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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
알리오

인재에 오면 많은
것이 보여요^*^

(건강, 책)

부산광역시 인개개발원

「어서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황보름, 클레이하우스,
2022.1)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느낌이
이렇게 슬프고도 좋을 줄이야!”
서울 어디에나 있을 것 같은 동네의 후미진 골목길. 오가는 사람도 많지 않은
가정집들 사이에 평범한 동네 서점 하나가 들어선다. 바로 휴남동 서점.
슬픈 사연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얼굴에 아무런 의욕도 보이지
않는 서점 주인 영주는 처음 몇 달간은 자신이 손님인 듯 일은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책만 읽는다.
그렇게 잃어버린 것들을 하나둘 되찾는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소진되고 텅 빈 것만 같았던 내면의 느낌이 서서히 사라진다.
그러다 어느 순간 깨닫는다. 자신이 꽤 건강해졌다는 사실을.
그 순간부터 휴남동 서점은 완전히 새로운 공간이 된다. 사람이 모이고 감정이
모이고 저마다의 이야기가 모이는 공간으로.
크고 작은 상처와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휴남동 서점이라는 공간을 안식처로
삼아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 배려와 친절, 거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들끼리의
우정과 느슨한 연대, 진솔하고 깊이 있는 대화 등 우리가 잃어버린 채 살고 있지만
사는 데 꼭 필요한 것들이 가득한 책이다.

우리는 지금 문학이
필요하다」
(앵거스 플레처,
비잉, 2021.12)

문학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신경과학적
능력을 지니고 있다. 문학 속에
숨어 있는 신경과학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일깨우다!
언어와 문자를 발명한 이래로 인간은 문학과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되었
다. 인간이 창조한 문학은 오랫동안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불어넣었다.
문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과학적 방법론이 실용적으로 적용된
테크놀로지다.
그래서 호머와 셰익스피어, 제인 오스틴, 마야 안젤루 등 우리가 존경하는
여러 작가들은 문학이라는 독특한 발명품을 통해 과학으로 풀지 못한
문제들을 해결해 냈다.

그들의 놀라운 작품을 읽다 보면 어떻게 불을 피우고 스마트폰을
제작하는지는 알 수 없어도, 어떻게 살아가고 사랑해야 하는지,
죽음 앞에서 어떻게 용기를 유지하는지, 어떻게 상실의 아픔과
실패를 극복하는지, 기쁨과 희망과 목적의식을 찾지 못할 거라는
의심을 어떻게 떨쳐내는지는 알 수 있다.
훌륭한 교사이자 학자가 쓴 이 책은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방식
으로 책이나 영화와 같은 스토리의 과학을 소개하면서, 여러분이
문학 수업 시간에 배웠으면 싶었던 중요한 것들을 알려줄 것이다.

결막염, 비염, 천식, 아토피비부염

1. 침구류를 정기적으로 세탁한다
베갯잇을 매주 1회 뜨거운 물(60도)로 세탁, 침구류 일광소독

2. 곰팡이를 제거한다
3. 주기적으로 환기한다(일 3회, 30분 이상)
4, 물걸레로 청소한다
5. 독립된 공간에서 동물을 키운다
6. 개인위생에 신경쓴다
7. 면역력을 높인다
* 운동으로 면역력 및 근육량 늘이기,
필수지방산, 단백질, 미네랄 비타민등 풍부한 영양소 섭취

8. 스트레스 해소를 돕는 활동을 즐긴다
* 취미활동, 어울리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