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서명 저자 출판사 청구기호 소장위치

1
(김경집의) 통찰력 강의

질문하는 습관이 만드는 생각의 힘
김경집 동아시아 001.3 G418t 2018

제1서고

단행본

2 어린 왕자, 우리가 잃어버린 이야기 민이언, 박상규 다반 001.3 M66e 2018
제1서고

단행본

3
빅데이터를 지탱하는 기술

시시각각 변하는 데이터를 파악하는 자동화의 세계
니시다 케이스케 제이펍

005.74 N634b

2018

제1서고

단행본

4 심층 학습

이안 굿펠로, 요슈

아 벤지오, 에런 쿠

빌

제이펍
006.31 G616d

2018

제1서고

단행본

5

(우리 시대의) 스테디셀러

시대별로 살펴본 steady seller : 1945~2000 steady

seller

이근미 이다BOOKS 028.1 Y55s 2018
제1서고

단행본

6
공부머리 독서법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독서교육의 모든 것
최승필 책구루

028.5 C456g

2018

제1서고

단행본

7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진주완, 정철, 류철 사계절 030 J562w 2018
제1서고

단행본

8
나라는 이상한 나라

꾸준한 행복과 자존감을 찾아가는 심리 여행
송형석 RHK

155.2 So58n

2018

제1서고

단행본

9

갑자기 폭발하지 않는 기술

어떻게 하면 잔뜩 날 세우지 않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을까?

니시다 마사키 갈매나무
155.9042 N634t

2018

제1서고

단행본

10
비관주의자를 위한 낙관주의 수업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비법, 낙관주의 만나기

델핀 뤼쟁뷜, 오렐

리 페넬
가지

158.1 L967c

2018

제1서고

단행본

11
생각의 보폭

인간의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모리 히로시 마인드빌딩

158.1 M824n

2018

제1서고

단행본

12
백 살에는 되려나 균형 잡힌 마음

100세 정신과 의사 할머니의 마음 처방전
다카하시 사치에 바다출판사

158.10846

T1392h 2018

제1서고

단행본

11 월 신착자료 리스트(국내서)

♣ 대출을 원하실 경우

   방문하시기 전에 대출하고자 하는 도서의 서명을 클릭하신 후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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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관계를 읽는 시간

나의 관계를 재구성하는 바운더리 심리학
문요한 더퀘스트 158.2 M92g 2018

제1서고

단행본

14

컴 클로저

나를 안전하게 지키면서 세상과 가까워지는 심리 수

업

일자 샌드 인플루엔셜
158.2 Sa56k

2018

제1서고

단행본

15
어쨌거나 내 인생

셜록황의 마음 처방전
황상민 들녘

158.3 H991e

2018

제1서고

단행본

16 산업심리학의 이해 이순열 한국학술정보 158.7 Y63s 2018
제1서고

단행본

17
12가지 인생의 법칙

혼돈의 해독제
조던 B. 피터슨 메이븐

170.44 P442t

2018a

제1서고

단행본

18

무신론자와 교수

데이비드 흄과 애덤 스미스, 상반된 두 거장의 남다

른 우정

데니스 C. 라스무

센
에코리브르 192 R184i 2018

제1서고

단행본

19
(인류학자가 들려주는) 산티아고 순례 이야기

순례는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낸시 루이즈 프레

이
황소걸음

263.0424611

F897p 2018

제1서고

단행본

20
중독의 시대

대한민국은 포스트 트라우마 중독사회다

강수돌, 홀거 하이

데
개마고원 302 G155j 2018

제1서고

단행본

21

2033년 중국의 미래인재 조건

한국 청소년을 위한 영국 케임브리지 경영대학 차이

나 이노베이션

크리스토퍼 에버튼

볼딩
Jelly Panda

303.483 B663c

2018

제1서고

단행본

22
라이프 트렌드 2019

젠더 뉴트럴
김용섭 부키

303.49 G429l

2019

제1서고

단행본

23
(존 나이스비트) 미래의 단서

글로벌 메가트렌드 최종 결정판

존 나이스비트, 도

리스 나이스비트
부키

303.49 N144m

2018

제1서고

단행본

24 세계미래보고서 2019 박영숙, 제롬 글렌 비즈니스북스
303.490905

B149s 2019

제1서고

단행본

25
(2019) 대한민국 트렌드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최인수 [외] 한국경제신문

