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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시대의 문화인류학

제2판

Cultural Anthropology in a Globalizing World, 2/e
인류학과 일상적인 삶 사이에서 연관성을 발견할 수 있는 통찰력 제공
이 책은 세계화의 과정에서 필수적인 문화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또한 다양한 문화를
배움으로써 문화적으로 의식 있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책은 세계 여러 문화에
Barbara Miller 지음ㅣ

대한 풍부하고 흥미로운 정보들을 제공하고 비판적인 사고력과 사색적인 학습을 고취시킨다. 총 5부 13
개 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존의 인류학 사례들과 용어 정의, 질문 및 글상자들과 더불어 제2판에서

홍석준, 박준규, 박충환,
이창호 옮김ㅣ

는 새로운 글상자와 사진, 최신 지도들이 추가되었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자신의 문화를 돌아보며

2013년 6월 발행ㅣ

인류학과 일상적인 삶 사이에서 연관성을 발견할 수 있는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세계의

판형 국배변형판ㅣ
ISBN 9788968660801ㅣ
376면ㅣ값 27,000원

다양한 사람들과 문화에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의 구성
● 제1부 문화인류학 입문

제7장 사회집단과 사회계층

제1장 인류학, 문화에 관한 연구

제8장 정치체계와 법체계
● 제4부 상징체계

제2장 문화연구의 방법
● 제2부 문화적 토대

제9장 커뮤니케이션

제3장 경제체계

제10장 종교

제4장 재생산과 인간 발달

제11장 표현문화

제5장 질환, 질병 그리고 치료
● 제3부 사회조직

● 제5부 오늘날의 문화변동
제12장 이동하는 사람들

제6장 친족관계와 가족생활

제13장 개발을 정의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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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종교 산책 Think World Religions
각 종교의 사회적·문화적·정치적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고찰
이 책은 이런저런 사실을 외우게 하기보다는 개념을 이해하고 비판적인 성찰을 하도록 돕는 데에
중점을 두었고, 이를 통해 일련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각 종교가 내놓는 견해들을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 네 가지 공통된 질문을 각 종교에 던진다.
Roy R. Robson 지음ㅣ
윤원철, 유요한 옮김ㅣ
2013년 3월 발행 ㅣ
판형 국배변형판ㅣ

● “신은 있는가?”
● “인간의 의미는 무엇인가?”
● “인간은 성스러움과 어떻게 소통하는가?”
● “성스러운 공동체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ISBN 9788997927852ㅣ

이런 공통된 사안에 대한 각 종교의 견해를 비교·대조하고 분석하면서 독자들은 나름의 비판적인

352면ㅣ값 22,000원

사유를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서는 이 네 가지 공통 질문을 멍석으로 삼아 각 종교의 사회
적·문화적·정치적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 질문들을 중심 주제로 삼음으로써 다
양한 신앙 사이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들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분석 능력을
기르는 한편, 교실에서 토론에 참여하고 아울러 자기 나름의 탐구주제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도
록 체제를 구성하였다.
이 책의 구성
제1장 종교를 생각한다

제9장 유대교: 하느님을 선택하는 선택된 민족

제2장 종교를 말한다

제10장 유대교: 이스라엘과 디아스포라

제3장 힌두교: 영원한 원리

제11장 기독교: 하느님이자 인간인 메시아

제4장 힌두교: 영원한 원리와 삶

제12장 기독교: 영적인 친교와 공동체

제5장 불교: 깨달음의 길

제13장 이슬람교: 순종과 신앙

제6장 불교: 세상을 깨우치기

제14장 이슬람교: 기둥들과 움마 공동체

제7장 동아시아 종교: 영원한 도

제15장 토착종교: 우리 주변에 있는 성스러운 세계

제8장 동아시아 종교: 우주의 조화

제16장 신종교들: 성스러움을 향한 탐색

강의용 견본이 필요하신 교수님은 본사 홈페이지에서 <견본신청>을 하십시오.

서양 철학 산책
고대 그리스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이야기로 읽는 서양 철학의 역사

철학의 역사를 시작으로 당대의 철학적 문제들을 모두 훑어본다!
“철학이란 행복한 생활에 도달하려는 노력이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쿠로스의 말이다.
이 책은 흥미진진한 일화와 매혹적인 세부 묘사를 한 가득 풀어 놓아 서양사에서 가장 중요한 철학
자들을 마주보게 해준다. 또한 학술용어를 탈피해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쓰여, 철학의 가장 심오한
제레미 스탠그룸, 제임스 가비
지음ㅣ
이정아 옮김ㅣ
2015년 6월 발행ㅣ
판형 국배변형판ㅣ
ISBN 9788984456976ㅣ

신비와 가장 중요한 발견들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얻길 원하는 이들에게 아주 이상적인 입문서가 될
것이다.
이 책의 구성
1

철학의 시작
그리스인들의 기적

418면ㅣ값 25,000원
시그마북스 출간

2

옳고 그름
6 현재의 관심사

최초의 철학자들

허무주의와 실존주의

지혜에 대한 사랑

대륙 철학

목적

분석

그리스인과 로마인

정신과 물질

키니코스학파, 스토아학파, 그리고 회의학파

후기: 미래

원자론자와 에피쿠로스학파
3 종교
신앙과 이성
스콜라학파
4 앎
르네상스와 계몽주의
이성
경험
5 근대의 문제
정치
관념론

도서구입은 본사영업부나 교보문고, 영문문고, 온라인서점(YES 24, 알라딘, 인터파크), 전국 각 대학 구내서점으로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아트폼스

제11판

Prebles' Artforms, 11/e

사람이 만든 예술, 사람을 만드는 예술
세상의 모든 예술에 쉽게 다가가기 위한 지침서
이 책은 예술을 공부하는 대학생이나 초등교육기관과 중등교육기관에서 예술을 가르치는 선생
님, 그리고 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에게 풍부하고 구체적인 자료와 통찰력을 제공해주
Patrick Frank 지음ㅣ

는 길잡이이다. 기초적인 예술 이론부터 다양한 장르, 미술사, 예술의 창작에 관한 것들을 폭넓게

장 원(대표 역자), 김보라, 노운영,
손부경, 양정화, 이미사, 전혜정,
조성지, 허나영, 홍지석 옮김ㅣ

때로는 깊이 있게 다루며, 인류의 삶에 끼치는 예술의 긴밀한 영향까지 독자들이 실감할 수 있도
록 도와준다. 최근 11번째 개정판을 번역한 이 책은 현대미술의 최근 현상들과 글로벌한 예술가

2016년 3월 발행ㅣ

들의 최신 정보를 강의실 안으로 생생하게 전달해준다. 이 책은 1972년에 듀에인 프레블과 새러

판형 국배변형판ㅣ

프레블에 의해 처음 출판된 이래로, 실제 작품을 보는 것과 같이 생생한 이미지를 제공하면서 시

ISBN 9788968666902ㅣ

각 경험을 통해 미술을 소개해 왔다. 현재까지 수십만 명에 이르는 학생이 이 책을 통해 미술사,

536면ㅣ값 28,000원

예술 이론, 현장에서의 예술 창작 등을 접하면서 삶 속에서 예술을 더욱 가까이 향유하고 있다.

“이 책의 풍부한 내용은 저자의 풍부한 지식과 열정을 독자들에게 전달한다.”
－마샤 앤더슨, 노스레이크칼리지

“‘예술을 형성하기’와‘ 예술은 우리를 형성한다’와 같이 특별한 섹션은
미술의 문외한들조차 자신의 삶이 예술과 깊이 관련되어 있으며
그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인 핵심적 장치이다.”
－폴 베네로, 타란트카운티칼리지

“이 11번째 개정판은 21세기의 교사와 학생이 새로이 필요로 하는 것을
더욱 효과적으로 충족시켜준다.”
－티모시 존스, 오클라호마대학교

자신의 작품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경험을 넓힐 수 있는
신선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

예술을 형성하기
로마레 비어든(1911~1988) : 재즈와 기억

예술과 리얼리티

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는 아일랜

예술가는 물질계에서 직접 본 세계를 묘
사할 수도 있고 그 외형을 변형시켜
표현할 수도 있으며 혹은 자연적이
거나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진 세계
용해서 작품으로 나타낼 수도 있을 것

(representational), 추상적(abstract), 비재현적
(nonrepresentational)이란 용어들은 예술가가
물질적 외부 세계와 갖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다.

을 때 그가 이젤 위에 올려둔 스케

1.4

예술의 목적과 기능

재현적 예술은 사물의 외형을 묘사한다. [인
1.8

<리타블로>, 1915. 금속 위에 그림. 9″
×11″
.
Fowler Museum at UCLA. Photograph by Don Cole.

시각적 요소
그림책 등에 그림을 그리는 대부분의 어린이는 비개성적이
고 정형화된 소품들에 지나치게 의존적이 된다. 어린이들

Bernard Brown &
Associates.

재즈의 영향과 기억이 어떻게 창조
성을 촉발시켜서 시각예술을 형성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로

간의 형태가 주요 주제일 경우엔 구상미술

치 앞에 서서 그가 네덜란드와 이

혈통은 탈피할 수 없는 것이다.“당
신의 문화 안에서 당신의 존재를

그는 샌프란시스코 근대미술관에
서 열렸던 회고전에 즈음해서 가졌

머의 일리아드에서 영감을 받은 회

자 한다면 그것은 그곳에서부터 비

던 인터뷰를 통해 예술가로서의 목

화들을 만들었다.
음악은 비어든의 창조성에 더욱

은 도시의 흑인 사회에서 달 탐사

노력했고 거기에 하나의 보편적 차

의 사실에 대한 어떤 무관심을 들

12
원을 부여했다.”
재즈와 기억의 도

배우였던 폴 롭슨을 알고 있었다.

려준다.

움을 받은 창조성을 바탕으로 비어

렸던 흑인 문화의 분출을 직접 목격
했다. 그의 어머니는 정치 운동가이
자 저널리스트였으며, 그의 아버지

비어든은“나는 종이를 가져다가 레

그의 가정에 자주 방문했던 손님들

에 매료되었다. 비어든은 음표들과

이었다.

