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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도서 리스트는 2014년 12월 22일부터 2015년 1월 11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학술정보관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책 소개 순서는 이메일이 학술정보관에 도착한 순서와 이메일에 적혀 있는 순서대로입니다. 

•'Professor's Comment'는 추천해주신 교수님께서 직접 책에 대하여 써주신 내용입니다.

•Ruoff 교수님의 추천도서 중 다이앤 애커먼(Diane Ackerman)과 에드워드 윌슨(Edward Wilson)의 책들은

'Letters to a Young Scientists (번역서명: '젊은 과학도에게 보내는 편지')' 외에는 신간 및 국내 번역된 책을 중심

으로 따로 선정하였습니다. 

•책 소개 내용은 주요 온라인 서점(Yes24, 교보문고, 알라딘, Amazon)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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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ature of Science
ProblemsandPerspectives
Edwin Hung

This text, the first comprehensive text in philosophy of science in many years, is
divided into two books. Book I deals with traditional problems in the philosophy of
science: logic, explanation, and epistemology. Book II presents various schools and
systems of thought from the philosophy of science. Prominently featured are:
rationalism, empiricism, logical positivism and constructivism. The text offers both
breadth and depth, but is written in a clear and accessible style, making it appropriate
for philosophy of science courses at the undergraduate and graduate levels.

Professor's Comment
The book reveals the nature of science.

Artificial Intelligence
AModernApproach
Stuart Russell, Peter Norvig

Artificial Intelligence: A Modern Approach offers the most comprehensive, up-to-
date introduction to the theory and practi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Number one
in its field, this textbook is ideal for one or two-semester, undergraduate or
graduate-level courses in Artificial Intelligence. 

천달러게놈맞춤형 개인유전자
정보 시대가 오고 있다
The$1,000 Genome : theRevolution in
DNASequencingand theNewEraof
PersonalizedMedicine
케빈 데이비스 Kevin Davies

개인 유전자분석의 새로운 시대를 이끌고 있는 선구자들의 도전과 실패 그리고 성공 이야기를 담

은 책이다. 게놈 혁신의 씨앗을 십고 변화를 만들어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유전자 의

학의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모두 보여주고 있다.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1,000달러 게놈,

더 나아가 100달러 게놈을 달성하기 위해 경주해온 선구자들을 인터뷰하면서 현재도 여전히 진

행 중인 놀라운 과학적 성취와 변화의 드라마를 생생하게 그려냈다. 

Professor's Comment
Good overview on Genomics. 

이기적유전자
진화론의 새로운 패러다임
TheSelfishGene
리처드 도킨스 Richard Dawkins

세계적인 과학자이자 저술가로 꼽히는 리처드의 도킨스의 대표작. 진화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책으로, 다윈의 '적자생존과 자연 선택'이라는 개념을 유전자 단위로 바라보며 진화를 설

명한다. 다윈주의 진화론과 자연선택을 기본 개념으로 독특한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저자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DNA 또는 유전자에 의해 창조된 '생존 기계'이며, 자기의

유전자를 후세에 남기려는 이기적인 행동을 수행하는 존재라고 주장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주요 쟁점들은 물론, 다양한 현대 연구 이론들과 실험들을 함께 보여준다. 특히 유전의 영역을

생명의 본질적인 문제에서 인간 문화로까지 확장한 문화 유전론을 제시하고 있다. 

Professor's Comment
This is a must read for all college students around the world.

RECOMMENDED BY PROFESSOR 
SEUNGBAE PARK IN DIVISION OF GENERAL STUDIES

RECOMMENDED BY PROFESSOR 
TSZ-CHIU AU IN SCHOOL OF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RECOMMENDED BY PROFESSOR 
JONG HWA BHAK IN SCHOOL OF LIF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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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혁명의 구조
TheStructureof Scientific
Revolutions
토머스 쿤 Thomas Kuhn

과학사와 과학철학을 뛰어넘어 인문학, 사회과학, 예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토머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는 과학의 진보가 누적적이라는 종래의 귀납적인 과학관에서

벗어나 근본적으로 과학적 지식의 발전이 혁명적이라는 데 주목하고 있다. 

TED프레젠테이션 
누군가의 앞에 서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책
How toDeliver aTEDTalk: Secretsof the
World'sMost InspiringPresentations

제레미 도노반 Jeremey Donovan

‘TED’는 기술(Technology),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 디자인(Design) 분야를 주제로 프레

젠테이션을 개최하는 미국의 비영리재단을 뜻한다. TEDx 조직원이자 토스트마스터스 인터내셔

널 위원인 저자 제레미 도노반이 실제 TED 강연의 대부분을 직접 분석하여 살펴본다. 

프레젠테이션 소재를 찾는 방법부터 자신에 대한 소개와 청중을 대하는 방법, 핵심 캐치프레이

즈를 정하고 그것을 청중들이 기억하도록 만드는 방법, 유머를 어떻게 활용하고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도 알려준다. 특히 주어진 시간을 구조화하고 청중과 함께 호흡

하는 방법에 대한 명확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Professor's Comment
발표의 중요한 팁을 간결하게 요약해서 보여줌.

장하준의 경제학강의
지금 우리를 위한 
새로운 경제학 교과서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인 장하준이 쓴 ‘일반인을 위한 경제학 입문서’. 경제란 무엇이

고, 경제학을 왜 알아야 하는지에서 출발해 자본주의 경제가 어떤 과정을 통해 현재에 이르게 되

었는지 간략한 경제사를 훑어본 뒤 경제학의 주류인 신고전파는 물론 마르크스학파, 케인스학파,

개발주의, 행동주의 등 다양한 경제학파를 소개하고 장단점을 조목조목 설명해 준다. 

또한 일, 소득, 행복 등 우리 삶과 밀접한 문제를 비롯해 정부와 기업의 역할, 국제 무역 등 넓은

영역까지 아우르며 경제 전반을 보는 눈을 키워 준다. 무엇보다 실제 통계 숫자를 통해 현실 경제

를 생생하게 보여 주는 동시에 그 숫자가 설명하지 못하는(혹은 가리고 있는) 이면까지 날카롭게

짚어 준다. 자전거를 타듯, 스마트폰을 사용하듯, 쉽게 따라 익힐 수 있는 경제학 사용 설명서이다. 

Professor's Comment
경제학의 이슈들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기존의 경제학과 다른 관점들을 보여줌.

원씽 
복잡한세상을이기는단순함의힘
TheOneThing: theSurprisingly
SimpleTruthBehindExtraordinary
Results

게리켈러GaryKeller&제이파파산JayPapasan

더 적게 일함으로써 더 깊게 집중하여 더 크게 성공하는 비결로, 저자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원씽’을 찾아 집중하고 파고들라고 제안한다. 우리의 삶을 소모시키는 멀티스태킹을 비롯

한 성공에 대한 거짓신화를 바로잡고, ‘원씽’의 일을 찾아 집중하는 법, 그리고 ‘원씽’을 찾기 위

해 스스로 어떤 질문을 해야 하며, 이를 어떻게 습관화하고 삶의 부분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알려

준다. 

Professor's Comment
바쁜 현대사회에서 왜 한가지에 초점을 두어야 성공할 수 있는지 확실한 동기를 제공해 줌.

RECOMMENDED BY PROFESSOR 
HYUN JU JUNG IN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RECOMMENDED BY PROFESSOR 
JUNYOUP LEE   IN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RECOMMENDED BY PROFESSOR 
JUNYOUP LEE   IN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인터스텔라의 과학
TheScienceof
Interstellar
킵 손 Kip Thorne

경이로운 우주의 신비로 화제를 몰고 있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인터스텔라》. 이 영화의

이색적인 스토리와 시각효과는 진짜 과학을 기초로 삼아 제작되어 우리에게 생생한 우주의 세계

를 경험하게 한다. 이렇게 영화의 완성도가 높아진 것에는 감독의 연출력뿐만 아니라 기획 단계

부터 영화에 참여한 이론 물리학자 킵 손 덕분이다. 저자는 『인터스텔라의 과학』에서 영화에 나오

는 과학과 블랙홀부터 제 5차원까지 그것이 스토리와 시각효과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상세히

소개한다. 

중국이세계를지배하면
패권국가중국은천하를
어떻게 바꿀것인가?
WhenChinaRules theWorld: the
Endof theWesternWorldand the
Birthof aNewGlobalOrder
마틴 자크 Martin Jacques

영국 런던 정경대학 부설 국제관계ㆍ외교전략연구소 아시아경제연구센터의 초빙 연구위원 마틴

자크의 책. 200여 년간 우리는 서구 중심의 세계에서 살아왔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오면서부

터 비서구 국가인 '중국'이 서구가 지배하는 세계의 종말을 예고할 정도의 강대국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 책은 서구적 사고방식이 아닌 대륙적 사고방식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발

휘 중인 중국이 지배하는 세계의 풍경을 그려내고 있다.

Professor's Comment
서구 지식인의 관점에서 본 중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전체적인 입문서.

인플루엔서
조용히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
Influencer: theNewScienceof
LeadingChange
조셉 그레니 Joseph Grenny, 
케리 패터슨 Kerry Patterson 외

쇠락한 기업을 회생시키고,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하며, 치명적 질병을 퇴치하는 ‘변화주도자’,

인플루엔서들의 이야기를 다룬 책이다. 조용하지만 끈질기게, 사람들의 ‘행동’에만 집중하면서

전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분야와 방법으로 자신만의 영향력을 발휘하여 변화를 이끌어내는 인플

루엔서들의 특징을 총 10장에 걸쳐서 소개한다.

Professor's Comment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입문서.

원자폭탄 만들기
TheMakingofthe
AtomicBomb
리처드 로즈 Richard Rhodes

원자폭탄을 만들었던 '맨해튼 프로젝트'의 과정을 속속들이 추적한 책. 인류와 과학의 역사상 가

장 중요한 사건 중의 하나였던 원자폭탄 제조과정을 흥미롭게 다뤄 일반인과 과학사 전공자 모두

로부터 호평받았다. 1988년 퓰리처상 논픽션 부문 수상작이자 전미 도서 비평가협회상 및 도서

상 수상작(1987)이다. 역사 소설 형식으로 펼쳐지는 원자 폭탄 제작 과정은, 엔리코 페르미, 유

진 위그너, 닐스 보어, 로버트 오펜하이머 등 유명 과학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독자들

의 머릿속을 파고든다. 과학자로서 느끼는 발명의 기쁨과 은밀한 불안감, 그 사이에서 고뇌에 빠

지는 인간적 면면이 생생하게 녹화되어 있다. 

RECOMMENDED BY PROFESSOR 
JAEUP KIM IN SCHOOL OF NATUR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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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ED BY PROFESSOR 
YOUNG CHOON KIM  IN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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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자본
Capital in the
Twenty-firstCentury
토마 피케티 Thomas Piketty

전 세계에 피케티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프랑스 파리경제대 토마 피케티 교수의 이 책은 자

본주의에 내재한 불평등에 대한 참신하고 실증적인 분석과 대담한 대안 제시로 인해 논쟁의 중심

의 서 있다. 저자는 자본소득이 노동소득보다 항상 우위에 있는 것을 지적한다. 즉,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소수 부유계층에 자본이 집중돼 분배구조의 불평등이 악화된다는 것이다. 이에 저자

는 먼저 국민소득, 자본, 소득 등의 기본 개념을 소개하고 소득과 분배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핀다. 자본/소득 비율의 변화의 전망과 3세기에 걸친 방대한 역사적 데이터를 토대로 불평등의

역사적 전개를 살펴보며 극소수의 최고 소득에는 현 수준보다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과 누진적

인 글로벌 자본세라는 대담한 대안을 제시한다.

우리도행복할수있을까
행복지수1위덴마크에서
새로운길을찾다
오연호

6가지 키워드로 살펴보는 행복의 비결. UN이 발표한 세계행복보고서에 2년 연속 덴마크가 행복

지수 1위를 대한민국은 41위에 머물렀다. 두 나라에는 무슨 차이가 있기에 사람들의 행복수준이

다른 걸까? 저자는 그들이 생각하는 행복한 삶, 행복한 사회의 비결을 묻고자 덴마크 사회를 1년

6개월에 걸쳐 심층 취재하였다. 취재를 통해 밝혀낸 비밀을 6개의 키워드 - 자유, 안정, 평등,

신뢰, 이웃, 환경 - 으로 나열하고 사례와 분석, 시원한 통찰로 설명한다. 

