓴다고? (박선이)

내시엔풍각쟁이당숙과빨갱이로몰린삼촌의피가
엇섞여 (이경철)
수상｜8 15와 나

해방과비운의태동(이기형)

일제검열에 지워진 오장환의 육필원고 발굴(편집실)

국문학계의동향(장덕순)

오장환 장시 전쟁

38선상에서오장환을다시읽다(김규동)

검열자김성균은누구인가(임영태)

해방전후에읽었던책들(이오덕)

산문서사시 연재 3

산문서사시 연재 4

젊은그들(고은)

젊은그들(고은)

한길문학의 시

한길문학의 시

다시오월에외 1편(허형만)

약속시간외 1편(문병란)

시인각설이타령외 1편(오미리)

원촌마을에가서외 1편(김종해)

청소를하며 외 1편(김진경)

벽지바꾸는시대외 1편(김승희)

우리시대의마약외 1편(박몽구)

여자프로메테우스와독수리외 1편(고정희)

그러나누가죽었는가외 1편(윤재철)

그나라에가겠습니다외 1편(박선욱)

앵두나무외 1편(이재무)

나는그를제국주의자라부른다외 1편(양선희)

보리밭외 1편(안도현)

못질외 1편(이원규)

부사성 7 외 1편(이문재)

한길문학월평

숨은당신외 1편(원재훈)

시 우리의시는어디에있는가

파도외 1편(박남원)

소설 작가의현실인식과소설적전형의관계

특집 대중화와 통속화

비평 해체주의시대의대중화론점검

베스트셀러－무엇을쓰고누가읽나(윤혜원)

특집 사회주의문학의 수용과 전망

예술성과저속성의변증법(이동하)

소련 반소비에트 자유주의문학과 사회주의리얼리즘 계열의 두

민중시, 순수시그리고대중시(강형철)

경향

대중화운동을위한제언(유중하)

중국 상흔문학 과 혁명문학

한길문학월평

동구 외국문학 이곧 서구문학 , 동구문학 의배척

시 모색, 해체그리고서정

북한 주체사상에따른항일혁명문학이주류

소설 90년대소설의새로운 눈

80년대 이후 국내에 소개된 사회주의문학 작품 총목록

비평 우리시대비평의여러모습들

좌담(박형규 김종현 반성완 임헌영)

남북한 6 25문학 비교(오현주)

민족문학과 사회주의문학

동서독 통일과 작가회의(전영애)

북한문학사의실증적오류및문제점검토(이강옥)

문예진흥원의 새 창작지원 방법(임영숙)

창작보고 어느탁상드릴공의하루 에서 파업 까지(안재성)

나의 창작실 이호철 안달복달로글뜸들이기(화보)

투고소설 심사평 90년대소설의새로운지평을기대하며

1990년 8월호 통권 제4호

1990년 9월호 통권 제5호

재소동포작가 전작중편소설

전작중편

물망초(허진)

갇힌 물의 꿈(김향숙)

장편소설 연재 4

단편소설

철강지대(정화진)

말씀하시길(김용만)

단편소설

환상의둥지(이혜숙)

내고향남쪽나라(한승원)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는 퇴조할 것인가(김규종)

집, 내집뿐이리(최인석)

장편소설 연재 5

대하정치소설 연재 4

철강지대(정화진)

한길사 도서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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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정치소설 연재 5

산문서사시 6

역사(강준식)

젊은그들(고은)

한길문학기행(고은 군산)

개작 무엇이 문제인가

허무 에서 역사 로의변화무쌍한존재바꾸기(윤혜원)
산문서사시 5

이념과삶의현재화(권오룡)
현실주의정신 의실천(임규찬)

젊은그들(고은)

완성의지향보다는작가정신의퇴보(김재홍)

수상 문학에서 법은 무엇인가

문학의역할외면한교양물(이상경)

잃어버린세월 에대한넋두리(박용일)
정형화된윤리와파행의세계(안경환)

반핵장시

리틀보이(고형렬)

법의태풍이할퀴고간폐허(박인제)

한길문학의 시

법의얼굴과문학의얼굴(박원순)

통일조국어머니외 1편(차옥혜)

한길문학의 시

가을비외 1편(공정배)

손외 1편(오규원)

메타세코니아나무아래서외 1편(박라연)

저물녘외 1편(나기철)

청어는가시가많다외 1편(조용미)

갈현동에서 1 외 1편(이규배)

특집 실록보고문학 어디까지 왔나

진짜해방꾼외 1편(이봉환)

재미와민중성이결합된기록정신(정영진)

신인시 특선

위기시대 의위험한문학양식(유중하)

진도아리랑외 1편(박상률)

자료｜주요 실록 보고문학 목록

쑥국새야외2편(김응교)

한길문학월평

누에고치외2편(박광원)

시 분노와고통의현실그리고시

분필시외 1편(이정록)

소설 인물의형상화와전망

군산행외 1편(박미숙)

비평 리얼리즘논쟁과문학연구동향

특집 문학과 과학기술혁명

새로 쓰는 민족문학사 5

올바른 지구촌 건설과문학의임무(김성곤)

민요 개화가사 창가(우리문학연구회)

기술시대의현실재현(강내희)

한길문학기행｜송기숙과 녹두장군

과학의영향에대한문학의반응(복거일)

참으로거대하게아름다운불꽃자리에서다(공광규)

변하는것속에서변할수없는것(이하석)
우리문학연구회 새로 쓰는 민족문학사④
한길문학월평

1990년 11월호 통권 제7호

시 갈등과방황그리고모색의시들

독일통일의 현장에서 보내온 편지

소설 현실인식과소설적전망

민족통일의희망과현실(송두율)

비평 정치와문학의일원화는가능한가

중편소설

한 여자 이야기(김인숙)
이 달에 만난 사람｜작가 김인숙

1990년 10월호 통권 제6호

대중성에투철한소설위한끝없는탐색(임헌영)

중편소설

단편소설

해미 (김하기)

허방짚는갈대(최일남)

이달에 만난 사람｜작가 김하기

대하정치소설 연재 7

작은고통도크게느껴지는시대를우리는살고있다(임헌영)

역사(강준식)

단편소설

산문서사시 7

보팔혹은울산그리고우황청심환(김수용)

젊은그들(고은)

동학농민전쟁의문학적과제들(송기숙)

중국 연변작가가 돌아본 한국

대하정치소설 연재 6

잔혹한현실과아름다운환상(류연산)

역사(강준식)

특집 영상매체시대의 문학예술

장편소설 연재 마지막회

대중예술의팽창을어떻게볼것인가(이영미)

철강지대(정화진)

드라마의대중성과소설의대중화(박구홍)

한길사 도서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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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화하기좋은소설(김한영)

은폐당한역사적인간의현실화 김하기, 완전한 만남 (임규찬)

텔레비전 드라마화 이렇게 생각한다

연시와통속성의문제 고정희, 아름다운 사람 하나 (박혜경)

소설의존재의미와사용가치(윤흥길)

식물성의품에안기기, 한몸되기 황지우, 게눈 속의 연꽃 (임우

두개의대중 을하나로묶어내는일(이경자)

기)

드라마다운드라마를만드는문화적토양(김홍신)

제3세계문학의 깊이와 넓이 조동일, 제3세계문학연구입문 (이

문자와영상의다름과같음(양귀자)

우용)

TV문학관 베스트셀러극장작품총목록자료

소련의 사회주의리얼리즘 논쟁

한길문학월평

사회주의리얼리즘논쟁의현황과전망(이항재)

시 시적대응양식의현단계

문학과새로운사고(이고리제드코프)

소설 제재의본질을꿰뚫는해석

생활 예술 비평(D. 마르코프)

비평 비평의분화와확대

사회주의리얼리즘 이론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빨치산 소설의 기원(김윤식)

선정경위 및 수상소감

이태준의 첫전투 와박태민의 제2전구

제5회단재학술상최장집씨

한길문학의 시

제1회단재문학상조정래씨

아우에게외2편(최은숙)
바다와블랙홀(함혜련)
어두운가을외 1편(박찬)

1991년 여름호 통권 제9호

대구남선물산외 1편(김용락)

특집 전형성과 우리 소설이 나아갈 길

다대포선착장(백남천)

전형성을획득하여도식성을극복하자(김재용)

변론(하경)

노동장편소설의최근변모와성과가지니는

인생교양외 1편(김형수)

현재적의미(이병훈)

조국초(박공배)

소설적지형의변화와지식인상(구모룡)

후기외 1편(이지혜)

여성문제소설에나타난 중산층주부 의전형문제(김영혜)

새로 쓰는 민족문학사 6

서정시의운명을밝히는사실주의(김형수)

탈춤의 변모와 창극의 형성 우리문학연구회

신채호의문학창작유고에대한자료적고찰(김병민)

근황

이데올로기적실천으로서의문학(J . 베벌리 M. 짐버만)

컴퓨터를이용한용례집간행에전념(김흥규)

인민민주주의민족문학론비판(김윤식)

신간회연구끝내고 10권의장편소설구상중(이균영)

후기자본주의 포스트모더니즘 대중문화(김성기)
서평

1991년 봄호 통권 제8호
계간 한길문학 을 발간하며

인간성회복으로의절규(유세종)
다이허우잉 사람아 아, 사람아

설탕옷 과약효(한만수)

대담(이선영 김윤식)

김제철 솔레이노의 비가 채영주 담장과 포도넝쿨

한국문학연구의반성과과제

새세계의문앞에선시정신(오성호)

특별기획 민족문학의 재점검

정희성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

계급성 예술성 도식성(손경목)

이론과관찰의주고받기(최유찬)

예술성 다원주의 문학적진정성(권성우)

강영주 한국 역사소설의 재인식

사회주의와 문학(송두율)

소설사연구영역확장의의미(정호웅)

우리 소설은 어떤 말로 써왔는가(이오덕)

이재선 현대 한국소설사

광대여, 광대여(이영미)

동양정신에바탕둔세계적음악가의삶과음악(허영한)

독점자본주의와 문화공간(강내희)

최성만 홍은미 편역 윤이상의 음악세계

유배당한 한 시인의 현실 고발(안대회)

창작보고

서평

적극적주인공의형상과민중연대성유시춘,
우산 셋이 나란히 (신승엽)

민속지적서사문학의전형을위하여최명희, 혼불 (김열규)

한라산의 노을

공산주의폭동에서 제주4 3항쟁 으로(한림화)

한길사 도서목록

1991년 가을호 통권 제10호
민족 민중문학을 다시 생각한다(이재현)
시에서 리얼리즘은 어떻게 실현되는가(윤여탁)
경향문학과 리얼리즘(김두규)
기행특집

전환기의 세계와 문학예술
통일독일의희망과좌절(반성완)

29 1

연속기획 북한문학의 재인식 1

유일사상체계의확립과북한문학의변모(김재용)
쟁점과 시각

자기반성의용기와슬픈확인(김철)
연민과죄의식을넘어서(오길영)
임화문학사를바라보는최근의관점과비판(임규찬)
사회주의의변화, 리얼리즘그리고루카치(라슬로일레스)

레닌묘와햄버거와사회주의적사실주의(임헌영)
실사구시의태도와통일문학사의열망(김재용)
문학사와 민족혁명의 대중문학(송희복)
조선조 여류시인 송설당의 문학세계(리동윤)
중국 조선족문학의 민족적 특성(임범송)
사랑의 조건 에 대한 옹호와 비판의 갈래(이성욱)
포스트모더니즘 논쟁의 올바른 입장을 위하여(이동연)
창작활동과 조직활동의 결합에 대하여(이병훈)
서평

지식인과역사의창조 현길언 투명한 어둠 (김태현)
인간적인, 그리고서정적인노래 이시영 이슬 맺힌 노래
(김윤태)
길떠남, 슬픔, 그리고그리움의세계 박상률 진도 아리랑
(오민석)
현실주의와 모더니즘방법론의 절충적 연구 김승환 해방공간의
현실주의 문학연구 (이덕화)

1992년 봄호 통권 제12호
중편소설

사냥(최일남)
단편소설

수수께끼호텔(이남희)
한길문학의 시

裸木외2편(신경림)
해지는서쪽산외2편(김용택)
산외2편(도종환)
아주까리 외2편(이정록)
대숲이있는집에서의일박외2편(이윤하)
안좌도외2편(송은명)
독점발굴｜이용악 미공개 시

평남관개시초(9편)
연속기획 북한문학의 재인식 2

80년대북한의문학사연구와문예이론(최웅권)

1991년 겨울호 통권 제11호
중편소설

여정(女丁)들(한림화)
단편소설

무정천리(김남일)
양말한켤레(안재성)
한길문학의 시

부처님오신날외2편(김남주)
가사미산외2편(김명수)
할아버지외2편(박광원)

고려시대민중운동과역사소설(박종기)
조명희부터김아나톨리까지(정상진)
소련문학에서스탈린주의의교훈(콘다코프)
남기고 싶은 이야기

해방직후남북한문단과문학청년시절(김규동)
근황

민중의삶과소리찾아해외민요기행기획(신경림)
12년만에 계절풍 개정판내고대하역사소설구상(김춘복)
문학창작의 현장

절망의몸짓과희망의표정(김탁환)

기획시｜핵과 평화와 인간

그누구인가(정인화)

1992년 여름호 통권 제13호

한강에세우지(고형렬)

장편소설 연재 1

화냥놈(이소리)

가을눈사람(김하기)

특별기획

중편소설

우리문학운동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무거운가방(공지영)

동요하는배는닻을내리라(김형수)

아버지의손(윤재인)

전환기의세계와민중 민족문학의진로(정남영)

단편소설 깡패와건달(류양선)

독점발굴 신채호의 미발표 유고

한길문학의 시

단아잡감록 조선의지사 (신채호)
심각한반성과날카로운해부(김병민)

참외2편(김광규)

한길사 도서목록

우리는읍으로간다외2편(이상국)
자본공해론외2편(정원도)
그날나는저승에갔다왔다외 1편(박광배)
감자꽃외2편(정종목)
임진강외2편(김응교)
독점발굴 북한에서 미제간첩으로 몰린 임화의 마지막 시집

너어느곳에있느냐 (임화)
전쟁을시(詩)쓰기(이경훈)
임화 시집 너어느곳에있느냐 에대하여
특별기획 대중문화와 민중문화

닫힌교문을열며 의민중성과대중성(이효인)
신화 로서의대중문화와대중의반성적자의식(강영희)
이현세의 공포의 외인구단 을 중심으로

심약한 지식인에어울리는파멸(이성욱)
이인화의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표절시비에 대해
연속기획 북한문학의 재인식 3

장편소설론의이상과 혁명적대작장편 창작방법논쟁
(김동훈)
문학창작의 현장

노동시의새로운가능성(고영직)
근황

민족의역사와삶속에녹이탱탱슨서정시로
신동엽창작기금수혜(곽재구)
제6회 단재상 수상자 발표

학술부문이만열교수｜문학부문김남주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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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영화
한길영화 는 좋은 영화를 찾는 영화 관객과 영화책을 찾는 독서 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영화에
관한 전문적인 정보와 해설을 대중적 필체로 전달함과 동시에 상업주의에 찌든 영화팬들에게 좋은 영화를 선별할
수 있는 올바른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1991년 봄 창간호
한길영화가 만난 사람

영화감독임권택(주진숙)
흥행분석

사랑과영혼 관객 350만돌파그의미와진상(심재명)
변혁기 자본주의의 영화산업(강한섭)
잊혀진 한국영화, 새로운 해석과 자기비판(정성일)
에이젠슈체인에게 무엇을 배울 것인가(이정하)
한국영화의 쟁점｜그들도 우리처럼

우리시대가만든인물한태훈(문성근)
어두운시대 와 잿빛사회 의변주곡(최진)
초라한현실과슬픈비상(이효인)
특집 아시아영화의 새로운 물결

80년대아시아영화의도전과변화(조희문)
필리핀영화운동의전개(이정하)
고교생의꿈을그린일본의청소년영화(니카하라순)
대만의전통과심상을담는다(후샤오신)

1991년 여름 창간2호
한길영화가 만난 사람

재미영화감독크리스틴최(류숙렬)
곽지균 감독의 영화세계(강영희)
미국영화 개혁의 기수 스파이크 리와 할리우드 코미디와 제왕
애디 머피의 대담
특집 한국영화의 현재와 대안의 모색

박광수 이명세 배용균작품이의미하는것(김경욱)
전위영화의새로운도전(김창유)
한국리얼리즘영화의전통과새로운전개(권중운)
새로운종합영상회사를세우자(유인택)
대안영화 로서의애니메이션의가능성(이용배)
베를린 리포트 를 보는 시각(정재형)
뉴욕의 3대 영화제를 찾아서(한동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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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책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줄기차게 진행되고 있는 실천적 문화운동들을 총체적으로 수렴하고, 우리의
문화를 민중적 민족적 지평 위에 바로 세워가기 위해 창간된 이 잡지는 출판문화뿐 아니라 출판문화를 떠받치고
있는 문화적 조건의 총량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였다.

