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서  명 저 자 출판사 청구기호 비고

1 관점의 힘 이은애 생각학교 029 2014-2

2 그곳에 책이 있었다 앤드루 파이퍼 책읽는수요일 029 2014-12

3 그책, 있어요? 나승현 for book 029.1 2013-4

4 기적의 고전 독서법 김병완 북씽크 029.4 2014-11

5 나는 읽는다 문정우 시사IN북 029.1 2013-9

6 느리게 읽기 데이비드 미킥스 위즈덤하우스 029.4 2014-4

7 단단한 독서 에밀 파게 유유 029.4 2014-115

8 당신을 만난 다음 페이지 조안나 을유문화사 029.4 2015-1

9 독서독인 박홍규 인물과사상사 029.1 2014-4

10 독서의 탄생 마거릿 윌리스 황소자리 029.9 2012-1

11 리리딩 퍼트리샤 마이어 
스팩스 다산북스 029.4 2013-7

12 마음讀서 장길섭 나마스테 029.1 2014-3

13 (서른살 직장인) 책읽기를 배우다 구본준 위즈덤하우스 029.4 2012-2

14 스티브잡스의 서재 김태규 에듀크라운 029.1 2013-5

15 심야책방 윤성근 이매진 029.1 2013-1

16 쓰레기 고서들의 반란 장유승 글항아리 029.1 2014-6

17 아주 특별한 독서 박균호 바이북스 029.1 2014-16

   4월 도서관 주간 테마도서

「I Love Books」 도서목록



No. 서  명 저 자 출판사 청구기호 비고

18 아직도 거기, 머물다 공경희 멜론 029.1 2014-11

19 알파레이디 북토크 경향신문
인터랙티브팀 들녘 029.1 2013-15

20 어느 독서광의 유쾌한 책 읽기 김의기 다른세상 029.1 2013-11

21 여행자의 서재 이권우 동녘 029.1 2013-24

22 오직 읽기만 하는 바보 김병완 브레인스토어 029.4 2013-16

23 젊은 날의 책 읽기 김경민 샘앤파커스 029.1 2013-10

24 (지금 당장) 도서관으로 가라 유길문 문예춘추사 029.4 2013-1

25 (책거리 병풍을 뚫고 걸어 나온)
책들의 행진 이효경 한국도서관협회 029 2014-3

26 책수련 김병완 동아일보사 029.4 2014-9

27 책에 대해 던지는 7가지 질문 정수복 로도스 029 2013-29

28 책은 언제나 내 편이었어 김애리 퍼플카우 029.1 2013-12

29 책의정 신 강창래 알마 029.1 2013-27

30 책이 좀 많습니다 윤성근 이매진 029 2014-11

31 책, 인생을 사로잡다 이석연 까만양 029.1 2013-8

32 천천히 읽기 그리고 생각하기 김삼덕 하나의 책 029.85  2014-1

33 카프카의 서재 김운하 한권의책 029.1  2013-3

   4월 도서관 주간 테마도서

「I Love Books」 도서목록



-- EXHIBITION INFO

□ 전시명 : I Love Books

□ 일  시 : 2015. 04. 02(목) ~ 04. 19(금)

           09:00~21:00(화~금), 09:00~18:00(토~일)

           ※ 휴관 : 매주 월요일, 법정공휴일

□ 장  소 : 서울도서관 일반자료실1 전시도서 코너

□ 내  용 : 제51회 도서관주간을 맞이하여 일반자료실1 소장 도서 중 책과 독서에 

           관한 33권을 선정하여 해제와 함께 도서전시



[도서전시]

제51회 도서관주간(04.12~04.18)을 맞아

서울도서관 일반자료실1 소장 도서 중 책과 독서에 관한 

도서 33권을 선정하여 해제와 함께 도서전시를 진행합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서울시민들의 독서욕구를 자극하여

독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도서관에 오셔서 책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