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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더레코드에서 읽을 수 있는 

책 CHECK!

2018.05.15 만듦

>씨프로그램과 파트너가 함께 채운 책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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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더레코드에는 교육에 관심있으신 분들이 읽으면 좋을 책들이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도움이 될 책으로 채우기 위해 '새로운 배움의 실험'을 함께하는

파트너분들께 추천을 부탁드렸고 지금의 서가가 만들어졌습니다.

온더레코드 서가는 다양한 내용의 책을 담고 있습니다.

크게는 ①다양한 관점으로 교육을 다룬 책 ②세상의 변화를 뾰족하게 다룬 책  

③사고의 기본 근육과 연결되는 책으로 나뉩니다. 

'새로운 배움'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을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하고, 다음세대가 살아갈 

세상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촉을 세우고 기본 근육을 길러주는 예술과 과학, 탐험의 

힘을 알아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온더레코드 서가는 늘 채워지는 중입니다.

책을 빽빽하게 가득 채우고 시작하지 않은 이유는 공간에서 새로 만나는 분들과 함께

서가를 채워나가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온더레코드에서 같이 읽으면 좋겠다고 떠오르는 책이 있다면 편하게 추천해주세요.

     책 추천링크: bit.ly/otrbook

온더레코드의 '새로온 책'은 온더레코드 페이스북을 통해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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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관점으로 교육을 다룬 책

4p. 배움과 교육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5p. 기존 교육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알고 싶다면

6p. 학교의 변화와 새로운 학교가 궁금하다면

7p. 배움의 중심인 아이들에 대해 고민한다면

8p. 청소년들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듣고 싶다면

9p. 거꾸로 교실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10p. 새로운 배움을 이끄는 공간을 꿈꾼다면

11p. 다른 콘텐츠를 담은 도서관을 고민한다면

12p. 대안학교에서의 배움이 알고 싶다면

13p. 학교 안에서 예술 활동을 하고 싶다면

14p. 다른 나라의 교육을 들여다보고 싶다면

15p. 교육자들의 이야기가 듣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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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지은이 출판사

공부의 말들 설흔 유유

공부하는 인간
KBS 공부하는인간
제작팀

예담

관계의 교육학, 비고츠키
비고츠키 교육학
실천연구모임

살림터

교육은 사회를 바꿀 수 있을까? 마이클 애플 살림터

누구를 위하여 공부하는가 에르빈 바겐호퍼 외 생각의날개

레지오 에밀리아와의 대화 
: 대화와 소통의 교육학

칼리나 리날디 한양대학교출판부

무지한 스승 자크 랑시에르 궁리

미래, 교육을 묻다 정광필 살림터

민주교육으로 가는 길 이오덕 고인돌 

민주주의와 교육 존 듀이 교육과학사

민주주의와 교육 철학의 개조 존 듀이 동서문화사

발도르프 공부법 강의 르네 퀘리도 유유

배우는 법을 배우기 시어도어 다이먼 민들레

배움의 도 파멜라 메츠 민들레

소현 세자의 진짜 공부 설흔 라임

존듀이 교육론 마틴 드워킨 씨아이알

최고의 공부 켄 베인 와이즈베리

하워드 진, 교육을 말하다 하워드 진 궁리

어린이과학동아

인디고서원

인디고서원

이지선교수님

달꽃창작소

이우학교

인디고서원 / 인디스쿨

인디고서원

이지선교수님

씨프로그램

인디스쿨

인디고서원

진저티프로젝트

인디고서원

배움과 교육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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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교육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알고 싶다면

