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인문학(65종) 대한민국학술원

번호 도서명 저자명 출판사명

1 (만문본) 이역록 최동권 외 역주 박문사

2 (완역) 성리대전 1-10 윤용남 외 역주 學古房

3
(포우스트-포우스트모던) 미국소설론과 작품세계 : 언

어 상상력 자아탐구 공존의식
고지문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4 (플라톤의) 고르기아스/메넥세노스/이온 플라톤 저, 박종현 역주 서광사

5 19세기 독일 통합과 제국의 탄생 김장수 푸른사상

6 20세기 한국가곡의 역사와 체계 김미영 민속원

7
DYNAMICS OF A RICE CULTIVATING VILLAGE IN

KOREA, 1977-2015
JOO-HEE KIM

SNUPress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8 가상이동 : 인지언어학적 접근법 임태성 한국문화사

9 계몽시대 유럽사회 개혁론과 유교
L'abbé Pluquet 저, 김경용 역

주

 박영story

(주식회사 피와이메이트)

10 고고학적 기록 이해하기 개빈 루카스 저, 우정연 역 진인진

11
고대 유라시아 알타이의 종교사상 : 샤마니즘의 기원

과 변천
박원길 민속원

12 군신의 다양한 얼굴 : 제1차 세계대전과 영국 이내주 아카넷

13 꿈의 거울 : 초현실주의 시의 이미지와 언어 실험 조윤경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14 능호관 이인상 서화평석 1-2 박희병 돌베개

15
도취와 아이러니의 저 놀랍고도 끝없는 변화 : 독일 낭

만주의 작품 이해와 분석
최문규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16 두시의 장법과 격률 이영주 명문당

17 레비나스의 타자물음과 현대철학 윤대선 문예출판사

18 만요슈 : 고대일본 가집 1-3 최광준 역 국학자료원(국학자료원 새미)

19
만주이민의 국책문학과 이데올로기 : 근대 동아시아의

제국, 식민지, 이동
안지나 소명출판

20
明末淸初 天主敎 예수회선교사의 天主敎中文小說과

索隱派 文獻 硏究
오순방

숭실대학교 지식정보처 중앙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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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몽골 구비서사문학과 문화의 상관성 연구 이안나 민속원

22 미학의 모든 것 : 철학적 미학의 길잡이
제럴드 레빈슨 엮음, 김정현 외

역
북코리아(선학사&북코리아)

23 미학이 재현을 논하다 오종환 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4
번역으로서의 동아시아 : 한자 문화권에서의 '불교'의

탄생
후나야마 도루 저, 이향철 역 푸른역사

25 베트남 사상사 응웬 따이 트 편저, 김성범 역 소명출판

26
불교학의 사회화 이론과 실제 : 삶의 예술로서의 응용

실천불교학
박경준

운주사

(도서출판 운주사 너울북)

27 사대기서와 중국문화 최용철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8 상원연등회와 중동팔관회 : 성격 재조명 및 절차 역주 김종명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9 생략과 초점 : 수용성 판단을 중심으로 김정석 한국문화사

30 선비, 사무라이 사회를 관찰하다 박상휘 창비

31
선사시대 고인돌의 성좌에 새겨진 한국의 고대철학 :

한국 고대철학의 재발견
윤병렬 예문서원

32 선악의 저편 : 미래 철학의 서곡 프리드리히 니체 저, 박찬국 역 아카넷

33
설화속의 인물과 동물 연구 : 상징적·공상적·서사적인

설화 속의 인물과 동물
김종대 민속원

34 성유식론 강해 : 아뢰야식 한자경 서광사

35 수동적 종합 : 1918~1926년 강의와 연구원고 에드문트 후설 저, 이종훈 역 한길사

36 아리랑과 지역문화 : 아리랑을 말하다 김기현 민속원

37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연구 : 플라톤과의 대화 손병석 한국문화사

38
아무도 내게 명령할 수 없다 : 마르틴 루터의 정치사상

과 근대
양명수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39 아프리카! 토니 모리슨의 문학적 지형 이영철 도서출판 동인

