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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밭 사람들

　

임수진 지은이( )

출판사 그린비:

출간일: 2011-07-15

ISBN(13): 9788976827555

쪽328 | 220*150mm

지리학자인 저자가 지역연구를 위해 간

라틴아메리카의 코스타리카에서 만나고 년여2

를 함께 생활했던 커피열매 따는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커피 한 잔 값에.

도 못 미치는 일당을 받으며 일하는 사람들의 희로애락에 대한 시선이 담

담한 문체와 어우러지며 감동을 준다.

코스타리카 커피농장에서 두 살 때부터 커피를 땄다는 갓 스무 살의

새댁 엘레나 이야기와 커피 수확철이면 불법으로 넘어와서 일당을 버는

니카라과 사람들 그 중에서도 저자와 특별한 우정을 나눈 프레디 부부의

이야기는 전 지구적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과거이며 지금 한,

국 이주노동자들의 현재이며 또한 아직 자본의 손길이 미처 닿지 않은,

곳의 내일로 읽힌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삶을 성실히 살아내는 자기 일. ,

상을 지켜가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저자가 느낀 경외감은 우리에게 삶 과, ‘ ’

행복 의 의미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책표지 사진 출처 알라‘ ’ ( :

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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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하라 우리가 이곳에 있음을 칠레, : ,

또다른 9.11

살바도르 아옌데 파블로 네루다 공저 정인환 역, /

출판사 서해문집:

출간일: 2011-09-01

ISBN(13): 9788974834838

쪽200 | 140*210mm

살바도르 아옌데 파블로 네루다 빅토르 하, ,

라 피델 카스트로 아리엘 도르프만 등이 전하는 칠레 쿠데타의 진실과, , 9·11

위대한 도전 아옌데 정권과 피노체트의 쿠데타를 경험한 다양한 사람들의 말.

과 글을 통해 사회주의 정권의 도전과 미국의 제국주의 정책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책이다9·11 .

쿠데타 당시 칠레를 탈출한 현 듀크대 교수이자 문학가인 아리엘 도르

프만은 두 의 연관성을 밝히고 년 이후 변화된 세계를 얘기9·11 2001 9·11

하는 글을 시작으로 년 월 일 쿠데타 당시 라디오를 통해 전해진 아, 1973 9 11

옌데 대통령의 마지막 연설이 이어진다 노벨문학상 수상자 파블로 네루다는.

직설적인 시를 통해 미국의 닉슨 대통령을 비난한다 유명한 민중가요 가수였.

던 빅토르 하라가 죽음의 현장에서 마지막으로 쓴 노랫말은 그가 느꼈던 공

포와 쿠데타가 주는 절망감이 얼마나 컸는지 실감케 해준다.

라 모네다 대통령궁에서 아버지 아옌데와 함께 있다 마지막 순간에 빠져

나온 베아트리스 아옌데의 연설은 비극적 현장에서 빛난 위대한 혁명가의 마

지막 순간을 보여주며 빅토르 하라의 아내 조안 하라의 글 두 편은 쿠데타,

당시 산티아고의 모습과 쿠데타군의 인권 유린의 현장을 생생하게 재구성한

다 피델 카스트로의 연설문은 미국과 군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옌데 정권.

을 흔들고 쿠데타까지 일으켰는지 낱낱이 밝혀주는 글이다 또한 옮긴이가 덧.

붙인 아옌데 집권까지의 내용과 년 칠레 방문기는 좀 더 입체적으로 책2005

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책표지 사진 출처 알라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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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아메리카 종속의 식민시기Matrix I:

중남미 지역원 지은이( )

출판사 이담북스 이담: ( Books)

출간일: 2011-07-25

ISBN(13): 9788926824603

쪽300 | 148*210mm

이 책은 연구의 학술적 결과물로 사회 문, ,

화 역사 정치경제 각 분야를 관통하는 학제적, ,

시각에서 중남미 연구를 수행한 결실의 의미를 지닌다 라틴아메리카 종.『

속의 Matrix: I』는 식민시기 라는 부제를 통해 씨줄과 날줄의 시선으로‘ ’

중남미 사회를 바라보는 학문적 시점을 제공한다 책표지 사진 출처 알라( :

딘).