1984년 봄호(1)
우리의문화 에대한앎과함(편집자의말)
특집 우리시대 문화운동의 이념과 지향

문화와민주주의(김병익)
이역사현실과대결하는사회과학(김진균)
문화인식에대한제3세계적시각(박태순)
살아있는전통문화(송재소)
열려있는소집단운동(류해정)
저자연구 1 송건호

오늘이땅의역사를기록하는통일지향의언론(김언호)
나의 책을 말한다 한국사신론

한사람의독자를위하여(이기백)
책의 사회사 1

백과전서 를만든 18세기의상황과지성(이광주)
사람과 사상 1 피에로 스라파

마르크스경제사상의수정과보안(안석교)
읽는행위의안팎(김우창)
서평

한국민족주의의실천적인식(박현채)
문학과문학이론(김치수)
제3세계적사회인식과한국사회연구의과제(임영일)
역사와현실에진지하게대응하는시들(신경림)
역사와소설(이동하)
새로운영화 란무엇인가(박명진)
여성해방의이론과실제(최민지)
삶의문화, 집의문화(반영환)
우리땅 우리삶 1 (강운구)
오늘의 해외신간
오늘의 책 선정 이유서 1～3차 94권
새로 발표된 주요 논문
오늘의 논문

민족주의와코포라티즘(최장집)
예술의사회적생산(심영희)

마르크스주의의민족주의인식논리(진덕규)
지식인의빚갚음 과브나로드운동(한정숙)
일본지식인들의한국관비판(김윤식)
한의문학과민중의식(임헌영)
한국유행가의형성과정과성격(김창남)
특집 현대사상의 도전과 전망

철학에서의인식과실천(소흥렬)
역사이론과 역사의식(이상신)
종교다원사회와반역의몸짓(정진홍)
한국적음악 의시도와극복(이건용)
포스트모더니즘과제3세계민중연극(김방옥)
자본주의의영화에대한제3세계의도전(박명진)
자본주의의위기와정치경제학의시각(김수행)
사회학의정치경제학적파라다임(이각범)
종속이론에대한마르크스주의의비판(서관모)
한국사상사의 줄기 2

조선유학사상의인간학적전개(유초하)
서평

분단시대국문학연구의방향(김시업)
또시인의초상(최하림)
소설에있어서의화해(성민엽)
통일된민족국가의건설을위하여(김진균)
역사적인간에대한정당한이해(이이화)
공해와인간(김용준)
80년대미학의새로운양상(이춘길)
오늘의 책 선정이유서 4차 27권
시

들밥외(고은)
씻김굿외(신경림)
버스를탄사람들외(김광규)
불이여!불이여! 산불이여! 외(김용택)
한국지식인의 자전 1

전장과인간(이영희)

책을만들면서(한만년)

1984년 가을호(3)
1984년 여름호(2)
논문

세계자본주의의위기와80년대민족운동의과제(박현채)

토론 한 일문화교류의근본문제를생각한다

(유인호 이영희 이호철 신용하)
일본파시즘의성립과 15년전쟁으로가는길(강동진)
특집 민족공동체와 모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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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언어, 민중의시(고은)

문학과사회(은구기와시옹고)

모국어란무엇인가(이명현)

특집 오늘의 민중예술운동

역사와모국어(이기문)

연행예술네마당의이야기(문호연)

시인과모국어(유종호)

민중미술의논리와전망(원동석)

모국어, 어디로가는가(이오덕)

민중문학운동의과제(이재현)

민족사와문학교육(김인환)

민족의정서, 민중의노래(이재현)

정치와언어(이종은)

좌담 민요운동을위하여(신경림 류해정 문홍주)

자본주의와언어(이병혁)

사람과 사상 3 아밀카르 카브랄

노예언어와지배언어(김숙희)

제3세계민족운동의이론과실천(이종욱)

제3세계언어현실과문화식민주의극복(박태순)

책의 사회사 3

필리핀의언어현실과창조적인작가(티모레오S. 오라시온)

미국의베스트셀러와식민주의(다니엘램스델)

아프리카에서의유럽어의장래(R.필롬베)

서평

시

경제학과사회적실천(전철환)

히노마루외(이동순)

저항정신과공동체의희망(여서경)

서빙고를지나며외(김명수)

구속과해방의변증법(현준만)

프라하의봄(1) 외(고정희)

시

점심시간외(이영진)

궁핍한시대의시외(황명걸)

논문

소리의숲외(조태일)

민중불교란무엇인가(여익구)

모녀정담4 외(하종오)

종속적자본주의와국가의자율성(정진상)

임리의봄외(전인순)

이데올로기로서의기술과과학(위르겐하버마스)

공장벽시 1 외(박영근)

사람과 사상 2 조지프 니덤

마당극

중국과학사상에대한대장정(송상용)

일식풀이(현기영)

책의 사회사 2

소설

18 19세기의시대상황과지적분위기(오수경)

굴절하는밤(임철우)

서평

오늘의 책 선정이유서 6차 38권

분단극복과역사학의과제(정창렬)
한국정치연구의반성과과제(이태일)
국문학연구의리얼리즘(김사인)

1985년 봄호(5)

통일과문학(김종철)

특집 현대자본주의를 해부한다

관리되는사회로부터의해방(김주연)

자본주의와그문화(정현백)

민중미술로서의도시벽화(김정헌)

제국주의와주변부자본주의(정성진)

한국전통문화의정신분석학적접근(이근후)

현대자본주의와정치권력의구조(박상섭)

민중을위한과학과기술(김성연)

수렴현상과비수렴의논리(정운영)

역사발전과노동자집단의역할(김금수)

자본주의와경제이론의파탄(주종환)

오늘의 책 선정이유서 5차 31권

역사의 눈 1

이완용의매국논리(강만길)

1984년 겨울호(4)

유토피아 문학 이데올로기 1

토론 해방40년분단40년

논문

(임재경 강만길 소흥렬 안병직 진덕규)

묵가의평등박애와주체적실천론(송영배)

통일을위한민족주의의르네상스(송건호)

의식의사회성과노동자의식(임영일)

논문

80년대소설의지평(임헌영)

개화기지식인의친일화과정(유영렬)

사람과 사상 미셸 푸코

헤겔미학의사회사적조명(이춘길)

광기의역사로부터감시와처벌까지(오생근)

일본인은누구이며일본문화란무엇인가(김용운)

책의 사회사

왜유토피아인가(임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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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스의금서체제와지식인(이광주)

자본주의사회와대중문화(김해식)

한국지식인의 자전

브레히트에있어서노장과묵가(임한순)

해방전후정치집단과여운형(이동화)
시

이육사시집 들은믿을만한가(심원섭)
오늘의 책 선정이유서 8차 28권

기다리는아이들외(김규동)
겨울산외(최하림)
마산바다외(나해철)

1985년 가을호(7)

아내의사진을보면서외(김해화)

특집 세계체제와 종속문화

소설

식민주의와인류학(전경수)

불꺼진집(이은식)

여성해방에대한인류학적접근(조옥라)

사랑과 전쟁의 낮과 밤 1

고들리에의구조주의적방법(양희왕)

에두아르도갈레아노(이경덕옮김)

집중분재

서평

분단 40년사 1 (송건호)

국민경제의외부적규정과내부구조(김대환)

논문

혁명과부르주아지와민중(민석홍)

오늘의불교, 그실천적지평의확대를위하여(법성)

경제개발과사회구성의변화(김용기)

정치현실의소설적구현(이상옥)

민족사의복원과연구의길잡이(박용옥)

명저의 세계

이념비판과이념혐오(성민엽)

하버마스의의사소통행위이론(전태국)

토착서정의마지막울림(이은봉)

역사와 인간 2 최치원

출판인의긍지와사회적실천(이기백)

말세의식과지식인의식(박태순)

오늘의 책 선정이유서 7차 26권

역사의 눈 3

일본이식민지화를면한원인(강만길)

1985년 여름호(6)

유토피아 문학 이데올로기 3

낭만주의와유토피아(임철규)

좌담 분단국가의민족통일운동(송건호 박현채 안병영

아버지와 어머니의 간도 이야기 2

유세희 이삼열)

새로운민족공동체운동을펴다(문익환)

통일을노래하는시인(김병걸)

사랑과 전쟁의 낮과 밤 3

작가기행 역사와 인간 1 원효

에두아르도갈레아노(이경덕옮김)

해방을향한국토편력(박태순)

서평

아버지와 어머니의 간도 이야기 1 (문익환)

민족민중미술의논리와실천(최하림)

서평

근대화와국가와혁명(손영원)

일본근대사의주체적재조명(차기벽)

사회민주주의에대한올바른이해(안병영)

동양철학그설자리를위한반성(유인회)

국가현상의네오마르크스적인조명(박광주)

한국사회, 어디에서오고있는가(김성국)

오늘의 책 선정이유서 9차 24권

현장수기의문학사회학적인식(김진균)
이념적목표로서의자유와전략적목표로서의평등(남경희)
공동체문화형성과새로운교육사회학(한준상)

1985년 겨울호(8)

역사의 눈 2

논문

대한제국과일본차관(강만길)

공동체운동과공동체실현의가능성(박현채)

유토피아 문학 이데올로기 2

공자의 仁 사상과유교적존재론의발단(송영배)

역사의바보들(임철규)

노동운동과내부민주주의(정현백)

사람과 사상 사미르 아민

80년대외채위기의특징과원인(강철규)

제3세계사회과학의전망(김윤자)

역사의 눈 4

사랑과 전쟁의 낮과 밤 2

대한민국임시정부와신탁통치문제(강만길)

에두아르도갈레아노(이경덕옮김)

역사와 인간 3 이규보

논문

무인란시대의인문주의자의변명(박태순)

한길사 도서목록

아버지와 어머니의 간도 이야기 3

교육과종교의새바람(문익환)
사람과 사상 노르베르트 엘리아스

문명과정의이론과결합체사회학(최재현)
명저의 세계 역사와 계급의식

총체성의이념과변증법적인식(반성완)
서평

분단시대와학문적인식의전환(임영일)
논물과고독의정결함(최동환)
윤리학의실천적과제(김기순)
울리자, 울리자, 천년이나울리자(류해정)
민족극정립의이정표(박인배)
리얼리즘론의과제와전망(이영욱)
분석철학이란무엇인가(엄정식)
오늘의 책 선정이유서 10차 2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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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여름호(10)
오늘의 책 대담

민중 을찾기까지(안병무 박성준)
연재칼럼 마이동풍 2

6 25세대 론의시각(이영희)
연재칼럼 오늘의 시각

검열자 는누구인가(김중배)
나의 책을 말한다 사회과학원론

소망스러운인간공동체의실현을위하여(김낙중)
사람과 사상 茅盾

혁명문학과리얼리즘의사이(성민엽)
역사와 인간 5 이이

경장의논리와실패한변법개혁(박태순)
명저의 세계

아민의이론세계와주변부사회(김대환)
저자와의 대화 김윤식

1986년 봄호(9)
연재칼럼 마이동풍

마르코스를위한변론(이영희)
오늘의 책 대담

신경림의시세계와한국시의미래(신경림 김사인)
저자와의 대화 조동일

민족사의실질적의미를살피는문학사(임재걸)
나의 책을 말한다 한국의 목공예

한국인의삶의문화를찾아서(이종석)
사람과 사상 넬슨 만델라

한국전기문학의새이정표(홍정선)
논문

지리산의민족사적위치(박현채)
지리산의정신사와저항사(이이화)
서평

분단시대의혈맥을잇는신학(이정희)
한국근대비평사자료의복원과그해석(류양선)
민중소설의원점과진로(임헌영)
헛모양과본래모양(정과리)
일제치하한국교육의진상(이문원)

아프리카인간해방운동의기수(이종욱)
명저의 세계

미학의근본문제에대한탐구 (김문환)
필리핀민족해방운동과민족문학(연점숙)
화제의 책에서

중세수도원의원시공산주의와돈벌이
한구절로온종일씨름하기 10년(송재소)
역사와 인간 4 정도전

역성혁명과창업의대열(박태순)
해외신간

정치적각성을위한교육(심성보)
외국저작권보호와민족문제(김종수)
서평

사회체제, 인적유대, 물질적구조(박은구)
정직한개인과난폭한사회(홍정선)
외설과퇴폐의미학의진전가능성(성민엽)
노동자와소설(현준만)
오늘의 책 선정이유서 11차 22권

1986년 가을호(11)
연재칼럼 마이동풍 3

친일문학인의매저키즘과새디즘(이영희)
연재칼럼 오늘의 시각 2

일본속의 반일 (김중배)
명저의 세계

플로베르에대한전인적이해(심정섭)
역사와 인간 6 박지원

18세기의문예운동과역사운동(박태순)
특집 민족교육과 교과서정책

교과서정책의검토(곽병선)
일하기중심의교육과정(이오덕)
제도교육과국사교과서(이순권)
문학교육과이데올로기(최두석)
교과서의성차별문제(한명희)
전문인을위한교육의맹점(김용운)
환경교육의문제점과개선방향(한민호)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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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사상의운명(김홍명)
노동문제에대한실천적관심의제고(김진균)
두터운사실에서새로운해석으로(조남현)
개인적신념과시적실천의사이(임우기)
역사와운명의굴레(황광수)

1986년 겨울호(12)
연재칼럼 마이동풍 4

어느인텔리의수기(이영희)
연재칼럼 오늘의 시각 3

마녀재판과매카시즘(김중배)
역사와 인간 7 최제우

근대민족운동과개벽사상(박태순)
논문

한반도에있어서국가권력의제양상(박현채)
전후국가독점자본주의론의발전(박영호)
사람과 사상 마르틴 하이데거

지식인의역사적책임(김의수)
서평

한국유학의한국철학화(황준연)
사회이론의발전적재구성(안병영)
니체의영향에대한다각적고찰(강영계)
분단문제의시적수용(위기철)
통일을위한현대사연구(김광식)
오늘의 책 대담(조정래 임헌영)

태백산맥 을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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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과 사회
농촌과 농업의 위기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농업위기는 농민만의 위기가 아니다. 우리 농업을 육성하고 농촌을
살리는 것은 우리 모두의 시급한 과제이다.
농민과 사회 는 우리나라 농어촌의 정치 경제 사회에 관한 전문잡지로서, 농업육성을 통한 농민의 인간적인
삶의 실현과 도시 농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진지한 모색이다.

