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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서명 저자 출판사 청구기호 소장위치

1
동화 넘어 인문학
미운 오리 새끼도 행복한 어른을 꿈꾼다

조정현 을유문화사
001.3 J568d 
2017

제1서고 
단행본

2 코딩시대 바트, 장재용 클라우드북스 005.1 B11k 2017
제1서고 
단행본

3
(데이터 분석이 쉬워지는) 정규표현식
빅데이터·인공지능 시대의 데이터 길들이기

강명훈 와우북스
005.133 G155j 
2017

제1서고 
단행본

4
(기본 알고리즘 및 적용 예제, 사례 연구로 살펴보는) 
데이터 예측을 위한 머신 러닝

존 캘러허, 브라이
언 맥 네미, 이퍼 
다시

에이콘 006.31 K28f 2017
제1서고 
단행본

5
신경망 첫걸음
수포자도 이해하는 신경망 동작 원리와 딥러닝 기초

타리크 라시드 한빛미디어
006.32 R183m 
2017

제1서고 
단행본

6
(1시간에 1권) 퀀텀 독서법
하루 30분 3주면 된다!

김병완 청림출판 028 G414k 2017
제1서고 
단행본

7
프시
미래를 예측하는 통찰력의 힘

페이얼투 스노우폭스북스 153 F323c 2017
제1서고 
단행본

8 창조력은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는가
김대식, 다니엘 바
이스

중앙books
153.35 G416c 
2017

제1서고 
단행본

9
프로그래머처럼 생각하라
문제해결을 위한 모델 기반 사고법

요시다 루이 제이펍
153.42 Y832s 
2017

제1서고 
단행본

10
포텐셜
결정적인 순간에 해내는 사람들의 1% 차이

데이브 알레드 비즈니스북스
155.9042 Al77p 
2017

제1서고 
단행본

11
살고 사랑하고 업적을 남겨라
스티븐 코비 지혜의 말

스티븐 코비 김영사 158 C838w 2017
제1서고 
단행본

12
돌파력(개정판)
스토아 철학에서 배우는 '스스로 운명을 바꾸는 힘'

라이언 홀리데이 심플라이프 158 H717o 2017
제1서고 
단행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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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INST215737303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7303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73001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90678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90678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90678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9069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9069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9069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90599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90599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32189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32189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32189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90789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90789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32226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90767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90767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90773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90773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407032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407032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90832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90832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90832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90832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90832000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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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서명 저자 출판사 청구기호 소장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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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해피니스 트랙
스탠퍼드대학교가 주목한 행복프레임

에마 세팔라 한국경제신문 158 Se68h 2017
제1서고 
단행본

14 부자의 관점(개정 1판) 사이토 히토리 갈라북스
158.1 Sa27h 
2017

제1서고 
단행본

15
타인의 힘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들의 비밀

헨리 클라우드 한스미디어
158.2 C624p 
2017

제1서고 
단행본

16
대화의 심리학
대화를 위한 소통의 기술 익히기

마츠하시 요시노리 성안당
158.2 M4292z 
2017

제1서고 
단행본

17
(자신의 가치를 더욱 돋보이게) 나만의 여유로 성공
하라

필립 체스터필드, 
샤뮤엘 스마일즈

브라운힐
170.44 C426b 
2017

제1서고 
단행본

18
자조론
나를 사랑하고 존경하라

쓰지 슈이치 꿈꾸는별
170.44 Sm44t 
2017

제1서고 
단행본

19 (고민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주는) 반전 동화 우에사카 도루 나무한그루 179.9 Ue7b 2017
제1서고 
단행본

20
인생의 마지막 한 줄
선인들의 묘비명을 통해 읽는 삶의 지혜 30

이하 교보문고 179.9 Y56i 2017
제1서고 
단행본

21
스피노자의 귀환
현대철학과 함께 돌아온 사유의 혁명가

서동욱, 진태원 민음사
199.492 Sp47s 
2017

제1서고 
단행본

22
제4차 변혁
증강현실과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바꾼다

로버트 스코블, 셸 
이스라엘

에이콘
302.231 Sco15f 
2017

제1서고 
단행본

23 빅데이터로 보는 밀레니얼 세대 타파크로스 북투데이
303.4833 T162b 
2017

제1서고 
단행본

24
무엇이 불평등을 낳는가
세계화를 해부하는 아홉 가지 질문

피어 몰란더 새로운현재 305 M73o 2017
제1서고 
단행본

25 인생을 결정짓는 다섯 가지 선택 로버트 마이클 책세상
305.242 M582f 
2017

제1서고 
단행본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96676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96676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90764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90764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90764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90764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90823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90823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90817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90817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9083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9083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9083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90814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90814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90793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90793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40703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40703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407070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407070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90914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90914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73004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32264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32264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32211000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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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을 원하실 경우
   방문하시기 전에 대출하고자 하는 도서의 서명을 클릭하신 후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6 (크루그먼의) 경제학 해법(제4판)
Paul Krugman, 
Robin Wells

