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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서명 저자 출판사 청구기호 소장위치

1
지식의 표정
인공지능 시대 인간의 길을 탐색하는 열두 걸음

전병근 마음산책 001.3 J46j 2017
제1서고
단행본

2
전체를 보는 방법
박테리아의 행동부터 경제현상까지 복잡계를 지배하
는 핵심 원리 10가지

존 H. 밀러 에이도스 003 M615c 2017
제1서고
단행본

3
파이썬으로 배우는 금융 분석
금융의 기초 개념 이해부터 예제를 통한 계산 활용까
지

유씽 얀 에이콘
005.133 Y148p
2018

제1서고
단행본

4
맥스 테그마크의 라이프 3.0
인공지능이 열어갈 인류와 생명의 미래

맥스 태그마크 동아시아
006.301 T232l
2017a

제1서고
단행본

5
뉴스는 어떻게 조작되는가?
그들은 속이려 들지만 우리는 알고 있는 꼼수

최경영 바다출판사
070.43 C453n
2017

제1서고
단행본

6
웅크린 말들
말해지지 않는 말들의 한(恨)국어사전

이문영 후마니타스
070.4493 Y59u
2017

제1서고
단행본

7 (행복의 중심) 휴식 울리히 슈나벨 걷는나무
128.4 Sch57m
2011

제1서고
단행본

8
겟 스마트
생각하고 행동하는 최단거리형 노력의 힘

브라이언 트레이시 빈티지하우스
153.4 T674g
2017

제1서고
단행본

9
도마뱀을 설득하라
상대방의 결정을 바꾸는 7가지 설득 전략

제임스 크리민스 한빛비즈
153.852 C8687s
2017

제1서고
단행본

10
퍼즈
노력을 이기는 일시정지의 힘

레이첼 오마라 다산북스 158 Om2p 2017
제1서고
단행본

11
그릿 실천법
목표를 향해 끝까지 밀고 나가는 단 하나의 공식

캐런 바루크 펠드
먼

보랏빛소
158.1 B288g
2017

제1서고
단행본

12
도망치고 싶을 때 읽는 책
삶에 지친 당신을 위한 피로회복 심리학

이시하라 가즈코 홍익출판사 158.1 Is34n 2017
제1서고
단행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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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INST2158642963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42963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71873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71873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71873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43018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43018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43018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91951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91951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42957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42957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71886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71886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41846737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41846737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79831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79831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01669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01669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42954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42954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71941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71941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91911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91911000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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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하루 한 줄) 잘했어요 노트
잘한 일을 적는다. 그렇게 인생 최고의 변화가 시작
된다

나가야 겐이치 위즈덤하우스 158.1 N131i 2017
제1서고
단행본

14
사고의 본질
유추, 지성의 연료와 불길

더글러스 호프스태
터, 에마뉘엘 상데

arte 169 H677s 2017
제1서고
단행본

15
더 나은 세상
우리 미래를 가치 있게 만드는 83가지 질문

피터 싱어 예문아카이브 170 Si64e 2017
제1서고
단행본

16
부의 바이블
삼천 년 유대인 역사 속 부의 비밀

다니엘 라핀 북스넛
296.74 L314t
2017

제1서고
단행본

17
IMF 키즈의 생애
안은별 인터뷰집

안은별 코난북스 300.2 An1i 2017
제1서고
단행본

18
글로벌이슈
정치 경제 문화

Richard J. Payne 시그마프레스
303.482 P293g
2017

제1서고
단행본

19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 마스터플랜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dream up 프로젝트!

국제미래학회 光文閣
303.483 G939d
2017

제1서고
단행본

20 선택 가능한 미래
비벡 와드와, 알렉
스 솔크에버

아날로그
303.483 W119d
2017

제1서고
단행본

21
(전세계 2만명 산업별 전문가가 참여한) 2018~2028
핫이슈 빅트렌드

<트렌즈>지 특별
취재팀

행성B
303.49 Au25t
2017

제1서고
단행본

22 세계미래보고서 2018 박영숙, 제롬 글렌 비즈니스북스
303.490905
B149s 2018

제1서고
단행본

23
세상의 절반은 어떻게 사는가
포토저널리즘의 선구자 제이컵 리스, 130년 전 뉴욕
을 바꾸다

제이컵 A. 리스 교유서가
305.5690974
R449h 2017

제1서고
단행본

24
이상한 정상가족
자율적 개인과 열린 공동체를 그리며

김희경 동아시아
306.85 G419i
2017

제1서고
단행본

25
골목길 자본론
사람과 돈이 모이는 도시는 어떻게 디자인되는가

모종린 다산3.0
307.76 M71g
2017

제1서고
단행본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91944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91944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91944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91944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71889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71889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43003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43003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43041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43041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91920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91920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91617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91617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91980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91980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91980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43008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71954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71954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71954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71923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42971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42971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42971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42991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42991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71904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71904000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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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이코노미스트) 2018 세계경제대전망 이코노미스트 한국경제신문
330.9 Ec74w
2018

