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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바토르
인문사회·에세이

Aimer c'est… :
Petit livre de l'amour véritable

인문사회·에세이

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법

사랑한다는 건
진정한 사랑을
위한 작은 책

마르크 바이요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 받기
위해 존재한다.

Comment parler de Dieu aujourd'hui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 존재한다.
사랑은 인간의 삶의 지평이다. 사랑이 부재할
때 우리는 사랑을 찾고, 때로는 필사적으로
찾아 헤맨다. 사랑을 할 때면 우리는
사랑을 잃을까 두려워 사랑을 지키려 한다.
이 책은 학술 논문이 아니다. 이 책은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받는 방식에 대해 성찰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다. 저자
마르크 바이요는 우리를 안내하는 사제이자
영적 가이드이다.

신이 대화의 주제가

신이 대화의 주제가 될 수 있을까? 어제 했던
축구 경기나 일기 예보 같은 소소한 대화거리
가운데 놓일 수 있을까? 아니면 신은 무릇
칸트의 반항과 니체의 족보 사이에 보기 좋게
배치해 좀 더 고차원적이고 학문적인 방식으로
논의해야만 하는 주제가 아닐까? 그러나, 우리가
신의 존재를 고고히 드높이려 의도하는 그 순간,
오히려 우리 안에 신의 존재는 사라지고 있지
않은가?

될 수 있을까?

9782706717802 | 2012 | 220쪽 | 11x17 cm | 10.00 €

파브리스 아드자지

9782706714443 | 2016 | 128쪽 | 11x17 cm | 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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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바토르
어린이·청소년

Jésus

인문사회·에세이

예수

요셉

무의미한 웅변

예수님은 하느님의 사절이며 친구를
구하는 자이며 악을 이기는 자이자 훌륭한
이야기꾼이시다. 이 책에 실린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가장
큰 행복을 위해 일하시는 하느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다.

복음서에서도 거의 다뤄지지 않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라는 인물에 관해 이야기할 것들이
있을까? 아마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더
많을 것이다.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 비추어
요셉이라는 인물을 연구한 책이다.

9782706716461 | 2018 | 45쪽 | 15x27 cm | 12.00 €

조엘 샤베르
마르셀리노 트뤼옹
아이들의 첫 영성체를
위한 최고의 그림책.

Joseph : L'éloquence d'un taciturne

필립 르페브르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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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2706708305 | 2011 | 270쪽 | 15x22,5 cm | 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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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바토르
인문사회·에세이

L'amour vrai : Au seuil de l'autre

인문사회·에세이

진정한 사랑

인간,
신의 경이

타인의 문턱 앞에서

마르탱 스테펀즈
기도하듯 타인의 문턱
앞에서 인내하게 만드는

"인간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랑을 위해 죽기 위해 태어났다. 그런 의미에서
음란물은 종종 아낌없이 주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모방하며 인간의 사랑을 풍자한다.
진정한 사랑이란, 강한 의미를 지닌 사랑이다.
우리가 한때는 '자비'라고 불렀던 이 사랑은,
우리를 마치 기도하듯 타인의 문턱 앞에서
인내하게 만든다."
9782706716317 | 2018 | 142쪽 | 13x20 cm | 16.00 €

L'homme, merveille de Dieu :
Essai d'anthropologie christologique

기독 인류학 에세이

베르나르 세스부에
기독교 신앙에 근거한
인류학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사랑을 옹호한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인간을 바라보는 다양한
비전, 즉 다양한 인류학이 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인류학이란 무엇일까?
지금처럼 인간의 정체성이 위협받는 시대에
어떻게 인간이 신의 경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기독 인류학은 신의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된,
또한 은혜받음에 기초한 인간과 신의 관계를
다루는 학문이다. 예수회 소속의 저자 베르나르
세스부에는 위대한 현대 신학자 중의 한 명이다.
9782706712142 | 2015 | 368쪽 | 14,5x22 cm | 2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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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바토르
인문사회·에세이

Le christianisme n'existe pas encore

인문사회·에세이

Neuvaines pour les jours difficiles

존재하지 않는
기독교

힘겨운 하루를
위한 구일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걱정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불안함을 가라앉히기 위한 기도문을
찾는 것은 중요하다. 이 책은 스무 가지
구일기도문이 실려 있는 책으로, 기도하는 자가
구주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십자가 아래서
자신의 문제에 대한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도록
돕는다. 저자 베르나르 마리 신부는 프란체스코
수도사이자 신학 박사로, 성경 언어의 전문가다.

도미니크 콜랭은 '

쇠렌 키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다. "신약의
기독교는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저자는
키르케고르를 인용하며, 현재의 문화화된
기독교가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복음에 충실한지
자문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일종의 환상임을
설명한다. 복음 전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오늘날, 저자 도미니크 콜랭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적으로 말하는 법을 아는 기독교'가
필요하다고 설파한다.

복음적으로 말하는 법을

9782706716348 | 2018 | 190쪽 | 13x20 cm | 18.00 €

도미니크 콜랭

아는 기독교'가 필요하다고

베르나르 마리
스무 가지 구일기도.

설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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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2706705199 | 2009 | 320쪽 | 11x17 cm | 12.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