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번 주제 도서명 청구기호 저자 발행자 발행년

1 철학 대논쟁! 철학배틀 100-하831ㄷ 하타케야마 소우 다산초당 2017

2 철학 철학의 숲 104-오225ㅊ 브랜던 오도너휴 포레스트북스 2020

3 철학 보여진다는 것 108-김211ㅂㅇ 김남시 너머학교 2020

4 철학 나는 나를 돌봅니다 189-박79ㄴ 박진영 우리학교 2019

5 철학 다행히 괜찮은 어른이 되었습니다 199.5-김94ㄷㅎ 김혜정 자음과모음 2021

6 사회과학 미래가 온다? 우리가 간다 331.5412-미232ㅈ 전승민 외 자음과모음 2021

7 사회과학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의 미래 331.5412-전58ㅇ 전승민 팜파스 2018

8 사회과학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335.7-지18ㅇ 장 지글러 갈라파고스 2016

9 사회과학 이 장면 나만 불편한가요? 342.1-태79ㅇ 태지원 자음과모음 2021

10 사회과학 선량한 차별주의자 344-김79ㅅ 김지혜 창비 2019

11 사회과학 새내기 주권자를 위한 투표의 지혜 344-손53ㅌ 손석춘 철수와영희 2020

12 사회과학 김영란의 헌법 이야기 362-김64ㄱ 김영란 풀빛 2020

13 사회과학 헌법 다시 읽기 362-양79ㅎ 양지열 자음과모음 2017

14 사회과학 이토록 공부가 재미있어지는 순간 373.4-박53ㅇ 박성혁 다산북스 2015

15 자연과학 십 대, 미래를 과학하라! 400-십222ㅊ 정재승 청어람미디어 2019

16 자연과학 나의 과학자들 409.9-이79ㄴ 이지유 키다리 2020

17 자연과학 이런 수학은 처음이야 410-최64ㅇㄹ 최영기 21세기북스 2020

18 자연과학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 491.508-최72ㅅ 최재천 효형출판 2006

19 기술과학 나는 풍요로웠고, 지구는 달라졌다 539.92-자233ㄴ 호프 자런 김영사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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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기술과학 소년이여, 요리하라! 594.5-소214ㅇ 금정연 우리학교 2015

21 예술 똑같은 빨강은 없다 601-김14ㄸ 김경서 창비 2018

22 예술 10대와 통하는 스포츠 이야기  692-탁39ㅅ 탁민혁 철수와영희 2019

23 언어 영어 1등급은 이렇게 공부한다 740.7-정58ㅇ 정승익 메이트북스 2019

24 언어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 740-김39ㅇ 김민식 위즈덤하우스 2017

25 언어 미국식 영작문 수업 746-최73ㅁ 최정숙 동양북스 2020

26 문학 마음이 살짝 기운다 811.3-나832ㅁ 나태주 RHK 2019

27 문학 (정본)백석시집 811.6-백53ㅂ 백석 문학동네 2007

28 문학 우아한 거짓말 813.6-김234ㅇㅇ 김려령 창비 2009

29 문학 시간을 파는 상점 813.6-김53ㅅ 김선영 자음과모음 2012

30 문학 곁에 있다는 것 813.6-김77ㄱㄱ 김중미 창비 2021

31 문학 아몬드 813.6-손67ㅇ 손원평 창비 2017

32 문학 책만보는 바보 813.6-안55ㅊ 안소영 보림 2006

33 문학 순례주택 813.6-유68ㅅ 유은실 비룡소 2021

34 문학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 813.6-이15ㅅ 이꽃님 문학동네 2018

35 문학 행운이 너에게 다가오는 중 813.6-이15ㅎ 이꽃님 문학동네 2020

36 문학 유진과 유진 813.6-이182ㅇㅈ 이금이 밤티 2020

37 문학 페인트 813.6-이98ㅍ 이희영 창비 2019

38 문학 미스 손탁 813.6-정34ㅁ 정명섭 서해문집 2018

39 문학 내 심장을 쏴라 813.6-정67ㄴㅅ 정유정 은행나무 20019

40 문학 검은 햇빛 813.6-헬233ㄱ 백은영 길베르트 2020

41 문학 체리새우 813.6-황64ㅊ 황영미 문학동네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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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문학 기억 전달자 843-로239ㄱ 로이스 로리 비룡소 2012

43 문학 호랑이를 덫에 가두면 843-켈233ㅎ 태 켈러 돌베개 2021

44 역사 옷장 속의 세계사 909-이4ㅇ 이영숙 창비 2013

45 역사 일제강점기 그들의 다른 선택  911.06-선61ㅇ 선안나 피플파워 2016

46 역사 1페이지 한국사 365 911-심66ㅇㅍ 심용환 빅피시 2021

47 역사 스토리 답사 여행 911-정34ㅅ 정명섭 자음과모음 2020

48 역사 영화와 함께하는 한국사 구입중 차경호 외1 해냄에듀 2021

49 예술 미술관에 가고 싶어지는 미술책 구입중 김영숙 휴머니스트 2021

50 자연과학 내일은 못 먹을지도 몰라 구입중 시어도어C.듀머스 롤러코스터 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