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인문학

번호 도서명 (편)저자명 출판사명

1 운화측험 최한기, 이종란 역 한길사

2 리학 심학 논쟁, 연원과 전개 그리고 득실을 논하다 황갑연 예문서원

3 조선유학과 소강절 철학 곽신환 예문서원

4 다산 정약용의 『주역사전周易四箋』, 기호학으로 읽다 방인 예문서원

5 주역내전(1~6) 왕부지, 김진근 역 학고방

6 순암 안정복의 만물유취 안정복, 박지현 역 사람의무늬

7
유교 명상론

-불교와의 비교철학-
정은해 성균관대학교출판부

8
초원 이충익의 담노 역주

-조선을 다시보게 만드는 한 철인의 혁명적 『노자』 풀이-
김학목 역주 통나무

9
현상학과 질적 연구

-응용현상학의 한 지평-
이남인 한길사

10
오크숏의 철학과 정치사상

-실용주의에 포획된 자유로운 사고와 상상력을 해방시키다-
김비환 한길사

11 인간지성론(1,2) 존 로크, 정병훈 외 역 한길사

12 변신론
고트프리트 빌헬름 라이프

니츠, 이근세 역
아카넷

13 실용적 관점에서의 인간학 임마누엘 칸트, 백종현 역 아카넷

14 투스쿨룸 대화 키케로, 김남우 역 아카넷

15
적도(適度) 또는 중용의 사상

-헬라스 사상을 중심 삼아 살핀-
박종현 아카넷

16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강독 박찬국 그린비

17 그리스 자연철학과 현대과학(Ⅰ,Ⅱ) 송영진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18
문학과 실존

-현대문학과 실존철학의 대화-
신옥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
관용의 역사

-르네상스에서 계몽주의까지-
김응종 푸른역사

20
멜랑콜리아

-서양문화의 근원적 파토스-
김동규 문학동네

21 종교시장의 이해 유광석 다산출판사

2015년 우수 학술도서 선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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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도서명 (편)저자명 출판사명

22
註心賦(역주)

-마음의 노래를 해설하다-
영명연수, 박건주 역 학고방

23 한위양진남북조 불교사(1~4) 탕융동, 장순용 역 학고방

24
스크랜턴

-어머니와 아들의 조선 선교 이야기-
이덕주 공옥출판사

25
굿 모닝, 귀츨라프

-한국에 온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오현기 북코리아

26 전환시대의 기독교와 윤리 박종균 북코리아

27 사명당대사집 사명 유정, 이상현 역 동국대학교출판부

28
나쁜 것의 윤리학

-몸의 철학과 도덕의 갈래-
노양진 서광사

29
혈분경(血盆經)의 기원과 사회·종교적 의미

-한·중·일 삼국에서 그 전파와 변용-
송요후 위더스북

30

근세 베트남의 법과 가족

-17·18세기 베트남 북부 지방의 가족제도와 전근대 사회의 특

징-

유인선 위더스북

31
사무라이의 정신세계와 불교

-일본사회의 전사자공양과 怨親平等-
이세연 혜안

32
禮儀之國

-고대 중국의 예제와 예학-
홍승현 혜안

33 철도로 보는 중국 역사 김지환 학고방

34
타인들 사이의 중국인

-근대 중국인의 동남아 이민-
필립 A. 큔, 이영옥 역 심산

35
지식인과 사회

-스코틀랜드 계몽운동의 역사-
이영석 아카넷

36
민족주의와 역사

-겔너와 스미스-
김인중 아카넷

37
공공성 담론의 지적 계보

-자유주의를 넘어서-
조승래 서강대학교출판부

38 종교와 마술 그리고 마술의 쇠퇴(1~3) 키스 토마스, 이종흡 역 나남

39
토지, 정치, 전쟁

-1930년대 에스파냐의 토지개혁-
황보영조 삼천리

40 百濟土器 東아시아 交叉編年 硏究 土田 純子 서경문화사

41
신라기와연구(新羅瓦當硏究)

-불국토를 바라던 신라인의 예술적 숨결, 기와-
김유식 민속원

42 한국고대 숟가락 연구 정의도 경인문화사

43 증보사례편람 역주본 문옥표 외 역주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44 해녀연구총서(1~5) 이성훈 학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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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도서명 (편)저자명 출판사명