Professor's Comment
OECD자살율 1위 나라에 던진 행복의 화두.

온도계의 철학 
측정 그리고 과학의 진보
InventingTemperature:
Measurement andScientificProgress
장하석 Hasok Chang

과학철학의 노벨상 ‘러커토시상’ 수상작. 온도계의 온도가 없던 시절 어떻게 온도를 측정하고,

개념을 만들며 온도계를 발명했는가를 다룬다. “온도계를 사용해서 온도를 재는데, 온도를 재는

온도계의 온도는 어떻게 잴 수 있을까?”라는 호기심에서 출발했다. 즉, 우리나라가 사용한 섭씨

온도, 미국에서 사용하는 화씨온도, 물리학자들이 사용하는 절대온도라는 개념 이전에 다양한

온도 측정 역사의 발전 과정을 짚는다. 온도계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보다 험난했고, 이를 극복하

는 과정에서 화씨온도계로 유명한 파렌하이트, 섭씨온도계의 셀시우스, 잠열을 측정한 블랙, 열

용량 이론을 발전시킨 어빈, 끓는점을 고정시킨 드 뤽과 캐번디쉬, 도예의 대가 웨지우드, 근대

적 열역학 이론을 세운 윌리엄 톰슨 등의 위대한 영웅들이 등장했다.

Professor's Comment
과학은 문화라는 새로운 관점 제시.

구글 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DNA에서 양자 컴퓨터까지 
미래 정보학의 최전선
정하웅, 김동섭, 이해웅

KAIST를 대표하는 석학들의 강연을 한데 엮은 책이다. 21세기를 좌우할 미래 정보학의 세계를

복잡계 네트워크 과학, 생물 정보학, 양자 정보학이라는 창을 통해 살펴보고 있다. 

KAIST의 물리학과 교수 정하웅은 복잡계 네트워크와 데이터 과학으로 구글 같은 거대 IT기업과

정치와 경제를 좌우하는 정보 산업의 비밀을 파헤친다. KAIST의 바이오 및 뇌공학과 교수 김동

섭은 생물 정보학의 최전선을 이야기하고 KAIST의 물리학과 교수인 이해웅은 양자 암호와 양자

정보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Professor's Comment
알기 쉽게 풀어쓴 일반안을 위한 과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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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or's Comment
부와 불평등을 알기 쉽게 풀어쓴 역작.



중국인 이야기
김명호

<중앙선데이>의 ‘사진과 함께하는 중국 근현대’에서 연재했던 글을 토대로 하여, 청조 멸망에서

문화대혁명까지 격동기 중국 근현대사의 전개 과정을 생동감 있게 복원한 책이다. 중화민국 탄

생, 공산당 창당, 북벌전쟁, 항일전쟁, 국공내전과 합작, 중소와 중미외교, 신중국 수립과 문화

대혁명 등 파란만장한 역사 속에 혁명가, 지식인, 예술인 등 소설 속 주인공보다 개성 넘치는 인

물들을 담아냈다.

The most design-oriented of Edward Tufte's books, Envisioning Information shows
maps, charts, scientific presentations, diagrams, computer interfaces, statistical
graphics and tables, stereo photographs, guidebooks, courtroom exhibits,
timetables, use of color, a pop-up, and many other wonderful displays of
information. The book provides practical advice about how to explain complex
material by visual means, with extraordinary examples to illustrate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information displays. Winner of 17 awards for design
and content.

Visual Explanations 
ImagesandQuantities,
EvidenceandNarrative
Edward Tufte

Describes design strategies - the proper arrangement in space and time of images,
words, and numbers - for presenting information about motion, process,
mechanism, cause, and effect. Examines the logic of depicting quantitative
evidence. 

풍요의 경제학
ThePlenitude:
Creativity, Innovation,
andMakingStuff
리치 골드 Rich Gold

이 책은 현대사회의 '풍요'에 대한 근원, 그리고 풍요를 주도하는 다양한 제품이 쏟아져 나오는 이

유에 대해 이야기한다. 

우리는 많은 물건들 속에 둘러싸여 있다. 음식에서부터 자동차, 주택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수

십에서 수천 가지로 이루어진 합성 혹은 조립품들이다. 

저자는 이렇게 인간들이 만든 물질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생태계를 '풍요(The Plenitude)'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 이 풍요의 세계를 파헤친다. 그러한 환경에서 과연 어떻게 행동

해야 하는지에 대해 답한다.

RECOMMENDED BY PROF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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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or's Comment
알기 쉽게 쓴 중국 및 중국인 입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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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sioning 
Information
Edward Tufte



사랑의 백가지 이름
OneHundredNames for Love:
AStroke, aMarriage, and the
LanguageofHealing
다이앤 애커먼 Dian Ackerman

어느 날 애커먼의 남편, 작가이자 비평가인 폴 웨스트가 끔찍한 뇌졸중을 겪는다. 이 책은 평생

언어를 가지고 놀았던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단 몇 가지의 어휘만으로 자신과 의사소통해

야 하는 상황을 바라보며 써내려간 책이다. 그녀는 남편과의 뿌리 깊은 서로간의 이해, 그리고

언어와 두뇌에 관한 자신의 지식을 적절히 활용하여 남편이 언어의 세계로 다시금 돌아오는 5년

간의 과정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미친 별 아래 집 
어느 동물원장 부부의 
은밀한 전쟁 이야기
TheZookeeper’sWife
다이앤 애커먼 Dian Ackerman

Describes design strategies - the proper arrangement in space and time of images,
words, and numbers - for presenting information about motion, process,
mechanism, cause, and effect. Examines the logic of depicting quantitative
evidence. 

RECOMMENDED BY PROF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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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American Science 
and Nature Writing 2014
Deborah Blum(Editor)&Tim Folger(Editor)

Pulitzer Prize–winning journalist and author Deborah Blum selects the year’s top
science and nature writing from writers who balance research with humanity and
in the process uncover riveting stories of discovery across the disciplines.

The Human Age 
TheWorldShapedByUs
Diane Ackerman

As Diane Ackerman writes in her brilliant new book, The Human Age, "our
relationship with nature has changed…radically, irreversibly, but by no means all
for the bad. Our new epoch is laced with invention. Our mistakes are legion, but
our talent is immeasurable."
With her distinctive gift for making scientific discovery intelligible to the layperson,
Ackerman takes us on an exhilarating journey through our new reality, introducing
us to many of the people and ideas now creating—perhaps saving—our future and
that of our fellow creatures.

Professor's Comment
Any books by Diane Ackerman. All of them. 

Professor's Comment
And then also the same anthologies for 2013,
2012, 2011, 2010, etc. They are all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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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만 씨, 농담도 잘하시네!
SurelyYou're Joking, Mr.
Feynman!
리처드 파인만 Richard Feynman

양자역학을 재정립해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고, 아인슈타인과 함께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로

불리는 리처드 파인만 박사의 독특하고도 재미있는 인생 이야기. 물리학자이면서 금고털이, 봉

고 연주자, 화가 등 여러 경험이 녹아있는 그의 일대기에는 고정관념을 깨는 그만의 발상법과 끊

임없는 호기심, 대담성이 어우러져 독자에게 삶의 재치와 감동을 전해준다.

발견하는 즐거움
ThePleasureof Finding
ThingsOut: TheBestShort
WorksofRichardP. Feynman
리처드 파인만 Richard Feynman

인간이 만든 이론 가운데 가장 정확한 이론이라는 양자전기역학(QED)으로 누구보다도 물리학의

기초를 단단히 다져 놓은 리처드 파인만의 강연, 인터뷰, 통찰이 담긴 글 들을 모아 엮은 책. 물

리학에 대해 다룬 글뿐만 아니라 종교, 철학, 교육, 미래의 컴퓨터에 대한 글, 그가 선구적 기여

를 한 나노테크놀러지, 인간으로서의 겸허함, 과학의 재미, 과학과 문명의 미래, 어린 과학 꿈나

무들이 세계를 바라보는 방법에 관한 글, 우주 왕복선 챌린저 호의 참사를 불러일으킨 관료주의

의 비극적 맹목성에 대한 보고서 등 장난과 농담을 즐겼던 파인만의 끼가 듬뿍 담긴 13편의 글을

수록했다. 

뇌의 문화지도
AnAlchemyofMind:The
MarvelandMysteryoftheBrain
다이앤 애커먼 Dian Ackerman

뇌의 생성과 진화에서부터 그 다양한 메커니즘까지를 세세하게 살펴보면서 인간의 뇌가 어떻게

경험을 축적하고, 세상에 문화의 씨앗을 뿌려왔는지를 살펴본 책이다. 인문과 철학에 대한 깊은

사유와 자연주의적 감수성으로 인간과 자연의 경험적 신비를 매번 색다르게 짚어낸 저자는, 세

포가 산소를 배출하고 바다 곳곳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라 생명체에 손길을 뻗기 시작한 24억 년

전의 대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늘날 인류의 뇌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독창적인 시각과 합리적인 과학 지식으로 풀어낸다. 

감각의 박물학
NaturalHistoryof theSenses
다이앤 애커먼 Dian Ackerman

후각, 촉각, 미각, 청각, 시각, 그리고 언어화되지 않은 기억과 인상을 표현하는 공감각에 관한

이야기. 경이롭고도 황홀한 여섯 가지 감각의 미로를 따라가면서 감각의 기원과 진화과정을 추

적한 책이다. 저자는 예술과 철학, 인류학, 과학을 가로지르며 인간을 둘러싼 감각 세계의 모든

것을 아름다운 한 편의 시처럼 풀어낸다. 키스의 진화, 18세기 영국의 사디즘적인 요리법, 고통

의 화학작용 부터 사향노루 냄새의 호르몬 효과에서 접촉의 생물학적 필요까지를, 섬세하고 독

특한 자연주의 감성과 함께 만나볼 수 있다. 

Professor's Comment
Any books by Diane Ackerman. All of them. 

Professor's Comment
Any books by Diane Ackerman. All of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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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정복자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TheSocialConquest of Earth
에드워드 윌슨 Edward Wilson

에드워드 윌슨이 제시하는 새로운 진화과학과 혁명적 세계관을 고스란히 담아낸 책이다. 인류가

사회성을 획득하고 문명을 건설하기까지 밟아야 했던 단계들을 바탕으로 진정한 인류 창조 이야

기를 거시적이고, 통섭적인 관점으로 재구성하였다.

저자는 진화 생물학을 토대로 인류학, 심리학, 언어학, 뇌과학 등을 종횡무진 오가며 인류 문명

의 근간이 되는 도덕, 종교, 철학, 예술, 과학의 기원을 밝혀낸다. 더불어 인류와 마찬가지로 사

회성을 무기로 약 6000만 년 전에 지구 정복을 완수한 개미 같은 사회성 곤충들의 진화 역사와

인류의 진화사를 비교하고, 분석하여 인간조건의 기원에 대해 명쾌하게 풀어냈다. 

인간 본성에 대하여
OnHumanNature
에드워드 윌슨 Edward Wilson

에드워드 윌슨의 대표작. 인종, 문화, 전쟁, 협력, 종교, 윤리, 성 등 인간의 모든 사회적 행동과

본성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인간의 모든 사회적 행동과 본성은 생물학적 현

상일 뿐임을 강조하면서 집단 생물학과 진화학적 방법론으로 분석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회성 동물들을 조사하러 어떤 다른 행성으로부터 날아 온 동물학자에

게는 역사학, 문학, 인류학, 사회학은 물론, 법학, 경제학, 심지어 예술까지도 모두 인간이라는

영장류에 관한 사회 생물학에 불과하다.”

