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서  명 저 자 출판사 청구기호 자료실 비고

1 열여덟을 위한 철학 캠프 정준영, 박민미 외 알렙 101 2012-12 보존서고1

2 철학, 문화를 읽다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지음 동녘 104 2009-1 일반자료실1

3 철학을 담은 그림 채운 지음 청림출판 104 2015-10 일반자료실1

4 성찰 르네 데카르트 지음 풀빛 108 2012-2 33 일반자료실1

5 대학·중용강설 이기동 역해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48 2012-7 일반자료실1

6 논어 강설 이기동 역해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48.3 2012-6 일반자료실1

7 삶을 바꾼 만남 정민 지음 문학동네 151.58 2012-1 일반자료실1

8 다산 정약용 평전 박석무 지음 민음사 151.58099 2014-1 일반자료실1

9 에우티프론, 소크라테스의 변론,  
크리톤, 파이돈 : 플라톤의 네 대화편 박종현 역주 서광사 160.23 2014-8 일반자료실1

10 인간의 조건 한나 아렌트 지음 한길사 160.4 1996-1 보존서고1

11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프리드리히 니체 지음 책세상 165.77 2012-3 13 일반자료실1

12 쾌락 에피쿠로스 지음 문학과 지성사 191.6 2012-1 보존서고1

13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 1 이윤기 지음 웅진지식하우스 219.21 2007-1 1 일반자료실1

14 신들의 계보 헤시오도스 지음 숲 219.21 2012-10 일반자료실1

15 (원전으로 읽는) 변신이야기 오비디우스 지음 숲 219.21 2012-9 일반자료실1

16 누가 나를 쓸모없게 만드는가 이반 일리치 느린걸음 321.51 2014-3 일반자료실1

17 (협동조합의 오래된 미래) 선구자들 윤형근 엮고 씀 그물코 324.2 2013-6 일반자료실1

18 보노보혁명 유병선 지음 부키 324.4 2008-5 보존서고1

19 21세기 자본 토마 피케티 글항아리 330.904 2014-2 일반자료실1

20 공론장의 구조변동 위르겐 하버마스 저 나남 331 2012-1 일반자료실1

21 먹거리와 농업의 사회학 마이클 캐롤란 따비 331 2013-256 일반자료실1

22 공산당선언 카르 마르크스 돋을새김 340.25 2012-1 보존서고1

23 역사가 이들을 무죄로 하리라 박원순 지음 두레 367.3099 2013-1 일반자료실1

24 과학으로 생각한다 이상욱...[등]지음 동아시아 409 2007-1 보존서고1

25 땡큐 아메바 제프 로웬펠스 시금치 475.15 2012-1 일반자료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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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욕망하는 테크놀로지 이상욱 외지음 동아시아 509 2012-6 일반자료실2

27 근대 의료의 풍경 황상익 지음 푸른역사 510.911 2013-2 일반자료실2

28 (그라우트의) 서양음악사. 상, 하 Donald J. Grout 이앤비플러스 670.92 2009-1 1,2 보존서고1

29 (베껴쓰기로 연습하는) 글쓰기책 명로진 지음 타임POP 802 2011-5 일반자료실2

30 변신 이야기. 1~2 오비디우스 지음 민음사 808 2013-100 1,2 일반자료실2

31 그림문답 이종수 지음 생각정원 911.05 2013-51 일반자료실2

32 정약용과 그의 형제들. 1~2 이덕일 지음 다산초당 911.058 2012-15 1,2 일반자료실2

33 친일파 99인. 1~3 반민족문제연구소 
[편] 돌베게 911.06 1994-1 1,2,3 보존서고1

34 청산하지 못한 역사. 1~3 반민족문제연구소 
지음 청년사 911.06 1995-1 1,2,3 보존서고1

35 친일파는 살아 있다 정운현 지음 책보세 911.06 2011-4 일반자료실2

36 정약용, 조선의 정의를 말하다 김호 저 성안당 911.5 2013-2 일반자료실2

37 서울스토리 양희경 외 청어람 미디어 911.6 2013-41 일반자료실2

38 그리스인 이야기. 1~3 앙드레 보나르 지음 책과함께 921 2012-2 1~3 일반자료실2

39 古代 그리스, 그리스인들 H. D. F. 키토 지음 갈라파고스 921 2012-4 일반자료실2

40 옛 지도를 들고 서울을 걷다 이현군 지음 청어람미디어 980.2 2010-5 일반자료실2

41 (신정일의)새로 쓰는 택리지. 4,  
서울·경기도 신정일 지음 다음생각 981.1 2013-1 4 일반자료실2

42 서울, 성 밖을 나서다 이현군 지음 청어람미디어 981.1602 2011-10 일반자료실2

43 옛 지도를 들고 우리역사의 수도를 
걷다 이현군 지음 청어람미디어 981.1602 2012-12 일반자료실2

44 (인물로 보는) 친일파 역사 역사문제연구소 편 역사비평사 991.1 1993-1 보존서고1

45 일리아드 오디세이 호메로스 원작 채우리 C 808.91 2012-115 7 일반자료실1 아동도서

46 넬슨 만델라 : 자유를 향한 머나먼 길 넬슨 만델라/김대중 
옮김 두레아이들 C 998.3 2013-14 4 일반자료실1 아동도서

47 근대시의 모더니티와 종교적 상상력 유성호 소명출판 구입진행중 -

48 다산 정약용 금장태 살림 구입진행중 -

49 세네카 인생론 세네카 동서문화사 구입진행중 -

50 욕망의 틀로 읽는 현대사회 고려대철학연구소 한국학술정보 구입진행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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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HIBITION INFO

□ 전시명 : 서울시민대학

□ 일  시 : 2015. 07. 02(목) ~ 07. 3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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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관 : 매주 월요일, 법정공휴일

□ 장  소 : 서울도서관 일반자료실1 전시도서 코너

□ 내  용 : 서울도서관 지하 시민청에서 운영중인 ‘2015년 시민대학 강좌’ 관련

           참고도서 50권을 소개하고, 그 중 일부는 해제와 함께 도서전시

※ 서울시민대학 강좌조회 :

  서울특별시 평생학습포털 http://sll.seoul.go.kr/main/MainView.dunet

2015년 7월 도서전시

서울도서관 지하 시민청에서 운영중인 ‘2015년도 시민대학 강좌’ 관련 

참고 도서전시를 서울시민들에게 소개합니다.

서울도서관과 시민청 시민대학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시민대학 참여를 통한

자기계발 및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7월에는 도서관이 배움의 터전이 되고,

시민 여러분이 배움의 주인이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