303.4951 C454d

2019

제1서고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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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카이스트 미래전략 2019

기술변화부터 국제정세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메가트

렌드 전망과 전략

KAIST 문술미래전

략대학원, 미래전

략연구센터

김영사
303.4951 H1932k

2019

제1서고

단행본

27 이것은 이름들의 전쟁이다 리베카 솔닛 창비
306.0973 So46c

2018

제1서고

단행본

28
문화연구의 렌즈로 대중문화를 읽다

변화하는 한국 대중문화 지형도
이기형 [외] Culture Look 306.4 Y55m 2018

제1서고

단행본

29 아웃사이더의 반란 스티브 리처즈 지식의날개
320.5662 R392r

2018

제1서고

단행본

30 (제임스 뷰캐넌·고든 털럭,) 국민 합의의 분석 황수연 커뮤니케이션북스
大 321.8 B851c

2018

제1서고

단행본

31
화교가 없는 나라

경계 밖에 선 한반도화교 137년의 기록
이정희 동아시아

325.2520951

Y58h 2018

제1서고

단행본

32
중국 경제, 지금은

지금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중국 경제의 참모습
쉬슈저 에코차이나 330.1 X8b 2018

제1서고

단행본

33

하이에크 vs 케인스 아이디어 전쟁

시대의 위기를 돌아보는 경제학사 두 거인의 날가로

운 분석

토머스 호버 매일경제신문사
330.156 H671h

2018

제1서고

단행본

34 경제통계연보 2018 한국은행 조사부 한국은행 조사부
R 330.83 H193g

2018

제2서고

참고도서

35

붕괴의 다섯 단계

금융 위기에서 문화 붕괴까지, 위기를 돌파하는 새로

운 삶의 시나리오

드미트리 오를로프 궁리
330.905 Or5f

2018

제1서고

단행본

36 (2019) 한국경제 대전망
이근, 류덕현 외 경

제추격연구소
21세기북스

330.951 Y55h

2019

제1서고

단행본

37 중국 100년의 꿈(梦) 한국 10년의 부(富) 전병서 참돌
330.952 J46j

2016

제1서고

단행본

38
인도 4차산업혁명, 세계를 움직이다

인도, 세계로 가는 지름길
권기철 [외] 살림

330.954 G995i

2018

제1서고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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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트럼프발 경제위기가 시작됐다

위험한 미래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정인호 메이트북스

330.973 J464t

2018

제1서고

단행본

40
노동패널자료 연구. 3, 패널자료 비교연구를 중심으

로
홍민기 [외] 한국노동연구원 331 H1937n v.3

제1서고

단행본

41 패널자료 품질개선 연구. 7 김유빈 [외] 한국노동연구원 331 H1937p v.7
제1서고

단행본

42 4차 산업혁명과 노동조합의 과제
황선자, 이문호, 백

승렬

한국노총 중앙연구

원

331 H1937y

2017(10)

제1서고

단행본

43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처우개선방안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직제 신설을 중

심으로

김기우, 남우근, 엄

진령

한국노총 중앙연구

원

331 H1937y

2017(11)

제1서고

단행본

44
한국 노동조합 교육 발전방안

한국노총 상급단체 중심으로

박현미 유병홍, 이

주환

한국노총 중앙연구

원

331 H1937y

2017(12)

제1서고

단행본

45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노동조합 개입전

략

정창률, 김진수, 우

태현

한국노총 중앙연구

원

331 H1937y

2017(13)

제1서고

단행본

46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현황과 과제 유성규 [외]
한국노총 중앙연구

원

331 H1937y

2017(14)

제1서고

단행본

47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선방안 연구

공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채준호, 정동관, 이

강수

한국노총 중앙연구

원

331 H1937y

2017(15)

제1서고

단행본

48
제조업 고용 현황과 활성화정책  연구

4차 산업혁명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황선자, 김수현, 황

수옥

한국노총 중앙연구

원

331 H1937y

2017(2)

