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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대출 BEST 5!

순위 서 명

1 킬 오더

2 후원에 핀 제비꽃

3 달려라 메일

4 카마수트라

5 그녀가  공작저로 가야했던 사정

▩ 다독왕은?

순위 학년 반 이름 대출권수

1 1-3 하OO 15

2 2-2 조OO 12

3 1-1 강OO 10

4 1-2 김OO 9

5 2-3 정OO 8

▩ 다독반은?

순위 학년 반 대출수

1 1-2 20

2 1-1 19

2 1-3 19

4 2-2 16

4 2-4 16

    (기간: 2018.12.01~12.30)

 ★ 다독왕 5명은 도서실로 오시면 

하리보젤리를 드려요~★

▩ 도서실 이용안내 
◉ 도서실 이용시간

  평  일 : 오전 8시 30분 ~ 오후 4:30분

  휴관일 : 공휴일, 개교기념일, 전교행사일 등

  

☞ 수업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에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 대출

 - 학생증을 반드시 지참합니다.

   분실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 대출 권수 : 1인 2권 

 - 대출 기간 : 7일이며, 학습만화 등 모든

   만화 형태의 도서는 대출되지 않습니다.

 - 대출도서의 연체 시 연체일 만큼

   대출이 정지됩니다.

 - 참고도서, 간행물은 반별 수업활용자료로만 

   대출 가능하며, 개인대출은 불가능합니다.

 - 자료의 분실 또는 파손 시 동일도서나 

   책값으로 변상하여야 합니다.

NO 서    명 저   자

1 구경하는 들러리양 엘리아냥 지음

2 그녀가 공작저로 가야 했던 사정 밀차 지음

3 능력 있는 시녀님 유인 지음

4 외과의사 엘리제 유인 지음

5 웬디의 꽃집에 오지 마세요 김지서 지음

6 버림 받은 황비 정유나 지음

7 내숭의 정석 유수완 지음

8 시그리드 시야 지음

9 폐하, 저와 춤추시겠습니까 서휘지 지음

10 이세계의 황비 임서림 지음

11 메디컬 환생 유인 지음

12 황제의 외동딸 윤슬 지음

13 달려라 메일 엘리아냥 지음

14 아델라이드의 라 돌체 비타 채하빈 지음

15 나는 이 집 아이 시야 지음

16 왕의 딸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비츄 지음

17 후원에 핀 제비꽃 성혜림 지음

18 악녀의 정의 주해온 지음

19 정령왕 엘퀴네스 이환 지음

20 모든 순간이 너였다 하태완 지음

독서할 때 당신은 

항상 가장 좋은 

친구와 함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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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실에서 알립니다.
◉ 학생증(대출증)이 없으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꼭 챙겨서 오세요.
◉ 도서실의 책들은 여러분들이 아끼고 소중히 해야 할 여러분의 자산입니다. 책이나 잡지   

   등은 찢거나 낙서하지 말고 소중히 다뤄주세요.

번

호
서명 저자 분류 청구기호

1 자연에서 배우는 발명의 기술 지그리트 벨처 과학 003벨83ㅈ

2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과학이슈11 시즌4 빅기혁 외 과학 404과92 v.4 

3
일상적이지만 절대적인 
생활 속 수학지식100

존D.배로 과학 410배295ㅇ 

4 노벨상을 꿈꿔라 김정 외 과학 400김74ㄴ 

『2018학년도 다대출 자료』 

『2018년 겨울방학 도서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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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끌벅적 화학원소 아파트 원소주기연구회 과학 431원55ㅎ  

6 과학 선생님도 궁금한 101가지 과학질문사전 의정부과학교사모임 과학 400의74ㅂ  

7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 미래, 공업 배재웅 외 과학 530.04배73ㄱ   

8 알면 유익한 자연의 세계 김주필 과학 472김76ㅇ 

9 생활 속 과학 이야기 야콥 페렐만 과학 404페294ㅅ 

10 최초의 인간은 누구일까? 빅히스토리 10: 박유미 외 과학 471김66ㅊ

11 진화론은 어떻게 진화했는가 신현철 과학 476.01신94ㅈ   

12 우주의 빈자리,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 이재원 과학 443.1이73ㅇ 

