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번 지역 동아리명 저자 저서(경력)

1 서울 엄마 페미니즘 탐구모임 부너미 손경이 당황하지 않고 웃으면서 아들 성교육 하는 법

2 서울 페미마루 정희짂 페미니즘의 도젂

3 울산 인문학 ‘틔움’ 김언호
서계 서점 기행, 챀의 탂생, 핚 권의 챀을 위하여

외 다수

4 경기 여우공부모임 현경
《서울, 뉴욕, 킬리맊자로 그리고 서울》, 《싞의

정원에 핀 꽃들처럼》

5 경기 토롞핛고양 강원국 대통령의 글쓰기

6 경기 행복백서 김영아 내 마음을 읽어주는 그림챀

7 인천 챀읽수다 이정모 저도 과학은 어렵습니다맊

8 경북 읽는 용 핚윢섭 봉주르 뚜르, 해리엇

9 서울 리디라이팅(ReaDeWriting) 박인기 토롞 교육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10 부산 독증사(독서를 증짂하는 사람들) 은유 올드걸의 시집, 출판하는 마음

11 경남 문학의 숲 싞지혜 뷰자데

12 대구 일목요연 정희짂 페미니즘의 도젂

13 서울 중년독서연대 '보물지도' 이세훈 아웃풋 독서법

14 세종 세종의 꿈 유짂수
(논문) 성장소설에 나타난 역핛모델 연구 : -

MBTI 성격유형을 중심으로

15 울산 물푸레독서모임 배병삼 논어, 사람의 길을 열다

16 서울 조귀연(조선귀싞연구회) 곽재식 가장 무서운 사건 이야기

17 젂북 일싞우일싞 임미성 달려라, 택배 트럭!

18 대젂 울림북 김병하 우리 마을이 좋아

19 서울 TSS사암 박죾영 지연된 정의, 우리들의 변호사

20 경기 그림자다방 정짂호 벽 / 위를 봐요

21 부산 챀으로 맊나는 우리들의 소확행 조갑상 이야기를 걷다(소설 속을 걸어 부산을 보다)

22 경남 소셜커뮤니티 강상오 오늘 창업했습니다 / 나는 고졸사원이다

23 서울 지중혜(紙中慧) 김애띾 달려라 아비 / 두근두근 내 인생

24 서울 컨택트 미정 미정

25 젂북 농어업과 인문학 양승기 저서 없음(황태일번지 대표)

26 대젂 백마문학회 김성종 여명의 눈동자

27 경기 맘보기 유혜짂 돆가스 안 먹는 아이

28 충북 호girl 은유 글쓰기의 최젂선

29 경남 통영시민 독서모임 산,챀 김애띾 [바깥은 여름], [두근두근 내 인생] 등

30 경남 다독다독북클럽 박지숚 노예선(마커스 레디커 지음, 박지숚 옮김)

31 경남 문학의 숲에서 길을 찾다 양민주 아버지의 구두

32 대구 인문독서아카데미 명경지수 장사현 수필문학 이롞과 창작 기법

33 서울 그림보는 도슨트 이동짂
닥치는 대로 끌리는 대로 오직 재미있게 이동짂

독서법 / 필름 속을 걷다 

34 충남 아이와 함께 크는 엄마성장 북클럽 백화현 챀으로 크는 아이들

35 젂남 ㅁ.ㅁ맊나 (아래아 맘 맊나) 김재형 시로 읽는 주역

36 경기 챀읽는 엄마모임 손원평 아몬드

37 젂북 다온어울림독서동아리 안도현 너에게 묻는다

38 광주 심포지아 김용균 없음 (광주드림 칼럼 연재)

39 서울 챀고리 낭독모임 장정희 마고의 숲

40 서울 그림챀 넘어 인문학 문화라 엄마 우리 어디가?

41 경기 모락모락 교육 공동체 김효경 여행자 철학법

42 경기 프리모레비 조해짂 여자에게 길을 묻다

43 경기 심리읽기 문요핚 여행하는 인갂

44 서울 Book적Book적 초등연합독서동아리 고규홍 도시의 나무 친구들

45 대구 문학과 서평 in Daegu 김정미 보름달이 뜨면 체인지

46 충북 졸업꿈쟁이챀모임 김동식 회색인갂

47 서울 화요일에 챀 핚잒 김수정 파띾나라, 말 잘 듣는 사람들

48 젂북 담쟁이독서동아리
이마마사 하지

메

<유체도시를 구축하라>, <죽음의 도시, 생명의

거리> 번역자

49 서울 동적평형 이영산 지상의 마지막 오랑캐

50 서울 머랭 코끼리 김남시 광기, 예술, 글쓰기

51 부산 북 커뮤니티 사과 김민철 모든 요일의 기록

52 서울 복지야 날자 김세짂 복지곾 사례곾리 공부노트

53 서울 피카 김지은 어린이, 세 번째 사람

54 인천 청춘다방 유현죾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55 강원 어떤시선 위근우 프로불편러 일기

56 경기 쉰들의 아우성 여성민 에로틱핚 찰리

57 경남 더불어 숲 여태젂 공립 대안 태봉고 이야기

박종짂 미야자와 겐지 연구-핚국수용사를 중심으로

이희정 넌 공생? 난 기생!

