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우수편집도서상 심사평
정은숙(마음산책 대표)
날것의 원고를 책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그 편집 완성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교정 교열이다. 저자
와 디자이너에게 주어진 상은 원고의 수준과 역량, 디자인의 콘셉트와 표현 방식 등에 기반한 것이지만 편집자에
게 주어지는 상은 드러내지 않고 그 모든 것이 잘 구현되도록 섬세하게 조율하는 작업에 대한 경의까지도 건네는
것이다. 비문을 찾아내고 맞춤법과 맥락에 맞는 단어를 탐구하고 판면 체재와 일러두기, 색인, 주석 등 편집 요
소에 대해 고심하는 편집자는 책 뒤에 가려져 있다. 우수편집도서상을 심사하며 더욱 그 가려진 존재에 대한 감
사한 마음이 커졌다.
제3회 우수편집도서상에는 68개 출판사의 137종(성인 108종 아동 청소년 29종)이 접수되었다. 편집자로서
현장에서 오래 일해 온 예심 심사위원 5인의 노고를 거쳐 본심에 올라온 책은 6종이었다. 마티의 <체르노빌 다
크 투어리즘 가이드>, 보리의 <민물고기 도감>, 승산의 <The Princeton Companion to Mathematics>, 한울
림의 <모두를 위한 환경 개념 사전>, 현암사의 <경주로 보는 신라>, 한길사의 <연행사의 길을 가다>가 그것이다.
6종 모두 장르와 타깃독자에 맞는 교정 상태, 내용을 잘 전달하기 위한 편집 요소들의 조화가 돋보였다. 본심
심사위원들은 한 달 여의 시간을 두고 6종 모두 꼼꼼히 읽고 심사 토론을 벌이기로 했다. 그러나 학술적인 성격
이 짙은 2권 짜리 1700여 쪽의 방대한 책 <The Princeton Companion to Mathematics>을 한 달 만에 읽
는다는 것은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 전공 연구자에게 자문을 구하고 책에 쓰인 용어
번역과 서술이나 전개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해 파악하려고 애썼다. 2시간 여 가까이 심사 토론을 마친 후 <민물
고기 도감>과 <연행사의 길을 가다>를 제3회 우수편집도서상으로 확정했다.
본심에 올랐던 나머지 4종도 심사위원에게는 책 읽는 기쁨을 안겨주는 편집이 단단한 책들이었다. 책의 특징과
높이 평가해야 할 장점을 기록해두는 것은 그 가치를 오래 잊지 않기 위해서다.
<체르노빌 다크 투어리즘 가이드>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그대로 노출시키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책이 아니다. 원전사고 지역의 변화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관광’의 이름으로 찾아간 기록이며 그 관광을 통해 원
자력의 미래를 그려보는 특별한 책이다. 생생한 현장 보고서의 성격인 책답게 편집이 역동적이다. 다양한 포맷과
강렬한 색상이 활용되고 있는데 작은 글자 타이포가 앉혀진 부분까지도 가독력이 뛰어난 매력적인 편집이 장점이
다. 대표 필자 외에 문학연구가, 영상작가 등의 다양한 칼럼도 함께 편집되어 다크 투어리즘의 진정한 의미를 되
새기게 한다.
<The Princeton Companion to Mathematics>는 ‘프린스턴 수학 안내서’라고 인터넷서점 서지 정보에 노출
되어 있으나 책의 어디에도 한국어 번역 제목은 표기되어 있지 않았다. 해당 전공 연구자의 자문을 통해 매우 훌
륭한 수학 관련서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 금종해 고등과학원 원장을 비롯한 26인의 수학부 소속의 박사들

이 번역을 맡아 오역의 가능성도 거의 없는 공들인 책이었다. 2권은 일반인도 흥미롭게 읽을 산문 성격의 글들이
어서 여러모로 뜻 깊고 품위 있는 책이었으나 표지에 한국어 번역 제목을 붙이지 않은 것에 대한 우려는 가볍지
않았다.
<모두를 위한 환경 개념 사전>은 제목에서도 잘 드러나듯 38개의 환경 개념을 175개의 키워드로 풀어주며 흥
미를 유발하고 간결하면서도 친근한 사전적 개념 정의로 가독력도 높았다. 전체를 처음부터 읽어도 좋지만 관심
있는 키워드를 먼저 읽고 연쇄고리 형태로 다른 장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편집되어 있어, 두꺼운 책의 부담
감은 전혀 없었다. 여러 필자와 다양한 자료, 개념 설명 등이 한 권으로 통일감 있게 아우른 편집자와 디자이너
의 노고가 엿보였다.
