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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0 문학작품 장편소설 왕재산(증보판) 11,20 문학예술출판사 148×210 525 김청수 항일혁명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키려는9789946226644 01.03.2017 2016-04-25

5451 문학작품 장편소설 바다의 환상곡 10,50 문학예술출판사 148×210 389 최성진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남포-평양사이9789946226552 01.03.2017 2016-03-20

5452 문학작품 작품집 현대조선문학선집 72 장편소설: 개마고원 11,20 문학예술출판사 148×210 423 황건 해방후 새 조국건설시기부터 전쟁시기까지의9789946226903 01.03.2017 2016-03-30

5453 문학작품 장편소설 은하리청년들 10,10 금성청년출판사 148×210 295 송혜경 양덕군 은하리청년분조원들의 생활을9789946214511 01.03.2017 2016-07-07

5454 사회/정치 정치 미제는 조선침략전쟁의 도발자 11,50 조선로동당출판사148×210 247 채병욱 미제가 조선전쟁을 일으킨 기본장본인이라는데 대하여01.03.2017 2016-07-30

5455 자연/과학 의학 인간생명의 첫 1000일간: 태아교육과 조기교육 10,50 조선출판물수출입사148×210 267 권은혜 사람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9789946294940 01.03.2017 2017-01-20

5456 문학작품 작품집 "우리 교실" 문학상 당선작품집: 제일 큰 자랑 6,90 금성청년출판사 127×180 239 오은아 등 "우리 교실"문학상 당선작품들을9789946214665 01.03.2017 2016-07-30

5457 문학작품 시집 시집"선군조선의 태양을 우러러" 5: 만리마시대 7,50 문학예술출판사 127×180 237 김영택, 차승수 등경애하는 원수님을 칭송한 시작품들을9789946227313 01.03.2017 2017-02-25

5458 사회/정치 정치 혁명을 위하여 4 5,60 금성청년출판사 127×180 159 류정임 항일혁명투사 권영벽동지의 투쟁이야기를978994621443 01.03.2017 2016-04-07

5459 사회/정치 정치 혁명을 위하여 5 5,60 금성청년출판사 127×180 127 리춘길 항일혁명투사 리제순동지의 투쟁이야기를978994621443 01.03.2017 2016-07-25

5460 사회/정치 정치 조국해방전쟁참가자들의 회상기 2 5,60 조선로동당출판사127×180 223 최현, 남일, 방학세조국해방전쟁에 참가하였던 투사들의 회상실기를 수록하였다01.03.2017 2016-06-15

5461 아동도서 그림책 그림책: 쯔시마징벌 3,90 금성청년출판사 148×210 135 최영식 1419년에 단행한 조선봉건정부의9789946214740 16.03.2017 2016-05-15

5462 력사/풍속 조선력사 조선고대노예제도 8,80 과학백과사전출판사148×210 199 김운 조선고대노예제도에 대한 일반적리해와9789946102399 16.03.2017 2016-08-20

5463 문학작품 장편소설 장편소설: 깃을 펼치라 11,20 문학예술출판사 148×210 357 김혜영 아프리카타조를 조선의 타조로, 9789946226576 16.03.2017 2016-07-15

5464 자연/과학 의학 인간의 자연수명 1 8,40 인민보건사 148×210 360 리승국 누구든지 조금만 노력해도 쉽게9789946404653 16.03.2017 2016-05-25

5465 문학작품 총서 총서:불멸의 향도 장편소설: 아침노을 13,40 문학예술출판사 148×210 398 리동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9789946227092 16.03.2017 2017-02-17

5466 자연/과학 의학 이삭기증의 예방 5,30 인민보건사 127×180 112 황용철 외 3명 이삭기증의 병적인자와 발생과정9789946404646 16.03.2017 2016-05-25

5467 사회/정치 로작 김정일 -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완성하여야1,40 조선로동당출판사127×180 15 김정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주체100(2011) 29.03.2017 2017-02-20

5468 사회/정치 로작 김정일 - 현시기 당사상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2,00 조선로동당출판사127×180 39 김정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책임일군들과 주체29.03.2017 2017-02-20