40 연꽃의 문법 : 동서비교문화론 편무영 민속원

41 영화 이야기 분석 방법 박인철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42
원시문화 : 신학, 철학, 종교, 언어, 기술, 그리고 관습의

발달에 관한 연구 1-2

에드워드 버넷 타일러 저, 유기

쁨 역
아카넷

43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 자서전 : <유년기와 청소년기에

대한 회상>과 <휘장의 떨림>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 저, 이철

역
한국문화사

44 윤리학 원리 G. E. 무어 저, 김상득 역 아카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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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윤리학의 방법 헨리 시지윅, 강준호 역 아카넷

46 일 칸들의 역사 : 몽골 제국이 남긴 '최초의 세계사' 라시드 앗 딘 저, 김호동 역주 사계절

47
일본 내셔널리즘의 사상사 : '전시-전후체제'를 넘어

동아시아 사상과제 찾기
조관자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48 장자 Ⅰ-Ⅲ 장자, 이강수 외 역 도서출판 길

49 前期 中古音 : 『世說新語』 對話文 用字의 音韻對立 이승재 일조각

50
조선 대중극의 용광로 동양극장 : 동양극장의 공연사

와 공연 미학 1-2
김남석 서강대학교출판부

51
종족 사회의 변화와 종교적 대응 : 명·청대 복건 종족

의 신령 숭배를 중심으로
원정식

위더스북

(도서출판 종이비행기, 위더스

북)

52 중국 미학사 : 상고 시대부터 명청 시대까지 장파 저, 신정근 외 역 성균관대학교출판부

53
중국과 조선, 그리고 중화 : 조선 후기 중국 인식의 전

개와 중화 사상의 굴절
김영식 아카넷

54
중국어 어순의 지리적 변이와 유형학적인 의미 : 표준

어, 방언, 인접 언어의 비교를 중심으로
강병규 역락

55 중국인의 실천철학에 대한 연설 크리스티안 볼프 저, 이동희 역 도서출판 길

56 지중해 : 펠리페 2세 시대의 지중해 세계Ⅰ,Ⅱ 1-2,Ⅲ
페르낭 브로델 저, 주경철 외

역
까치(㈜까치글방)

57 지질고고학 입문 이선복 사회평론아카데미

58
초기 기독교와 요세푸스 : 헬레니즘 시대의 유대교를

배경으로
박찬웅 동연

59
최소주의와 최후의 수단 : 언어의 본질을 보여주는 핵

심적인 책략
김광섭 한국문화사

60 퍼포먼스 드라마투르기 한국드라마학회 편 태학사

61 한국 가족과 친족의 인류학 : 이론·쟁점·변화 정향진 편저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62 한국 무교의 문화인류학 김성례 소나무

63 한국고전문학과 불교 김기종 동국대학교출판부

64 현대의 종교 담론과 종교철학의 변형 최신한 서광사

65
화성이론과 분석 : 리만·포스트리만 기능이론 다시 읽

기
서정은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분야 : 사회과학(95종) 대한민국학술원

번호 도서명 저자명 출판사명

1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핀테크 for 창업 김영국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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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6세기 한중무역 연구 : 혼돈의 동아시아, 예의의 나라

조선의 대명무역
구도영 태학사

3 21세기 중국몽(中國夢)과 사회보장개혁 오정수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4
21세기 한국의 불평등 : 급변하는 시장과 가족, 지체된

사회정책
구인회 사회평론아카데미

5 4차 산업혁명 시대의 Global SCM 김창봉 외 박영사

6 4차 산업혁명과 기술경영 : 혁신과 성장 김대수 외 한경사

7 4차산업혁명과 CRM 조준서

Hu:ine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

콘텐츠원)

8
BoP 저소득층 비즈니스 블루오션 : 급성장한 글로벌

BoP 시장을 겨냥한 비즈니스 전략
김윤호 한국학술정보

9 ICT 클러스터의 혁신과 진화 : 판교에서 오울루까지 박준식 엮음 한울아카데미(한울엠플러스)

10
Mobile Asia : Capitalisms, Value Chains and Mobile

Telecommunication in Asia
Joonkoo Lee 외

SNUPress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11
개인적 자유에서 사회적 자유로 : 어떤 자유, 누구를