인디고서원

씨프로그램

씨프로그램

인디고서원

인디고서원

유쓰망고

유쓰망고

인디고서원

도서명 지은이 출판사

공교육은 왜? 홍섭근 살림터

공부를 넘어 교육으로 마사 누스바움 궁리

공부의 배신 윌리엄 데레저위츠 다른

공부중독 하지현, 엄기호 위고

교육과정에 돌직구를 던져라 정성식 에듀니티

대한민국의 시험 이해정 다산4.0

야만적 불평등 조너선 코졸 문예출판사

일회용청년
: 누가 그들을 쓰레기로 만들었는가

헨리 지루 킹콩북

학교 없는 교육개혁 데이비드 타이악 외 럭스미디어

학교는 민주주의를 가르치지 않는다 박민영 인물과사상사

학교는 시장이 아니다 마사 누스바움 궁리

EBS 대기획 시험 ebs [시험] 제작팀 북하우스

In Defense of a Liberal Education Fareed Zakaria NOR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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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변화와 새로 등장한 학교가 궁금하다면

진저티프로젝트

유쓰망고

씨프로그램

씨프로그램

진저티프로젝트

씨프로그램

도서명 지은이 출판사

4차원 교육 4차원 미래 역량 찰스 파델 외 새로온 봄

교육의 미래, 
티칭이 아니라 코칭이다

폴 김 외 세종서적

나는 공짜로 공부한다 살만 칸 알에이치코리아

넘나들며 배우기 엘리엇 워셔 외 민들레

두려움과 배움은 함께 
춤출 수 없다

크리스 메르코글
리아노

민들레

만들자, 학교협동조합 박주희, 주수원 맘에드림

미래교실 이시도 나나코 청어람미디어

미래의 교육, 올린 조봉수 북 저널리즘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학교혁명 켄 로빈슨 외 21세기북스

오늘을 만드는 내일의 학교 리처드 거버 열린책자들

우리는 아이들에게 
모두 빚진 사람들이다

송인수 도서출판 우리학교

학교교육 제4의 길 1 앤디 하그리브스 외 21세기교육연구소

학교교육 제4의 길 2 앤디 하그리브스 외 21세기교육연구소

혁신학교란 무엇인가 김성천 맘에드림

Bb 바젤에서 
바우하우스까지 PaTI

PaTI PaTI

Creative Schools Ken Robinson Vi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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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의 중심인 아이들에 대해 고민한다면

씨프로그램

유쓰망고

인디고서원

DD238

도서명 지은이 출판사

너는 특별하지 않아 데이비드 매컬로 민음사

세상의 발견: 어린 탐험가들의 보고서 조이스 진 문학과 지성사

어른을 일깨우는 
아이들의 위대한 질문

제마 엘윈 해리스 부키

인류는 아이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피터 N.스턴스 삼천리

잃어버리지 못하는 아이들 이수련 위고

How CHILDREN SUCCEED PAUL TOUGH MARINER

The Gift of Failure jessica lahey HA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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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듣고 싶다면

인디고 서원

인디고 서원

인디고 서원

유쓰망고

도서명 지은이 출판사

10대처럼 들어라 박하재홍 슬로비

가난한 사회 고귀한 삶 인디고 서원 궁리

가치를 다시 묻다 인디고 유스 북페어 궁리

고등학자, 내 삶을 연구하다 진저티프로젝트 진저티프로젝트

꿈을 살다 인디고 유스 북페어 궁리

나다운게 아름다운 거야 케이트 파커 시공아트

낡은 카메라가 꾼 달꽃 꿈 이야기 달꽃창작소 서울특별시

두잉 데모크라시 인디고서원 궁리

랩으로 인문학하기 박하재홍 슬로비

삶을 바꾸는 행복한 책자읽기 인디고 서원 인디고 서원

영원한 소년 인디고 서원 궁리

우리가 박물관을 바꿨어요! 배성호 초록개구리

운명의 주인, 영혼의 선장 인디고 서원 인디고 서원

잡지 INDIGOING 인디고 서원 인디고 서원

해방촌 체인지메이커
에르디아토론
디자인연구소

에르디아토론
디자인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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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교실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씨프로그램

도서명 지은이 출판사

거꾸로교실 진짜 배움으로 가는 길 존버그만, 애론 샘즈 에듀니티

거꾸로교실 프로젝트 미래교실네트워크 에듀니티

거꾸로교실
잠자는 아이들을 꺠우는 수업의 비밀

이민경 살림터

블렌디드
마이클 혼 헤더 스테이
커 

에듀니티

Flipped learning in Finland Marika Toiv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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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배움을 이끄는 공간을 꿈꾼다면