중간 휴지기 모두를 들으면서 자신

그는 어린 시절에 흑인 신문을

의 예술에 영향을 주었던 음악적

장‘사실적’
으로 보이는 회화는 프랑스어로 트롱프뢰유

위해 정치 만화를 그렸다. 그는 뉴

구조를 파악했다. 그는 하인스에 대

(trompe l ’
이다. 이 환영적
oeil)라고 불리는‘눈속임 회화’

욕에서 미술을 공부했고, 제2차 세

해“그의 정교하고 정확한 음표 사

(illusionistic) 스타일의 회화는 매우
‘리얼’
하게 보이기 때문

전문 교육을 받았든, 아웃사이드

1.2

로빈 로드, <그가 게임을 이겼어>, 2000. 12장의 컬러사진.
Lehmann Maupin, New York and Hong Kong ⓒ Robin Rhode.

우리는 작품에 적용된 그러한

품이 명백하게 보여주듯이 창조성은 하나의 태도이며, 이

경향을 <달을 향한 로켓>(도판 1.5)

태도는 작품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경험하고 감상하는 데

이라는 콜라주 작품에서 볼 수 있

있어서 핵심적이다. 통찰력 있는 바라봄은 그 자체로 하나

냥을 직접 만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다. 이 작품에서는 콜라주의 파편

향을 경험했다. 그는 파리 시절에

들이 조용한 절망과 금욕적 인내를

벨기에 화가 르네 마그리트는 예술과 실제의 관계를 다
르게 보여준다(도판 1.11) .이 회화의 소재는 파이프처럼
보이지만, 그 아래에는 프랑스어로“이것은 파이프가 아니
다.”
라고 적혀 있다. 관객들은“이게 파이프가 아니라면 뭐
지? ”
라고 의아해할 것이다. 답은 이것이 회화라는 것이다!
마그리트가 붙인 작품의 제목 <이미지의 배반>은 예술가가

안 그는 흑인의 인종적 뿌리를 되
찾으라고 고무시켰던 몇몇의 아프

대해“내가 배웠던 가장 큰 일은 흑

구축한다. 건물들은 사이에 공간을

인들의 의식 안에 도달했고 그것을

두고 가사의 구절로 기능하는 거대

보편적인 것으로 연결시켰던 것이

한 벽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인물

5
다.”
라고 회상한다.

의 형태들은 음표들을 장식하듯이

모든 종류의 전통에 대한 지적

상세하게 표현되었다. 비어든은“하

호기심은 그의 탐구를 가능하게 하

나의 색을 칠하면 그 색이 또 다른

의 창조적 행위이며, 이것은 습관적 사고방식을 제쳐두고
열린 수용의 태도와 마음을 넓히려는 의지를 요구한다.
미국의 20세기 예술가 로마레 비어든은 남부의 시골과
뉴욕의 할렘에서 목격한 일상을 묘사한 작품들에서 또 다
1.5

로마레 비어든, <달을 향한 로켓>, 1971.
.
보드에 콜라주. 13″
×91/4 ″
ⓒ Romare Bearden Foundation/Licensed by
VAGA, New York, NY.

른 유형의 창조성을 보여준다. 그는 <의식의 확산: 소식>(도
판 1.3)에서 멜랑콜리와 그리움의 분위기를 그려내기 위해
차분한 색들을 사용한 사진 이미지들을 차용하여 포토몽타
주(photomontage) 작품을 만들었다. 이 작품에서 날개 달린

마음속에 품고 있는 시각적 게임을 던져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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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간격은 나의 회화적 구성에 엄
8
청난 도움을 주었다.”
고 증언한다.

리카 지성을 만났다. 그러나 비어든
은 자신의 유산을 넘어 더 넓은 영

정신을 뛰어넘는 용기를 가져야만

앨레나(3세 여아), <할머니>.

계대전 중의 군복무 이후에는 파리
에서 배웠다. 유럽에서 공부하는 동

일루전(illusion)을 만들어내며, 우리는 그림 속 파이프와 성

는 독립적 사고자여야만 하며 집단

1.9

든은 예술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를 속기로 받아 적으면서 선을 그

한 연구는 많은 어린이들이 9~10세가 되면 자신의 창조성

한다. 예술가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비어든은 작업실 벽에 자신의 생

코드판을 듣는 동안 리듬과 휴지기

자적 이미지들을 발명해내는 충동을 잃어버린다. 최근의

예술가든 민속예술가든 예술가 모두

의 경험을 예술 속으로 가져오려고

강력하게 작용하였다. 그는 듀크 엘

7
리고 싶다.”
고 얘기했다. 그는 특히

재현적인 예술을 창작하는 데는 많은 방식이 있다. 가

표를 설명했다.“나는 미국 내 흑인

어든은 말한다. <달을 향한 로켓>

링턴, 패츠 월러, 그리고 가수이자

얼‘파타’하인스의 피아노 스타일

에 우리의 눈길을 끈다. 윌리엄 하넷의 <무대 뒤의 담배>

롯되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비

마레 비어든은 그 방법을 보여준

네상스의 음악가, 예술가, 작가들은

(도판 1.10)에서 사물들은 실제 사이즈에 가깝게 표현되어

10

다. 그는 1920~1930년대에 할렘에

는 뉴욕시의 감독관이었다. 할렘 르

을 의심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예술

해를 바란다. 떠났다가 상상력의 고
11
향으로 돌아오라.”
고 말한다.

항상 존중해야 한다. 왜냐하면 당신
의 예술이 어떤 것이라고 의미하고

(figurative art)이라고 불린다.] 이 예술은 자연이나 일상에서

가든 CEO들이든 창조적인 사람은 자신의 창조성을 성인

아올 수 있으며 당신은 더 넓은 이

6
던 것을 기억한다.”
그는 17세기의

시인 앤드류 마벨, 성경, 그리고 호

우리가 식별하는 대상들을 재현한다. 재현적 예술이 묘사
하는 대상은 소재(subjects)라고 한다.

혹시켰다. 그는“당신은 늘어난 경
험들을 가지고 당신의 고향으로 돌

물론 비어든의 작품에서 흑인의

탈리아 대가들의 원근법을 설명했

은 이런 방식을 통해 자신들만의 직접적 경험에 기초한 독

이 되어서도 유지한다.

아트폼-1부(1~3장).indd 1

로마레 비어든.

서 자라면서 할렘 르네상스라고 불

재현적 예술

예술의 본성과 창조성

유년기의 기억을 이용했다. 고향으
로의 귀환에 관한 개념은 그를 매

로 쉽게 벽에 걸려 전시될 수 있어
야 한다.

순한 외형 너머의 것을 보길 원한다. 재현적

시각 경험의 언어

를 적어서 간직하고 있었다. 그는
가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보냈던

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과 꼭 마
찬가지로, 예술작품의 부분들은 서

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다.“125가

게 접근하느냐와는 상관없이 관객들이 단

애 중 핵심적이었던 사건의 리스트

9
로디처럼 바라봐야만 한다.”
고말

한다. 노래의 구축이 필연적으로 소

존경했다. 소설가 랄프 엘리슨은 비
어든의 미술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
에 있는 로미의 스튜디오를 방문했

이다. 대부분의 예술가는 그들이 어떻

제1부

하나를 불러낸다. 그것을 하나의 멜

드 작가 제임스 조이스의 소설과
이탈리아의 초기 르네상스 예술을

에서 아무도 본 적 없는 형태들을 사

예술의 본성과 창조성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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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로마레 비어든, <의식의 확산: 소식>, 1967. 포토몽타주. 36″
×48″
.
ⓒ Romare Bearden Foundation/Licensed by VAGA, New York, 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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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예술을 통해 본 현실

제8판

Reality Through the Arts, 8/e
세상의 모든 예술에 쉽게 다가가기 위한 지침서
예술작품이 현실에 대한 예술가의 감각-지각-인식의 결과라면,
우리는 예술작품을 감상함으로써 감각과 지각을 한층 날카롭게 훈련할 수 있고

Dennis J. Sporre 지음ㅣ

더 나아가 현실을 한층 풍성하고 새롭게 인식할 수 있다.

이창환, 윤화숙 옮김ㅣ
2015년 8월 발행ㅣ

이 책은 이 같은 생각을 토대로 저술된 일종의 예술 교과서로, 독자들이 더욱 예리하게 예술작품을

판형 국배변형판ㅣ
ISBN 9788968663772ㅣ

감상하고 그 감상을 활발하게 나누는 데 도움을 준다. 이를 위해 크게 2부에 걸쳐 예술작품에 대해

432면ㅣ값 25,000원

설명한다.
● 예술 매체들：예술가들은 무엇을 사용해 ‘현실’을 표현하는가?
● 예술 양식들：예술가들은 어떤 방식으로 ‘현실’을 표현하는가?

1부에서는 ‘예술 매체’ 각각의 형식과 기법의 특성, 감각 자극들을 알려준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특정 예술 장르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을 숙지하고 그와 관련된 전문용어를 배
울 수 있다.
2부에서는 여러 시대와 지역에서 발전한 다양한 ‘예술 양식’을 소개한다.
여러 문화의 예술 양식을 배워나가는 과정에서 독자들은 자신의 문화와 다른 현실 인식 방식을 알
게 될 뿐만 아니라, 현실을 새롭게 인식하는 안목 또한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이 지점과 관련해 이 책은 장점을 갖고 있다.
물론 서양 유럽의 예술 양식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중동 등 유럽 외
지역의 예술 양식도 소개하고 있으며, 게다가 과거 예술사에서 논외였던 여성, 소수민족 등의 비주
류 예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독자들은 더욱 폭넓은 예술 양식을 통해 한층 다양한
현실 인식 방식을 접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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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ᅝᙝᯕ⩢ᯕ⬥ᗭእᨱ✙ᱶᇡ۵ᯱǎ᮹ᩢ⪵ᔑᨦᮥ☖ᱽ⧩ᮝ໑ 
Ʊᮂŝᖁᱥᯕ۵༊ᱢᮥ᭥⧕ ݅ั⧕్ᦥၝᵲᨱíᔍᔢᮥƱᮂ⦹Łĥ

ᨱᯕᲁᛩ▭ᯙᮡᙰ ᳑ ⋕ີ᧖ɡ ⦝ᔍℕ᮹ᬡḢᯥᮥᄲ⊹┅໕ᕽᙰŝ
ᙰᮥ☖⧊⧕᮹ၙෝᔑ⇽⦹۵ႊᮝಽ༞┡ᵝෝᔍᬊ⦽݅ə۵š~ᨱí∊Ċ
ᮥᵝŁš~ᮥᖁ࠺⦹ʑ᭥⧕᮹ࠥᱢᮝಽᙰॅᯕ∊࠭⦹໑ᰆ໕ᯕᱥ⪹ࡹíอ
ॅᨩ݅ᨱᯕᲁᛩ▭ᯙᮡ༞┡ᵝෝ݅ᮭŝzᯕ݅ᖐaḡᮁ⩶ᮝಽǍᇥ⧩ᮝ໑ 
əäॅᮥᱥ⧉⡍▽┉ᨱᕽᔍᬊ⧩݅  ᬕᮉ᮹ NFUSJD ༞┡ᵝ⾖ʙᯕa݅ෙ

