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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이 직접 쓰고 그린 동시돚그림

시돚만화돚속담으로 수학원리 배우기

낝친절한 수학교과서=이 책은 돳수학을 잘하고

싶은 중딩들을 위한돴이라는 수식어를 앞에 달

고 있다. 중딩, 그러니까 중학생때까지 수학과

친해두지 않으면 평생 멀어진다. 하지만 수학

이란 녀석과 친해진다는 것은 성격이 까다롭고

무표정한급우와가까이하기보다어렵다.

저자 나숙자씨는 20년 넘게 수학교사를 하

며,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수학을 친근하게 여

길 수 있을까를 연구해 왔다. 수학 점수를 높게

받는 아이들도 수학을 좋아하지 않는 것은 왜일까? 문제풀이의 반복

이 답을 내는 능력은 키우지만, 수학을 통해 세상 원리를 알아가는 즐

거움은 빼앗아간다는 결론. 수학의 원리나 개념이 얼마나 정확하고

아름다운것인지를아이들스스로알게하는방법이필요했다.

가령, 수업시간이 10분 33초가 남았다고 말하려는 사이에도 시간은

흘러가기 때문에 수업시간이 얼마 남았다고 누구도 정확히 말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근사값 개념이 생겼다고 말해주니 아이들이 눈을 반

짝거렸다. 집합 개념을 방송국의 개그맨 모집 공고를 통해, 여집합을

돳왕따돴와 연결지어서, 2의 거듭제곱의 위력을 수타면을 뽑아내는 과

정을 통해 설명해봤다. 아이들의 수업 참여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다

는 것이 저자의 경험담이다. 원리와 개념을 알게 되니 아이들은 상상

력을 덧붙여 수학을 시로, 만화로, 속담으로 자연스럽게 표현했다. 저

자는 그런 아이들의 작품을 돳수학신문돴에 담아왔다. 두 권짜리 이 책

은그런생생한체험의산물이다. 그림신상희, 부키. 각권 9800원.

낝돳요놈의 감홍시돴 돳 잠 귀신 숙제 귀신돴=돳 개

구리가 / 곽곽곽곽곽/ 내 알 누가 훔쳐갔노!/

나는 가슴이 벌떡 뛰었다.돴(돳개구리 알돴) 돳 비

가 내린다/ 개구리가/개구럭/ 개구럭./자꾸만

할머니생각이난다. ( 돳개구리소리돴)

위의 동시들은 각기 초등학교 3학년, 6학년

학생들이 쓴 것이다. 경북의 초등교에서 30년

넘게 교편을 잡고 있는 이호철씨가 아이들의

동시작품을모아 2권의책으로펴냈다. 책에실

린 그림 역시 모두 학생들이 그린 것이다. 이씨

는 한국글쓰기교육연구회활동을했다. 어린이

들이 인위적으로 짜낸 것이 아닌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난 돳진짜 시돴를 지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 돳요놈의 감홍시돴가 풀, 꽃, 나

무, 소, 돼지, 닭, 참새, 개미 등 자연과 생명을

주제로 한 것이라면, 돳 잠 귀신 숙제 귀신돴은

학교생활, 가족, 이웃들에대한소박한느낌을담고있다.

돱도시에도자연이 있습니다. 시멘트 틈에 올라오는새싹, 아파트 모

퉁이에 혼자 피어있는 꽃, 찻길 옆에 올라오는 새싹… 길가에 서 있는

나무를 보세요. 온통 시멘트가 덮여 있는 곳에서 얼마나 힘겹게 살고

있습니까. …그런것들을살펴보고시를쓰게하는것도좋습니다.돲

이씨의 말에 공감을 하는 이들은 자녀에게 이 책을 권해도 좋을 듯

싶다. 보리. 각권 7500원. 장재선기자 jeijei@

녪민음사출판그룹의 새로운브랜드인민음IN에서내놓은 청

소년 교양시리즈의 과학편 첫 10권이다. 돳바칼로레아돴란 세

계 최고 수준이라는 프랑스의 논술시험을 말한다. 이 시리즈

는청소년이꼭알아야할문제나뉴스, 신문에서접하는최신

쟁점에 대해 각 분야의 번문가들이 다양한 물음에 답하는 형

식으로 꾸며져 있다. 즉 논술시험을 준비하는 청소년에게 도

움이되는경제철학역사예술등다양한분야에 걸쳐내년부

터매월 3~5권씩발간될예정이라고한다.