45
한국민속학 재고

-본질주의와 복원주의를 넘어서-
남근우 민속원

46 인형연행의 문화전통 연구 허용호 민속원

47 역사의 섬들 마셜 살린스, 최대희 역 뿌리와이파리

48
일본인의 인류학적 자화상

-인류학적 관점에서 본 야나기타 구니오와 일본민속학-
이토 미키하루, 임경택 역 일조각

49
수렵채집 사회

-고고학과 인류학-
로버트 켈리, 성춘택 역 사회평론아카데미

50

오키나와 깊이읽기

-沖繩學 權威者 와타나베 요시오가 풀어낸 세계속의 오키나와

문화론-

와타나베 요시오, 최인택 역 민속원

51
세계문제와 자본주의 문화

-생산·소비·노동·국가의 인류학-
리처드 로빈스, 김병순 역 돌베개

52
사막의 기적?

-칠레북부 흥망성쇠의 문화와 지역개발신화-
조경진 산지니

53
중국 구비연행의 전통과 변화

-고사계강창 연구(1644~1937)-
이정재 일조각

54 중국어역사음운학 潘悟雲, 權赫埈 역 학고방

55 두보 배율(排律) 연구 강민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56
개인의식의 성장과 중국소설

-四大奇書부터 『紅樓夢』까지-
최형섭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57 송원희곡고 역주 왕국유, 오수경 역 소명출판

58 山堂肆考 譯註(1~20) 팽대익, 김만원 역주 역락

59 조이스, 제국, 젠더 그리고 미학 민태운 전남대학교출판부

60 전통 비극 담론의 보수성과 영국 르네상스 드라마 강석주 한국학술정보

61 렌가라는 문학과 소기 최충희 인문과교양

62 고대일본어의 음 탈락 연구 권경애 제이앤씨

63 한일 경향소설의 선형적 비교연구 김순전 제이앤씨

64 부정한 미녀들 조르주 무냉, 선영아 역 아카넷

65
책에 따라 살기

-유리 로트만과 러시아 문화-
김수환 문학과지성사

66 발터 벤야민 기억의 정치학 최성만 도서출판 길

67 독일어 인지문법론 구명철 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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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도서명 (편)저자명 출판사명

68
비판적 담화분석

-담화와 담론이 만나는 장-
최윤선 한국문화사

69 양화와 복수의 의미론 강범모 한국문화사

70
음운론의 계량적 방법론

-음운론에서 나타나는 비범주적인 현상-
홍성훈 한국문화사

71
言語와 言語理論

-소쉬르에서 촘스키까지-
金鎭宇 한국문화사

72 라틴아메리카의 언어적 다양성과 언어정책 김우성 산지니

73
포스트드라마 연극의 지각방식과 관객의 역할

-수행적인 것의 미학의 성과와 한계-
김형기 푸른사상

74 한국 동시대 극작가들 김성희 박문사

75 영화이미지학 김호영 문학동네

76
베토벤. 음악의 철학

-단편들과 텍스트-

테오도르 W. 아도르노, 문

병호 외 역
세창출판사

77 Contemporary Music in EAST ASIA Hee Sook Oh SNUPRESS

78
모더니티와 전통론

-혼돈의 시대, 미술을 통한 정체성 읽기-
박계리 혜안

79
공재 윤두서 일가의 회화

-새로운 시대정신을 화폭에 담다-
차미애 사회평론아카데미

80
일제강점기 도자사 연구

-도자정책과 제작구조를 중심으로-
엄승희 경인문화사

81
치체로네(회화편)

-이탈리아 미술을 즐기기 위한 안내-

야콥 부르크하르트, 박지형

역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82 중국 미학의 근대 이상우 아카넷

83 아리스토텔레스의 창작예술론
사무엘 헨리 부처, 김진성

역
세창출판사

84
아나키와 예술

-파리코뮌에서 베를린장벽의 붕괴까지-
앨런 앤틀리프, 신혜경 역 이학사

85
타타르키비츠 美學史3

-근대미학-
W.타타르키비츠, 손효주 역 미술문화

86
예술기호론

-굿맨과 엘긴의 미학-
황유경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분야 : 사회과학

번호 도서명 (편)저자명 출판사명

1 투자신탁의 역사와 미국 투자회사법 오성근 법원사

합     계 86종  12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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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도서명 (편)저자명 출판사명

