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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제 : 독서
♤좋은 책을 읽는 것은 과거 몇세게의 가장 훌륭한 사람
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과 같다 -르네 데카르크

♠독서는 정신의 호흡입니다.
독서와 사색을 중단하면 그것으로 인생은 끝장입니
다.-김대중.
♤읽다 죽어도 멋져 보일 책을 항상 읽어라 -P.J.오르
크♠한시간 독서로 누그러지지 않을 걱정은 없다
-샤를드스공다♤독서는 완성된 사람을 만들고 담론은 재치있는 사
람을 만들고 일기는 정확한 사람을 만든다
-베이컨♠약으로써 병을 고치듯 독서로써 마음을 다스린다.시이저-

글뫼도서관

♤모름지기 남자는 다섯수레의 책을 읽어야 한
다.-두보♠하버드대학 졸업장 보다 소중한 것은 책을 읽는 습
관이다.-빌게이츠-

글뫼책사랑 동아리
[독서불패 ] 읽고 고름

추천도서
지은이:김정진 /자유로.2005.
‘독서불패’라는 제목은 강렬하
고, 작가의 문체는 간결하며,
책의 두께는 얇다
. 하지만 말하고 싶다.이 책에
서 던져주는 메시지는 결코 그
렇게 얕지 않다는 것을

지은이:장대익 /김영
사.2008.
지식인 마을 시리즈 제25권
<쿤&포퍼>는 서울대학 교와 카
이스트에서 강의했던 내용을
모아 엮은 것으로 실험과 과학
에 얽힌 과학의 일상에서 벗어
나 과학의 정체성을 묻는다.

행사안내
*기간: 4월 12~18일
*시간: 기간중 12:3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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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검색 대회 (4월12일)
초성으로 책 제목 맞히기 (4월 14일) )
책 찾기 (4월 15일 )
나만의 독서노트 만들기
(4월18일 월요일)

[감상문]
쿤＆포퍼,과학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라는 책은 학교행사에서 물리 선
생님의 추천으로 읽게 되었다. 과학철학이라는 생소한 학문에 관한 책이었
는데, 처음에는 그다지 흥미롭지 않았다. 그러나 이 책을 들었을 때, 그 생각
은 완전히 바뀔 수 밖에 없었다. 이 책은 과학철학의 역사적 흐름, 토마스 쿤
과 포퍼를 중심으로 한 여러 과학자,철학자들이 주장을 소개하면서 과학이
과학일 수 있는 이유, 과학과 비과학을 구분짓는 기준은 무엇인가라는 과학
철학의 오랜 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과학에 대한 내 생
각을 뒤흔들어 놓았다. 막연하게만 생각하던 과학을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
하여 무언가로 정의하려는 시도를 알게 된 것만으로도 나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과학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었다. 저자의 말처럼 과학철학은 과학
에 대한 철학적이고 세련된 질문을 던짐으로써 과학자가 자신이 매일 화고
있는 활동을 더욱 깊이 숙고하고 반성하게 만들며, 때때로는 과학 자체의 공
헌에 큰 공헌을 한다, 때문에 과학자나 이공계 분야의 길을 걸으려 하는 학
생들에게 과학철학은 반드시 배워둬야 하는 학문인 것이다. 그리고 그 배움
의 시작으로 나는 이 책을 자신있게 추천한다. { 2505,김승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