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송우중 여름방학 학교도서관운영 안내 및 추천도서 목록

    ◎ 방학 중 도서관 운영: 월~금(공휴일 제외) 8:50~16:50  휴관일: 8.10(월)

◎ 방학 중 도서관 이용은 중앙현관을 통해 출입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 대비 도서관 운영 지침에 따라 부분 개방하고 있습니다.(정부지침 변동 시 서비스 확대가능)
  ▸도서 대출·반납만 가능하며, 동시 이용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합니다. 
  ▸ 마스크 착용 및 학생증을 지참 후 방문 바랍니다.(1학년은 청소년증+학급에 배부 된 도서바코드 부착)
◎ 운영안내 및 추천목록은 『송우중 홈페이지→ 학습마당→ 도서관』에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순
번 분류 서명 저자명 출판사

1 총류 펭귄이 날개로 날 수 있다면
: 생존의 기술부터 놀라운 진화까지 날개로 읽는 생물학 최형선 다른

2 총류 학교가기 싫은 날
: 까칠한 열네 살을 위한 토닥토닥 책 처방전 권희린 생각학교

3 총류 고전적이지 않은 고전 읽기 박균호 지상의 책
4 철학 나는 나를 돌봅니다 : 십 대를 위한 자기자비 연습 박진영 우리학교
5 철학 동화 속 철학이야기 문우일 에스앤아이팩토리

6 사회과학 슬픈 노벨상
: 인류를 구했던 영광의 노벨상, 왜 세계의 재앙이 었을까? 정화진 파란자전거

7 사회과학 10대에 미니멀리스트가 되고 싶은 나, 어떻게 할까?
: 소비의 큰손이 된 10대를 위한 ‘단순하게 살기’ 입문서 샐리 맥그로 오유아이

8 사회과학 차별은 원숭이도 화나게 한다
: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는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 복대원,선보라 바다출판사

9 사회과학 소년은 멈추지 않는다
: 차별을 부순 무적의 농구부 이야기 필립 후즈 돌베개

10 순수과학 수상한 식물들 와일리 블레빈스 다른
11 순수과학 왜 기후변화가 문제일까? 

:10대에게 들려주는 기후변화 이야기 공우석 반니

12 순수과학 환경과 생태 쫌 아는 10대 최원형 풀빛
13 기술과학 먹고 마시고 요리하라 : 음식으로 배우는 통합 사회 강재호 나무를 심는 사람들
14 기술과학 십대들을 위한 맛있는 인문학 정정희 맘에드림
15 예술 그림이 보이고 경제가 읽히는 순간 태지원 자음과모음
16 어학  왜요, 그 말이 어때서요? 김청연 동녘
17 문학 칼자국 김애란 창비
18 문학 2미터 그리고 48시간 유은실 낮은산
19 문학 오빠보다 나이가 많아지는 건 리사 그래프 씨드북
20 역사 역사를 만든 최고의 짝 김형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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