위한 자유인가
김비환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2
開港以後 煙臺 貿易의 發展과 韓中交流 硏究 :

1861~1910
劉暢 景仁文化社

13 건강심리학 김미리혜 외 시그마프레스

14 경합하는 시민종교들 : 대한민국의 종교학 강인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5 고조선문명의 사회사 신용하 지식산업사

16 교육과 국제개발협력
트리스탄 매코원 외 편, 정봉근

외 역
교육과학사

17 교육은 왜 교육하지 않는가 : 교육 낭비의 사회학
프랭크 푸레디 저, 박형신 외

역
한울아카데미(한울엠플러스)

18
교육은 왜 실패하는가 : 인지혁명과 희망교육으로의

전환

David R. Olson 저, 강현석 외

역
양서원

19 교통의 지리 허우긍 푸른길

20 국부론과 애덤 스미스의 융합 학문 김광수 도서출판 해남

21
국제정치의 탄생 : 근세 초 유럽 국제정치사의 탐색,

1494-1763
김준석 북코리아(선학사&북코리아)

22 국제질서 변화와 유엔의 평화·안보 거버넌스 정은숙 도서출판 선인

23 근대 국가 개념의 탄생 : 레스 푸블리카에서 스타토로 김경희 까치(㈜까치글방)

24 기본권론 장영철 화산미디어

25 꿈의 사회학 박명규 외 다산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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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남과 북의 서로주체적 통합 김학노 사회평론아카데미

27 내생적 혁신 : 혁신은 우리 곁에 있는가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율곡출판사

28 내일의 종언(終焉)? : 가족자유주의와 사회재생산 위기 장경섭 집문당

29
다차원적·통합적 협상모델 : '사회적 합의 방법론과 적

용'을 중심으로
조주은 박영사

30 다큐멘터리와 사실의 재현성 최현주 한울아카데미(한울엠플러스)

31 대학의 기업화 : 몰락하는 대학에 관하여 고부응 한울아카데미(한울엠플러스)

32 대한민국의 국사교과서 조성운 도서출판 선인

33 대항적 공존 : 글로벌 책무성의 아시아적 재생산 김태균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34 독일 공법상 국가임무론과 보장국가론 박재윤 景仁文化社

35 동아시아 발전국가모델의 재구성 임혜란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36 러시아의 만주·한반도 정책사, 17~19세기 김용구 푸른역사

37 로빈기어의 한국민법전초안의 입법과 법리 윤대성 소명출판

38 리더십 : 분석수준 관점 김경수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39 마음의 새로운 과학 : 인지혁명의 역사
하워드 가드너 저, 장병탁 외

역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40 무형재산권론 吳漢東 저, 董新義 외 역 진원사

41 미국 교육학의 정체 이홍우 교육과학사

42 미디어 공론장과 BBC 100년의 신화 정용준 패러다임북(㈜박이정출판사)

43 발달심리학 성현란 외 학지사

44 법심리학 제8판
EDIE GREENE 외 저, 최이문 외

역
피앤씨미디어

45 북한의 화폐와 시장 : 수령, 돈, 시장 민영기 한울아카데미(한울엠플러스)

46 북핵 억제와 방어 박휘락 북코리아(선학사&북코리아)

47 비즈니스 이노베이션 서비스 디자인 김용세 박영사

48 빅데이터, 새로운 깨달음의 시대
크리스틴 보그만 저, 심원식 외

역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49 사고 : 추리, 판단, 결정 도경수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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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사회적 가치와 사회혁신 : 지속가능한 상생공동체를

위하여
박명규 외 엮음 한울아카데미(한울엠플러스)

51 새로운 한국 모델 : 박정희 모델을 넘어 김형기 한울아카데미(한울엠플러스)

52
새마을운동의 세계화 : 사회적 혁신을 통한 공익가치

의 창조
노화준 法文社

53 소비의례 박철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54 수업 시간에 자는 아이들 : 교실사회학 관점 성열관
학이시습(커뮤니케이션북스

㈜)