⩶ŝʑჶ᮹✚ᖒ

ౝᅕᯙ݅⦹ḡอ⾉ᩢ⪵᮹ੱ݅ෙ⋎ᯙ⾉⪽࠺ᔍḥ(motion

ᬱ௹ᩢ⪵۵ᬡḢᯥᮥʑಾ⦹Łᅕᩍᵝ۵ᰆ⊹ಽ⪽ᬊࡹᨩ݅

⋕ີᱱ ᩢ⪵ᨱᕽ⠙Ḳŝᱶ༜ḡᦫíᵲ⦽äᮡ⋕ີ᮹

ᯕ᪅ᵝᨱᔕᵝᇡ᮹ᝅ⪵ᨱʑⅩ⦽ᩢ⪵⥥ᯕᷩ᭥թ(The

ɪ᮹ᮥᱥᖙĥᨱᱥ❭⦹ʑ᭥⧕ᩢ⪵ෝᔍᬊ⧕⦽݅Ł⧩݅ᬱ௹ᱥ

ᙰॅᯕʑ⦹۵∊࠭   ᮉ࠺᮹ SIZUINJD ༞┡ᵝ⾖ᱶḡࡽäŝᬡḢᯕ۵ä

 ᇥඹ⾖ᕽᔍᩢ⪵ ݅⒱ູ░ญᩢ⪵ ᱩݡᩢ⪵ ᱥ᭥ᩢ⪵
 ᱽ᯲⾖ၙᰆᖝ qࠦ ʑჶ

picture)ᮡᝅᱽಽᬡḢᯕḡᦫ۵݅ᔢ⩥ᔢᯕŁᇩญ۵Ų⦺

⦹ḡอᩢ⪵ᱽ᯲ᯱॅᮡə༊⢽ෝݍᖒ⦹ᯱษᯱᩢ⪵ෝ☖⧕ᯕ

᭥⊹᪡ᱱᯕ݅Ⅹʑྕᖒᩢ⪵ᱩᨱ۵⋕ີa⦽ŔᨱŁ

Prize Winner of Defiance, Ohio)(2005)ᨱᕽ⊽ၡ⧉ᯕ⍅ḡ۵äᮥ

⧉⡍▽┉ᮡ₉ᨱ⧕⧎ݡᯝᨕԍᮝӹᝅ➉⦽֥⩢ᵝ֥ʑֱᩢ⪵

ⲱᇥ᭥ʑⲲ
ӹ
ⲱᱶᕽᱢᬙฝⲲ
ᨱᙰॅᮥ
ᔍᯕ᮹∊࠭   ᮭ᳑᮹ UPOBM ༞┡ᵝ⾖

⩥ᔢ⾉2ᖙʑᨱྙ⦺ᯱ⥥☉౩ษᯕ᪅ᜅaᯕ⩥ᔢᮥၽč⧩݅

ʑෝ⾉✚⯩ᩢ⪵ๅℕ᮹ࠦ✚⦽ᖒĊᮥᯕᬊ⧁ᙹᯩ۵ᯕʑ

ᱶࡹᨕᯩᨩ݅႑ᬑ۵ษ⊹ᩑɚྕݡᨱᕽŖᩑ⦹۵äౝ⋕

ᦵ⦹ʑ᭥⧕Ϊ₍⥥౩ᯥᮥᔍᬊ⦽݅

ಽʑ⫮ࡹᨩᮝӹ ᨱᯕᲁᛩ▭ᯙᮡᯕᩢ⪵ᨱᕽ֥⩢᮹⦽aḡᯝ⪵อ

႑ᩕ⦹۵ä   ႑ᮭ᮹ ろ䄇 PWFSUPOBM ༞┡ᵝ⾖ᦿ᮹ᖙᮁ⩶ᮥ᳦⧊⦽ä   

ᩢ⪵᪡ᯙe⩥ᝅ⾖ᖙíᯕᨱᯕᲁᛩ┡ᯙ ᱥ⧉⡍▽┉

۵ᯕʑaᱥ⧕ḥ݅⾉ভྙᨱᬡḢᯕ۵äౝᅕᯝᯕ݅

qbᯱɚॅ

ෝ⾉ʑಾ⦹Łᅕᩍᵥᙹᯩ݅۵äᮥၽč⧩݅

ŝ⦺ᯱॅ᮹ᖅᨱ໕٩ᨱᕽbᱢᯕၙḡෝᱡᰆ⦹Łح

 ᱱ
 Ʊ₉⠙Ḳ
 ʕᰆqŁ᳑᪡⧕ᗭ
 š~ᨱíḢᱲั⦹ʑ

ᨱᱥᘂ⦹۵ߑᇥ᮹1ⅩaÙฑ݅Ł⦽݅ᝅᱽᯕၙḡaᔍ

ᇥඹ

ḥ⬥ᨱࠥəᯕၙḡ᮹ᯙᔢᮡ10ᇥ᮹1Ⅹ࠺ᦩ٩᮹สᨱ

 Ƚ༉᪡šಡ
 Ǎ᳑᮹ญ्ᯙྜྷ݉⠪⾖%8əญ⦝ᜅ
 ᪅ॵ᪅

ԉᦥᯩíࡽ݅
ᩢᔍʑᨱᕽ⦥ᮡŲᬱŝ౭ᷩᔍᯕෝḡӹa໕ᕽ݉ᗮᱢᮝ

ᬑญ۵ᩢ⪵ෝᕽᔍᩢ⪵ ݅⒱ູ░ญ ᱩݡᩢ⪵(ᱥ᭥ᩢ⪵)۵
ᖙaḡʑᅙ⩶ᮝಽᇥඹ⧁ᙹᯩ݅

ີᦿᨱᕽᬡḢᩡ݅⦹ḡอĥᗮzᮡᱱᨱᕽ႑ᬑ᮹ᩑʑ

⫭⪵ӹᩑɚŝษ₍aḡಽᩢ⪵ᨱᕽࠥ⪵໕ᮥǍᖒ⧁ভᩕฑ

ෝᅕ۵äᯕḡ⧕Ჭᮝ໑Ⅹʑᩢ⪵ᱽ᯲ᯱॅᮡᄡ⪵ෝᵝʑ

Ǎᖒᯕӹ⯭Ǎᖒᮥᔍᬊ⧁ᙹᯩ݅⯭Ǎᖒ᮹ᙰᮡ⥥ಽ

᭥⧕⋕ີෝᬡḢᩡ݅ᩍʑᨱᕽ݅᧲⦽bࠥ᮹ᙰᯕӹ┡ӹŁ

ܩᨥɚᰆ(6ᰆₙ᳑)᮹⥥ಽܩᨥᦥ⊹᪡zᮡᩎ⧁ᮥ⦽݅ᙰ

⦝ᔍℕᨱ݅᧲⦽ႊᮝಽᱲɝ⧁ᙹᯩ۵a܆ᖒᯕᩕಙ݅

ᦩ᮹༉ुᗭ۵ᖍᖙ⦹í႑⊹ࡹᨕᯩᨕᕽᙰᮡᯱ᳒ᱢᮝಽᅕ

ᙰ(shot)ᮡᩢ⪵ᱽ᯲᮹ʑᅙ݉᭥ಽᯝᱶe࠺ᦩᵲ݉ᨧᯕ

ᩢ⦽äᯕ݅ษᜅ░ᙰ(mastershot)ᮡᰆ໕ᱥℕෝᅕᩍᵝ۵
ᙰᯕ໑ᱥℕᰆ໕ᮥǍᖒ⦹۵ᩍ్ᙰᮥᛞí᳑⧊⧁ᙹᯩí⧕

~ᮡ⋕ີa႑ᬑෝe݅۵۱ӭᮥၼ۵݅ᯕäᮡᮁ࠺ᱢ
ᯙᬡḢᯥᮥอु݅ḩญᨙᦵᜅ✙(1950֥ᔾ)qࠦᮡᩎᔍᩢ

ᗭእᨱ✙ᩑႊᨱᕽᯕᩢ⪵۵ၵಽᖒᮥḡ༜⧩݅᪅⯩ಅᨱᯕᲁᛩ▭ᯙ
ᬙᯙ݅۵እӽᮥၼᦹ݅ᗭእᨱ✙ᩑႊݚǎᮡᇡᖙĥᨱᕽᯕᩢ⪵aᯙᱶᮥ
ၼ۵݅۵ᔍᝅᮥˉᯱษᯱ┽ࠥෝၵЙ໑ḡḡ᮹ᔍෝ⢽⧩݅

⪵ᗭ⠁ᇡᯙ(1984)ᨱᕽ⩥ᝅqᮥ⦹ʑ᭥⧕ᯕʑჶᮥᔍᬊ
⦽݅

⧕ᩩᚁ᯲⣩ᨱ⦽ݡእ❱ᱢqᔢ܆ಆᮥ⨆ᔢ⍽⦽݅
ᩢ⪵۵aᰆ⊽ᙺ⦹Łaᰆᛞíᱲ⧁ᙹᯩ۵ᩩᚁ⩶ᯕ݅

ᩢ⪵ᨱᕽ۵ᔕᦥᯩ۵႑ᬑॅ᮹ᷪ⯆ᩑʑ۵ᅝᙹ۵ᨧḡอᩑ

ḡᱢ JOUFMMFDUVBM ༞┡ᵝ⾖bᱢᮡᮁෝอॅʑ᭥⧕ᯕၙḡෝᄲ⊹⦹۵ä
ᮡḡӹ⊹í⩶ᱢᯕ۵ ᷪᯕߑಽʑᱢԕᬊᅕ݅۵ၙᱢ⩶ᨱšᝍᮥʑ

ᨱᕽᩢ⪵ෝᩢ⧩݅ᱥ⧉⡍▽┉᮹ᵝᯙŖᮡ᪅ߑᔍ᮹ၝॅ ᅪʑ⦽⡍▽

ີ۵ɚ᮹ᱥ}ෝᬡḢᯕ۵Ğ⨆ᯕᯩᮝ໑ əญ⦹ᩍš

ᵡ݅ᖅᱶᙰ(establishingshot)ᮡᖙᇡᱢᯙᔍ⧎ॅ Ŗeᔢ᮹
šĥෝᖅᱶ⦹ʑ᭥⧕ᰆ໕᮹᯦ࠥᇡᨱք۵ᙰ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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ᯕᩢ⪵ᨱ۵݅⒱ູ░ญᩢ⪵ౝᅕᯕ۵ᗭaฯ݅ᨱᯕᲁᛩ▭ᯙᮡᯱᝁ
ᯕəญಅ۵⋱ฎ░᮹ᱥ⩶ౝᅕᯕ۵እᱥྙaॅᮥ႑ᬑಽʑᬊ⧩ᮝ໑⩥ᰆ

