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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77권의 도서에 77장의 행운카드가 숨어있습니다!
서명에 '허' ,'브','허브'가 들어가는 도서
최다대출 TOP50
2019 핫 키워드 도서 - 핀테크,블록체인,유튜브,플랫폼
사서 선정 도서

1 서명에 '허' ,'브','허브'가 들어가는 도서
서명

청구기호

허즈번드 시크릿

843.6 모298ㅎ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역에서:허수경 시집

811.7 허23ㄴ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 브랜드 디자인

325.571 최64ㅂ

브랜드와 디자인의 힘 : 브랜드 마이더스 손혜원의 히트 브랜드 만들기326.16 손94ㅂ
브랜드 마케팅!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

326.16 그294ㅂ

브레이크 다운 : B.A. 패리스 장편소설

843.6 패298ㅂ2

브랜드 아틀라스 : 브랜딩 마케팅 불변의 법칙 55

326.16 한56ㅂ

문화코드 브랜드디자인 방법론 : 브랜드를 만드는 힘, 문화브랜드가 되는
326.16
방법최68ㅁ
브랜드가 되어간다는 것 : 마케터 강민호의 브랜드 에세이

325.571 강38ㅂ

2 최다대출 TOP50
서명

청구기호

82년생 김지영 : 조남주 장편소설

813.7

기술창업 사업계획서 매뉴얼

325.21

김525ㄱ

스마트스토어 (스토어팜)마케팅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창업에서 마케
팅까지 한권으로 끝내는 핵심 노하우 = Smartstore marketing

325.555

임94ㅅ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 히가시노 게이고 장편소설

833.6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스마트스토어 : 판매·상위 노출·마케팅 핵심
전략

325.555

유튜브 컬처 : 유튜브는 왜 항상 이기는가?

325.5

그릿 : IQ, 재능, 환경을 뛰어넘는 열정적 끈기의 힘

325.211

(빠른 모바일 앱 개발을 위한) react native : 자바스크립트로 만드는
네이티브 모바일 앱 개발 가이드

005.58

아68ㄱ

모순 : 양귀자 장편소설

813.62

양16ㅁ

아마존 웹 서비스 패턴별 구축·운용 가이드 : AWS의 인프라 기술력을
누구나 쉽게 활용하는 방법

004.58

사52ㅇ

부의 추월차선 : 부자들이 말해 주지 않는 진정한 부를 얻는 방법

327.04

드32ㅂ

모던 자바스크립트 입문 : 프런트엔드부터 백엔드까지, 핵심은 자바스
크립트다! = Modern Javascript

005.138

살인자의 기억법 : 김영하 장편소설

813.7

김64ㅅ

내게 무해한 사람 : 최은영 소설

813.7

최67ㄴ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 냉담한 현실에서 어른살이를 위한 to do list 818

조192ㅍ

히12ㄴ2
김24ㅅ
알295ㅇ
더877ㄱ

이55ㅁ

김56ㄴ

리액트를 다루는 기술 = The art of React

005.118

위저드 베이커리 : 구병모 장편소설 = Wizard bakery

813.6

구44ㅇ

소년이 온다 : 한강 장편소설

813.7

한12ㅅ

(성공하는 스타트업을 위한) 101가지 비즈니스 모델 이야기 = Business
325.21
model story 101
개인주의자 선언 : 판사 문유석의 일상유감

304

김38ㄹ

남23ㅂ

문66ㄱ

리액트 교과서

005.118

마297ㄹ

인스타그램 마케팅 : #해시태그로 잠재고객 1만명을 확보하는 비법 =
325.555 임94ㅇ
Instagram Hashtag Marketing
(현업 최고의 안드로이드 개발자가 알려 주는) 안드로이드 개발 레벨업
005.11 쯔77ㅇ
교과서
호모 데우스 : 미래의 옮김사

