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서 명 저 자 / 발행사항 청구기호
권호

사항

1 (2018) 한국경제 대전망 이근, (파주 : 21세기북스 2017) 330.951 Y55h 2018

2 (이준구 교수의) 열린경제학 이준구, (고양 : 문우사 2017) 330.1 Y58y 2017

3 (중앙아시아 고려인 전통생활문화) 카자흐스탄 강정원, (서울 : 민속원 2017) 305.8105845 G155k 2017

4 1987년 민주헌정체제의 등장과 2017년 개헌 논의 강원택 外, (파주 : 카오스북 2017) 951.07 G4211 2017 v.1-3

5
6.29 선언과 한국 민주주의 : 민주화 30년, 한국 민주주의의 진전과 노

태우 정부 시기의 재조명
강원택, (서울 : 푸른길 2017) 320.951 G155y 2017a

6 6월 민주항쟁 : 전개와 의의 : 6월 민주항쟁 30주년 기념 연구서 정근식, (파주 : 한울아카데미 2017) 951.075 Se61y 2017

7 갈천 임훈의 학문과 사상 정일균, (파주 : 보고사 2017) 181.252 Im1c 2017

8 경제학 들어가기 : 연습문제와 해답 이준구, (고양 : 문우사 2017) 330 Y58g 2017a

9 국가와 윤리 박성우, (파주 : 글항아리 2017) 172.2 G427g 2017

10 다시, 빛 속으로 : 김사량을 찾아서 : 송호근 장편소설 송호근, (파주 : 나남 2018) 813.81 So58d 2018

11 동아시아 국제사회와 동아시아 상상 : 한국국제정치사상 연구 장인성,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327.5 J256d 2017

12 미중의 아태질서 건축경쟁 하영선, 김상배 外 (서울 : 동아시아연구원 2017) 327.73052 H11m 2017

13 사회복지정책입문 김태성, (서울 : 청목출판사 2018) 361.61 G426s 2018

14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가치 : 자본주의의 오래된 미래 이재열, (파주 : 한울아카데미 2016) 330.1 G533s 2016

15 소유, 행복의 터전인가 굴레인가 권석만 (서울 : 운주사 2017) 111.1 G995s 2017

16 압축성장의 고고학 : 사회조사로 본 한국 사회의 변화, 1965~2015 장덕진, (파주 : 한울아카데미 2017) 303.4 J255a 2017

17 유라시아의 심장 다시 뛰다! : 중앙아시아 지역의 형성과 역동성 신범식, (과천 : 진인진 2017) 950 Si61y 2017

18 의식의 기원 박주용, (고양 : 연암서가 2017) 128.2 J337o 2017

19 인지심리학 김정오, (서울 : 학지사 2009) 153.4 Y58i 2009

20 장소와 의미 : 동주 이용희의 학문과 사상 박성우 外, (고양 : 연암사가 2017) 327 Y67m 2017

21 중국 일상 속 북한 이미지 박명규, (과천 : 진인진 2017) 327.52051 B148j 2017

22 촛불 너머의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김석호, (파주 : 아시아 2018) 303.4840951 Y98c 2018

23 촛불의 시간 : 군주·국가의 시간에서 시민의 시간으로 송호근, (서울 : 북극성 2017) 320.951 So58c 2017

24 코리아 아젠다 2017 : 서울대교수 20인이 제시하는 현실비전 윤석민 外, (서울 : 나녹 2017) 301.0951 G155k 2017

25 탈 전후 일본의 사상과 감성 장인성, (서울 : 박문사 2017) 306.0953 H996b v.12

26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와 과제 강원택 外, (파주 : 한울아카데미 2017) 320.951 Y63h 2017

27 한국사회, 어디로? 송호근 外, (파주 : 아시아 2017) 301.0951 G427h 2017

28 한국사회의 변화를 돌아보다 이재열, (과천 : 진인진 2018) 301.0951 Y58h 2018

29 한국의 압축근대 생활세계 : 압축 근대성 개념과 압축적 경험 장경섭 (서울 : 지식과교양 2017) 951.06 Y58h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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