제1서고

단행본

49

근로감독제도 개성방안

우리나라와 외국의 단체협약시정제도 운영사례를 중

심으로

김기우 [외]
한국노총 중앙연구

원

331 H1937y

2017(3)

제1서고

단행본

50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방안 연구

한국노총 안산 금속 사업장을 중심으로

박현미, 이상학, 박

선영

한국노총 중앙연구

원

331 H1937y

2017(4)

제1서고

단행본

51
합의제형 헌정체제와 사회적 합의주의 모델의 친화

성에 관한 연구

우태현, 김순영, 허

석재

한국노총 중앙연구

원

331 H1937y

2017(5)

제1서고

단행본

2018년 11월 신착자료 4/15 서울대학교 경영학도서관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092320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092320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095479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095479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095473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095354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095351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095351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095351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111010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111010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111001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111001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110932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110929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110929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095377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095377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095373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095373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095373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095370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095370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095366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095366000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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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사례지역 조직화 방안 수립 연구
노광표, 이주환, 우

상범

한국노총 중앙연구

원

331 H1937y

2017(6)

제1서고

단행본

53

지방공공기관 노사관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주요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별 비교사례를 중

심으로

유병홍, 허인, 이정

봉

한국노총 중앙연구

원

331 H1937y

2017(7)

제1서고

단행본

54 투기자본의 폐해와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김재율 [외]
한국노총 중앙연구

원

331 H1937y

2017(8)

제1서고

단행본

55 노동시장제도와 경제적 불평등
이병희, 이시균, 오

상봉
한국노동연구원

331 H1937ya

2017(1)

제1서고

단행본

56 청년층 노동시장 실태와 정책과제 연구 김유빈, 최충 한국노동연구원
331 H1937ya

2017(2)

제1서고

단행본

57 대졸자 직장이동의 지리적 특성과 임금효과
강동우, 고영우, 최

충
한국노동연구원

331 H1937ya

2017(3)

제1서고

단행본

58 청년층 직접일자리사업 정책 심층평가 이성희, 노용진 한국노동연구원
331 H1937ya

2017(4)

제1서고

단행본

59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유형과 정책

적 대응
장지연 [외] 한국노동연구원

331 H1937ya

2017(5)

제1서고

단행본

60 아웃소싱의 메커니즘과 기업 내외에 미치는 영향 정흥준 [외] 한국노동연구원
331 H1937ya

2017(6)

제1서고

단행본

61
노동이동성이 기술혁신과 고용의 관계에 미치는 영

향
장인성 한국노동연구원

331 H1937ya

2017(7)

제1서고

단행본

62
21세기 디지털 기술변동과 고용관계

이론과 현실
권현지 [외] 한국노동연구원

331 H1937ya

2017(8)

제1서고

단행본

63
1987년 이후 30년

새로운 노동체제의 탐색
장홍근 [외] 한국노동연구원 331 J256c 2017

제1서고

단행본

64 (2017년) 노사관계 국민의식조사 연구 장홍근 [외] 한국노동연구원 331 J256n 2017
제1서고

단행본

2018년 11월 신착자료 5/15 서울대학교 경영학도서관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095363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095360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095360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095360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095357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095404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095401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095398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09539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095392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095392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095389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095386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095386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095383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095383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095419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095419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095416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095416000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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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제19차[2016]년도)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한국노동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김유빈 [등] 한국노동연구원

331.0951 Y58h

2016

제1서고

단행본

66 일과행복. 3 안주엽 [등] 한국노동연구원 331.12 An1i 2017
제1서고

단행본

67
자산 불평등과 세대간 이동성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331.12 H758j

