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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서명 저자 출판사 청구기호 소장위치

1
컴퓨팅 사고
소프트웨어를 통한 문제해결

David D. Riley,
Kenny A. Hunt

인피니티북스 004 R451c 2017
제1서고
단행본

2 (파이썬) 머신러닝 세바스티안 라슈카 지앤선
005.133 R183p
2017

제1서고
단행본

3
엑셀 2016 바이블
회사에서 필요한 기능은 모두 있다!

최준선 한빛미디어
005.36 C454e
2016

제1서고
단행본

4
엑셀 함수&수식 바이블
회사에서 필요한 함수&수식은 모두 있다!

최준선 한빛미디어
005.54 C454e
2015

제1서고
단행본

5
인포메이션
인간과 우주에 담긴 정보의 빅히스토리

제임스 글릭 동아시아 020.9 G481i 2017
제1서고
단행본

6
이토록 어여쁜 그림책
어느날 문득 어른이 된 당신께 드리는 그림책 마흔네
권

이상희 [외] 이봄 028.5 Y63i 2016
제1서고
단행본

7
탁월한 사유의 시선
우리가 꿈꾸는 시대를 위한 철학의 힘 : 건명원(建明
苑) 강의

최진석 21세기북스 102 C454t 2017
제1서고
단행본

8
고로 나는 존재하는 고양이
지혜로운 집사가 되기 위한 지침서

진중권 천년의상상 102 J562g 2017
제1서고
단행본

9
나는 누구인가(개정판)
진짜 나를 발견하고, 진짜 나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

최인호 지식공감 126 C454n 2016
제1서고
단행본

10
나답게 살 용기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는 아들러 심리학 카운슬링

기시미 이치로 알에치코리아
150.1953 Ad59k
2015b

제1서고
단행본

11
엄마를 위한 미움받을 용기
아들러 심리학의 성장 에너지

기시미 이치로 스타북스
150.1953 Ad59k
2015c

제1서고
단행본

12
아버지를 위한 상처받을 용기
아들러 심리학의 행복 에너지

기시미 이치로 스타북스
150.1953 Ad59k
2015d

제1서고
단행본

2 월 신착자료 리스트(국내서)

♣ 대출을 원하실 경우
   방문하시기 전에 대출하고자 하는 도서의 서명을 클릭하신 후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404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404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414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414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5878976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5878976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40074623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40074623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401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401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675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675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675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849066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849066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849066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723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723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334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334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334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334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334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1203726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1203726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4679844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4679844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341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34100025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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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을 원하실 경우
   방문하시기 전에 대출하고자 하는 도서의 서명을 클릭하신 후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
메시
혼돈에서 탄생하는 극적인 결과

팀 하포드 위즈덤하우스
153.35 H223m
2016

제1서고
단행본

14
라이징 스트롱
어떻게 더 강인하게 일어설 수 있는가

브레네 브라운 이마 158 B812r 2016
제1서고
단행본

15 꿈을 도둑맞은 사람들에게
잭 캔필드, 마크 빅
터 한센

슬로디미디어
158.1 C162d
2017

제1서고
단행본

16
나는 오늘도 가면을 쓰고 산다
진짜 내 마음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심리코칭