유학생 및 과학자를 위한 
영어논문 작성법
ScienceResearchWriting for
Non-NativeSpeakersof
English
[글라스맨딜 힐러리] Glasman-Deal Hilary

유학생 및 과학자를 위한 영어논문 작성법을 다룬 교재. 영어권이 아닌 나라의 과학 연구자들이

영어로 논문을 쓰고자 할 때 도움을 준다. 또한 비영어권의 석사나 박사 과정 학생들이 영어로 학

위논문을 작성하고자 할 때에도 도움을 준다. 이론적인 설명보다는 실질적이면서 연구자들이나

과학자 스스로가 독학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젊은 과학도에게 보내는 편지
Letters toaYoungScientist
에드워드 윌슨 Edward Wilson

과학도들에게 보내는 조언과 철학을 담은 책이다. 에드워드 윌슨이 지난 60년간 과학자로 살아

오면서 얻은 보석 같은 깨달음과 통찰, 학생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20통의 편지 형식으

로 묶었다. 올해로 86세인 에드워드 윌슨은 유명 과학자로 살아오면서 수천수만 명의 재능 있는

젊은 과학도들을 키워냈고, 덕분에 ‘과학자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깊이 있

는 지식을, 심지어 철학이라고 불러도 될 만한 깨달음을 얻었다. 이 책에서 윌슨은 젊은 세대에

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하는 실용적 조언뿐만 아니라, 그들이 왜 반드시 성공해야만

하는지 그 당위와 책임감까지 역설했다.

Professor's Comment
And any books by Edward Wilson.

Professor's Comment
And any books by Edward Wilson.

Professor's Comment
And any books by Edward Wil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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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를 부탁해
PleaseLookAfterMom
신경숙 Kyung-Sook Shin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여자로서 엄마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우리 어머니들의 삶과 사랑을 절

절하고 아름답게 그려낸 신경숙의 소설 『엄마를 부탁해』. 2007년 겨울부터 2008년 여름까지 '창

작과비평'에 연재되어 뜨거운 호응을 받았던 작품으로, 작가가 <리진> 이후에 펴내는 여덟 번째

장편소설이다. 연재 후 4장으로 구성된 원고를 정교하게 수정하고, 100여 장에 달하는 에필로그

를 덧붙였다. 

캐치-22
Catch-22
조지프 헬러 Joseph Heller

미국 포스트모더니즘 문학의 대표작이자 반전 소설의 걸작인 『캐치-22』. 조지프 헬러가 2차 세

계대전에 참전한 경험을 바탕으로 쓴 작품으로, 이전까지의 모더니즘 형식을 전복한 파격적인

구성과 냉전 시기의 현실을 비틀어 반영한 독특한 풍자 어법으로 “소설의 형태를 바꾸었다.”는 평

가를 받았다.

이 책은 미국에서만 1000만 부 이상 팔렸고, 《타임》이 선정한 현대 100대 영문 소설의 하나로 꼽

히며 고전의 반열에 올랐으며, ‘딜레마’나 ‘진퇴양난’을 의미하는 단어 ‘캐치-22(Catch-22)’는

보통명사가 되어 사전에 등재되기도 했다.

통섭 지식의 대통합
Consilience: 
theUnity ofKnowledge
에드워드 윌슨 Edward Wilson

인문학과 자연과학을 통합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 온 에드워드 윌슨. 이 책은 그 거대한 기

획을 총결산한 역저다. 그는 자연과학과 인문, 사회과학이, 인간의 지식은 본질적으로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전망을 바탕으로 협력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 ‘지식의 대통합’이라는 전망을 설득

력 있게 제시하기 위해 서구 학문의 큰 줄기에서 갈라져 나온 다양한 가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

고 그 가지들 속에 숨어 있는, 그렇지만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간과했던 지식 통합의 가능성을 찾

아내 명확하게 보여 준다. 

원제 ‘consilience'는 ’함께 넘나듦(jumping together)‘이라는 뜻의 라틴어 'consiliere'에서 가져

온 것으로 “설명의 공통 기반을 만들기 위해 분야를 가로지르는 사실들과 사실에 기반한 이론을

연결함으로써 지식을 ’통합’하는 것”을 뜻한다. 

Professor's Comment
And any books by Edward Wil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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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미래
TheFutureof Life
에드워드 윌슨 Edward Wilson

환경주의와 경제주의, 생명 과학과 생명 윤리의 통섭 가능성을 모색하고 환경의 위기, 생명 전체

의 미래에 대해 성찰한 책. 

국제적인 비정부 기구인 세계 야생 생물 기금(WWF)의 자문 위원으로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경험

에 바탕을 둔 생생한 환경정보와, 야생 생물학 현장 연구와 사회생물학 연구를 통해 얻은 지식,

인간본성과 생명의 본질에 대해 깊게 사색해 온 과학 사상가로서의 깊은 깨달음이 한데 어우러져

있다. 2002년 세계자연도서상 수상작.

Professor's Comment
And any books by Edward Wil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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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kasta
Re,ColonisedPlanet5
Doris Lessing

This is the first volume in the series of novels Doris Lessing calls collectively
Canopus in Argos: Archives. Presented as a compilation of documents, reports,
letters, speeches and journal entries, this purports to be a general study of the
planet Shikasta–clearly the planet Earth–to be used by history students of the
higher planet Canopus and to be stored in the Canopian archives.

황금 노트북
TheGoldenNotebook
도리스 레싱 Doris Lessing

2007년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도리스 레싱의 장편소설 『황금 노트북』. 도리스 레싱은 현대 세계

문단을 대표하는 작가로 20세기를 대표하는 페미니스트 작가이자, 여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종

차별, 제국주의 등 20세기의 다양한 문제를 소설을 통해 탐색한 작가이기도 하다. 

한 여류 작가가 예술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성찰하는 과정을 그린 『황금노트북 The Golden

Notebook』(1962)은 그녀의 작품 가운데 가장 정교한 구성이 돋보이는 작품이자 레싱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린 책이다. 영미문학계에서 여성해방문학의 고전으로 불리는 이 책은 현대여성의

삶에 얽힌 다양한 문제를 진지하게 풀어 나간다. 가부장적 신화 속에서 진실된 삶을 추구하려는

주인공 안나 울프가 쓰는 다섯권의 노트북 이야기를 통해 혼돈과 질서, 허구와 현실, 삶과 죽음

의 문제 등을 밝혀 나간다.

제5도살장
Slaughterhouse-Five
커트 보네거트 Kurt Vonnegut

나치독일은 러시아 포로들을 대량 살육할 목적으로 대단위 수용소를 짓는데, 포로가 된 주인공

빌리 일행이 임시로 그곳에 거처한다. 독일군 감시자는 그곳의 주소를“슐라흐토프-퓐프”, 즉 다

섯번째 도살장이라고 일러준다.

저자는 도입부에 자기소개 겸 이 소설에 대해 이렇게 밝히고 있다.

“(…) 아주 오래전 미국 보병대의 낙오병으로서, 전쟁포로로서 엘베 강변의 피렌체라는 독일 드레

스덴 대공습 현장에서 살아남아 그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 책은 비행접시를 통해 보내오는 행성

트랄파마도어의 전보문 형식으로 쓴 정신분열성 소설이다.”

타이탄의 미녀
TheSirensof Titan
커트 보네거트 Kurt Vonnegut

<제5도살장>과 함께 보네거트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특유의 풍자적 유머와 독설로 미국의 정치,

종교, 특히 기독교를 신랄히 풍자하고 있다. 1959년에 발표되어 시대적인 차이가 다소 있으나, '

인생과 우주의 존재 의미에 대한 한편의 환상적인 농담'이라 할 수 있는 이 작품은 소위 포스트 시

대의 감수성을 가진 독자라면 누구나 공감을 느낄 만하다. 보네거트 특유의 블랙 유머리스트로서

의 풍자와 독설, 그리고 그 너머에 흐르는 인간애의 따뜻함과 당대의 사회문제에 대한 적극적 참

여의식은 이 작품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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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Biodiversity
Genes, 
RaceandHistory
Jonathan Marks

In Human Biodiversity, Marks has attempted to distill from a centuries-long debate
what has been learned and remains to be learned about the biological differences
within and among human groups. His is the first such attempt by an anthropologist
in years, for genetics has undermined the fundamental assumptions of racial
taxonomy. The history of those assumptions from Linnaeus to the recent past—
the history of other, more useful assumptions that derive from Buffon and have
reemerged to account for genetic variation—are the poles of Marks's exploration.

The Meaning of 
Human Existence
Edward Wilson

In The Meaning of Human Existence, his most philosophical work to date, Pulitzer
Prize–winning biologist Edward O. Wilson grapples with these and other existential
questions, examining what makes human beings supremely different from all other
species. Searching for meaning in what Nietzsche once called "the rainbow colors"
around the outer edges of knowledge and imagination, Wilson takes his readers
on a journey, in the process bridging science and philosophy to create a twenty-
first-century treatise on human existence—from our earliest inception to a
provocative look at what the future of mankind portends.

생존자의 회고록
Memoirsof aSurvivor
도리스 레싱 Doris Lessing

2007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변화와 자유를 꿈꾸는 작가 도리스 레싱의 자전적 SF 판타지 소

설이다. 영미 여성 문학의 거장 도리스 레싱은 ‘20세기에 영어로 소설을 쓰도록 선택받은 몇 안

되는 가장 흥미진진한 지성인 중 하나’라는 찬사를 받는 현대 영국 문학계의 가장 중심에 있는 작

가이다. 이 책은 그녀가 1975년 발표한 장편소설로서, 정신 분열과 사회적 붕괴라는 주제를 다

루고 있다. 온 인류가 미래에 대한 장밋빛 꿈에 부풀어 있을 당시에, 물질 문명의 종말로 인해 붕

괴되어 가는 미래 사회 속에서 정신적으로 분열되어 가는 무력한 인간의 모습을 그려내어 커다란

충격을 던져주었다. 

마사 퀘스트
MarthaQuest
도리스 레싱 Doris Lessing

도리스 레싱이 1952년에 발표한 두 번째 장편소설이다. 이 책은 흔히 ‘마사 퀘스트’ 시리즈라고

불리는 ‘폭력의 아이들(Children of Violence)’ 시리즈의 첫 권이다. <마사 퀘스트>에 이어 약 20년

에 동안 출간한 <어울리는 결혼(A Proper Marriage)>(1954), <폭풍의 여파(A Ripple from the

Storm)>(1958), <육지에 갇혀서(Landlocked)>(1965), <네 개의 문이 있는 도시(The Four-Gated

City)>(1969) 등 ‘폭력의 아이들’ 시리즈는 도리스 레싱이 자신의 소설적 역량을 모두 쏟아 부어 완

성한 걸작으로 꼽힌다. 아프리카를 배경으로 하여 ‘마사 퀘스트’라는 여성 주인공이 점차 새로운

세계를 향해 눈을 떠가는 과정을 그린 이 시리즈는 도리스 레싱이 영국 문학계에 입지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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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의 향기
머무름의 기술
한병철

<피로사회>의 저자 한병철 교수의 저서로, 현대사회의 모든 시간이 노동의 인질이 되었음을 포착

한다. 모든 시간은 일의 시간이고, 여가시간도 일의 시간을 준비하는 보조적 의미밖에 지니지 못

한다는 것이다. 왜 늘 시간이 없고 쫓기는지, 왜 시간은 그토록 허망하게 빨리 지나가 버리는지,

주어진많은시간은또왜낭비하고있는지등에대한일상적질문에대한철학적성찰을담아냈다.

이 책에서는 ‘노동’으로만 인식되는 피로사회를 넘어서 ‘사색의 시간’을 탐색한다. 헤겔, 마르크

스, 니체, 프루스트, 하이데거 등의 사상과의 비판적 대결을 통하여 근현대 주요 사상가들의 요

점을 짚어주면서도 깊이를 잃지 않는다.

눈먼 자들의 국가
박민규 외

세월호 참사 이후 계간 <문학동네> 2014년 여름호와 가을호에 게재된 글을 엮은 것이다. 이 글은

우리시대를 대표하는 문인들과 사회과학자들이 숙연한 마음을 가지고 써내려간 글들이다. 책은

얇지만 그 속엔 담긴 글들의 무게는 진실과 슬픔이 담겨 무겁다. 어떤 경우에도 진실은 먼저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며 정당한 슬픔은 합당한 이유 없이 눈물을 그치는 법이 없다는 것을 증명

하고자 한다.  김애란, 김행숙, 김연수, 박민규, 진은영, 황정은, 배명훈, 황종연, 김홍중, 전규

찬, 김서영, 홍철기 모두 12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The Rise and Fall of the 
Third Chimpanzee 
HowOurAnimalHeritage
Affects theWayWeLive
Jared Diamond

More than 98 percent of human genes are shared with two species of chimpanzee.
The 'third' chimpanzee is man. Jared Diamond surveys out life-cycle, culture,
sexuality and destructive urges both towards ourselves and the planet to explore
the ways in which we are uniquely human yet still influenced by our animal origins.