2017

제1서고

단행본

68 (2017년) KOSPI 200 기업과 고용관계
정동관, 박진희, 이

동진
한국노동연구원

331.12 J463k

2017

제1서고

단행본

69
한국 고용관계의 현단계

2005~2013년 사업체패널  자료 분석
조성재 [외] 한국노동연구원

331.12 J569h

2017

제1서고

단행본

70
사회자본과 노동시장 성과

인적구성을 중심으로
오선정 한국노동연구원 331.12 O8s 2017

제1서고

단행본

71 국제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노동시장 분석
성재민, 황성웅, 안

정화
한국노동연구원

331.12 Se65g

2017

제1서고

단행본

72
청년 고용‧노동시장의 현황, 문제점 및 정책과제

'정형화된 사실들' 분석
윤윤규 [외] 한국노동연구원

331.12 Y98c

2017

제1서고

단행본

73 KLI 勞動統計 2018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R 331.21 H193g

2018

제2서고

참고도서

74
조직의 변화관리를 위한 정책과제

대안적 임금체계 개편을 중심으로

오계택, 양동훈, 이

영면
한국노동연구원 331.21 O5j 2017

제1서고

단행본

75 임금체계 개편 유형별 고용효과에 대한 실증연구 이성희, 김동배 한국노동연구원 331.21 Y63i 2017
제1서고

단행본

76 노동조합의 사회적 위상과 미래 역할 이정희 [외] 한국노동연구원
331.88 Y58n

2017

제1서고

단행본

77 연차 보고서 2017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332 G337y 2017
제2서고

단행본

2018년 11월 신착자료 6/15 서울대학교 경영학도서관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095469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095469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095469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095476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09545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09545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095437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095437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095407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095407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095458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095458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095422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09542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09542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09542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43356873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095443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095443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095428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095431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43089791000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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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글로벌 금융 패러다임과 한국 금융산업

이론과 정책
임양택 한양대학교 출판부 332 Im2g 2018

제1서고

단행본

79
결혼은 모르겠고 돈은 모으고 싶어

혼자 벌어도 든든한 1인 가구 돈 관리의 모든 것!
김경필 다산북스

332.024 G418g

2018

제1서고

단행본

80 매달, 무조건 돈이남는 예산의기술 제시 메캄 청림출판
332.024 M464y

2018

제1서고

단행본

81
블록체인 에스토니아처럼

전자영주권부터 국가코인까지 미래를 추월한 나라
박용범 매일경제신문사

332.178 B149b

2018

제1서고

단행본

82

하워드 막스

투자와 마켓 사이클의 법칙 : 주식시장의 흐름을 꿰

뚫어보는 단 하나의 투자 바이블

하워드 막스 비즈니스북스
332.6 M342m

2018a

제1서고

단행본

83
(허영만의) 3천만원

왕초보 허영만의 주식투자 도전기
허영만 가디언

332.6322 H413s

2018 v.1-4

제1서고

단행본

84
(100세 시대) 부동산 은퇴설계

부동산 은퇴설계 성공을 위한 지침서
황태연 자유문고

332.6324 H991b

2018

제1서고

단행본

85 (빅데이터로 예측하는)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 조영광 미지biz
332.6324 J569d

2018

제1서고

단행본

86 (2019) 북한투자 가이드 김한신 서교출판사
大 332.67309518

G419b 2018

제1서고

단행본

87
중국 진출 기업 경기조사

2017년 4분기 현황과 2018년 1분기 및 연간 전망
강두용 [외] 산업연구원

332.67351052

Sa57j 2017(4)

제1서고

단행본

88
일본의 對韓 투자 전략 분석과 정책과제

한국진출 일본기업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사공목, 최종일 산업연구원

332.67353 Sa11i

2017

제1서고

단행본

89 연차보고서 2017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336.51 G939y

2017

제2서고

단행본

90

글로벌 경제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국제정치와 문화 등 무역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해외

시장 A to Z

홍재화 좋은책만들기 337 H758g 2018
제1서고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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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주요 부문별 혼합금융 활용을 통한 국제개발 추진방

안
임소영 [외] 산업연구원 337.1 Im2j 2017

제1서고

단행본

92 제조별 업종별 경기실사지수(BSI) 산업통계분석본부 산업연구원
338 Sa57e

2017(4)