김미숙 대림북스
158.1 G422n
2016

제1서고
단행본

17 나는 평생 일만하다 가고 싶지 않다 김우태 마음세상
158.1 G427n
2017

제1서고
단행본

18
하기 싫은 일을 하는 힘
기 쓰지 않고도 끝까지 해내는 마음 관리법

홍주현 사우
158.1 H758h
2017

제1서고
단행본

19 (와튼 스쿨에서 배우는) 베스트 인생목표 이루기
캐롤라인 A. 밀러,
마이클 프리슈

물푸레
158.1 M612c
2017

제1서고
단행본

20 (최고가 되고 싶다면) 남이 싫어하는 일을 하라 오카노 마사유키 봄풀
158.1 Ok17g
2010

제1서고
단행본

21
마음이 기쁘면 몸이 춤춘다
몸과 마음을 살리는 웃음의 행복론

이상헌 현문미디어 158.1 Y6m 2016
제1서고
단행본

22
나를 사랑할 용기
인간관계를 둘러싼 88가지 고민에 대한 아들러의 가
르침

기시미 이치로 한국경제신문
158.2 Ad59k
2016

제1서고
단행본

23
용서에 대하여
용서의 가능성과 불가능성

강남순 동녘
158.2 G155y
2017

제1서고
단행본

24 혼자 상처받지 않는 법 미즈시마 히로코 시공사
158.2 M6998t
2017

제1서고
단행본

25
삶과 배려
배려의 의미와 실천

이수연, 한일조, 변
창진

학지사 158.2 Y63s 2017
제1서고
단행본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68987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68987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697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697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866224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5974451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5974451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375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88706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88706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866256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866256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45950112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45950112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258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258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029917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029917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029917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702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702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732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431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43100025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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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직장인을 위한) 왓칭 수업
내 상처를 치유할 권리

김상운 움직이는서재
158.26 G425w
2016

제1서고
단행본

27
윤리가 밥 먹여준다
윤리경영과 직업모럴

조관일 지식노마드 174.4 J567y 2017
제1서고
단행본

28
우계 성혼 평전
벼슬과 부귀를 멀리한 참선비

한영우 민음사
181.252 Se65h
2016

제1서고
단행본

29
원 워드
내 인생을 바꾸는 한 단어의 힘

존 고든, 댄 브리
튼, 지미 페이지

다산 4.0
248.4 B778o
2017

제1서고
단행본

30
반지성주의
미국이 낳은 열병의 정체

모리모토 안리 세종서적
261.70973 M825h
2016

제1서고
단행본

31
시작할 때 그 마음으로
법정이 우리의 가슴에 새긴 글씨

법정 책읽는섬
294.302 B45s
2017

제1서고
단행본

32
평생 걱정 없이 사는 법
마음이 지치고 심란할 때 읽는 반야심경의 지혜

페이융 유노북스
294.332 F323x
2017

제1서고
단행본

33
일상을 심플하게
오늘도 나는 심플하게 출발한다

마스노 순묘 나무생각
294.3927 M397k
2017

제1서고
단행본

34 고장난 자본주의 로버트 미지크 청년사 300 M687k 2017
제1서고
단행본

35
프로이트의 소파에 누운 경제
자본주의가 앓는 정신병을 진단하다

토마스 세들라체
크, 올리버 탄처

세종서적 300 Se29l 2017
제1서고
단행본

36
코리아 아젠다 2017
서울대교수 20인이 제시하는 현실비전

강태진 외 나녹
301.0951 G155k
2017

제1서고
단행본

37
곤란한 성숙
미성숙한 사회에서 성숙한 어른 되기

우치다 타츠루 바다
301.0953 Uc4k
2017

제1서고
단행본

38
냉소 사회
냉소주의는 어떻게 우리 사회를 망가뜨렸나

김민하 현암사
302.17 G422n
2016

제1서고
단행본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262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262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262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866402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866402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41481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41481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41788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41788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467862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467862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68981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68981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726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726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288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288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763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866257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866257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817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817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389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389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5974442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597444200025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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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리더십 입문(원서3판번역서)
개념과 실천