2 입법학 연구 홍완식 피앤씨미디어

3
새 헌법 개정안

-성립·내용·평가-
김철수 진원사

4 현대의학에 있어서 생명의 시간과 인간의 존엄 김학태 집문당

5
파견과 도급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이정 법문사

6 자본시장법 이론 김화진 박영사

7 파산법연구 4 林治龍 박영사

8

법학방법론

-기초이론·방법론의 역사·비교법학방법론·한국 사법에 대한 유

형론적 방법론의 적용-

남기윤 고려대학교출판부

9 역주 대명률직해 고사경 외, 박철주 역주 민속원

10 사회의 법 니클라스 루만, 윤재왕 역 새물결

11 국제인권법과 형사소송 스테판 트렉셀, 강남일 역 경인문화사

12 법관양성소와 근대 한국 김효전 소명출판

13
기아와 기적의 기원

-한국경제사, 1700-2010-
차명수 도서출판 해남

14
지속가능한 자본주의체제와 경제적 합리성

-경제적 합리성에 대한 철학적 반성-
김영한 박영사

15
여성주의 경제학

-젠더와 대안 경제-
홍태희 한울아카데미

16
근대 한국의 자본가들

-민영휘에서 안희제까지, 부산에서 평양까지-
오미일 푸른역사

17
유럽의 발흥

-비교경제사 연구-
양동휴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18
경제학과 역사학

-오스트리아학파의 방법론과 인식론-
전용덕 한국경제연구원

19 메커니즘기반관점: 통합적 경영을 위한 새로운 전략 패러다임 조동성 서울경제경영

20 혁신을 위한 공동가치창출 사례 홍순구 외 유원북스

21
공공브랜드의 전략적 관리

-국가·지자체·공기업·정책 등을 아우르는 글로벌 시대의-
김유경 외 한경사

22 한·중 서비스산업의 비교분석과 교역 확대 방안 김상호 집문당

23
원조예산의 패턴

-원조를 위한 돈은 어떻게 변화해왔는가?-
김민주 한국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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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도서명 (편)저자명 출판사명

24 팔로워십론
Ronald E. Riggio 외, 강정

애 외 역
시그마프레스

25
기술기획과 로드매핑

-미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조남재 시그마프레스

26 전략적 브랜드 마케팅 이명식 외 박영사

27 연금재무론 지홍민 박영사

28
기술 창업으로 성공하기

-기술 창업 실전 교과서 & 성공 지침서-
성형철 박영사

29 노조전임자 임금제도 외국 사례 연구 김동원 외 10인 박영사

30 (경영학회가 제안하는)공유가치창출 전략: CSR에서 CSV로 박흥수 외 박영사

31 올림픽 마케팅 알랭 페랑 외, 오지윤 역 동연

32
콘텐츠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전략

-게임·음악·드라마를 중심으로-
김진규 북코리아

33
고객중시의 비즈니스 모델링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걱정없다-
김성희 외 도서출판 청람

34
소셜 임플로이

-위대한 기업은 어떻게 소셜미디어로 일하는가-

셰릴 버지스 외, 이승환 외

역
e비즈북스

35 보이는 손(Ⅰ,Ⅱ)
앨프리드 챈들러, 김두얼 외

역
지식을만드는지식

36
케이컬처 시대의 배우 경영학

-자기경영의 과학화와 전문화가 가능한 아티스트 완성하기-
김정섭 한울아카데미

37 속담과 아동 발달 조복희 교육과학사

38
평생학습자본의 인문학적 통찰

-기초자본을 넘어 촉진자본으로-
차갑부 교육과학사

39
상상력과 교육

-인간과 테크놀로지의 만남-
이상오 강현출판사

40 포스트모던 인문학적 사유와 유아교육 이화도 창지사

41 개화기의 외국어교육 1883-1911 이광숙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42
North Korea's Cities