5469 사회/정치 로작 김정일 - 위대한 수령님꼐서 열어놓으신 혁명의 길을 끝까지 가야1,40 조선로동당출판사127×180 11 김정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부부장들과 주체 29.03.2017 2017-02-20

5470 사회/정치 로작 김정은 -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기치따라 녀셩동맹사업을1,40 조선로동당출판사127×180 23 김정은 조선민주녀성동맹 제6차대회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을29.03.2017 2016-12-15

5471 사회/정치 정치 피에 젖은 성조기 (2) 8,40 근로단체출판사 127×180 255 박춘식 외 2명 세계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저지른9789946230917 29.03.2017 2017-02-01

5472 자연/과학 의학 뇌혈관질병에방치료문답 8,00 인민보건사 148×210 208 박사 리성숙 뇌혈관질병의 개념과 병인 및 위험인자9789946404738 29.03.2017 2017-01-25

5473 문학작품 작품집 박호일작품집: 동지 (2) 7,40 문학예술출판사 148×210 311 박호일 작가 박호일이 창작한 작품들중9789946227283 29.03.2017 2017-01-25

5474 자연/과학 의학 의약품해설 12,00 과학백과사전출판사182×257 488 박사 라영호 1200여종의 의약품에 대하여 환자들의9789946102597 29.03.2017 2017-01-30

5475 아동도서 그림책 과학환상그림책: 싸우는 지혜동산 1: 사고 3,70 조선출판물수출입사148×210 50 한진명 9789946294704 20.04.2017 2017-02-18

5476 아동도서 그림책 과학환상그림책: 싸우는 지혜동산 2: "음파33"호렬차를 멈추라 3,70 조선출판물수출입사148×210 50 한진명 9789946294711 20.04.2017 2017-02-18

5477 아동도서 그림책 과학환상그림책: 싸우는 지혜동산 3: "생명"건축물 3,70 조선출판물수출입사148×210 50 한진명 9789946294728 20.04.2017 2017-02-20

5478 아동도서 그림책 과학환상그림책: 싸우는 지혜동산 4: 구원하라 3,70 조선출판물수출입사148×210 50 한진명 9789946294735 20.04.2017 2017-02-20

5479 아동도서 그림책 과학환상그림책: 싸우는 지혜동산 5: 류다른 초청 3,70 조선출판물수출입사148×210 50 한진명 9789946294742 20.04.2017 2017-02-20

5480 아동도서 그림책 과학환상그림책: 싸우는 지혜동산 6: 살인마 3,70 조선출판물수출입사148×210 50 한진명 9789946294759 20.04.2017 2017-02-20

5481 아동도서 그림책 과학환상그림책: 싸우는 지혜동산 7: "맹수-04"호작전 3,70 조선출판물수출입사148×210 50 한진명 9789946294766 20.04.2017 2017-02-25

5482 아동도서 그림책 과학환상그림책: 싸우는 지혜동산 8: 징벌하라 3,70 조선출판물수출입사148×210 50 한진명 9789946294773 20.04.2017 2017-02-25

5483 력사/풍속 조선력사 평양의 민속 7,00 외국문출판사 127×180 175 조광 평양의 농사풍습,의식주생활풍습9789946013718 26.04.2017 2016-05-21

5484 사회/정치 정치 조선에 대한 리해 3(정치) 영문 4,90 외국문출판사 104×148 76 한수영 26.04.2017 2016-05-21

5485 사회/정치 로작 김정일전집 16 17,50 조선로동당출판사148×210 479 김정일 1971년8월부터 12월까지의 로작, 연설, 담화 등을 10.05.2017 2017-03-20

5486 사회/정치 정치 김일성일화집 11 10,50 조선로동당출판사148×210 415 김철남, 강은향, 허모란1948년9월부터 1949년 7월까지의 위대한 수령님의 10.05.2017 2017-03-20

