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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자를 만나다

총, 균, 쇠

왜 어떤 민족들은 다른 민족들의 정복과 지배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는가. 왜 각 대륙들마다 문명의 발달 속도에 

차이가 생겨났는가. '인간 사회의 다양한 문명은 어디서 

비롯되는가?'라는 의문을 명쾌하게 분석하여 1998년 퓰리처 

상을 수상한 책. 진화생물학자인 재레드 다이아몬드는 총기와 

병균과 금속이 역사에 미친 엄청난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또한또한 말미에는 '일본인은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논문을 실어 

현대 일본인의 조상이 누구인지를 추적한다. 그는 이 논문에서 

규모는 명확하지 않지만 한국인의 이주가 분명 현대 

일본인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쪽에 손을 들어주고 있어 

흥미롭게 읽힌다. 

에디터 통신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신의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여준 사람 

중에는 독서광으로 이름 높은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는 안철수, 박웅현, 최재천, 

처칠 등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학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롤 

모델로 삼을 수 있는 동서고금의 인물 열네 명과 그들의 인생에 

영향을 끼친 열네 권의 책을 소개합니다. 



인생론 노트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미키 기요시라는 철학자가 쓴 

철학에세이 <인생론 노트>입니다. 미키 기요시라는 철학자 

자체가 독특한 삶을 살았는데요. 

1897년에1897년에 태어난 그는 일본이 제국주의적인 팽창을 했을 때 

군국주의에 저항해 투옥됐었죠. 그래서 전쟁이 끝나기 전에 

옥중에서 세상을 마감한 철학자입니다. 이 책이 일본에서 무려 

200만부나 돌파됐다고 해요. 담담하면서도 깊이가 있고 

울림이 있는 에세이라는 점에서 읽어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작년부터 힐링 열풍이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진정한 힐링이란 무엇인지요?

 저는 힐링이란 쓴 약을 먹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힐링은 치료로 번역해야지 

위로로 번역해서는 안 됩니다.  

<사막을 건너야 서른이 온다> 제목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사막을 건너는 것은 쓴 약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사막을 건너려면 계획이 있어야 하고 

실제로 건너야하죠. 이렇게 우리 인생에도 계획과 실천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괜찮아지려면 꼭 해야 할 게 있어’라고 하셨는데, 한 가지만 든다면?

소크라테스는 성찰하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가, 

무엇으로부터 가치와 의미를 찾을 수 있는가 끊임없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을 제대로 관찰하고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자신을 마치 제 3자가 보듯 물끄러미 봐야합니다. 사람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죠? 

인간에 대한 이해가 높으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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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 

역사를 바꾼 100가지 실수

퍼스트 콘택트

GUN :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꾼 총기 53선 

포스트모던 영국소설의 세계

유쾌한 절망의 대가, 시오랑의 죽음,  슬픔의 아포리즘 

시대의 흐름을 뒤바꾼 어리석은 실수들

먼 우주에서 이루어지는 생명탐사의 현장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주요 총기의 역사 총망라 

동시대 영국소설로 영국문학의 현주소를 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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