-Industrial facilities, internal structures and typification-
Rainer Dormels 지문당

43 노동 김경일 소화

44
갈등사회의 도전과 미시민주주의의 시대

-새로운 사회갈등과 공공성 재구성에 관한 사회학적 성찰-
조대엽 나남

45
이슬람주의

-현대 아랍세계의 일그러진 자화상-
엄한진 한국문화사

46
환원근대

-한국 근대화와 근대성의 사회학적 보편사를 위하여-
김덕영 도서출판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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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도서명 (편)저자명 출판사명

47 근대 가부장제 사회의 균열 김경애 푸른사상

48
사회과학의 철학적 기초

-비판적 실재론의 접근-
이기홍 한울아카데미

49 A QUEST FOR EAST ASIAN SOCIOLOGIES Seung Kuk Kim 외 SNUPRESS

50 이방인의 사회학 김광기 글항아리

51
한국의 군과 시민사회

-미완의 훈수-
홍두승 인간사랑

52
차이와 윤리

-개화 주체성의 형성-
김미정 소명출판

53
동아시아 3국의 사회변동과 갈등관리

-한국·일본·중국-
정영태 소명출판

54 사회보호 활성화 레짐과 복지국가의 재편 심창학 도서출판 오름

55
복지국가를 만든 사람들

-영국편-
이창곤 인간과복지

56
복지국가의 철학

-자본주의 분배적 정의 복지국가-
신정완 인간과복지

57 영성과 사회복지
마가렛 할러웨이 외, 김용환

외 역
북코리아

58
노숙 문제의 현실과 대응

-한국과 일본의 비교-
구인회 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59
노인의 자기방임

-위험과 권리 사이-
우국희 공동체

60
코끼리 쉽게 옮기기

-영국 연금 개혁의 정치-
김영순 후마니타스

61 다수 집단과 소수 집단의 심리 김혜숙 집문당

62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토착심리 탐구-
박영신 외 교육과학사

63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

-인간은 폭력성과 어떻게 싸워 왔는가-
스티븐 핑커, 김명남 역 사이언스북스

64
성장과 분화

-비고츠키 아동학 강의Ⅰ-

L.S. 비고츠키, 비고츠키 연

구회 역
살림터

65 (어린이 자기행동숙달의) 역사와 발달Ⅱ
L.S. 비고츠키, 비고츠키 연

구회 역
살림터

66
고대 한일 관계사의 진실

-일본 고대국가는 누가 만들었는가-
이정면 이지출판사

67
이중환과 택리지

-택리지에 나타난 살만한 곳과 살만하지 못한 곳-
이문종 아라

68
탄광의 기억과 풍경

-충남 최대의 탄광 취락 성주리의 문화·역사지리적 회상-
홍금수 푸른길

69
네모에 담은 지구

-메르카토르 1569년 세계지도의 인문학-
손일 푸른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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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도서명 (편)저자명 출판사명

70
도시와 장소 기억

-근대역사경관의 노스탤지어를 이용한 상하이의 도심재생-
한지은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71
해군의 탄생과 근대 일본

-메이지유신을 향한 부국강병의 길-
박영준 그물

72
정의에 대하여

-국가와 사회를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이종은 책세상

73
1차 세계대전의 기원

-패권 경쟁의 격화와 제국체제의 해체-
박상섭 아카넷

74
정치사상과 여성

-고대그리스에서 마키아벨리까지-

아를린 색슨하우스, 박의경

역
전남대학교출판부

75 제국 이삼성 소화

76
유라시아 제국의 탄생

-유라시아 외교의 기원-
백준기 홍문관

77
만화경 속 미국 민주주의

-법·제도·과정을 통한 미국 정부와 정치 분석-
이옥연 도서출판 오름

78
북핵위협시대 국방의 조건

-국방전문가가 말하는 북한 핵무기의 진실과 대비방안-
박휘락 한국학술정보

79 웨드마이어 회고록과 논평 이종학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80
비동시성의 동시성

-한국 근대정치의 다중적 시간-
임혁백 고려대학교출판부

81
아라크네의 국제정치학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도전-
김상배 한울아카데미