5487 문학작품 총서 총서:불멸의 향도 장편소설: 영원한 넋 13,40 문학예술출판사 148×210 453 한영호 위대한 령장과 전사들사이의 혈연의9789946227085 10.05.2017 2017-03-15

5488 력사/풍속 옛이야기 봉이 김선달이야기 (3) 8,80 문학예술출판사 148×210 309 윤성배 예로부터 민간설화로 전해져내려온9789946227412 10.05.2017 2017-01-25

5489 가정/생활 상식 자녀교육교양심리상담 8,40 과학백과사전출판사148×210 231 박정철 많은 부모들이 얻은 경험과 교훈9789946102498 10.05.2017 2017-01-03

5490 가정/생활 상식 화장과 우리생활- 누구나 아름다와질수 있다 10,50 조선출판물수출입사148×210 124 길수미 녀성이라면 누구나가 희망하고 9789946294568 10.05.2017 2017-02-20

5491 아동도서 그림책 동화그림책: 호미와 돈자루 5,60 문학예술출판사 148×210 119 김박문 동화그림책: 호미와 돈자루, 신기한9789946227504 10.05.2017 2017-02-25

5492 아동도서 그림책 조선민화그림책(21)은혜갚은 까치 5,60 금성청년출판사 148×210 85 변철혁, 박창철, 조기철민화 9편을 그림으로 편집하였다9789946215099 10.05.2017 2017-01-10

5493 자연/과학 의학 가정에서의 고려전자치료 7,70 인민보건사 148×210 239 한영철 한철진 고려전자치료는 의료봉사에 대한9789946404721 10.05.2017 2017-02-25

5494 사회/정치 로작 우리 식 사회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간직할데 대하여 1,68 조선로동당출판사127×180 7 김정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주체105(2016) 10.05.2017 2017-03-10



5495 사회/정치 로작 온 나라가 강원도인민들의 결사관철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을 따라배워야1,68 조선로동당출판사127×180 15 김정은 주체105(2016)년 12월12일 원산군민발전소를 돌아보시면서10.05.2017 2017-03-10

5496 문학작품 작품집 실화집: 언제에 삶을 새기라 5,40 근로단체출판사 127×180 173 어랑천발전소를 건설한 건설자들에9789946230900 10.05.2017 2017-01-30

5497 자연/과학 의학 고혈압관리요령 5,90 과학백과사전출판사127×180 104 김현남, 강대성, 박현심일상생활에서 지킬수 있는 고혈압관리요령을9789946102672 10.05.2017 2017-02-10

5498 력사/풍속 조선력사 고정사 5,60 조선민족유산보존사127×180 84 최준경 고려의 건축물인 고정사를 소개하였다9789946413235 10.05.2017 2016-04-30

5499 문학작품 시집 어머니없이 우린 못살아 4,50 문학예술출판사 128×90 47 리찬, 김철, 김상오시 "김일성장군찬가", "어머니", "9789946227337 24.05.2017 2017-01-25

5500 사회/정치 로작 자강력제일주의를 구현하여 주제적국방공업의 위력을 다져나가야 1,40 조선로동당출판사127×180 13 김정은 주체105(2016)년 당과 군대의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를24.05.2017 2017-04-10

5501 자연/과학 의학 백반치료상식 4,90 인민보건사 127×180 104 김정남 백반에 대한 연구사업과 환자치료를9789946404752 24.05.2017 2017-02-25

5502 문학작품 장편소설 장편사화: 동의보감 11,20 금성청년출판사 148×210 495 한영철 민족의 귀중한 재보 대대손손 전해갈9789946214900 24.05.2017 2017-01-30

5503 사회/정치 정치 김일성일화집 12 10,50 조선로동당출판사148×210 423 김철남, 강은향, 허모란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1949년 8월부터 1950년 6 24.05.2017 2017-04-10

5504 아동도서 그림책 장편동화: 노랑새가 준 요술구슬 7,70 금성청년출판사 148×210 199 김박문 9789946214979 24.05.2017 2017-01-30

5505 아동도서 그림책 동화집: 두개의 장수칼 6,50 금성청년출판사 148×210 167 김정숙어머님께서 들려주신 동화9789946215006 24.05.2017 2017-02-05

