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MA 인문 독서클럽 시리즈 1
박웅현 TBWA KOREA CCO

READ  ›   THINK  ›   SHARE

서   리   에        북   클   럽



서
리
에

서리에 북클럽은 책을 읽고 생각하며 나누는 독서 커뮤니티입니다.

Read, 인플루언서가 큐레이션한 도서를 읽습니다.
Think, 독서 후기를 쓰면서 책을 깊게 이해합니다.
Share, 회원과 함께 책에 대해 생각을 나눕니다.

책과 사람을 통해 삶에 대한 지혜와 통찰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He is
�현재 TBWA KOREA에서 크리에이티브 대표(CCO)로 일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감성을 흔들어 놓은 수많은 광고를 만들었고, <책은 도끼다>, 
<여덟 단어>, <인문학으로 광고하다> 등 베스트셀러의 저자이기도 하다.

박 
웅현

독서를 통해 관찰과 
사유를 이야기 하다.

서리에 북클럽 큐레이션 

박웅현과 함께 하다

KMA 북클럽 인문학 시리즈1. 북큐레이터 박웅현 CCO는 �
인문학적인 감수성과 인간을 향한 따뜻한 시선으로 인생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박웅현 CCO는 서리에 북클럽 큐레이터로서 자신만의 �
들여다보기 독법으로 창의력과 감수성을 일깨워 준 책들을 �
함께 읽어 나갑니다. 그리고 책 속에서 던지는 울림을 �
서로 생각하고 나누며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
뜨거운 화두를 던져 줄 것입니다.

Creative Director



창의적인 관점과 시선을 제시하다

정답과 오답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옳은 길을 찾아내고  
자신의 방식으로 걸어갈 수 있는  
삶의 지혜를 전하다.

PART        01
Essay

-
도서는 에세이와 소설 파트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READ



여덟 단어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포구여행

박웅현 알랭 드 보통 곽재구

자신의 인생을 �
지혜롭게 걸어가다

사랑에 대한�
담론을 나누다

여행을 통해�
잃어버린 꿈을 찾다

건축, 음악처럼 듣고  
미술처럼 보다

남다른 시선으로�
문화와 예술을 보다

서현

1 day 2 day 3 day 4 day 5 day

붓다의 치명적 농담

한형조

일상의 언어로�
금강경을 만나다

4월 24일 5월 2일 5월 22일 6월 5일 6월 19일
WED THU WED WED WED

깊게 읽다



창의적인 관점과 시선을 제시하다

날카롭고 창조적인 시선으로
얼어붙은 감성을 깨트리고
풍요로운 삶을 바라보다.

PART        02
Novel

-
도서는 에세이와 소설 파트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READ



방드르디, 태평양의 끝 이방인

미셸 투르니에 알베르 카뮈 밀란 쿤데라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의미를 고찰하다

관성에서 벗어난�
시각을 제시하다

존재를 관통하는�
삶과 사랑을 논하다

그리스인 조르바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자유로운 인간의�
원형을 만나다

니코스 카잔차키스

6 day 7 day 8 day 9 day 10 day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

오스카 와일드

이상적인 자아의�
모습을 그리다

7월 3일 7월 17일 7월 31일 8월 14일 8월 28일
WED WED WED WED WED

깊게 읽다



박웅현 CCO가 직접 큐레이션한 10권의 도서를 읽고 느꼈던 생각과 감정을 자신만의 언어로 자유롭게 적어보세요. �
점점 더 선명하고 풍성한 사유의 즐거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서리에 북클럽은 정기적으로 독서 관리를 하여 회원의 책 읽기를 독려하며, 독서 후기를 모아 회원 간 공유를 합니다.  

- 독서 후기와 북토크에 모두 참여하신 회원에게는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 

뷱10권의 책과 10번의 독서일기

북리뷰로 나만의 독서법을 생각하다

THINK, 생각을 표현하다

독서 후기 
양식 다운로드

회원 이메일로�
독서 스케줄과 �
후기 양식 전달

독서 후기 
작성 & 제출

독서 후기 작성 후
메일로 제출 시

북토크 티켓 발송

우수 독서 후기 
선정 & 공유

우수 후기 작성자 
선발하여 선물 제공

회원 대상 공유



박웅현 CCO와 서리에 회원은 함께 읽은 도서에 대해 이야기하고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먼저 박웅현 CCO의 책에 대한 담론을 듣고 회원과 함께 깊이 사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 격주 수요일 저녁에 진행됩니다. (단, 일정 변경 시 사전 안내 드립니다) - 

핑거푸드 & 커피 제공 회원 전용 자유 주제 진행 독서후기 공유

19:00 ~ 19:30

회원 교류

19:30 ~ 20:30

박웅현 CCO 북토크 회원 질의응답

20:30 ~ 21:00 21:00 ~ 21:30

조별 독서 토론

10권의 책과 10번의 만남!

박웅현 CCO와 함께 생각을 나누다 

SHARE, 관점을 공유하다



■  북토크 10회, 독서 후기 10회 모두 참여한 회원에게 도서상품권을 선물해 드립니다.
■  독서 토론은 조별 단위로 진행됩니다. 각 조장은 도서상품권 및 베스트셀러 등 특전이 부여됩니다.
■  북클럽 시즌 종료 후, 박웅현 CCO와 회원 간의 책거리 파티가 진행됩니다.

도서 발송

1. Part별 도서 사전 발송
2. 서리에 참여방법 소개

독서 후기 제출

1. 독서 후기 제출
2. 북토크 티켓 발송

박웅현 CCO 북토크

1. 박웅현 CCO 강연
2. 조별 독서 토론

온라인 커뮤니티

1. 도서 컨텐츠 공유
2. 조별 활동 지원

01 02 03 04

서리에 과정을 따라 걷다   

Process



참가대상

모임장소

가입비

신청방법

정기모임

입금계좌

읽고 생각하고 나누길  
좋아하는 사람

디벙크 (서울 마포구 성지1길 30 
더보이드빌딩 지하1층)

전체 회원 88만원 
파트 회원 48만원

회원가입 신청서 작성 후  
e-mail 발송

격주 수요일  
저녁 7시~9시 30분

KEB하나은행 124-13-12202-1  
(예금주 : 한국능률협회)

Part 1. Essay
4월 24일(수) 여덟 단어  I  박웅현 저
5월   2일(목)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I  알랭드보통 저 
5월 22일(수) 포구기행  I  곽재구 저
6월 �  5일(수) 건축, 음악처럼 듣고 미술처럼 보다  I  서현 저 
6월 19일(수) 붓다의 치명적 농담  I  한형조 저

Part 2. Novel

7월 � 3일(수) 방드르디, 태평양의 끝  I  미셸 투르니에 저
7월 17일(수) 이방인  I  알베르 카뮈 저 
7월 31일(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I  밀란 쿤데라 저
8월 14일(수) 그리스인 조르바  I  니코스 카잔차키스 저 
8월 28일(수)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  I  오스카 와일드 저

서리에 북클럽에 가입하다 

 Infomation



서리에 북클럽 운영국

박경만 클럽장  T_02-3274-9361   E_kpark@kma.or.kr 
07236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9층

www.km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