82 신념과 의심의 정치학 마이클 오크쇼트, 박동천 역 모티브북

83
죽은 자의 정치학

-프랑스·미국·한국 국립묘지의 탄생과 진화-
하상복 모티브북

84
영혼 돌봄의 정치

-플라톤 정치철학의 기원과 전개-
박성우 인간사랑

85
세계화 시대의 역행? 자유주의에서 사회협약의 정치로

-아일랜드 사회협약 모델의 수립과 진화-
권형기 후마니타스

86
거버넌스의 정치학

-한국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김의영 명인문화사

87 신편 목민고 백승철 역 혜안

88
해항도시와 초국경 네트워크

-새로운 월경지역의 형성-
우양호 외 도서출판 선인

89
행정학

-시간의 관점에서-
임도빈 박영사

90
정책과 법

-원리·판례-
표시열 박영사

91
경찰윤리

-경찰학의 윤리적 접근-
이성용 박영사

92
CPTED와 범죄과학

-범죄예방환경설계-
박현호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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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도서명 (편)저자명 출판사명

93

THE KOREAN STATE, PUBLIC ADMINISTRATION, AND

DEVELOPMENT

-Past, Present, and Future Challenges-

Yong-duck Jung SNUPRESS

94 한국 공영 방송의 정체성 조항제 컬처룩

95
말의 표정들

-미디어 문화의 실천과 소통의 윤리-
김예란 문학과지성사

96

디지털 디스커넥트

-자본주의는 어떻게 인터넷을 민주주의의 적으로 만들고 있는

가-

로버트 W. 맥체스니, 전규

찬 역
삼천리

97
목판의 행간에서 조선의 지식문화를 읽다

-목판과 조선시대 사회문화사 연구-
남권희 외 글항아리

분야 : 한국학 대한민국학술원

번호 (편)저자명 번역자명 출판사명

1 한국 중세의 읍치와 성 최종석 신구문화사

2 사국시대의 가야사 연구 김태식 서경문화사

3 한반도 分斷論의 起源과 러·일 戰爭(1904∼1905) 朴鐘涍 도서출판 선인

4
삼국유사의 사학사적 연구

-우리 민족 문화의 주체적 인식 고대사의 체계화-
김두진 일조각

5 고구려 초기 정치사 연구 여호규 신서원

6 영조어제 해제 (1~10, 목록) 김상환 외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7 백제 불교 사원의 성립과 전개 이병호 사회평론아카데미