1991년 여름 창간호
창간사

우리농업을살려야한다
농민과 사회의 좌담

해체위기맞은우리농업어떻게육성할것인가
(김성훈 조옥라 서혜란 박진도 위의환)
동향과 쟁점

우리농업벼랑으로몰고가는
농림수산물수입자유화(이일영)
누구를위한농지전용인가(김홍상)
쌀시장개방의단계적포석(강승호)

주민운동의구조와역학에관한연구 (정근식)
한국농업, 이 길로 가야 한다 (한국농업의 장래를 연구하는 모
임엮음)
한국농민운동사연구 (이우재)
산업화와농업경제 (이호철)
카트와농업 (사에키나오미지음, 박진도옮김)
농촌의 지방자치제와 농민(조창현)
일제하 혁명적 농민조합운동(지수걸)
농민과 사회의 자료

함부르크농업선언
우루과이협상과농업에대한세계농업단체회의선언

세계의 농업

새농업법에 나타난 미국의 농업보호제도(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해외분과)
농민과 사회의 시

시골길에서(신경림)
농민과사회 의창간을축하합니다
(한호선 권종대 정영일 정상수)
특집 농수산물 수입 전면개방과 우리 농업의 살길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을해부한다(황수철)
농업구조조정정책의문제점(조영탁)
농업위기와농업발전의방향(장상환)
탐방

최초의민간협업농장백운산농장을찾아서(이균영)
현장의 소리

협동운동으로삶의터전가꾸는
괴산군불정면농민들(이태근)
농촌지역의건강운동(조수월)
자각하는이장들(강대림)
국민의료보험법과90, 91년쌀전량수매쟁취전국농민대회(이준
희)
농민과 사회의 문화

사랑방과다방(김용택)
안방의텔레비전(송기호)
법률상담

담수사용료왜농민만부담해야하는가(김철수)
농업 관계 새논문｜농업 관계 새책

한국의경제발전과소농농업에관한연구 (박광서)

1991년 가을 통권 제2호
동향과 쟁점

지방의회선거에서농민회는무엇을했는가(장종익)
수입바나나가우리농민을울린다(박영범)
우리식탁잠식하는중국농림수산물(강승호)
세계의 농업

농업은왜보호되어야하는가(박진도)
특집 쌀시장개방과 민족의 장래

쌀시장개방어떻게대응할것인가(김명환)
쌀밥한그릇과빵의미학(이기연)
새양곡정책에드러난문제(박정근)
쌀수입개방을절대반대한다(농협중앙회)
투쟁만이쌀을지킬수있다(전국농민회총연맹)
현장의 소리

협동으로전국최고오이생산하는산동원예협회(허봉근)
농업문제해결앞당기는생활협동조합운동(오성숙)
농활다녀온한학생의가슴앓이(이은희)
격동 35년, 나의 학문과 사상(유인호)
농민과 사회의 시

개망초꽃외2편(고재종｜농민시인)
탐방

일제하농민운동의격전지 암태도 (박천우)
기획진단 우리 농촌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

농업노동력의여성화 고령화추세(민경희)
농민살리는농촌지역조직의건설(윤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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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토지지배와지대법칙

농촌복지정책의현실과과제(김연명)

농업관계 자료집

현장취재

한국자본주의와농촌사회, 자연환경보전과농업

누구를위한농산물유통인가(이태헌)

함께 읽어볼 만한 자료

집중연구

기초식량 수입개방 반대결의안,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의

지방자치단체의재정문제와개선방향(이용만)

쌀시장개방반대결의안

어민생존위협하는바다오염(유정규)

세계의 농업

법률상담

본받아야 할 미국의 농업보호정책(최정섭)

경지정리에서감보율문제(김은진)

농민과 사회의 꽁트

실록 농정사건사

학산리에서생긴일(박용수)

식량수출발판마련위한양곡강제공출(장상환)

독자를 위한 열린마당

농업관계 새책｜농업관계 새논문
농업관계 새보고서｜농업관계 새자료집
함께 읽어볼 만한 자료

1992년 봄 통권 제4호

재벌기업의양돈업참여반대문

동향과 쟁점

농산물무역개방에대한한 일 대만농협의공동성명

총선에서반농민적정당을심판하자(장종익)

독자를 위한 열린 마당

우루과이농산물협상어떻게전개되나(이재옥)
특별기획좌담

1991년 겨울 통권 제3호

제7차 5개년 계획은 농업문제의 대안인가

(설광언 이호철 허석렬 장종익 권영근)

동향과 쟁점

특별기획

농지소유상한제확대 폐지해야하나(이용만)

정책목표가증발된농어촌부분(성진근)

농촌지역정주권사업은제대로추진되고있는가(이정환)

세계의 농업

농림수산부문새해예산을살펴본다(오덕화)

유럽공동체가한국농업정책에주는교훈(강봉순)

특별기획좌담

집중연구 ①

농민의 정치세력화를 모색한다

우리나라유기농업의실태와발전방향(김종숙)

(최장집 임수진 황민영 이정찬 김태일)

집중연구 ②

현장의 소리

수산업의현황과어촌의빈곤(김광근)

농민과 도시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소비자문제를 생각하는 모

집중연구 ③

임(문은숙)

농산물유통무엇이문제인가(김완배)

대중운동의새장을연제천농민회경제협동사업(나현)

집중연구 ④

농민과 사회의 수필

지역의료보험의쟁점：통합론과조합론(김연명)

어머니와버림받은논

농민과 사회의 수필

법률상담

우리동네이장선거(김용택)

하천부지를둘러싼법적문제(김철수)

현장의 소리

창립 30주년, 농협의 문제점을 따진다(서기원)

협동사업으로농민의살길열어가는예산군농민회(김기영)

집중연구

밀을지키고소중한밥상을살리는생명운동(손경년)

농산물수입개방농민들은어떻게인식하고있는가(이호철)

돌파구 마련 위해 농민이 만든 영덕 위탁영농회사를 방문하다

바람직한쌀수매정책을제시한다(황연수)

(조옥라)

사회고발

직장여성이어부의아내가 되어꿋꿋하게살아가는 이야기 (이

골프장에내몰린농민의터전(오수연)

춘희)

농업관계 새책

농업에서 정보의 역할(오과철)

중국의농업과농민운동

추곡수매안과 쌀시장개방을 보도하는 신문의 시각(이용준 박

벼랑위의우리농업어떻게구할것인가

태순)

농업관계 새 논문

서독의농업구조변화에관한연구

법률상담
불량종자로 받은 피해 배상받는 길(김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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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들마을의기계이앙작업반(윤수종)
선진농업기술연구회 를찾아서(권영근)

국가, 1964～90

목소리

탐방

신시일야방성대곡(新是日也放聲大哭)(황장수)

일제하홍성지방농민들의치열한삶과투쟁(장규식)

여름농활

연구소 정보알림판

농촌활동을오는박군에게(순창의농사꾼)

독자를 위한 열린마당

땅과농민으로돌아가는한마당, 여름농활(정광우)

시사만화｜주완수

집중분석

세계적거대곡물상사카길(Cargill), 한국에상륙(권영근)

1992년 여름 통권 제5호

꽁트

난쟁이춤(최기인)

이렇게 생각한다

문화

농업보호의필요성(김문식)

삶과진실의문화(손경년)

특별대담

농업관계 새책

특집 Ⅰ 농업정책, 어디로 갈 것인가(강현욱｜농림수산부 장관

연구소의 새로운 정보안내

장상환｜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소장)
동향과 쟁점

이행계획서, 사실상 항복선언 (권사홍)
마늘, 양파가격무엇이문제인가(최상구)
13대국회농업관련법안제정및개정상황(김덕수)
화제의 인물

육백만농민의희망(장경호)
－제3기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배종렬
특집 Ⅱ 6공 농정을 총결산한다

6공농정의기조와문제점(박진도)
6공농축산물완전수입개방의정권(장종익)
6공농업구조정책의모순(장상환)
6공하의농촌, 과연살기좋아졌는가(황수철)
6공의복지농정(이재완)
6공과농촌민주화(김종채)
농업정세분석

14대총선과농민운동의전망(조성우)
원로와의 대화

농업협동화의선구자, 김서정선생(황민영)
연구논단

금융자율화와농협신용사업의발전방향(김영철)
단위조합의경영여건변화와적정규모화(허길행)
세계의 농업

독일의농업문제와농업보호정책(김경량)
시사만화｜주완수
시사고발

기로에선축산단지조성사업의실태(장경호)
언론비평

마침내연민의대상으로전락된농업문제관련
신문보도(김현식)
스스로 일어서는 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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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사가 정성을 담아 펴내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책
우리 겨레의 옛날이야기
그림 동화
즐거운 무민 가족
꽃밭에 사는 작은 친구들
나르니아
쏙쏙 술술 우리말 키우기
가나다 그림사전
어린이 한길
한길바람개비문고
과학동화로 크는 아이
윈도우
오디세이
마이 사이언스 북
최달수의 과학탐험
수학독본
혼자서 크는 수학
한길그린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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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겨레의 옛날이야기
신경림 엮음｜김우선 김명심 그림
매스 미디어의 발달, 산업의 융성으로 온 지구가 이웃이 된 세상이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세계는 더 이상 낯선
나라, 낯선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의 문화를 다양하게 알고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서 우리의 것을 먼저 알고 느끼는 일은 그래서 그만큼 소중
하다. 우리 겨레의 옛날이야기 에는 우리 선조들의 기쁨이며 슬픔이며 아픔이 아로새겨져 있다. 그래서 이 이
야기를 읽다 보면 우리네 조상들이 얼마나 상상력이 풍부했는가를, 얼마나 슬기로웠는가를 알게 된다.
또한 이웃나라들과 힘을 겨루며 꿋꿋하게 살아온 우리네 독특한 삶을 만남으로써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웃나라와 우리가 어떻게 다른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전10권에 들어 있는 이야기들은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그리고 서울 지역과 1945년 해방 전의 황해도 평안도 함경
도 등 우리나라 전국 팔도에 두루 걸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들 가운데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
기들을 가려뽑은 것이다.

1 우렁각시 이야기
임금님 귀는당나귀 귀｜나무꾼과 선녀｜원숭이엉덩이가빨간이유｜옹고집이야기｜해와달이된이야기｜우렁각시이야기｜짐
승의말이들리는요술보자기｜버드나무잎을무서워한도깨비｜짚신장수와요술표주박｜소원을풀어주는그림｜조천석의모험

2 여우의 책을 얻었던 선비
메추라기와 여우｜고양이의꾀｜사만 년을 산사람｜여우의책을얻었던선비｜임자가따로있는요술궤짝｜배나무골이도령｜세
글동무｜근심걱정없는노인｜사람의꾀에속아넘어간구렁이

3 욕심 많은 형과 도깨비 방망이
도깨비 덕에 눈뜬 착한 아우｜하늘이 도운 효자｜대대로 내려온불씨｜착하고 지혜로운 외쪽이｜진정한친구｜만석꾼의 며느리와
천석꾼의사위｜욕심많은형과도깨비방망이｜착한아우를도와씨를뿌린개｜혹부리영감｜어머니를살린버리더기｜세사람을
구한삼천냥

4 꽃으로 다시 태어난 콩쥐
복을 받은두 친구｜사람을 사랑한호랑이 처녀｜지리산포수의아들｜도둑에게잡혀간색시｜양아들과친딸｜비둘기가찾은효성
깊은주인｜하늘이복내린효성지극한며느리｜우애깊은맏며느리｜부모님의재혼｜꽃으로다시태어난착한콩쥐

5 젊어지는 샘물
골탕먹은 대감｜새들의 말을 알아 듣는 아이｜젊어지는 샘물｜쥐와 개｜호랑이와여우｜청개구리의 울음소리｜소가 되어팔려 간
노름꾼들｜은혜를 갚은쥐｜왕지네를 물리친 두꺼비｜함정에빠진호랑이와두꺼비의재판｜끝없는이야기｜돌로만든말과모래
로만든줄｜거울을처음본사람들｜거짓말책｜두더지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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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리밥 장군
산적떼를잡은아이｜아이에게잡힌소도둑｜지혜를가르쳐준원님놀이｜비단장수와어린원님｜곶감에놀란호랑이｜보리밥장
군｜방귀 안 뀐 사람만 먹는 오이｜거짓 활 잘 쏘는 사람｜한아들에두아버지｜배포큰인삼장수｜용궁에간토끼｜은혜를갚은
개와고양이｜살기좋은나라｜토끼와두꺼비의허풍자랑

7 춤추는 지팡이
호랑이의형｜용의수염｜주인의은혜에보답한개｜용왕이만들어준길｜은혜갚은올챙이들｜좋은일을하면복이저절로굴러들
어온다｜수명을늘인부자｜춤추는지팡이｜중국의천자가된머슴｜유산세가지｜꼭두각시｜쥐가가르쳐준금항아리｜신선이된
젊은이

8 지성이와 감천이
단합된가정에찾아온복｜두꺼비신랑｜천년묵은지네｜빌린복으로부자가된사람｜겨울수박｜가난한만복이와길장가놀이｜
임금님의사위가된송아지｜죽음으로은혜를갚은묏새｜도깨비방망이｜돌그릇｜지성이와감천이｜말하는염소

9 바리데기 공주
단군왕검이야기｜나무도령과홍수｜바리데기공주｜바보온달과평강공주｜고구려가생긴이야기｜백제가생긴이야기｜신라가
생긴이야기｜가야국이생긴이야기｜탈해왕이야기｜제주의세신인

10 황금 궤짝에서 나온 아이
연오랑과세오녀｜만파식적｜황금궤짝에서나온아이｜용에게잡혀간수로부인｜활잘쏘는 거타지｜백제의왕이된마캐는소
년｜후백제를세운견훤｜치원대와양산복｜바람운과고산국｜감은장애기｜사마장자와우마장자｜저승에서살아온세민황제

전10권 신국판 양장본 각권 100쪽 내외
각권 값 5,000원

그림 동화
그림 형제 지음｜김경연 옮김
백설 공주

개구리 왕자

장미 공주

헨젤과 그레텔 등 제목만으로도 유명한 이 이야기들은 지금으로부

터 180년 전 독일의 그림 형제가 쓴 그림 동화 에 들어 있는 동화들이다. 그림 동화 는 전 세계에서 성경 다
음으로 많이 번역되어 읽힌 책이다. 한때 어린이 였던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읽었을 그림 동화 . 그 그림
동화 가 지금 국경을 넘어서 무궁무진한 동심의 세계를 어린이는 물론 어른들에게도 펼쳐 보인다. 하지만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그 동안 단순화된 그림책과 애니메이션류의 단편적인 소개를 제외하면 그림 형제의 원래 이야
기들을 접할 기회가 그리 많지 않았다. 국내 최초로 완전 번역본을 내놓게 된 한길사의 그림 동화 는 211가지
의 이야기를 바로 그림 형제가 썼던 그대로 옮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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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동화 1
개구리왕자｜같이살게된고양이와쥐｜성모마리아의아이｜무서움을배우려고길을떠난젊은이이야기｜늑대와일곱마리새끼
염소｜충성스런 요하네스｜수지맞는 거래｜이상한 악사｜열두오빠｜건달｜오누이｜라푼첼｜숲속의세난쟁이｜실잣는세여인
｜헨젤과그레텔

그림 동화 2
뱀이 가져온 잎사귀｜하얀 뱀｜지푸라기와 숯과 완두콩｜어부와 아내｜용감한 꼬마 재봉사｜재투성이 아셴푸텔｜수수께끼｜쥐와
새와 소시지에 대하여｜흘레 할머니｜일곱 마리 까마귀｜빨간모자｜브레멘의음악대｜노래하는뼈다귀｜세개의황금머리카락을
가진악마｜이와벼룩｜손이없는소녀｜영리한한스｜세가지말

그림 동화 3
영리한 엘제｜하늘나라에간 재봉사｜요술 식탁과황금당나귀와자루속의몽둥이｜엄지동자｜여우부인의결혼식｜난쟁이요정
들｜도둑 신랑｜코르베스 씨｜대부님｜트루데 부인｜대부로 삼은 저승 사자｜엄지둥이의 여행｜너덜네의 새｜노간주나무｜늙은
개술탄｜여섯마리의백조｜장미공주｜업둥이｜지빠귀부리왕

그림 동화 4
백설공주｜배낭과모자와뿔피리｜룸펠슈틸츠헨｜사랑하는롤란트｜황금새｜개와참새｜프리더와카터리제｜두형제｜가난뱅이
농부｜여왕벌｜세개의깃털｜황금거위｜별별털북숭이

그림 동화 5
토끼의 신부｜열두 명의 사냥꾼｜도둑과 그의 선생｜요린데와 요링겔｜세 행운아｜여섯사내가 세상을 헤쳐나간 이야기｜늑대와
사람｜늑대와여우｜여우와대모아주머니｜여우와고양이｜패랭이꽃｜영리한그레텔｜늙은할아버지와손자｜물의요정｜암탉의
죽음｜웃기는친구루스티히｜노름꾼한스｜운좋은한스｜한스결혼하다｜황금아이들｜여우와거위｜가난뱅이와부자｜노래하며
날아오르는종달새

그림 동화 6
거위치기 아가씨｜어린 거인｜땅 속 나라 난쟁이｜황금 산의 임금님｜까마귀｜농부의영리한 딸｜늙은 힐데브란트｜세마리 작은
새｜생명의 물｜척척 박사｜유리병 속의 도깨비｜악마의때꼽쟁이동생｜곰가죽사나이｜굴뚝새와곰｜맛좋은죽｜똑똑한사람들
｜두꺼비이야기｜불쌍한방앗간젊은이와고양이