제1서고

단행본

93 (2014년도) 대·중소기업 산업연관표 작성과 분석
이진면, 김재진, 이

용호
산업연구원 338 Y58d 2017

제1서고

단행본

94 독과점구조유지산업 분석 최현경, 박진 산업연구원
338.0951 C454d

2017

제1서고

단행본

95 친환경자동차 정책의 평가와 개편방향
조철, 김경유, 윤자

영
산업연구원

338.476292

J567c 2017

제1서고

단행본

96
지역별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

2017년 4분기 현황과 2018년 1분기 및 연간 전망
산업통계분석본부 산업연구원

338.4767 Sa57e

2017(4)

제1서고

단행본

97
면화의 제국

자본주의의 새로운 역사
스벤 베커트 Humanist

338.4767721

B388e 2018

제1서고

단행본

98
(2019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

노블푸드부터 패스트 힐링까지
KOTRA 알키

338.544 D13y

2019

제1서고

단행본

99
트렌드 코리아 2019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의 2019 전망
김난도 [외] 미래의창

338.544 G423t

2019

제1서고

단행본

100
모바일 트렌드 2019

지금 우리에게 5G란 무엇인가
커넥팅랩 미래의창

338.544 K439m

2019

제1서고

단행본

101 벤처 하는 여자들 양윤선 [외] 메디치
338.642 Y17b

2018

제1서고

단행본

102
대기업체제의 한계와 중소·중견기업의 신성장동력화

연구
조영삼 [외] 산업연구원

338.7 J569d

2017

제1서고

단행본

103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지역혁신

정책모형과 추진전략
김선배 산업연구원

338.951 G425s

2017

제1서고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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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한국산업의 과잉공급 이슈분석과 대응방안 오영석 [외] 산업연구원
338.951 O9h

2017

제1서고

단행본

105
우리나라 각 세대의 특징 및 소비구조 분석

포스트베이비부머를 중심으로
조현승 [외] 산업연구원

339.47 J568u

2017

제1서고

단행본

106
지금부터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소설 쓰는 판사의 법정 이야기
정재민 창비

340.02 J464j

2018

제1서고

단행본

107
법정에 선 뇌

뇌손상은 살인에 대한 이유가 될 수 있는가?
케빈 데이비스 실레북스

345.74702523

D294b 2018

제1서고

단행본

108 고용노동정책의 R&D 역량 강화 기여방안 연구 김세움, 최석준 한국노동연구원
354.9 G425g

2017

제1서고

단행본

109
청년층 노동시장 정책의 종합적 평가

문헌 연구를 중심으로
이승렬 [등] 한국노동연구원 354.9 Y63c 2017

제1서고

단행본

110 노령연금 수급자의 노동공급과 정책과제 이승렬 한국노동연구원 354.9 Y63n 2017
제1서고

단행본

111 통합적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길현종, 이영수 한국노동연구원 361.61 G37t 2017
제1서고

단행본

112 진도 7, 무엇이 생사를 갈랐나? NHK 특별취재팀 황소자리
363.3495 N578s

2018

제1서고

단행본

113
국가별·경제권별 수출결정요인 분석을 통한 수출전

망모형 구축 연구
홍성욱 [외] 산업연구원

382.6 H758g

2017

제1서고

단행본

114 국가 간 산업 기술격차와 무역기술장벽의 효과
류한얼, 조재한, 성

열용
산업연구원

382.9 R996g

2017

제1서고

단행본

115 영어 아는 동사 20개면 나도 말할 수 있다 사토 요이치 끌리는책 425 Sa83e 2018
제1서고

단행본

116 미드는 단 350단어로 이루어져 있다 Cozy 동양북스 428 C839k 2018
제1서고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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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영어공부하기에 딱 좋은 로코 21편에서 콕콕 집어

낸) 스크린영어 대표패턴 2000
E&C Mentors

428.34 En36s

2018

제1서고

단행본

118 모든 움직이는 것들의 과학 한근우 사과나무 502 H19m 2018
제1서고

단행본

119
십대를 위한 미래과학 콘서트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교양과학
정재승 [외] 청어람미디어 502 J464s 2018

제1서고

단행본

120 통계학 도감
쿠리하라 신이치,

마루야마 아츠시
BM성안당 519.5 K966t 2018

제1서고

단행본

121
천문학 콘서트(개정증보판)

우리가 살면서 한 번은 꼭 읽어야 할 천문학 이야기
이광식 더숲 520 Y55c 2018

제1서고

단행본

122
뇌는 춤추고 싶다

좋은 리듬을 만드는 춤의 과학

장동선, 줄리아 F.