ᙽeᱢᮝಽอ⪵໕ၷ᮹ᰆ໕ᮥaญ۵äzᮡ⬉ŝෝԙ݅⋕

ᔍᯕქᩑǍ
ᵝᬊᨕ

ᙰ(longshot)ᮡ⦝ᔍℕᨱᕽυມญਉᨕḥŔᨱ ၙॵᨥᙰ

ḥၝeᯙ⦺ᔕ ࠥ❱ อᮥ݅൹݅

ᯙ݅ᩕฑǍᖒ᮹ᩢ⪵ᯕၙḡᨱᕽ⥥౩ᯥᮡv᳑ࡹḡᦫᮝ໑

እ❱ᱢᇥᕾ᮹ᩩ

(mediumshot ࠥ❱73)ᮡ⦝ᔍℕ᪡᳡aʭᬕŔᨱ ⓕಽᷩᨦ

ᮥ ᷪ⡍▽┉⧉᮹ᅪʑəญŁᯕ⬥ᨱ᪅ߑᔍ⧎ᮝಽԕಅa۵ĥ݉ᨱᕽჭᨕ

 ᱥ⧉⡍▽┉ᵲ
ⲱ᪅ߑᔍĥ݉Ⲳ
②ᜅ᮹ᜅ❙

ᬑญ۵}ݡ᯲⣩᮹ᵥÑญ ᯲⣩ᨱ॒ᰆ⦹۵ᜅ┡᮹ᯕၙḡ ᯲

ᔍḥ qࠦ⾖ᖙíᯕ.ᨱᯕᲁᛩ┡ᯙ

ɚŝษ₍aḡಽᯝᔢᱢᯙ⩥ᝅᮥษᵝ⦹í⧕ᵡ݅⦹ḡอᩢ

⣩᮹ʑᅙᱢᯙ᪅ᱢᗭzᮡ↽ᗭ⦽᮹ḡᱱᨱ⧕ݡᕽࠥ᮹

⪵۵ᱶƱ⦽✚ᙹ⬉ŝ۵ษჶᮥ☖⧕݅ෙᩩᚁᰆaᅕᩍᵥ

ᱢᮝಽᔍŁ⦹ḡᦫᮡ₥ᩢ⪵ෝᅙ݅⦹ḡอᯕäॅᮡ༉ࢱ⠙

ᙹᨧ۵ᔩಽᬕᖙĥෝᅕᩍᵝʑࠥ⦽݅ᩢ⪵۵ݡᵲྙ⪵ᨱᕽ

Ḳʑჶ ⋕ີᔍᬊჶ ᯕၙḡ᮹ᄲ⊹ ⥭ᱥ}᮹ญ्ᮥᱶ

⋕ີᱱŝšಉࡽੱ݅ෙᵲᄡᙹ۵ᨕਅᰆ໕ᮥ~š

⪵໕ᦩᨱᕽ᮹ᰆ໕ᱥ⪹ ⪵໕ᦩᨱᕽᰆ໕ᮥᱥ⪹⧉ᮝಽ៉⠙Ḳ

ᵲ⦽ᇡᇥᯕ໑ ᕽᔍ⫭ᱢⰑᱶ⊹ᱢࠥǍ۵ᩩᚁ᮹ʑ܆

Ʊ⦹í⪽ᬊ⧕อुäᯕ݅ᯕ్⦽ᩢ⪵Ǎᖒ᮹ᖙᇡᔍ⧎ॅᮥ

ᱢᯙᱱᮝಽᨩ۵aᦥܩ໕ᵝšᱢᯙᱱᮝಽᨩ۵aᯕ

ŝᱶᮥ⦝⧁ᙹᯩ݅ᯕ్⦽ႊ᮹ᰆ໕ᱥ⪹ᮡ႑ᬑ᮹ᬡḢ

íࡹ໕ᩢ⪵š௭᮹ḩᯕᦥ׳ḡ໑ᩢ⪵۵݉ᙽ⦽᪅ᨱᕽ

݅~šᱢᱱᮡᱥḡᱢᯙšₑᯱaၵᅕ۵⩶ᮥ≉⦹໑ᯕ

ᯥᯕӹ⋕ີ᮹ᬡḢᯥ⪚ᮡᯕࢹ᮹᳑⧊ᮥ☖⧕a݅⦹܆

ḥḡ⦽ᩩᚁಽĊᔢࡽ݅ქӹऽᙝ۵ᨙᲁa݅ᮭŝzᯕᯕ

۵ྙ⦺᮹ᔝᯙ⋎ᕽᔍʑჶŝᮁᔍ⦹݅ᩢ⪵ᱽ᯲ᯱ۵ᯕzᮡ

ᯕʑჶᮥ☖⧕ᰆ໕ᮥๅҥíᱥ⪹⧁ᙹᯩ݅ᯕʑჶᮡ▵

ᩩ⍉ݡᱽᯥᜅ⋕ີುqࠦᮡษⓍᜅᵝ᮹ᱢᔍ⫭ᵝ᮹᮹b

ʑ⧩݅“ᖙᇡᔍ⧎ॅᮡᵲ⦹݅əäॅᮡᬑญᨱíྕᨙaෝ

ႊᮥ☖⧕š~ᯕšₑᯱ᮹~šᱢᖁᮝಽɚᱥ}ෝḡ⍽

౩እᱥᨱᕽaᰆฯᯕᯕᬊ⦽᳕݅⡍ऽ(1894_1973)᮹ᩎษ

ᨱᕽၙǎᮥእ❱⦹ʑ᭥⧕┡ᯕ┡(ܪ1997)ᮥอॅᨩ݅۵ᔍ

ᯕʑ⦽݅”əߑᩢ⪵᮹ᖙᇡᔍ⧎ॅᮥḡb⦹۵äᮡᔾb

ᝅᮥᯙ⧩݅ə్အಽᬑญ۵ᱲ⦹Ł⨆ᮁ⦹۵ᩩᚁ᯲⣩᮹᮹

อⓝᛞḡᦫ᪽݅Ա⦹໕ᬑญaəäॅᮥᮝಅŁᧁᥑ۵࠺

ᮥᙹ⧁ݚݕᯩ۵a܆ᖒࠥwŁᯩ݅ᕽᩢ⪵۵ᩩᚁ᯲⣩
ᯕᬑญᨱíᨕਅᩢ⨆ᮥᵥᙹᯩ۵aᨱ⧕ݡᔾb⦹íอु݅

ၙ᪡⧉᮹ᨱ⧕ݡᖒₑ⧕⦽݅ᬑญ۵ᩩᚁ᯲⣩ᯕᬑญෝᷱ
âíอॅŁྙ⪵ෝᄡ⪵┅۵ႊᮥᯙ⧕⦹໑ ᯕෝ☖

ᅕíอु݅⦹ḡอš~ᯕᰆ໕ᨱ༑᯦⦹ʙၵভᩢ⪵ᱽ᯲

ᦩᨱࠥᩢ⪵᮹᪅ᱢᗭॅᯕᬑญෝႊ⧕⦹ʑভྙᯕ݅
ᩢ⪵۵ᔝ₉ᬱŖeᮥᯕ₉ᬱᩢᔢᮝಽᦶ⇶⦹໑ Ŗeᮥၙ

 ⋱ญእᦩ᮹⧕ᱢ⾖Ԑᖁ᳑ඹᜅ❙
 ᦥၵ┡ᜅ❙ᔍḥ qࠦၰbᅙ⾖ᱽᯥᜅ⋕ີು

ᔍḥ qࠦ⾖ษᕍ

₉(1939)ᨱ۵ᩎษ₉aᱢḡ(㗣㉇)ෝྕᔍ⯩ḡӹษᇡ᪡~

ᯱ۵ᵝšᱢᱱᮥᔍᬊ⦽݅š~ᮡᝅᱽಽᩢ⪵᮹ᰆ໕ᨱₙᩍ

༉ࢱaᦩࠥqᮥ⢽⦹۵ᰆ໕ᯕӹ᪉݅⡍ऽ۵ᙰᮝಽᱥ⪹

⦹۵äౝ۱ӝŁᩢ⪵ᱽ᯲ᯱ᮹šᱱᨱᕽɚᱥ}ෝḡ⍽ᅕí

⧕ᔍสᮥÕթ۵ᩎษ₉ෝ➍ᩢ⦽݅݅ั⧕ ᜅⓍฑ᮹᪅

ࡽ݅ᯕäᮡྙ⦺᮹ᯝᯙ⋎ᕽᔍʑჶŝᮁᔍ⦹݅(5ᰆₙ᳑)

ෙᨱᕽᮝಽᯕ࠺⦹۵ᩎษ₉ෝ⋕ີಽe݅ᯕ౨

도서구입은 본사영업부나 교보문고, 영문문고, 온라인서점(YES 24, 알라딘, 인터파크), 전국 각 대학 구내서점으로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서양 음악의 이해

제7판

Understanding Music, 7/e
음악 감상에 필요한 테크닉과 어휘, 다양한 음악적 요소들을 학습
이 책은 음악감상에 초점을 맞춰어, 능동적인 청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학생들이 다양한 작품들을
들으면서 음악 감상에 필요한 테크닉과 어휘, 다양한 음악적 요소들을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Jeremy Yudkin 지음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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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으로 받친다. 이 자세에서는 왼쪽 손가락들이 완전

하지만 인생은－그리고 세계의 역사는－그렇지 않
다. 사람들은 그들의 음악을 자신들이 원하는 것에

히 자유롭게 현을 따라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다. 소

맞추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좋아
‘해야

리를 깨끗하거나 명료하게 내지 않고, 미끄러져 도

한다’
는 것에 맞추지는 않는다.