피로사회
한병철

현대사회의 성과주의에 대하여 날카롭게 비판한 책으로, 독일의 주요 언론 매체가 주목한 재독 철

학자 한병철 교수의 성찰을 담아냈다. 이 책에서 저자는 현대사회의 패러다임 전환을 예리하게 포

착한다. 냉전, 면역학, 규율사회 등 적대성 내지 부정성을 바탕으로 한 과거의 사회에서 현재는

부정성이 제거되고 긍정성이 지배하는 사회로 변화했다. 그는 이 새로운 사회를 성과사회, 그리

고 이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을 성과주체라고 말한다. 이 책은 성과사회의 과잉활동, 과잉자극

에 맞서 사색적 삶, 영감을 주는 무위와 심심함, 휴식의 가치를 역설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피로’

의 개념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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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균형
AFineBalance
로힌턴 미스트리 Rohinton Mistry

인도의 삶을 꾸밈 없이 전해주는 작가 로힌턴 미스트리의 걸작. 발표한 장편소설이 모두 부커 상

최종 후보에 오르며 주목을 받은 로힌턴 미스트리는 인도의 복합적인 근대사를 배경으로 인도의

삶을 다루는 대표적인 작가이다. 이 작품은 밑바닥 삶에서 벗어나고자 발버둥치는 네 사람의 간

절한 삶을 통해 인도인의 현실을 그려냈다.

그리스인 조르바
Zorba theGreek
니코스 카잔차키스 Nikos Kazantzakis

노벨 문학상 후보에 두 번이나 오르며 그리스 문학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데 큰 기여를 한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대표작. 호쾌하고 농탕한 자유인 조르바가 펼치는 영혼의 투쟁을 풍부한 상상력으

로 그려냈다. 

이 책의 주인공 조르바는 실존 인물로서, 카잔차키스는 『영혼의 자서전』 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힌두교도들은 '구루(사부)'라고 부르고 수도승들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삶의 길잡이를 한 사람

선택해야 했다면 나는 틀림없이 조르바를 택했을 것이다……. 주린 영혼을 채우기 위해 오랜 세월

책으로부터 빨아들인 영양분의 질량과, 겨우 몇 달 사이에 조르바로부터 느낀 자유의 질량을 돌이

켜 볼 때마다 책으로 보낸 세월이 억울해서 나는 격분과 마음의 쓰라림을 견디지 못한다.”

Professor's Comment
부조리한 사회제도(카스트 등) 속에서 희망을

‘균형있게’ 가지고 사는 법.

Professor's Comment
다른 수단(격정적 경험과 종교적 글쓰기)를 통해
인생의 길을 구하는 자들 사이의 허물없는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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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정부 교수님들이 추천하는 책 (2011년)

PART 

02

•고전 및 문학 작품의 번역서의 경우, 책 표지는 학술정보관에 있는 책 중에서 최근에 출판된 책 또는 많이 대출된 책

등에서 선정하였습니다.

•'Professors' Comment'는 기초과정부 교수님들께서 직접 책에 대해 써주신 내용입니다.

•PART I과 II에서 중복 추천된 책이 3종 있습니다. '과학혁명의 구조 (토머스 쿤)', '이기적 유전자 (리처드 도킨스)', '인

간 본성에 대하여 (에드워드 윌슨)'입니다.

•책 소개 내용은 주요 온라인 서점(Yes24, 교보문고, 알라딘, Amazon)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편집한 것입니다.

RECOMMENDED BY PROFESSOR 
JAE YON LEE  IN DIVISION OF GENERAL STUDIES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장하준,더나은자본주의를말하다
23 ThingsTheyDon't Tell Youabout
Capitalism
장하준 Ha-Joon Chang

01

세계적인 경제학자 장하준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가 <나쁜 사마리아인들> 이후 3년 만에 내놓은

책으로, 그 동안 신자유주의를 강력하게 비판해온 장교수의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첫 단행

본이다. 책은 우리가 무심코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곤 하는 경제 문제 23가지에 대해 역사적

사실(史實)과 주변 사례(事例)를 가지고 그 이면을 짚어 준다.

스티브 워즈니악 
최초로PC를발명하고애플을설립한괴짜
천재의기발하고도상상력넘치는인생이야기
iWoz: ComputerGeek toCult Icon: 
How I Invented thePersonalComputer,
Co-FoundedApple, andHadFunDoing It

스티브 워즈니악 Steve Wozniak, 
지나 스미스 Gina Smith

03

스티브 잡스와 함께 애플 컴퓨터를 공동으로 창립한 괴짜 엔지니어 스티브 워즈니악의 기발하고

상상력 넘치는 인생 이야기가 담겨 있다.

Professor's Comment
스티브 잡스는 경영을 맡고, 스티브 위즈니악은 실질적인 엔지니어링을 담당했다. 전설적인 애플 컴
퓨터의 시작이다. iWoz는 역사상 최고의 해커라고 칭송받는 스티브 위즈니악의 자서전으로 애플과
PC혁명의 탄생에 대해 주인공의 입으로 밖에서는 알 수 없었던 재밌는 진실들을 밝힌다. 또한, 자존
심 강한 천재 엔지니어의 삶을 엿보는 것 역시 상당히 재미있다.

거의 모든 것의 역사
AShortHistoryofNearlyEverything
빌 브라이슨 Bill Bryson

04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자연에서 물리, 화학, 지구과학 등의 자연과학 전반에 걸친 교육을

받으면서 한 번 정도는 의문을 가졌을 다양한 질문으로부터 이 책은 시작된다. ‘지표면에서 수천

킬로미터 밑에 있는 지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어떻게 알아냈을까?’, ‘우주의 크기와 조성

을 어떻게 알아냈고, 블랙홀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알아냈을까?’, ‘6억 년 전에 대륙들이 어떤 모

습이었는가를 어떻게 알아냈을까? 도대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아냈을까?’. 저자는 우리에게

과학이 해결하려고 했던 가장 흥미롭고 중요한 의문들을 따라간다.

Professor's Comment
은하계로부터 시작해 인류의 기원까지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책. 3년에 걸친 과학에 관한 방
대하고 집요한 정보 수집과 학습을 통해 탄생된 지
루하지 않은 과학교양서.

노동의 종말
TheEndofWork: TheDeclineof
theGlobal LaborForceand the
Dawnof thePost-MarketEra
제러미 리프킨 Jeremy Rifkin

02

노동자 없는 세계로 열린 길이 시야에 들어오고 있음을 알리는 제레미 리프킨의 문제작. 그 길이 우

리를 기술 천국의 유토피아로 인도할 것인지, 음울한 디스토피아로 데려갈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

다. 단 저자는 기술의 발달로 인한 현재의 상황을 분석하고, 앞으로를 전망하며, 우리가 지금 이 시

점에서 잠깐 숨을 멈추고, 우리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진지하게 숙고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한다.

Professor's Comment
기술과 경제시스템의 발달로 기업들은 국경 없이 활동하고 있으며, 국가들은 기업들을 낮은 세율로 유
혹하고 있다. 자본의 힘은 나날이 강해지고, 노동의 가치는 점점 더 떨어지게 된다. 지금 우리가 겪는
많은 어려움과 변화들은 후기 자본주의 사회화라는 거대한 흐름에서 파생되는 잔물결인 경우가 많다.
왜 FTA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는지, 왜 정부와 지자체는 세금을 면제해가면서까지 국제 기업을
유치하려 하는지, 그리고 노동자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제레미 레프킨은 날카로운 분석
과 예측을 제시한다.

Professor's Comment
더 나은 자본주의를 위한 제언이 담겨있으며, 자본주의를 이해하고 경제시민으로 살기 위해 읽어야 할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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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본성에 대하여
OnHumanNature
에드워드 윌슨 Edward Wilson

05

에드워드 윌슨의 대표작. 인종, 문화, 전쟁, 협력, 종교, 윤리, 성 등 인간의 모든 사회적 행동과

본성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인간의 모든 사회적 행동과 본성은 생물학적 현

상일 뿐임을 강조하면서 집단 생물학과 진화학적 방법론으로 분석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우리 유전자 안에 없다 
생물학, 이념, 인간의 본성
Not inOurGenes: Biology,
IdeologyandHumanNature
리처드르원틴RichardLewontin,스티븐로우즈
StevenRose,레온카민LeonKamin

07

세 명의 저명한 과학자들은 이 책에서 생물학적 결정론과 '인간의 본성의 본성'을 정의하는 생물학

적 결정론의 주장에 대해 비판한다. 이 책은 크게 두 가지 논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생물학적 결

정론의 기원, 역사, 대중적 인기에 대해 비평하면서 나아가 생물학적 결정론의 거짓됨과 비과학성

을 폭로한다. 둘째, 이 책은 ‘과학의 가치중립성 신화’에 도전한다. 이러한 과학은 이념의 형성에

기여하고 이념을 정당화하며 그런 식으로 저지된 이념은 지배계급의 이익에 봉사한다는 것이다.

Professor's Comment
This classic book published in 1984 created a huge controversy by arguing that biological
science is contaminated by politics. The authors (a neurobiologist ,a geneticist and a
psychologist) attack the idea of biological determinism, which is the idea that biology
determines every aspect of human nature.

인생이란 무엇인가
ACalendarofWisdom: Daily
Thoughts toNourish theSoul
톨스토이 Leo Tolstoy 

08

러시아의 대문호이자, 인간과 진리에 대해 천착한 도덕적 저술가로서 인간의 양심을 뒤흔들어

놓은 톨스토이의 마지막 저서로, 치밀한 고찰을 거쳐 15년 만에 완성한 역작이다. 날짜별로 구성

하여 1년간 읽을 수 있도록 꾸몄다.    

Professor's Comment
나의 삶이 어디로 가야할지 질문을 던질 때 내가 주체가 되는 인생에 대한 톨스토이의 조언. 인생의 의
미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위대한 사상을 만날 수 있다.

과학혁명의 구조
TheStructureof Scientific
Revolutions
토머스 쿤 Thomas Kuhn

06

과학사와 과학철학을 뛰어넘어 인문학, 사회과학, 예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토머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는 과학의 진보가 누적적이라는 종래의 귀납적인 과학관에서

벗어나 근본적으로 과학적 지식의 발전이 혁명적이라는 데 주목하고 있다. 과학혁명들 사이에서

과학자들이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안정된 과학활동을 가리켜 정상과학이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정상과학은 '과학자 사회'는 패러다임에 의존한다. 쿤이 말하는 과학혁명이란 정상과학이 심각한

이상현상들의 빈번한 출현에 의해서 위기에 부딪혀 붕괴될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서, 그 결과는

새로운 정상과학의 출현을 가져온다. 

Professor's Comment
과학이 발전하는 방식에 대한 쿤의 견해를 알 수 있다. 쿤의 견해가 옳은 것은 아니지만 왜 그른지 알
려면 위 책을 읽어야 한다.

Professor's Comment
The book was published in 1978 and has fueled controversies and arguments which continue
ever since. The author's argument is that biology can explain human behaviors such as
aggression, sex, altruism and religion as outcomes of natural selection and biological 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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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TheSocialHistoryofArt
아르놀트 하우저 Arnold Hauser

09

헝가리 출신의 미학자이자 예술사학자인 아놀드 하우저의 명저. 서양문화의 거의 모든 분야를

철저한 사회사적 관점에서 총정리한 독보적인 업적. 예술작품을 포함한 모든 정신활동이 근본적

으로 '사회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신념과 그러면서도 예술이라는 인간행위가 지닌 독자성과 복

잡성에 대한 존중심을 겸하고 있다.