피터 G. 노스하우
스

시그마프레스
303.34 N817i
2016

제1서고
단행본

40
내 안의 빅데이터를 깨워라
빅데이터 인공지능시대 생존 전략

백신정 7일경제연구소
303.483 B146n
2016

제1서고
단행본

41
제4차 산업혁명 미래기술과 기업보안
기술에서 보안까지 미래전망보고서

김형종 [외] 인포더북스
303.483 G419j
2017

제1서고
단행본

42
미래는 더 나아질 것인가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인간의 미래

과학기술정책연구
원 미래연구센터

알에이치코리아
303.483 G994m
2016

제1서고
단행본

43
선배수업
먼저 산 자, '선배시민' 의 단단한 인생 2막을 위하여

김찬호 [외] 서해문집
305.26 G415s
2017

제1서고
단행본

44 아무래도 아이는 괜찮습니다 시카이 준코 아르테
305.42 Sa28k
2017

제1서고
단행본

45
우리에겐 언어가 필요하다(2판)
입이 트이는 페미니즘

이민경 봄알람
305.42 Y59u
2016

제1서고
단행본

46 지식인의 역할은 무엇인가 토머스 소웰 부글북스
305.552 So92i
2017

제1서고
단행본

47
독일을 이야기하다
머리로 보고 몸으로 겪은 독일을 가슴으로 쓰다

한독경제인회 새녘
306.0943 H192d
2016 v.1-2

제1서고
단행본

48
가족이 날 아프게 한다
가장 가깝지만 가장 이해하기 힘든 우리 시대 가족
해부서

시모주 아키코 경향BP 306.85 Si1k 2017
제1서고
단행본

49 시골 빈집에서 행복을 찾다 이케다 하야토 라이팅하우스 307.72 Ik3m 2016
제1서고
단행본

50
오만과 무능
굿바이, 朴의 나라

전여옥 독서光
320.02 J461o
2016

제1서고
단행본

51 국가란 무엇인가(개정신판) 유시민 돌베개 320.1 Y93g 2017
제1서고
단행본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5759216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5759216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5759216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5759216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5759216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782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782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464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464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027794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027794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392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392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41484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5692207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5692207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5692207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5692207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5692207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41618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773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773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395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395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395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5976437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5965748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5965748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41335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41335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41335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4133500025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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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지리의 힘
지리는 어떻게 개인의 운명을, 세계사를, 세계 경제
를 좌우하는가

팀 마샬 사이
320.12 M358p
2016

제1서고
단행본

53
민주주의를 만든 생각들.
근현대 편, 마키아벨리에서 아렌트까지

구민정, 권재원 휴머니스트
320.51 G93m
2011

제1서고
단행본

54
민주주의를 만든 생각들.
고대편, 페리클레스에서 아우구스티누스까지

구민정, 권재원 휴머니스트
320.51 G93m
2011a

제1서고
단행본

55
한국인의 발견
한국 현대사를 움직인 힘의 정체를 찾아서

최정운 미지북스
320.951 C454h
2016

제1서고
단행본

56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 정창수 [외] 답
320.951 J462c
2016

제1서고
단행본

57
대통령님, 촬영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전속 사진사의 부치지 못한 편지

장철영 이상미디어
320.951 N659j
2017

제1서고
단행본

58 스트롱맨의 시대 매일경제 국제부 청림출판
320.973 M266s
2017

제1서고
단행본

59 (EBS 다큐프라임) 민주주의
EBS 다큐프라임
<민주주의> 제작
팀, 유규오

후마니타스
321.8 Eb79m
2016

제1서고
단행본

60
위대한 독재자가 되는 법?
빠르게 권력을 얻고, 최대한 길게 머무르며, 많이 챙
기는 방법

미칼 헴 에쎄 321.9 H37k 2016
제1서고
단행본

61
대한민국이 묻는다
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

문재인 21세기북스
324.2092 M92d
2017

제1서고
단행본

62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 이재명 메디치
324.2092 Y58i
2017

제1서고
단행본

63
19대 대통령
세 친구의 2017 대선 전망

박시영, 이상일, 김
지연

Talk show
324.951 B149s
2016

제1서고
단행본

64
(21세기 자본을 위한) 이단의 경제학
되짚어 보는 지구촌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박양수 아마존의나비 330 B149i 2017
제1서고
단행본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5699745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5699745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5699745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40490227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40490227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47264160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47264160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028008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028008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350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844245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844245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41778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5976393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5976393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467557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467557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467557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810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810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41331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684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684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469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469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46900025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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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기초 계량경제학 이윤복 형설
330.015195 Y67g
2017

