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동도서관 종합정보화자료실 신착도서목록(2019.11.06.)
연번

서

명

저

자

발행자

청구기호

(2019~2020) 프리미어리그 가이드북 =
(2019~2020) Premier League Guide-Book
(Just go) 유럽 소도시 여행 : 이탈리아·스페인·프랑
2
스·스위스. 1
(Just go) 유럽 소도시 여행 : 중부 동부 유럽 9개국.
3
2

문성원;손동현;히든풋볼
[공]지음

브레인스토어

695.4-문53ㅍ

최철호;최세찬 [공]지음.

시공사

982.502-최813ㅇ-1

최철호;최세찬 [공]지음.

시공사

982.502-최813ㅇ-2

4 (다음엇지) 최태성 한국사. 1, 전근대편

최태성 지음;김연규 그림. 메가스터디

1

5

그렇게 물어보면 원하는 답을 들을 수 없습니다 : 상
김호 지음
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센스 있는 질문

6 꽃너머 꽃으로 : 생태세밀화 그림 일기
7
8
9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 = I learned life from
trees : the essential life lessons from trees, the
내 아들은 조현병입니다 : 정신질환자의 가족으로
산다는 것, 그 혼돈의 연대기
문명의 요람 아프리카를 가다 : 정수일의 세계문명
기행. 1~2
미국은 동아시아를 어떻게 지배했나 : 일본의 사례,
1945-2012년
보라색 히비스커스 : 치마만다 응고지 아다치에 장
편소설

진창오 그림·글

위즈덤하우스

802.56-김95ㄱ

코람데오

480.4-진811ㄲ

우종영 지음 ;한성수 엮음 메이븐

480.4-우75ㄴ

론 파워스 지음;정지인 옮
심심
김

513.897-파67ㄴ

정수일 지음.

983.02-정57ㅁ-1~2

창비

마고사키 우케루 지음;양
메디치
기호 옮김
치마만다 응고지 아다치
11
민음사
에 지음;황가한 옮김
노엄 촘스키 지음 ;유강은
12 불평등의 이유 : 부와 권력이 집중되는 10가지 원리
이데아
옮김
10

911-최832ㅊ-1

349.42013-마15ㅁ
843.6-아221ㅂ
321.81-촘58ㅂ

13 비가 내리듯, 바람이 불듯 : 그대가 온다

최유정 지음

마야·마루

14 사대부의 만남과 풍류의 장, 아회도

송희경 지음

한국학중앙연구원
911.05-송98ㅅ
(한국정신문화연구

우치다 다쓰루;시라이 사
우주소년
토시 지음 ;정선태 옮김
상담기본기술 A to Z : 일반인·준전문가·전문가를 위 Barbara F. Okun;Ricki E.
16
학지사
한 조력의 이해와 실제
Kantrowitz [공]지음;이윤
생각의 싸움 : 인류의 진보를 이끈 15가지 철학의
17
김재인 지음
동아시아
멋진 장면들
소란한 감정에 대처하는 자세 : 불안과 분노, 꼬인
18
조우관 지음
빌리버튼
관계로 속 시끄러운 사람을 위한 심리 수업
15 사쿠라 진다 : 전후 70년 현대 일본을 말하다

340.913-우819ㅅ
186.3-오827ㅅ
104-김72ㅅ
186.5-조67ㅅ

19 슬픈 쥐의 윤회 : 도올소설집

김용옥 지음

아이를 만나고 나는 더 근사해졌다 : 흔하지만 가장
특별한 동행에 관하여
아이주도 이유식 유아식 매뉴얼 : 스스로, 그리고 함
21
께하는 행복한 맘마
안철수, 내가 달리기를 하며 배운 것들 : 인내하며
22
한 발 한 발 내딛는 삶에 대하여
암을 이기는 면역영양 케톤식 : 암 치료와 예방을 위
23
한 식사요법

한혜진;오승현;박용미 [공]
책소유
지음

598.104-한94ㅇ

BLW 연구소 지음

아퍼블리싱

594.62-비63ㅇ

안철수 지음

21세기북스

340.99-안813ㅇ

문예춘추사

512.54-아55ㅇ

콤마

843.6-토228ㅇ-1

콤마

843.6-토228ㅇ-2

콤마

843.6-토228ㅇ-3

콤마

843.6-토228ㅇ-4

콤마

843.6-토228ㅇ-5

콤마

843.6-토228ㅇ-6

20

24 애프터. 1, 치명적인 남자
25 애프터. 2, 이게 사랑일까
26 애프터. 3, 진실의 문
27 애프터. 4, 상처받은 영혼의 방
28 애프터. 5, 관계의 함정
29 애프터. 6, 혼돈

아소 레이미 지음;이정은
옮김
안나 토드 지음 ;강효준
옮김.
안나 토드 지음 ;강효준
옮김.
안나 토드 지음 ;강효준
옮김.
안나 토드 지음 ;강효준
옮김.
안나 토드 지음 ;강효준
옮김.
안나 토드 지음 ;강효준
옮김.