크리스텐슨
Arte

612.82 J255t

2018

제1서고

단행본

123
달려라, 달리!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강아지의 심쿵 라이프
이지은 김영사 636.7 Y58d 2018

제1서고

단행본

124

(한 그릇 뚝딱) 유아식

'닥터오의 육아일기'속 편식 없이 잘 먹는 영양만점

레시피

오상민, 박현영 청림Life
641.56222 O8y

2018

제1서고

단행본

125
관점을 디자인하라(개념 확장판)

없는 것인가, 못 본 것인가?
박용후 쌤앤파커스

650.1 B149g

2018

제1서고

단행본

126
당신의 퀀텀리프

부·권력·지식의 위대한 도약
임춘성 쌤앤파커스 650.1 Im1d 2018

제1서고

단행본

127
하버드 상위 1퍼센트의 비밀

신호를 차단하고 깊이 몰입하라
정주영 한국경제신문 650.1 J464h 2018

제1서고

단행본

128
(재무제표와 돈의 흐름이 보이는) 하마터면 회계를

모르고 일할 뻔했다!
김수헌, 이재홍 어바웃어북 657 G425h 2018

제1서고

단행본

129
(세계가 놀란) 개성회계의 비밀

개성상인이 발명한 세계 최초 복식부기 이야기
전성호 한국경제신문

657.2 J461g

2018

제1서고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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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09243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09243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09243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092388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ALL:82SNU_INST2162092394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ALL:82SNU_INST2162092394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157677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157617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157617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157637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157637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16579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16579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13769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13769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13769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13769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092721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092721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157569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157569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092330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092330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157649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157649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157649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092712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092712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0927120002591


No. 서명 저자 출판사 청구기호 소장위치

♣ 대출을 원하실 경우

   방문하시기 전에 대출하고자 하는 도서의 서명을 클릭하신 후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0
(포렌식 접근법으로 회계조작을 찾아내는) 회계 속임

수

하워드 슐릿, 제러

미 펄러, 요니 엥겔

하트

리딩리더
657.3 Sch32f

2018a

제1서고

단행본

131 (New ISA) 회계감사(제4판)
이효익, 김한수, 이

종은
신영사

657.45 Y56h

2018

제1서고

단행본

132 (New ISA) 회계감사 해답(제4판)
이효익, 김한수, 이

종은
신영사

657.45 Y56h

2018a

제1서고

단행본

133
(IFRS) 재무회계연습(10판)

2019 공인회계사 2차 시험 대비
김기동 샘앤북스

657.48 G418j

2018

제1서고

단행본

134 (2019 대비 회계사) 재무회계연습(10판)
신현걸, 최창규, 김

현식
준앤유

657.48 Si61j

2018

제1서고

단행본

135 현대경영의 이해(제4판) 이건창 무역경영사 658 Y55h 2010
제2서고

단행본

136
(40가지 질문으로 보는 협업이야기) 협업으로 성공

하기!
강영규 [외] DESIGN MEME

658.11 G155h

2018

제1서고

단행본

137
스타트업 레볼루션

세상을 바꾸는 스타트업 이야기

손동원, 허원창, 임

성훈
틔움출판

658.11 So57s

2018

제1서고

단행본

138 인적자원관리

Scott A. Snell,

Shad S. Morris,

George W.

Bohlander

한경사
658.3 B635m

2016

제1서고

지정도서

139

인재로 승리하라

급변하는 시대, 기업의 생존을 좌우할 인재 중심 경

영 원칙

램 차란, 도미닉 바

튼, 데니스 캐리
행복한북클럽 658.3 C37t 2018a

제1서고

단행본

140 직장 내 괴롭힘 실태와 제도적 규율 방안 김근주, 이경희 한국노동연구원 658.3 G418j 2017
제1서고

단행본

141 일터혁신의 현단계와 발전 방향 조성재 [외] 한국노동연구원 658.3 J569i 2017
제1서고

단행본

142
업종별 직무평가 도구개발

공공 서비스 및 사회복지 서비스 산업
오계택 [등] 한국노동연구원

658.306 O5e

2017

제1서고

단행본

2018년 11월 신착자료 11/15 서울대학교 경영학도서관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09269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09269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09269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137707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137707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137704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137704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137698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137698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137698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137701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137701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150731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092692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092692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092692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157547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157547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150643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15765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15765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15765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095452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095410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095449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095449000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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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을 원하실 경우