제1서고
단행본

66 부자는 왜 필사적으로 교양을 배우는가 가야 게이치 시그마북스
330.02 K18o
2017

제1서고
단행본

67 자본주의에 희망은 있는가 슬라보예 지젝 문학사상
330.122 Z69t
2017

제1서고
단행본

68
로컬 차이나
급변하는 중국 시장, 현지 기업에서 답을 찾다

김도인 미래의창
330.952 G416r
2017

제1서고
단행본

69 (미쉬킨의) 화폐와 금융(원서11판번역본)
Frederic S.
Mishkin

퍼스트북 332 M687e 2017
제1서고
단행본

70
(2017) 대한민국 재테크 트렌드
초저성장, 초고령화 시대의 투자 생존법

조선일보 경제부 momentum
332.024 J773d
2017

제1서고
단행본

71
(트럼프가 짚어주는) 똑똑한 투자법
트럼프노믹스 알아야 새로운 돈맥脈 찾는다

매일경제 증권부 매일경제신문사
332.024 M266t
2017

제1서고
단행본

72
부의 10년 법칙
2017-2018 재테크 골든타임이 온다

서태욱 청림출판
332.024 Se61b
2017

제1서고
단행본

73
로보 파이낸스가 만드는 미래 금융 지도
우리가 알던 금융의 종말

김지혜 한스미디어
332.1 G421r
2017

제1서고
단행본

74 금융기관론(제3판) 권재중 [외] 청람
332.1 G995g
2016

제1서고
단행본

75
금융, 배워야산다
생각하는 금융, 지적인 시장분석

최일, 박경화 한국경제신문
332.4 C454g
2017

제1서고
단행본

76 현대투자론(2판)
우춘식, 조재호, 신
용균

탑북스 332.6 U3h 2016
제1서고
단행본

77 (10년 후에도 변하지 않을) 부동산 투자의 정석 김원철 알키
332.6324 G428b
2016

제1서고
단행본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440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849001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398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749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749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753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753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753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753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753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799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799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799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41469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41469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41469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866268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866268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41775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41775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5716674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5716674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5716674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5716674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474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474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5968051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5968051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5968051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5968051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41462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4146200025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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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미국 새 행정부의 경제와 안보 정책
통화정책 실험과 정치 분열기의 세계 경제
한미 경제 협력: 현황과 전망

IGE/KITA Global
Trade Forum

세계경제연구원 337 Se39i 2016
제1서고
단행본

79
To. 스타트업
잘 나가는 스타트업 창업자들의 희망 메시지

대니 베일리, 앤드
류 블랙먼

스타리치북스
338.04 B154d
2017

제1서고
단행본

80
제4의 물결이 온다
4차산업혁명, 부의 기회를 잡아라

최윤식, 최현식 지식노마드
338.544 C457j
2017

제1서고
단행본

81
우리들의 변호사
삼례 나라슈퍼, 익산 택시 기사 살인 사건, 그리고 재
심

박준영 이후
340.02 B148u
2016

제1서고
단행본

82
콜라보네이션
시민 X 안희정 : 경험한 적 없는 나라

안희정 스리체어스
352.14092 An1c
2016

제1서고
단행본

83
대통령은 없다
대통령이 갖춰야 할 10가지 조건

월러 R. 뉴웰 21세기북스
352.236 N449s
2016

제1서고
단행본

84 안보전쟁 김종대 인물과 사상사
355.033551
G421a 2016

제1서고
단행본

85
군대 가기 전엔 미처 몰랐던 49가지
군대 가서 철든 어느 이등병의 편지

양서우 살림 355.1 Y17g 2016
제1서고
단행본

86
안녕, 매튜
식물인간이 된 남동생을 안락사시키기까지 8년의 기
록

캐시 란젠브링크 이와우
362.196849
R298l 2016

제1서고
단행본

87
4차원 교육 4차원 미래역량
21세기 무엇을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가?