제1서고
단행본

27
애프터 크라이시스
위기 후 10년, 다음 승자와 패자는 누구인가

루치르 샤르마 더퀘스트 330.9 Sh23r 2017
제1서고
단행본

28
한국의 경제생태계
생성-성장-소멸-재생성 순환 체계 단절로 침하되고
있는

NEAR재단 [편] 21세기북스
330.951 N27h
2017

제1서고
단행본

29
제4의 실업
4차 산업혁명 시대 직업의 종말

MBN 일자리보고
서팀

매일경제신문사
331.137042
M266j 2017

제1서고
단행본

30
재테크 트렌드 2018
최고 전문가 5인의 2018 투자 전략

아기곰 외 아라크네
332.024 Ag41j
2018

제1서고
단행본

31
반퇴의 정석
나이 먹어도 돈 걱정 없는 인생을 사는 법

김동호 중앙북스
332.024 G416b
2017

제1서고
단행본

32 부자가 되는 심리학
올리비안 멜란, 셰
리 크리스티

솔트앤씨드
332.024 M486m
2017

제1서고
단행본

33
애프터 피케티
《21세기 자본》 이후 3년

토마 피케티 외 25
인

율리시즈
332.041 P637b
2017a

제1서고
단행본

34
부채의 늪과 악마의 유혹 사이에서
통화, 신용, 그리고 글로벌 금융

아데어 터너 해남
332.042 T851b
2017

제1서고
단행본

35

(2018) 디지털 비지니스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미래
전략 기술, 블록체인 기술, 시장 실태와 전망
금융, 물류 및 유통, IoT, 의료, 공공서비스, 보안 등
활용사례와 동향 분석

데이코산업연구소
[편]

DACO
intelligence

大 332.178
D367d 2017

제1서고
단행본

36
가상화폐시대 무엇을 할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혁명

문인철, 한창호 시대정신연구소
332.40285 M92g
2017

제1서고
단행본

37
대한민국 환율의 비밀
원화는 왜 급등락을 거듭하는가?

최기억 이레미디어
332.456 C453d
2017

제1서고
단행본

38
유로
공동 통화가 어떻게 유럽의 미래를 위협하는가

조지프 스티글리츠 열린책들
332.494 St52e
2017

제1서고
단행본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71959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71959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43044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43044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91994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91994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91994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71927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71927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43029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43029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7982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7982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79819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43011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43011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79859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79859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79887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79887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79887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79887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79887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91970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91970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43072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43072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79874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79874000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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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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돈의 흐름을 꿰뚫는) 산업 트렌드 2018
한경Business, 홍
성국 [공]

한국경제신문
332.6322 H1939s
2018

제1서고
단행본

40
서울 강남부자들은 왜? 재건축에 열광할까?
대지진 징조, 부동산 투자 검증된 도시 선택할 때

한석만 지식과감성#
332.6324 H19s
2017

제1서고
단행본

41
부자의 시간
부자는 어떻게 탄생하는가?

최윤식 지식노마드
332.678 C457b
2017

제1서고
단행본

42
드럭워즈
제약회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새로운 시대의 생존
전략

로빈 펠드만, 에반
프론도르프

JOYOON
Communications

338.476151
F333d 2017

제1서고
단행본

43
(2018) 메가트렌드
건설 전문가가 진단한 10대 이슈와 분야별 전망

건설경제 편집부
[편]

건설경제
338.4769 G292m
2018

제1서고
단행본

44
시민 주의 경제
사람을 위한 청지기 경제학

박춘성 빈커뮤니케이션즈
338.544 B147s
2017

제1서고
단행본

45
키워드 2018
전문가들이 전망한 2018 트렌드

이데일리 편집보도
국

이데일리
338.544 Id2k
2018

제1서고
단행본

46
순환경제 시대가 온다
250년간 세계를 뒤흔들 대격변이 시작되었다!

피터 레이시, 제이
콥 뤼비스트

전략시티
338.927 L119w
2017

제1서고
단행본

47
지구 한계의 경계에서
환경보호와 인류번영을 함께 도모하다

요한 록스트룀, 마
티아스 클룸

에코리브르
338.927 R592b
2017

제1서고
단행본

48
이 삶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죽음을 앞둔 서른여덟 작가가 전하는 인생의 의미