   방문하시기 전에 대출하고자 하는 도서의 서명을 클릭하신 후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43
세계를 장악한 현대자동차의 품질 경영을 배우다

타협은 없다 오직 품질이다
박상복 터닝포인트

658.4 B149s

2018

제1서고

단행본

144
팀 오브 팀스

복잡한 세계에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 교전의 규칙

스탠리 맥크리스

털, 탠텀 콜린스,

데이비드 실버먼,

크리스 퍼셀

이노다임북스
658.4022 M131t

2016

제1서고

단행본

145
하버드 협상 강의

하버드는 왜 협상에 주목할까?

하버드 공개강의연

구회
Book Agit

658.4052 H119h

2018

제1서고

단행본

146 한계기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최현경 [외] 산업연구원
658.4056 C454h

2017

제1서고

단행본

147
경영혁명

변화 너머 변화를 이끄는, CEO들의 8가지 초경영법
윤경훈 KMAC

658.4063 Y97g

2018

제1서고

단행본

148
1억 개의 눈

본질에 충실할 것! 멋지게 드러낼 것!
John Kim 블루페가수스

658.4092 G421i

2018

제1서고

단행본

149
전문경영인이 되는 길, 전문경영인으로 사는 길

전문경영인 선배가 전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조언서
김준희 블루페가수스

658.4092 G421j

2018

제1서고

단행본

150
(경영을 위한) 데이터마이닝

마케팅과 CRM 활용을 중심으로

Gordon S. Linoff,

Michael J. A.

Berry

한경사
658.802 B534d

2018

제1서고

단행본

151
(2019) 트렌드 노트

생활 변화 관찰기
김정구 [외] 북스톤

658.8342 B146t

2019

제1서고

단행본

152
중장년 싱글세대의 소비 트렌드

인구감소사회의 소비와 행동
미우라 아츠시 한울

658.8342 M698c

2018

제1서고

단행본

153
중국 스타트업처럼 비즈니스하라

중국 비즈니스 생태계 공략법
김희종, 유채원 초록비책공방

658.83952 G419j

2018

제1서고

단행본

154
끌리는 것들의 비밀

팔리는 상품, 서비스, 공간에 숨은 8가지 법칙
윤정원 라곰

658.84 Y97g

2018

제1서고

단행본

155
똑같은 빨강은 없다

교과서에 다 담지 못한 미술 이야기
김경서 창비 709 G418d 2018

제1서고

단행본

2018년 11월 신착자료 12/15 서울대학교 경영학도서관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157658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157658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137713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137713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092724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092724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11090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092648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092648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073468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073468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092653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092653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137719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137719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137719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092662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092662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092662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092701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092701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092686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092686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157652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157652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157296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21572960002591


No. 서명 저자 출판사 청구기호 소장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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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킨츠기 수첩

처음 배우는 그릇 수선
나카무라 구니오 컴인

738.14 N1464k

2018

제1서고

단행본

157
빈센트 반 고흐 새벽을 깨우다(개정증보판)

