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서  명 저 자 출 판 사 청구기호 비 고

1 (사랑하지 않을 권리) 리퀴드 러브 지그문트 바우만 새물결 출판사 331.1 2013-18

2 (살며 생각하며 배우며) 
사랑할 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이인 한국경제신문  

한경BP 181.71 2012-36

3 (스탕달의) 아무르 연애론 스탕달 해누리 182.2 2014-9

4 강신주의 다상담. 1 ,사랑, 몸, 고독 강신주 동녘 186.3 2013-14 1

5 그들이 그렇게 연애하는 까닭 아미르  레빈 랜덤하우스코리아 182.2 2013-1

6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 김정운 21세기북스 182.2 2015-1-2

7 나는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지 않는다 양창순 센추리원 182.2 2014-10

8 도대체, 사랑 곽금주 쌤앤파커스 182.2 2012-26

9 사랑은 사치일까? 벨훅스 현실문화 181.71 2015-9

10 사랑잠언 리처드 템플러 세종서적 199.8 2013-6

11 사랑과 소통 윤태일 커뮤니케이션북스 082 2013-3 180

12 사랑과 외로움에 대하여 지두  
크리슈나무르티 고요아침 155.9 2012-1 3

13 사랑받을 권리 일레인N.아론 웅진지식하우스 189 2012-62

14 사랑수업 박홍규 추수밭 199.8 2014-16

15 사랑에 관한 100가지 질문 마츠모토 잇키 지식여행 182.2 2012-17

16 사랑에 대한 모든 것 레오 보만스 흐름출판 181.71 2015-1

17 사랑은 어디로 가는가 에카르트 폰 
히르슈하우젠 은행나무 181.71 2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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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서  명 저 자 출 판 사 청구기호 비 고

18 사랑은 왜 아픈가 에바 일루즈 돌베개 331.1 2013-49

19 사랑의 기술 에리히 프롬 문예출판사 181.71 2012-2

20 사랑의 철학 이정은 살림 082 2012-1 73

21 사랑이 내게 아프다고 말할 때 이명섭 다연 199.1 2013-382

22 사랑이란 무엇인가 주창윤 마음의숲 181.71 2015-13

23 사랑하면 통한다 박재연 비전과리더십 189.2 2014-25

24 사랑할 때까지 헤어져라 한기연 추수밭 182.2 2014-15

25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도원 홍익출판사 199 2011-2

26 상처없이 사랑하고 싶다 배르벨 바르데츠키 21세기북스 182.2 2015-2

27 아무도 울지 않는 연애는 없다 박진진 애플북스 182.2 2011-2

28 왜 사람은 바람을 피우고 싶어할까 헬렌 피셔 21세기북스 182.2 2014-8

29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피에르 프랑크 토파즈 181.71 2012-35

30 철학자에게 사랑을 묻다 카트린 메리앙 한스미디어 104 2013-87

31 철학적으로 널 사랑해 올리비아 가잘레 레디셋고 126 2013-4

32 타인이라는 여행 틱낫한 알에이치코리아 220.4 2014-21

33 하버드 사랑학 수업 마리 루티 웅진씽크빅 182.2 2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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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HIBITION INFO

□ 전시명 : 사랑 인문학

□ 일  시 : 2015. 11. 11(수) ~ 12. 13(일)

           도서관 개관시간 중

           ※ 휴관 : 매주 월요일, 법정공휴일

□ 장  소 : 서울도서관 일반자료실1 전시도서 코너

□ 내  용 : 일반자료실1 소장중인 늦가을에 읽기 좋은 사랑을 주제로 한

           인문학도서 33권을 해제와 함께 도서전시

2015년 11월 도서전시

11월에는 ‘사랑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일반자료실1에 소장중인 늦가을에 읽기 좋은 사랑에 관한 

인문학도서 33권을 소개하려 합니다.

이번 달에는 책과 함께

사랑에 대한 사유의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