<경주로 보는 신라>는 시각적 흥미를 먼저 느낄 수 있는 편집 제본이 좋았다. 현대의 모습을 설명하고 덧대어진
그림을 양쪽으로 펼치면 과거의 역사로 독자를 안내하며 역사적인 사료를 곁들여 설명해준다. 학습 효과를 크게
얻을 수 있는 역사 그림책이었다. 다양한 편집 요소들을 잘 활용해서 만든 읽기 편하고 보기 좋은 책이다.
선정된 두 종은 본심 심사위원의 감탄을 얻었다.
먼저 <민물고기 도감>은 보리 출판사의 세밀화도감 20년 역사의 성과다. 이 도감은 입말을 살려 쓴 아주 쉬운
설명글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이 책의 가치만큼이나 매력적이다. 우리 말법에 맞게 어려운 전문용어를 우리말로 다
듬었는데, 이는 편집자의 탁월한 역량이 아니라면 난해한 작업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강에 사는 어부, 낚시
꾼, 오랫동안 강가에서 살아온 이들의 물고기 이야기부터 전문 논문, 북한 자료까지 샅샅이 모아 다채롭고 정확
한 정보를 담아 설명문을 썼다. 읽기 쉽고 정성스레 편집 디자인된 본문은 쓰다듬고 싶을 만큼 아름다웠다.
더구나 10년 넘게 민물고기를 그려온 박소정 화가의 노고가 놀라울 정도다. 박 화가는 세밀화 130컷과 생태
삽화 90컷 등 모두 220컷이 넘는 그림을 그렸다. 살아 있는 민물고기를 직접 취재해서 그리기 위해 5년이 넘게
산골짜기부터 큰 강과 논도랑까지 다니는 것은 물론, 물고기가 헤엄치는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해 작업실
에 직접 어항을 꾸미고 물고기를 관찰하였다고 한다. <민물고기 도감>에는 우리나라에 사는 민물고기 130종을
소개한다. 한반도에 사는 고유종 52종이 실려 있으며 멸종위기야생동식물로 지정된 23종과 천연기념물에 속하는
6종을 모두 소개했다. 우리 강과 민물고기를 지키는 소중한 기록물이다.
<연행사의 길을 가다>는 조선시대 사신들의 연행록을 연구해온 동국대학교 사학과 서인범 교수가 10년에 걸쳐
사료를 검증하고 현지를 답사하면 쓴 역사답사기이다. 사신들이 걸었던 길을 직접 걸으며 조선의 대중국 외교의
본질을 오늘날의 시선으로 살핀 저자 서인범 교수는 여행 전 600여 종에 이르는 <연행록>을 검토했다고 한다.
압록강에서 산해관을 거쳐 북경과 승덕에 이르는 총 2000킬로미터의 사행길을 23일간의 일정으로 걷거나 여러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답사했다.
사행길의 기록을 담당했던 서장관을 등장시켜 저자와 대화를 나누는 흥미로운 형식을 취했을 뿐만 아니라 조선
당대의 기록화, 실측 지도 등의 사료 도판과 함께 답사지에서 촬영한 사진을 수록하여 역사 이야기의 생동감을
살려냈다. 철저히 사료에 근거한 전문 연구자의 글이 매우 잘 읽히는 것은 편집자의 교정교열의 공이 포함되어
있다. 답사길 지도와 주요 사진을 차례 앞에 배치하고 일러두기에서 중국의 지명 표기와 화폐 단위, 거리 단위,
용량의 단위 등 표기법을 설명한 점이나 여행 지역을 4개 부로 나누고 해당 지도를 인포그래픽으로 제시한 점,

책의 말미에 사행길 관련 인물을 소개하고 역사 용어 해설을 달아준 점은 독자의 독서를 도우려는 편집자의 배려
였다. 본문의 편집 요소를 기능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책의 형식과 내용을 어울리게 표현한 점이 큰 매력이다.
우수편집도서상 심사를 마치며 다시 한 번 편집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편집자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가다듬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