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년 청구기호▲ 자료실

1 (10년차 디자이너에게 1:1로 배우는) 모션 그래픽 디자인 강의 + 애프터 이펙트 이수정 한빛미디어 2016 006.686 016너 자료열람실301

2 (Do it!) 레빗 : BIM 설계의 시작 : 기초 모델링부터 도면 제작과 공동작업까지! 장동수 이지스퍼블리싱 2016 720.2840285 016갸 자료열람실301

3 (NCS 직업기초능력 기반) 문제해결능력과 사고력 김민수 金珉秀 연경문화사 2016 658.3124 016고 자료열람실301

4 (갈등을 극복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평화 형성 서클 Pranis, Kay KAP 2016 364.68 016가 자료열람실301

5 (글로벌 금융전문가 이도헌의) 나는 돼지농장으로 출근한다 이도현 스마트북스 2016 630.2 016거 자료열람실301

6 (글로벌) 재무게임론 김종권 탑21북스 2016 658.15 016기 자료열람실301

7 (김주필 박사가 들려주는) 알면 유익한 자연의 세계 김주필 써네스트 2016 570 016나 자료열람실301

8 (모던) C++ 프로그래밍 입문 음두헌 陰斗憲 가메출판사 2016 005.133Ca 016누 자료열람실301

9 (선강통과 후강통을 관통하는) 중국 주식 가치 투자 100 : 10년 후에 100배 오르는 '중국 명품 주식!' 신정규 매일경제신문사 2016 332.63220952 016가 자료열람실301

10 (소규모 동네 카페를 위한) 카페 디자인 레시피 이존서 팜파스 2016 647.95068 016나 자료열람실301

11 (소설로 읽는) 일상적 사물과 시공간 김병덕 시인동네 2016 811.309 016냐 자료열람실401

12 (소켓 개발 입문자를 위한) 백박스 기반의 파이썬 2.7 오동진 에이콘 2016 005.133P 016더 자료열람실301

13 (신비로운 그녀,) 아버지의 딸 Konigsburg, E. L 문학과지성사 2016 823 K82m 016가 자료열람실401

14 (완벽한 IT 인프라 구축을 위한) Docker : 인프라 기초 지식 & 코드에 따른 환경 구축의 자동화 아좌지보 阿佐志保 정보문화사 2016 005.1 016누 자료열람실301

15 (캠벨) 생명과학 : 요점과 문제풀이 Campbell, Neil A. 바이오사이언스출판 2016 570 016냐 자료열람실301

16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 읽기 : 현대 전략사상을 만든 고전의 역사 Heuser, Beatrice 일조각 2016 355.02 016겨 자료열람실301

17 (팀 켈러의) 설교 Keller, Timothy J. 두란노 2016 251 016가 자료열람실301

18 (프레스가공의) 불량과 대책 김세환 金世煥 대광서림 2016 671.33 016가 자료열람실301

19 (피터 드러커로 본) 경영의 착각과 함정들 : 건강한 한국 기업을 위한 피터 드러커의 제언 송경모 宋炅模 을유문화사 2016 658 016더 자료열람실301

20 MBA 바이블 : 지금까지의 매니지먼트 : 실행편 McGrath, James 처음북스 2016 658.4 016니 자료열람실301

21 MBA 바이블 : 지금까지의 매니지먼트 : 이론편 McGrath, James 처음북스 2016 658.4 016다 자료열람실301

22 감정, 멈추고 들여다보기 : 어떤 고민과 걱정에도 자유롭고 행복해지는 비결 유영희 위닝북스 2016 152.4 016기 자료열람실301

23 고려시대의 삶과 노래 이정선 李正善 보고사 2016 811.913 016가 자료열람실401

24 공부는 왜 하는가 장만채 알에이치코리아 2016 371.3 016노 자료열람실301

25 과학이 보인다 : 과학의 역사 & 동아시아의 과학 양재승 식안연 2016 509 016교 자료열람실301

26 국가는 거대한 허구다 Bastiat, Frédéric 이책 2016 320.1 016거 자료열람실301

27 국가안전보장론 군사학연구회 북코리아 2016 355.03 016갸 자료열람실301

28 금융일반상식 서울커리어아카데미. 취달청 에듀크라운 2017 332.076 017가 자료열람실301

29 기쁨 Pépin, Charles 니케북스 2016 843 P422j 016가 자료열람실401

30 꼭 알고 싶은 독서치유의 모든 것 : 독서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다 윤선희 소울메이트 : 원앤원콘텐츠그룹 2016 615.8516 016겨 자료열람실301

