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림마을작은도서관 2019년 5차 희망도서 비치목록(종합자료실)]
* 자료실 비치일 : 03월 12일(화)
* 신청자에게 대출우선권을 드립니다. [03월 15일(금)까지 선대출가능]
* 신청자가 2권을 예약한 상태이거나 대출정지일 경우, 예약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용자 우선예약자료]
청구기호

등록번호

서

명

저 자

발행자

발행년

신청자

1

609.2-ㄱ521ㄱ

EE0000014456

(고양이와 배우는) 기발한 미술사

니아 굴드 지음;김현수 옮김

자유의길

2019 이*원

2

813.5-ㅇ991ㅈ

EE0000014457

(금오신화) 조선에 판타지 소설이 있었다고?

임치균 글;이용규 그림

지학사아르볼

2018 이*준

3

325.211-ㄱ736ㄴ

EE0000014458

나를 바꿀 자유 : 너만의 브랜드에 집중하라

김민기 지음

프레너미

2019 윤*주

4

650.4-ㅇ289ㅁ-1

EE0000014459

(난생 처음 한번 공부하는) 미술 이야기. 1, 원시, 이집트,
양정무 지음;조고은;함지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공]일러스트
미술 사회평론

2016 조*빈

5

476.10733-ㅂ986ㅇ

EE0000014460

(돌연변이 용과 함께 배우는) 유전학

빅반 지음;남진희 옮김

탐

2019 이*원

6

327.856-ㅇ963ㅁ

EE0000014461

미국주식 S＆P 500 가이드북

인베스테인먼트 지음

무한

2018 유*필

7

813.5-ㅂ524ㄱ

EE0000014462

(박씨전) 결국 예뻐야 하는 걸까?

박진형 지음;이현주 그림

지학사아르볼

2017 이*휘

8

327.83-ㄱ625ㅂ

EE0000014463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 부자들이 들려주는 '돈'과로버트
'투자'의
기요사키
비밀 지음;안진환 옮김 민음인

2018 정*화

9

321.89-ㅂ316ㅂ

EE0000014464

빈곤의 연대기 : 제국주의, 세계화 그리고 불평등한박선미;김희순
세계
[공]지음

2018 정*보

10 863-ㄴ59ㅅ

EE0000014465

스위트 프랑세즈 : 유월의 폭풍

이렌 네미로프스키 원작;에마뉘엘 모아노
이숲 각색;해바라기
2015
프로젝트
최*혜 옮김

11 744-ㅇ286ㅇ

EE0000014466

영알남의 영어의 진실 : 영단어

양승준 지음

길벗이지톡

2019 장*선

12 833.6-ㅅ154ㅇ

EE0000014467

오늘은 뭘 만들까 과자점

사이조 나카 지음;이규원 옮김

북스피어

2019 이*자

13 594.5-ㄱ989아

EE0000014468

요아마미 쿠킹 클래식 요리 레시피

김호정 지음

레몬톡

2014 김*숙

14 340.1-ㅂ474ㅇ

EE0000014469

우리는 왜 한나 아렌트를 읽는가 : 난민, 악의 평범성,
리처드
혁명정신
J. 번스타인 지음;김선욱 옮김한길사

2018 조*빈

15 813.5-ㅇ991ㅇ

EE0000014470

(운영전) 왜 금지된 사랑에 빠질까?

임치균 글;김유경 그림

지학사아르볼

2017 장*선

16 813.5-ㅈ194ㅇ

EE0000014471

(이춘풍전) 왜 무능한 남편을 버리지 못할까?

장주식 글;이은주 그림

지학사아르볼

2019 이*서

17 591-ㅈ664ㅊ

EE0000014472

초절약 살림법 : 1년에 1000만 원 모은다!

조윤경 지음

책책

2019 이*용

18 813.5-ㅈ194ㅍ

EE0000014473

(춘향전) 폭력 앞에서 당당할 수 있을까?

장주식 글;영민 그림

지학사아르볼

2018 이*준

19 420.42-ㅅ624ㅋ

EE0000014474

커피 얼룩의 비밀 : 흐르고, 터지고, 휘몰아치는 음료
송현수
속 유체역학의
지음
비밀

엠아이디

2018 송*수

20 606.926-ㅇ714ㅍ

EE0000014475

파리 미술관 역사로 걷다 : 프랑스 혁명기의 다비드부터
이동섭자본주의
지음
시대의 반 고흐까지 지식서재

2018 정*보

21 330.911-ㅂ534ㅍ

EE0000014476

플라이 백 = Fly back : 갑질로 어긋난 삶의 궤도를박창진
바로잡다
지음

메디치미디어

2019 홍*연

22 325.26-ㅁ746ㄱ

EE0000014477

공감하면 사람은 90％가 바뀐다 : 리크루팅 달인의문충태
공감설득
지음비밀

중앙경제평론사 2018 최*태

23 372.2-ㄱ571ㄱ

EE0000014478

(마음을 열어주고 관계를 꽃피우는) 그림책 학급운영
그림책사랑교사모임 지음

교육과실천

2019 백*봄

24 199.1-ㅈ662ㄴ

EE0000014479

(22인의 명사와 함께 하는) 나를 사랑하는 시간들조원경 지음

로크미디어

2019 민*지

25 556.77-ㄴ43ㄹ

EE0000014480

로드바이크 진화론 = Road bikes 進化論 : 라이더와
나카자와
마니아를
다키시
위한 지음;김정환
프레임.휠.컴포넌트
옮김 보누스
100년사를 정리한
2018
자전거
백*봄구조 교과서