진저티프로젝트

씨프로그램

씨프로그램

씨프로그램

씨프로그램

도서명 지은이 출판사

공간이 아이를 바꾼다 김경인 중앙북스

교육공간의 새로운 발견
네임리스건축 
나은중, 유소래

씨프로그램

사무환경이 문화를 만든다 퍼시스 퍼시스북스

스쿨 블루프린트 네임리스 건축 네임리스건축 정예씨 출판사

아이들이 상상으로 채운 학교 바우건축 권형표 씨프로그램

어울림의 공간이 곧 배움의 공간 0_1 스튜디오 조재원 씨프로그램

왜 학교 공간인가 어룡초 외 도서출판 북토리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깊은 고민이 담긴 공간

NAVER
강새봄, 예정은

씨프로그램

Blueprint for TOMORROW Prakash nair
harvard 
education press

make space 스탠포드대학교 EDIT THE WORLD

The Third Teacher cannon design 외 AB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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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콘텐츠를 담은 도서관을 고민한다면

씨프로그램

헬로우뮤지움

도서명 지은이 출판사

꿈꿀 권리 박영숙 알마

도서관담론 김경집, 김은하 외 경기사이버도서관

동네도서관이 세상을 바꾼다 이소이 요시미쓰 펄북스

북미 학교도서관을 가다
전국학교도서관
담당교사 서울모임

우리교육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도서관
전국학교도서관
담당교사 서울모임

우리교육

아무튼, 서재 김윤관 도서출판 제철소

이야기들이 사는 집 이은희 미래포럼

이용자를 왕처럼 모시진 않겠습니다 박영숙 알마

작은도서관이 아름답다 김소희, 공유선 외 청어람미디어

make space 스탠포드대학교 EDIT THE WORLD

The Third Teacher cannon design 외 AB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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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학교에서의 배움이 알고 싶다면

유쓰망고

유쓰망고

도서명 지은이 출판사

날아라 꿈의학교 이민선 오마이북

남한산초등학교 이야기 김영주 외 문학동네

삶을 위한 학교 시미즈 미츠루 녹색평론사

일과 놀이로 자란다: 
대안학교 교사 일기

전정일 맑은샘

학교를 넘어선 학교, 메트스쿨 엘리엇 레빈 민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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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에서 예술 활동을 하고 싶다면

진저티프로젝트

도서명 지은이 출판사

문화예술교육의 
도약을 위한 평가

필립 테일러 커뮤니케이션북스

왜 학교는 예술이 필요한가
제시카 호프만
데이비스

열린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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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의 교육을 들여다보고 싶다면

인디고서원

인디고서원

인디고서원

인디고서원

Melissa

Melissa

도서명 지은이 출판사

교육의 차이 김선 혜화동

덴마크 자유 교육 송순재 민들레

북유럽 교육 기행 정애경 외 살림터

세계 최고의 교육법 류선정 외 이마

핀란드의 끝없는 도전 파시 살베르그 푸른숲

행복한 독일 교육 이야기 김택환 자미산

Finnish lessons 2.0 Pasi Sahlberg NORTON

Teach Like Finland
: 33 Simple Strategies
  for Joyful Classrooms

Timothy D. Walker
TEACHERS 
COLLEGE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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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들의 이야기가 듣고 싶다면

인디고추천

인디고추천

유쓰망고

유쓰망고

도서명 지은이 출판사

교사는 수업으로 성장한다 박현숙 맘에드림

교사도 학교가 두렵다 엄기호 따비

교사독립선언
: 두 번째 이야기

실천교육교사모임 에듀니티

내 아이와 함께한 수학일기 알렉산더 즈본킨 양철북

에스퀴스 선생님의 
위대한 수업

레이프 에스퀴스 추수밭

열혈교사 도전기 웬디 콥 에이지

젊은 교사에게 보내는 편지 조너선 코졸 문예출판사

초등상담백과 서울초등상담연구회 지식프레임

학교를 개선하는 교사 (2006) 마이클 풀란 무지개사

학교를 개선하는 교장 (2017) 마이클 풀란 살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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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변화를 뾰족하게 다룬 책