31 나는 날조기자가 아니다 : 우에무라 다카시 전 기자의 '위안부' 최초 보도, 그리고 그 후 식촌륭 植村隆 푸른역사 2016 070.92 식촌륭 016가 자료열람실301

32 나는 너의 이상한 그림자 김지연 글빛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811.37 김지연 나016가 자료열람실401

33 나는 왜 세계기독교인이 되었는가 : 마크 놀의 세계기독교 이야기 Noll, Mark A. 복있는사람 2016 230.092 N793 016가 자료열람실301

34 나도 꼬마 빌딩을 갖고 싶다 : 꼬마 빌딩 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할 것들 김인만 원앤원콘텐츠그룹 2016 332.6324 016댜 자료열람실301

35 네 '멋'대로 살아라! : 진정한 '내면의 반항'이란 무엇인가? Rajneesh, Bhagwan Shree 젠토피아 2016 299.93 016갸 자료열람실301

36 네트워크 운용 남기진 내하출판사 2016 004.6 016그 자료열람실301

37 누구나 자격지심은 있다 공진수 대림북스 2016 155.2 016그 자료열람실301

38 뉴욕 변호사, 기획을 만나다 : 뉴욕 로펌의 1년을 1시간에 경험한다 장준환 한스컨텐츠 2016 658.4012 016냐 자료열람실301

39 대한민국의 법률가 : 변화하는 법조에 관한 경험적 탐구 이재협 박영사 2016 340.023 016갸 자료열람실301

40 데이터 분석과 해석 : R 통계학 권혁제 박영사 2016 519.50285 016됴 자료열람실301

41 데이터 분석과 해석 : SAS 통계학 권혁제 박영사 2016 519.50285 016두 자료열람실301

42 독일의 문화정책과 문화경영 김화임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6 353.70943 016가 자료열람실301

43 돌봄 : 사랑의 노동 : 여성, 평등, 그리고 의존에 관한 에세이 Kittay, Eva Feder 박영사 2016 305.42 016뇨 자료열람실301

44 디지털인문학과 지식플랫폼 : 문학지리정보를 에디팅한 플랫폼 <디지털인문학 한강> 구축 과정과 결과 임수경 청동거울 2016 001.30285 016가 자료열람실301

45 똑 소리나는 일반상식 : 종합편 시사상식연구소 시대고시기획 2017 031.1 017가 자료열람실301

도서관 입수도서



46 문화와 정체성 : 현대 러시아 문학과 연극이 던진 질문들 조유선 뿌쉬낀하우스 2016 891.709 016가 자료열람실401

47 물리 오디세이 : 세상을 설명하는 물리학, 그 첫걸음을 위한 안내서 이진오 한길사 2016 530 016규 자료열람실301

48 민초들은 봉인가 : 류인석 칼럼집 유인석 柳仁錫 오늘의문학사 2016 070.442 016거 자료열람실301

49 불안불안 월급 받을래? 따박따박 월세 받을래! 고종옥 매일경제신문사 2016 332.6324 016더 자료열람실301

50 비상시의 문/법 : 식민지/제국 체제의 삶, 문학, 정치 차승기 그린비 2016 811.09 016로 자료열람실401

51 사이드 트랙 : 헨닝 망켈 장편소설 Mankell, Henning 웅진지식하우스 2016 839.73 M278v 016가 자료열람실401

52 상처를 떠나보내는 시간 : 쓰면서 치유하는 심리처방전 김세라 보아스 2016 158.1 016뱌 자료열람실301

53 새벽2시, 페소아를 만나다 : 나를 묻는 밤의 독서 김운하 필로소픽 2016 809 016냐 자료열람실401

54 생각하지 않는 부엌 고목에미 高木ゑみ 시드앤피드 : 박하 2016 641.5 016규 자료열람실301

55 생명 내부로부터의 혁명 성평건 成平健 나눔사 2016 650.1 016쇼 자료열람실301

56 서구 정신의 원형 : 서구 보편주의를 넘어서 남경희 南京熙 아카넷 2016 190 016너 자료열람실301

57 세계화와 글로벌경영 박의범 두남 2016 658.18 016갸 자료열람실301

58 세카이계란 무엇인가 : 에반게리온 이후 오타쿠 문화의 역사 전도현 前島賢 워크라이프 2016 306.40953 016가 자료열람실301

59 시간의 지평에서 존재를 논하다 : 운정 소광희의 철학적 사유의 길 강학순 姜學淳 철학과현실사 2016 110 016가 자료열람실301

60 실행연구 : 이론과 방법 박창민 아카데미프레스 2016 370.72 016갸 자료열람실301

61 아담의 Y 염색체 : 김춘규 장편소설 김춘규 알에이치코리아 2016 811.37 김춘규 아016가 자료열람실401

62 알타이 초원의 기마인 : 2500년의 잠에서 깨어난 얼음공주와 미라전사들 Polosʹmak, N. V (Natalʹi'a' Viktorovna) 주류성 2016 952.96 016갸 자료열람실401