55
스마트 사회의 미디어교육학 : 교육공학, 디지털미디

어교육, 평생교육의 연계
문혜성 학지사

56 시사적인 회계이슈들 손성규 박영사

57
애착 정신화하기 인간중심의 상담 : "심리상담효과의

비밀"
Jon G. Allen 저, 최희철 역 학지사

58 야간경제, 도시의 밤을 깨우다 정은주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59 양형의 이론과 실제 이진국 피앤씨미디어

60 언어 중심의 교과 융합 교육 구본관 외 사회평론아카데미

61 역사교육 목적의 인식과 실제 백은진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62 역사교육과 국가이미지 강택구 외 도서출판 선인

63 우리 법 70년 변화와 전망 : 사법을 중심으로
청헌 김증한 교수 30주기 추모

논문집 간행위원회
法文社

64 위험사회학 : 위험의 프리즘 : 위험의 생산·분배·대응 김영란 나녹

65
응용 인지심리학 : 한국 인지심리학자들의 응용적 관

심사 12가지
박창호 외 학지사

66 인간 장소 지명 주성재 한울아카데미(한울엠플러스)

67 인지학습 심리검사의 이해 박창호 외 학지사

68 일본의 지역문화정책 구견서 신아사

69 읽기 장애 조기 선별검사의 측정학적 적합성 연구 여승수 집문당

70
자연과 미디어 : 고래에서 클라우드까지, 원소 미디어

의 철학을 향해
존 더럼 피터스 저, 이희은 역 Culture Look

71 정책기조의 탐구 : 정책아이디어로서의 정책패러다임 박정택 박영사

72
정체성 정치에서 아고니즘 정치로 : 여성학 방법론과

페미니즘 정치의 실천적 전환
조주현 계명대학교 출판부

73 제4차산업혁명 블록체인 비즈니스융합 이상기 외 휴먼싸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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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젠더와 재현 : 영미 문학과 문화를 통해 본 여성 문제 오정화 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75 조선 성균관 학교문화 장재천
 박영story

(주식회사 피와이메이트)

76 중국 향진기업의 성장과 한계 임반석 도서출판 해남

77 중국정치사상사 1-3 류쩌화 저, 장현근 역 글항아리

78 집합적 행동논리와 사회적 자본 담론 박종화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79 창의력 : 잠재능력의 이론과 교육 김영채 도서출판 윤성사

80
처벌의 원리 : 공동체 가치로서 연대성과 처벌의 인간

화
김혜경 마인드탭(도서출판 정독)

81
필란트로피 산업론 : 산업의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의

필란트로피
비케이 안 사곰(한양대학교출판부)

82
한국 경제발전의 문화적 기원 : 추격성장, 발전국가 그

리고 문화적 혼종성
김명수 집문당

83 한국 미술교육의 지평 김형숙 교육과학사

84
한국 민주주의의 작동원리 : 한국에서 다수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문우진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85
한국 복지자본주의의 역사 : 자산기반복지의 형성과

변화
김도균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86 한국 지리교육과정의 쟁점과 전망 박선미 문음사

87 한국과 일본에서 행정소송법제의 형성과 발전 하명호 경인문화사

88 한국형 제3의 길을 통한 생태복지국가의 탐색 한상진 한국문화사

89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 핵무장국가 북한과 세계의 선

택
이삼성 한길사

90 행정법의 작용형식 선정원 경인문화사

91 憲法學 論集 : 東堂 成樂寅總長 退任記念 성낙인 법문사

92 혁신 다이내믹스 : 지속 성장을 위한 혁신의 원리와 길 김수영 한올

93 현대 행정의 가치와 윤리 김호섭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94 황소채찍효과 김수욱 박영사

95
흥미진진한 아일랜드 전환학년 이야기 : 청소년은 어

떻게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가?
제리 제퍼스 저, 최상덕 외 역 살림터

분야 : 한국학(40종) 대한민국학술원

번호 도서명 저자명 출판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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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주) 묵재일기 1-4 이문건 저, 김인규 역 민속원