그림 동화 7
두나그네｜고슴도치한스｜수의｜가시덤불속의유태인｜솜씨좋은사냥꾼｜하늘에서가지고온도리깨｜두왕의아이들｜영리한
재봉사 이야기｜밝은 햇살은 환히 드러낸다｜파란 등잔불｜고집쟁이 아이｜세 군의관｜일곱 명의 슈바벤 사람｜세 직공｜겁없는
왕자｜신기한푸성귀｜숲속의노파｜세형제｜악마와악마의할머니｜믿을수있는페르디난트와믿을수없는페르디난트

그림 동화 8
쇠 난로｜게으른 아내｜재주꾼 사형제｜외눈박이, 두눈박이, 세눈박이｜어여쁜 카트리넬리에와 핍 팝 폴트리｜여우와 말｜닳아빠
진 구두｜철의 사나이 한스｜세 명의 검은 공주｜크노이스트와 세아들｜브라켈에서 온 아가씨｜하녀들｜어린양과 물고기｜지멜
리산｜여행｜당나귀왕자｜은혜를모르는아들｜순무｜젊어진노인｜하느님의동물과악마의동물｜수탉이나른들보｜거지할멈
｜세 게으름뱅이｜게으름뱅이 열두 하인｜양치는 소년｜은화가 된 별｜훔친 동전｜신부 고르기｜부지런한 하녀｜아빠 참새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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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새끼참새

그림 동화 9
허풍선이나라이야기｜디트마르슈의거짓말｜수수께끼이야기｜흰눈이와빨간장미｜영리한하인｜유리관｜게으른하인츠｜괴물
새그라이프｜힘센한스｜하늘나라에간농부｜말라깽이리제｜숲속의집｜기쁨과괴로움을함께나누며｜굴뚝새｜넙치｜해오라
기와 후투티｜부엉이｜달｜수명｜죽음의 기별｜구두장이 프림 씨｜샘가의 거위치기 소녀｜들쭉날쭉한 이브의 자식들｜연못 속의
요정닉세｜난쟁이의선물｜거인과재봉사｜못

그림 동화 10
어느불쌍한소녀의죽음｜진짜신부｜토끼와고슴도치｜물레가락과북과바늘｜농부와악마｜식탁위의빵부스러기｜군소｜최고
의도둑｜북치는소년｜곡식의이삭｜무덤｜올링크랑크｜수정구슬｜말렌아가씨｜물소가죽장화｜황금열쇠
어린이를위한성자이야기：숲속의성요셉｜열두사도｜장미｜하늘나라로가는길｜하느님의음식｜세개의푸른나뭇가지｜성
모마리아의작은잔｜외로운할머니｜하늘나라의결혼잔치｜개암나무가지

전10권 신국판 양장본 각권 200쪽 내외
각권 값 6000원

즐거운 무민 가족
토베 얀손 글 그림｜햇살과 나무꾼 옮김
무민 동화로 알려져 있는 즐거운 무민 가족 시리즈는 동화의 본고장인 북유럽을 대표하는 동화 중 하나이다.
동화 속의 무민들은 사람 같기도 하고 동물 같기도 한 모습과 행동 양태를 가지고 있어 무척 친근하고 익숙한
느낌을 준다.
저자가 맨 처음 무민을 그린 것은 더할 수 없이 못생긴 짐승을 하나 만들어내서 남동생을 놀려 주려는 마음에
서였다고 한다. 그 그림에 이야기가 붙어 무민 동화가 된 것이다. 국제 안데르센상을 비롯해 수많은 상을 받은
무민 동화는 31개 나라에서 번역되어 전 세계 어린이들로부터 사랑받는 현대의 고전이다. 이미 수차례 만화영
화로, 텔레비전 드라마로, 연극으로도 소개된 바 있고 그림책이나 만화가 되기도 했다.

1 무민 골짜기에 나타난 혜성
혜성이 붉은 꼬리를 길게 끌며 지구로 다가온다. 무민 골짜기는 온통 야단법석. 지구에 정말 무슨 일이 생긴 걸
까? 씩씩한 무민트롤은 친구 스니프와 함께 혜성을 관측하기 위해 호젓한 산의 천문대를 찾아 나선다. 그 길에
서 떠돌이 스너프킨, 곤충을 채집하는 헤물렌, 앞머리가 귀여운 스노크 아가씨 등 재미있는 동물을 여럿 만나
모두 함께 모험을 떠난다. 하늘은 점점 불이라도 붙은 듯 시뻘겋게 타오르고⋯⋯.

2 마법사의 모자와 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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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고 오동통한 무민트롤은 아빠 무민, 엄마 무민이랑 함께 핀란드의 숲 속 무민 골짜기에 살고 있다. 그 골짜기
에 봄이 찾아오면 무민 가족은 길고 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 어느 따뜻한 봄날 산꼭대기에 올라간 무민트롤은
검은 모자를 하나 발견한다. 이것은 바로 마법사의 요술모자. 이 모자 때문에 무민 마을에는 생각지도 못한 신
기하고 엉뚱한 일이 계속 벌어진다.

3 아빠 무민의 모험
어느 바람 부는 가을 저녁, 고아원에 신문지로 싼 소포가 도착한다. 소포 꾸러미 속에 들어 있던 것은 꼬마 무
민. 그 꼬마가 자라 아빠 무민이 된다. 봄이 오자 어린 아빠 무민은 자유롭지 못한 생활에서 벗어나 모험가가
되기 위해 고아원을 탈출한다. 도중에 만난 발명가 호지킨스와 그의 조카 머들러, 떠돌이 족스터도 여행에 동참
한다.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하늘을 날고 바닷속을 잠수하는 등 대모험이 펼쳐진다. 한편 폭풍우 치는 바닷가
에서 파도에 떠밀려 온 엄마 무민을 처음 만나게 되는데⋯⋯.

4 무민 골짜기의 여름
6월 어느 무더운 날 모든 일이 시작된다. 가족들은 너무 더워서 정원에 나가 잠을 잔다. 그런데 갑자기 발밑
아득한 곳에서 우르릉 거리는 소리와 함께 부엌 선반 위의 주전자와 냄비들이 모두 와장창 굴러떨어진다. 그때
거대한 파도가 밀려와 무민 골짜기를 삽시간에 집어삼킨다. 물난리를 피해 지붕 위로 올라간 무민 가족들은 새
집을 발견하고는 모두 그리로 옮겨간다. 그런데 그 집은 보통 집이 아니다. 이상한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벌어
지는 한편 나무 위에서 잠을 자던 무민트롤과 스노크 아가씨는 가족들과 헤어져 헤물렌의 감옥에 갇히게 된다.
우여곡절 끝에 가족들이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되는지 궁금하다.

5 무민 골짜기의 겨울
겨울이면 무민 가족들은 언제나 겨울잠에 들어가 날이 다시 따뜻해지는 4월에야 깨어난다. 그런데 무민 트롤에
게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혼자 잠에서 깨어 다시 잠들지 못하게 된 것이다. 엄마 무민을 깨우려고 하지만 워낙
깊이 잠들어서 무민트롤이 귀를 잡아당기고 소리를 질러대도 소용이 없다. 가엾게도 외톨이가 된 무민트롤은 집
안에 먹을 것도 없고 이야기 상대도 없어서 밖으로 나간다. 그리고 흰 눈 덮인 세상을 처음 만나는데⋯⋯. 무민
트롤이 겨울잠을 자다가 깨어나 무민 골짜기에서 펼쳐내는 겨울 이야기가 아주 신나고 재미있다.

6 무민 골짜기의 친구들
멋진 무민네 집을 중심으로 무민 골짜기에 살고 있는 개성 있는 친구들을 소개한다. 초록색 발이 달린 조그만
황금빛 용, 투티키가 데려온 보이지 않는 아이⋯⋯. 모두들 저마다 독특한 개성을 발휘하여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 친구들을 맞이한다. 보살피기 좋아하는 엄마 무민, 생각하는 것을 거침없이 말해버리는 꼬마 미, 원인 조사
를 좋아하는 아빠 무민, 남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잘 배려해주는 무민트롤. 다른 무민 동화에서 만났던 친근
한 인물뿐 아니라 새 친구들이 함께 엮어내는 즐거움이 무민 골짜기에 메아리친다.

7 아빠 무민 바다에 가다
어느 날 새로운 생활을 찾아 아빠 무민은 가족들을 이끌고 바다로 나간다. 아빠 무민의 섬으로 간 것이다. 잿빛
등대가 있는 조그만 바위 섬. 그곳에 가면 아빠 무민은 새로운 힘이 생기고 세상일을 가족들에게 설명해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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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그 섬은 매우 신비롭고도 괴이한 곳이었다. 어찌된 일인지 엄마 무민의 장미가 자라지
않는 것이다. 등대지기가 된 아빠 무민은 등대에 불을 밝힐 수 없고 적어놓아야 할 파도의 비밀 법칙도 결코
알아낼 수가 없다. 가족들의 마음 한구석에 피어오른 궁금증은 점점 커져만 간다. 이전의 등대지기는 왜 등대
를 떠났을까?

8 무민 골짜기의 11월
쓸쓸한 가을 한때, 무민 골짜기 가까이에 사는 많은 이들이 평화롭고 인정 넘치는 무민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싶어 무민 집을 찾아온다. 날마다 되풀이되는 청소와 공포에 질려버린 필리정크, 날씨가 추워지니까 엄마 무민
의 따뜻한 품이 그리워진 훔퍼 토프트, 모든 것이 알아서 정돈되어 있는 즐거운 곳을 찾아온 헤물렌⋯⋯. 그런
데 무민 가족은 집에 없다. 손님들은 무민 집에 머물며 무민 가족을 기다리기로 한다. 이들이 무민 집에 함께
모여 무슨 일을 벌일까? 무민 가족이 없어도 신나는 무민 골짜기의 겨울맞이를 기대하시라!

전8권 신국판 양장본
각권 188～292쪽 각권 값 7,500원～8,500원

꽃밭에 사는 작은 친구들
안톤 크링스 지음｜햇살과 나무꾼 옮김
우리 주변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는 작은 곤충 친구들이 모두 이 책 속의 꽃밭에 모였다. 새침한 잠자리, 예쁜
무당벌레, 좀 어리숙하지만 맘씨 고운 메뚜기, 가수 매미, 아프게 주사 놓는 모기⋯⋯. 그들이 함께 벌이는 일상
의 시끌벅적한 소동은 우리 아동들의 세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친구와의 우정, 모험에 대한 기대, 장래 희망, 내가 키우는 작은 식물들,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기, 이웃의 소중
함. 하지만 꽃밭 세계에는 꿈과 환상이 있고 단순한 교훈 전달에 그치지 않는, 어른에게조차 왜일까? 라는 사
색의 화두를 던지는 삶과 자연의 신비가 담겨 있다. 이 책을 처음 출판한 프랑스에서만도 200만 부 이상 판매
되어 화재가 된

꽃밭에 사는 작은 친구들 시리즈는 동글동글한 선과 따뜻하고 선명한 색감으로 완성도 높은

그림동화의 세계를 보여준다.

1 꿀벌 달콤이
꿀벌 달콤이는 누구보다도 부지런해서 많은 꿀을 모을 수 있었다. 어느 날 일하러 나갔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
그 많던 꿀이 모두 사라져버렸다. 알고 보니 게으른 난쟁이가 먹어 치운 것인데⋯⋯. 꿀을 훔쳐 먹은 난쟁이는
자신의 빨간 모자와 구두도 잃어버린 채 도망을 친다. 다른 사람의 소중한 물건을 함부로 생각하고 욕심을 부
리는 아이에게 들려주는 동화이다.

2 무당벌레 예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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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당벌레 예삐는 아주 예쁘고 착한 아이인데 우연한 실수로 마법에 걸려 심술궂고 엄마 말도 안 듣는 나쁜 아
이가 된다. 또 나쁜 친구들과만 친하게 지내는데, 어느 날 착한 요정의 요술 지팡이를 발견하게 되어 다시 착하
고 예쁜 아이로 돌아와 이웃의 사랑을 받게 된다. 심술을 잘 내고 엄마 말 안 듣는 아이에게 들려주는 동화이
다.

3 나비 팔랑이
나비 팔랑이는 꽃밭이 세상의 전부이고 꽃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며 다른 세상에는 관심도 없다. 어느 날 자신
의 전부인 꽃들이 시들어 고개를 숙이고 있자 팔랑이는 너무 슬퍼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꽃들을 일으켜 세우
고 물을 주고 자신의 모든 힘을 꽃들을 위해 기울인다. 하지만 꽃들이 시든 원인은 다른 데 있었는데⋯⋯. 자신
의 세상을 사랑하고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들려주는 동화이다.

4 거미 칭칭이
다락방 생활에 염증이 난 거미 칭칭이는 어느 날 생쥐의 말을 듣고 다락방을 떠나 다른 세상에 나와 보는
데⋯⋯. 세찬 바람과 거미줄을 치우는 빗자루에 혼이 난 칭칭이는 다시 베베 인형이 자기를 기다리는 다락방으
로 돌아온다. 남의 것과 비교하기를 잘하는 아이에게 들려주는 동화이다.

5 개미 꼬미
작고 연약한 개미 꼬미는 개미 궁전에서 쫓겨나 이리저리 방황하게 되나 끝까지 자신의 소중한 삶을 위해 노력
한다. 행복은 노력한 만큼의 크기로 얻을 수 있는 달콤한 열매이다. 진실한 삶과 친구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아
이에게 들려주는 동화이다.

6 달팽이 꼬물이
호기심 많은 달팽이 꼬물이는 어느 날 꽃밭을 벗어나 모험을 떠난다. 멀리 바닷가까지 나가 세상에 대해 알게
된 꼬물이는 이제 가족이 너무 그립다. 가족의 소중함을 들려주는 동화이다.

7 파리 싹싹이
파리 싹싹이는 자신이 지저분해서 꽃밭의 다른 친구들과 잘 사귀지 못하는 것을 알고 어느 날 보통 파리와는
다르게 깨끗이 씻고 단장을 한다. 하지만 그들과 진짜 친구는 될 수 없었다. 잘 정리하지 않고 씻지 않는 아이
에게 들려주는 동화이다.

8 반딧불 초롱이
반딧불 초롱이는 장난꾸러기이다. 밤이면 환상처럼 나타나 구름 위에서 소풍 잔치를 열기도 한다. 물론 장난꾸
러기이기 때문에 다른 꽃밭 친구들의 의자며 탁자며 접시 들을 날라다가⋯⋯. 꿈꾸기를 좋아하는 아이에게 들
려주는 동화이다.

9 잠자리 새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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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리 새침이는 조용히 사는 것을 좋아해 꽃밭 친구들이 찾아와도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시끄러운 이웃인 개구리 시끌이네가 바로 곁에 살게 된다. 더 이상 시끄러운 것을 견디지 못한 새침이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데 그곳은 너무 적막해 오히려 시끄러운 이웃을 그리워하게 된다. 이웃의 소중함을 깨
닫지 못하고 친구를 흉보는 아이에게 들려주는 동화이다.

10 모기 앵앵이
모기 앵앵이는 아빠처럼 주사 놓는 의사가 되기 싫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여곡절 끝에 어떤 약을 만들게 된 앵
앵이는 불빛이 꺼지는 병에 걸렸으나 주사 맞기 싫어하는 반딧불 초롱이의 병을 낫게 한다. 그뒤로 앵앵이는
꽃밭 친구들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었다. 단, 주사는 놓지 않고 약으로만 치료한다. 자신이 바라는 소중한 삶을
개척하기 위해 노력하는 아이에게 들려주는 동화이다.

11 메뚜기 퐁퐁이
침착하지 못한 성격의 메뚜기 퐁퐁이의 실수로 뒤영벌 붕붕이의 편지가 잘못 전달되어 꿀벌 여왕은 크게 화를
내게 되고 붕붕이가 체포되는 사건이 일어난다. 퐁퐁이는 이를 수습하기 위해 꿀벌 달콤이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잘못을 바로잡기는 하나 차마 달콤이에게 갔어야 할 원래의 편지는 전달할 수 없어 고민에 빠진다.
침착하지 못하고 덜렁대는 아이에게 들려주는 동화이다.

