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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회 출판사
인문사회·에세이

Esprit du capitalisme, où es-tu ?

인문사회·에세이

자본주의의
정신은 어디
있는가?
에티엔 페로
경제, 문화, 생태학, 정치 및
사회가 형성한, 제한적인
논리를 가진 복잡한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Familles, belles et fragiles !

가족, 아름답고
연약한 그 이름

자본주의에는 자체 논리가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에 정신은 있을까? 자본주의 시스템과
관련된 경제적, 사회적 조건과 개개인의 개인적
열망 사이에 대립은 불가피하다. 이 대립은
사회적 생활 전반에 걸쳐 이어진다. 밀의 가격,
예술의 가치, 건강의 가격, 회사 사장이나
정치인들의 기분, 암호 화폐, 코로나바이러스,
물의 민영화, 도박에 부과하는 세금 등. 각각의
상황은 사회의 경제주체들에게 도전적인
딜레마를 야기하고 타협안을 제안하며 개개인을
구별해줄 의미를 부여하는 고유의 가치를
드러낸다.

오란 드 모토르
알랭 토마세
이 책이 다루는 주요 영역은
결혼 준비, 부부와 가족의
격려와 지원, 복잡한 가족
상황에 대한 동반자적
인식과 교회로의 통합
등이다.

레시우스 | 9782872993963 | 2020
348쪽 | 20,5x14,5 cm | 2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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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와 가족에 대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도적
권고 <Amoris Laetitia (사랑의 기쁨)>은 교회
안팎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러나 교구,
본당 및 실행 과정에서 이 권고의 적용은 수많은
실제적인 질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가족적
목회의 돌봄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이
보다 쉽게 사도적 권고를 적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해당 분야의 구체적인 경험들을 제시하는
책이다.
피델리테 | 9782873568610 | 2020
204쪽 | 20,5x13,5 cm |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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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회 출판사
인문사회·에세이

L'au-delà

실용·자기계발·취미

저 너머에

브누아 드 반스트
사후 세계를 바라

L'empathie fait des miracles

기적을
일으키는
공감의 힘

저자는 사후 세계라는 주제와 관련된 연설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성서가 해당 주제를
어떻게 발견하고 표현하는지 설명한다. 그리고
성경과 구약과 신약 말씀을 듣고, 교부, 신학자,
신비주의자, 교도권과 전례를 하나씩 짚어 가며
사후 세계라는 어려운 주제에 대한 각각의
공헌을 확인한 뒤, 해당 주제에 관한 가톨릭
신앙의 본질을 종합하는 훌륭한 결론으로
마무리된 책이다.

미셸 박

피델리테 | 9782873568580 | 2020
128쪽 | 19x12 cm | 9.50 €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보는 기독교적 사고를

사랑의 힘을 깨우는 법.

종합적으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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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과 자신에게 공감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 <비폭력 소통>이라는 개념의 설계자인
마샬 로젠버그는 이 공감의 힘을 '사랑의 신성한
힘'이라고도 부른다.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
소통을 갈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임했던 것이
바로 '성령'의 힘이었다. 성령의 힘을 통해 우리
안에 잠재한 공감력에 관해 이야기하는 책이다.
피델리테 | 9782873568443 | 2020
156쪽 | 20,5x13,5 cm | 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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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회 출판사
인문사회·에세이

Que cette demeure est donc précaire ! :
De Chine, penser en pandémie

위태로운
우리들의 집

중국에서 전염병의
시대를 생각하다
브누아 베르망데
전염병으로 인해 집에
갇혔던 경험은 아직도 우리
내부에 생생하다. 그것은
우리의 상상력의 힘을
일깨웠다.

전염병으로 인해 집에 갇혔던 경험은 아직도 우리
내부에 생생하다. 그 경험은 우리의 상상력의
힘을 일깨웠다. 우리는 과거를 다시 읽었고, 과거
안에 웅크리기보다는 과거를 통해 새로운 관점을
찾았다. 또한 지역 사회 및 국가 공동체, 유럽과
세계의 미래를 결정하는 영적이고 정치적이고 혹은
수식어를 붙이기가 모호한 모든 종류의 문제를
더 잘 식별할 수 있게 되었다. 저자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찬미받으소서>로부터, 예수회적 뿌리와
중국이라는 세상에 대한 경험으로부터, 그리고
고전 읽기 등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코로나 전염병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우리가
공유하는 삶의 조건에 대한 윤곽을 그려냈다.

레시우스 | 9782872993970 | 2020
132쪽 | 20,5x14,5 cm | 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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