2 1910년대 일본 유학생 잡지 연구 김영민 소명출판

3 21세기 한국사학의 진로 박찬승 한양대학교출판부

4 가야문명사 朴天秀 진인진

5 고구려-수 전쟁 : 변경 요서에서 시작된 동아시아 大戰 이정빈 주류성

6 고려·사회·사람들 김용선 일조각

7
고양이 한국 문학 : 한국 문학을 종단(縱斷)하는 고양

이들
이재선 서강대학교출판부

8 근대 조선의 여행자들 : 그들의 눈에 비친 조선과 세계 우미영 역사비평사

9 근대 한국어의 변이와 변화 안예리 소명출판

10 대학연의 : 리더십을 말하다 상,중,하
진덕수 저, 김병섭 외 편집, 정

재훈 외 역주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11 대한제국의 양전 김건태 경인문화사

12 명주옥연기합록 서인석 외 역주 영남대학교출판부

13 번역가의 탄생과 동아시아 세계문학 박진영 소명출판

14 병자호란, 홍타이지의 전쟁 구범진 까치(㈜까치글방)

15 불교시학의 발견과 모색 정효구 푸른사상

16 서사민요와 발라드 : 나비와 장미 서영숙 (주)박이정 출판사

17 설탕, 근대의 혁명 : 한국 설탕산업과 소비의 역사 이은희 지식산업사

18 숙종시대의 군사체제와 훈련도감 김종수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19 심훈 문학의 사유
권보드래 외 저, (사)심훈선생기

념사업회 엮음
아시아

20 우리말 문법, 그 총체적 모습 고영근 집문당

21 정철호 신민요 작곡집

청강 정철호 전통예술진흥회

외 편 ; 정철호 작곡 ; 권오성 외

집필 ; 이화동 외 채보

채륜

22 조선, 철학의 왕국 : 호락논쟁 이야기 이경구 푸른역사

23 조선시대 궁중음악의 문화사적 고찰 김종수 민속원

24 조선시대 한양과 지식인 이상배 景仁文化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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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조선족 소설 연구 최병우 푸른사상

26 코퍼스 분석을 위한 한국어 전자사전 구축방법론 남지순 역락

27 태평한 변방 : 고려의 對거란 외교와 그 소산 이미지 景仁文化社

28
통합임시정부와 안창호, 이동휘, 이승만 : 삼각정부의

세 지도자
반병률 신서원

29 풍석 서유구 산문 연구 김대중 돌베개

30 한국 근대문학과 동아시아 2-중국 김재용 외 엮음 소명출판

31 한국 근현대 장시사의 변전과 위상 김성조 국학자료원(국학자료원 새미)

32 한국 우언문학사 1 윤주필 한국문화사

33 한국 현대 문학의 개인과 공동체 이경재 역락

34 한국고전시가와 조선시대의 국경 최미정 역락

35 한국어 어미의 의미 박재연 집문당

36 한국어 의미 관계 형태론 최형용 역락

37 한국어의 재구조화 1-2 임홍빈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38 해녀노래 주석사전 : 제주방언의 보고 이성훈 민속원

39 해방 직후 국사교육 연구 김상훈 景仁文化社

40 휘모리잡가 송은도 민속원

분야 : 자연과학(86종) 대한민국학술원

번호 도서명 저자명 출판사명

1
(R, JAGS, Stan을 이용한) 베이지안 데이터 분석 바이

블
John K. Kruschke 저, 최정렬 역 Jpub(제이펍)

2 (교양인의) 식생활과 건강 이정실 외 (주)백산출판사

3 (달인이 될 수 있는) 상악동거상술 김여갑 외 대한나래출판사

4 (맥도날드와 에버리의) 소아 및 청소년을 위한 치과학
Jeffrey A. Dean 외 저, 강일현

외 역
지성출판사

5 (모두를 위한) 실용 전자공학 : 기초부터 실무까지 폴 슈레즈 외, 박진수 역 Jpub(제이펍)

6 (보건관계자라면 꼭 알아야 할) 의료법 판례정리 여정현 신일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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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오박사의) 요역동학검사 해석 : 증례를 통한 가이드 오승준 범문에듀케이션

8 (원인과 사례 및 대책 중심으로 살펴본) 연안재해 윤덕영 외 씨아이알

9 (인간과 자연을 위한) 하천공학 우효섭 외 청문각(㈜)교문사)

