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서  명 저 자 출판사 청구기호

11 (어린이 모금가들의) 
좌충우돌 나눔 도전기 임주현 초록개구리 아름다운재단

338 2014-6

12 (유일한에게 배우는) 나눔 김미선 뜨인돌어린이 아름다운재단
998.3 2014-1

13 가방 들어 주는 아이 고정욱 사계절 아름다운재단
813.8 2014-11

14
그들이 세상을 바꾼다
: 70명의 모험가와 미래로 
떠나는 세계 여행. 1 

마리-엘렌 
드 슈리제 초록개구리 아름다운재단

990 2014-2 1

15 나눔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곽영미 지음 Scope 아름다운재단

334.14 2014-4

16 나는 어린이 재능 기부왕 잭 헨더슨 
글·그림 위즈덤하우스 아름다운재단

848 2014-3

17 세 개의 잔 토니 타운슬리 살림어린이 아름다운재단
320 2014-1

18 엄마를 안아 주는 아이 노경실 글 뜨인돌출판 아름다운재단
813.8 2014-35

19 왜 나누어야 하나요? 클레어 레웰린 
글 함께읽는책 아름다운재단

843 2014-5

20 평범한 메리의 특별한 행동 에밀리 피어슨 
글 세상모든책 아름다운재단

843.6 2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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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서  명 저 자 출판사 청구기호

1 곤다르의 따스한 빛 미나미 나나미 주니어김영사 아름다운재단
833.8 2014-2

2 나눔동화. 1 , 우리 나라편 박경아 문공사 아름다운재단
813.8 2014-31

3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해 이상교 뜨인돌출판 아름다운재단
813.8 2014-34

4 달리는 나눔 가게 미하엘 로어 북비 아름다운재단
853 2014-8

5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부자야! 웨인 W. 다이어 한언 아름다운재단
843.6 2014-3

6 세상을 바꾸는 아이들 잭 캔필드 주니어랜덤 아름다운재단
844 2014-2

7 안녕, 친구야 강풀 웅진주니어 아름다운재단
813.8 2014-19

8 우리 모두 꼴찌 기러기에게 
박수를 하나 요한슨 시공사 아름다운재단

853 2014-2

9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레이프 
크리스티안손 고래이야기 아름다운재단

859.7 2014-1

10 평화는 어디에서 오나요 구드룬 파우제방 웅진출판 아름다운재단
853 2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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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서  명 저 자 출판사 청구기호

21 (PLA기법에 따른) 나눔교육 
만들기

아름다운가게 
나눔교육팀  아름다운가게 아름다운재단

370.88 2014-2

22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던)
나눔에 관한 열 가지 질문 안철수 김영사 아름다운재단

818 2014-7

23 (아름다운) 나눔수업 전성실 착한책가게
아름다운재단

375.226 
2014-1

24 (워런 버핏의) 위대한 유산 피터 버핏 라이프맵 아름다운재단
598.1 2014-1

25 1학년 1반 나눔봉사단 이승희 주니어김영사 아름다운재단
375.2 2014-2

26 게이츠가 게이츠에게 빌 게이츠 
시니어 국일미디어 아름다운재단

199.1 2014-5

27 내 딸아, 나눔은 세상을 
밝히는 희망이란다 오정은 글고은 아름다운재단

199.5 2014-2

28 선생님, 나눔이 뭐예요? 김소영 사회복지공동모
금회

아름다운재단
370.88 2014-3 

1

29 엄마, 아빠! 나눔이 뭐예요? 아름다운재단 
[편] 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재단

334.14 2014-2

30 지구촌 곳곳에 너의 손길이 
필요해 예영 뜨인돌어린이 아름다운재단

361 2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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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선생님을 위한 추천도서

2015년 5월 도서전시

5월,

어린이 나눔도서
나눔문화컬렉션 추천도서

아름다운재단과 서울도서관은 2014년 12월 공립도서관으로서는 최초로 ‘나눔문
화컬렉션’을 오픈하였습니다. 2000년부터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도서관’이 수집
해 온 나눔도서 400여 권으로 시작하는 ‘나눔문화컬렉션’은 앞으로 시민들의 도
서추천과 도서기증을 받으며 계속 키워갈 예정입니다.

‘나눔문화컬렉션’ 5월 특집 ‘어린이 나눔도서’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습니다.

1. 어린이를 위한 나눔동화 : 나눔이야기, 공동체, 이타주의의 가치를 담은 동화
2. 부모를 위한 나눔도서 : 나눔 감동 스토리. 현명한 기부자 되는 법 등
3. 선생님을 위한 나눔교육 안내서 : 나눔교육 교안 등

  * 도서기증, 나눔도서추천 및 나눔문화컬렉션 신규도서 신청 
 research@beautifulfund.org / 02-6930-45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