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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알라딘

로컬 히스토리/글로벌 디자인

월터 D. 미뇰로 (지은이) | 이성훈 (옮긴이) 

출판사: 에코리브르

출간일: 2013-01-21 

ISBN(13): 9788962630862

656쪽 | 230*160mm

월터 미뇰로는 20세기 중반 이후 라틴아

메리카와 카리브 연안 국가 내에서 서구 중

심주의와 탈식민주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다가 프랑스의 지식이 남아메리카 지

식인 사회에 알려지면서 상황이 바뀌어버린 사실을 회상한다. 즉 유럽의 

정신적 계보에 뿌리를 둔 지적 논의 앞에서 라틴아메리카의 현실을 다루

고 고뇌했던 일련의 주제가 별 볼일 없는 낡은 이야기처럼 취급되어버렸

다는 사실에서 미뇰로의 연구는 출발한다. 

미뇰로는 이런 현실과 정면으로 맞서 라틴아메리카의 지적 노력을 복

원하려는 노력이다. “모든 역사는 고유한 로컬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런

데 그 로컬 역사는 크게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타자의 연구 

상으로 남아 있는, 단지 연구되는 장소로만 남아 있는 로컬 역사이고, 

다른 하나는 이렇게 다른 로컬 역사들을 연구하는 지위를 획득하여 이론

적 사유를 하는 처소가 되는 데 성공을 거둔 로컬 역사이다”라고 주장하

는 이 책은 앞서 번역된 라틴아메리카, 만들어진 륙과 더불어 라틴아

메리카 탈식민주의(decolonialismo)에 한 이해의 폭을 확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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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아메리카 문제와 전망

잰 니퍼스 블랙 (엮은이) | 중남미지역원 번역팀 (옮긴이) 

출판사: 이담북스

출간일: 2012-10-10 

ISBN(13):  9788926838136

888쪽 | 233*152mm

라틴아메리카의 주요한 이슈를 정리한 이 

책은 세기 전환기의 동향, 가령 수출부문의 역

점화, 민 화의 압력, 사회복지프로그램의 예산

축소, 경제성장의 질주, 지속적인 소득격차 증가, 생태우수지역들에 한 

새로운 위협 등을 고찰하고 있다. 경제위기와 극심한 박탈감에 부응하여 

일어난 새로운 포퓰리즘 정당과 사회운동세력의 급성장도 다루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종족성과 신사회운동 

주종택 (지은이)

출판사: 한국학술정보

출간일: 2012-12-31 

ISBN(13):  9788926840665

313쪽 | 148*210mm

『라틴아메리카의 종족성과 신사회운동』
은 라틴아메리카에서 발생하는 원주민들의 운

동을 이해하고 분석한 책이다. 저자는 국가 간

의 관계가 접해지면서 정치, 경제적 거래를 위한 사회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라틴아메리카의 종족성의 의미와 변화, 정부

의 원주민 정책 그리고 신사회운동의 관계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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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에 부르는 가을 노래

루벤 다리오 (지은이) | 김현균 (옮긴이) 

출판사: 글누림

출간일: 2012-12-10 

ISBN(13): 9788963272139

228 | 210*148mm

9세기 말~20세기 초 라틴아메리카에서 전

개된 혁신적 문학운동인 모데르니스모

(Modernismo)를 주창한 시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루벤 다리오의 시집. 그의 문학은 프랑스 상징주의의 단순한 지역적 

변형을 뛰어넘어 강렬하고도 지속적인 문학적 혁신을 촉발함으로써 서구

문학의 향에 기인하여 라틴아메리카 문학이 자기발견에 도달한 탁월한 

사례를 제공한다.

파꾼도

도밍고 파우스티노 사르미엔또 (지은이) | 조구호 (옮긴이) 

출판사: 이카넷

출간일: 2012-10-25 

ISBN(13): 9788957332566

460 | 223*152mm

한국연구재단총서 학술명저번역 총서 519

권. 1810년 에스파냐로부터 독립한 이후 전개된 

아르헨티나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갈등 양상과 그 근원을 '후안 파꾼도 끼로가'라는 한 인물의 독특한 삶을 

중심으로 집요하게 파헤친 작품으로,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 

근현 사의 뿌리를 이해하는 데 필독 고전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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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 정복과 착취, 경외와 공존의 5백년

존 헤밍 (지은이) | 최파일 (옮긴이) 

출판사: 미지북스

출간일: 2013-03-22 

ISBN(13): 9788994142272

720 | 223*152mm

우리 시  최고의 아마존 탐험가가 쓴 ‘지구

의 허파’ 아마존의 역사가 담긴 책. 유럽인에 의

한 아마존 정복의 역사, 탐험의 역사, 개발과 환

경 파괴의 역사, 원주민 수난과 권익 운동의 역사, 자연과학, 고고학, 인

류학에 의한 재발견 등 아마존에 관한 거의 모든 주제가 소개된다. 스스

로 탐험가이기도 한 저자 존 헤밍은 그동안 제분야가 축적한 아마존에 관

한 지식과 본인의 50년 탐험을 토 로 아마존의 방 한 역사를 펼쳐 보

인다.

아마존 토착 원주민들의 태곳적 확실성과 상 적 평온함, 그리고 고

립은 1500년을 기점으로 원히 산산조각 났다. 유럽인들은 아마존에 

한 무지와 오만을 증명하는 역사를 써내려갔고, 정복과 착취의 상으로

서 아마존 자연과 원주민들은 잔혹한 시 를 살아야 했다. 

그러나 아마존에는 그곳 자연과 원주민에 해 한없는 경외와 애정을 

품고서 선지적인 기록을 남긴 사람들도 있었다. 50여 년 동안 아마존을 

탐험하고 연구한 아마존 전문가 존 헤밍은 아마존 곳곳에 남겨진 도전적

인 탐험가들, 열정적인 선교사들, 탐욕스러운 고무 부호들, 아마존을 사

랑했던 자연학자들, 원주민 보호 운동가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그 강과 

숲만큼이나 거 한 5백 년의 역사를 풀어놓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