서양미술사
TheStoryofArt
E. H. 곰브리치 Ernst Hans Gombrich

11

1950년대에 최초로 출간되어 32개국어로 번역된 서양미술사의 불후의 고전. 서양미술사를 처음

으로 접하는 분들에게는 친절한 안내서로, 전공자들에게는 출발점이자 때때로 꺼내 읽으며 신선

한 영감을 얻는 고전으로 커다란 사랑을 받아온 책이다. 선사시대 동굴벽화부터 시대와 양식, 작

품명이나 작가들 이름에 따라 알기 쉽게 정리하고 각 사회 문화와의 상관관계를 알기 쉽게 설명

한다. 개개 작품에 대한 통찰력있는 감상과 함께 삶 속의 예술이라는 기본적인 명제를 각인시킨

책이다. 끊임없는 개정 작업을 거쳐 현대 실험 미술까지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Professor's Comment
“나는 사람들이 (예술에) 눈을 뜨는 것을 돕는 것이지
입을 헤프게 놀리는 일을 돕자는 것이 아니다. 미술
에 관해 재치있게 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참신한 눈으로 그림을 보는 것은 어려운 일
이고 값진 일이다” 서양 미술사의 흐름을 깊이 있게 탐독해 보고자 하는 의욕이 가득하다면 이 방대한
저술에 도전장을 던져 보자.

양을 쫓는 모험
AWildSheepChase
무라카미 하루키 Haruki Murakami

12

Professor's Comment
하루키의 작품은 일본 문학이라 할 수 없다. 가벼운
터치의 문체, 늘 소재가 되는 재즈, 그리고 현실과
비현실이 혼재해있는 세계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스타일이 하루키를 다른 작가들과 차
별화하여 일본어로 글을 쓰는 세계적 작가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초기 그의 작품을 관통하는 모티브
는 바로 상실과 허무함이다. 20대 초반, 삶의 목적을 찾아야 하는 책임감과 보살펴주는 둥지를 벗어
난 허무함을 달래는 그의 초기 작품들 중 양을 둘러싼 모험은 그의 세계관이 처음으로 완성된 작품이
었다. 현실성과 비현실성의 조화, 그 가운데 아물어지는 허무함의 상처. 하루키의 소설들은 대학 시
절 얻어지는 많은 방황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좋은 약이라 생각한다.

건축, 
음악처럼 듣고 미술처럼 보다 
인문적 건축이야기
서현

10

흔히 쓰이는 건축 재료인 벽돌, 돌, 콘크리트, 유리, 철, 나무, 유리에 따라 건물의 느낌이 어떻

게 달라지는지 사진과 함께 보여준다. 몬드리안의 비례를 담은 듯 꽉 짜인 건물의 구축감, 섬세

하게 조율된 음악처럼 잘 짜인 건물의 공간감에 관한 설명은 딱딱한 콘크리트 너머의 아름다움과

생기를 느끼게 한다. 건축을 음악, 미술 등과 비교 또는 비유하여 해석하는 것도 이해를 돕는다. 

Professor's Comment
사람을 담는 그릇, 그 인문적 건축 이야기. 
건축을 인문학적으로 사유하고자 했으며 건축을 음악, 미술 등과 비교하여 해석했다.

Professor's Comment
고대에서 현대까지의 예술과 인간관계를 가늠하다.

“회화는 말 없는 시, 시는 말하는 회화” (씨모니데스)
서양의 문학과 예술을 살펴보는 개설서로, 예술에 대한 인문주의적 교양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원
근법적인 인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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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클린 풍자극
TheBrooklynFollies
폴 오스터 Paul Auster

13

현실과 환상을 오가는 독창적인 문학 세계를 선보이는 현대 미국 문학 작가, 폴 오스터의 2005년

작품. 인간 정신의 마지막 피난처로서의 도시 브루클린에 대한 작가의 애정 어린 자화상을 그려

낸 소설이다. 

글쓰기의 전략
정희모, 이재성

15

글쓰기의 원리를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글쓰기 지침서. 저자들은 대학에서 15년 동안 글쓰

기 강의를 해오면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용적이고 현실적

인 글쓰기 전략을 일러주고 있다. 아직 독서량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전략적 차원의 요령을 제시

하여, 그들의 숙련 기간을 단축시키고 시행착오를 줄여주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

일본의 대표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는 노출 콘크리트 공법을 통해 절제와 단순미로 표상되는 일

본의 미의식을 표현해 왔다. 그의 건축은 사람이 사색을 할 수 있고, 미세한 움직임까지도 포착

해 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데 초점을 맞춘다. 자연과 예술이 만나는 독특한 경험을 선사하는 외

딴 섬 나오시마의 공간이나, 호텔과 갤러리를 겸함 리조트 베네세 하우스 등 그의 새로운 도전은

끝이 없다. “이 책은 화려한 성공담이 아니다. 쓰러졌다 일어서기를 거듭해 온 이 무뚝뚝한 나의

자서전을 읽고 한국에서 단 한사람이라도 인생에 용기를 가져준다면 좋겠다. 생각의 자유를 잃

지 않는 열정을 청춘이라고 한다면 그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

짐의 한 방법일 것이다. 나는 여전히 청춘을 살고 있다.”

Professor's Comment
글쓰기는 리더의 필수 요소. 모국어도 부단한 연마
가 필요한 법. 모국어가 튼튼하면 외국어도 잘한다.
글을 쓰는 과정을 단계별로 알려주는 실용적인 글쓰기 책이다. 글쓰기의 한 과정 한 과정을 전략적으
로 다루며, 글쓰기의 원리를 실제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나,건축가 안도 다다오
안도 다다오

16

Professor's Comment
천재에게 대학은 불필요한 것일까? 창의성은 어디
서 오는가? 읽으면 마음이 뜨거워진다.
권투선수출신에서 세계적 건축가가 되기까지의 40
년간 그의 끝없는 노력과 열정을 만나보자.

괴델,에셔,바흐
영원한황금노끈
Godel, Escher, Bach: 
AnEternalGoldenBraid
더글러스 호프스태터 Douglas HofstadterV

14

반복하면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바흐의 '무한히 상승하는 캐넌, '손을 그리는 손' 등 시작과 끝이 사

라진 상태로 끝없이 반복되는 에셔의 그림, 고대 철학자 에피메니데스의 '거짓말쟁이 크레타 사람'

의 역설을 수학적으로 확장시킨 괴델. 이 세 사람의 논의를 중심으로 인간 지성의 한계를 다룬다.

Professor's Comment
예술의 뿌리는 과학이고, 과학의 끝은 예술이다. 철학자 괴델, 화가 에셔, 그리고 음악가 바흐의 공통
점은 바로 그들의 작품들이 수학과 논리학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퓰리처상을 받은 GEB는
바흐의 음악의 아름다움이 정교하게 설계된 수학적 구조에서 기인하며, 에셔의 그림이 사람을 매혹하
는 이유가 논리학의 리커젼에서 비롯됨을 밝힌다. 수학과 예술은 궁극적으로 질서라는 하나의 아름다
움을 추구함을 설득력있게 주장한다. 참고로 국문번역본은 번역의 질이 극히 조악하므로 반드시 원서
로 읽을 것을 권한다.

Professor's Comment
폴 오스터의 작품은 대단히 미국적이지만, 한편 동
양적 우수를 담고 있다. 그의 작품들 속에서는 현실
적인 배경 속에서 비현실적인 인물들이 현실의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 브루클린 풍자극은 상처와 치유
의 과정을 잘 담아내고 있다. 사람의 인생은 기대와 실망, 희망과 절망의 연속이다. 이 소설의 등장 인물
들은 바로 이런 삶의 곡선들을 따라 평범하지만 질곡이 있는 보통 사람들의 삶을 극적으로 살아간다. 폴
오스터는 뉴욕의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빌어, 산다는 것의 의미를 그만의 무뚝뚝한 가운데 다정한 문체
로 독자들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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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속의 검은 잎
기형도

17

처음이자 마지막이 된 이 시집은 일상 속에 내재하는 폭압과 공포의 심리 구조를 추억의 형식을

통해 독특하게 표현한 시 60편을 담고 있다. 그의 시 세계는 우울한 유년 시절과 부조리한 체험

의 기억들을 기이하면서도 따뜻하며 처절하면서도 아름다운 시공간 속에 펼쳐 보인다. 

농담
TheJoke
밀란 쿤데라 Milan Kundera

19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펴냈던 체코 출신의 세계적인 작가 밀란 쿤데라의 처녀작. <농담

>은 쿤데라 문학의 사상적 근원을 보여주는 그의 대표작이다. 남녀간의 사랑, 정치적 비판과 함

께 미학성과 역사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이 소설에서 쿤데라는 사랑, 우정, 증오, 복수 등 사소한

사적인 삶에서 시작하여, 선의로 출발한 이념일지라도 의도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암시

하여 절대 신념과 획일주의를 경고한다. 절대 신념이 인간 개인의 삶을 철저하게 파괴할 수도 있

음을 보여준다.

2007년 부커 상 수상 작가 치누아 아체베의 대표작.

폭력적인 서구 세력에 맞서 부족의 문화와 풍습을 지키려는 한 남자의 숭고한 이야기.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지켜 오던 생활과 문화가 서구 세력의 침입에 의해 서서히 몰락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묘사한 이 작품은 아프리카 탈식민주의 문학의 고전이라 불린다.

Professor's Comment
밀란 쿤데라의 첫 소설 ‘농담’은 1967년 체코에서 출판되었다. 네 명의 시선으로 구성된 이 소설은 작
은 농담들의 해석이 어떻게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되는지 그 불가피성과 인간적인 개입의 한계를 풍자
적으로 드러낸다.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다
ThingsFall Apart
치누아 아체베 Chinua Achebe

20

Professor's Comment
나이지리아 출신 작가 치아누 아체베의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다’는 유럽식민화를 통해 아프리카
전통문화의 가치가 어떻게 변색되어가는지를 매우 통찰력 있게 그려낸 작품이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TheBrothersKaramazov
도스토예프스키 Fyodor Dostoyevsky

18

러시아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의 대작. 도스토예프스키가 평생 고민한 인간 존재의 근본 문제에

대한 모든 문학적 고민이 녹아 있는 작품이며, 문학뿐 아니라 철학, 심리학, 종교를 아우르는 뛰

어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3년에 걸쳐 완성한 이 소설은 도스토예프스키의 마지막 작품이 되

었다. 

Professor's Comment
그 누가 부친 살해의 죄로부터 자유로울 것인가. 인간 영혼을 뒤흔드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최고 걸작.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로 카라마조프가의 남자들의 인생 역정을 통해 신, 종교적 믿음과 인간
의 자유 의지에 관한 철학적 성찰을 담고 있다.

Professor's Comment
1989년 어느 봄밤, 서울의 한 극장에서 시인 요절하다. 29세로 떠난 시인이 우리에게 남긴 선물. 85년
동아일보 신춘 문예로 등단한 저자의 유고 시집. 일상 속에 내재하는 공포의 심리구조를 추억의 형식을
통해 표현한시 60편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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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 신세계
BraveNewWorld
올더스 헉슬리 Aldous Huxley

21

영국의 소설가이자 평론가인 헉슬리는 해박한 지식과 날카로운 위트, 명석하고 이지적인 문체를

통해 현실의 다양한 가치의 혼돈 속에 자아를 해체하는 과정을 실험적으로 보여준 천재적인 작가

이다. 1932년에 발표한 <멋진 신세계>는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인간이 모두 인공적으로 제조되

는 미래사회를 풍자적으로 그린 장편. 인간이 스스로 발견한 과학과 성앞에 노예로 전락하여 마

침내 모든 인간적 가치와 존엄성을 상실하는 비극을 묘사했다.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유홍준

23

1990년대 초중반 전국적인 답사 신드롬을 불러일으키며 인문서 최초의 밀리언셀러를 기록한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1993년 5월 최초 출간된 이래 "우리나라는 전국토가 박물관이다" "아는

만큼 보인다" 같은 시대적 유행어를 탄생시키기도 했다.

장영희 교수의 유고 산문집. 암투병 중에 완성한 원고이지만, 밝고 따뜻하고 활기에 넘치는 그녀

의 평소 모습이 그대로 녹아 있다. 당신이 지금 힘겹게 살고 있는 하루하루가 바로 내일을 살아갈

기적이 된다는 희망. 그녀가 생의 마지막까지 말하려 한 것은, 바로 희망의 힘이다.

Professor's Comment
인간과 역사와 예술이 어우러진 기행문학의 백미.
우리의 문화유산에 살아 숨 쉬고 있는 민족의 혼과 수천년 역사의 숨결을 펼쳐놓은 파노라마를 눈으
로 확인해 보자.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장영희

24

Professor's Comment
대학캠퍼스 배경의 에세이로 저자가 한국에서 학자이자 한 인간으로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관점이 녹
아있는 책.암 투병과 장애 등 암울해지기 쉬운 소재들을 긍정적인 유머와 위트로 펼쳐내는 장영희의
에세이.