10 (파이썬과 함께 배우는) 신호와 시스템 남승현 홍릉과학출판사

11 3차원 반도체 콘도 가즈오 외, 장인배 역 씨아이알

12
ARM Cortex-M4 프로세서 이해 및 실습 : Mbed-OS와

Nucleo 보드를 이용한 실습
이종원 홍릉과학출판사

13 Introduction to display engineering JunSin Yi 외
HongReung Science

Publishing Company

14 Topology Yong-seung Cho Kyowoo

15
개발자를 위한 머신 러닝 : 머신 러닝 시작이 막막한

개발자를 위한 안내서
로돌포 본닌 저, 김정중 역 에이콘

16 건축강의 (10권 세트) 김광현 안그라픽스

17 게놈 혁명 : 호모 헌드레드 게놈 프로젝트 이민섭 MID(엠아이디)

18 고급전력전자공학 이교범 문운당

19 광해관리 GIS 최요순 외 씨아이알

20 교정치료의 안정성과 유지 및 재발
Christos Katsaros 외 저, 박영

국 외 역
지성출판사

21 권법바이블 : ≪기효신서≫를 통해 본 고전 권법 최복규 한국학술정보

22 근거기반 보건의료 박병주 외 박영사

23 기후와 문명 노의근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4 네트워크 가상화의 모든 것 : SDN을 만난 NFV
라젠드라 차야파티 외 저, 최성

남 역
에이콘

25 네트워크 보안 실험실 : 단계별 가이드
마이클 그레그 저, 배영부 외

역
에이콘

26 뇌종양학 대한뇌종양학회 군자출판사

27
대시보드 설계와 데이터 시각화 : 차트와 그래프를 활

용한 비즈니스 데이터 분석 시나리오와 디자인 사례

스티브 웩슬러 외 저, 최윤석

역
책만

28
디지털포렌식과 사고 대응 :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현명한 방법

제라드 요한센 저, 백명훈 외

역
에이콘

29 러시아 정교회 건축과 예술 김상현 민속원

30 레온 바티스타 알베르티의 『건축론』 : 1, 2, 3권
레온 바티스타 알베르티 저, 서

정일 번역·주해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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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로켓 과학 Ⅲ : 탄도탄의 모든 것 정규수 지성사

32 르코르뷔지에의 건축 수업 이관석 문운당

33 머신 러닝을 활용한 컴퓨터 보안
클라렌스 치오 외 저, 김창엽

외 역
에이콘

34 미분다양체 조용승 Kyowoo(교우)

35 바이오산업혁명 유영제 나녹

36 반도체 공정의 이해 임상우
청송미디어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37
보안 인텔리전스 : 악성 봇넷 탐지부터 머신 러닝의 활

용까지 그 이론과 실제

큉 리 외 저, 시큐리티플러스

역
에이콘

38 복소해석기하학 : 다변복소함수론 김강태 Kyowoo(교우)

39
블록체인 해설서 :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하이

퍼레저
이병욱 에이콘

40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스칼라와 스파크 : 대용량 빅데

이터 분석과 머신 러닝까지 활용하는
레자울 카림 외 저, 김용환 역 에이콘

41
빅데이터를 지탱하는 기술 : 시시각각 변하는 데이터

를 파악하는 자동화의 세계
니시다 케이스케 저, 정인식 역 Jpub(제이펍)

42 사이버 보안 : 레드팀 및 블루팀 전략
유리 디오게네스 외 저, 최만균

역
에이콘

43 산부인과 내시경학 대한산부인과내시경학회 군자출판사

44 소비에트 러시아의 신체문화와 스포츠 박원용 산지니

45 소화기내시경 진단 아틀라스 : 상부위장관
전훈재 외 저, 대한소화기내시

경학회 옮김

도서출판 대한의학

(SnC Publishing)

46 소화기내시경 진단 아틀라스 : 하부위장관
전훈재 외 저, 대한소화기내시

경학회 옮김

도서출판 대한의학

(SnC Publishing)

