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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아의 서울대 말하기 강으1-소통의 기술， 세상을 향해 나를 여는 방법〉 

유정아 1 운학동너112009 

2009. 12. 02. (수) 1 편집진 

현직 아나운서이자 라디오 진행자이면서 2004년부터 서울대학교 j 말하기 1 감으1 1 호 감사로 활동해온 

저자가 매스킴 헌장과 강의실에서 얻은 노하우를 상세히 소개한 책이다 책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 

는 ‘말하기에는 어떤 표준화된 들이 없다1늠 것이다 유창한 말솜씨 1 정확한 발음과 힘 있는 목소리， 안정 

감 있는 자세↑ 적당한 말의 속도와 어초 변화 1 자신 있는 태도와 눈 맞춤 등 흔히 훌륭한 화자의 특질이라 

며기늠 능력들도 화자가 제대로 체화하고 자연스럽게 표출할 때 빛을 발할 수 있다 생각이나 내용보다 

말재주가 앞선 겉으로만 화려한 언번은 걸국 허망한 느낌만 안겨줄 뿐 진심을 전달하기 어렵다 저자는 

무작정 지침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말하기의 유형을 꼽꼽히 운석하고 특정 기술을 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친절하게 안내한다 

〈보이지 않는 힘， 지식재산〉 

폴 골드스타인(지은이)， 오연흐1 (옮긴이) 1 비즈니스댐 12009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로스쿨 교수인 저자가 40여 년 동안 강단에서 활돔하고 미국 최다{ 로펌에서 변호 

사로 일한 경힘을 통해 헌실적인 지식재산 관리 비걸을 조언한 책이다 저자는 흥행 영화 한 펀이 빌어들 

이는 수입이 웬만한 회사의 매출을 넘어서고 애니메이션 캐릭터나 유명인사의 이미지가 돈을 모으는 현 

대사회에서는 누구든 지적재산 관련 범죄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 책은 폴라로이 

드 시장에서 쫓겨난 코닥이 10억 달러들 손해 본 이야기 1 아마존으로부터 특허소송을 당한 반즈맨노블이 

2년 동안 온라인쇼핑 기능을 사용하지 옷한 이야기 등 지식재산권 분쟁의 굵직한 사례들을 소개하는 한 

편 1 지식재산의 각 영역(특허 1 저작권， 상표， 영업비밀)을 균형감 있게 다루고 있다 

〈고픽 , 불멸 의 아름다움〉 

사카이 다케시(지은이) , 이경되(옮긴이) 1 다른서상 12009 

불문학을 전공한 일본 호세대학 교수인 저자가 고픽의 탄생과 수남， 부활의 과정을 따라가며 유럽의 역 

사와 사회 1 문화를 조명한 책이다 합리성이 사람들을 지비|하기 전까지 고픽 대성당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성서의 이야기와 그리스도교의 세계관을 가르치던 이미지의 집합소였다 고틱 대성당은 필요이1 

따라 자신을 번화시켰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양식을 받아들였다 저자는 이런 특징을 j겸계를 알 수 없는 

열린 정신 1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나 종교개혁과 인쇄술의 발명으로 고되은 설 자리를 잃게 됐다 합리성 

과 문자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고되은 쇠락의 길을 길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오늘날 문자가 주는 건조 

합 보다 이미지가 주는 감성이， 추론과 분석을 통한 사j보다 즉각적이며 종합적인 아이디어가 더 각광받 

는시대가되었다 저자는이 때문에 우리가고닥을돌아봐야한다고주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