63 어린이 책 비밀의 독서 : 어른들은 모르는 어린이 마음 어린이책 공룡트림 텍스트 2016 028.55 016거 자료열람실301

64 언어문화로 본 일본 사정의 이해 천호재 千昊載 역락 2016 306.0953 016고 자료열람실301

65 예제로 마스터하는 대학 미적분 석정준전 石井俊全 프리렉 2016 515 016갸 자료열람실301

66 오늘도 솔직하지 못했습니다 : 자토의 소소한 자취 일기 하지나 시공사 2016 811.8 하지나 오016가 자료열람실401

67 응용다변량분석 : 이론, 방법론, SAS 활용 성웅현 탐진 2016 519.535 016거 자료열람실301

68 이 글을 읽는 사람에게 영원한 저주를 : 마누엘 푸익 장편소설 Puig, Manuel 문학동네 2016 863 P979m 016가 c.3 자료열람실401

69 인페르노 : 스페셜 일러스트 에디션 Brown, Dan 문학수첩 2016 823 B877i 016가 자료열람실401

70 잘 팔리는 기획의 본질 : 매체 창의성부터 코즈(Cause) 마케팅까지 이우철 ER북스 : 이코노빌 2016 658.4012 016너 자료열람실301

71 중독 그리고 도파민 이재원 Zzim 2016 616.86 016가 자료열람실301

72 중세·근대 국어의 이해 조창규 역락 2016 411.5 016구 자료열람실301

73 지금은 더 이상 없다 : 모리 히로시 장편소설 삼박사 森博嗣 한스미디어 2016 813.37 삼박사 금016가 자료열람실401

74 진짜 홍콩 마카오 100 : 짧고 굵게 여행하자! 문철진 미디어샘 2016 915.299 016가 자료열람실401

75 집중투자 : 거대한 부를 창출한 대가들의 진짜 투자 비법 Benello, Allen C 에프엔미디어 2016 332.6 016구 자료열람실301

76 처음 만나는 뇌과학 이야기 : 일상 속에 숨겨진 재미있는 뇌의 비밀 양은우 카시오페아 2016 612.82 016규 자료열람실301

77 침묵의 세일즈맨 Lewin, Michael Z 북스피어 2016 823 L672s 016가 자료열람실401

78 통계로 풀어가는 빅데이터 박성현 한국표준협회미디어 2016 006.312 016교 자료열람실301

79 파리의 공원들 : 도시계획·조경·인문적 산책 계기석 桂基錫 한숲 2016 307.1216 016가 자료열람실301

80 편집의 즐거움 : 평범한 일상을 새롭게 만드는 기술 관부아신 菅付雅信 아이콘북스 2016 070.51 016가 자료열람실301

81 피버 드림 Preston, Douglas J 문학수첩 2016 823 P937f 016가 자료열람실401

82 피파세대 소비심리를 읽는 힘 : 저성장·장기불황을 이길 최후의 블루오션, 일본의 시니어마켓 보고서 전영수 라의눈 2016 658.8342 016나 자료열람실301

83 피해자학 이윤호 李潤鎬 博英社 2016 362.88 016거 자료열람실301

84 핀테크 3.0 : 핀테크 혁명과 금융의 미래 김종현 한국금융연수원 출판사업부 2016 332.0285 016거 자료열람실301

85 한국 교육행정사 탐구 박수정 충남대학교 출판문화원 2016 371.20951 016가 자료열람실301

86 한국 시민사회를 그리다 : 시민사회단체 기초통계 조사 공석기 孔錫己 전인진 2016 303.4840951 016가 자료열람실301

87 한국어 어문규범 연구 양순임 태학사 2016 411.13 016거 자료열람실301

88 한국행정학의 반성 : 한국행정의 정치적 맥락 김영민 金榮敏 대영문화사 2016 351.51 016가 자료열람실301

89 혁명 Goldstone, Jack A 교유서가 : 문학동네 2016 303.6409 016가 자료열람실301

90 현대미술 글쓰기 : 아트라이팅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 Williams, Gilda 안그라픽스 2016 808.066 016고 자료열람실401

91 후르비네크의 혀 : 김형중 비평집 김형중 문학과지성사 2016 811.309 016너 자료열람실401

92 힐러리 클린턴은 누구인가? : <네이션> 칼럼니스트들이 파헤친 힐러리의 진짜 얼굴 Kreitner, Richard 한국경제신문 2016 973.929092 C641 016갸 자료열람실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