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서  명 저 자 출 판 사 청구기호 비 고

1 1만 시간의 법칙 이상훈 위즈덤하우스 325.211 2012-24

2 300 Project 조연심 카시오페아 325.211 2014-159

3 35세를 위한 체크리스트 사이토 다카시 북스코프 325.211 2015-1

4 40세, 흔들리지 말아야 할 7가지 인생전략회의 이콘 199.6 2014-4

5 공자처럼 출근하고 장자처럼 퇴근하라 샤오뤄무 한스미디어 325.04 2014-80

6 그래서 그녀는 젊다 서영순 책이있는풍경 325.211 2015-58

7 나는 세상으로 출근한다 박용후 라이팅하우스 325.211 2015-60

8 나를 바꾸기 위해 지금 해야 할 일은? 강준린 북씽크 325.04 2015-8

9 나에게 사표를 써라 한근태 북앳북스 325.211 2015-11

10 내가 고전을 공부하는 이유 조윤제 흐름출판 029 2015-6

11 내 인생 5년 후 하우석 다온북스 325.04 2012-114

12 머릿속 정리의 기술 도마베치 히데토 예문 325.04 2015-7

13 살아 있는 뜨거움 김미경 북이십일 325.04 2014-1

14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수영 루이앤휴잇 325.211 2013-27

15 생각이 실력이다 야베 마사아키 솔트앤씨드 325.211 2015-38

16 세계 최고의 인재들은 왜 기본에 집중할까 도쓰카 다카마사 비즈니스북스 199.1 2014-5

17 (숨겨진 99% 진짜 나를 깨우는)
하루 10분 두뇌 사용법 박상곤 미다스북스 325.211 201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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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서  명 저 자 출 판 사 청구기호 비 고

18 어떻게 배울 것인가 존 맥스웰 비즈니스북스 199.1 2014-7

19 어떻게 일하며 성장할 것인가 전영민 클라우드나인 325.211 2013-201

20 여자에게 공부가 필요할 때 김애리 카시오페아 199.1 2014-116

21 왜 공부하는가 김진애 다산북스 370.4 2013-41

22 워커코드 탁진국 에프케이아이미디어 325.04 2015-6

23 원씽 게리 켈러 비즈니스북스 325.04 2013-498

24 원하는 삶을 살 것 : 와튼 스쿨 인생 특강 스튜어트 D. 프리드먼 베가북스 325.211 2015-80

25 일, 일하다 리천 이케이북 325.04 2015-16

26 정상에서 만납시다 지그 지글러 산수야 325.211 2014-134

27 준비된 우연 필립 코틀러 다산 3.0 325.211 2015-83

28 직장인 자기혁명 공부법 장계수 나래북 325.04 2015-53

29 진짜 공부는 서른에 시작된다 이창준 리더스북 325.211 2012-100

30 최고의 석학들은 어떤 질문을 할까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웅진지식하우스 325.211 2014-78

31 하버드의 생각수업 후쿠하라 마사히로 엔트리 325.04 2014-2

32 하워드의 선물 에릭 시노웨이 위즈덤하우스 325.211 2013-14

33 한번은 독해져라 김진애 다산북스 325.211 2014-76

34 (현직에서 퇴직 후를 준비하는)퇴근 후 2시간 정기룡 나무생각 325.04 201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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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HIBITION INFO

□ 전시명 : 퇴근 후 도서관 : 자기계발의 시간

□ 일  시 : 2015. 10. 08(목) ~ 11. 08(일)

           도서관 개관시간 중

           ※ 휴관 : 매주 월요일, 법정공휴일

□ 장  소 : 서울도서관 일반자료실1 전시도서 코너

□ 내  용 : 일반자료실1 소장 자기계발 관련 도서 34권을 해제와 함께 도서전시

2015년 10월 도서전시

제8회 서울 북 페스티벌(10월 23일~25일) 개최를 기념하여

‘퇴근 후 도서관 : 자기계발의 시간’이라는 주제로

일반자료실1소장 자기계발 관련 도서 34권을 소개하려 합니다.

서울시민들의 책에 대한 흥미유발 및 독서 활성화에 기여하고 

도서관이 소통과 관계의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무르익어가는 가을을 책과 함께 보내는 건 어떨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