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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깨뜨려야한다.’이 글귀는 헤르만헤세의 소설 ‘데미안’에 나오는 겁니다.
곧 방학을 맞이하기에 이번 주제는 청소년이 볼 만한 성장통으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사람은 10대 때에만 성장통을 겪는 건 아니기에 어른을 위한
성장소설도 골라보았습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책은 대출이 가능합니다

불안한 젊음에 바치는 헤르만 헤세의 영혼의 이야기!

* 책 제목 : 데미안
* 저자 : 헤르만 헤세
* 책 소개 : 현실에 대결하는 영혼의 발전을 담은 헤르만 헤세의 걸작 『데미안』
목사인 부친과 선교사의 딸인 모친 사이에서 태어난 헤르만 헤세는 회고적이며 서정성이 강한
신낭만주의적 경향의 작가로 출발했으며,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깊이있고 내면적인 사고를
갖게 돼 증오보다 사랑, 전쟁보다 평화가 더 아름다움을 강조했다. 이 작품에는 그가 평생에
걸쳐 추구해온 삶의 궁극적 의미가 담겨 있다. 낮과 밤, 의식과 무의식, 아폴로와 디오니소스,
지성과 관능, 각성과 도취 등 두 가지의 대립적인 세계 속에서 방황하는 싱클레어와 두 세계 중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고 다만 자기 자신에게 속해 있는 데미안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세계를
잃어버린 인간의 고뇌, 고독하게 모색하고 지치도록 갈망하는 청춘의 고뇌를 그려보인다.
[출처 : 교보문고]

‘우리’의 세계에 속하고 싶어 한 아이의 소중한 성장기

* 책 제목 : 체리새우:비밀글입니다
* 저자 : 황영미
* 책 소개 : 관계의 피로함에 지친 모두를 위한 이야기, 드디어 '전체 공개'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나는 지금 어떻게 보일까, 나를 싫어하면 어쩌지.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고 또 흔들리다가 진짜 ‘나'를 감추고 만 경험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특히 학교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어떻게든 원만하게 친구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어떻게든
‘따’가 되지 않아야만 하는 청소년들에게, 진짜 나 자신을 내세우는 일은 익숙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체리새우: 비밀글입니다』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세계에 속하기 위해 ‘나’를 감추고
있을 청소년들에게 건네는 공감의 말이자 든든한 응원의 외침이다.

[출처 : 교보문고]

삶과 사랑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

* 책 제목 : 상실의 시대
* 저자 : 무라카미 하루키
* 책 소개 : '산다는 것'은 물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고민하도록 이끔
이 소설은 아무리 ‘100퍼센트 연애소설’이라 해도, 결코 두 사람의 관계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나’는 여러 연애 장면에서, 마치 필연적인 운명인 듯, 삼각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배겨내지
못하는 방향으로 스토리가 전개되는데, 전혀 상상이나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도 뜨겁고
애절하고 감미롭게 기록한 생생한 작가의 체험수기처럼 그려져 있다.
얼핏보면 포르노 소설 같기도 하다는 성애(性愛) 장면의 짙은 관능 묘사와, 사랑과 질투와
미움과 고독의 심리 묘사가, 탁월한 하루키의 문학성과 문장력에 의해 현란하게 펼쳐지는 것도
이 소설의 특징이다

[출처 : 교보문고]

정해진 길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대신, 세상과
온몸으로 부딪쳐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완득이.

책 제목 : 완득이
저자 : 김려령
책 소개 : 차차차보다 유쾌하게, 킥복싱보다 통쾌하게!
캐릭터 못지않게 눈길을 끄는 『완득이』의 매력은 바로 속도감 넘치는 문체이다. 리드미컬한
대사와 지루할 틈 없이 전개되는 스토리는 일견 만화를 연상시킬 정도다. 『완득이』는
롤러코스터다. 한번 올라타면 끝날 때까지 절대 내릴 수 없다. 꾸밈없이 솔직한 문장과
거침없이 내달리는 이야기 속에서 독자들은 차차차보다 유쾌하고, 킥복싱보다 통쾌한 완득이의
스텝을 따라 어느새 신나게 들썩이고 있는 자신의 두 발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출처 : 교보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