26 913.05-ㅎ587ㅁ

EE0000014481

메이지의 도쿄

호즈미 가즈오 지음;이용화 옮김

논형

2019 강*완

27 863-ㅁ752아

EE0000014482

아가씨와 밤 : 기욤 뮈소 장편소설

기욤 뮈소 지음;양영란 옮김

밝은세상

2018 류*인

28 598.1-ㅇ319ㅇ

EE0000014483

아이들은 어떻게 권력을 잡았나

다비드 에버하르드 지음;권루시안 옮김
진선

29 410.7-ㅈ298ㅇ2

EE0000014484

엄마의 수학공부 : 자녀를 수학 우등생으로 키우는전위성
특급 비법
지음

오리진하우스

2018 홍*오

30 707-ㅇ889ㅇ

EE0000014485

엄마표 다개국어 : 어떤 언어든 다 통하는 외국어 교육
이지나
로드맵
지음

지식너머

2018 홍*오

31 818-ㄱ975ㅇ

EE0000014486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김하나;황선우 [공]지음

위즈덤하우스 미디어그룹
2019 이*숙

32 833.6-ㅎ961우

EE0000014487

인어가 잠든 집

히가시노 게이고 지음;김난주 옮김 재인

33 598.124-ㅇ842ㅊ

EE0000014488

초등 6년이 아이의 인생을 결정한다 : 완벽한 초등생활을
이은경;도준형;황희진
위한 특급 비법[공]지음
88

가나

2019 홍*연

34 833.6-ㅅ756ㅍ

EE0000014489

퍼스트 러브 = Firtst love : 시마모토 리오 장편소설
시마모토 리오 지음;김난주 옮김

해냄

2019 강*완

35 370.1-ㅅ172ㅎ

EE0000014490

학교를 철학하다 : 사토 마나부의 학교개혁의 철학사토 마나부 지음;신지원 옮김

에듀니티

2019 이*숙

36 813.7-ㄷ82ㅎ

EE0000014491

합리적 의심 = Reasonable doubt : 도진기 장편소설
도진기 지음

김영사

2019 이*영

37 영미 475.15-Y55i

WE0000002695

I contain multitudes : (The) Microbes within us and
EdYong
a grander view of life

Vintage Books 2016 주*원

38 영미 476.1-D271s

WE0000002698

(The) Selfish Gene

Oxford University2016
Press홍*석

by Richard Dawkins

갈라파고스

[상림마을작은도서관 2019년 5차 희망도서 비치목록(어린이자료실)]
* 자료실 비치일 : 03월 12일(화)
* 신청자에게 대출우선권을 드립니다. [03월 15일(금)까지 선대출가능]
* 신청자가 2권을 예약한 상태이거나 대출정지일 경우, 예약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2016 강*미

2019 장*애

[이용자 우선예약자료]
청구기호

등록번호

서

명

저 자

발행자

발행년

신청자

1

아 911-ㅅ342ㅅ-9

CE0000020722

설민석의 한국사 대모험, 독립운동 편-설쌤, 공갈이를
설민석;스토리박스
구해주세요! [공]지음;정현희 그림
아이휴먼:휴먼큐브
2019

이*정

2

아 457.279-ㅈ162ㄱ

CE0000020723

공룡알 화석의 비밀 : 둥지 탐정, 공룡알의 수수께끼를
장순근
풀다!
지음

지성사

2019

이*영

3

아 404-ㅊ764ㄱ

CE0000020724

(최훈 선생님이 들려주는) 과학자처럼 생각하기 최훈 글;이지은 그림

우리학교

2018

유*헌

4

아 375-ㅁ374파-18

CE0000020725

(읽으면서 바로 써먹는) 어린이 고사성어

한날 글.그림

파란정원

2019

이*정

5

아 375-ㅁ374ㅇ-17

CE0000020726

(읽으면서 바로 써먹는) 어린이 속담

맛있한날 글.그림

파란정원

2017

이*서

6

아 833.8-ㅌ94ㅇ-7

CE0000020727

(추리 천재) 엉덩이 탐정, 기이한 전망 여관 사건 트롤 글.그림;김정화 옮김

아이세움:미래엔 2018

이*휘

7

아 843-ㄱ566ㅂ

CE0000020728

104층 나무 집

2019

홍*현

8

아 980.24-ㄱ735ㄱ-5 CE0000020729

Go Go 카카오 프렌즈. 5, 중국(China) : 세계 역사 김미영
문화 체험
지음;김정한
학습만화 그림

북이십일:아울북 2018

김*희

9

아 980.24-ㄱ735ㄱ-6 CE0000020730

Go Go 카카오 프렌즈. 6, 이탈리아(Italia) : 세계 역사
김미영
문화지음;김정한
체험 학습만화
그림

북이십일:아울북 2019

김*희

10 아 808.9-ㅊ286ㅅ-19 CE0000020731

낙원섬에서 생긴 일

찰스 키핑 글;그림;서애경 옮김

사계절

2009

이*정

11 유 808.9-ㅁ246ㄴ-8

CE0000020732

내 마음은

마음별코리나 루켄 지음;김세실 옮김나는별

2019

김*양

12 유 813.8-ㄱ997ㄷ

CE0000020733

똑똑똑

김희경 글.그림

현암주니어

2019

김*원

13 유 823.7-ㅌ54ㄹ

CE0000020734

린 할머니의 복숭아나무

탕무니우 지음;조윤진 옮김

보림

2019

김*원

14 아 747.5-ㅎ693ㅅ

CE0000020735

세상에서 제일 쉬운 엄마표 생활영어

홍현주 지음

동양북스

2017

김*희

앤디 그리피스 지음;테리 덴톤 그림;신수진
시공주니어
옮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