찰스 파델, 마야 비
알릭, 버니 트릴링

새로온봄 370.1 F12f 2016
제1서고
단행본

88 학력의 경제학 니시카와 준 사과나무
371.42 N634o
2016

제1서고
단행본

89
왜 대학에 가는가
대학은 우리에게 무엇이었고 무엇이고 무엇이어야
하는가

앤드루 델반코 문학동네
378.73 D376c
2016

제1서고
단행본

90
생각하는 술꾼
의식 있는 주당들의 술에 관한 기분 좋은 이야기

밴 맥팔랜드, 톰 샌
드햄

시그마북스
394.13 M164t
2017

제1서고
단행본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41711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41711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41711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451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451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866263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866263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027945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027945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027945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5859870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5859870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5951439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5951439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4493852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41487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41487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467725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467725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467725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5965897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5965897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5840649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5699252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5699252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5699252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694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69400025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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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펜타메로네
테일 오브 테일스

잠바티스타 바실레 책세상
398.20945 B292p
2016

제1서고
단행본

92
촘스키,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이 시대 최고 지성 촘스키의 인간에 대한 네 가지 질
문

노엄 촘스키 와이즈베리 401 C458w 2017
제1서고
단행본

93 한국어 교육의 이론과 실제(3판)

서울대학교 한국어
문학연구소, 서울
대학교 국어교육연
구소,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아카넷
410.7 Se67h
2017 v.1-2

제1서고
단행본

94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
딱 한 권만 넘으면 영어 울렁증이 사라진다

김민식 위즈덤하우스 428 G422y 2017
제1서고
단행본

95 말할 수 없는 비밀 들리지 않는 진실 윤재성 베리북
428.34 Y97m
2017

제1서고
단행본

96 기초통계학의 이해와 활용(개정증보판) 문수백 신정 519.5 M92g 2017
제1서고
단행본

97 R 프로그래밍 허명회 자유아카데미
519.50285 H41r
2017

제1서고
단행본

98
지루한 사람과 어울리지 마라
제임스 왓슨의 유쾌한 인생철학과 과학 이야기

제임스 듀이 왓슨 반니
572.8092 W334a
2016

제1서고
단행본

99
시민을 위한 테크놀로지 가이드
더 나은 미래로 향하는 기술비평

이영준, 임태훈, 홍
성욱

반비 601 Y67s 2017
제1서고
단행본

100
과학으로 먹는 3대 영양소
탄수화물·지방·단백질

정주영 전파과학사
613.2 J464g
2017

제1서고
단행본

101
(저탄수화물 고필수지방 음식치료) 좋은 지방이 내
몸을 살린다

이권세, 조창인, 채
기원

솔트앤씨드
613.284 Y55j
2017

제1서고
단행본

102
몸이 아니라고 말할 때
당신의 감정은 어떻게 병이 되는가

게이버 메이트 김영사
616.08 M414w
2015

제1서고
단행본

103
기적의 3분 시력운동 달력
하루 1장씩! 보기만 해도 저절로 시력이 좋아지는 매
일매일 눈운동

히비노 사와코 이덴슬리벨
617.7 H522h
2017

제1서고
단행본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5951436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5951436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41478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41478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41478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426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426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426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426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849078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849078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739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436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436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436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436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410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47072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47072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710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710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41595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41595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649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649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649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0796536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0796536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330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330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33000025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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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당신은 무엇을 먹고 사십니까 선재 불광
641.5 H118d
2017