시그마프레스 330 K939s 2017
제1서고 
단행본

27
경제적 청춘
경제학의 관점으로 보는 청춘의 선택과 기회

조원경 쌤앤파커스
330.02 J569g 
2017

제1서고 
단행본

28
호황 vs 불황
무엇이 경제의 라이프사이클을 움직이는가

군터 뒤크 원더박스
330.1 D868a 
2017

제1서고 
단행본

29 다시, 국가를 생각하다 토드 부크홀츠 21세기북스
330.91722 B853p 
2017

제1서고 
단행본

30
B급 국가 바이러스
추락하는 대한민국, 반등의 마지막 기회를 잡아라

매일경제 경제부 매일경제신문사
330.951 M266b 
2017

제1서고 
단행본

31
좋아하는 일만 하며 재미있게 살 순 없을까?
3천 명의 인생을 바꾼 인기 직업 카운슬러의 '원하는 
대로 사는 법'

나카고시 히로시 아날로그
331.702 N1462s 
2017

제1서고 
단행본

32
슈퍼허브
세계 경제의 결정자들

산드라 나비디 예문아카이브
332.042 N229s 
2017

제1서고 
단행본

33
블록체인의 충격
비트코인, 핀테크에서 IoT까지 사회 구조를 바꾸는 
파괴적인 기술

비트뱅크, 『블록
체인의 충격』 편
집위원회

Book Star
332.178 B549b 
2017

제1서고 
단행본

34
비즈니스 블록체인
탈중앙화 기술이 앞당긴 인터넷 혁명과 비즈니스 기
회

윌리엄 무가야 한빛미디어
332.178 M86b 
2017

제1서고 
단행본

35
(전설로 떠나는) 월街의 영웅(개정2판)
주식투자에서 상식으로 성공하는 법

피터 린치, 존 로스
차일드

국일증권경제연구
소

332.6322 L991o 
2017

제1서고 
단행본

36
2030 고용절벽 시대가 온다
4차 산업 혁명은 일자리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이노우에 도모히로 다온북스 338.064 In7j 2017
제1서고 
단행본

37
축적의 길
made in Korea의 새로운 도전

이정동 지식노마드
338.0951 Y58c 
2017

제1서고 
단행본

38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최제선 좋은땅
338.544 C454j 
2017

제1서고 
단행본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3225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3225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3225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3225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3225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407028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407028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40705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40705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407040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90911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90911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90780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90780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90780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73029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73029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90924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90924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90924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407046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407046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407046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73010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73010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73010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73010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73010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73010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90921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90921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90917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90917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4070520002591


2017년 5월 신착자료 4/6 서울대학교 경영학도서관

No. 서명 저자 출판사 청구기호 소장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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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거시경제학(제4판)
연습문제 풀이·해답과 국가고시기출문제 및 풀이

조장옥, 이철인 弘文社 339 J568g 2017a
제1서고 
단행본

40
사이코패스는 일상의 그늘에 숨어 지낸다
범죄심리학자 이수정과 프로파일러 김경옥의 프로파
일링 노트

이수정, 김경옥 중앙m&b 364.3 Y63s 2016
제1서고 
단행본

41
영어 그림책의 기적
알파벳도 모르던 아이가 1년 반 만에 해리포터를 읽
기까지

전은주 북하우스
372.6521 J46y 
2017

제1서고 
단행본

42
지방의 진실 케톤의 발견
무네타 의사의 당질 제한 건강법

무네타 테츠오 판미동
613.284 M923k 
2017

제1서고 
단행본

43
몰입 걷기
잠든 뇌의 에우다이모니아를 깨우는 쉼표의 과학!

성기홍 티핑포인트
613.7176 Se65m 
2017

제1서고 
단행본

44
최고의 석학들은 어떻게 자녀를 교육할까
석학 35인의 한국 부모를 위해 쓴 자녀교육서

마셜 골드스미스, 
알란 더쇼비치, 윌
리엄 폴 영

북클라우드
649.1 G574c 
2017

제1서고 
단행본

45
스탠드 아웃
당신의 아이디어를 무대 위로 올려라

도리 클라크 열린책들
650.1 C547s 
2017

제1서고 
단행본

46
자네, 일은 재미있나?
하룻밤 만에 인생을 180도 바꾸는 변화의 메시지

데일 도튼 성안당
650.1 D269m 
2017

제1서고 
단행본

47
(생각 정리를 위한) 시간의 기술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의 성과를 내는 90가지 방법!