47 수리암호학 개론 김명환 경문사

48
수분, 전해질 및 산염기의 장애 : 진단 및 치료에 대한

편람
한진석 일조각

49
스칼라와 머신 러닝 : 풍부한 설명으로 배우는 스칼라

머신 러닝 구현
패트릭 니콜라스 저, 이판호 역 에이콘

50 시간과 공간의 연결, 교통이야기
대한교통학회 『시간과 공간의

연결, 교통이야기』 출판위원회
씨아이알

51 시간눈금과 원자시계 이호성 청문각(㈜)교문사)

52 신경망 설계 : 주요 신경망 이론과 응용 사례 마틴 헤이건 외 저, 윤성진 역 에이콘

53 신약개발과 임상시험 임현자 황소걸음 아카데미

54 실전 금융 머신 러닝 완벽 분석
마르코스 로페즈 데 프라도 저,

이병욱 역
에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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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실험실 생활 : 과학적 사실의 구성
브루노 라투르 외 저, 이상원

역
한울아카데미(한울엠플러스)

56 심뇌혈관질환 예방 지침서 대한심뇌혈관질환예방학회 편
도서출판 대한의학

(SnC Publishing)

57 심층 학습 이안 굿펠로 외 저, 류광 역 Jpub(제이펍)

58 안전 및 재난관리의 주요이론 오태근 외 도서출판 윤성사

59 에너지와 기후변화 최기련 자유아카데미

60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레이크 구축 : 람다 아키텍처 기

반의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레이크 구축 가이드
톰시 존 외 저, 양원국 외 역 에이콘

61 원더풀 라이프 : 버제스 혈암과 역사의 본질
스티븐 제이 굴드 저, 김동광

역
궁리

62 유기발광다이오드 디스플레이와 조명 Mitsuhiro Koden 저, 장인배 역 씨아이알

63 이비인후과학(이과/두경부/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군자출판사

64 인공지능 : 튜링 테스트에서 딥러닝까지 이건명 생능출판

65 자원리사이클링공학 손호상 경북대학교출판부

66
자율 주행 자동차 만들기 : 자율 주행 소프트웨어 시스

템의 원리와 구현 방법

리우 샤오샨 외 저, 남기혁 외

역
에이콘

67 전기경련치료 : 이론과 실제 김용식 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68 전력시스템 운용 알렌 J. 우드 외 저, 김영창 역 북코리아(선학사&북코리아)

69 전쟁사의 수학적 분석과 평가 : 승리의 조건을 찾아서 권오정 Kyowoo(교우)

70 조선시대 제주도의 이상기후와 문화 김오진 푸른길

71 주기선형계 : 연속계와 이산계의 융합 신정선 외 경문사

72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 배수정 외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73
처음 배우는 암호화 : 기초 수학부터 양자 컴퓨터 이후

까지, 암호학의 현재와 미래
장필리프 오마송 저, 류광 역 한빛미디어

74 천체물리학 : 복사와 기체역학 구본철 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75
컴퓨터 구조 및 설계 :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 인터페

이스

David A. Patterson 외 저, 박명

순 외 역
한티미디어

76 턱관절장애와 수술교정 김영균 외 대한나래출판사

77 패턴 인식과 머신 러닝 크리스토퍼 비숍 저, 김형진 역 Jpub(제이펍)

78
피처 엔지니어링, 제대로 시작하기 : 데이터에서 효과

적으로 정보를 추출하는 원리와 기법
앨리스 젱 외 저, 김우현 역 에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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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하이 퍼포먼스 스파크 : 클러스터 규모 확장을 위한 우

수 사례와 아파치 스파크 최적화
홀든 카로 외 저, 박종영 역 Jpub(제이펍)

80
하폐수처리를 위한 MBR(분리막생물반응기) 이론과 실

무
박희등 외

 KSCE Press

(대한토목학회출판사)

81 학교수학의 역사-발생적 접근 우정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82 한국의 균류 3 담자균류 조덕현 한국학술정보

83 韓國傳染病史 Ⅱ 대한감염학회 군자출판사

84 한약 라틴어 이영종 의방출판사

85 항노화와 건강기능식품 김교남 외 창지사

86
화약의 이론과 실제 : 화약 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

적, 실제적 지침서
이영호  iwork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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