8
두 얼굴의 영조

-18세기 탕평군주상의 재검토-
김백철 태학사

9 18~19세기 농정책의 시행과 농업개혁론 염정섭 태학사

10 신라 중대의 정치와 권력구조 이영호 지식산업사

11 고려전기 대간제도 연구 박재우 새문사

12
조선과 중화

-조선이 꿈꾸고 상상한 세계와 문명-
배우성 돌베개

13 조선 후기의 과거 박현순 소명출판

14 조선시대의 외국어 교육 정광 김영사

합     계 97종  98권

- 9 -



번호 도서명 (편)저자명 출판사명

15
한·중 언어 문화론

-어원에 담긴 한·중 민족의 삶과 뿌리-
허세립 외 대원사

16 한국어 구문의 문법 이정훈 태학사

17
한국어, 그 인칭의 비밀

-굴절인칭, 동사인칭, 대명사인칭-
목정수 태학사

18
제주 방언의 통사 기술과 설명

-기본구문의 기능범주 분석-
김지홍 경진출판

19 허웅 선생 학문 새롭게 읽기 권재일 도서출판 박이정

20 근대 한국어 시기의 언어관·문자관 연구 이현희 외 소명출판

21 『석보상절』 권24와 『월인석보』 권25의 역주 및 비교 연구 장요한 외 역락

22 우리말 어찌씨의 짜임새 연구 한길 역락

23 韓國漢詩散藁 여운필 월인

24 현대어본 명주보월빙(1~10) 최길용 역주 학고방

25 일화의 형성 원리와 서술 미학 이강옥 보고사

26 한국학의 진로 조동일 지식산업사

27
황중윤 한문소설

-逸史·三皇演義-
황중윤, 조지형 외 역 새문사

28 만주망명과 가사문학 연구 고순희 박문사

29
노년의 풍경

-나이듦에 직면한 동양의 사유와 풍속-
김미영 외 글항아리

30 19세기 서구인들이 인식한 한국의 시와 노래 김승우 소명출판

31 은유로서의 네이션과 트랜스내셔널 연대 나병철 문예출판사

32 이상의 시 괴델의 수 김학은 보고사

33
이광수 장편소설 연구

-일본의 여성학자가 밝혀낸 한국소설 진화론의 플롯!-
와다 토모미, 방민호(감수) 예옥

34 한국 근대아동문학의 형상 장정희 청동거울

35 근대시의 모더니티와 숭고 박민규 경진출판

36
실험과 해체

-이상문학연구-
김주현 지식산업사

37
생명·사랑·평등의 시학 탐구

-한국현대시인 연구 3-
김재홍 서정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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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도서명 (편)저자명 출판사명

38 선과 아방가르드 이승훈 푸른사상

39 김춘수 시 연구 최라영 푸른사상

40 한국 근대시의 흐름과 고원 곽명숙 소명출판

41 근대시의 전장 이순욱 소명출판

42
디아스포라 정체성과 탈식민주의 시학

-만주를 유랑하는 시-
조은주 국학자료원

43
황병기 연구

-한국 전통음악의 지평을 넓히다-
앤드류 킬릭, 김희선 역 풀빛

44 민요와 국악작곡 이해식 영남대학교출판부

45 한국농악의 다양성과 통일성 김헌선 민속원

분야 : 자연과학 대한민국학술원

번호 (편)저자명 번역자명 출판사명

1 수학과 문화 한찬욱 인문사

2 수학적 전투 모델 이론 강정흥 교우사

3 2500년 동안의 측정의 교수학 김용태 교우사

4 수학 IN 음악 신현용 외 교우사

5 리만 기하학 김강태 교우사

6 유클리드 분할론
레이몬드 클레어 아치볼드,

도종훈 역
한국문화사

7 수학적 능력의 심리학
V. A. 크루테츠키(원저) 외,

송상헌 외 역
경문사

8 통계적 공정관리 박창순 외 자유아카데미

9
시간 연대기

-현대 물리학이 말하는 시간의 모든 것-
애덤 프랭크, 고은주 역 에이도스

10 입자충돌의 물리학 주경광 전남대학교출판부

11 완벽한 이론 : 일반상대성이론 100년사
페드루 G. 페레이라, 전대호

역
까치

12

FUNDAMENTALS OF FLUID DYNAMICS

-with an Introduction to Vector Calculus and Curvilinear

Coordinate System-

Kwang-Yul Kim SNUPRESS

합     계 45종  6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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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도서명 (편)저자명 출판사명

13 유기합성화학 조병태 자유아카데미

14
세포에서 문명까지

-생명의 진화가 우리에게 알려 주는 놀라운 사실들-
엔리코 코엔, 이유 역 청아출판사

15 수산자원의 평가와 관리 장창익
수산경제연구원BOOKS&

블루앤노트

16
소나무의 과학

-DNA에서 관리까지-
김진수 외 고려대학교출판부

17 멸종위기 식물에 생명의 빛을 윤의수 외 도서출판 진솔

18 고생물학개론
Michael J. Benton 외, 김종

헌 외 역
박학사

19 윈드프로파일러와 대기탐측 허복행 홍릉과학출판사

20 우주론(Ⅰ,Ⅱ)
후타마세 토시후미 외, 오충

식 외 역
지성사

21 한반도 형성사 최덕근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2 그린란드의 자연과 역사 박병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3 아시아의 이념과 복식문화 서봉하 ㈜교문사

24 건강기능식품의 개발 허선진 외 한국학술정보

25
국역 중국정사 여복지(상)