331.544

머신러닝 실무 프로젝트 = Machine learning at work

004.73

아298ㅁ

돈 버는 유튜브 처음부터 제대로 만들기

004.59

이64ㄷ

The 친절한 swift 프로그래밍 zero : v 4.0

005.133

정73ㄷ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 1 , 개국 = The founding for a Dynasty =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911.05

박58ㅈ2

저는 주식투자가 처음인데요 : 레알 생초보의 주식투자 입문기

327.856

강44ㅈ

AWS 기반 서버리스 아키텍처

005.11

(핵심 문법과 예제로 배우는) 코틀린 : 빠르게 코틀린 개발자로 거듭나
005.133
는 최고의 방법 = Kotlin

하292ㅎ

스42ㅇ
이192ㅋ

3 2019 핫 키워드 도서 - 핀테크,블록체인,유튜브,플랫폼
서명

청구기호

유튜브로 월급 만들기

325.555 도298ㅇ

유튜브 온리

326.7 노12ㅇ

유튜브 레볼루션

331.65 킨57ㅇ

돈 버는 유튜브 처음부터 제대로 만들기

004.59 이64ㄷ

(억 소리 나는 유튜브) 소리의 비밀

326.79 김38ㅅ

유튜브 마케팅

325.555 임94ㅇ2

유튜브 크리에이터 시작하기 : 영상편집편

004.59 이25ㅇ

블록체인 구조와 이론 : 예제로 배우는 핀테크 핵심 기술

327 아872ㅂ

핀테크 인사이트

327 메 12ㅍ

핀테크, 기회를 잡아라

327.249 정66ㅍ

핀테크 혁신

327 이54ㅍ

핀테크 세상을 열다

327 김25ㅍ

Fintech 3.0

327 김758ㅍ

차이나 핀테크

327.0912 구72ㅊ

플랫폼 전쟁

331.65 김75ㅍ

MCN 비즈니스와 콘텐츠 에볼루션 : 플랫폼 레볼루션과 미디어 빅뱅

331.65 금76ㅇ

매치메이커스 : 4차 산업혁명 시대, 플랫폼 전쟁의 승리자들

324.4 에42ㅁ

플랫폼이다 :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원리

325.04 오42ㅍ

모바일 플랫폼 비즈니스

331.541 류92ㅁ

플랫폼 제국의 미래

325.1 갤294ㅍ

온-라인, 다음 혁명 : 더 많은 데이터, 더 강력한 플랫폼

331.544 왕74ㅇ

아마존 웨이 : 사물인터넷과 플랫폼 전략

325.19 로57ㅇ2

비커밍 페이스북 : 후발주자로 시작하여 플랫폼 제국의 미래가 되기까
지

325.1 회879ㅂ

생각플랫폼

325.211 황68ㅅ

1

보이스 퍼스트 패러다임 : 슈퍼플랫폼을 선점하라

331.5412 강74ㅂ

플랫폼이 콘텐츠다

600.13 스38ㅍ

플랫폼하라

325.1 홍18ㅍ

넥스트 플랫폼

323 송97ㄴ

4 사서 선정 도서
서명

청구기호

서재를 떠나보내며

029.04 망14ㅅ

태연한 인생 : 은희경 장편소설

813.7 은97ㅌ

내가 작은 회사에 다니는 이유 : 일도 인생도 내가 주도하는 삶을 살고 싶다 325.211 간878ㄴ

바늘 : 천운영 소설집

813.6 천66ㅂ

뒤에 올 여성들에게 : 페미니즘 경제학을 연 선구자, 여성의 일을 말하다
337.099 스887ㄷ
일할 수 없는 여자들

321.542 최54ㅇ

(역사멘토 최태성의) 한국사 , 전근대편: 소통하는 한국사

911 최883ㅎ

아무렇습니다, 한국어 : 뻔하지 않게 뻔뻔하게 읽힌다

710 라18ㅇ

이타적 인간의 출현 : 게임이론으로 푸는 인간 본성 진화의 수수께끼 320.1 최74ㅇ
생각이 만든 감옥 : 두려움과 죄책감으로부터 탈출하기

189.1 홀,33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