12 매미 짱짱이
매미 짱짱이는 꽃밭 친구들을 돕기 위해 차가운 비를 맞으며 노래를 부르다가 감기에 걸리고 만다. 마침내 감
기가 다 나아서 밖에 나왔더니 어느새 여름은 가고 잠을 자야 하는 가을이 다가와 있다. 여름을 친구들을 위해
모두 보내버린 것이다. 그렇지만 짱짱이는 만족스럽게 잠을 자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간다. 친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모르는 아이에게 서로 돕는 소중함을 들려주는 동화이다.

전12권 46배판 변형 양장본 각권 32쪽
각권 값 5,000원

나르니아

한길세계명작문학관

C. S. 루이스 지음｜박상률 옮김
나르니아는 우리들이 가보지 못한 곳이다. 하지만 그곳은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봤을 아름다운 나라이다. 나라
를 다스리는 왕은 있지만 모두들 평화롭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세상이다. 동물들과 나무들이 말을 하고 춤을 추
고 노래하며, 난쟁이와 숲과 강의 요정들도 있는 그런 세상이다. 나르니아 는 기본적으로 동화의 세계이다. 하
지만 단순한 동화의 세계만은 아니다. 나름대로의 악이 도사리고 있어 선과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가 발딛고 사는 현실의 모든 것이 그대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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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러한 점에서 나르니아 는 동화가 갖고 있는 막연한 꿈과 상상의 틀을 벗어나고 있다. 나르니아 의 작
가 루이스는 그의 종교적 세계관을 작품 곳곳에서 자연스럽게 보여준다. 작가는 물리학, 천문학, 지구과학 그리
고 역사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전권에 걸쳐 자신이 꿈꾸어 왔던 종교적 세계관을 보여준다. 그
러나 환상적이고 신비스런 장면과 함께 웃음이 절로 나게 하는 익살스러움이 함께 깔려 있어 설교냄새가 나지
않는 밝고 건강한 이야기이다.
제1권 사자와 마녀 에서부터 제7권 마지막 전쟁 에 이르기까지 마치 큰 물줄기처럼 이어지는 이 광활한 이야
기는 그리하여 현대에 가장 많이 읽히는 동화가 되었으며 영화와 연극, 만화로 옮겨지기도 했다. 꿈과 모험의
나라인 나르니아를 우리들 세계와 자연스럽게 연결짓기 위해 옮긴이는 이야기의 징검다리마다 나르니아 문 밖
에서 라는 게시판을 걸어놓아 독자들의 사고력과 독서력을 키워주고자 했다.

1 사자와 마녀
2차 세계대전 중 시골로 피난가 있던 루시 형제 자매들은 옷장을 통해 우연히 나르니아로 들어가게 된다. 봄이
오지 않던 나라 나르니아는 네 아이들과 아슬란에 의해 서서히 봄을 되찾는다.

2 카스피안 왕자
루시 형제 자매들은 아슬란의 부름을 받고 다시 나르니아로 간다. 나르니아의 원래 주인인 말하는 동물들은 나
르니아를 되찾고 카스피안 왕자는 왕위를 되찾게 된다. 숨막히게 벌어지는 모험과 배신과 사랑의 이야기가 펼쳐
진다.

3 아침햇살호를 타고서
나르니아에서 쫓겨난 아버지의 친구들을 찾아 세상 끝까지 항해를 하는 카스피안 왕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말썽
꾸러기 유스타스가 용이 되었다가 다시 사람으로 돌아오는 과정은 너무나 생생하다. 또한 리피치프의 변함없는
용기를 통해 명예로운 삶이 뭔지 접할 수 있다.

4 은의자
마녀의 꾐에 빠져 땅속 나라로 끌려간 릴리안 왕자를 구출하는 질과 유스타스, 그리고 개구리 인간 퍼들글룸의
모험담이 펼쳐진다.

5 말과 소년
어렸을 적에 납치를 당한 쌍둥이 왕자 중의 하나인 샤스타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부모의 곁으로 돌아온다. 말
하는 말 브리와 함께 여행 도중 만난 아라비스와 그녀의 말하는 말 휜과 같이 사막을 건너면서 온갖 모험을 펼
친다.

6 마법사의 조카
디고리와 폴리가 디고리의 삼촌이 만든 마법의 반지 때문에 원하지 않던 마녀를 끌고 영국으로 오게 된다. 마
녀는 온갖 횡포를 부리고, 그러다가 할 수 없이 마녀까지 이끌고 나르니아로 가게 된 그들은 나르니아가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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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된다.

7 마지막 전쟁
나르니아의 동물들을 노예로 만들고 나무들을 모두 베어버리려는 늙고 사악한 원숭이 쉬프트의 간사한 꾀는 나
르니아인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별이 떨어지고 해가 없어져 어둠에 묻혀버린 나르니아. 결국 나르니아
는 멸망하게 된다.

전7권 신국판 양장본 각권 248～320쪽
각권 값 8,000원

쏙쏙 술술 우리말 키우기

5～8세용 어휘발달 그림책

우리누리 지음
권사우 강우근 유승하 문성근 탁영호 그림
말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하는 단계인 5～8세 어린이들을 위한 어휘 프로그램인 쏙쏙 술술 우리말 키우기
는 자신과 주변의 세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어휘력을 보다 향상시키며 아울러 정확히 우리말
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 아동의 언어 능력 발달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책에서는 아직 읽기나 쓰기에 익숙하지 않은 어린이들이 다양한 그림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낱말
과 문장을 익힐 수 있도록 했다.
여러 번의 반복학습을 통해 아이들이 먼저 말하기와 듣기에 익숙해지면 낱말을 읽게 되고 쓰는 영역까지 접근
하게 된다. 어휘학습을 통해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력을 향상시켜주는 이 책은 유아용 본격 어휘발달 프로그
램이다.

1 동작을 나타내는 말
운동장 수영장 유치원 교실 동물원 캠프장 바닷가 풍경을 그린 그림 속에서 144개의 동사를 익히도록 꾸
몄다. 또한 한 낱말에 두 가지 이상의 뜻이 있는 동사들을 따로 묶어놓은 장을 보고 아이들과 함께 주변에서
다른 낱말들을 더 찾아본다면 아이들은 낱말에 대해 더욱 새로운 흥미를 갖게 될 것이다.

2 이름을 나타내는 말
명사는 아이들이 가장 먼저 쉽게 익히는 말이다. 기차역, 숲 속의 풍경을 그린 그림 속에서 간단하게 명사들을
찾아보게 꾸몄고, 더불어 추상명사 동음이의어 대명사 수사까지 여러 가지 형태를 보여주도록 꾸몄다.

3 성질 상태를 나타내는 말

한길사 도서목록

3 13

놀이공원 거리 우리 동네 시장 시골의 풍경을 그린 그림 속에서 144개의 형용사를 익히도록 꾸몄다. 또한
반대의 뜻을 지닌 형용사들을 따로 묶어놓은 장을 보고 단어를 서로 비교하면서 다양하게 낱말을 익혀보게 했
다.

4 꾸미는 말
동사나 형용사를 꾸며주는 말로 쓰인 여러 가지 부사들의 예를 익히면서 특별히 의성어와 의태어를 따로 묶은
장을 보고 아이들이 직접 소리내보고 흉내내봄으로써 그 의미를 확실하게 이해하도록 꾸몄다.

5 잇는 말과 끝맺는 말
문장 속에서 조사와 접속사 등을 찾아 그 기능과 의미를 그림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익히고 상황에 따라 다양한
문장 형태를 보여줌으로써 여러 가지어미나 형태소들이 활용되는 예를 보고 익히도록 했다.

전5권 양장본 국배판 각권 32쪽
각권 값 6,000원～7,000원

가나다 그림사전

네 살에서 일곱 살까지

우리누리 지음｜신혜원 그림
사물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을 쉴새없이 드러내는 아이들의 질문에 학부모나 교사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마땅
한 답을 찾지 못해 당황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네 살부터 일곱 살까지 라는 부제가 붙은 가나다 그림사전
은 아이들의 연령에 맞추어 부모가 함께 학습방법을 선별 응용하여 사물의 정확한 이름과 원리를 즐겁게 익
혀나가도록 한 어휘발달 프로그램이다. 아이들이 호기심을 갖는 낱말과 꼭 필요한 낱말을 선정하는 작업에 비중
을 두고 아이들과 부모를 통해 표본추출한 어휘들을 모아 실었다. 낱말의 설명은 아이들 혼자서도 읽을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설명해주기 쉽도록 각 낱말 바로 밑에 풀이해놓았다.

국배판 양장본 80쪽 값 11,000원

어린이 한길
어린이 한길 은 어린이 생활 철학 동화, 생각하는 어린이를 위한 우리 사상 이야기, 신나는 글쓰기 여행, 겨레
의 역사를 빛낸 위인들의 이야기 등 우리의 희망인 어린이들에게 용기와 지혜를 심어주는 마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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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는 글쓰기 여행

글쓰기가 쉬워졌어요(전3권)
이재현 지음
이 책은 어린이들이 글쓰기를 잘할 수 있도록 생활글 편지 일기 감상문 주장하는 글 시 등에 대한 글쓰기
방법과 어린이들 자신이 솔직하게 쓴 글감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은이는 글을 쓰기 전에 어린이들이 지켜야 할
약속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글을 꾸며서 잘 써야지 하는 욕심을 버릴 것. 둘째, 꾸며서
쓰지 않고 정직하게 쓸 것.셋째, 어른들에게 혼나는 일이 있더라도 쓰고 싶은 것을 쓸 것. 넷째, 자기 생각으로
자신 있게 쓸 것 등이다.
46배판 변형 반양장
각권 190쪽 내외 각권 값 6,000원～8,000원

철학자 학교에 가다
황정현 지음
이 책은 어린이들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바르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생각하는 힘을 제대로 키울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철학의 길잡이다. 몸이 허약할 때 힘을 기르기 위해 운동을 하듯 생각의 힘을 기르는 데도 날마다 조금씩
규칙에 따라 훈련을 해야 하는데 이 책을 차분하게 생각하면서 꼼꼼히 읽어나가다 보면 생각하는 힘이 자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
신국판 양장본 226쪽 값 7,000원

겨레의 역사를 빛낸 사람들(전7권)
이이화 지음
역사학자 이이화 선생님이 그 동안의 역사상 중요인물 연구를 집대성하여 어린이들이 읽기 쉽도록 흥미있게 풀
어 쓴 역사책이다. 인물들의 생애와 업적이 시기별 분야별 계층별로 광범위하게 다루어졌다. 시기별로는 김춘
추 김유신 원효 등 삼국시대 인물부터 최남선 정인보 등 근현대 인물에 이르기까지 한국사의 전 시기에 걸
쳐 연구되었다. 분야별로는 정치가 사상가 학자 문인 예술가 과학자 의사 상인 사회사업가 종교인 혁
명가 기인 어린이운동가 언론인 등 각 분야에서 역사를 빛낸 인물들의 생각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계층별로는 임금이나 정승 등 지배세력으로 군림하며 활약한 인물들이 있는 한편, 천민이나 노비의 삶을 살면서
역사에 뚜렷한 이름을 남긴 최하층의 인물들까지 총망라되어 있다.

하나
서경덕｜이황｜조식｜최한기｜유형원｜이익｜안정복｜홍대용｜이긍익｜박지원｜박제가｜정약용｜김정희｜김정호｜강위｜박은
식｜장지연｜주시경｜신채호｜정인보

둘
김시습｜허균｜장혼｜김삿갓｜정수동｜한용운｜홍명희｜허난설헌｜양예수｜허준｜백광현｜이헌길｜피재길｜이제마｜지석영｜
최무선｜문익점｜장영실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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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효｜지눌｜무학｜서산대사｜윤지충 권상연｜최제우｜나철｜강증산｜신재효｜이원영｜송만갑｜정율성｜최북｜장보고｜임상
옥｜고대수｜백선행｜이지함｜남사고

넷
세종｜광해군｜정조｜흥선대원군｜정도전｜황희｜조광조｜유성룡｜박문수｜인현왕후｜원경하

다섯
만적｜정인홍｜정여립｜임경업｜홍경래｜최시형｜전봉준｜신돌석｜신규식｜김좌진｜김원봉

여섯
박규수｜강홍립｜최명길｜김육｜김옥균｜이상재｜장지필｜방정환｜김춘추와 김유신｜이이와 이지함｜유성룡과 김성일｜박지원
과홍대용｜정약용과이벽｜나철과오혁｜성삼문과신숙주

일곱
대조영과 성덕왕｜김부식과 정지상｜정몽주와 정도전｜수양대군과김종서｜정인홍과 이귀｜이순신과원균｜허균과 기자헌｜정약
용과서용보｜김옥균과민영소｜황희와김종서｜이황과조식｜최명길과김상헌｜전봉준과김개남｜김구와여운형｜서양갑과일곱
서자｜허준과그반대자들｜광해군과강홍립
신국판 양장본 각권 170쪽 내외
각권 값 6,000원～7,000원

어린이 생활 철학 동화 1 2

이만큼 생각이 커졌어요
이만큼 혼자서 알았어요
어린이철학교육연구소 지음
어린이 철학교육을 위한 전문 학술연구 및 교육기관인 어린이철학교육연구소 선생님들이 함께 쓴 철학동화이
다. 어린이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치는 여러 가지 의문과 사건을 쉽게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 쓴 이 책은 현직교
사들의 시각으로 어린이의 고민을 제시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보다 유익한 논리
적 생각의 길잡이, 철학의 길잡이가 될 것이다. 이만큼 생각이 커졌어요 에는 생활 속에서 부딪치는 문제들을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어린이들의 모습이 실려 있고, 이만큼 혼자서 알았어요 에서는 꿈과 동화, 그리고 여행을
통해 현실을 의미 있게 바라보는 어린이들의 통찰력을 엿볼 수 있다.
신국판 양장본 각권 234쪽 224쪽 각권 값 7,000원

생각하는 어린이를 위한 우리 사상 이야기

부처님은 내 친구
배봉기 지음
그 동안 창작동화를 써온 지은이가 너무 어렵고 딱딱하게 소개되어 어린이가 가까이하기 힘들었던 우리 사상을
지금보다 흥미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사상을 통해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생각하는 어린이를 위한 우리 사상 이야기 로 쓴 첫번째 이야기이다. 부처님은 내 친구 는 석가모니가 걸어
간 길 과 불교의 바탕이 되는 생각들 로 나뉘어 있다. 석가모니가 걸어간 길 에서는 불교의 문을 처음 열고
바탕이 되는 사상들을 생각해낸 석가모니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살펴보았다. 불교의 바탕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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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들 에서는 그 생각들을 생활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예들과 연관시켜 재미있게 썼다.
신국판 양장본 234쪽 값 7,000원

생각하는 어린이를 위한 우리 사상 이야기

우리 나라 큰스님들
배봉기 지음
우리 나라 큰스님들 은 길에서 깨닫고 가르친 원효 스님, 중국에까지 이름을 떨친 의상 스님, 긴 꿈으로 깨달
음을 얻은 조신 스님,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사명당 스님, 살아 있는 것들을 두루 사랑한 진묵 스님, 조국을 사
랑한 만해 한용운 스님 등을 소개하고 있다. 우리나라 큰스님들의 삶을 통해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슬기를 배
울 수 있다.
신국판 양장본 220쪽 값 7,000원

어느 의사의 길고 긴 이야기
카렐 차페크 지음｜햇살과 나무꾼 옮김
체코슬로바키아의 대문호 카렐 차페크의 여러 뛰어난 동화 가운데 가장 많이 읽히고 사랑받아온 작품 일곱 개
를 묶었다. 의사들이 전해주는 꿈과도 같은 치료경험담, 고된 업무에도 소중한 편지를 전해주기 위해 꼬박 1년
간이나 돌아다닌 어느 우체부 아저씨 이야기, 현실에는 없지만 제법 있을 법도 한 물도깨비 이야기, 참새 까마
귀 들의 속사정 이야기, 개 돼지 이야기 등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이야기, 혹은 한번쯤은 꿈꿔볼
수 있는 상상의 이야기들이 유쾌하게 펼쳐진다. 배고픈 참새 한 마리가 투덜투덜하는 장면이 있다. 말이 다니
던 시절에는 어딜 가든 낟알을 수두룩히 떨어뜨려주곤 했잖아? 자동차는 전혀 안 그래. 바람처럼 달려가버리고
쌀 한 톨 안 남겨주니까 말야. 그냥 웃고만 지나갈 이야기는 아니다. 또 달빛에 끌려 춤을 추다가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은 어느 요정 이야기는 기가 막힐 정도로 감칠맛이 난다. 의사가 사과 꽃잎을 뜯어 버팀목을 해주
었는데 아야아야, 돌이 울퉁불퉁거려요 하는 표현들은 앙증맞기까지 하다. 또한 개나 돼지와 같은 이야기는
웃음이 터져 배꼽을 잡아도 힘들 정도다.
신국판 양장본 224쪽 값 7,000원

한길바람개비문고
한길사가 이 땅의 어린이들을 위해 펴내는 이 문고는 우리들이 몸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한 올바른 지식,
생활 속에서 진실과 아름다움을 찾아내고 가꾸어가는 힘, 그리고 이웃을 보살피고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주기 위
해 마련된 것이다.