달하므로 유연하고 느슨하게 연주한다. 하든게르펠
(hardingfele)이라는 노르웨이 피들은 민속 음악에 맞

오늘날, 전 세계 음악에 미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영향은 서양의 클래식 음악과 대중 음악이다. 아시

게 변형된 바이올린이다. 하든게르펠에는 활로 긋지

아 도처에서 오케스트라들은 유럽 전통의 교향곡을

않는 현들이 추가되었는데, 이 현들은 원래의 현들

연주하며, 아시아의 젊은 음악가들은 서양 클래식

로 연주하는 동안 떨리는 소리를 만들어낸다(그 현
들은 4개의 선율 현과 나란히 지판 아래쪽으로 붙어

음악의 양식과 기술들을 배우고 훈련한다. 서아프리

있다.). 이 현들의 소리는 날카롭고 높게 울린다.

카의 음악은 미국의 컨트리 음악, 소울, 레게, 디스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다르고 특이한 음색의 악기

의 카페들과 레스토랑에서도 영국과 미국의 녹음된
록 음악이 나온다. 중동의 요즘 대중 노래들은 서양
팝 음악에 현지 리듬과 노래 스타일을 합친 것이다.

▒

자이레의 무용수들

또한 세상에는 그에 상응하는 서양 악기를 찾을

코의 영향을 받았다. 프랑스에 가면 아주 작은 마을

들이 많이 있다. 아프리카에서 널리 사용되는 악기
▒

마리아치 밴드

중에 음비라(mbira)라는 악기가 있는데, 흔히‘엄지
피아노’
라고 번역된다. 음비라는 얇고 긴 금속 조각

다양한 음악 문화들이 어우러진 가장 다채로운 융
단이 펼쳐지는 곳은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에

을 작은 나무 상자 혹은 박에 고정시킨 악기이다. 그

서는 본토 태생의 유대인과 아랍인들의 음악이, 아

상자를 양손으로 잡고 엄지들로 금속 조각을 뜯는

랍 기독교인과 아르메니아와 러시아 기독교인들의

다. 그 소리는 부드럽고, 윙윙거리고, 통통 튄다. 연

음악뿐 아니라, 이라크, 라트비아, 루마니아, 네덜란

주자들은 종종 나무 상자에 금속으로 된 병 모양의

드, 에티오피아, 예멘에서 온 유대인들의 음악들과

주형을 붙이거나 악기 주변을 작은 금속 조각들로

섞여 있다. 게다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아랍인들과

쌈으로써 윙윙거림을 증폭시킨다. 동유럽에서는 숌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들을 수 있다.
악기 연주에 있어 음색의 중요성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경우는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의 디저리
두(didjeridoo)이다. 이것은 속이 움푹 파인 긴 유칼

▒
▒

소형 진흙 오카리나

스위스 마을의 알프호른 연주자들

립투스 가지로, 트럼펫처럼 연주한다. 이 악기는 단
지 몇 개의 음만 내지만, 그 음의 성격이 너무나 미

branophone), 체명악기(體鳴樂器, idiophones)가 그

즉 손바닥을 마주치거나, 넓적다리를 때리거나, 발

묘하다. 숙련된 연주자들은 이 악기로 9개나 10개

것이다.

을 구름으로써 리듬 소리와 다양한 리듬 패턴들을
만들어낸다.

정도의 음색을 만들어낼 수 있다. 디저리두 연주자
에게 있어서는 음색의 넓은 범위가 음높이의 범위보
다 더 중요하다.

알아두기

다양한 문화권에서 바이올린과 같은 몇몇 서양 악

악기의 유형

기들을 그 지역의 용도에 맞게 차용했다. 인도, 이란

• 현명악기(絃鳴樂器, chordophone) : 현악기

그리고 미국 서남부의 아파치와 나바도 부족에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다양하게 전 세계에서 온 음악

(shawm)이라고 알려진 작은 관악기가 시장이나 마

들이 얽혀진 것에 머무르지 않고, 서양의 비트와 선

을의 광장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연주된다. 이 소리

사회적 배경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음악은 그 집단

율을 장식적이고 열정적인 중동 스타일로 노래하는

는 매우 크고 귀가 찢어지게 날카롭기 때문에 아주

의 활동이나 의식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다. 그 사회

• 기명악기(氣鳴樂器, aerophone) : 관악기

바이올린이 변형을 거쳐 그들의 전통 음악을 연주하

• 막명악기(膜鳴樂器, membranophone) : 드럼

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음악을 공부한다면, 반쪽

는 주요 악기가 되었다.

• 체명악기(體鳴樂器, idiophones) : 공, 차임 등

댄스 음악이나 팝 음악을 통해, 현대적인 이스라엘
음악을 만들어오고 있다.

▒

종종
‘음악은 전 세계의 보편적인 언어’
라고 말한

인도의 거리 음악가

짜리 그림밖에 볼 수가 없다. 전 세계의 음악들에 있
어 가장 공통적인 배경은 춤이다. 예를 들어, 카리브

다. 그것은 음악이 나라나 종족의 경계를 뛰어 넘는
다는 뜻이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매우 한정된 의미

▒

바이올린 연주를 배우는 미국의 소녀

에서만 그렇다. 음악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보편적
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모든 인간 집단은 음악이 있

연한 것처럼 들리지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 그러나 각 문화마다 음악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갖

왜냐하면 어떤 문화의 음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는다. 또한 음악은 서로 다른 문화집단에서 서로 다

문화 자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심지어 음악의 정의도 문화

주기 때문이다.

에 따라 다르다. 어떤 문화에서는 음악이 세상에 대

만약“음악이 보편적인 언어가 아니다.”
라고 할지

한 그들의 경험에 녹아 있기 때문에,‘음악’
이라는

라도“음악은 언어처럼 보편적이다.”
라고는 말할 수

단어가 따로 없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또 다른 문화

있을 것이다. 언어처럼, 음악은 인간을 다른 동물들

에서는 음악이 몇몇 유형에 따라 나뉘기 때문에 음

과 구별 짓게 해주는 인간의 업적이다. 언어학자들

악을 가리키는 데 서로 다른 몇 개의 용어가 필요한

은 이 세계에 5,000개가 넘는 언어가 사용되고 있다

경우가 있다.

고 말한다. 그런데 다른 문화의 언어를 배워야 이해

음악은 그것을 만들어낸 사회를 반영한다. 그리고 각 사
회는 그들이 원하는 음악을 만들어낸다. 이 말은 너무 당

에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다. 인도 남쪽의 바이올
린 연주자는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사용하는 것

현이 하나인 경우도 있고 여러 개인 경우도 있으며,

과 똑같은 악기로 연주를 하지만, 그가 만들어내

그 소리의 범주도 매우 큰 것부터 극도로 부드럽고

는 소리는 교향곡의 그것과 완전히 다르다. 연주자

섬세한 것까지 다양하다. 관악기는 산을 넘어서 들

는 바닥에 가부좌를 하고, 바이올린을 가슴과 발목

리도록 고안된 거대한 알프호른부터, 진흙으로 만들
어져 비둘기 소리같이 부드럽게 소리 나는 작은 오
카리나까지 범위가 넓다. 타악기들은 세계에서 가장
폭넓은 종류를 가졌다. 어떤 타악기들은 음높이가
있다. 즉, 그들은 단지
‘퉁’
또는
‘탕’
하는 식의 높이
가 없는 음이 아니라, 특정한 음높이를 만들어낸다.
예를 들어, 실로폰, 차임, 벨, 공들이 모두 특정한 음
높이를 낸다. 북은 음높이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
도 있다.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의 음악도 배
워야 이해할 수 있다.

아무리 잘 아는 악기라 할지라도, 다른 문화에
서 그 악기로 만들어내는 소리가 서양 사람들의 귀

이 카테고리들은 각각 상당히 다양한 악기들을 포
함한다. 현악기들은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타악기를 따로 악기 없이 연주하는 문화가 많다.
▒

중국 오페라(경극) 장면

강의용 견본이 필요하신 교수님은 본사 홈페이지에서 <견본신청>을 하십시오.

▒

실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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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전통과 혁신
HOW

▼ 싱가포르 연출가 옹켕센(Ong Keng Sen)은 상상 속의 중극으로 설정된 <사

공연에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묘사하고 자신의 스토리를 말하
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천의 선인(The Good Person of Sezuan)>을 독일 배우를 캐스팅해 유럽에서

이란의 <타지예>와 그 관습

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지역의 아마

인물이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난다는 것을 뜻

추어에 의해 공연된다. 공연은 감정에 빠

한다. 반면 무대를 가로질러 걷는 것은 짧

져 연민을 일으키며 종교적 열기를 고취하

은 여행을 재현한다. 장소 주변을 도는 것

고 극적인 노래에 의해 고조된다. 연출가는
극적 희곡인 <타지예(Ta ’
ziyeh)>는 기원후
라 불리는데,
in－al－boka)’
680년에 있었던 예언자 모하메드의 손자 ‘모인 올 보카(mo’
이것은‘눈물을 흘리도록 도와주는 자’
라는
이맘 후세인의 순교를 재현한다. 후세인과

짚은 사막에 극 행동을 배치하는 데 사용된

WHAT 어디에서나 연극에 적용될 수 있는 네 가지 보편성은 무엇인가?

제작했다. 의상은 일본 망가(만화)에서 영감을 받았고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사용

HOW

하여 인물들의 삶을 가지고 노는 비디오 게이머로서 신을 표현했다. 다양한 요소

란, 이라크, 레바논, 파키스탄, 그 외

포스트모더니즘, 세계화, 다문화주의, 상호문화주의, 포스트콜로

전 세계 시아(Shi’
a)족이 공연했던 비

니얼리즘, 공연학 등은 동시대 공연을 형성하는 데 어떤 영향을

를 통합하는 것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질을 보증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미치는가?
WHAT 오늘날 세계에서 연극이 담당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그의 아들, 남성 후손들은 학살당했고, 여

ISBN 9788968661501ㅣ
384면ㅣ값 25,000원

연극의 세계를 항해하기

뜻이다.

다. 물이 담긴 욕조는 유프라테스 강을 재
현하고, 나뭇가지는 야자나무 숲을 지시한

<타지예>는 공연의 제의적 성격을 반영

다.‘독자(reader)’
라 불리는 공연자들은 자

야지드의 후손에 의해 카르발라에서 사로

하고 전통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극 행동을

신의 입장을 적은 가느다란 종이 조각을 가

잡혔다. 이 사건으로 이슬람 수니파와 시아

분명하게 드러내 주는 한 쌍의 특수한 관습

져와서, 기억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

파가 역사적으로 분리되기 시작했다. <타

이 지배한다. 공연에 친숙하지 않은 사람들

을 말한다. 입장을 배우들에게 전달하고,

지예>를 보는 관객들은 공연을 종교적 사

은 설명이 있어야만 공연의 많은 연극 관습

나오라는 신호를 주고, 무대 소도구를 배치

건으로 간주하며, 시아파 순교자들을 애도

들을 이해한다. 후세인과 그를 지지하는 사

하고 제거하는 등 공연 내내 연출가들은 가

하는 공동체의 제의 형식으로 이해한다.