니나 리그스 북라이프
362.19699449
R448b 2017

제1서고
단행본

49
살인범은 그곳에 있다
은폐된 북관동 연쇄 아동납치살인사건

시미즈 기요시 내 친구의 서재
364.1523 Sh625s
2017

제1서고
단행본

50
(내 아이와 로봇의) 일자리 경쟁
4차 산업혁명과 자녀교육

이채욱 매일경제신문사 371.42 Y52i 2018
제1서고
단행본

51
아마존 웨이
세계에서 가장 파괴적인 기업 아마존의 모든 것

존 로스만 와이즈맵
381.45002 R737a
2017

제1서고
단행본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43080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43080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79828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79828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71944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71944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91983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91983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91983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71978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71978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71978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71987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71987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43069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43069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43034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43034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71870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71870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71877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71877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42968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42968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79852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79852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79852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79868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79868000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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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서명 저자 출판사 청구기호 소장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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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하시기 전에 대출하고자 하는 도서의 서명을 클릭하신 후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2
인문학 이펙트
인공지능 시대를 장악하는 통찰의 힘

스콧 하틀리 마일스톤
384.30112 H255f
2017a

제1서고
단행본

53
하루 3줄 영어 일기
조금씩, 매일, 계속! 영어가 일취월장하는 3대 습관

ALC 편집부 한빛비즈
428.2411 Ar83q
2017

제1서고
단행본

54 (SPSS/AMOS 논문 통계분석) 내비게이션 이현실, 양지안 한나래아카데미
519.50285 Y56n
2017

제1서고
단행본

55
케미컬 라이프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 속 화학 이야기

강상욱, 이준영 미래의창 540 G155k 2017
제1서고
단행본

56
숲에서 경영을 가꾸다
관찰학자 최재천의 경영 십계명

최재천 메디치
570.92 C454s
2017

제1서고
단행본

57 남극 2041
로버트 스원, 길 리
빌

한국경제신문
577.586 Sw24a
2017

제1서고
단행본

58 다르면 다를수록 최재천 arte 591 C454a 2017
제1서고
단행본

59
백년 목
100년 가는 목 만드는 단 하나의 방법

정선근 사이언스북스
617.53 J465b
2017

제1서고
단행본

60 (세상을 바꾸는) 기술창업전략 Kathleen Allen 청람
620.0068 Al53e
2017

제1서고
단행본

61
XPRIZE 우주여행의 시작
민간우주산업의 혁신을 선도하고 미래 산업의 프레
임을 제시한 개혁가들

줄리언 거스리 실레북스
629.47 G984h
2017

제1서고
단행본

62
언더독 레볼루션
무자본, 무스펙, 고졸의 게임폐인, 레드오션 창업으
로 300억 신화를 쓰다

전종하 미래의창 650.1 J461e 2017
제1서고
단행본

63
모든 것이 되는 법
꿈이 너무 많은 당신을 위한 새로운 삶의 방식

에밀리 와프닉 웅진지식하우스
650.1 W191h
2017a

제1서고
단행본

64
스타트업 방정식
완벽한 스타트업 모델을 찾는 시각적 가이드북

스티븐 피셔, 야네
두에인

시그마북스
658.11 F537s
2017

제1서고
단행본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43014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43014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71907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71907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42948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42948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7189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7189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91967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91967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71880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79843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71898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71898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91620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91620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79863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79863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79863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71993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71993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71993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91931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91931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43090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43090000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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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서명 저자 출판사 청구기호 소장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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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초보 창업자를 위한) 핵심 창업정보 및 창업실무 김영문 집현재
658.11 G429h
2017

