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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강미/창비/2021

딸의 일상이 사소하게 흔들리면 그녀의 삶에서는 우주가
흔들린다. 전 남편의 죽음 앞에서도 초연했던 그녀다. 사상을
잃은 뒤로 딸이 그녀의 사상이 되었고, 딸이라는 사상 앞에서는
잠시도 초연할 수 없다. 사상이 위대한 것인지, 혈육이
위대한 것인지 그녀는 알지 못한다. (32쪽)

일상을 치러내는 우리 모두의 전투
검은 방
정지아/(주)아시아/2020/112쪽

지리산의 영웅으로서 자신이 믿는 이념으로 세상을 바꾸겠노라 살아온
젊은 시절... 사상을 잃고 그녀가 찾은, 살아야 할 유일한 이유는
마흔둘에 얻은 딸이었다.
빨갱이 전력을 가진 이들에게 평범한 일상은 또 다른 전투를 의미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낸 현재 그녀의 ‘검은 방’은 여전히 최후의 격전지처럼
딸에 대한 걱정과 기다림으로 소요와 격정이 들끓는다. 짧은 소설이지만
작가의 어머니와 작가의 자전적 내용이 가슴을 먹먹하게 만든다.

목포공공도서관 장혜란

유명한 작품이라는데 왜 유명한지 모른 채 패스, 눈길 끄는
작품이 있어도 뭘 어떻게 봐야 할지 몰라서 패스. ‘직접
눈으로 봤으니 됐다.’ ‘사진으로 남겼으니 됐다.’ 이렇게
스 스로 위안 해 보 기도 하지 만 그 림을 보고 도 뭔 가
더 채워진 게 아니라 여전히 아쉽고 부족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8쪽)

그림들: 모마 미술관 도슨트북
SUN 도슨트/나무의마음/2022/342쪽

‘미알못’을 위한 도슨트북
현대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뉴욕 현대 미술관은 ‘MoMA’로 불리며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파블로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들을 소장하고 있다. 저자는
현지의 미술관 도슨트로 미술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일명 ‘미알못’)도
마치 직접 미술관 현장에서 작품 설명을 듣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재미있고 세심하게 작품에 관한 내용을 들려준다. 만약
뉴욕 모마에 갈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SUN 도슨트의 이 책과
함께 여행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장성공공도서관 전소영

그날 나는 처음으로 ‘우리’가 되었다. 그 둘은 나를 ‘우리
강아지’라 불렀고, ‘우리’란 단어는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내 이름 앞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새로운 집으로 와서 뭔가
칙칙폭폭 하며 무서운 김을 뿜으며 ‘쿠쿠 하세요, 쿠쿠!’하는 것을
보고 미친 듯이 짖어 댄 이후 내 이름은 쿠쿠가 되었는데
그 앞에도 ‘우리’가 붙었다. (23쪽)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삶
내 이름은 쿠쿠
조우리/낮은산/2021/84쪽

『내 이름은 쿠쿠』는 『어쨌거나 스무 살은 되고 싶지 않아』,
『오, 사랑』을 쓴 조우리 작가의 단편소설이다.
이 책은 인간이 아닌 강아지 쿠쿠의 시선으로 쓰인 작품으로,
쿠쿠가 동물보호소에서 안락사 직전에 입양되어 무지개다리를
건널 때까지 바라본 가족들의 이야기가 담겨있다.
이 책을 통해 가족과 우리의 삶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
특히,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의 가족들이 함께 읽어보고 이야기를
나누기에 좋은 책이라고 생각한다.

담양공공도서관 장석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동물 또는 앞으로 만나게 될 여러 동물이
있을 거예요. 그들은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일 수도 있지만, 그들은
삶의 전부를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만큼 생명 하나하나의
소중함을 알았으면 해요. (5쪽)

반려동물은 삶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선생님, 반려동물과 함께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이유미/철수와영희/2022/159쪽

이 책은 사람 곁에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인 개나 고양이 등을
가지고 놀다가 버릴 수 있는 ‘애완동물’이 아닌, 소중한 생명이며
평생 책임져야 하는 가족 같은 ‘반려동물’이라고 말한다.
어린이가 반려동물과 함께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44개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 쉽게 알려주고 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살기 위해 준비 중이거나 키우는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 읽었으면 한다.

영광공공도서관 임희환

그믐밤에 사라진 달이 조각조각 내려와 숲속을 밝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달빛 조각은 우리 가족 모두의 마음까지 환하게 해주었
습니다. (26쪽)

반딧불이 밝혀주는 동심의 세계

달빛조각
윤강미/창비/2021/36쪽

윤동주 시인의 동시<반딧불>에서 시인은 반딧불을 ‘달빛조각’으로
표현한다. 윤강미 작가는 그 동시를 모티브로 삼아 이 책을 지었다.
책은 달이 사라진 그믐밤에 숲으로 산책을 나선 가족이 반딧불이를
만나게 되는 이야기를 그린다. 산책 초반부에서 스마트폰과 패드만
쳐다보던 아이들은 쏟아질 듯한 별, 달맞이꽃 향기에 매료되며
점차 자연에 눈을 뜬다. 숲의 끝에서 만난 반딧불이가 모이고
모여 커다란 달이 되는 상상은 동심을 자극한다. 요즘 우리는
각종 조명과 전자기기의 인공적인 빛에 사로잡혀있다. 순수한
자연의 빛을 영영 잃기 전에, 아이와 함께 별과 반딧불이 밝혀주는
숲을 찾아 떠나보는 건 어떨까.

곡성교육문화회관 임화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