이번에 나온 것은 과학편으로 돳복제는 정말로 비윤리적인

가?돴돳기후가 미친 걸까?돴돳박테리아는 인간의 적인가?돴돳태양

은 왜 빛날까?돴돳동물이란 무엇인가?돴돳우리는 어떻게 볼

까?돴돳바다는왜파랄까?돴돳잎은왜초록색일까?돴돳상대성이론

이란 무엇인가?돴돳우리는 어떻게 꿈을 꿀까?돴등 10권이다. 과

학편은 프랑스 과학자들이 쓴 돳지식의 작은 사과돴를 옮긴 것

이다.

과학의 원리와 근간이 되는 개념에서 최신 과학의 성과까

지, 질문을실마리삼아차근차근풀어간다. 엄주엽기자

녪책은 독일 로볼트사판을 번역했다는 것만으로도 제법 점수

를딸수있다. 로볼트사는알려진대로독일의대표적인출판

사중하나다. 특히전기평전등의분야에서독보적인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상대성 이론 100주년, 아인슈타인 타

계 50주년을 맞은 2005년 독일에서 나온 책이란 점도 주목할

지점. 또 저자 위르겐 네페는 물리학 생물학 생화학을 전공한

학자로 막스플랑크 과학사 연구소 소장이다. 최고경영자(CE

O) 편집자, 슈피겔 기자 등으로 일하며 과학전문기자로도 활

동해왔다. 그러니까 책은 지금까지 나온 수백종에 이르는 아

인슈타인 평전 중에서 가장 권위있는 출판사에서 신뢰할 만

한저자가쓴가장최근에나온책이다. 올해독일에서출간되

자마자베스트셀러 1위에올랐다.

책은 시대별로 아인슈타인의 삶을 좇지 않고 주제별로 다

룬다. 여자문제, 아버지, 일반상대성 이론 탄생과정 등 아인

슈타인의 삶을 지배하는 여러 주제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있

다는 점이 특징이다. 일반상대성이론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고있는것도책이주는또다른팁. 정충신기자 csjung@

녪1959년 쿠바 혁명 직후에 군복을 입은 피델 카스트로가 시

가를 입에 물고 동지인 체 게바라와 함께 대화에 열중하고 있

는사진은널리알려져있다. 이사진을찍은사진작가는당시

19세였던 로베르트 살라스(1940~ ). 그는 아버지인 오스왈드

살라스(1914~92)와더불어쿠바포토저널리즘의황금기를이

끈인물이다. 이들부자는 1955년모금운동을하기위해뉴욕

을 방문한 카스트로를 만난 이후 줄곧 그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왔다. 이책은카스트로와함께해온쿠바의현대사를10

0여장의흑백사진을통해연대기적으로생생하게보여준다.

카스트로는 살라스 부자의 렌즈에 의해 양복을 잘 차려입

은 변호사였다가 수염이 텁수룩한 게릴라 지도자로 나타나는

가 하면 열정적으로 연설하는 혁명지도자로 변신한다. 요절

한 혁명가 체 게바라의 모습을 찍은 사진은 스스로 사진가였

던 게바라가 타인에게 자기 모습을 멋지게 연출하는 스타일

리스트였음을 잘 드러낸다. 작가 그레고리 토지안은 짧은 에

세이를 통해 각 사진들에 담긴 쿠바 현대사를 깊고도 넓게 담

아냈다. 홍민표옮김. 장재선기자

佛대입자격시험 예상논제들 獨판매 1위 아인슈타인 평전 쿠바 현대史 포토에세이로

민음 바칼로레아
시리즈(전10권)
로렝 드고 외 지음/민음IN

안녕, 아인슈타인
위르겐네페지음/사회평론

카스트로의 쿠바
오스왈드 살라스 외 지음/황매

첨단기술의 미래…돳정신돴도 풍요로울까

미래
수전그린필드 지음/지호

과학기술이 더욱 발달하는 미래사회는 사이버와 로봇이 인간의 대부분 활동 영역에 들어오면서 인간은

큰 정체성의혼란을맞게된다.인간에 대한 기계들의 공격을 그린 영화 돳터미네이터3돴의 한 장면.