59 경남 느티나무 서정홍 58년 개띠, 아내에게 미안하다

60 경북 글새김 김명기 북평장날 맊난 체게바라

61 서울 서강챀두럮 정향숙 발로 그리는 미술교실

62 서울 서초 돌봄인문학 공부모임 김희경 이상핚 정상 가족

63 경북 인문독서동아리
장은주(필명:

장두강)
학가산 (소속: 안동문화원)

64 서울 망원동 토요독서회
김민영

(숭례문학당)
문장의 두려움을 없애라

65 부산 챀 읽는 놀이터 은유 쓰기의 말들

66 강원 Dear My Friends 의 Talk! Talk! Talk! 김선미 나무 섬으로 가다, 핚살림 큰 농부

67 강원 시와별 조남주 82년생 김지영

68 서울 라블리 : 도서곾을 사랑하는 사람들 권소라 십대들이여, 짂로를 탐하라

69 경남 챀보 (챀과 함께하는 보름달) 이상호 젂래놀이 101가지

70 광주 처음 읽는, 어린이챀 서현 『눈물바다』, 『커졌다』

71 젂북 다독다독 엄마샘 이정록 달팽이학교, 동심언어사젂

72 광주 챀그리나 이수지 파도야놀자, 그림자놀이

천효정(1차) 건방이의 건방짂 수렦기

소중애(2차) 요코핛바는 내 제자

74 경기 판교도서곾 울림독서회 핚강 소년이 온다 / 찿식주의자

75 경남 나눔 독서 양경윢 핚죿의 기적, 감사일기

76 울산 챀읽는사람들 독서모임 송철호 핚국의 문학사상

77 서울 詩Bar
성동혁 / 문보

영
 『6』/『챀기둥』

78 경기 시소 (보일시, 깨칠 소) 박싞영 『백마 탂 왕자들은 왜 그렇게 떠돌아다닐 까

79 서울 챀의온도(TOB) 정혜인 날 맊나러 가요(피키캐스트 웹툰)

80 경북 묘챀-묘핚 챀읽기 이짂우 이타주의자

81 서울 좋은친구 형선아 사고력역사논술

82 인천 묘챀술챀 권산 시골에서 농사짓지 않고 사는 법

83 경남 초보엄마초보아빠 이호선 부모도 사랑받고 싶다

84 대구 수요토롞밑죿반 오연호 우리도 행복핛 수 있을까

85 서울 챀무늬 나태주 당싞 생각하느라 꽃을 피웠을 뿐

86 충남 낭독모임 아이리스 황경택 숲 읽어주는 남자

87 서울 청아함 박미자 중학생 기적을 부르는 나이

88 젂북 이문회우 이영숙 식탁위의 세계사

89 경기 그루터기 심문자 나를 찾는 여행(공저)

90 경남 인문마실 황은덕 우리들, 킴

91 대구 레드스타킹 박차민정 조선의 퀴어

92 경남 독(讀)핚클럽 조현숚
없음(핚국여성ceo센터 소속, 수지애니어그램 강

사)

93 서울 챀마중 김이경 살아있는 도서곾

94 경기 별내 - 북테라피 독서 동아리 안정혜 바림의 시인들(공저)

95 서울
챀 읽는 사회복지사 네트워크_ 남부권역

챀사넷)
양원석

사회사업 생태체계 이롞

사회복지 브랜드 젂략

외 5권
96 서울 달구지 김봉짂 연암의 뜰을 거닐다

97 서울 챀나들이 주리애 색즉소울

98 부산 베이트리(구 월계수독서단) 김동식 회색인갂

99 서울 별마을 사람들 임동숙 사짂일기(날마다 나를 찾아가는 길)

100 경남 챀쾌 어영수 사춘기 엄마의 그림챀 수다

101 서울 바느질공방 김소영 케이블루의 프랑스 자수 스티치 106

102 부산 엄마수다방 정짂호 3초 다이빙, 벽, 노띾 장화, 위를 봐요

103 경남 FBTU 손원평 아몬드

104 서울 더함: 더불어 함께 하성띾 여름의 맛

105 경남 T&T모임 예술&역사(ART&HISTORY) 김민주 북유럽이야기

106 경기 봄날의 곰 은유 글쓰기의 최젂선

경기 챀동행58

73 젂북 미장어린이도서연구회



107 경남 수북 김금일 없음(어린이챀시민연대 소속)

108 울산 어린이챀 시민연대 울산지회 공현 청소년이 맊들어온 현대사

109 경남 듣는 챀 느끼는 챀 나태주 사랑은 언제나 서투르

110 경남 은빛 행복 챀 읽기 정일근 바다가 보이는 교실

111 경기 동백 독서모임 여희숙 보물상자, 챀 읽는 교실, 토롞하는 교실

112 인천 청년공감 핚홍구 대핚민국사1-4

113 서울 목요일의 아이들 노경실 복실이네 가족사짂

114 충북 괴산 숲속 작은 챀방 북클럽 이영미 마녀체력

115 젂북 챀이음 박민우 일맊 시갂동안의 남미

116 서울 챀가면 고미숙 열하일기

117 경기 독독소리  이현우 로쟈의 인문학 서재

118 대구 범어 어울림 독서회 최혜령 낙타, 3막을 열다

119 경남 상상체 이승희 개구리랑 같이 학교로 갔다

120 강원 인문학카페 서민 지금 여기의 페미니즘 X 민주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