1

현복이의 일기
신현복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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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복 군이 국민학교 5학년이었던 1985년 1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쓴 일기 가운데 103일치를 가려뽑은 것
이다. 현복이의 일기는 날마다 한 가지씩 제목을 정해서 그날 겪은 일, 하고 싶은 말을 대학노트 한 페이지 분
량으로 차근차근 적어놓은 것인데, 그 얘기들은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일들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주기도 하
고, 우습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여 현복이가 아니면 쓸 수 없는 이야기가 되고 있다. 겪은 일과
떠오른 생각, 그리고 느낌들을 짜임새 있게 엮어가는 솜씨나 문장력이 아주 뛰어나 사람에게 감동과 실감을 준
다. 현복이의 일기는 가난 속에서도 구김살 없이 힘차게 자라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런 환경에서 자라나는
다른 아이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줄 것이다.
신국판 반양장 228쪽 값 2,800원

2

큰길로 가겠다
울진 온정국민학교 3학년 2반 동무들의 글모음

지도：이호철 선생님
이 책은 울진 온정국민학교 이호철 선생님이 맡은 3학년 2반 어린이들의 글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은 것이
다. 이 책에는 각자가 쓰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쓴 줄글과 시들이 실려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 자신이 그
린 그림들이 함께 들어 있다. 이 책에 실린 글들은 3학년 어린이로서는 놀랄 만큼 잘 쓴 글들이며, 몇몇 어린
이의 시는 우리나라에서 어린이 시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것들이다. 이 책은 어른들에게도 신선한
충격을 줄 만큼 꾸밈이 없고 타성을 벗어난 글들로 엮어져 있다.
신국판 반양장 2 16쪽 값 1,800원

3

악마의 눈물
최자영 외 지음
이 책은 동화작가 열다섯 분의 창작동화를 한데 엮은 것이다. 여기에 실린 동화들은 작가들이 다른 만큼 다양
한 소재와 주제를 담고 있지만, 대체로 주인공들의 인정과 정성으로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게 되거나 어려운 일
을 이겨내는 것과 같이 주인공들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빚어지는 인정어린 이야기들이다. 이 책의 동화들을 쓰
신 분들은 최자영, 강정규, 전양웅, 김병총, 이주홍, 조평규, 황일현, 소중애, 배익천, 이슬기, 이준연, 노경실, 박
상규, 장문식, 손동인이다.
신국판 반양장 2 10쪽 값 2,200원

4

할아버지의 보물
서정오 외 지음
이 책은 동화작가 열세 분의 창작동화들을 한데 엮은 것이다. 여기에 실린 동화들은 각기 독특한 소재와 주제
들을 지니고 있고, 줄거리를 엮어가는 방식들도 모두 특성이 있는 것들이지만, 대체로 역사와 사회문제, 인생의
의미 등에 대한 깊은 생각을 담고 있다. 이런 동화들을 통해 어린이들이 우리의 역사와 사회, 그리고 삶의 참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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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 동화를 쓰신 분들은 서정오, 여영택, 손춘익, 김병태, 윤태규, 정휘창, 강정
훈, 김일광, 심후섭, 송재찬, 송현, 배용길, 권정생이다.
신국판 반양장 196쪽 값 2,200원

중학생 현복이의 일기 1 2

자물쇠여 안녕
슬픔에서 축복으로
신현복 지음
이 일기는 삶 속에서 쓰지 않고는 못 배기는 이야기와 생각들, 양심에서 우러난 하고 싶은 말들을 날마다 적어
둔 것이다. 현복이는 이렇게 날마다 가장 쓰고 싶은 것을 쓰면서, 그 글 속에서 자기의 행동과 생각과 감정을
확인하고 자기를 살피고 비판하여 바르게 살아갈 길을 찾고 있는 것이다. 이 일기는 중학생이 글쓰기로 자기의
삶을 가꾸어간 기록으로는 훌륭한 것으로, 모든 학생들의 본보기가 되기에 충분하다. 이 책을 읽는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이나 학교의 선생님들, 모든 어른들이 이 책에서 값진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신국판 반양장 각권 196쪽 252쪽 각권 값 3,000원

책 속의 실험실

과학동화로 크는 아이

우리누리 지음
미래의 과학자라면 꼭 읽어야 할 신비한 과학세계로의 첫걸음. 갖가지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와 실험 방법이 가
득 들어 있는 유아와 저학년(7～9세)을 위한 그림동화책이다.
아름다운 그림과 즐거운 생활동화를 읽어나가다 보면 어린이들은 재미와 신기함이 넘치는 책 속의 실험실을 경
험하게 되며 과학의 원리를 저절로 깨닫고 익힐 수 있다.
과학동화로 크는 아이 는 어떤 놀이보다 재미있는 신나는 과학실험책이다.

1

운동 에너지
세상의 모든 것은 온통 움직이고 있다. 사람들은 걷거나 뛰고, 자동차는 달리고, 동물들은 헤엄치고 날고 기어
다닌다. 어떤 물체든지 움직이는 데는 힘이 필요하다. 이 힘을 에너지라 부르는데, 에너지는 운동뿐 아니라 소
리, 전기 등의 형태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운동이 이루어지는 원리와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실험을 통해 그
역할을 알아본다.

2

빛 자석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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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이 없으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 빛은 세상을 밝혀 줄 뿐 아니라 생명의 원천이 되기도 하고 굴절하는 성질을
이용하여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만들기도 한다. 또한 자석은 물건들을 당기거나 밀어내는 보이지 않는 힘
을 가지고 있는 신비한 물체로, 우리 주위 어디에나 자석이 있다. 전기는 구름 속에서 번개를 일으키고 세상에
서 가장 빠른 열차를 움직이게 한다.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온갖 물건들도 전기가 없으면 쓸 수 없게 된다. 이
책에서 빛과 자석, 전기의 성질과 쓰임을 실험을 통해 알아본다.

3

감각 소리 공기
감각이 없으면 냄새를 맡을 수도 없고 맛을 알 수도 없다. 우리는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냄새 맡는 다섯 가
지 감각을 갖고 있다. 그 감각들에 대해 여러 가지 실험을 한다. 소리란 공기의 작은 떨림에 지나지 않으며 우
리는 이 떨림을 느끼지 못하지만, 귀는 쉽게 알아차리고 뇌는 그 떨림을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로 바꾸어 듣는
감각으로 하여금 듣게 해준다. 실험을 통해 여러 재미있는 소리를 만들어본다. 공기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공
기가 없다면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4

성장 물
살아 있는 생물들은 모두 성장한다. 성장을 하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먹는 음식은 식물과 동물도
있고, 동물은 식물을 먹고 또다른 동물을 먹기도 한다. 그러면 식물은 무엇을 먹고 살까? 물은 보통 액체로 보
이지만 모양이 변하기도 한다. 수증기나 얼음이 되어 우리 생활 주변에 존재하는 물을 볼 수 있다. 실험을 통해
물의 성질을 알아본다.

5

색깔 뜨거움과 차가움 중력
세상에 색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옛날 흑백영화와 같을 거다. 색이 있어야 무엇이든 생생하게 살아나기
때문이다. 일곱 가지 색깔의 무지개를 만들어 보고 삼원색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뜨거움과 차가움은 둘 다 열
때문에 생긴다. 어떤 생물체라도 열이 있어야 살 수 있다. 우리는 대부분의 열을 태양에서 얻는데, 그 밖에 열
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 하늘 위로 높이 뛰어오르면 왜 아래로 떨어질까? 이것은 중력이라는, 물체를 끌어
당기는 보이지 않는 힘 때문이다. 그 힘과 성질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전5권 46배판 변형 양장본 각권 64쪽
각권 값 8,000원

윈도우

인간과 자연과 문명의 원리를 탐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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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버니 외 지음｜과학세대 옮김
전 세계의 독자들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윈도우 는 인간과 자연과 문명의 원리를 탐구하는
새로운 형식과 내용의 책이다.
유익하고 아름다운 그림과 알기 쉽고 흥미로운 설명으로 가득 채워진 윈도우 12권은 우리를 이제껏 경험해보
지 못한 새로운 세계로 인도한다.
윈도우 는 우리가 늘 만나면서도 그 과학적 원리를, 미처 이해하지 못한 현상들을 깨우쳐준다.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읽고 보면서 동시학습이 가능한 윈도우 는 가족 독서의 새로운 장을 열어줄 것이다.

1 기계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2 지구는 살아 움직인다
3 고래와 돌고래
4 공룡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5 사람은 어떻게 살아 왔는가
6 선사시대의 인간과 생활
7 세계의 불가사의
8 사람의 몸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9 새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10 우주와 별, 행성과 인공 위성
11 비행기와 날 수 있는 기계들
12 동물들은 어디에 살고 있는가

전12권 국배판 양장본 각권 64쪽
각권 값 8,000원～10,000원

오디세이 하버드대학 교수들이 만든 사고력 개발 프로그램
어린이철학교육연구소 엮음
하버드대학의 교수진이 베네수엘라 정부의 특별 요청으로 발표한 사고력개발 프로그램 오디세이 는 전 세계
교육계로부터 획기적인 업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여러 나라에서 앞다투어 도입한 교재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며 실제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오디세이 로 초 중 고생들의 창의적 사고력이 경이롭게
증대된다는 사실이 여러 나라 교육현장에서 확연하게 증명되고 있다.
이 책을 제1권부터 제9권까지 스스로의 힘으로 공부한 사람은 획기적으로 지적인 성장을 가져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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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론의 기초
2 추론의 스무 고개
3 말과 뜻의 사다리
4 정보와 해석
5 문제 해결의 기초

전9권 46배판 반양장
각권 100～176쪽 각권 값 6,000원～7,000원

마이 사이언스 북

MY SCIENCE BOO K

세계 어린이들과 함께 배우는 과학교실

마이 사이언스 북 은 어린이 학습교재 전문 출판사인 영국의 돌링킨

더슬리사가 만든 책으로 이미 20여 나라에 번역되어 나와 있다.
마이 사이언스 북 은 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열여섯 가지 주제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주변에서 쉽
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이 주제들에 대해 실험할 수 있는 방법을 선명한 원색사진으로 설명하였다.
책장을 넘기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다보면 스스로 과학의 이치와 원리를 탐구해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실
험이 끝날 쯤에는 이러한 과학의 이치와 원리가 우리 생활 속에 어떻게 응용되고 있는가를 돌아보도록 이끈다.

1빛
2 물
3 색깔
4 공기
5 성장
6 자석
7 소리
8 전기

전16권 46배판 변형 양장본
각권 32쪽 각권 값 5,000원 전권 값 80,000원

최달수의 과학탐험
최달수 글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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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과학하는 삶이라 말할 수 있을까? 이 책은 어렵게 생각해오던 과학의 본질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만화로 꾸민 책이다.
특히 지적 호기심이 왕성한 어린 시절의 흥미로운 과학교육은 과학하는 마음, 과학하는 사고, 과학의 생활화를
일상의 삶으로 끌어들일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책은 과학과 만화가 만나 쉬운 과학세계로 들어
가는 문을 열어놓고 있다.

1 바이러스를 검거하라
2 우연한 발견
3 위대한 과학자들
4 냉동인간의 그 후
5 우주정거장에서 생긴 일

전5권 46배판 양장본 각권 64쪽 각권 값 7,000원

수학독본
마츠자카 가즈오 지음｜김태성 옮김
일본의 세계적인 수학자 마츠자카 가즈오 교수가 그간의 연구와 교육경험을 종합하여 수학의 기초부터 응용까
지 쉽게 이해하는 새로운 수학 교과서 로 집필하였다. 내용은 고교수학이 중심이지만 초 중등수학부터 성실한
자세로 배우기를 원하는 모든 일반인을 위해서도 더없는 대체교과서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책은 딱딱한 보통
수학 교과서와는 달리 훨씬 자유롭고 또 훨씬 깊고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자는 너무 기교적이거나 발생
원이 확실하지 않은 이상하고 부자연스러운 문제는 피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자가 이 수학강의를 통해 알리고
싶은 것이 흐름이 있는 수학 이야기이지 수학의 기술이나 요령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 수｜식의 계산｜방정식｜부동식
2 간단한 함수｜평면도형과 식｜지수함수, 로그함수｜삼각함수
3 평면상의 벡터｜복소수와 복소평면｜공간도형｜이차곡선｜수열
4 수열의 극한, 무한급수｜순열, 조합｜확률｜함수의 극한과 미분법
5 미분법의 응용｜적분법｜적분법의 응용｜ 행렬과 행렬식
6 선형사상, 일차변환｜수론으로의 전주곡｜ 집합론으로의 전주곡｜ε과 δ｜낙수줍기

전6권 46배판 반양장
각권 250～320쪽 각권 값 7,000원～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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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크는 수학

시가 고지 지음｜김태성 옮김
일본의 세계적인 수학자 시가 고지 교수가 중학생을 위해 집필하고 일본 최고의 명문 이와나미 출판사에서 간
행한 책으로 수학교육의 새로운 방법과 방향을 제시한 베스트셀러이다. 이 책은 수학적 논리와 지식이 쑥쑥 크
는 수학책, 그래서 어느샌가 문제를 푸는 실력이 부쩍 자라 있게 하는 책이다.
좋은 수학책과의 만남, 수학이 배우고 싶어진다.

첫째주｜수의 탄생
둘째주｜수의 세계
셋째주｜식과 방정식
넷째주｜좌표와 그래프
다섯째주｜함수와 그래프
여섯째주｜도형

전6권 46배판 반양장
각권 130～180쪽 각권 값 6,000원

한길그린북스
인간의 삶의 원천인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을 되살리는 문제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이 시리즈를 기획
하였다. 인간과 자연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즐거운 만남이 될 것이다.