제1서고
단행본

105 케이터링
김석연, 박창수, 함
영덕

지식인
642.4 G425k
2017

제1서고
단행본

106 옷을 사려면 우선 버려라 지비키 이쿠코 Yuna 646.3 J561f 2016
제1서고
단행본

107
파스타는 검은 접시에 담아라
상위 1% 고수의 장사 감각

우지케 슈타 라이스메이커
647.95068 Uj5p
2016

제1서고
단행본

108
(10일 만에 끝내는) MBA(개정판)
세계 10대 경영대학원에서 가르치는 MBA 핵심 코스

스티븐 실비거 비즈니스북스 650 Si32t 2017
제1서고
단행본

109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가장 기본적인 소망에 대하여

김승호 스노우폭스북스
650.1 G425a
2017

제1서고
단행본

110 나쁜 습관 정리법 고도 도키오 지식너머
650.1 G547s
2017

제1서고
단행본

111
촌년들의 성공기
당당하게 직진하라

서수민, 조선희 인플루엔셜
650.1 Se61c
2017

제1서고
단행본

112
월급 역전
몸값 올릴 줄 아는 회사원의 14가지 전략

신우익 한빛비즈 650.1 Si62w 2016
제1서고
단행본

113
너 때문에 회사 가기 싫어
꼴보기 싫은 직장 내 진상 대처법

고바야시 에치, 고
바야시 마아야

넥서스BIZ
650.13 K792z
2017

제1서고
단행본

114 (최신) 회계원리 이종태 교육과학사 657 Y58h 2017
제1서고
단행본

115
심플이 살린다
복잡성 늪에 빠진 조직과 기업을 구하는 보스턴컨설
팅그룹의 여섯 가지 전략

이브 모리유, 피터
톨먼

Korea.com 658 M825s 2017
제1서고
단행본

116
(전 재무부 장관·전 신한은행장) 이용만 평전
모진 시련을 딛고 일어선 인생 이야기

공병호 21세기북스
658.0092 Y67g
2017

제1서고
단행본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232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41718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68984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41465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41465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786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786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786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786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786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786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716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716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866206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41602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41602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41430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41430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313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313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4171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4171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691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691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691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456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456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456000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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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장사도 인문학이다
10년간 시장바닥에서 배운 인문학

정진우 무한
658.11 J464j
2017

제1서고
단행본

118 (창업의 길에서) 비즈니스를 디자인하다 여인국 학현사 658.11 Y4b 2017
제1서고
단행본

119 관리회계 James Jiambalvo 이앤비플러스
658.1511 J561m
2015

제1서고
단행본

120
생각의 미래
미래를 통찰하는 시스템사고

조셉 오코너, 이안
맥더모트

지식노마드
658.31244 Oc5a
2016

제1서고
단행본

121 최신 노사관계론 민경호, 정성진 무역경영사
658.315 M66c
2017

제1서고
단행본

122 조직이론과 설계(원서12판번역본) Richard L. Daft 한경사
658.4 D132o
2016

제1서고
단행본

123
목적의 힘
성공하는 사람들의 작지만 위대한 습관

댄 폰테프랙트 KMAC
658.4 P777p
2016

제1서고
단행본

124 설득하지 말고 납득하게 하라 한철환, 김한솔 비즈페이퍼
658.401 H19s
2016

제1서고
단행본

125
미래전략 시나리오 플래닝
조직의 성과를 이끄는 궁극의 변화전략

토마스 처맥 골든어페어
658.4012 C423s
2017

제1서고
단행본

126 인생은 전략이다 이재형 투데이
658.4012 Y58i
2017

제1서고
단행본

127
1등의 전략
전 세계 1% 경영자들에게만 허락된 MIT 명강의

히라이 다카시 다산북스
658.403 H614s
2017

제1서고
단행본

128
오픈데이터, 지금이 기회다!
핫 스타트업, 스마트한 투자, 정통한 마케팅, 신속한
혁신을 위한 비법

Joel Gurin 투이컨설팅
658.4038 G962o
2016

제1서고
단행본

129 도널드 트럼프와 어떻게 협상할 것인가 안세영 한국경제신문
658.4052 An1d
2017

제1서고
단행본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250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250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444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444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4431791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658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658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420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3452350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3452350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3452350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3452350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41448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41448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5952535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805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805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222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779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779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324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324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324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48100025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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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경영자 코칭 심리학(원서2판번역본)
리더를 성공으로 움직이는 힘

Bruce Peltier 학지사
658.407124
P368p 2017

제1서고
단행본

131
CSV 이노베이션
하버드 대학 마이클 포터 교수의 '공유 가치 창출' 경
영

후지이 다케시 한언
658.408 F9553s
2016

제1서고
단행본

132
누가 이길까?
사자가 이끄는 양떼 vs 양이 이끄는 사자떼

켄 블랜차드 베이직북스
658.4092 B592h
2017

제1서고
단행본

133 조직의 성과를 이끌어내는 리더십 다니엘 골먼 [외] 매일경제신문사
658.4092 G581h
2015

제1서고
단행본

134
아웃사이트
변화를 이끄는 행동 리더십

허미니아 아이바라 시그마북스
658.4092 Ib1a
2016

제1서고
단행본

135 리더십(원서6판번역본)

