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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역사역사의 역사

시대를 읽는 작가 유시민, ‘역사란 무엇인가’를 묻다! 인간의 역사에 남은 역사서와 역사가, 그 역사가들이 살았던 시

대와 그들이 서술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추적한 유시민의 역사 르포르타주 『역사의 역사』. 경제학도, 정치

가, 지식소매상에서 최근에는 방송인으로도 종횡무진 활동하는 작가 유시민이 오랜 독서와 글쓰기의 원점인 역사 속

으로 돌..

2018-08-22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의심 없이 편안하게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한 사람의 이야기 10년 넘게 기분부전장애(가벼운 우울 증상이 지속되

는 상태)와 불안장애를 겪으며 정신과를 전전했던 저자와 정신과 전문의와의 12주간의 대화를 엮은 『죽고 싶지만 떡

볶이는 먹고 싶어』. 지독히 우울하지도 행복하지도 않은 애매한 기분에 시달렸고, 이러한 감정들이 한 번에 일어날 

수 있..

2018-08-22

고양이고양이

고양이의 눈으로 바라본 인간의 미래!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신작 장편소설 『고양이』 제1권. 파리에서 살고 있는 암

고양이 바스테트의 시각에서 인간의 문명을 바라보는 작품이다. 인간이 상상하기 어려운 타자의 시각을 도입하여, 

인간 중심주의를 해체하고 이 지구에서 인간이 차지해야 할 적절한 위치를 끊임없이 고민해 온 저자의 문제의식이 

그동안 좀 더 성..

2018-08-22

푸른 사자 와니니푸른 사자 와니니

서로 다른 모습 그대로, 초원을 달린다! 《짜장면 불어요!》《장수 만세!》《로봇의 별》과 같은 새로운 이야기로 한국 아

동문학의 외연을 넓혀 온 작가 이현의 신작 장편동화 『푸른 사자 와니니』. 쓸모없다는 이유로 무리에서 쫓겨난 사자 

와니니가 초원을 떠돌며 겪는 일들을 그린 동화로, 아프리카의 광활한 초원에서 펼쳐지는 모험을 사실적이고 감동적

으로 담아냈..

2017-06-07

10년후 4차 산업혁명의 미래10년후 4차 산업혁명의 미래

위기의 시대, 국가ㆍ기업ㆍ개인의 생존을 좌우할 4차산업혁명에 대비하라! 『10년 후 4차산업혁명의 미래』는 미국

과 중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이 4차산업혁명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면서 우리에게 좋은 교훈

을 건네고 있다. 일례로 제조업 강국인 독일은 4차산업혁명에 잘 대비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인데, 지멘스, BMW, S

AP 등 독일..

2017-06-07

인연인연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수필문학의 대가 피천득의 수필집.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애틋한 가슴저림으로 만났던 수

필 &amp;#039;인연&amp;#039;을 필두로,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게 하는 &a

mp;#039;플루트 플레이어&amp;#039; 등 주옥같은 명수필 80여편을 모아 엮었다. 금아 피천득의 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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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

실명인증글쓰기

빨강머리 앤이 하는 말빨강머리 앤이 하는 말

빨강머리 앤이 하는 말 은 저자가 인생에서 가장 힘겨웠던 시기, 꿈을 향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었던 앤의 희

망의 말들을 통해 꿈과 일 그리고 사랑으로 현재의 삶에 지쳐있는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한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실

수에 관하여 저자는 앤의 생각과 함께 적었다. 새로운 실수를 한다는 건 부주의한 탓도 있지만 새로운 실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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