2020년 감정가진 로봇 출시돥2030년 암 정복

인간은 시스템 일부로 전락 돳에고돴상실 우려

녪책의 원제목은 돳Tom

orrow′s People돴, 곧

돳미래의 인간돴이다. 저

자 수전 그린필드는 영

국왕립연구소 소장이

자 알츠하이머병 등 신

경과학 연구의 세계적

인 권위자다. 국내에도

지난해 번역된 돳브레인

스토리돴(지호)등의 책으로 이름을 알렸지만,

저자는 인간의 뇌에 관한 여러 편의대중과학

서를 펴낸 공적으로 왕립학회가 수여하는 페

러데이메달을수상하는등명성을날렸다.

이 책에 미래 과학기술에 대한 예측이 나오

지만 여러 과학자들이 제기한 것들이며 또 그

것이 책의 주제는 아니다. 저자가 이 책을 처

음엔 소설로 구상했었다고 얘기하는 데서 알

수 있듯, 저명한 과학자인 그는 시대를 바꿀

획기적인 기술의 탄생에 대한 예견이 쉽지 않

다는것을알고있다. 저자의관심은 과학기술

의 발달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정체성

에있다. 결론부터말하자면, 미래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은 그 존재의 특성인 에고(ego)

자체가 흔들리고 해체되는 등 상당히 비관적

으로전망된다.

책에 나오는 미래사회를 보면, 예컨대 2020

년에 로봇은 인간의 지적 능력을 능가하고 인

간과 똑같은 감정을 갖게 된다. 2025년 모든

사람의 일상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사이버권

(cyber돥sphere)이 등장해 사람의 모든 생각

과 활동은그속에서분석되고 예측된다. 사생

활이란 단어는 사라지고 존재는 돳집단적인 자

아돴속에매몰된다.

또 암을 유발하거나 막는 유전자에 대한 완

벽한 정보가 확보돼 2030년이면 미국 인구의

70%가 60세 이상 노인이 된다. 새로운 유전자

복제기술은 어떤 성별돚연령대의 인간도 복제

하며, 두 남자 사이에서도 아이가 태어날 수

있어 양성애자가 급격히 늘어나 정상적인 성

(性)형태로 자리잡는다. 폐경기 여성도 정상

적으로임신할수있다.

이로인한파장은엄청날것이다. 이제 전통

적인 성(性)이나 가정의 개념과 경계는 허물

어진다. 돳사생활돴은 과거에나 쓰던 생소한 단

어가된다. 개인적정체감은집단적정체감속

에서 남는다. 사(私)는 사라지고 공(公)만 있

으며, 더 나아가 인간은 돳사적인생각돴을 하지

않게 된다. 인간은 거대한 돳생각하는 시스템돴

연결망의한부분으로서존재할뿐이다.

저자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바로 이같은

개인적인 에고의 상실이다. 공적(公的), 집단

적에고가그자리를차지한다는것이다. 저자

는 20세기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분쟁도

더 근본적으로 개인적인 에고와 공적 에고의

분쟁으로본다. 21세기의 가장큰 화두인 테러

리즘도 그런 차원에서 분석하며, 미래의 역사

는 이 두가지 에고의 분쟁 역사로 예견한다.

따라서 이미 현재의 삶에도 나타나고 있는 공

적 에고의 확산을 막는환경에대한인류의준

비를 강조한다. 그 목표는 개인성의 보존이며

더 나아가 개인성의 찬양이다. 저자는 개인적

인 자아야말로 우리가 소유하는 가장 소중한

것이며 이것이 허물어질지 모른다고 경고하

고있다.

우리사회가 배아복제 문제를 놓고 홍역을

치르고 있지만, 정작 그 과학기술이 함의하는

철학적, 미래학적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논의가 없었는데 이 책은 그런 시각을 제시해

준다. 엄주엽기자 ejyeob@munhw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