13 수학은 어떻게 예술이 되었는가 이한진 과학 410이92ㅅ 

14 발가락코 소년 로버트 호지 문학 843호78ㅂ  

15 히든 피겨스 마고 리 셰털리 문학 843리54ㅎ  

16 팀 탈러, 팔아 버린 웃음 제임스 크뤼스 문학 853크296ㅌ 

17 세이 강에서 보낸 여름 필리파 피어스 문학 843피64ㅅ  

18 플랫랜드 에드윈 에보트 문학 843애45ㅍ  

19 다시 봄.봄 - 점순이와 '나' 그 후 전상국 외 문학 813.6김66ㄷ 

20  광장에 서다 김소연 문학 813.6김55ㄱ 

21 내 친구는 슈퍼스타 신지영 문학 813.6신78ㄴ  

22 하루하루가 기적입니다 서영남 문학 818서64ㅎ  

23 나를 움직인 이 한 장면 한국러시아문학회 문학 892.809한16ㄴ 

24 거리 소년의 신발 이성주 문학 843이54ㄱ 

25 소매치기 로코 데보라 홉킨슨 문학 843홉878ㅅ 

26 시속 47m로 질주하다 요시노 마리코 문학 833.6요58ㅅ 

27 허세라서 소년이다 김남훈 문학 818김192ㅎ 

28 나에 관한 연구 안나 회글룬드 문학 859.7회17ㄴ 

29 내 인생의 첫 고전, 장자 최은숙 문학 152.226최67ㅈ 

30 택시 소년, 지지 않는 잎 데보라 엘리스 문학 843엘298ㅌ 

31 내 짧은 연애 이야기 이묘신 문학 811.6이35ㄴ 

32 은빛 웅어, 날다 김경옥 문학 813.6김14ㅇ 

33 란란의 아름다운 날 차오원쉬엔 문학 823.7차65ㄹ   

34 공공미술, 마을이 미술이다 마을프로젝트 미술 601.3마67ㄱ  

35 미술마을 인문여행 임종업 미술 601.3임75ㅁ  

36 작품의 고향 임종업 미술 601.3임75ㅈ 

37 세상의 용도 니콜라 부비에 사회 980.24부48ㅅ  

38 팬티 바르게 개는 법 미나미노 다다하루 사회 370.8미192ㅍ

39 세상의 용도 니콜라 부비에 사회 980.24부48ㅅ  

40 청소년을 위한 음식의 사회학 폴라 에이어 사회 594에68ㅇ 

41 영어 10분 틈새 공부법 우은정 사회 740.7우67ㅇ  

42 사람은 왜 꾸미는 걸까? 정해영 사회 593정93ㅅ  

43 14살에 시작하는 처음 심리학 정재윤 사회 180정731 

44 곤대 탈출 백서 임정훈 사회 331.233임74ㄲ 

45 소녀, 설치고 말하고 생각하라 정희진 사회 337.1정97ㅅ 

46 내가 똥? 내가 밥! 이소영 사회 331.4이55ㄴ 

47 개념 있는 열세 살 이상현 사회 300이52ㄱ 

48 10대에게 권하는 문자이야기
연세대 인문학연

구원 
역사 701.1연54ㅅ 

49 단어로 읽는 5분 세계사 장한업 역사 909장92ㄷ 

50 10대에게 권하는 역사 김한종 역사 911김92ㅅ  

51 분노하기 전에 알아야 할 쟁점 한일사 이경훈 역사 911이14ㅈ  

52 역사 선생님이 들려주는 친절한 동아시아사
전국역사교사모

임
역사 910전16ㅊ  

53 옛거울에 나를 비추다 [아우름15] 공원국 역사 912.024공66ㅇ  

54 유물유적 한국사 세트 반주원 역사 911반76ㅇ v.1 

55 폐허에 살다 메릴린 존슨 역사 902.5존57ㅍ 

56 우리는 모두 예술가다 [아우름19] 한상연 예술 600.04한52ㅇ 

57 연극, 소설을 만나다 차지훈 예술 684.7이68ㅇ 

58 나는 책나무를 심는다 한상수 인문 29.83한52ㄴ   

59 세상을 읽다 시사이슈11 시즌1 김승훈 외 정치경제 304시52ㄷ v.1 

60 왜 자본주의가 문제일까? 김세연 정치경제 320.904김54ㅇ  

61 10대 너의 행복에 주인이 되어라 양희규 철학 199.1양97ㅅ 

62 우정이 맘대로 되나요? 문지현, 박현경 철학 334문78ㅇ 

63 10대, 나의 발견 윤주옥 외 철학 199윤76ㅅ 

64 정의, 나만 지키면 손해 아닌가요? [아우름12] 김경집 철학 193김14ㅈ 

65 자신만의 하늘을 가져라 [아우름13] 강판권 철학 199.1강892ㅈ  

66 내 삶의 길을 누구에게 묻는가? [아우름14] 백승영 철학 100백57ㄴ  

67 삶에 흠뻑 빠져라 신창호 외 철학 148신82ㅅ 

68 청소년을 위한 철학 인터뷰 외르크 페터스 철학 100페884ㅊ 

69 10대를 위한 코딩 직업 특강 제인 베델 총류 336.24베24ㅅ  

70 10대를 위한 첫 코딩
Young Rewired 

State
총류 5.1영298ㅅ 

71 인공지능, 아직 쓰지 않은 이야기 [아우름20] 고다마 아키히코 총류
331.5412고22

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