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추천도서

▶초격차 : 리더의 질문 / 권오현
▶더 클럽 / 레오 담로슈
▶아비투스 / 도리스 메르틴
▶심판 / 베르나르 베르베르
▶규칙 없음 / 리드 헤이스팅스, 에린 마이어
▶그 환자 / 재스퍼 드윗
▶Change 9 / 최재붕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책 / 전홍진
▶(비전공자를 위한 이해할 수 있는) IT 지식 / 최원영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 레몬심리

도 서관

11월 추천도서 01

초격차:리더의 질문
권오현 지음
쌤앤파커스 출판
[경영]
청구기호 : 658.4092 권65초

< 책 소 개 >
2018년작 《초격차》 이후, 리더들의 실질적 고민과 현실
적 질문에 답하기 위해 삼성전자 권오현 회장이 2년간의
침묵을 깨고 다시 돌아왔다. 《초격차 : 리더의 질문》에서

는 리더들과의 만남에서 비롯된 총 32개의 고민과 질문에
대한 해답을 통해 “지속 가능한 혁신은 좋은 기업 문화에서
서 탄생하며, 리더는 이런 기업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주체
가 되어야 한다.”라는 핵심 메시지를 담아냈다.

도 서관

11월 추천도서 02

더 클럽
레오 담로슈 지음
아이템하우스 출판
[문학]
청구기호 : 828.609 D166ㄷ장

< 책 소 개 >
경제학을 확립한 국부론의 애덤 스미스, 로마제국 쇠망
사를 완성한 역사가 에드워드 기번, 영국 보수당의 토대를
이룩한 정치가 에드먼드 버크 등 영국을 대표하는 정치,

경제, 역사, 예술, 문학 등 다방면의 엘리트들이 ‘더 클럽’
이라는 이름의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오랫동안
서로 관계를 맺고, 때로는 논쟁을, 때로는 경쟁을 하면서
위대한 작품과 이론, 정책을 비롯한 다양한
결과물들을 완성하는 과정을 그려낸 책이다.

도 서관

11월 추천도서 03

아비투스
도리스 메르틴 지음
아이템하우스 출판
[인문]
청구기호 : 305.513 M379ㅇ배

< 책 소 개 >
아비투스는 프랑스 철학자 부르디외가 처음 제시한 개념
으로, 사회문화적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제2의 본성을 일
컫는다. 내가 속한 계층,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즐기는 취

취미, 내가 해내는 모든 과제가 나의 아비투스를 만든다.
그렇기에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습관보다 근본적인
개념인 아비투스를 바꿔야 한다. 저자는 나아가야 할 방향
을 정확히 알고, 올바른 노력을 한다면 아비투스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말한다.

도 서관

11월 추천도서 04

심판
베르나르 베르베르 지음
열린 책들 출판
[문학]
청구기호 : 842.92 W484ㅅ전

< 책 소 개 >
‘죽은 자를 심판한다’라는 묵직한 주제에도 불구하고,
『심판』에 대한 해외 언론평은 하나같이 이 작품의 유쾌함
에 주목했다. 베르베르는 전형적인 언어유희와 농담에도

능하지만 장기는 역시 특유의 비틀기에서 나오는 웃음이
다. 이번 작품에서도 지상과는 다른 가치 체계와 도덕 규
범이 작동하는 천상 법정을 배경으로 설정하고 사회적 문
제나 편견 등을 자연스럽게 툭툭 건드린다.

도 서관

11월 추천도서 05

규칙 없음
리드 헤이스팅스 지음
알에이치코리아 출판
[경영]
청구기호 : 384.55506573 H358ㄱ이

< 책 소 개 >
넷플릭스의 현 CEO가 쓴 첫 책으로, 넷플릭스의 경영 방
방식과 기업문화에 관해 인시아드 경영대 교수 에린 마이
어와 대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어떻게 넷플릭스는 모

두의 상식을 뒤엎는 파격적인 행보로 세계 최고 가치의 기
업이 되었을까? 두 저자는 통찰력이 돋보이는 관점과 명쾌
쾌한 필치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실제 넷플릭스 전현직
직원들의 풍부한 사례를 재료 삼아 주장을 이어간다.

도 서관

11월 추천도서 06

그 환자
재스퍼 드윗 지음
시월이일 출판
[문학]
청구기호 : 823.92 D522ㄱ서

< 책 소 개 >
엘리트 정신과 의사, 파커는 여러 모로 열악한 환경의 주립 정
신병원에서 자신의 운명을 바꾼 한 환자를 만난다. 여섯 살 때 병
병원에 보내져 30년 넘게 수용되어 있는 진단 불명의 남성. 소문

이 워낙 흉흉해 거의 모든 직원이 그를 기피하고 두려워했으며
말조차 꺼내기를 꺼렸다. 젊고 자신감 넘치는 파커에게 ‘그 환자’
의 존재는 호기심을 넘어 집착이 되어 가는데…. 베일에 싸인 환
자의 비밀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그가 마주한 진실은
무엇이었을까?

도 서관

11월 추천도서 07

Change 9
최재붕 지음
쌤앤파커스 출판
[사회]
청구기호 : 303.4833 최73ㅊ

< 책 소 개 >
코로나19 시대의 변화상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가속화한
포노 사피엔스 문명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
야 할지에 대한 선명한 방향을 제시한다. 9가지 포노 사피

엔스 코드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각 코드에 해당하는 당대
최신 이슈와 그에 따른 인류의 행동 양식, 진화된 대응법,
그를 통해 이루어지는 문명 교체의 단상들을 살펴본다.

도 서관

11월 추천도서 08

매우예민한사람들을위한책
전홍진 지음
글항아리 출판
[정신의학]
청구기호 : 616.89 전95ㅁ

< 책 소 개 >
정신건강의학과에 온 이들 대부분은 우울증이라는 진단
이 나와도 ‘나는 우울증이 아니’라고 대답한다. 이때 말을
바꿔 ‘당신은 매우 예민한가’라고 물으면 그들은 ‘맞다, 나

는 예민한 편이다’라며 수긍한다. 저자는 ‘매우 예민하다’
는 성격적 특성에 주의만 기울인다면 정신과 상담이나 약
물 치료 없이도 증상이 호전될 수 있다고 말하며, 여러 사
례를 통해 예민성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도 서관

11월 추천도서 09

IT 지식
최원영 지음
티버블유아이지 출판
[과학]
청구기호 : 004 최67아

< 책 소 개 >
이 책은 비전공자를 위한 ‘IT 기초 문법서’로, 한 번쯤 들
어봤을 프로그래밍 언어, 운영체제, 네트워크, API, JSON,
데이터베이스, 이미지 처리,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 깃

(Git), 디자인 이슈 등 다양한 지식을 담고 있다.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려웠던 각각의 지식들을 친
숙한 이야기로 쉽게 풀어냄으로써 IT 산업의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도 서관

11월 추천도서 10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레몬심리 지음
갤리온 출판
[심리]
청구기호 : 152.4 저35ㄱ박

< 책 소 개 >
감정 관리를 배워야만 기분을 다스릴 수 있다. 감정의 노
예가 아닌 감정의 주인으로 바로 서야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래서 이 책은 기분에 대한 이야기로 포문을 열지만 기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감정들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한다.
감정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말하고, 그 감정에
대처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 책이다.

도 서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