라틴아메리카 종속의 국가 형Matrix II:

성과 근대

　

중남미지역원 지은이( )

출판사 이담북스 이담: ( Books)

출간일: 2011-07-25

ISBN(13): 9788985901628

쪽295 | 223*152mm

이 책은 연구의 학술적 결과물로 사회, ,

문화 역사 정치 경제 각 분야를 관통하는 학, , /

제적 시각에서 중남미 연구를 수행한 결실의 의미를 지닌다 라틴아메리.『

카 종속의 Matrix: II』는 국가 형성과 근대 라는 부제를 통해 씨줄과 날‘ ’

줄의 시선으로 중남미 사회를 바라보는 학문적 시점을 제공한다 책표지(

사진 출처 알라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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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각몽 또다른 현실의 문,

　

까를로스 카스타네다 지음 추미란 역(Carlos Catenada) /

출판사 정신세계사:

출간일: 2011-09-15

ISBN(13): 9788935703500

쪽347 | 148*210mm

카를로스 카스타네다 는 페루(1925-1998)

태생 미국인 인류학 박사이다 년에 출판. 1968

된 돈 후앙의 가르침『 』 을 필두로 일련의(The Teachings of Don Juan)

마법 체험기를 발표하여 타임지 년 월 일자 의 커버스토리로 실리(1973 3 5 )

는 등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그는 의 인류학 대학원생이. UCLA

었던 년에 돈 후앙 마투스라는 이름의 멕시코 야키족 마법사를 만난1960

이후 년에 걸쳐 그의 가르침을 따라 비일상적 의식상태에서 체험한 또6

다른 현실세계의 소식을 일반과 학계에 전함으로써 그 진위에 대한 열띤

논란의 초점이 되었다 그가 쓴 열한 권의 저서는 개 국어로 번역되어. 17

만 부가 팔렸다800 .

그를 가르친 원주민 마법사 돈 후앙은 일반의 예상과는 달리 유머와

냉철한 지성을 겸비한 안내자로서 저자를 자신의 정식 제자로 입문시켜

결국은 또 한 사람의 마법사로 키워낸다 카스타네다는 년부터 로스. 1973

앤젤레스의 저택에서 칩거에 들어가 이 책의 서문에 언급된 세 여자동료

와 함께 내면의 여행을 계속하다가 년에 죽었고 그의 세 동료 중 둘1998 ,

은 의문 속에 행방불명되었다 이 책은 그의 아홉 번째 저작으로서 자각.

몽 수행을 통해 체험한 마법의 세계를 이야기한다 책표지 사진 출처 알( :

라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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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아메리카의 어제와 오늘

　

임상래 이종득 이상현 이순주 박윤주 공저. . . .

출판사 이담북스 이담: ( Books)

출간일: 2011-07-25

ISBN(13): 9788926824368

쪽347 | 148*210mm

라틴아메리카만큼 지구 상에서 섞임을 가' '

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공간은 없을 것이다 라틴아메리카는 콜럼버스' ' .

로 더 잘 알려진 영민하고 열정이 많았던 탐험가 꼴론이 새로운 당에, ' '

도착한 이후 구세계의 라틴이 신대륙 아메리카를 정복함으로써 태어났' ' ' '

다 그리고는 사람 종교 언어 문화 음식 등 모든 것이 섞이고 합쳐졌. , , , ,

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크고 긴 혼종의 서사시는 없었다 이런 면에서도. .

볼 때 혼종의 대표를 뽑는다면 그것은 마땅히 라틴아메리카의 몫일 것이

다 책표지 사진 출처 알라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