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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미학과 김진엽 교수의 스테디셀러

『예술에 대한 일곱 가지 답변의 역사』의 2020 개정판

고대 문명에서 가상현실까지, 벌거벗은 비너스에서 게릴라 걸스까지…

예술의 거의 모든 것
3 3 3 3 3 3 3 3

을 다루다

“예술, 제대로 된 입문서로 한 번에 꿰뚫자!”

청소년을 위한 맨 처음 교양 수업

#명화_읽기_아님     #작품해설집_아님     

#한권으로_뽀개기     #논술_자신감UP  

김진엽 지음

씨앤에이논술 

선정도서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국립어린이

청소년도서관 

청소년추천도서 

100선 

책씨앗 

추천도서

02-6012-6094   |   www.woorischool.co.kr   |    woori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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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과학, 감염병, 팬데믹… 오늘날 가장 뜨거운 화두를 담았다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인문×과학 교양서

  노명우 사회학자 추천도서  

  문경수 과학탐험가 추천도서  
  김성호 생명과학자 추천도서  

우리는 지금 
미래를 걷고 있습니다

김정민 지음

이미 시작된 미래,
새로운 시선과 질문이 필요한 때

1장	 ‘미래’라는	판도라의	상자

2장	 유전자,	바꿀	수	있는	운명

3장	 포스트휴먼,	진화의	끝판왕

4장	 자동화	세상,	인간의	위치를	묻다

5장	 특이점	이후의	세상

6장	 인간,	창의성을	다시	생각하다

어제와 오늘을 건너
인간의 내일을 다시 생각하다

1장	 감염병의	역습

2장	 우리가	주인공이라는	오래된	착각

3장	 인간	vs.	감염병

4장	 감염병이	바꾼	세상,	모두의	안녕

5장	 원	헬스,	공생을	생각하다

〈우리는 지금 미래를 걷고 있습니다〉 추천 및 선정

★ 서울시교육청도서관  ★ 씨앤에이논술 ★ 아이엠스쿨 

★ 학교도서관사서협의회 ★ 책따세  ★ 행복한아침독서 외 02-6012-6094   |   www.woorischool.co.kr   |    woorischool

우리는 감염병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김정민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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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하러 가기▼

7만 년 전 지구를 정복한 호모 사피엔스
의 비밀을 파헤치는 역사학자 유발. 진화
심리학자 로빈 던바 교수, ‘픽션’ 박사 등
의 조언을 구하며 사피엔스 탄생을 둘러
싼 수수께끼를 풀어간다. 그러던 중 뉴욕
의 로페스 형사의 초대로 ‘생태계’ 대 ‘호
모 사피엔스’ 재판에 참석하게 되는데… 
벽돌책 <사피엔스>가 부담스러웠다면, 만
화로 보는 <사피엔스>부터 만나보세요!

고등학생을 위한                      의

사피엔스: 그래픽 히스토리 Vol.1 인류의 탄생

유발 하라리 지음 | 김영사

ONE
PICK!

#역사학과 #철학과 #경제학과 #생명공학과 #미학과

에디터의 200자 추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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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하러 가기▼

고등학생을 위한                       의

ONE
PICK!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사회학과 #사회교육과 #공공인재학과

이 책은 시민 개개인의 참여, 헌신, 기여를 
통해서 대한민국이라는 정치 공동체가 앞
으로 나아가야 하는 시대가 됐다는 점에 
주목한다. 한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성
숙되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아니라 시민
이 스스로 민주주의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 책은 중고등학생도 쉽게 읽어볼 수 있
는 눈높이로 작성되어, 읽다보면 자연스
럽게 정치의 개념이 머릿속에 자리 잡힐 
것이다.

에디터의 200자 추천사

시민이 만드는 민주주의

강원택·조희정 外 지음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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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하러 가기▼

이 책은 디지털 시대 뉴미디어 문화를 이

해하고 사상가들의 이론을 바탕으로 기

초적인 지식과 관점을 제시한다. 뉴미디

어 사유의 근육과 실행의 세포를 보다 질

기고 강하게 단련시키는 데 학문적, 실천

적 의미를 제공한다. 

에디터의 200자 추천사

고등학생을 위한                     의

뉴미디어 사상과 문화

강진숙 지음 | 도서출판 지금

ONE
PICK!

#미디어콘텐츠학과 #커뮤니케이션학과 #광고홍보학과 #언론정보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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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을 위한  출판사의

ONEPICK!

구매하러 가기▼ 구매하러 가기▼

스타트업의 신화, 나이키의 창업자가 직접 쓴 자서전, <슈

독>. 빌 게이츠가 추천한 2016년 최고의 책. 재무, 회계, 조

직관리만이 아니라 교과서 밖 실전경영의 모든 것이 담겼

다. 혁신을 꿈꾸는 경영학도라면 반드시 읽어봐야 할 책

이다. 그저 남의 등이나 보며 달리던 평범한 800m 육상선

수가 최고의 스포츠 기업 '나이키'를 일구기까지의 여정을 

한 권의 책으로 만나보자.

이 책은 ‘몸’에만 집중해 몸을 세부적으로 분석했던 서양의

학과 달리, 인체를 몸과 마음, 시간과 공간이 결합된 ‘소우

주’로 보는 한의학의 본질을 탐색해 우리 몸을 독자들이 정

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동의보감>을 현대의 

언어로 해석하여 한의학의 핵심 원리를 깨치도록 했다. 경

희대 한의과대학 추천도서이며, 여러 대학에서 교양도서로 

사용되고 있다.

슈독: 나이키 창업자 필 나이트 자서전

필 나이트 지음 | 사회평론

몸, 한의학으로 다시 태어나다

안세영·조정래 지음 | 와이겔리

#경영학과 #무역학과 #스포츠마케팅학과 #스포츠경영학과 #한의학과 #한약학과 #동양학과 #동양철학과

에디터의 200자 추천사 에디터의 200자 추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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