람들은 초록색 옷을 입고 자신들의 입장을

시적으로 노출된다. <타지예>의 전통적 관

<타지예>는 문 안과 문 밖의 장소에서 공

노래한다. 반면 후세인을 반대하는 사람들

객들은 독특한 한 쌍의 관습에 따라 행동한

연된다. 공연은 한 장소에서 이루어지지

은 붉은색 옷을 입고 텍스트를 암송한다.

다. 사건이 발하는 정서에 사로잡힌 채, 그

만 공연을 이루는 에피소드들은 마을 전체

얼굴에 베일을 쓴 남성들이 여성을 공연한

들은 통곡하고 울며 슬픔 속에서 자신의 가
슴을 친다.

에서 공연된다. 이러한 공동체의 이벤트

다. 배우가 흰 셔츠를 입으면, 그것은 그 인

(event)에는 10여 명의 배우, 연주자, 살아

물이 곧 순교당할 것임을 의미한다. 공연

있는 동물이 포함된다. 전문배우가 공연하

장소를 걷거나 말을 타고 맴도는 것은 그

▲ 연극 연출가 니나가와 유키오(Ninagawa Yukio, 1935년 생)는 2010년 공연한 <무사시(Musashi)>에서 연극 전통과 관습의
합성을 활용하여 사무라이 전사와 그들의 폭력 숭배의 전통과 관습에 의문을 제기했다.

리가 수용하는 연극 관습 중 일부이다. 우리 자신의 관습이 지닌

전 세계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부족 마을과 사찰, 학교와 오페

tradition)에 기반한다. 그것의 무대, 음악, 춤, 인물 만들기,

라 하우스, 공원과 극장에서 우리가‘연극(theatre)’
이라 부르

가면과 연기는 표현의 총체성으로 세대에서 세대로 전승된다.

괴상함을 심사숙고함으로써 다른 시대와 문화의 사람들을 이해하
고 수용할 수 있다.

는 어떤 사건을 지켜본다. 사람들을 이런 공연 장소로 끌어내

퍼포먼스 전통은 일반적으로 공동체의 가치와 믿음에 뿌리를

는 충동은 보편적인 것이며 인간 정신의 토대가 된다. 하지만

두고 있으며, 종종 종교적 제의와 연결되고 때로는 전체 공

그들이 보는 것은 인간의 사회적 경험만큼 다양하다.

동체의 참여를 포함한다. 두 번째 전통은 공연에서 해석되는,

오늘날에는 전 세계 극장을 순회하면서, 200년 전의 방법

글자로 쓰인 희곡 텍스트(play text)에 기반한다. 희곡은 공

으로 노래하고 무대를 만든 중국의 경극을 관람하며 전통이

동체의 가치로부터 생겨나지만, 그것의 본래 개념, 시대 혹은

공연되는 것을 지켜볼 수도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왕과 그의

장소와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희곡은 미래 세대가 재해석하

조상에게 존경을 표하며 공동체의 공연 행사(celebration)에

여 공연할 수 있도록 전해 내려온다.

참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극장으로 탈바꿈한 버려진 공장을

연극은 살아 있는 중요한 예술이며, 연극 속 살아 있는 배

파리에서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곳에서 배우들은 2,500

우는 그들의 신체적 현존의 에너지를 통해 청중과 관계를 맺

년이나 된 그리스 비극을 새롭게 만들어 내며 그들의 역할에

는다. 전통은 진화하며, 변화하는 사회적 관심을 표현하는 혁

맞는 고대 아시아의 춤 동작을 예행연습한다. 오늘날 공존하

신적인 새로운 방법을 추구하는 연극 예술가의 작업을 통해

고 있는 연극 형식의 수많은 다양성은 우리가 살고 있는 복

다시 새로워진다. 가장 덧없는 예술 형식인 연극에서는 그 어

잡한 세계화의 세계를 반영한다. 그것들은 우리 자신의 사회

떤 형식도 영원하지 않다. 각각의 공연은 오직 기억 속에만

적 전통을 넘어 다른 문화의 예술 형식을 껴안는 도전을 보

살아 있다, 우리에게 다시 창조할 자유를 남기면서.

니고 있다 해도, 우리는 다른 시간과 장소의 사람들이 무대
위에서 말해 왔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그들의 스토리를 이
해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여 주는 세계화의 세계 속에서도 집 안에 있는 것처럼 편하게 느

사무엘 테일러 콜리지(Samuel Taylor Coleridge,
1772~1834)가 말한
‘불신의 자발적 중지’에 관여할 수 있다.

이다. 반대로 미국의 청중들은 전형적으로 극장에 조용히 앉아 있

낄 수 있다. 서아프리카에 있는 콘서트 파티 시어터(Concert Party
Theatre)에 가 보라. 그러면 배우에게 반응하고, 그들이 연기하도록
용기를 주고, 그들에게 위험을 경고하는 청중들을 발견하게 될 것
다. 그들 앞에 펼쳐지는 사건을 쳐다보면서, 다른 청중이 큰 소리로
말하면 불쾌해하면서 말이다. 중국 경극의 경우 청중들은 계속 수
다를 떤다. 반면 발리의 관객들은 때때로 반(半)의식 상태에서 사건

◀ 몇백 년간 지속된 오랜 연

관습은 공연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 즉 관습은 사건의 내

을 흡수하면서 공연이 인도하는 최면상태로 들어선다. 인도의 배우

용과 형식을 어떻게 무대화하고 디자인할 것인지, 청중은 어떻게

들은 때로 코드화된 언어인 양식화된 손 움직임과 포즈를 취한다.

의 <타지예> 공연에서 후세인의
반대하는 사람들은 붉은색 옷을

1. 왜 거의 모든 사회는 연극 공연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가?

입고 7세기 카르발라 전투를 재

2. 전통과 퍼포먼스 전통은 어떻게 다르게 공연되는가? 또
이라고 일컬어지는가?
3. 왜 연극은‘가장 덧없는 예술 형식’

과 조우하게 된다. 첫 번째는 퍼포먼스 전통(performance

CHAPTER

자신이 속한 사회의 연극적 관습을 알면 극장에서 더욱 편안하
게 느낄 수 있고 공연에 새겨진 가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성공적인 연극 스타일이 되기 위해서는
청중들이 그것을 진정성 있고
의미 있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러면 청중들은 영국 시인

극 관습에 따라 2009년 이란
후예들은 초록색 옷, 후세인을

어떻게 비슷한가?

전 세계의 공연을 공부하면 두 개의 기본적인 연극 전통

형식들을 포섭한다.

처럼, 다른 문화와 시대의 연극 관습에 대해 알게 되면 연극이 보

여 준다. 우리 내부 깊숙이 사회적 경험의 편견과 가치를 지

연극：
세계를
경험하다
연극：
세계를
경험하다

은 인물이나 장소의 변화를 의미한다. 밀

성들은 이슬람 공동체의 수장이 되려 했던

아프리카 도처에서 드라마는 북소리와 춤을 포함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한국의 탈춤은 가면을 사용하는데, 가면은 공연이 끝난 후

수 세기 동안의 문화 전통을 반영하고, 어떤 것은 최근 성취한 혁신

제의를 통해 불태워진다.

연했다. 베일을 쓴 남성들이 여

이다. 어떤 것은 문화적 경계를 초월하고, 또 어떤 것은 문화적으로

성 역할을 맡아 공연을 하며,

특수하다. 어떤 것은 환경에 따라 문화 속에서 변화한다. 함께 작용

말을 타고 장소를 맴도는 행위

하는 이러한 관습들이 결합된 효과가 양식(style)이다. 즉 양식이란

생각해보기

는 다른 지역으로의 여행을 의

그 안에서 공연이 세계를 표현하는 방식이다. 연극 양식은 다른 시

청중이 함께한 연극 사건의 관습을 이해하는

미한다.

01

반응해야만 하는지를 지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배우가 어떻게 움
직이고 말하고 의상을 입을 것인지를 지시한다. 관습 중 어떤 것은

대 속에서, 그리고 한 문화에서 다른 문화로 광범위하게 다양하게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나타난다. 그래서 연극적으로 진실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많은

6

연극, 즐거운 예술

5

연극：세계를 경험하다

제1장

제8판

Enjoyment of Theatre, 8/e

풍부한 이미지, 생생한 사진자료와 함께 연극예술과 역사를 상세히 논의
이 책은 학생들이 연극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연극과 동시대 삶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처음으로 풍부한 이미지와 생생한 사진자료를 컬러로 담고 있기 때문에, 연극을 처음 공부
하는 학생들이 우리 문화의 시각적 특질과 궤를 같이 하는 컬러 자료의 시각적 매력을 누리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여덟 번째 개정판에는 중요인물뿐 아니라 연극예술과 역사를 매우 상세하게 논하고
있는 25편의 스포트라이트가 새롭게 수록되어 있다. 아울러, 최신의 실례들을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의
현상이 몇 가지 첨가되었고 2000년 이후 미국연극에 대한 장도 추가되었다. 늘 그랬듯이 이 개정판에
서도 모호함을 피하고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문장을 사용하고 있다.

Jim Patterson, Jim Hunter,
Patti P. Gillespie, 		
Kenneth M. Cameron 지음ㅣ
신일수, 김지명 옮김ㅣ
2013년 2월 발행 ㅣ
판형 46배변형판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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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면ㅣ값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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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퍼모먼스/행위와 예술





I

연극의 자리매김,
연극경험

CH A PTER 1

이론과 비평

왜 연극인가?

연극과 다른 예술과의 관계는 복잡하다. 때로 다른 예술을 포함하기도 하고 다른 예술과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극장에 간다. 연극이 가진 즉각성, 적합성, 약속 등이 동시다

함께 나타나서는 목적에 맞게 변형시킨다. 무대장치와 의상은 회화와 조각의 기술을 사

발적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긴다.