제1서고
단행본

66
업스타트
실리콘밸리의 킬러컴퍼니는 어떻게 세상을 바꾸었나

브래드 스톤 21세기북스
658.1144 St71u
2017a

제1서고
단행본

67
직장인 DNA를 뒤집어라
당신은 기업이 원하는 인재입니까? : 기업에 필요한
인재 발굴 가이드북

김종구 렛츠북
658.311 G421j
2017

제1서고
단행본

68
역전의 명수
난공불락의 1위를 뒤집은 창조적 추격자들의 비밀

박종훈 인플루엔셜
658.401 B148y
2017

제1서고
단행본

69
현장경영'이 답이다
4차산업혁명시대 비즈니스 지속 성장의 엔진

김성희 이모션미디어
658.401 G425h
2017

제1서고
단행본

70
가치를 디자인하라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가치의 힘

김진택 한국경제신문
658.4012 G421g
2017

제1서고
단행본

71
만화 경영전략 설전 : 혁신편
100년을 이끈 경영 리더 50인의 경영전략

미타니 고지 어문학사
658.4012 M691s
2017

제1서고
단행본

72
만화 경영전략 설전 : 확립편
100년을 이끈 경영 리더 50인의 경영전략

미타니 고지 어문학사
658.4012 M691s
2017a

제1서고
단행본

73
카테고리 킹
누가 새로운 세상을 지배하는가

앨 라마단 [외] 지식너머
658.4012 R14p
2017

제1서고
단행본

74
빅프라핏
사회를 변화시키며 수익을 내는 비즈니스 모델

신현암, 이방실 흐름출판
658.4012 Si61b
2017

제1서고
단행본

75 조직행동(6판) 임창희 비앤엠북스
658.402 Im1j
2017

제1서고
단행본

76
빅데이터 4.0
한국사회 문제해결의 빛

최공필, 서정희 개미
658.4038 C453b
2017

제1서고
단행본

77
경영예술
혁신성장의 뉴 노멀 패러다임

김효근 [외] 독서光
658.4063 G419g
2017

제1서고
단행본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7985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7985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43077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43077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79822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79822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79822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71920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71920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79849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79849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43097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43097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71937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71937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71931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71931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43024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43024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79871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79871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43060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43060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43060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43060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43021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43021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43050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43050000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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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어서와요 노동존중 CSR
세계의 공장화 시대, 위태로운 노동시민권을 지켜주
는 기업

박명준 [외] 해피스토리
658.408 B148e
2017

제1서고
단행본

79
비즈니스와 사회에 가치를 더하라
21세기 기업시민의식

데이브 스탱거스,
캐서린 발보다 스
미스

Kosri
658.408 St24t
2017

제1서고
단행본

80 공급망 관리 입문

J. R. Tony Anold,
Stephen N.
Chapman, Lolyd
M. Clive [공]

YOUNG 658.7 Ar64i 2013
제1서고
단행본

81
마윈, 내가 본 미래
데이터 테크놀로지 시대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

알리바바그룹 김영사
658.800285 M11a
2017

제1서고
단행본

82
블루오션 시프트
경쟁 없는 새로운 시장으로 이동하는 법

김위찬, 르네 마보
안

비즈니스북스
658.802 K56b
2017a

제1서고
단행본

83
창업가의 브랜딩
브랜드 전략이 곧 사업전략이다

우승우, 차상우 북스톤
658.827 U8c
2017

제1서고
단행본

84
블랙컨슈머, 이렇게 대응하라
체계적이고 실무적인 블랙컨슈머 실전 대응 지침서

박종태 더문
658.8342 B148b
2018

제1서고
단행본

85 부암동 복수자 소셜클럽 사자토끼 YOUNG COM
741.5951 Sa27b
2017 v.1-6

제1서고
단행본

86
오늘의 인생
마스다 미리 만화

마스다 미리 이봄
741.5953 M396k
2017

제1서고
단행본

87 두 어른 백기완, 문정현 오마이북
811.75 B146d
2017

제1서고
단행본

88
미중전쟁
김진명 장편소설

김진명 쌤앤파커스
813.77 G421m
2017 v.1-2

제1서고
단행본

89
(기다리는) 행복
이해인 수녀가 전하는 사랑의 인사

이해인 샘터
814.75 Y56h
2017

제1서고
단행본

90
처음부터 엄마는 아니었어
장수연 에세이

장수연 어크로스
814.81 J257c
2017

제1서고
단행본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4305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4305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4305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71966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71966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71948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79877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79877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91973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91973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79840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79840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43087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43087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02930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71883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71883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42960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71917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71917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91957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91957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91957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79834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79834000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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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늘 괜찮다 말하는 당신에게 정여울 민음사
814.81 J466n
2017

제1서고
단행본

92 엄마가 모르는 나의 하루하루가 점점 많아진다 김소은 위즈덤하우스
818.81 G425e
2017

제1서고
단행본

93 무지개를 따라서 오세경 보이스사 818.81 O8m 2004
제2서고
단행본

94
악몽을 파는 가게
스티븐 킹 단편집

스티븐 킹 황금가지
823.54 K587b
2017 v.1-2

제1서고
단행본

95
포르투갈의 높은 산
얀 마텔 장편소설

얀 마텔 작가정신
823.54 M361h
2017

제1서고
단행본

96
아르테미스
달에 사는 수학 천재의 기발한 범죄 프로젝트 : 앤디
위어 장편소설

앤디 위어 RHK
823.6 W433a
2017

제1서고
단행본

97 파리의 아파트 기욤 뮈소 밝은세상
843.92 M977a
2017

제1서고
단행본

98
달의 영휴
사토 쇼고 장편소설

사토 쇼고 해냄
895.635 Sa83t
2017

제1서고
단행본

99
지중해
펠리페 2세 시대의 지중해 세계

페르낭 브로델 까치글방
909.091822
B737m v.1-2(2)

제1서고
단행본

100 1만 시간 동안의 남미 박민우 플럼북스
918.04 B148i
v.1-2

제2서고
단행본

101
임금의 도시
서울의 풍경과 권위의 연출

이기봉 사회평론 951.96 Y55i 2017
제1서고
단행본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79837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71901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759682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42984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42984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71892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71892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71910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71910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71910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42996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71913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71913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91906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91906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47249680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79846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679846000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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