17p. 미래 사회, 직업 세계의 변화가 궁금하다면

18p. 새로운 생각을 위한 자극이 필요하다면

19p. 창의성에 관한 책을 찾는다면

20p. 다음 세대가 갖춰야 할 새로운 역량이 

      
    궁

금하다면 ①디자인씽킹

      
      

      
      

      
②디지털 리터러시

      
      

      
      

      
 ③메이커

21p. 좋은 사회적 영향을 만드는 기업이 궁금하면

22p. 시민으로서 나의 역할을 고민중이라면

23p. 사회, 경제 구조의 영향과 역할을 알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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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사회, 직업 세계의 변화가 궁금하다면

이지선 교수님

씨프로그램

씨프로그램

어린이과학동아

씨프로그램

씨프로그램

도서명 지은이 출판사

긱 이코노미 다이앤 멀케이 더난

나인 더 빨라진 미래의 생존원칙 조이 이토, 제프 하우 민음사

내리막 세상에서 일하는 노마드를 위한 
안내서

제현주 어크로스

우리는 미래에 조금 먼저 도착했습니다 아누 파르타넨 원더박스

원조의 덫 글렌 허버드 외 비즈니스맵

원하는 곳에서 일하고 살아갈 자유, 디
지털 노마드

도유진 남해의 봄날

이노베이터의 조건 피터드러커 청림출판

이상한 정상가족 김희경 동아시아

이타적 인간의 출현 최정규 뿌리와 이파리

이타주의자의 시대 테오 슈이츠 경향신문

직업의 종말 테일러 피어슨 부키

코끼리와 벼룩 (또는 포트폴리오 인생) 찰스 핸디 모멘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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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YS OF THINKING.
새로운 생각을 위한 자극이 필요하다면

메이커스

달꽃창작소

디지털리터러시교육협회

진저티프로젝트, 
메이커교육실천

유쓰망고

유쓰망고

인디스쿨

인디고서원

메이커스

DD238

유쓰망고

유쓰망고

도서명 지은이 출판사

건축적 상상력과 스토리텔링 황선우 외 24인 미메시스

게임스토밍 데이브 그레이 외 한빛미디어

넨도의 문제해결연구소 사토 오오키 컴인

생각에 관한 생각 대니얼 카너먼 김영사

생각의 탄생
로버트 루트번스타인, 
미셸 루트번스타인

에코의 서재

실행이 답이다 이민규 더난

아주 작은 반복의 힘 로버트 마우어 문학동네

언플래트닝 : 생각의 형태 닉 수재니스 책자세상

예술 수업 오종우 어크로스

유쾌한 이노베이션 톰 켈리 외 세종서적

인벤톨로지 페이건 케네디 클레마지크

인사이트 통찰의 힘 김철수 비즈니스북스

혁신가의 질문 박영준 북샵일공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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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VITY. 창의성에 관한 책을 찾는다면

메이커스

도서명 지은이 출판사

상상력과 교육
: 인간과 테크놀로지의 만남

이상오 강현출판사

유쾌한 크리에이티브
톰 켈리, 데이비드 켈
리

청림출판

재능과 창의성이라는 유령을 찾아서 강창래 알마

창의력 교육 어떻게 할것인가? 앨런 조던 스타코 한언

창의성을 지휘하라
에드 캣멀, 에이미 월
러스

와이즈베리

Most Likely to Succeed Tony Wagner SCRIB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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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세대가 갖춰야 할 새로운 역량이 궁금하다면 
① 디자인씽킹

이지선교수님

이지선교수님

이지선교수님

도서명 지은이 출판사

그래픽 디자인 씽킹 창의적 사고와 표현 엘런 럽튼 비즈앤비즈

디자인 씽킹 아이디어를 아이콘으로
바꾸는 생각의 최고 지점

로저 마틴 웅진윙스

인간을 위한 디자인 빅터 파파네 미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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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선교수님