용한다. 연극에는 노래와 춤이 담기기도 한다. 연극음악`theatre music이나 연극무용`theatre dance

연극의 매력 중 하나는 사회성이다-중대한 사건의 일부가 되기에 좋은 곳이다. 또 다

이라는 말이 비롯된다. <포기와 베스Porgy and Bess>나 <스위니 토드Sweeney Todd>와 같은 작

른 연극의 매력은 감각적이라는 것이다. 연극은 배우의 재능이나 시각적인 볼거리(무대장

품은 오페라와 뮤지컬극을 완벽하게 결합하고 있기에 극단뿐 아니라 오페라단에서도 공

치, 의상, 조명), 그리고 언어와 음악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감각을 즐겁게 한다. 결코 경험

과 같은 노래는 처음 그 곡을 탄생시킨 작품과
연을 하고‘불가능한 꿈The Impossible Dream’

하지 못한 혹은 경험하지 못하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국적이면서도 친근한, 좋기도

관련 없이 일반적인 노래처럼 유명하다.

하고 나쁘기도 하고, 웃기기도 슬프기도 한 이야기와 인물들을 상상하는 것도 연극의 매력

간혹 같은 이야기가 몇 가지 다른 예술의 모태가 되기도 한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이다. 연극은 관객을 인간사에 연루시키므로 지적인 매력도 지닌다. 연극은 기록이나 영상

연극으로, 발레로, 오페라로, 몇 편의 영화로, 그리고 브로드웨이 뮤지컬 <웨스트사이드

투사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앞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즉각성은 자극적이다.

스토리>로 무대화되었다. 각각의 작업에서 예술가들은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자신들의

연극은 행위이자 예술이다. 오늘날 대다수 이론작업은 연극을 공연의 일종으로 본다.
이전의 이론에서는 연극을 예술로 보았다. 두 가지 관점 모두 옳다. 두 가지 관점을 모두
섭렵함으로써 우리는 어느 한쪽에 치우칠 때보다 더 연극을 이해할 수 있다.

요약

연극-퍼모먼스/행위와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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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을 통해 가장 잘 소통될 수 있

제의는 문화가 달라도 공통점이 있다. 가면이나 의상, 춤, 음악, 그리고 즉흥적이고 구
전으로만 전달되는 일종의 텍스트를 결합하고 있다. 제의는 보통 치유라든가, 명예, 애
도 등 어떤 문화적 결과물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동일시의 요소는 현존하는 사람들을 결
속시키는 공동체 의식이다. 즉, 제의의 결과 공동체 구성원들은 함께 묶이게 된다. 제의
가 공연자와 관객 사이의 명확한 분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속력이 가능하다. 관객

스포트라이트
삶, 예술, 공연 :
<프로스트/닉슨

르게 보인다. 뉴욕타임즈의 마놀라 다르기스Manohla

Frost/Nixon>

이 영화가“카메라의 움직임으로 장식된 장시간 토론”
이라고

리처드 닉슨Richard Nixon

했다. 반면, 몬델로Mondello를 인용하자면 하워드의“반(半)다

대통령은 1974년‘워터

큐멘터리식 접근이 화면상에서 프로스트를 보다 영향력 있게

론 하워드의 영화는 모간의 연극을 사용했지만 연극과 다
Dargis는

연극은 인공적이며 자기인식이 있고 즉각적으로 소용되는 물건을 제작하기보다는 미학

는 요소들을 추려내고 선택한다.

적인 반응을 끄집어내는 것을 의도한다는 점에서 다른 예술과 유사하다. 시공간과의 관

오페라 작곡가는 음악적으로 가

게이트’
사건으로 불명예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몬델로에게 닉슨을 눈물 흘리게 만

장 잘 소통될 수 있는 요소를 골라

퇴임을 했다. 1977년 영

들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도록 한 건 하찮은 존재로 가정된 프

국의 저널리스트 데이빗

로스트가 아니라 TV 자체,‘깜빡이지 않는 눈...’
이었다. 그는

프로스트David Frost는 대

“연극은 말을 수단으로 하고, 영화는 이미지를 수단으로 하면

계, 구성원칙, 관객에 대한 개념, 제시방법에 있어서 다른 예술과 차이점을 보이며, 여러
다른 예술과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다.

제1부는 연극을 이해하는 방식, 즉 이론과 비평에 집중한다. 이론theory은 어



떻게 다르게 조합될 수 있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연극과 다른 예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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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다. 안무가는 움직임을 통해 가

떤 본질을 설명하기 위한 시도이며, 그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작용하는가와

장 잘 소통될 수 있는 요소를 골라낸다. 그러한 선택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관객의 주의

같은 근원적인 질문에 답을 구하려 한다. 비평criticism은 특정 희곡이나 공연

를 끈다.

통령 재임기간에 관하
여 TV 방송용으로 닉슨을 인터뷰했다. 수십 시간의 녹화테이
프는 90분 길이의 4회분으로 편집되었다. 2006년 극작가 피

서...”연극이 같은 부분을 지적으로 다루었던 데 반해, 영화
는 클로즈업을 사용해서 시각적으로 다루었다고 지적했다.
원래의 인터뷰나 연극, 영화가 효과가 있었음은 의심의 여

의 특성에 관한 재고된 판단이나 논의를 발전시킨다. 이 특정 연극의 의미

셰익스피어의 연극은 셰익스피어의 시적인 대사를 배우가 어떻게 말하는가를 보고

는 무엇인가? 이 작품은 형식과 구조에 의해서 어떻게 의미를 전달하는가?

듣도록 유도한다. 오페라는 이야기를 따르기보다는 음악을 듣도록, 무용은 이야기나 인

곡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2008년 론 하워드 감독이 이 희곡

그리고‘권투시합의 분위기’
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실제 사

이 특정 공연은 관객에게 희곡을 어떻게 제시하는가? 왜 이런 연기와 연출,

물은 무시한 채 움직임만 보도록 유도한다.

으로 영화를 만들었는데, 런던과 뉴욕 공연에서 프로스트와

건이라고 여겨졌기에 연극으로든 영화로든 성공적인 예술로

디자인을 선택했는가? 이 공연은 관객에게 어떤 생각을 소통시키고자 하는

터 모간Peter Morgan은 이 인터뷰를 <프로스트/닉슨>이라는 희

닉슨을 연기한 두 배우가 영화에도 출연했다.
삶과 예술과 공연의 고리가 이런 식으로 결합되었다. 수십

가? 어떻게 성공시켰는가? 제1부는 오늘날의 연극 작업에서 이론과 비평을

공연예술로서의 연극

사용하는 사람들을 생각해봄으로써 끝을 맺는다.

연극을 특수한 종류의 공연이요, 예술로서 연구한 바로부터 우리는 연극의 주요특징을
몇 가지 거론할 수 있다.
■
그림 1.1 거리 공연
연극적인 순간들은 곳곳에 넘쳐난다. 시카고에서는 앞으로 숙인 동상
이 공연한다. 마드리드에서는 진흙부부가 공연을 한다. 거리공연이
벌어지는 장소에 상관없이 그들은 돈을 벌어보려고 임시‘무대’
를창
조한다.

연극은 특별한 행위자를 사용한다-배우.
라는 대명사를 사용해서 구체화시키는 행위
배우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나’

시간의 인터뷰는 4부작 TV 쇼가 되었고, TV 인터뷰와 그 배
경이 연극으로 전환되었다. 연극은 영화로 만들어졌다. 연극
의 핵심에 국영라디오 비평가 봅 몬델로Bob Mondello가“잘못
결합된 다윗과 골리앗”
이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프로스트는
TV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데 반해, 닉슨은 권력

지가 없다.‘연극적 실각theatrical smackdown’
,‘대단히 즐거운’
,

전환되었다. 그 속에서“실제보다 과장된 삶이 실제 크기의
삶보다 더 삶에 충실하게 보인다(브랜틀리).”
그러나 1977년‘실제’사건에 대한 인터뷰는 예술일까? 30
시간을 골라내어 6시간으로 축약시키고 조작한 일은‘극화
dramatizing’예술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편집 이전의 30시간 분량의 인터뷰는‘실제’
인
가? 프로스트와 닉슨은 영화나 연극의 배우들처럼 그 인터뷰

자였기 때문이다. (프로스트가 아니라) 프로스Froth(거품) 닉슨

속의 배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프로스트와 닉슨 모두 인

이라고 불릴 정도였다. 뉴욕타임즈의 벤 브랜틀리Ben Brantley

터뷰 시간에 대해 수당을 받았고 그들의 명성이 위기에 처해

는“유쾌하게 재정비되고 재배치된 사실과 연대기”
라고 말하

있었다. 그들이 공연하지 않은 때가 있었나? 성인이 돼서 행

자이다. 배우는 거리에서 싸우는 사람들과 다르다. 그들은 행위를 목적으로 하지

면서“쇼의 하이라이트는 늦은 밤, 프로스트가 술에 취한 닉

위하지 않은 때가 있나? 삶과 예술과 행위·공연의 사슬에서

않고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인 체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배우들은 곡예사나 뮤직

슨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는 부분인데, 순전한 허구이다.”

그들의‘실제’
는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지 않으면서 그들이 아닌 누군
비디오 인기스타와도 다르다. 그들은‘나’

도서구입은 본사영업부나 교보문고, 영문문고, 온라인서점(YES 24, 알라딘, 인터파크), 전국 각 대학 구내서점으로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천문학 : 한눈에 보는 우주

Astronomy: The Universe at a Glance
방대한 천문학적 자료와 삽화들로 천문학 지식을 총망라
이 책 <천문학 : 한눈에 보는 우주>는 수학을 쓰지 않고, 읽어야 할 분량이 적으면서 우주에 대하여 최
신의 관측 자료와 천문학적인 설명, 그리고 설명을 뒷받침하는 삽화와 사진들을 통하여 알차게 천문
학 지식을 거의 모두 망라하고 있다. 이 책과 학생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 지식을 통해 과학적
역량과 소양을 키울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Eric Chaisson, Steve
McMillan 지음ㅣ

2016년 2월 발행 ㅣ
판형 국배변형판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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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원자물리는 현대 천체물리학에 필수불가결한 기초를 제공한다.
제2장 4절 다루었던 분광선들에 대한 이해를 위해 모든 물질의

복사의 입자성

미시적 기본 단위가 되는 원자들의 구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여기서는 원자를 복사로 연결시키는 것이 요점이며, 우리가 원

내용을 알 필요가 있다. 여기서 가장 단순한 원소인 수소를 먼
저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모든 수소 원소는 양전하의 성질
을 띠는 양성자 주위에서 궤도운동을 하는 음전하 성질의 전자
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11에 보인 것처럼 양성자는 원자의 중
심핵을 형성하고 있다. 이 두 전하는 전기적으로 그 크기가 같

기 때문에－단직경 10nm－전체적으로 보아 중성이다. 보다 복
잡한 핵은 양성자와 질량이 비슷한 입자인 중성자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중성자는 전하를 띠지 않는다.