아버지들의 아버지 
베르나르 베르베르 장편소설
베르나르 베르베르

22

<개미>의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추리-모험-과학소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전 인류의 조상, 즉 빠진 고리를 주제로 베르베르 특유의 흥미진진한 추

리형식이 진화의 수수께끼를 추적한다. 현대의 파리와 370만년 전 아프리카 초원이 교차되며 벌

어지는 인류의 조상 찾기.

Professor's Comment
인류의 진화 가설을 쉽게 배우게 해주는 소설.
"우리들은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것이 이 책의 핵심이다.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인간은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디로 가야만 하는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 존재의 근원을 찾는 작업이기도 하다.

Professor's Comment
Originally published in 1932 before the discovery of the DNA molecule, this novel is about how
biotechnology can change society. It's a work of science fiction that shows what may happen once
we can use technology to control human heredity and to artificially create a new human r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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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라이어 
성공의 기회를 발견한 사람들
Outliers: TheStoryof Success
말콤 글래드웰 Malcolm Gladwell

25

<아웃라이어>는보통사람의범위를넘어서는비범한사람,즉천재들에관한이야기다.<블링크>,

<티핑포인트>로 유명한 말콤 글래드웰이 4년간의 공백을 깨고 탄생시킨 이 책은 ‘비약적으로 성

공한 사람’ ‘상위 1%의 부자’ ‘천재’들이 지니는 ‘일반적인 성공 매커니즘과 이유(선천적 재능, 타

고난 직관력, 우월한 신체조건, 높은 IQ 등)’ 또는 ‘가난한 환경을 노력으로 극복했다는 신파적 반

전 드라마’를 정면으로 반박하였다.

이 책은 성공한 사람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이점과 특별한 기회요소, 그리

고 문화적 유산과 역사적 공동체의 혜택을 누려왔다고 지적하며, 재능과 지능, 놀라운 성공신화

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도쿄대생은 
바보가 되었는가
지적 망국론 + 현대 교양론
다치바나 다카시

27

2001년 일본에서 출간되자마자 지식인들 사이에서 엄청난 논란을 일으켰다. 저자가 수년간 대

학생들의 학력 저하 문제와 현대적인 교양의 문제에 대해 기고한 글과 대담을 담고 있는 이 책은

일본 최고의 명문이라는 도쿄대학 문제를 바탕으로 파격적인 견해를 제출하고 있다.

지젝은 라캉과 마르크스, 헤겔을 접목한 독보적인 철학으로 ‘동유럽의 기적’ 혹은 라캉 정신분석

학의 전도사로 일컬어지는 세계적인 석학이다. <폭력이란 무엇인가>는 지젝의 이론적 사유뿐만

아니라 폭력에 대한 다양한 철학적 성찰들을 두루 아우르면서 폭력에 대한 새로운 사유를 촉발하

도록 하는 문제적 저작이다.

Professor's Comment
진정한 지성이란 무엇인가? 21세기는 스페셜리스트가 아닌 제너럴리스트의 시대이다. 폭 넓은 지식
을 바탕으로 한 현대적 교양의 구체적 상을 제시한다. 우리 시대에 필요한 지식은 대학에 의한 고등교
육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스스로 구하는 지식이다.

폭력이란 무엇인가 
폭력에 대한 6가지 삐딱한 성찰
Violence: 
SixSidewaysReflections
슬라보예 지젝 Slavoj Zizek

28

Professor's Comment
폭력에 대한 다양한 사유를 제공하며 폭력적이지 않은 인간의 삶을 생각해본다. 눈에 보이는 ‘주관적
폭력’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객관적 폭력’, 즉 ‘상징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이 중요하며, 거기에 초
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얘기를 한다.

미디어의 이해 
인간의 확장
UnderstandingMedia: 
theExtensionsofMan
마셜 맥루한 Marshall McLuhan

26

1964년에 ‘지구촌’, ‘정보 시대’, ‘미디어는 곧 메시지다’라는 말로 오늘날의 디지털 정보 혁명 시

대를 예견한 캐나다의 커뮤니케이션 사상가 마셜 맥루한의 저서이다. 음성 언어, 문자 언어, 의

복, 주택, 인쇄, 만화, 사진, 신문, 광고, 전화,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 등의 글을 통해 오늘의

미디어에 관한 길을 제시해 주고 있다. 

Professor's Comment
우리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디어의 이해에 관한 고전중의 고전. 책이 발간된 1964년보다 현재 디
지털 시대를 해명하기 위한 실마리를 던져주어 오늘의 현실에 훨씬 큰 호소력을 지니고 있다.

Professor's Comment
탁월한 리더는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가? <블링크> <티핑포인트>의 저자 말콤 글래드웰이 각 분야별
다양한 아웃라이더들의 성공법칙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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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뒤바꾼 열정 
위대한 페미니스트 
울스턴크래프트의 혁명적 생애
MaryWollstonecraft: 
aRevolutionaryLife
자넷 토드 Janet Todd

29

최초로 페미니즘에 관한 논의를 전개한 메리 울스턴크래프트(Mary Wollstonecraft)의 전기다. 로

크, 루소 등 계몽사상가들이 등장하고 뒤이어 프랑스 혁명이 발발하던 18세기, 울스턴크래프트는

여성 역시 남성과 동등한 존재임을 주장하는 <여성의 권리 옹호 (A Vindication of the Rights of

Woman)>를 펴냈다. 자넷 토드는 울스턴크래프트의 삶을 그녀가 남긴 편지에 밀착하여 전하고 있

다. 그녀가 목격했던 역사적 장면들과 순간순간 느꼈던 혼란과 고통은 편지에 적나라하게 적혀있

다. 그녀는 편지글 속에 당대를 앞서간 자신의 견해와 당대의 편견을 대담하게 비교하고 있다. 

있는 그대로의 미국사
TheUnfinishedNation: 
AConciseHistoryof the
AmericanPeople
앨런 브링클리 Alan Brinkley

31

컬럼비아대 석좌교수인 앨런 브링클리가 쓴 미국사. 미국의 초기역사인 식민지 시기부터 9.11테

러까지, '있는 그대로의 미국'을 반미와 친미의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균형잡힌 시각으로

서술하였다.

한국 사회의 현실을 치우침 없는 역사의 눈으로 바라보는 한홍구 교수는 우리의 근현대사를 관통

하는 주요한 문제들을 재치 있는 입담으로 들려준다.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온 역사교양서의 베

스트셀러. “신문과 방송에서, 그리고 교과서에서 말하는 것을 다 믿을 수 있는 세상이 오면 얼마

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런 꿈같은 세상이 앞으로 올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분명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이런저런 이야기들에 대해 합리적인

의문을 품는 자세, 세상일을 판단하는 자신의 관점을 확고히 하는 입장, 그리고 자신의 관점에

대해서도 엄격함을 유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기 눈으로 역사를 보고, 또 자신의 판단까지

도 의심해보는 그런 자세말입니다.”

Professor's Comment
한국 미국사학회에서 공동 번역한 미국사 개설서.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이후 형성된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야기에서부터, 2001년 9월 11
일 테러로 상징되는 21세기 초반의 세계 속 미국의 모습까지 미국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서술하였다.

대한민국史 
한홍구의 역사이야기
한홍구

32

Professor's Comment
국사책도 재미있을 수 있다! 

「한겨레 21」 에 '역사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연재되
었던 이야기들 중 모두 26개의 테마를 골랐다.

인권의 발명
InventingHumanRights: 
aHistory
린 헌트 Lynn Hunt

30

린 헌트는 포스트모더니즘 역사학의 새로운 흐름으로 시작된 신문화사의 대가이다. 특히 18세기

프랑스사의 최고의 전문가로 손꼽힌다. 이 책에서 저자는 오늘날 우리가 관습적으로 받아들이는

인권의 역사를 독특한 문화사적 관점으로 서술한다. 

Professor's Comment
미국의 대표적인 문화사가 린 헌트는 말한다. 인권은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개념이 아니라, 개인이 독
립적인 주체가 되고 타인의 고통에 대해 공감하기 시작했던 18세기 서구의 발명품이다.
과연 그럴까?

Professor's Comment
근대 페미니즘의 어머니로 불리는 메리 울스턴크래프트 전기. 풍부한 디테일들과 가독성 높은 문체가
900 페이지의 두께를 잊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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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적 유전자 
진화론의 새로운 패러다임
TheSelfishGene
리처드 도킨스 Richard Dawkins

33

진화생물학 분야의 과학자치고 리처드 도킨스만큼 대중적 인기와 학술적 논쟁을 결합시킨 사람

도 흔치 않다. 그는 일찍이 촉망받는 젊은 동물행동학자로 간결한 문체와 생생한 비유, 논리적인

전개를 갖춘 글로 능력을 인정받아 왔다. 도킨스는 자신의 동물행동학 연구를 유전자가 진화의

역사에서 차지하는 중심적 역할에 대한 좀더 넓은 이론적 맥락과 연결시키기 시작했는데, 그 결

과가 바로 <이기적 유전자>(1976)이다.

저자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DNA 또는 유전자에 의해 창조된 '생존 기계'이며, 자기의

유전자를 후세에 남기려는 이기적인 행동을 수행하는 존재라고 주장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주요 쟁점들은 물론, 다양한 현대 연구 이론들과 실험들을 함께 보여준다. 특히 유전의 영역을

생명의 본질적인 문제에서 인간 문화로까지 확장한 문화 유전론을 제시하고 있다. 

리콴유 자서전
TheSingaporeStory:
Memoirsof LeeKuanYew
리콴유 Kuan Yew Lee

35

타고난 현실감각과 정확한 판단력으로 조그만 도시국가 싱가포르를 세계적 부국으로 올려놓은,

전 싱가포르 총리 리콴유의 삶을 담은 책.

개혁 개방 정책으로 중국의 21세기를 건설한 지도자 '덩샤오핑'의 탄생 100주년 기념 평전. 격동

하는 중국 현대사의 최전선에서, 탁월한 정치력과 특유의 신념으로 13억 중국인을 이끈 덩샤오

핑의 일생을 담은 책이다.

Professor's Comment
기생충이 코끼리를 쓰러트리는 방법은 코끼리 몸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식민지 시절 영국 유학 후 귀
국하여 사회시스템에 순응, 국가 최고지도자가 된 리콴유. 결국 철저히 자본주의적이고 체제순응적
인 방법으로 강력한 권력을 얻게 되고, 이를 토대로 가난한 섬나라 싱가포르를 다소 억압적이지만 부
유한 국가로 만들었다. 자신의 처세술과 사상에 대해 노년의 영웅적인 정치가가 솔직한 심정을 담아
적은 글.

덩샤오핑 평전
Deng: aPolitical Biography
벤저민 양 Bingzhang Yang

36

Professor's Comment
체제 안에서의 혁명. 덩샤오핑은 마오쩌둥의 휘하에서 중국을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하였고, 이후 잔다
리를 밟아올라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다. 하지만, ‘흑묘백묘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념보다는
실리를 앞세우는 덩샤오핑은 체제 안에서의 혁명을 시도하였고, 그 성과는 지금 무서운 속도로 성장
하는 중국을 이끌어내었다. 리콴유와는 다른 방법으로 대국을 일으켜 세운 덩샤오핑에 대해 많은 자
료와 객관적인 시각으로 적은 책이다.

명심보감
추적(秋適)

34

<명심보감>을 알기 쉽게 역해한 책. <명심보감>은 고려시대에 어린이들의 학습을 위해 중국 고전

에서 선현들의 금언, 명구를 뽑아 편집한 것이다.  

Professor's Comment
인간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기본 도덕규칙을 일
깨워 줌.
기본적인 인간관계 안에서 자신의 삶을 책임 있게
꾸려나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양한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Professor's Comment
육체와 정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세계적인 과학자이자 저술가로 꼽히는 리처드의 도킨스의 대표작. 진화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
한 책으로, 다윈의 '적자생존과 자연 선택'이라는 개념을 유전자 단위로 바라보며 진화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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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주론
ThePrince
니콜로 마키아벨리 Niccolo Machiavelli

37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자질과, 지도자가 겪는 도덕적 딜레마에 대한 마키아벨리의 견해

가 담긴 책.