불가사의한 새 펭귄
존 스파크스 토니 소파 지음｜김재후 옮김
불가사의한 새 펭귄 은 1967년 제1판을 낸 이래 펭귄에 대한 우리 지식의 폭을 넓혀왔다. 펭귄이 어떻게 체
온을 조절하며, 얼마만큼 잠수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디에 둥지를 틀고,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지 이제까지 밝
혀진 펭귄의 세계에 대한 포괄적인 영상을 제공해준다. 또한 하늘을 날던 펭귄이 어떻게 땅 위의 신사가 됐는
지 그 진화의 과정을 그림과 사진을 곁들여 재미있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새로서의펭귄｜짝짓기와둥지틀기｜새끼치기그리고다시바다로｜먹이와포식자｜펭귄의진화｜발견｜인류와의관계
46배판 양장본 224쪽 값 12,000원

인간과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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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드미트리에프 지음｜신원철 옮김
인간과 동물 은 러시아의 신문기자이자 자연 및 동물작가인 유리 드미트리에프가 동물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보호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젊은이들에게 일깨워주기 위해 쓴 책이다. 이 책은 이러한 각 주제에 걸맞은
동물들을 예로 들면서 이야기를 재미있게 진행시킨다.
인간은 동물들을 관찰하고 모방하며 그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왔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동물들이 원시적이고 불
완전하다고 여기면서 무시하고 경멸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인간이 생태계를 파괴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는
한 동물은 분명 인간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인간은 다음 세대의 행복을 위해서, 또한 과학을 위해서 주변에 있
는 평범한 가축이든 희귀한 동물이든 잘 보살피고 보존해야만 한다.
인간은섬기고저주한다｜인간은배우고연구한다｜인간은찾아내고발견한다｜인간은믿고의심하고추적한다｜인간은죽이고멸
종시킨다｜인간은보호하고구해낸다｜인간은연구하고배운다
46배판 양장본 344쪽 값 20,000원

종의 기원
찰스 다윈 지음｜리처드 리키 새로 고쳐 씀｜박영목 김영수 옮김
찰스 다윈 원저의 책을 다이제스트본으로 축약한 리처드 리키의 종의 기원 은 고전에 피를 돌게 하는 일종의
전범(典範) 역할까지 해내는 것으로 주목된다. 리키의 종의 기원 은 기본적으로 축약본이다. 그러면서도 1859
년 출간 이후 생물학은 물론 서양 철학과 도덕 개념에 진정한 혁명을 몰고 온 이 책을 20세기의 과학 지식까
지 집어넣어 신(新) 종의 기원 으로 꾸미는 데 성공하고 있다. 물론 원저의 틀을 다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를 들어 진화의 의문점에 대한 다윈의 최종 생각과 그것에 반대해서 형성되어온 강력한 반론 등을 모
두 망라했다.
사육및재배에서생기는변이｜자연상태에서일어나는변이｜생존경쟁｜자연선택혹은최적자생존｜변이의법칙｜이학설의난
점｜자연선택이론에대해잡다한반론｜본능｜잡종성｜지질학적기록의불완전성에관하여｜생물의지질학적천이에관하여｜지
리적분포(1)｜지리적분포(2)｜생물상호간의유연관계：형태학, 발생학, 흔적기관｜결론｜용어풀이
46배판 양장본 364쪽 값 25,000원

숲속의 동물신문
비타리 바렌치노비치 비앙키 지음｜김재후 옮김
이 책은 평생 러시아의 숲에 얽힌 이야기를 써낸 유수한 동물작가 비타리 바렌치노비치 비앙키의 대표작이다.
러시아의 레닌그라드에서 편집, 발간된 이 숲속의 동물신문 은 레닌그라드 지역뿐만 아니라 러시아 북극의 매
서운 추위 속에서 살아가는 동물에서부터 남쪽 끝의 찬란한 태양 아래의 동물 생태까지를 청소년 사냥꾼 학
자 숲지기 등 여러 지역의 사람들을 숲속의 특파원으로 하여 신문 형식으로 생생히 기록하였다.
눈뜨는달｜철새가고향으로돌아가는달｜노래와춤의달｜둥지의달｜새끼새의달｜동아리의달｜철새가고향에이별인사를하
는달｜곳간에꽉차는달｜겨울손님의달｜하얀길의달｜괴로운굶주림의달｜봄까지참고견디는달
46배판 양장본 227쪽 값 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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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브로
데 크레센초의 철학카페
청년 박정희
츠바이크 전기소설선
차페크 철학소설 3부작
실버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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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크레센초의 철학카페
이탈리아 나폴리 출신의 철학자 아닌 철학자, 루치아노 데 크레센초!
엔지니어 작가 영화감독 영화배우 연극연출가 등 다양한 인생경력만큼이나 그의 글쓰기는 독특하다.
데 크레센초의 철학 이야기는 카페에서 잡담을 나누듯 개인적인 경험과 유머와 허구와 전문적인 지식을 거리낌없이
드나드는 가운데 불현듯 보석 같은 귀중한 깨달음을 얻게 한다. 그의 소재는 고대 문명의 신화나 철학, 영웅,
사랑, 모험, 더 나아가 우주 등 자연과학으로까지 확장된다.
철학의 왕국 독일에서만도 95주 이상 베스트셀러 랭킹 1위에 오른 그의 기발한 작품을 만난다.

판타 레이
만물은 흐른다

김홍래 옮김
그리스 철학에 특별한 흥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헤라클레이토스는 우리가 각별히 관심을 기울일 만
한 철학자는 아니다. 현재뿐만 아니라 그가 살았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던 모양이어서 그는 변변한 책 한 권
남기지 못했고 동시대 다른 철학자들의 푸대접과 혹평만 전해지고 있다. 스코티노스 (어두운 사람)라는 별명과
함께. 판타 레이 의 저자가 헤라클레이토스에 흥미를 갖게 된 까닭도 아마 그런 연유가 아닐까.
이 책의 저자 루치아노 데 크레센초는 다른 서적들에 실려 전해진 헤라클레이토스의 격언 129개를 이리저리
재단하고 봉합하여 한 권의 책을 만들어냈는데, 실로 감탄할 만한 재주가 아닐 수 없다. 저자가 워낙 꼼꼼하게
정리해놓았기 때문에 이 책 한 권이면 헤라클레이토스의 사상에 관해서는 거의 전부를 섭렵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위기철｜소설가)
물거품｜매음굴｜꿈｜헤라클레이토스의 회고록｜판타 레이｜로고스｜폴리스｜에로스｜어리석음｜천계론｜앎｜헤라클레이토스
어록
신국판 반양장 296쪽 값 7,000원

춤추는 여신들
사랑과 전쟁의 트로이아 신화

김홍래 옮김
세계 뭇 남성들이 가슴에 품은 사랑의 여인 헬레네! 헤라도, 아테나도, 아프로디테도 감당할 수 없었던 관능의
여인 헬레네! 열정과 후회를 넘나드는 신비의 여인 헬레네를 찾아 우리는 저 환상의 세계로 들어간다. 사랑과
욕망에 몸부림치고, 은빛 화살이 공중을 가르고, 핏빛 칼날이 전장의 햇살에 부딪히면 여신들의 음모는 내밀히
싹트고 바닷바람내 나는 저 근육질의 사나이들은 성큼성큼 전장으로 출정한다. 아가멤논, 메넬라오스, 아킬레우
스, 파트로클로스, 오디세우스, 헥토르⋯⋯. 마침내 목마가 트로이아에 입성하고, 트로이아는 화염에 불타오르는
데⋯⋯. 여기 입심좋은 이야기꾼 데 크레센초가 있어 트로이아의 전장 속을 소용돌이치는 저 격정과 흥분의 노
래에 휘감긴다.
프롤로그｜일리오스를 향해 배를 띄우다｜카수스 벨리-전쟁의 원인｜가장 아름다운 여인에게｜테르시테스｜메넬라오스와 파리스
의대결｜신들의응원｜신탁｜독살자에바니오스｜멧돼지의송곳니｜두개의샘｜폴릭세네｜아킬레우스의포효｜헥토르의죽음｜
아마조네스의여인들｜아킬레우스의뒤꿈치｜트로이아의목마｜에필로그｜신화읽기를돕는작은사전
신국판 반양장 4 18쪽 값 10,000원

한길사 도서목록

327

그리스 철학사(전2권)
김홍래 옮김
①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들
② 소크라테스와 그 이후의 철학자들
암호문 같은 말잔치들로 가득 찬 어르신들의 철학책은 정말 지루하기 짝이 없다. 항상 지니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 언제고 꺼내볼 수 있는 철학책은 없는가. 물론 있을 수 있다. 철학자들과 특별한 우정을 지닌 루치아노 데
크레센초가 우리에게 철학의 역사를 들려준다면 말이다. 일찍이 전례없는 성공을 거둔 작품이요, 지금껏 이런
비슷한 작품이 세상에 나온 적이 없었던 그리스 철학사 는 물의 사나이 탈레스, 콩을 먹지 않은 피타고라스,
어두운 사람 헤라클레이토스, 이상한 사나이 제논 등으로부터 시작하여 소크라테스와 그 이후의 철학자들인 동
굴의 현자 플라톤, 정원의 현자 에피쿠로스 등 그리스의 내로라 하는 철학자들이 총출동한다. 철학이라면 치를
떠는 기억을 가진 사람이든, 요령껏 철학을 피해온 사람이든 장난기 진득한 나폴리의 작가 데 크레센초가 얼굴
가득한 미소로 우리를 유혹하는 한 그의 유혹을 벗어날 수 없다.
제1권：나의 친구 살바토레에게｜칠현인｜밀레토스｜탈레스｜아낙시만드로스｜아낙시메네스｜페피노 루소｜슈퍼스타 피타고라
스｜어두운 사람 헤라클레이토스｜토니노 카포네｜엘레아｜크세노파네스｜파르메니데스｜제논｜멜리소스｜아그리젠토｜엠페도
클레스｜젠나로벨라비스타
제2권：기원전 5세기의 아테네｜아낙사고라스｜레우키포스｜데모크리토스｜소피스트｜프로타고라스｜레온티노이의 고르기아스
｜변호사타누치｜소크라테스｜소크라테스의제자들｜쉬쇼모란테｜플라톤｜알폰소카로테누토｜아리스토텔레스｜살바토레팔룸
보｜에피쿠로스｜스토아학파｜회의주의자들｜리카르도콜렐라선생｜신플라톤주의자들｜레나토카초폴리
신국판 반양장 각권 300쪽 내외 각권 값 8,000원

실록소설

청년 박정희

제1권 입지(立志)
제2권 야망(野望)
제3권 권모(權謀)

정영진 지음
박정희! 그의 청년 시절은 특출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특이했던 것은 사실이다. 평균치 이상의 두뇌, 남다
른 과묵, 두둑한 담력, 나름대로의 꿍심⋯⋯. 그러나 이런 기질의 사람들이 곧잘 갖는 호전성과 도전의지가 그
의 청년기를 강하게 지배한다. 다소 과장되고 몽상적이기조차 한 이런 박정희 특유의 기질은 집안의 찌든 가난
과 단신에서 오는 신체적 열등감, 식민지 청년의 비애에서 빚어진 복합적 심리의 소산이었다. 박정희, 그는 줄
기차게 권력에의 의지를 길러왔고, 권력의 정점에 섬으로써 모든 열패감은 극복된다고 믿었다. 그리고 이를 실
제 행동으로 옮겼다. 의도적으로 박정희를 폄하하는 것 못지않게, 터무니없이 미화하거나 우상화하는 것이야말
로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이다. 저자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밝고 어두운 면을 가리지 않고 일관되게 객
관적이며 가치중립적인 시선으로 그와 그의 시대, 그리고 바로 우리의 시대를 재조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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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바이크 전기소설선
20세기 최고의 전기작가 슈테판 츠바이크. 그의 전기는 인물의 성격에 대한 치밀한 성격 묘사, 역사적 현장을
긴박감 있게 부활시키는 소설적 전개, 작품 전체를 꿰뚫는 시종여일한 주제의식 등으로 독자를 긴장과 감동의
도가니로 몰아간다.

어느 정치적 인간의 초상
강희영 옮김
프랑스 혁명기의 한복판에서 철저한 균형감각으로 정변의 냄새를 감지하는 권력의 제2인자, 조제프 푸셰! 잿빛
의 수도원 담벽 너머로 혁명을 꿈꾸며 권력의 배후를 캐내는 비밀정보조직의 천재로 모든 당파를 이끌며 격랑
의 세계적 전환기를 헤치고 끝까지 살아남은 세기적 모사가 조제프 푸셰의 일대기를 심리소설의 대가 슈테판
츠바이크가 완벽하게 복원하였다. 로베스피에르와 나폴레옹 등 프랑스 혁명기의 거두들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
지했던 또 다른 권력가의 세계가 드라마틱하게 전개된다.
어둠의서막｜조제프푸셰, 진출하다｜리옹의 학살자｜로베스피에르와의결전｜회색의망명객｜황제와신하｜권력투쟁｜무의식의
간주곡｜백일천하｜실각과종언
신국판 반양장 348쪽 값 9,000원

인간 발자크
이온화 옮김
슈테판 츠바이크는 작가의 인생을 살기 시작하던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30여 년 동안 줄곧 발자크의 인생을,
가장 위대한 문학일꾼의 환상적이고 불합리한 인생을 글로 써내고자 노력했다. 귀족병에 걸려 자신의 운명조차
제대로 가늠할 수 없었지만 2,3천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 인간희극 을 남긴 세계문학사의 거장 발자크의 생애
가 츠바이크 특유의 글쓰기 방식으로 전개된다. 19세기 프랑스 서사문학의 대가 발자크의 삶을 통해 문학과 문
학의 언저리, 그리고 문학적 상상력의 공간과 현실과의 괴리 타협이 생생하게 느껴진다.
청년기와첫출발｜작가탄생｜인생소설｜영광과좌절｜ 인간희극 의작가｜완성그리고종말
신국판 반양장 536쪽 값 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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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페크 철학소설 3 부작
공상과학소설 R.U.R 을 통해 로봇이라는 단어를 회자시킨 소설가로 더욱 유명한 체코의 국민작가 카렐 차페크.
20세기 초 정치적 사상적 격동의 장에서 구축된 그의 작품세계는 정통적인 사실주의에 입각하면서도
환상적 공상적 요소와 탐정소설의 추리기법이 두드러진다. 쿤데라 문학의 스승이기도 했던 그의 철학소설 3부작은
세계문학사상 가장 성공적이고 완벽한 시도로 평가받는다.

1

호르두발
권재일 옮김
이 철학소설 3부작은 작가의 초기 상대주의 철학에서 후기 절대주의 철학으로의 이행을 예고하며 동시에 헤겔
의 정 반 합 변증법에 바탕을 두고 있다. 첫 소설인 호르두발 은 차페크 초기의 상대주의 철학을 잘 대변해
준다. 제1권에서는 주인공인 호르두발 자신이, 제2권에서는 두 명의 형사가, 그리고 제3권에서는 재판부가 각기
다른 입장과 다른 관점에서 호르두발의 진실에 대한 탐구를 시도하지만 아무도 호르두발에 대한 절대적인 진실
의 규명에는 성공하지 못한다. 여기에서 주인공인 호르두발의 정체성에 대한 진실은 없다는 테제가 정립된다.
국판 양장본 320쪽 값 9,000원

2

유성
김규진 옮김
비행기 추락과 함께 운명을 같이한, 단지 죽음만을 남겨놓고 있는 의식 불명의 한 조종사의 삶을 간호사인 수
녀는 꿈을 통해서, 천리안의 예언자는 판타지를 통해서, 작가는 예술적인 영감을 통해서 재구성을 시도한다는
이야기로서 주인공의 진실에 대한 안티테제를 제공한다. 호르두발 에서 제시된, 어느 누구도 주인공의 진실에
접근할 수 없다는 명제가 유성 에서는 아무라도 주인공의 진실에 접근할 수 있다는 반명제에 의해 도전을 받
게 되는 것이다.
국판 양장본 304쪽 값 9,000원

3

평범한 인생
송순섭 옮김
첫번째 소설의 명제와 두번째 소설의 반명제에 대응해 발전된 합명제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세번째 소설인
평범한 인생 이다. 따라서 이 소설은 주인공이 다른 인물들의 조명을 거치지 아니하고 주인공 자신의 내면 속
에 들어 있는 자신의 여러 모습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진실을 확보하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주인공인
은퇴한 한 평범한 철도 공무원은 자신의 삶을 회고해보는 과정에서 현재(顯在)하는 자신 외에도 묻혀 있거나 잠
재하는 자신이 있고, 또한 평범한 철도 공무원의 이면에는 출세주의자, 시인, 현학자, 낭만주의자 등의 여러 자
신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리하여 인간은 자신 속에 들어 있는 여러 자신들을 통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도 알 수 있다는 합명제가 도출되는 것이고, 또한 이와 같은 타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차페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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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북스
현대사회는 더욱 고령화 사회로 달리고 있다. 인생 60의 시대에서 인생 80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노인의 문제는 아직도 우리 사회의 소외 개념이며 주변부 문화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어야 할 생로병사의 굴레. 이제 노후의 문제는 단순히 경로효친사상을 뛰어넘어 우리
현대인의 자화상이다. 더욱 자신 있는 적극적인 삶, 독립 자존의 라이프 디자인!
실버북스는 바로 이러한 제2의 인생을 창조하는 삶의 연출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름다운 노후 자신있는 성(性)
미야우치 히로이치 지음｜오정환 옮김
일본의 사회복지 법인 일등원(一燈園)이라는 노인홈을 경영하고 있는 저자는 왕성한 호기심과 섹스에 대한 끝없
는 환상만이 사람을 아름답게 늙게 하는 강렬한 에너지라며 노인의 성 문제를 아주 당당하고 설득력 있게 제시
한다. 본인 스스로 노인으로서, 그가 내미는 사적 고백과 노인홈의 경영을 통해 얻은 생생한 사례들이 여느 제
도적 시각과 다르게 노인의 질병, 치매, 소외와 고독, 경제적 자립 등 노인 문제 전반을 폭넓게 이해시키고 있
으며 그가 제시하는 노후의 라이프 스타일과 거기서 암시되는 인생의 메시지는 감동적이기까지 하다. 실버 세대
는 물론 이제 막 늙음에 발을 들여놓는 중장년이 읽으면 더욱 좋을 책이다.
늙으면 섹스를상실하는가｜노인의 성과 프라이버시｜성생활은없어도사랑은할수있다｜남녀의성은이렇게싹튼다｜성의죽음
과생명의죽음｜치매는색정을노출하는가｜인간의세가지죽는모습｜남자와여자, 그죽음의차이｜죽음의의미, 삶의가치｜60
세 부부가 사는 법｜제3의 부부인생｜노인홈의 선택｜복지서비스의역할｜노년기를의지할친구를만들자｜내일이없는사람들｜
잘사는것이잘죽는것이다｜유언은인생의결산서｜죽어가는자의선물
신국판 반양장 220쪽 값 7,000원

웃으며 죽을 수 있는가(근간)
미야우치 히로이치 지음｜오정환 옮김

인생은 60부터 빛난다(근간)
미야우치 히로이치 지음｜오정환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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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아트
한길아트 뮤지엄
위대한 예술가 평전
한길아트의 단행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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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GIL ART MUSEUM

미술과 건축, 디자인과 사진, 영화와 연극 등 예술 전 분야에 걸쳐 국내외의 다양한 연구성과를 집대성하게 될
한길아트 뮤지엄 시리즈는 예술출판의 새로운 차원을 보여줄 것이다.
박물관에 인류문명의 찬란한 문화유산이 보존되어 있듯 한길아트 뮤지엄은 책 한 권 한 권에 장인정신이 깃들인
고품격의 예술서를 기획하여 진정한 예술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시대를 씨줄로 주제를 날줄로 하여 예술을 감상하는 데 종합적인 심미안을 제공하고자 한다.