전자

빛과 망원경
천체들은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을 뿐만 아니라 지구 저 너머 우주에 대해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 준다. 행성과

LO2 전자기 스펙트럼의 주요 영역
을 기술하고, 파장에 따라 그
것을 나열한다.

이 장에서는 천문학자들이 우주공간의 천체들이 발산하는 빛으로부터 어떻게 정보를 얻는지 공부한다. 별빛은 별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는 유일한 수단이다. 우리가 어떤 별을 본 것은 실제로는 그 별빛이 수십 년, 수 세기, 수천 년 전

LO3 천체 복사 에너지를 관측하여
어떻게 천체의 온도를 결정할
수 있는지 설명한다.

에 그 별에서 출발하여 지구에 도달한 것이다.

LO4 연속, 방출선, 흡수선 스펙트럼
이 어떤 조건에서 나타나는지
와 그 특징을 기술한다.

원경은 지상이나 우주에 설치하여 가시광선이나 다른 파장대의 비가시 복사 자료를 모은다.
강력한 관측 기술 중 하나는 빛을 분산시켜 스펙트럼을 얻는 분광관측이다. 분광 기술은 우리가 빛 안에 포함된 힌
트와 실마리를 얻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고 분광관측은 멀리 떨어진 별이 아주 오래전에 방출한 원자를 연구하는 것을

LO5 원자의 기본 구성을 기술하고,
원자 안에서 전자 전이는 특정
진동수의 광자를 어떻게 흡수
또는 방출하는지 설명한다.

가능하게 해준다. 어떤 의미에서 망원경은 타임머신이며 천문학자는 역사가이기도 하다.

328면ㅣ값 20,000원

LO6 광학망원경의 기능을 설명하
고, 왜 큰 망원경이 빛을 더
많이 모을 수 있고, 천체를 보
다 세부적으로 볼 수 있는지
설명한다.

안데스 산 높은 곳에 새롭고 강력한 전파망원경이 미국, 캐나다, 유럽, 동아시아, 칠레 등
으로 구성된 여러 나라 과학자와 공학자들의 협동으로 세워졌다. 아타카마 대규모 밀리
미터 전파망원경 배열(ALMA, 알마)은 혁명적인 설계에 따라 구성된 하나의 망원경 시스
템이다. 실제로 66개의 전파망원경이 배열되어 하나의 기기처럼 작동한다. 이와 같은 우
주를 볼 수 있는 하나의 거대한 새로운 창은 천문학자들이 젊은 은하, 외계행성, 블랙홀
등에 대한 풀지 못했던 비밀을 풀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은 에너지 상태로 떨어지는 데 필요한 특정 에너지 양만큼만 방
출한다. 그 에너지의 양은 두 궤도 사이에서의 에너지 차이로 정확하

의 작은 꾸러미나 알갱이 형태로 흡수되거나 방출된다. 우리는
이 에너지를 갖고 있는 작은 알갱이를 광자라고 부른다.
는 생각은 1905년 아인슈타인이 처음 제안하였다. 그는 빛의 색

양성자

LO1 빛의 성질과 전자기 복사를 설
명한다. 그리고 어떻게 복사에
너지가 성간 공간을 통하여 에
너지와 정보를 전달하는지 기
술한다.

별 그리고 은하들은 우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온도, 밀도, 화학 조성과 여러 다른 정보를 제공해 준다.

원자는 그 전자들이 들뜸상태로 올라가는 데 필요한 특정 에너
지 양만을 흡수한다. 마찬가지로 원자들은 그 전자들이 보다 낮

빛이 가끔 파동 형태를 보이지 않고 입자의 흐름으로 보인다

학습목표

망원경은 희미한 빛을 검출할 때 사용되는 도구이다.

자 스펙트럼을 해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왜냐하면 전자들
은 특정 에너지를 갖는 궤도에서만 위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게 대응되어야 한다. 이것은 양자물리의 하나의 핵심적 내용이다.

즉, 빛은 각각의 아주 특정 양의 에너지를 운반하는 전자기 복사
전자

기본적으로 천문학은 하나의 관측과학이다. 망원경은 희미한 별빛을 모으고 저장하여 연구를 하는 데 활용된다. 망

ISBN 9788968666711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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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와 분자

강도

최승언, 강영운, 구본철,
권석민, 김용기, 김칠영,
김희수, 박찬경, 손영종,
손정주, 심현진, 안경진,
안홍배, 오수연, 윤태석,
이 유, 이정은, 형 식 옮김ㅣ

LO7 전파망원경의 유리한 점과 불
리한 점을 살펴본다. 그리고
간섭계가 어떻게 관측 자료를
개선시키는 데 활용되는지를
설명한다.
LO8 적외선, 자외선 및 고에너지
망원경의 설계를 설명하고, 왜
망원경을 우주공간에 띄우는지
를 설명한다.

양성자

진동수

과 광자 에너지는 서로 연결된다는 것을 간단한 방정식으로 표
현하여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그는 1919년 노벨상을 받았다.

(a) 바닥상태

(b) 들뜸상태

수소 원자가 홀로 있거나 어떤 변화도 없을 때 우리는 수소에
의한 어떤 선스펙트럼도 볼 수 없다. 하지만 그 원자가 어떤 에
너지를 받으면 그 에너지는 다른 원자들과의 충돌 원인이 될 수
있고, 그 원자의 구조적인 면에서는 내부적인 어떤 변화의 원인
이 된다. 마찬가지로 그 원자가 에너지를 방출하면 그 에너지는
그 원자 내 어떤 곳에서 와야 한다. 원자들에 의해 흡수했거나
방출된 에너지는 궤도운동을 하는 전자들의 운동 변화와 관련되
어 있다. 그림 2.11의 수소 원자 모형 스케치는 후에 데니시 물
리학자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고전적 보어 원자 모형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대략 한 세기 전에 처음으로 원자 모형을 만들었다.
(현대물리학자들은 원자는 핵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전자구름으
로 보고 있다.) (a)는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인 바닥상태를 묘사
하고 있다. (b)는 원자가 들뜸상태
를 보인다. 여기서 전자는 바닥상

광자 에너지 ∝ 복사 진동수

수소 방출

그림 2.11

그림 2.12는 변화를 겪고 있는 수소 원자를 간단히 스케치하여
보인 것이다. 왼쪽 그림은 원자가 첫 번째 들뜸상태(핵에서 보
다 먼 방향으로)로 들뜨는 데 필요한 자외선 광자가 수소 원자에
흡수되고 있는 것이 보이고 있다. 또 오른쪽 그림은 처음 광자가
갖는 에너지와 정확하게 같은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바닥상태로
되돌아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만약 수소 원자가 더 큰 에너지를 받았다면 보다 높은 들뜸 위
치까지 간다. 들떠 있던 전자는 여전히 많은 광자를 방출하는 과
정을 거치면서 다른 에너지에 해당한 다른 색을 내면서 바닥상
태로 되돌아올 것이다. 이 경우 결과적인 스펙트럼은 여러 구별
되어 보이는 선스펙트럼을 보인다.
이 책에서 보인 많은 성운들은 색깔 면에서 붉게 보인다. 그림

자외선 광자

자외선 광자

전자는 특정 거리에서 궤도운동을
하면서 고유한 특정 에너지 상태

+

네온

헬륨

2.13은 M17로 알려진 성운의 좋은 예로 제10장에서 우리가 공부할 아기별
들의 방이다. 붉은색은 대부분 이 성운에 포함되어 있는 수소의 엄청난 양에

산소

헬륨

+

–

첫 번째 들뜸상태

바닥상태

–

–
+

–

–

–

+

–

–

트럼이다.

–

–

분자
분자는 원자들이 그들 궤도 전자 사이에서 화학적 결합이라고 불리는 상호

산소 원자

하여, 분자선에는 원자에는 가능성이 없는 두 가지의 다른 종류의 변화에 기

보다 빠른
진동

쨌든 분자 스펙트럼은 보통 전자 스펙트럼과 약간 유사하다.

O

보다 느린
진동

광자

O

(b)

회전하거나 진동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별한 운동은 전파와 적외선 영역에

그림 2.12

C

C

다 복잡하다. 전자 궤도들 사이에서 전이 결과로 나타난 선스펙트럼에 추가

–

탄소 원자

(a)

작용을 하면서 단단하게 묶여 있는 원자들의 결합체이다. 분자들은 에너지

학자들이 분자의 종류를 해독하거나 연구가 가능한 독특한 흔적이 있다. 어
바닥상태

광자

–

–
–

타난 결과이다. 성운 위에 겹쳐둔 그림은 수소 이외에 많은 다른 원소가 이
성운에 포함된 결과, 밝거나 어두운 선으로 수소선과 함께 보이는 가시 스펙

C

서 전형적인 새로운 분광선을 만들어 낸다. 원자들에서처럼 분자선들도 과

거나 방출할 때 전자는 이 사이를
움직이면서 그에 해당한 양자 에

수소

분자는 복잡한 스펙트럼을 보인다. 왜
냐하면 그들은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
이다.

따른 수소 전자들이 세 번째 에너지 준위에서 두 번째 준위로 움직이면서 나

인한 분자 선스펙트럼이 있다. 그림 2.14에 스케치하여 보인 것처럼 분자는
+

를 갖는다. 원자가 복사를 흡수하

너지 상태를 갖는다.

그림 2.13

헬륨

를 흡수하거나 방출할 때보다 복잡한 스펙트럼을 보이기 때문에 원자들보

전자의 에너지
상태에 의해 생
성된 스펙트럼

태 위의 궤도를 점유하고 있다. 그

수소

보다 빠른
회전

그림 2.14 (c)

광자

C
O

O
보다 느린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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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ssential Cosmic Perspective, 7/e
효과적인 교육학적 방법과 내용을 사용하는 전통 위에 집필된 책
이 책은 효과적인 교육학적 방법과 내용을 사용하는 전통 위에 집필된 책으로, 과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도 간결하며 활력소 넘치는 천문학 입문서 역할을 할 것이다.
Jeffrey Bennett, Megan
Donahue, Nicholas
Schneider, Mark Voit 지음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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