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도서：2015
타이틀 저자명 출판사 ISBN 자료 코드 분류 출판년

한한정토교선집　일본편1 　왕생요집 가와이혼돈 [가와이혼돈] ― 1111175888 188.6 2015.4

한한정토교선집　일본편2 　선택본원염불집 가와이혼돈 [가와이혼돈] ― 1111176366 188.6 2015.2

한한정토교선집　일본편3 　현정토진실교행증
문류

가와이혼돈 [가와이혼돈] ― 1111175897 188.6 2015.6

한한정토교선집　정토삼부경 가와이혼돈 [가와이혼돈] ― 1111176375 188.6 2015.5

한한정토교선집　인도중국편 가와이혼돈 [가와이혼돈] ― 1111175903 188.6 2015.12

일본사 여행 하종문 역사비평사 978-89-7696-284-3 1111105480 210.1 2014.5

교양한국사 이미숙 수서원 978-89-6798-018-4 1111105490 221 2014.8

일본 주말 여행 이형준 즐거운상상 979-11-5536-013-2 1111105506 291.09 2014.5

日本百名山　[일본백명산] 윤백현 보성각 978-89-7839-902-9 1111105515 291.09 2008.7

비굴의 시대 박노자 한겨레출판 978-89-8431-861-8 1111105524 302.21 2014.12

영화 속 경제학 박병률 원앤원북스 978-89-6060-354-7 1111105533 330.4 2014.9

하루 15분, 그림책 읽어주기의 힘 김영훈 라이온북스 978-89-94643-64-9 1111105471 376.15 2014.8

몰리 메이크스 코바늘 수업 몰리 메이크스 솜씨 978-89-94643-65-6 1111105598 594.3 2014.8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요리책 박연경 북로그컴퍼니 978-89-94197-68-5 1111105551 596 2014.9

집에서 일본 가정식 셀라 부즈펌 978-89-94545-96-7 1111105560 596.21 2014.9

일본아줌마의 오이시이 벤토 변혜옥 조선앤북 978-89-93968-95-8 1111105570 596.4 2013.3

DIY, 리폼, 페인팅으로 쉽고 예쁘게 꾸미는 셀프
아이방 인테리어

조근영 지식너머 978-89-527-7336-4 1111105604 597 2015.4

인생이 빛나는 정리의 마법 곤도 마리에 더난출판사 978-89-8405-672-5 1111105589 597.5 2012.4

김수연의  아기발달 백과 김수연 지식너머 978-89-527-4027-4 1111105542 599 2014.3

K리그 레전드  - 한국프로축구 30년 켤코 놓칠
수 없는 30개의 스토리

배진경 브레인스토어 978-89-94194-38-7 1111105613 783.47 2013.5

생각이 뛰어노는 한자 이어령 푸른숲주니어 978-89-7184-636-0 1111105622 821.2 2009.1

종이 달 가쿠다 미쓰요 예담 978-89-5913-852-4 1111105640 913.6 2014.12

공허한 십자가 히가시노 게이고 자음과모음 978-89-5707-815-0 1111105650 913.6 2014.9

순간의 꽃 고은 문학동네 89-8281-384-5 1111105631 929.11 2001.4

목숨전문점 강윤화 실천문학사 978-89-392-0726-4 1111105687 929.13 2015.2

모나코 김기창 민음사 978-89-374-8957-0 1111105678 929.13 2014.1

숲의 시간 김진나 문학동네 978-89-546-2578-4 1111105711 929.13 2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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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60회 현대문학상 수상소설집 편혜영 현대문학 978-89-7275-729-0 1111105669 929.13 2014.11

물구나무 백지연 북폴리오 978-89-378-3490-5 1111105696 929.13 2015.1

괴물 이외수 해냄출판사 978-89-6574-475-7 1111105702 929.13 2015.3

어린이의 책 : 2015
타이틀 저자명 출판사 ISBN 자료 코드 분류 출판년

초등학생이 꼭 알아야 할 성공한 사람들의 10살
습관

박성철 (지은이)、유영근 (그림) 참돌어린이 978-89-967074-2-4 1111111380 J159 2011.1

탈무드 （논술 실력을 키워 주는 초등명작 3 ） 김혜원 (지은이)、이웅환 (그림) 깊은책속옹달샘 978-89-5692-230-0 1111111399 J199 2004.2

이야기 100  - 잠들 때 들려주는 5분 구연 동화 김용란 (지은이) 、갈현옥 (그림) 애플비 978-89-5791-663-6 1111111316 J908 2007.5

우리 아이 말 배울 때 들려주는 동시 최재숙（외 지음） 삼성출판사 89-15-01925-3 1111111343 J929 1999.8

바다 100층짜리 집 이와이 도시오 북뱅크 978-89-6635-027-8 1111105720 E 2014.9

금도끼 은도끼 김세실 (지은이) 、방정화 (그림) 삼성출판사 978-89-15-03175-3 1111111370 E [200‐]

보물섬 서정아 (엮음)、배성연 (그림) 한국삐아제 89-7471-668-2 1111111352 E c2003

괴물들이 사는 나라 모리스 샌닥 시공주니어 978-89-527-2392-5 1111105730 E 2002.12

도서관 할아버지  - 사람들의 마음을 보듬는 보
물 창고를 만든 사람,이인표

최지혜 (글) 、엄정원 (그림) 고래가숨쉬는도서관 978-89-97165-79-7 1111105749 E 2014.1

낯선 사람 따라가면 안 돼 （경독교육동화 1）
트릭시 하버란더 (글)、
우어줄라 키르히베르크 (그림)

경독 89-956851-5-8 1111111361 E 2006.12

※분류／E…그림책　J…아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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