DD238

이지선교수님

메이커교육실천

메이커교육실천

이지선교수님, 메이커교육
실천, 메이커스

도서명 지은이 출판사

디지털이다 2판 니콜라스 네그로폰테 커뮤니케이션북스

모바일 보헤미안 혼자 나오유키 외 세종서적

약한 연결 아즈마 히로시 북노마드

에이다, 당신이군요. 시드니 파두아 곰출판

오가닉미디어 윤지영 오가닉미디어랩

움직이는 사물의 비밀 더스틴 로버츠 외 한빛미디어

콘텐츠의 미래 바라트 아난드 리더스북

해커, 디지털 시대의 장인들 리누즈 토발즈 세종서적

해커스 스티븐 레비 한빛 미디어

헬로 루비 : 코딩이랑 놀자 린다 리우카스 길벗어린이

다음 세대가 갖춰야 할 새로운 역량이 궁금하다면 
② 디지털 리터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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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커스

메이커스

메이커스

이지선교수님

메이커교육실천, 메이커
스, 이지선교수님

메이커스

씨프로그램

메이크코리아

메이커교육실천

도서명 지은이 출판사

근질거리는 나의 손 김성원 소나무

메이커 교육 김형준 등 콘텐츠하다

메이커 교육 강인애, 윤혜진 외 내하출판사

메이커 메뉴얼 안드레아 마이에타 외 한빛미디어

메이커 시티 피터 허시버그 외 씨아이알

메이커 운동 선언 마크 해치 한빛미디어

메이커 혁명, 교육을 통합하다 Marinez, Stager 홍릉과학출판사

메이커스 크리스 앤더슨 RHK

손의 모험 릴리쿰 코난북스

시골, 돈보다 기술 김성원, 남궁철 소나무

시민을 위한 테크놀로지 가이드 이영준, 임태훈 외 반비

잡지 Make: Make:

MAKE: 짜릿한 과학실험 공작소 마크 드 빙크 외
메이크코리아
블로터

Make:드론 데이비드 맥그리피 외 한빛미디어

Make:라즈베리 파이 로봇 볼프람 도낫 외 한빛미디어

Make:심플로봇 케이시 세서리 외 한빛미디어

Make:아두이노 DIY 프로젝트 키모 카르비넨 외 한빛미디어

Make:액션 사이먼 몽크 외 한빛미디어

Maker pro 존 베이첼 한빛미디어

Meaningful Making Paulo Blikstein 외 Constructing Modern 
Knowledge Press

다음 세대가 갖춰야 할 새로운 역량이 궁금하다면 
③ 메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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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사회적 영향을 만드는 기업이 궁금하다면

씨프로그램

씨프로그램

도서명 지은이 출판사

100달러로 세상에 뛰어들어라 크리스 길아보 명진출판

누가 세상을 바꾸는가 프랜시스 웨슬리 외 에이지

미래사회를 여는 변화의 물결 와타나베 나나 에이지21

보노보 은행 이종수, 유병선 외 부키

비밀이 없는 이야기 프럼에이 프럼에이

비영리 분야를 위한 좋은 조직을 넘어 
위대한 조직으로

짐 콜린스 김영사

비이성적인 사람들의 힘 존 엘링턴 에이지

사회 혁신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하며, 
어떻게 추진하는가

제프 멀건 시대의창

사회적 기업가 정신 데이비드 본스타인 외 지식공작소

사회적 기업가와 새로운 생각의 힘 데이비드 본스타인 외 지식공작소

연필 하나로 가슴 뛰는 세계를 만나다 애덤 브라운 북하우스

이노베이터의 탄생 토니 와그너 열린책자들

임팩트 비즈니스 니콜라 아자르 mysc 외

젊은 사회적 기업가의 꿈 고미자키 히로키 에이지

제로 투 원 피터 틸 한국경제신문

청년, 아시아의 미래를 열다 한겨레 21,서울특별시 한겨레신문사

체인지메이커 혁명 베벌리 슈왈츠 에이지

취향을 설계하는 곳, 츠타야 마스다 무네아키 위즈덤하우스

클릭 클릭! 클릭으로 세상을 바꾸다 세키네 겐지 에이지

D&DEPARTMENT 나가오카 겐메이 에피그람

START SOMETHING 
THAT MATTERS

BLAKE MYCOSKIE SPIEGELGR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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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으로서 나의 역할을 고민 중이라면