-후한서부터 신당서까지의 복식을 읽다-
소종 외 역 민속원

26 식품미생물학 이종경 외 파워북

27 보툴리눔·필러 임상해부학 김희진 외 도서출판 한미의학

28 (의학논문 작성을 위한) R 통계와 그래프 문건웅 한나래아카데미

29 대한민국 보건발달사 대한보건협회 지구문화사

30 (외래진료에서 꼭 쓰이는) 통증주사치료
Steven D. Waldman, 김용

철 역
도서출판 대한의학

31
(한권으로 끝내는) 임플란트

-임상 사진, 도해, 문헌 고찰로 쉽게 배우는 최신 임플란트-
홍순민 군자출판사

32
혈관접근

-혈액투석을 위한 혈관수술-

Samuel Eric Wilson, 김도균

외 역
가본의학

33 근거중심 임상 치과교정학
Robert L.Vanarsdall 외, 박

영국 외 역
지성출판사

34 (구강악안면재건을 위한) 미세혈관피판 김성민 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35 신경안과 증례집 김지수 외 범문에듀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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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도서명 (편)저자명 출판사명

36 갑상선·두경부외과학 대한갑상선두경부외과학회 범문에듀케이션

37 Kandel 신경과학의 원리(1,2)
Eric R. Kandel 외, 강봉균

외 역
범문에듀케이션

38 (증례를 통한) 어지럼의 이해 대한평형의학회 범문에듀케이션

39 건강 솔루션 비타민 D
마이클 홀릭, 비타민 D 정

보센터 역
푸른솔

40 세계의 독성식물
Michael Wink 외, 김진웅

외 역
도서출판 신일북스

41 評註 讀醫隨筆 周學海, 白上龍 國譯評註 집문당

42
역학의 발달

-역사적·비판적 고찰-
에른스트 마흐, 고인석 역 한길사

43
생물철학

-생명의 역사를 관통하는 변화의 철학-
최종덕 생각의힘

44 과학과 가설
앙리 푸앵카레, 이정우 외

역
에피스테메

45 빅데이터 컴퓨팅 기술 박두순 외 한빛아카데미

46
컴퓨터 비전

-기본 개념부터 최신 모바일 응용 예까지-
오일석 한빛아카데미

47
클라우드 컴퓨팅

-개념에서 설계, 아키텍처까지-
토마스 얼 외, 강송희 외 역 에이콘

48
게임 디자인 원리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게임 디자인 비법 100가지-

웬디 디스페인, 김정태 외

역
에이콘

49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모든 것

-임베디드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기초 기술부터 고급 해법까

지-

콜린 월즈, 허준영 역 에이콘

50
네트워크 포렌식

-네트워크 패킷 분석으로 해킹의 흔적을 찾아라-
조너선 햄 외, 김승관 외 역 에이콘

51

3차원 입체 영상 처리 기술

-입체 영상 제작을 위한 다시점 색상 및 깊이 정보 처리 기술

분석-

호요성 외 진샘미디어

52 데이터 사이언스 개론 김화종 홍릉과학출판사

53
무선 전력 전송

-이론 및 구현-
정용채 외 홍릉과학출판사

54
사물인터넷

-개념, 구현기술 그리고 비즈니스-
김학용 홍릉과학출판사

55
전기설계개론

-설계 기초에서 제작의 기본까지-

広瀬敬一, 한양대학교 에너

지변환연구실 역
홍릉과학출판사

56
(풍력발전 시스템의) 전력전자기술

-설계 및 제어-
정해광 외 한티미디어

57 운동수행능력 향상 트레이닝
Micheal A. Clark, 박일봉 외

역
도서출판 한미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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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도서명 (편)저자명 출판사명

58 조선의 칼과 무예 곽낙현 학고방

59 선박해양 유체역학 이승준 GS인터비전

60 창의설계입문 창의설계교육연구회 전남대학교출판부

61 (환경관리자를 위한) 생물학적 하·폐수처리 실무 이문호 홍문관

62 기초공학의 원리 이인모 씨아이알

63
지반역공학 I

-지반 거동과 모델링-
신종호 씨아이알

64 내파공학
Goda Yoshimi, 김남형 외

역
씨아이알

65 미학적으로 교량보기 문지영 씨아이알

66
환경치수와 물순환

-토양침투에 의한 치수계획설계·시공사례-
宮澤 博, 한무영 외 역 도서출판 동화기술

67 재난관리론 한국방재학회 도서출판 구미서관

합     계

총    계

67종  69권

295종 35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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