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추천도서

▶30개 도시로 읽는 세계사 / 조 지무쇼
▶그림 속 천문학 / 김선지
▶노동의 시대는 끝났다 / 대니얼 서스킨드
▶더 시스템 / 스콧 애덤스
▶두 번째 지구는 없다 / 타일러 라쉬
▶부의 대이동 / 오건영
▶일곱 해의 마지막 / 김연수
▶좌절의 기술 / 윌리엄 B. 어빈
▶탱크의 탄생 / 모리나가 요우
▶턴어라운드 / L.. 데이비드 마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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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 도시로 읽는 세계사
조 지무쇼 지음
다산초당 출판
[역사]
청구기호 : 307.76 신63ㅅ최

< 책 소 개 >
세계 문명을 좌우한 로마, 아테네, 파리는 물론 장안, 앙
코르, 교토까지 세계사를 이해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도
시들을 폭넓게 다루었고, 각 도시의 전문가들이 꼭 알아
야 할 핵심 지식을 엄선하고 감수했다. 세계사 공부를 시
작하는 사람, 다시 공부하는 사람 혹은 기초부터 교양을
쌓고 싶은 사람,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 모두에게 적절한
안내서가 될 것이다. 더불어 익히 알고 있다고
생각한 도시의 모습이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다가오는 새로운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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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속 천문학
김선지 지음
아날로그 출판
[미술]
청구기호 : 758.952 김54ㄱ

< 책 소 개 >
천문학의 시선으로 예술작품을 들여다보고 그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는 책이다. 1부에서는 우리 태양계 행성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와 연관되어 있는 신들을 묘사한 작품
을 알아보고, 2부에서는 명화 속에 나타난 천문학적 요소
와 밤하늘의 별과 우주를 살아간 화가들의 삶과 그들 작
품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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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시대는 끝났다
대니얼 서스킨드 지음
와이즈베리 출판
[사회]
청구기호 : 331.25 S964ㄴ김

< 책 소 개 >
첨단 기술과 인공지능, 정보화에 따라 앞으로는 인간만
이 할 수 있었던 업무 영역이 어느 때보다 깊이, 그리고
서서히 대체될 전망이다. 저자는 기존의 노동의 시대가
저물면서, 어마어마하게 부를 가진 집단과 인적 자본도
거의 없는 집단으로 극명하게 나뉠 것이라고 경고한다.
다가올 불평등은 기술적 실업이 알리는 경고로 국가 간,
기업 간, 개인 간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
대안과 과제를 냉철하게 파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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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시스템
스콧 애덤스 지음
베리북 출판
[성공학]
청구기호 : 741.56973 A217ㄷ김

< 책 소 개 >
전 세계 65개국 2,000여개 신문사에 실린 세계에서 가
장 유명한 만화 ‘딜버트’의 작가 스콧 애덤스. 그는 성공에
이르려면 ‘목표’가 아니라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가 말하는 성공 모델은 개인적인 에너지에 집중하는 일
부터 시작한다. 에너지를 끌어올린 후에는 성공에서 빠질
수 없는 ‘운’을 불러와야 하는데, 어떻게 운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시스템’ 모델을 통해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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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지구는 없다
타일러 라쉬 지음
알에이치코리아 출판
[환경]
청구기호 : 363.7 R223ㄷ

< 책 소 개 >
저자는 자연과 단절된 현대인을 ‘빅박스스토어’에 갇힌
채 일평생을 살아온 사람에 비유한다. 인공 시설과 인간
이 만든 시스템을 단단하고 영구적인 것처럼 여기며, 인
간이 자연의 일부이며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외면한다
는 것이다. 기후위기가 다가온 현실에서, 환경을 되살리는
방법은 우리의 요구와 행동임을 강조하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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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대이동
오건영 지음
페이지2 출판
[경제]
청구기호 : 332.024 오14ㅂ

< 책 소 개 >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의 위기 속, 돈이 계속 풀려
나오는 상황에서 세계의 돈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지, 또 앞으로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 변화된 돈의 흐름을
알아본다. 그리고 이러한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
면 나의 포트폴리오 자산을 보호하고 장기적 안목에서 투
자를 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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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해의 마지막
김연수 지음
문학동네 출판
[문학]
청구기호 : 811.36 김64이

< 책 소 개 >
한국전쟁 이후 급격히 변한 세상 앞에 선 시인 '기행'의
삶을 그려내고 있다. 1930~40년대에 시인으로 이름을 알
리다가 전쟁 후 북에서 당의 이념에 맞는 시를 쓰라는 요
구를 받으며 러시아문학을 우리말로 옮기는 일을 하는 모
습에서 '기행'이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시인 '백석'을 모델
로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속수무책의 현실 앞에서 도저
히 버려지지 않는 마음, 끝내 이루지 못한 꿈은 어떻게 되
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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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절의 기술
윌리엄 B. 어빈 지음
어크로스 출판
[심리학]
청구기호 : 188 I72ㅈ석

< 책 소 개 >
살면서 누구도 좌절을 피할 수는 없지만 누구나 좌절을
잘 다룰 수는 있다. 피할 수 없는 좌절을 성장의 기회로
바꾸는 열쇠가 바로 좌절의 기술이다. 인생이 안기는 여
러 문제로 힘겹다면, 좌절의 기술을 연마했던 스토아 철
학자들의 지혜를 만나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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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의 탄생
모리나가 요우 지음
레드리버 출판
[군사]
청구기호 : M 358.18 모298ㅌ전

< 책 소 개 >
이 책은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초창기 탱크들과 '탱크 이전'의 전차를 세밀한 일러스트로
재구성한다. 저자는 탱크가 장갑과 무한궤도와 회전포탑
이라는 오늘날과 같은 구조를 갖추게 되기까지의 무수한
시행착오를 애정 어린 시선으로 담아낸다. 고대 공성무기
에서부터 현대 전차의 어머니 마크 시리즈, 프랑스의 생
샤몽과 슈네데르 CA , 독일의 A7V에 이르기까지
탱크의 탄생 과정을 따라가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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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어라운드
L. 데이비드 마르케 지음
세종서적 출판
[리더십]
청구기호 : 658.4092 M357ㅌ김

< 책 소 개 >
전례 없던 조직운영 방식을 개척한 리더의 실화가 담긴
책으로, 미 해군 핵잠수함을 변화시킨 리더십의 실체를
담았다. 패배주의가 만연한 산타페함에, 준비 기간을 갖지
못한 채 새로 부임한 마르케 함장은 잘못된 지시를 해도
아무도 수정해주지 않는 전형적인 리더로는 돌아가지 않
겠다고 결심한다. 그렇게 모두가 익숙했던 '리더-팔로워'
방식에 도전하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리더가
되는 '리더-리더' 방식이 탄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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