인디고 서원

인디고 서원

유쓰망고

달꽃창작소

유쓰망고

도서명 지은이 출판사

민주시민을 위한 도덕교육 심성보 살림터

민주주의의 정원 에릭 리우 외 웅진지식하우스

시민교육이 희망이다 장은주 피어나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만나다 밥장 한울림

유쾌한 혁명을 작당하는
공동체 가이드북

세실 앤드류스 한빛비즈

자공공 조한혜정 또하나의문화

A for Activist Innosanto Nagara Triangle Squ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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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제 구조의 영향과 역할을 알고 싶다면

인디고 서원

디지털리터러시교육협회

인디고 서원

인디고 서원

달꽃창작소

인디고 서원

인디고 서원

인디고 서원

인디고 서원

도서명 지은이 출판사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존 러스킨 아인북스

너무 다른 사람들
리처드 J. 데이비드슨, 
샤론 베글리

알키

불평등 한국 복지국가를 꿈꾸다 이정우 외 후마니타스

불평등의 역사 발터 샤이델 에코리브르

사회적 뇌, 인류성공의 비밀 메튜 D 리버먼 시공사

센코노믹스 아마티아 센 갈라파고스

얼마나 있어야 충분한가 로버트 스키델스키 외 부키

한국의 불안정 노동자 이승윤 외 후마니타스

GDP는 틀렸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외 동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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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기본 근육과 연결되는 책

27p. 사람, 삶에 대해 깊이있게 생각하고 싶다면

28p. 흥미롭게 쓰인 과학책을 읽고 싶다면

29p. 일상에서 과학하는 과학자의 삶이 궁금하면

30p. 책상에 앉아 탐험을 떠나고 싶다면

31p. 사고의 전환을 돕는 디자인 책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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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삶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하고 싶다면

인디고 서원

인디고 서원

인디고 서원

DD238

PaTI 날개

인디스쿨

인디고 서원

인디고 서원

인디고 서원

디지털리터러시교육협회

인디고 서원

디지털리터러시교육협회

도서명 지은이 출판사

너의 운명으로 달아나라 이현우 마음산책자

루소의 에밀 읽기 이기범 세창미디어

먹는 인간 헨미 요 메멘토

몰입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한울림

바그다드 동물원 구하기 로렌스 앤서니 뜨인돌

사피엔스의 마음 안희경 위즈덤하우스

삶의 격 페터 비에리 은행나무

세상을 뒤흔든 사상 김호기 메디치

에밀 장 자크 루소 동서문화사

자유로서의 발전 아마티아 센 갈라파고스

잡식동물의 딜레마 마이클 폴란 다른세상

페다고지 파울루 프레이리 그린비

호모 루덴스, 놀이하는 인간을 꿈꾸다 요한 하위징아 사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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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롭게 쓰인 과학책을 읽고 싶다면