5506 가정/생활 상식 흥미있는 동물일화 10,50 조선출판물수출입사148×210 214 장명희 인간이 동물을 유익하게 리용하여9789946294575 24.05.2017 2017-02-25

5507 자연/과학 의학 심장병의 종합기능진단 12,00 의학과학출판사 182×257 287 교수 박사 리순옥 심전도, 심음도,심첨박동도, 심장병의9789946102603 24.05.2017 2017-02-20

5508 문학작품 장편소설 (평양) 장편소설: 두견새는 잠들지 않는다 11,60 평양출판사 148×210 361 현명수 1987년 홍콩에서 있은 한 녀인의9789946310404 01.06.2017 2016-11-25

5509 문학작품 장편소설 (평양) 장편소설: 네덩이의 얼음 11,50 평양출판사 148×210 349 전인광 오늘도 여전히 인류의 량심과 정의의9789946310749 01.06.2017 2017-03-18

5510 사회/정치 정치 (평양) 불가피한 선택 12,00 평양출판사 148×210 275 예정웅 세계적인 론난이 집중되고 있는9789946310510 01.06.2017 2016-12-18

5511 사회/정치 정치 (평양) 문답으로 보는 통일이야기 8,00 평양출판사 148×210 175 박사 김혜련, 김성호통일에 관한 수십개의 물음을 제기하고9789946310305 01.06.2017 2016-11-30

5512 사회/정치 정치 (평양) 젊음으로 비약하는 청년강국 9,60 평양출판사 148×210 207 리철민, 원주철 청년강국으로 위력떨치고 있는 9789946310312 01.06.2017 2016-10-29

5513 사회/정치 정치 (평양) 거짓과 진실 1 2,00 평양출판사 125×180 73 량흥일, 원주철 조국을 버리고 달아난 추악한 인가쓰레기들인 박상학과01.06.2017 2016-12-15

5514 사회/정치 정치 (평양) 거짓과 진실 2 3,00 평양출판사 105×145 153 량흥일, 김윤광 조국을 버리고 달아난 추악한 인가쓰레기들인 태영호와01.06.2017 2017-03-18

5515 문학작품 작품집 (평양) 푸른 강산 4,50 평양출판사 105×145 199 성문호 통일관련주제 작품들을 묶었다. 01.06.2017 2016-10-14

5516 사회/정치 정치 (평양) 무엇이 문제인가 2,00 평양출판사 90×125 63 원영수 통일을 가로막는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밝혔다. 01.06.2017 2016-11-23

5517 사회/정치 정치 (평양) 평화와 통일의 출발점 북남관계개선 2,00 평양출판사 90×125 63 배영일 현시기 풀어야 할 북남관계문제에 대하여 취급하였다01.06.2017 2017-02-27

5518 사회/정치 정치 (평양) 북남관계와 핵문제 2,00 평양출판사 90×125 47 오보람 북남관계문제와 조선의 핵문제에 대하여 취급하였다 01.06.2017 2016-11-15

5519 사회/정치 정치 (평양) 통일의 리정표로 빛나다 9,60 평양출판사 148×210 227 박혁철 외 2명 위대한 장군님의 조국통일업적에9789946310534 01.06.2017 2017-02-08

M1189 DVD 록화편집물 마식령스키장, 칠보산, 인민사랑의 창조물들 25,00 목란비데오

M1190 DVD 록화편집물 총석정, 칠보산, 인민사랑의 창조물들, 미제무장간첩선"푸에블로"호 25,00 목란비데오

M1191 DVD 록화편집물 미래과학자거리, 총석정, 칠보산, 울림폭포, 평양체육기자재공장, 인민사랑의25,00 목란비데오

M1192 DVD 록화편집물 5월1일경기장, 미래상점, 칠보산, 울림폭포, 인민사랑의 창조물들 25,00 목란비데오

M1193 DVD 록화편집물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봉사기지들, 고급어족의 산지 총석정지구 25,00 목란비데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