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서  명 저 자 출 판 사 청구기호 비 고

1 강신주의 노자 혹은 장자 강신주 오월의봄 152.22 2014-2

2 고전은 나의 힘.[3], 철학 읽기 문우일 창비 029 2014-9 3

3 권력이 묻거든 모략으로 답하라 장거정 원전 아템포 152.5 2014-1

4 나는 루소를 읽는다 김의기 다른세상 166.4 2014-2

5 나는 매일 공자와 함께 출근한다 한장쉐 편저 오늘의책 152.212 2015-52

6 다니니까 길이더라 박희채 책과나무 152.226 2015-3

7 당신의 시간을 위한 철학 로버트 그루딘 경당 104 2015-13

8 도덕경 이병희 답게 152.222 2014-6

9 동양 철학 에세이. 1~2 김교빈 동녘 152 2014-6 1~2

10 몽테뉴의 수상록 몽테뉴 소울메이트 160.37 2015-1

11 삐뚤빼뚤 생각해도 괜찮아 희망네트워크 엮음 동녘 100 2014-2

12 소통과 설득의 달인 맹자 조성기 그물 152.216 2013-1

13 안티 오이디푸스 질 들뢰즈 민음사 166.8 2015-1-3

14 왜 로봇의 도덕인가 웬델 월러치 메디치 194 2014-3

15 왜 지금 한나 아렌트를 읽어야 하는가? 나카마사 마사키 갈라파고스 340.1 2015-8

16 우주의 끝에서 철학하기 마크 롤랜즈 책세상 100 2014-25

17 인생 백년을 읽는 논어 이우영 글로북스 152.212 2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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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서  명 저 자 출 판 사 청구기호 비 고

18 (인생의 중요한 순간) 나는 공자를 만난다 박용근 하나의 책 152.212 2014-5

19 지금은 철학자를 만나야 할 시간 서정욱 팬덤북스 104 2013-8

20 철학아, 내 고민 좀 풀어줘! 황상규 이책 100 2015-6

21 철학을 담은 그림 채운 청림출판 104 2015-10

22 철학의 13가지 질문 잭 보언 다른 104 2013-36

23 철학의 교양을 읽는다 오가와 히토시 더난콘텐츠그룹 104 2013-5

24 철학의 위안 알랭 드 보통 청미래 101 2012-15 보존서고
소장도서

25 철학자와 하녀 고병권 메디치미디어 104 2014-26

26 철학자 철학을 말하다 강신주 엮음 토트 199.8 2013-16

27 철학직설 김창호 편저 이담books 104 2014-8

28 철학하는 일상 이경신 이매진 104 2013-88

29 철학 한입 더, 철학자편 데이비드 에드먼즈 열린책들 160 2014-11

30 (통쾌한 반격의 기술) 오자서병법 공원국 위즈덤하우스 152.27 2014-3

31 포박자 갈홍 자유문고 152.33 2015-1

32 한비자의 독설 황효순 글마당 152.25 2015-1

33 (궁금함에 대한 끝없는 질문) 50인의 철학 멘토 제러미 스탠그룸 책숲 109.9 2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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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HIBITION INFO

□ 전시명 : 철학톡톡 : 철학, 톡(talk)하면 통한다

□ 일  시 : 2015. 09. 05(토) ~ 10. 04(일)

           도서관 개관시간 중

           ※ 휴관 : 매주 월요일, 법정공휴일

□ 장  소 : 서울도서관 일반자료실1 전시도서 코너

□ 내  용 : 일반자료실1 소장 철학분야 도서 33권을 해제와 함께 도서전시

2015년 9월 도서전시

도인은 해와 달과 이웃하며, 우주를 옆구리에 끼고 만물과 하나 되고, 

귀하고 천한 것을 가리지 않는다 

뭇사람들은 속된 일에 늘 고달프지만, 도인은 그런 일에는 그저 초연할 뿐이다

만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따뜻함으로 대할 뿐이다 

                                                          - 장자 

9월 독서의 달을 맞이하여 

일반자료실1 소장 철학분야 도서 33권을 소개하려 합니다.

인문학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철학과 친숙해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