Robert N.
Lussier,
Christopher F.
Achua

한경사
658.4092 L976l
2016

제1서고
단행본

136 CEO로 살아가는 이유 성광모 위드윈
658.4092 Se65c
2017

제1서고
단행본

137
효율성 분석 이론
자료포락분석과 확률변경분석

고길곤 문우사
658.515 G533h
2017

제1서고
단행본

138
(괴짜 예술가들의) 별난 마케팅
상식과 통념을 깨는 천재 예술가들의 비즈니스 전략

최정훈 팬덤북스
658.8 C454b
2017

제1서고
단행본

139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마케팅적 사고방식

강민호 와이비
658.8 G155b
2017

제1서고
단행본

140 통합마케팅([7판]) 유동근, 서승원 法文社 658.8 Y9t 2017
제1서고
단행본

141 마케팅 조사론 문창권 [외] 박영사
658.83 M92m
2017

제1서고
단행본

142 마케팅조사(제4판) 이학식 집현재
658.83 Y56m
2017

제1서고
단행본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74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74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74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74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74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5700026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5700026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5700026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766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766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1074228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5699964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5699964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41444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41444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41444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41444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448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227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227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759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759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759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461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461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246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246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246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246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41781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467027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467027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467027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46702700025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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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된다! 마케팅 자동화
구글, 메일침프, IFTTT, 훗스위트

박주훈, 황준식 이지스퍼블리싱
658.872 B148d
2017

제1서고
단행본

144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인스타그램 마케팅 고아라, 황유경 메카피아
658.872 G533i
2017

제1서고
단행본

145
오늘도 출근합니다
절망의 오피스레이디

킵고잉 알에이치코리아
741.5951 K533o
2016

제1서고
단행본

146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감성으로 배우는 생각 이야기

최윤규 책이 있는 마을
791.4302 C457w
2017

제1서고
단행본

147
어쩌면 별들이 너의 슬픔을 가져갈지도 몰라
김용택의 꼭 한번 필사하고 싶은 시

김용택 예담
808.81 G429e
2015

제1서고
단행본

148
너를 사랑했던 시간
지난 사랑과 지금의 사랑이 함께 말을 걸어온다

이근대 쌤앤파커스
808.81 Y55n
2016

제1서고
단행본

149 이상문학상 작품집. 제41회 구효서 [외] 문학사상
813.08 Y69m
v.41

제1서고
단행본

150
칼과 학
정범종 장편소설

정범종 은행나무
813.75 J462k
2016

제1서고
단행본

151
공터에서
김훈 장편소설

김훈 해냄
813.76 G419g
2017

제1서고
단행본

152
거짓말이다
김탁환 장편소설

김탁환 북스피어
813.77 G426g
2016

제1서고
단행본

153
베개를 베다
윤성희 소설집

윤성희 문학동네
813.78 Y98b
2016

제1서고
단행본

154
스파링
도선우 장편소설

도선우 문학동네
813.81 D65s
2016

제1서고
단행본

155 (쓸쓸하고 찬란한 神) 도깨비 1 김은숙 알에이치코리아
813.81 G417d
2017 v.1

제1서고
단행본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407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407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477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4770002591%23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03200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03200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25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25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39984726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39984726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41459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41459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88721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88721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88721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026139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026139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41767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41767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5684481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5684481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4523487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4523487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027659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027659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298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298000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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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너무 한낮의 연애
김금희 소설