한 인권법 교수의 반 고흐 그림 이야기
박찬운 사곰

759.9492 G557b

2018

제1서고

단행본

158 (난생 처음 한번 들어보는) 클래식 수업 민은기 사회평론
780.15 M66k

2018 v.1

제1서고

단행본

159
모차르트

천재 작곡가의 뮤직 로드, 잘츠부르크에서 빈까지
김성현 북이십일

780.92 M877g

2018

제1서고

단행본

160 메수트 외질 마이 라이프
메수트 외질 , 카이

프소타
한스미디어

796.334092 O9m

2018

제1서고

단행본

161
150년 하버드 글쓰기 비법

SNS부터 보고서까지 이 공식 하나면 끝
송숙희 유노북스 808 So58b 2018

제1서고

단행본

162

(일본 최고의 대부호에게 배우는) 돈을 부르는 말버

릇

인생도 수입도 극적으로 바뀌는 마법의 말하기 습관

미야모토 마유미 비즈니스북스
808.5 M6993s

2018

제1서고

단행본

163 갯벌 전쟁 장선환 모래알
大 808.83 J257g

2018

제1서고

단행본

164 (2018) 김유정문학상 제12회 수상 작품집 한강 [외] 은행나무
813.08 G429e

2018

제1서고

단행본

165
그대는 할말을 어디에 두고 왔는가

허수경 산문집
허수경 난다

814.77 H41g

2018

제1서고

단행본

166
참 잘했어요

세상의 미운 오리 새끼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박광수 메이븐

818.77 B148c

2018

제1서고

단행본

167
오늘부터 휴가

천천히 머물며 그려낸 여행의 순간들
배현선 앨리스

818.81 B145o

2018

제1서고

단행본

168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에게 조용히 갚아주는 법

핵사이다 <삼우실> 인생 호신술
김효은 청림

818.81 G419h

2018

제1서고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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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당신을 위해서라면 죽어도 좋아요

F. 스콧 피츠제럴드 미출간 단편 18편
앤 마거릿 대니얼 현대문학

823.52 F576i

2018

제1서고

단행본

170
바르도의 링컨

조지 손더스 장편소설
조지 손더스 문학동네

823.54 Sa87l

2018

제1서고

단행본

171

자연의 방식

헨리 데이비드 소로 이후 가장 추앙받는 자연주의자

존 버로스의 처음 선보이는 에세이

존 버로스 꾸리에
824.4 B945w

2018

제1서고

단행본

172
(존 러스킨의) 생명의 경제학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존 러스킨 아인북스

828.809 R897u

2018

제1서고

단행본

173 알고 싶지 않은 것들 데버라 리비 플레이타임
828.914 L579t

2018

제1서고

단행본

174 꾸뻬 씨의 핑크색 안경 프랑수아 를로르 마시멜로
843.92 L539h

2018

제1서고

단행본

175
제0호

움베르토 에코 장편소설
움베르토 에코 열린책들

853.914 Ec71n

2018

제1서고

단행본

176
역사, 눈앞의 현실

엇갈리고 교차하는 인간의 욕망과 배반에 대하여
탕누어 378(흐름출판) 895.1 T156y 2018

제1서고

단행본

177
초협력사회

전쟁은 어떻게 협력과 평등을 가능하게 했는가
피터 터친 생각의힘 909 T842u 2018

제1서고

단행본

178
여행기의 인문학

여행이란 인간에게 운명과도 같다

한국문화역사지리

학회
푸른길 910 H1936y 2018

제1서고

단행본

179
의암 손병희 평전

격동기의 경세가
김삼웅 채륜

951.06092 So57g

2017

제1서고

단행본

180 비커밍 미셸 오바마 웅진지식하우스
973.932092 Ob1b

2018

제1서고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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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서명 저자 출판사 청구기호 소장위치

1 The logic of scientific discovery Karl Popper Routledge 501 P817l 2002
제1서고

단행본

2
Doing HR analytics

a practitioner's handbook with R examples

Lyndon

Sundmark

Create Space

Independent

Publishing

Platform

658.3 Su72d

2017

제1서고

단행본

3
Strategic management(4th ed., international

student ed.)

Frank T.

Rothaermel

McGraw-Hill

Education

658.4012 R742s

2019

제1서고

단행본

4 Greening global logistics
Pak Myong-Sop

... [et al.]
아카데미프레스

658.7 B148g

2014

제1서고

단행본

5
Global logistics and supply chain

management(2nd ed.)

John Mangan,

Chandra L.

Lalwani, Tim

Butcher & Roya

Javadpour

Wiley
658.7 M313g

2012

제1서고

단행본

11 월 신착자료 리스트(국외서)

♣ 대출을 원하실 경우

   방문하시기 전에 대출하고자 하는 도서의 서명을 클릭하신 후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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