디지털리터러시교육협회

이정모관장님

디지털리터러시교육협회

이정모관장님

어린이과학동아

이정모관장님

이정모관장님

어린이과학동아

어린이과학동아

이정모관장님

PaTI 날개

이정모관장님

이정모관장님

디지털리터러시교육협회

이정모관장님

인디고 서원

어린이과학동아

어린이과학동아

도서명 지은이 출판사

가이아 제임스 러브록 갈라파고스

갈릴레이 두 우주 체계에 대한 대화 정창훈 주니어김영사

개미제국의 발견 최재천 사이언스북스

김상욱의 과학공부 김상욱 동아시아

다윈 지능 최재천 사이언스북스

사바캉 : 미래를 바꿀 열두 가지 질문들 국양 외 동아사이언스

산책자를 위한 자연수업 트리스탄 글리 이케이북

세상 물정의 물리학 김범준 동아시아

암흑물질과 공룡 리사 랜들 사이언스북스

야외생물학자의 우리 땅 생명 이야기 장이권 뜨인돌

우리는 모두 외계인이다 제프리 베넷 현암사

우주 이야기 토마스 베리 대화문화아카데미

위험한 과학책 랜들 먼로 시공사

이명현의 별헤는 밤 이명현 동아시아 

진화론 산책자  션 B. 캐럴 살림Biz

코스모스 칼 세이건 사이언스북스

풀하우스 스티븐 제이 굴드 사이언스북스

플라스티키, 바다를 구해줘
데이비드 드 
로스차일드

북로드

DK 세계의 동물 바바라 테일러 루덴스

DK 세계의 바다 아니타 가네리 루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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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 과학하는 과학자의 삶이 궁금하다면

어린이과학동아

이정모관장님

어린이과학동아

이정모관장님

어린이과학동아

도서명 지은이 출판사

랩걸 호프 자런 알마

문경수의 제주 과학 탐험 문경수 동아시아

비숲 김산하 사이언스북스

숲에서 우주를 보다 데이비드 해스컬 에이도스

엉클텅스텐 올리버색스의 과학 탐방기 올리버색스 바다출판사

저도 과학은 어렵습니다만 이정모 바틀비

철학자와 늑대 마크 롤랜즈 추수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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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에 앉아 탐험을 떠나고 싶다면

도서명 지은이 출판사

@NATGEO 내셔널지오그래픽 내셔널지오그래픽

내셔널지오그래픽 잡지 내셔널지오그래픽 YBM

세계지도탐험 내셔널지오그래픽 YBM

LIFE IN COLOR 내셔널지오그래픽 내셔널지오그래픽

MARS 내셔널지오그래픽 내셔널지오그래픽

STAR TALK 내셔널지오그래픽 내셔널지오그래픽

The Photo Ark JOEL SARTORE 내셔널지오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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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전환을 돕는 디자인 책이 필요하다면

달꽃창작소

달꽃창작소

DD238

달꽃창작소, 이지선교수님

이지선교수님, 달꽃창작소

달꽃창작소, 이지선교수님

달꽃창작소

달꽃창작소

달꽃창작소

헬로우뮤지움

달꽃창작소, 이지선교수님

달꽃창작소

달꽃창작소, 
진저티프로젝트

달꽃창작소

달꽃창작소, 이지선교수님

PaTI 날개

도서명 지은이 출판사

그래, 나는 연필이다 박지현 ca books

나무를 그리다 브루노 무나리 두성북스

다른 방식으로 보기(ways of seeing) 존 버거 열화당

디자인과 시각 커뮤니케이션 브루노 무나리 두성북스

디자인의 디자인 하라켄야 안그라픽스

디자인이 디자인을 낳는다 브루노 무나리 두성북스

마카로니 구멍의 비밀 하라켄야 안그라픽스

벤투의 스케치북 존 버거 열화당

사물유람 현시원 현실문화

숨은 미술관 찾기

아트야 놀자 브루노 무나리 누하

영혼의 미술관 알랭드보통 외 문학동네

예술로서의 디자인 브루노 무나리 두성북스

왜 이 의자입니까? 에곤 헤마아티스 디자인하우스

커뮤니티 디자인 야마자키 료 안그라픽스

태양을 그리다 브루노 무나리 두성북스

통영 예술 기행 통영길문화연대 남해의봄날

판타지아 브루노 무나리 두성북스

프리드리히 실러의 미적 교육론 프리드리히 실러 대화문화아카데미

핀란드 디자인 산책자 안애경 나무 수

AGI 디자이너 디자인 삶의 여정 벤&엘리 보스 안그라픽스

PaTI Limited edition 날개.파티 날개(안상수) 서울시립미술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