김금희 문학동네
813.81 G418n
2016

제1서고
단행본

157
시간 망명자
실패한 밀정이었던 사내에게 내려진 마지막 미션

김주영 인디페이퍼
813.81 G421s
2017

제1서고
단행본

158
아무도 아닌
황정은 소설

황정은 문학동네
813.81 H991a
2016

제1서고
단행본

159 미스 함무라비 문유석 문학동네
813.81 M92m
2016

제1서고
단행본

160
이상한 나라의 흰 토끼
명윤 장편소설

명윤 D&C Books
813.81 M992i
2017

제1서고
단행본

161
냇물아 흘러흘러 어디로 가니
신영복 유고

신영복 돌베개 814.6 Si62n 2017
제1서고
단행본

162
싸울 때마다 투명해진다
은유 산문집

은유 서해문집
814.81 Eu61s
2016

제1서고
단행본

163
손잡고 더불어
신영복과의 대화

신영복 돌베개 815.8 Si62s 2017
제1서고
단행본

164
공간의 온도
나를 품어주는 일상의 사소한 곳들

박정은 다온북스
818.81 B148g
2016

제1서고
단행본

165
타란툴라
밥 딜런 소설

밥 딜런 문학동네
823.54 D992t
2016

제1서고
단행본

166 리바이벌 스티븐 킹 황금가지
823.54 K587r
2016

제1서고
단행본

167 토니와 수잔 오스틴 라이트 오픈하우스
823.54 W93t
2016

제1서고
단행본

168 온라인 걸, 사랑에 빠지다 조이 서그 미메시스
823.6 Su34g
2017

제1서고
단행본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4572432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4572432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41660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41660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5952607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5952607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5913217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41650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41650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467599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467599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467978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467978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467619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467619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41454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41454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026131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026131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029959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844301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713000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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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죽여 마땅한 사람들 피터 스완슨 푸른숲
823.6 Sw24k
2016

제1서고
단행본

170
사람으로 산다는 것
삶의 끝에서 헤닝 만켈이 던진 마지막 질문

헤닝 만켈 뮤진트리
839.7374 M314k
2017

제1서고
단행본

171
벌들의 역사
마야 룬데 장편소설

마야 룬데 현대문학
839.8238 L972b
2016

제1서고
단행본

172
열세 살 마리옹,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내 딸은 학교 폭력의 피해자입니다

노라 프레스 비전비엔피
848.92 F842y
2016

제1서고
단행본

173
그가 미친 단 하나의 문제, 골드바흐의 추측
최고의 수학 난제가 남긴 최고의 수학소설

아포스톨로스 독시
아디스

풀빛
889.334 D769t
2017

제1서고
단행본

174
너무 시끄러운 고독
보후밀 흐라발 장편소설

보후밀 흐라발 문학동네
891.8635 H854p
2016

제1서고
단행본

175
그때 당신이 거기에 있었다
내 인생에 빛이 되어준 사람들

류통 올댓북스 895.18 L74x 2017
제1서고
단행본

176 드래곤플라이 가와이 간지 작가정신
895.636 K1793d
2016a

제1서고
단행본

177 슬픔의 밑바닥에서 고양이가 가르쳐준 소중한 것 다키모리 고토 네오픽션
895.636 T1399k
2016

제1서고
단행본

178 여행의 기술(개역판) 알랭 드 보통 청미래
910.01 D352a
2011

제1서고
단행본

179 캐나다(개정2판)
ブル-ガイド海外
版出版部

시공사
910.202 J983s
v.23

제1서고
단행본

180
걸어서 세계속으로
나홀로 유럽여행 : 남유럽 동유럽 편

KBS <걸어서 세계
속으로> 제작팀

봄빛서원
914.04 H1931g
2016

제1서고
단행본

181 내일은 후쿠오카 온 더 로드 착한책방
915.304 On1n
2016

제1서고
단행본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5975748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707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707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467850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467850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46762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46762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41666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41666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5473618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5473618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729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700729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467488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155622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45723349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45723349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45723349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45723349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470761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470761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470761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470761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026126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026126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030097000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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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신사임당, 그녀를 위한 변명
시대와 권력이 만들어낸 신사임당의 이미지 변천사

고연희 [외] 다산기획
920.72 Si62g
2016

제1서고
단행본

183 예술을 사랑한 신사임당 강석진 레몬북스
920.72 Si62g
2017

제1서고
단행본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5974400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5974400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ALL:82SNU_INST21567003860002591

	2월(국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