나가타 도요시 생각정리연구소
650.1 N131k 
2017

제1서고 
단행본

48
딥 워크
강력한 몰입, 최고의 성과

칼 뉴포트 민음사
650.1 N472d 
2017

제1서고 
단행본

49
당신의 이직을 바랍니다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나만의 필드를 찾아서

앨리스 전 중앙books
650.14 J461d 
2017

제1서고 
단행본

50 SAS를 통한 회계학연구 방법론의 이해와 활용
전성일, 이기세, 김
정은

전남대학교출판부
657.072 J461e 
2017

제1서고 
단행본

51 M&A와 자본거래의 세무(전면개정7판) 박정우, 정래용 영화조세편람
657.96 B148m 
2017

제1서고 
단행본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32237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32237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5885336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5885336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5885336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73022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73022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73022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9072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9072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90751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90751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89173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89173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32208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32208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3220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3220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90841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90841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90841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32201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32201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90826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90826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32221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32252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32252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32252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32252000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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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DataGuide와 함께하는) 9일 동안 배우는 기업가치
평가(개정판)

신현한 FnGuide
658.15 Si61g 
2016

제1서고 
단행본

53
얼라이언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 관리법

리드 호프먼, 벤 카
스노카, 크리스 예

한국경제신문
658.3 H675a 
2017

제1서고 
단행본

54
일의 언어
새로운 미래를 발견하는 문제 인식의 틀

클레이턴 크리스텐
슨 [외]

알에이치코리아
658.4 C462c 
2017

제1서고 
단행본

55 세계를 품다. 2017
글로벌 리더 선정
자 33인

매일경제신문사
658.4 So58s 
2017

제1서고 
단행본

56
미래학자처럼 생각하라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그리고 다가올 미래

세실리 사머스 골든어페어
658.40355 So55t 
2017

제1서고 
단행본

57
(세계 최고 리더들의 인생을 바꾼) 피터 드러커의 최
고의 질문

피터 드러커, 프랜
시스 헤셀바인, 조
안 스나이더 컬

다산북스
658.4092 D84p 
2017

제1서고 
단행본

58
사장하자
방송인 서경석이 만난 작지만 강한 기업을 이끄는 15
인의 사장

서경석 버튼북스
658.42 Se61s 
2017

제1서고 
단행본

59
비주얼 로지컬 씽킹
생각하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노하우 69가지

히라이 다카시, 와
타나베 다카시

경향미디어
658.45 H614b 
2017

제1서고 
단행본

60 소비자 행동론(원서11판번역본)
Michel R. 
Solomon

경문사
658.8342 So47c 
2016

제1서고 
단행본

61
자율주행혁명
넥스트 모바일

호드 립슨, 멜바 컬
만

더퀘스트
686.233 L669d 
2017

제1서고 
단행본

62
대화의 키
대화가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니시토 아키코 썬더버드MEDIA
808.5 N635h 
2017

제1서고 
단행본

63
말의 격
다보스포럼을 통해 본 글로벌 톱 리더들의 말하기

다사카 히로시 아템포 808.5 T18d 2017
제1서고 
단행본

64
내 말에 YES로 답하게 하라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

브라이언 트레이시
유니크 커뮤니케이
션

808.51 T674s 
2017

제1서고 
단행본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32272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32272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32272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32272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32272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32272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9090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9090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32247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32247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407059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407059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32229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32229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90893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90893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90893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407062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407062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407062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3221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3221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89179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89179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89179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89179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32232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32232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90808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90808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32196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32196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90757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90757000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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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82년생 김지영
조남주 장편소설

조남주 민음사
813.81 J568p 
2016

제1서고 
단행본

66
뭉클
신경림 시인이 가려 뽑은 인간적으로 좋은 글

최인호, 신영복, 김
수환, 법정, 손석
희, 이해인 외 지음

책읽는섬
814.808 Si61m 
2017

제1서고 
단행본

67
그때, 나에게 미처 하지 못한 말
마음속에 새기고 싶은 인생의 키워드 20

정여울 Arte
818.81 J466g 
2017

제1서고 
단행본

68
운명과 분노
로런 그로프 장편소설

로런 그로프 문학동네
823.6 G893f 
2017

제1서고 
단행본

69
속임수
샤를로테 링크 장편소설

샤를로테 링크 밝은세상
833.92 L648b 
2017

제1서고 
단행본

70
여우가 잠든 숲
넬레 노이하우스 장편소설

넬레 노이하우스 북로드
833.92 N395i 
2017 v.1-2

제1서고 
단행본

71
수잔 이펙트
페터 회 장편소설

페터 회 현대문학
839.81374 H671e 
2017

제1서고 
단행본

72
데프 보이스
법정의 수화 통역사

마루야마 마사키 황금가지
895.635 M368d 
2017

제1서고 
단행본

73 그리스인 이야기 시오노 나나미 살림 938 Sh63g v.1
제1서고 
단행본

74
왜 선한 지식인이 나쁜 정치를 할까
동서분당의 프레임에서 리더십을 생각한다

이정철 너머북스
951.052 Y58w 
2016

제1서고 
단행본

75 미국의 반지성주의 리처드 호프스태터 교유서가
973.92 H677a 
2017

제1서고 
단행본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5828857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5828857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73017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73017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40702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40702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73032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73032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32259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32259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96727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96727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89156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89156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90621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90621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73014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584073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584073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89162000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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