1

한국미술의 자생성
한국미술의 자생성 간행위원회 엮음
한국미술의 자생성 이라는 다소 낯선 화두를 들고 미술사, 미술평론, 건축, 역사 등 한국미술 관련 분야 연구자
22인이 쓴 논문이 한 자리에 모였다. 한국미술을 연구하는 일이라면 어떤 분야의 어떤 주제든 한국미술 고유의
아름다움을 밝히는 작업이 아닐 리 없을 것이다. 하지만 특별히 한국미술 고유의 힘과 아름다움, 바꿔 말해 한
국미술의 독자성 혹은 자생성을 쟁점으로 하여 고대부터 현대까지를 포괄하는 논문집을 묶어낸다는 것은 그 작
업이 어려웠던 만큼 의미도 남다르다. 특히 1990년대 들어서면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한국미술의 정체성
논쟁을 집대성함으로써 전지구화를 향해 치닫고 있는 시대사적 흐름 속에서 우리 미술의 지향점은 무엇인지 성
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
용 : 고고학과 신화상으로 본 상징(최몽룡)｜한국 선사암각화의 한국적 형상성의 성립(임세권)｜고구려 고분벽화의 문화사적 위치
(전호태)｜한국불교조각의자생성론을위한소고(이주형)｜고려불화의독자성(정우택)｜조선전기불화의전통성과자생성(김정희)
｜조선 후기의 회화창작론(홍선표)｜조선 후기 진경풍속의자생적지평(강관식)｜통도사건축의조영사와교리적해석(김봉렬)｜전
통조경공간에 내재하는 중심성(홍광표)｜조선백자의 성립과 변천(윤용이)｜조선 후기 마을공동체 문화와 민속미술(주강현)｜우리
근대미술과 정체성의문제(윤범모)｜근대기 미술론및초기유화수용과정을통해서본민족주의의논의(정형민)｜조선미술론의형
성과성장과정(최열)｜근대기서, 사군자관의변모(김현숙)｜김관호의 해질녘 연구(김희대)｜70년대한국물성파회화와단색평면
주의(김복영)｜한국미술에있어서무작위적미감의사상적근원(최병식)｜한국미술의비교미학적고찰(서성록)｜과학기술시대예술
의정체성(이용우)｜전지구화의이념과21세기한국미술(최태만)
46배판 양장본 688쪽 값 40,000원

한국근대미술사연구(근간)
윤범모 지음

한국의 풍속화(근간)
정병모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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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예술가 평전
예술은 시대와 역사를 반영한다. 예술가는 그러한 시대와 역사를 자신의 화폭과 건축물, 필름에 담아내어 후세의
사람들로 하여금 역사를 예술적 차원에서 읽을 수 있도록 해준다.
위대한 예술가 평전은 불멸의 작품을 남긴 거장들의 예술혼과 시대정신을 만나는 고급한 책읽기를 제공한다.
예술가의 생애와 작품활동은 물론 당대의 예술사조와 역사적 배경까지 치밀하게 복원된 텍스트와의 만남은 또
하나의 매혹적인 예술체험이 될 것이다.

1

레오나르도 다 빈치
세르주 브람리 지음｜염명순 옮김
작가 세르주 브람리는 이 책을 통해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시대와 생애와 작품을 다 빈치의 그 어떤 다른 전기
들보다도 훨씬 상세하고 선명하게 보여주면서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문화와 풍속, 정치를 아울러 다루고 있
다. 브람리는 다 빈치의 삶을 당대의 문화, 정치, 사회 상황에 놓고 그 시대의 눈과 오늘 우리의 눈으로 분석하
고 조명한다. 우리는 다 빈치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불멸의 천재가 아닌, 끊임없는 노력과 당대의 문화
업적을 기반으로 새로움을 창조한 탁월한 화가이자 학자라는 사실을 이 책에서 확인하게 된다. 또한 자신의 결
함과 자기 모순에 괴로워하고 두려움과 욕망에 떠는 평범한 한 인간으로서의 다 빈치를 만날 수 있다. 브람리
는 다 빈치에게 씌어진 신비와 천재의 신화를 벗기는 작업을 이 책의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저자가 5년 동안
다 빈치에 관한 수많은 자료를 섭렵한 끝에 완성해낸 이 책은 프랑스 최고 권위의 바사리상을 수상, 그 명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거울의 원｜사랑의 아이처럼 사랑스러운｜미술의 본향｜두려움과욕망｜나는절망한다｜펜과칼｜생각은희망을향해｜완벽한 인
간｜영광과파란｜잘보낸하루처럼｜발자취
신국판 양장본 764쪽 값 25,000원

미켈란젤로(근간)
로제마리 슈더 지음｜전영애 외 옮김

고갱(근간)
데이비드 스위트먼 지음｜차미례 옮김

고흐(근간)
데이비드 스위트먼 지음｜이종욱 옮김

채플린(근간)
데이비드 로빈슨 지음｜한기찬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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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아트의 단행본들
한길아트 단행본들의 기획의도는 예술영역의 확대에 있다. 기존의 미술과 건축, 디자인, 영화, 연극뿐만 아니라
앤티크, 패션 등 다양한 방면의 책을 소개하여 종합적인 예술세계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생활 속에
살아 숨쉬는 예술의 향기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앤티크 문화예술기행
김재규 지음
이 책은 우리에게 다소 생소하며 그릇되게 인식되어온 앤티크 에 대한 자상한 안내서이다. 유럽에서 앤티크 딜
러로 오랫동안 활동해오면서 유럽문화의 또 다른 진수를 맛본 저자가 앤티크 속에 담겨 있는 환상적이면서도
실용적인 면을 자세히 소개, 앤티크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의미의 역사와 문화, 정신이 고스란히 담
겨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소더비, 크리스티 등 우리에게도 익숙한 앤티크 관련 경매장이 유럽 앤티크 문화의 전부인 것처럼 오해되기 쉽
지만, 사실 진정한 앤티크 문화는 유럽 곳곳에 산재해 있는, 마을마을마다 있는 벼룩시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더군다나 아르누보(art nouveau)니 아르데코(art deco)와 같이 우리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들도 앤
티크라고 한다면, 앤티크의 문화는 일부 호사가나 재력가의 취미는 아님에 틀림없다. 이 책은 그러한 의미에서
앤티크와 골동품에 대한 기존의 사고방식을 수정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아울러 유럽의 문화를 앤티크로 읽을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
앤티크란 무엇인가｜앤티크와 예술｜앤티크와 문화｜앤티크 여행｜앤티크 시장의 메커니즘｜앤티크의 투자 시스템｜앤티크 드릴
링｜앤티크문화의한국적재조명
신국판 반양장 404쪽 값 18,000원

조희룡 전집(근간)
조희룡 지음｜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옮김
① 석우망년록(石友忘年錄)
② 화구암난묵(畵鷗難顎墨)
③ 한와헌제화잡존(漢瓦軒題畵雜存)
④ 우해악암고(又海岳庵稿) 외
⑤ 수경재해외적독(水鏡齋海外赤牘) 외
⑥ 호산외기(壺山外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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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선정도서
단재상
한길사는 1986년 단재 신채호 선생의 서거 50주년을 맞아 선생의 역사의식과 민족정신을 오늘에 되살리기 위
해 단재상을 제정하였다. 단재상운영위원회는 1986~ 1996년까지 학술부문에 이우성(전 성균관대 교수 한국학),
변형윤(전 서울대 교수 경제학), 강만길(전 고려대 교수 한국사), 문학부문에 이선영(전 연세대 교수 국문학),
고은(시인), 최일남(소설가) 선생으로 구성되었으며, 1997년부터는 학술부문에 이영희(한양대 명예교수 신문방
송학), 이만열(숙명여대 교수 한국사), 김진균(서울대 교수 사회학), 문학부문에 고은(시인), 최일남(소설가), 임
헌영(문학평론가) 선생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다.

제1회(1986)

김태영

경희대 교수 한국사

조선전기토지제도사연구 (지식산업사)
제2회(1987)

박현채

전 조선대 교수 경제학

한국 경제구조론 (일월서각) 민족경제론 (한길사)
제3회(1988)

이오덕

아동문학가

시정신과 유희정신 (창작과비평사)
삶과 믿음의 교실 (한길사)
제4회(1989)

김진균

서울대 교수 사회학

사회과학과 민족현실 (한길사)
제5회(1991)

최장집

학술｜

고려대 교수 정치학

한국현대정치의 구조와 변화 (까치)

조정래

문학｜

소설가

태백산맥 (한길사)
제6회(1992)

이만열

학술｜

숙명여대 교수 한국사

단재 신채호의 역사학 연구 (문학과 지성사)

김남주

문학｜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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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좋은 세상에 (한길사)
사상의 거처 (창작과비평사)
제7회(1993)

윤정모

소설가

들 (창작과비평사)
제8회(1994)

이균영

학술｜

전 동덕여대 교수 한국사

신간회연구 (역사비평사)

신경림

문학｜

시인

쓰러진 자의 꿈 (창작과비평사)
제9회(1995)

이영희

한양대 명예교수 신문방송학

새는 좌 우의 날개로 난다 (두레)
제10회(1996)

노동은

학술｜

목원대 교수 음악학

한국근대음악사 I (한길사)

염무웅

문학｜

영남대 교수 독문학

혼돈의 시대에 구상하는 문학의 논리 (창작과비평사)
제11회(1997)

최명희

소설가

혼불 (한길사)
제12회(1998)

이삼성

학술｜

가톨릭대 교수 정치학

20세기의 문명과 야만 (한길사)

임철우

문학｜

소설가

봄날 (문학과 지성사)
제13회(1999)

강만길

전 고려대 교수 한국사

분단시대의 역사인식 (창작과비평사)
한국민족운동사론 (한길사)
한국근대사

한국현대사 (창작과비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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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책 선정 도서

오늘의 책 선정 위원회가 국내에서 간행된 각종 도서들 가운데 좋은 책으로 추천하는 오늘의 책 은 우리 문화
의 창조적 작업이 어떤 지향과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정신적 사회적 발전의 지
표를 제시해왔다.
오늘의 책 선정작업은 1983년부터 1987년까지 총 18차에 걸쳐 이루어졌다.

제1차

노스트로모 조셉 콘라드 지음｜나영균 옮김
국토와 민중 박태순 지음
제2차

제3세계의 도시화와 빈곤 이효재 허석렬 엮음
교육과 민중문화 김인희 지음
커뮤니케이션과 이데올로기 이상희 엮음
제3차

민중신학의 탐구 서남동 지음
예술의 사회학 아놀드 하우저 지음｜최성만
자본의 시대 E. J . 홉스봄 지음｜정도영 옮김

이병진 옮김

제4차

한국현대인물사론

송건호 지음

제5차

혁명의 시대 E. J . 홉스봄 지음｜박현채 차명수 옮김
현대의 과학기술과 인간해방 조홍섭 편역
제6차

삶의 정치사상 임효선 지음
한국자본주의와 민족운동 박현채 지음
혁명의 사회이론 김진균 정근식 엮음
분단을 넘어서 이영희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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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오늘의 중국대륙

유세희 엮음

제8차

개화기의 윤치호연구 유영렬 지음
일본근대사 강동진 지음
한국의 근대사상 강재언 지음
제9차

일본인과 한국인의 의식구조

김용운 지음

제10차

민요기행 1 신경림 지음
분단시대의 사회학 이효재 지음
한옥의 미학 신영훈 지음
제11차

봉건사회 1 2 마르크 블로크 지음｜한정숙 옮김
주은래 딕 윌슨 지음｜한영탁 옮김
제12차

민족통일과 기독교

박순경 지음

제13차

세계적 규모의 자본축척 1 2
중국사회사상사 송영배 지음

사미르 아민 지음｜김대환 윤진호 옮김

제14차

이광수와 그의 시대 1 2 3
니체와 현대철학 강대석 지음
제15차

조선전기농업경제사

이호철 지음

김윤식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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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역사기행 1 고은 외 지음
태백산맥 조정래 지음
제16차

한국의 사회경제사 김태영 외 지음
우리시대 민족운동의 과제 장을병 지음
스스로 말하게 하라 허병섭 지음
제17차

한국민중의 사회전기

김용복 지음

제18차

민족건축론 김홍식 지음
토지문제와 지대이론

김준보 지음

올해의 책 선정 도서
제1회

민요기행

신경림 지음

제2회

한길역사기행

글 최영준 외｜사진 황헌만 김근원

한국번역대상 수상
제1회

로마인 이야기

시오노 나나미 지음｜김석희 옮김

대한민국문학상 수상
1992년

여자의 강
창남상 수상
제4회

현길언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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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사회경제사

이영훈 지음

한국출판문화상(현 백상출판문화상)

한국일보사가 출판계의 한 해를 결산하면서 좋은 책과 훌륭한 저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그 동안 우리나라 출
판문화의 발전을 이끌어왔다.

제26회 저작상

분단시대의 사회학

이효재 지음

제27회 제작상

오늘의 사상신서

10 1권

제28회 제작상

한국사회연구(전5권)

송건호 외 지음

제30회 제작상

우리말 갈래사전

박용수 엮음

제32회 출판상

백두산의 꽃

이영노 엮음

제33회 출판상

한국의 민가

김홍식 지음

제34회 출판상

민족생활어사전

이훈종 지음

제36회 출판상

한국고전의 발견
제38회 저작상

이우성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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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의 문명과 야만

이삼성 지음

제38회 출판상

레오나르도 다 빈치

S. 브람리 지음 염명순 옮김

한국문학상 수상
제12회

이광수와 그의 시대 1 2 3
제13회

한국현대문학사상사

임헌영 지음

심산상 수상
제1회

한국현대인물사론

송건호 지음

제3회

한국민족운동사론

강만길 지음

하승학술상 수상
제3회

조선전기농업경제사

이호철 지음

제5회

조선후기사회경제사
세종문화상 수상
제16회(1997)

혼불

최명희 지음

호암상 수상
제10회(1998, 예술부문)

혼불

최명희 지음

여성동아 대상 수상

이영훈 지음

김윤식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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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1998)

혼불

최명희 지음

자유경제출판문화상 대상 수상
제11회

자유주의 사회경제 사상

이근식 지음

출판저널 선정 올해의 책
2000년

신자유주의의 빛과 그림자

이성형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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