통나무

813.7-최67ㅂ

813.7-김66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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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서

명

30 애프터. 7, 너에게 가는 길
31 애프터. 8, 그 후

저

자

안나 토드 지음 ;강효준
옮김.
안나 토드 지음 ;강효준
옮김.

발행자

청구기호

콤마

843.6-토228ㅇ-7

콤마

843.6-토228ㅇ-8

32 얼음달 : 열희 장편소설

열희 지음

조은세상

813.7-열98ㅇ

33 엄마표 영어에 입시를 더하다

허준석 지음

북폴리오

374.74-허77ㅇ

여자는 왜 완벽하려고 애쓸까 : 완벽의 덫에 걸린 여
성들을 위한 용기 수업
여자의 뇌 : 어제, 오늘, 내일 달라지는 내 감정의 모
35
든 이유
오만한 짝사랑 = Arrogant unrequited love : 령후
36
장편소설

레시마 소자니 지음;이미
웅진지식하우스
정 옮김
루안 브리젠딘 지음;임옥
웅진지식하우스
희 옮김

34

37 오블리비언
38

337.1-소71ㅇ
511.1813-브239ㅇ

령후 지음

봄 미디어

813.7-령97ㅇ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
지음;신지영 옮김

Alma(알마)

843.6-월239ㅇ

북라이프

818-이61ㅇ

요가 매트만큼의 세계 : 한 호흡 한 호흡 내 삶의 균
이아림 지음
형을 찾아가는 일상 회복 에세이

39 요가의 언어 : 걱정과 고민을 툭, 오늘도 나마스떼

김경리 글·그림

위즈덤하우스

512.57-김14ㅇ

40 원 모어 슈가 : 김제이 장편소설

김제이 지음

로담

813.7-김73ㅇ

41 이제야 언니에게 : 최진영 소설

최진영 지음

창비

813.7-최79ㅇ

42 잔혹한 어머니의 날 : 넬레 노이하우스 장편소설. 1
43 잔혹한 어머니의 날 : 넬레 노이하우스 장편소설. 2
44 조자건집 = (The) works of Cao Zhi
지방 식민지 독립선언 : 서울민국 타파가 나라를 살
린다
지혜의 심리학 = (The) psychology of wisdom : 나
46
의 잠재력을 찾는 생각의 비밀코드
창의성을 타고나다 : 심리학의 최전선에서 본 비범
47
한 마음의 10가지 작동 원리
45

48 천재소독비. 13~14

넬레
진아
넬레
진아
조식
옮김

노이하우스 지음 ;김
북로드
옮김.
노이하우스 지음 ;김
북로드
옮김.
지음 ;이치수;박세욱
소명출판

853-노69ㅈ-1
853-노69ㅈ-2
820.81-조59ㅈ

강준만 지음

개마고원

359.01-강77ㅈ

김경일 지음

진성북스

181.3-김14ㅈ

스콧 배리 카우프만;캐롤
클레마지크
린 그레고어 [공]지음;정미
지에모 지음;전정은;홍지
파란미디어
연 옮김.

181.53-카67ㅊ
823.7-지63ㅊ-13~14

49 추천사. 1~2

호리이 지음.

스칼렛

813.7-호239ㅊ-1~2

50 캐릭터 드로잉 = Miacat character drawing

미아캣 지음

디지털북스

656-미61ㅋ

51 폭발적인 사랑 : 해몽 장편소설. 1~2

해몽 지음.

다향

813.7-해35ㅍ-1~2

52 핵을 들고 도망친 101세 노인
53 허주 이종악의 삶과 풍류

요나스 요나손 지음;임호
열린책들
859.7-요211ㅎ
경 옮김
한국학중앙연구원
김학수 지음
911.057-김91ㅎ
(한국정신문화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