역사란 무엇인가
What isHistory?
E. H. 카 Edward Hallett Carr

39

영국의 세계적 역사학자이자 국제 정치학자인 E.H. 카가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으로, 저자가 역사에 대하여 느끼고 생각했던 것을 한데 모아 6차례의 강의로 풀어나간 내용을

엮은 것이다. 

영국의 인류학자이자 민속학자인 J. G. 프레이저가 인간의 역사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관습과

주술, 신화와 종교의 근원을 다양한 인종과 문화의 예증을 통해 고찰한 고전. 여기에 실린 무수

한 예화들은 신화와 종교의 시작과 발전을 다루는 과정에서 유럽인의 종교를 비롯 무수한 미개

종족의 미신이 결국 같은 뿌리에서 발전한 신앙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당시 문화적

우월감에 젖어있던 유럽에 논쟁의 씨앗을 뿌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Professor's Comment
근대 모든 학문들의 시스템들이 정립되기 시작될
때, 사학 역시 그 정체성과 함께 연구 방법론들이
정립되기 시작 되었다. 저자 카는 역사라는 것이 단순히 사실의 기록이 아닌 연구자의 해석이 중요함
을 주장하였다. 역사학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명쾌히 정의내리는 이 책은 학업을 위해 역사를 공부했
던 수동적 자세에서 사회적 지식을 자신의 지혜로 활용할 수 있는 능동적 관점으로 유도할 것이다.

황금가지
TheGoldenBough: 
AStudyofMagicandReligion
J. G. 프레이저 James George Frazer

40

Professor's Comment
과학도들에게 종교는 언제나 믿음과 분석의 이율배반의 대상이다. 황금가지는 종교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철저히 학문적 관점에서 종교의 진화에 대해 분석한다. 황금가지가 나올 당시만 해도 기독교에 대
한 분석적 접근은 터부시 되었기에 이 책은 금서로 여겨질 만큼 논란을 일으켰지만, 지금은 많은 학자
들이 황금가지를 고전으로 삼고 있다. 기독교인이라면 황금가지를 읽고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다.

로마인이야기
시오노 나나미

38

주변 민족보다 열세에 있었던 로마가 지중해 전역을 제패하고 중근동, 북아프리카에 이르는 대

제국을 천 년 넘게 경영한 비결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추적해가는 흥미진진한 로마 통사.

Professor's Comment
결과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로마가 천년 제국을 이끌어나갈 수 있었던 것 역시 운이 아니었다.
강하고 오랫동안 부강한 조직에는 튼튼한 뿌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시오노 나나미는 기존 기독교적
시각으로 부정적으로 윤색되었던 로마의 역사를 서양문명과 관련 없는 제3자의 눈으로 객관적으로 소
개하고, 뛰어난 통찰을 담아 평하고 있다. “바람직한 국가는 꿈을 주는 것이 아닌, 꿈을 꿀 수 있는 환
경을 제공한다.”라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가 없는 사회가 좋은 사회”라는 등 시오노 나나미는 로
마를 소재로 이상적인 국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다.

Professor's Comment
한 때 교황청의 금서.

“약속은 지킬 필요가 있을 때에만 지켜라” “동맹은 내가 강할 때에만 효력이 있다”는 등 승리를 위해 수
단방법을 가리지 않기를 권하는 무서운 책이다. 질서가 자리잡은 곳에서는 이러한 맹목적인 승리론은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 하지만, 난세란 언제 올지 모르는 법. 리더는 승리를 위한 가장 사악한 방법
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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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진 신 
신은 과연 인간을 창조했는가?
TheGodDelusion
리처드 도킨스 Richard Dawkins

41

이 책은 생물계의 복잡성이 이미 신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창조론을 과학과 사회학, 그리고 역사

적 사례를 통해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다. 신에 대한 부정은 도덕적 타락이 아니라 인

간 본연의 가치인 진정한 사랑을 찾는 일이고, 미래 사회의 대안은 종교가 아닌 인간 그 자체에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책이다.

성찰
MeditationsonFirst
Philosophy
데카르트 Descartes

43

근대의 출발점, 근대 철학의 아버지로 평가받는 데카르트의 형이상학을 대표하는 저작이다. 모

든 것에 대한 의심에서 출발해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학문의 토대를 발견하고, 다시 그 모든 것

을 의심에서 해방시키는 정신의 자기 성찰 과정을 담고 있다.

1936년, 청년 오웰은 탄광 지대의 실업 문제에 대한 르포를 청탁받는다. 그는 두 달에 걸쳐 탄광

지대에서 노동자들이 묵는 싸구려 하숙집에 머물며 조사활동을 벌이고, 그들의 모습에서 절망과

희망을 보게 된다. 오웰 특유의 번뜩이는 통찰과 특유의 유머를 바탕으로 치밀하고 생생하게 노

동 계급의 삶을 담고 있다.

Professor's Comment
나를 둘러싼 세계의 존재가 진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데카르트의 <성찰>은 강단 철학자
들에서부터 영화제작자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흥미를 끌어온 이 문제를 친숙한 독백적 문체에
실어 풀어낸 서양 인식론의 고전이다.

위건 부두로 가는 길
조지 오웰 르포르타주
TheRoad toWiganPier
조지 오웰 George Orwell

44

Professor's Comment
현대 최고의 고전으로 꼽히는 <1984>와 <동물농장>의 전조; 조지 오웰이 영국 북부 탄광 지대에서 직
접 겪은 탄광 노동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발견한 그들의 절망과 희망 이야기.

플라톤의대화편
GreatDialogues
ofPlato
플라톤 Plato

42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사상과 모습을 수록한 책. 플라톤의 이 초기 작품에서,

철학은 잘 사는 것, 옳게 사는 것의 탐구라고도 할 수 있다. 우리는 어떻게 잘 살 수 있는가? ‘잘

산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Professor's Comment
의미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경건함은 무엇인가? 죽음은 나쁜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플
라톤의 ‘대화편’을 통해 이와 같은 중요한 철학적 물음에 대한 진지하고 위트 넘치는 성찰을 만나볼 수
있다.

Professor's Comment
진화론의 입장에서 창조론을 맹공격하는 최전선에는 도킨스가 있을 것이다. 그의 또 다른 명저인 <이
기적 유전자> 이후 신랄하게 창조론과 기독교적 사고관을 공격하는 <만들어진 신>은 다양한 종교들의
비합리성과 인류의 창조물로서의 진화과정을 소개하고, 왜 과학자가 종교에 대해 어물쩡한 태도로 있
으면 안되는지, 왜 유물론적 사고관을 적극적으로 견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촌철살인적인 논리를 공격
적으로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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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자서전
김대중

45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을 지낸 2000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김대중 삶의 기록이자, 한국 현대사

의 기록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9년 서거하기 전, 만 6년 동안 준비해 온 정본 자서전이다.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 청소년 시기를 보내고,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해방, 한국전쟁과 한반도

의 분단, 군부독재, 민주화 운동 시기를 거치며 살아온 김대중의 삶과 투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류샤오보 중국을 말하다
인권 사각지대 중국에서 
민주화를 향한 십년간의 기록
류사오보

47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중국의 대표적 반체제 인사이자 민주화 운동가인 류샤오보가 1990년대 후

반부터 2008년 중국 공산당의 일당독재를 종식하고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08 헌장’

의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중국 공안국에 체포되기 전까지, 인터넷과 잡지에 기고한 내용을 엮은

책이다. 

20세기 최고의 지성, 가장 영향력 있는 지식인, 여성 성해방 운동가, 전투적 평화주의자, 철학ㆍ

수학ㆍ과학ㆍ교육ㆍ정치ㆍ예술과 종교를 아우르는 전방위 문학가 버트런드 러셀. 이 책은 산업

사회가 낳은 인간의 노동으로부터의 소외를 통렬하게 비판하는 러셀의 에세이다. 러셀은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과 달리 인간의 진정한 자유와 주체성 확립을 위해서는 오히려 여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Professor's Comment
중국에 대한 또 다른 시각.
인권 사각지대 중국에서 민주화를 향한 십년간의 기록. 중국 근대사부터 지금까지의 암울한 정치 상
황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대다수 중국인들의 패배주의적 사고방식과 냉소주의식 사회 분위기에 쓴 소
리를 아끼지 않는다.

게으름에 대한 찬양
세상을 읽는 
노 철학자의 지혜
InPraiseof Idleness
버트런드 러셀 Bertrand Russell

48

Professor's Comment
쉬엄쉬엄 행복하게 살자. 인간의 진정한 자유는 스스로를 옭아맨 수많은 회의와 편견들에 저항함으로
써 얻을 수 있다. 늘 일상에 쫓겨 살아가면서도 문득 '이렇게 살아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 때, 필요한
책이다.

몰입의 즐거움
FindingFlow: 
ThePsychologyof
EngagementwithEverydayLife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Mihaly kszentmihalyi

46

교육학과 심리학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칙센트미하이 박사의 저서. 이 책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몰입하는 순간 삶이 변화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몰입'이란 삶이 고조되는 순간에 행동이 자연

스럽게 이루어지는 느낌을 일컫는다. 저자는 체계적인 설명과 다년간의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우

리의인생에서일과놀이가어떤영향을미치는지를분석한다음,자기만족을즐기기위해서는집

중력,즉몰입이필요하다고말한다.이를통해일상생활에서의몰입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

Professor's Comment
당신 삶의 질을 다른 차원으로 인도할 가이드 북.
삶을 제약하는 환경은 다르지만 개인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함으로써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가
능성은 열려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과 자신의 일에 대한 '몰입'이다.

Professor's Comment

온갖 역경과 고난을 삶에 대한 강건한 의지와 희망
으로 극복한 우리 시대 거인의 삶. 김대중의 파란
만장한 삶의 궤적을 따라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계기가 될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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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사회
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
RiskSociety: TowardsaNew
Modernity
울리히 벡 Urich Beck

49

울리히 벡의 ‘위험사회론’을 포괄하는 저서. 2차 대전 이후의 근대를 상징하는 파시즘에 대한 현

대의 난제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히틀러의 정권장악과 그를 둘러싼 파시즘의 태동과 성장 등

을 예로 들며 파시즘의 속성에 조심스레 다가선다. 

스티그마
장애의 세계와 사회적응
Stigma: Noteson the
Management of Spoiled Identity
어빙 고프만 Erving Goffman

50

장애의 사회심리학적 세계를 다룬 책으로, 저자는 장애라 불리는 낙인(stigma)의 의미와 기능,

장애인의 정체성 형성, 장애인과 정상인, 일탈 및 장애인의 사회적응에 관한 기초적인 개념과 접

근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장애의 세계를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장애인이 사회

에 적응하는 문제를 논의하였다. 그는 정상인이라고 하는 것과 낙인자라고 하는 것은 실제 사람

의 문제가 아니라 관점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즉, 우리 모두는 사회적 상황에 따라 정상인과 낙

인자의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으며, 삶의 상황에 의해 정상인의 반대 위치에 놓이게 된

사람을 자연스럽게 낙인자라고 지칭하는 것이다. 

Professor's Comment
Originally published in 1963, this book explains why some people are classified as "abnormal"
and are excluded from society. In addition, the author describes how these people can adjust to
this situation and survive in the society that rejects them.

Professor's Comment
위험과 안전을 사회발전의 중심에 놓는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돌이켜 볼 수 있는
하나의 관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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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hropology
•인간 본성에 대하여  / 에드워드 윌슨 

    - p.21, p.34

•지구의 정복자: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 에드워드 윌슨 - p.21

Arts. Architecture
•건축, 음악처럼 듣고 미술처럼 보다: 

인문적 건축이야기 / 서현 - p.36

•나, 건축가 안도 다다오 / 안도 다다오 - p.39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 아르놀트 하우저 - p.36

•서양미술사 / E. H. 곰브리치 - p.37

Communication
•미디어의 이해: 인간의 확장 / 마셜 맥루한 -  p.44

Ethics
•명심보감 / 추적(秋適) - p.48

•시간의 향기: 머무름의 기술 / 한병철 - p.29

•인생이란 무엇인가 / 톨스토이 - p.35

History
•김대중 자서전 / 김대중 - p.54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 유홍준 - p.43

•대한민국史: 한홍구의 역사이야기 / 한홍구 - p.47

•덩샤오핑 평전 / 벤저민 양 - p.49

•로마인 이야기 / 시오노 나나미 - p.50

•리콴유 자서전 / 리콴유 - p.49

•미친 별 아래 집: 어느 동물원장 부부의 

은밀한 전쟁 이야기 / 다이앤 애커먼 - p.17

•역사란 무엇인가 / E. H. 카 - p.51

•있는 그대로의 미국사 / 앨런 브링클리 - p.47

•중국인 이야기 / 김명호 - p.14

Literature
•그리스인 조르바 / 니코스 카잔차키스 - p.30

•농담 / 밀란 쿤데라 - p.41

•눈먼 자들의 국가 / 박민규 외 - p.29

•마사 퀘스트 / 도리스 레싱 - p.26

•멋진 신세계 / 올더스 헉슬리 - p.42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다 / 치누아 아체베 

- p.41

•브루클린 풍자극 / 폴 오스터 - p.38

•사랑의 백가지 이름 / 다이앤 애커먼 - p.17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 장영희 - p.43

•생존자의 회고록 / 도리스 레싱 - p.26

•세상을 뒤바꾼 열정: 위대한 페미니스트

울스턴크래프트의 혁명적 생애 / 자넷 토드

- p.46

•아버지들의 아버지 / 베르나르 베르베르 - p.42

•양을 쫓는 모험 / 무라카미 하루키- p.37

•엄마를 부탁해 / 신경숙- p.23

•입 속의 검은 잎 / 기형도- p.40

•적절한 균형 / 로힌턴 미스트리- p.30

•제5도살장 / 커트 보네거트- p.24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 도스토예프스키 

- p.40

•캐치/22 / 조지프 헬러- p.23

•타이탄의 미녀 / 커트 보네거트- p.24

•황금 노트북 / 도리스 레싱- p.25

Philosophy
•성찰 / 데카르트- p.53

•통섭: 지식의 대통합 / 에드워드 윌슨- p.22

•플라톤의 대화편 / 플라톤- p.52

Political Science
•군주론 / 니콜로 마키아벨리- p.50

•류샤오보 중국을 말하다: 인권 사각지대 

중국에서 민주화를 향한 십년간의 기록 

/ 류사오보- p.55

•인권의 발명 / 린 헌트- p.46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면: 패권국가 중국은 

천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 마틴 자크- p.11

Psychology
•감각의 박물학 / 다이앤 애커먼- p.18

•몰입의 즐거움 /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p.54

•스티그마: 장애의 세계와 사회적응

/ 어빙 고프만- p.56

•아웃라이어: 성공의 기회를 발견한 사람들 

/ 말콤 글래드웰- p.44

•우리 유전자 안에 없다: 생물학, 이념, 

인간의 본성 / 리처드 르원틴, 스티븐 로우즈, 레

온 카민- p.35

•인플루엔서: 조용히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

/ 조셉 그레니 외- p.11

•풍요의 경제학: 창조, 혁신, 

그리고 제품의 탄생 / 리치 골드- p.14

•피로사회 / 한병철- p.28

Rationalism
•만들어진 신: 신은 과연 인간을 창조했는가?

/ 리처드 도킨스- p.52

•황금가지 / J. G. 프레이저- p.51

Science
•거의 모든 것의 역사 / 빌 브라이슨- p.33

•과학혁명의 구조 / 토머스 쿤- p.8, p.34

•괴델, 에셔, 바흐: 영원한 황금 노끈 

/ 더글러스 호프스태터- p.38

•구글 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DNA에서 

양자 컴퓨터까지 미래 정보학의 최전선 

/ 정하웅, 김동섭, 이해웅- p.12

•뇌의 문화지도 / 다이앤 애커먼- p.18

•발견하는 즐거움 / 리처드 파인만- p.19

•생명의 미래 / 에드워드 윌슨- p.22

•스티브 워즈니악: 최초로 PC를 발명하고 

애플을 설립한 괴짜 천재의 기발하고도 

상상력 넘치는 인생 이야기 

/ 스티브 워즈니악, 지나 스미스- p.33

•온도계의 철학: 측정 그리고 과학의 진보 

/ 장하석 - p.13

•원자폭탄 만들기 / 리처드 로즈- p.10

•이기적 유전자: 진화론의 새로운 패러다임 

/ 리처드 도킨스- p.6, p.48

•인터스텔라의 과학 / 킵 손- p.10

•젊은 과학도에게 보내는 편지 / 에드워드 윌슨 

- p20

•천 달러 게놈: 맞춤형 개인유전자정보 시대가

오고 있다 / 케빈 데이비스- p.7

•파인만 씨, 농담도 잘하시네! / 리처드 파인만- p.19

TITLE LIST 01 BOOKS IN KOREAN BY SUBJECT & TITLE



Social Sciences
•21세기 자본 / 토마 피케티- p.12

•TED프레젠테이션: 누군가의 앞에 서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책 / 제레미 도노반- p.9

•게으름에 대한 찬양: 세상을 읽는 노 철학자의 

지혜 / 버트런드 러셀- p.55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장하준, 

더 나은 자본주의를 말하다 / 장하준- p.32

•노동의 종말 / 제러미 리프킨- p.32

•도쿄대생은 바보가 되었는가: 

지적 망국론 + 현대 교양론 / 다치바나 다카시- p.45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행복지수 1위 

덴마크에서 새로운 길을 찾다 / 오연호- p.13

•원씽: 복잡한 세상을 이기는 단순함의 힘 

/ 게리 켈러, 제이 파파산- p.8

•위건 부두로 가는 길 / 조지 오웰- p.53

•위험사회: 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 

/ 울리히 벡- p.56

•장하준의 경제학강의: 지금 우리를 위한 

새로운 경제학 교과서 / 장하준- p.9

•폭력이란 무엇인가: 폭력에 대한 6가지 

삐딱한 성찰 / 슬라보예 지젝- p.45

Writing
•글쓰기의 전략 / 정희모, 이재성- p.39

•유학생 및 과학자를 위한 영어논문 작성법 

/ Glasman/DealHilary-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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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hropology
•Human Biodiversity: Genes, Race and

History / Jonathan Marks - p.27

•On Human Nature/ EdwardWilson- p.21, p.34

•The Human Age: The World Shaped By Us
/ Dian Ackerman - p.16

•The Rise and Fall of the Third Chimpanzee:
How Our Animal Heritage Affects the Way
We Live / Jared Diamond- p.28

•The Social Conquest of Earth / Edward
Wilson - p.21

Arts. Architecture
•TheSocialHistoryofArt / ArnoldHauser- p.36

•The Story of Art / Ernst Hans Gombrich- p.37

Communication
•Understanding Media: the Extensions of

Man / Marshall McLuhan - p.44

Ethics
•A Calendar of Wisdom: Daily Thoughts to

Nourish the Soul / Leo Tolstoy - p.35

History
•Deng: a Political Biography / Bingzhang

Yang- p.49

•The Singapore Story: Memoirs of Lee Kuan
Yew / Kuan Yew Lee- p.49

•The Unfinished Nation: A Concise History of
the American People / Alan Brinkley- p.47

•TheZookeeper'sWife / DianAckerman- p.17

•What is History? / Edward Hallett Carr- p.51

Literature
•A Fine Balance: anovel/ RohintonMistry - p.30

•AWildSheepChase/ HarukiMurakami - p.37

•Brave New World / Aldous Huxley - p.42

•Catch/22 / Joseph Heller - p.23

•Martha Quest / Doris Lessing - p.26

•Mary Wollstonecraft: a Revolutionary Life /
Janet Todd - p.46

•Memoirs of a Survivor / Doris Lessing - p.26

•One Hundred Names for Love: A Stroke, a
Marriage, and the Language of Healing /
Dian Ackerman - p.17

•PleaseLookAfterMom/ KyungSookShin - p.23

•Shikasta: Re, Colonised Planet 5 / Doris
Lessing - p.25

•Slaughterhouse/Five / Kurt Vonnegut - p.24

•The Brooklyn Follies / Paul Auster - p.38

•The Brothers Karamazov / Fyodor
Dostoyevsky - p.40

•The Golden Notebook / Doris Lessing - p.25

•The Joke / Milan Kundera - p.41

•The Sirens of Titan / Kurt Vonnegut - p.24

•Things Fall Apart / Chinua Achebe - p.41

•Zorba the Greek / Nikos Kazantzakis - p.30

Philosophy
•Consilience: the Unity of Knowledge /

Edward Wilson - p.22

•Great Dialogues of Plato / Plato - p.52

•Meditations on First Philosophy / Renâe
Descartes - p.53

•The Meaning of Human Existence / E.O.
Wilson - p.27

Political Science
•Inventing Human Rights: a History / Lynn

Hunt - p.46

•The Prince / Niccolo Machiavelli - p.50

•When China Rules the World: the End of
the Western World and the Birth of a New
Global Order / Martin Jacques - p.11

Psychology
•Finding Flow: The Psychology of

Engagement with Everyday Life / Mihaly
Csikszentmihalyi - p.54

•Influencer: the New Science of Leading
Change / Joseph Grenny, Kerry
Patternson, et al. - p.11

•Nature History of the Senses / Dian
Ackerman - p.18

•Not in Our Genes: Biology, Ideology and
Human Nature / Richard Lewontin, Steven
Rose, Leon Kamin - p.35

•Outliers: The Story of Success / Malcolm
Gladwell - p.44

•Stigma: Notes on the Management of
Spoiled Identity / Erving Goffman - p.56

•The Plenitude: Creativity, Innovation, and
Making Stuff / Rich Gold - p.14

Rationalism
•The God Delusion / Richard Dawkins - p.52

•The Golden Bough: A Study of Magic and
Religion / James George Frazer - p.51

Science
•A Short History of Nearly Everything / Bill

Bryson - p.33

•An Alchemy of Mind: The Marvel and
Mystery of the Brain / Dian Ackerman - p.18

•Artificial Intelligence: A Modern Approach /
Stuart Russell, Peter Norvig - p.7

•Godel, Escher, Bach: An Eternal Golden
Braid / Douglas Hofstadter - p.38

•Inventing Temperature: Measurement and
Scientific Progress / Hasok Chang - p.13

•iWoz: Computer Geek to Cult Icon: How I
Invented the Personal Computer,
Co/Founded Apple, and Had Fun Doing It /
Steve Wozniak, Gina Smith - p.33

•Letters to a Young Scientist / Edward
Wilson - p.20

•Surely You're Joking, Mr. Feynman! /
Richard Feynman - p.19

•The $1,000 Genome: the Revolution in DNA
Sequencing and the New era of
Personalized Medicine / Kevin Davies - p.7

•The Best American Science and Nature
Writing 2014 / Deborah Blum(Editor), Tim
Folger(Editor) - p.16

•The Future of Life / Edward Wilson - p.22

•The Making of the Atomic Bomb / Richard
Rhodes - p.10

•The Nature of Science: Problems and
Perspectives / Edwin Hung - p.6

•The Pleasure of Finding Things Out: The
Best Short Works of Richard P. Feynman /
Rechard Fyenman -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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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cienceof Interstellar / KipThorne - p.10

•TheSelfishGene/ RichardDawkins - p.6, p.48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
Thomas Kuhn - p.8, p.34

Social Sciences
•23 Things They Don't Tell You about

Capitalism / Ha/Joon Chang - p.32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
Thomas Piketty - p.12

•How to Deliver a TED talk: Secrets of the
World's Most Inspiring Presentations /
Jeremey Donovan - p.9

•InPraiseof Idleness/ BertrandRussell - p.55

•Risk Society: Towards a New Modernity /
Urich Beck - p.56

•The End of Work: The Decline of the Global
Labor Force and the Dawn of the
Post/Market Era / Jeremy Rifkin - p.32

•The One Thing: The Surprisingly Simple
Truth Behind Extraordinary Results / Gary
Keller, Jay Papasan - p.8

•The Road to Wigan Pier / George Orwell 
- p.53

•Violence: Six Sideways Reflections / Slavoj
Zizek - p.45

Visual Communication
•Envisioning Information / EdwardTufte - p.15

•Visual Explanations / Edward Tufte - p.15

Writing
•Science Research Writing for Non/Native

Speakers of English / Glasman/Deal Hilary
-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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