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서명 저자 출판사 청구기호 소장위치

1
칼퇴를 부르는 엑셀 테크닉 122

EXCEL TECHNIC

후지이 나오야, 오

오야마 케이스케
제이펍

005.54 F9553e 

2018

제1서고 

단행본

2 지능의 본질과 구현 이재현 로드북 006.3 Y58j 2018
제1서고 

단행본

3
유튜브 레볼루션

시간을 지배하는 압도적 플랫폼

로버트 킨슬, 마니 

페이반
더퀘스트

006.7876 K992s 

2018

제1서고 

단행본

4 (공병호의) 무기가 되는 독서 공병호 미래의창
028.1 G588m 

2018

제1서고 

단행본

5
책 잘 읽는 방법

폼나게 재미나게 티나게 읽기
김봉진 북스톤

028.9 G414c 

2018

제1서고 

단행본

6
이것은 정치 이야기가 아니다(개정증보판)

박정자의 인문학 칼럼
박정자 에크리

070.4493 B148i 

2018

제1서고 

단행본

7 아리랑(개정증보판(개정3판)) 님 웨일즈 동녘
081 D7175m v.6 

1992

제2서고 

단행본

8 중국의 붉은 별(2판) 에드가 스노우 두레
081 D933d v.10 

1995(1)-1995(2)

제2서고 

단행본

9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공정성 석현호 나남 081 N11n v.555
제2서고 

단행본

10
이미지와 기억

이미지 개념의 철학사
김병선 새물결

121.35 G414i 

2018

제1서고 

단행본

11

순간의 힘

평범한 순간을 결정적 기회로 바꾸는 경험 설계의 기

술

칩 히스, 댄 히스 웅진지식하우스
128.4 H351p 

2018

제1서고 

단행본

12
운을 만드는 집

돈ㆍ건강ㆍ관계의 흐름이 바뀌는 공간의 비밀
신기율 위즈덤하우스

133.3337 Si61u 

2018

제1서고 

단행본

8 월 신착자료 리스트(국내서)

♣ 대출을 원하실 경우

   방문하시기 전에 대출하고자 하는 도서의 서명을 클릭하신 후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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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692861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692861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804816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98252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98252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80243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80243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574736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574736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805921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805921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98790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98790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41396871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40249150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46970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46970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30082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30082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30082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802549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8025490002591


No. 서명 저자 출판사 청구기호 소장위치

♣ 대출을 원하실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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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자극에 둔감해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예민함이라는 무기
롤프 젤린 나무생각

152.1 Se48w 

2018

제1서고 

단행본

14
내 안에서 행복을 만드는 것들

인생의 진짜 목표를 찾고 사랑하는 법

하노 벡, 알로이스 

프린츠
다산북스

152.42 B388g 

2018

제1서고 

단행본

15
화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내 안의 감정 괴물을 다스리는 법
안도 슌스케 유노북스

152.47 An24i 

2018

제1서고 

단행본

16
멍 때리기의 기적

생각을 멈추고 여유를 찾는 뇌의 비밀
스리니 필레이 김영사 153.4 P644t 2018

제1서고 

단행본

17 남보다 더 불안한 사람들 대니얼 키팅 심심
155.92 K221b 

2018

제1서고 

단행본

18 두 남자의 미니멀 라이프
조슈아 필즈 밀번, 

라이언 니커디머스
한국물가정보 158 M611m 2013

제1서고 

단행본

19 나를 사는 순간 안드레아스 알트만 책세상 158.1 Al79g 2018
제1서고 

단행본

20 멋지게 나이 드는 법 46(개정판) 도티 빌링턴 작은씨앗 158.1 B496l 2013
제1서고 

단행본

21
내 안의 소음을 줄여라

걱정과 집착에서 벗어나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법
크리스 헬더 이터

158.1 H366c 

2018

제1서고 

단행본

22 (홀가분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미니멀리스트
조슈아 필즈 밀번, 

라이언 니커디머스
이상미디어

158.1 M611s 

2015

제1서고 

단행본

23
혼자 쉬고 싶다

지금 이 순간, 나를 위한 카르페 디엠
니콜레 슈테른 책세상

158.1 St45m 

2018

제1서고 

단행본

24 지극히 적게 도미니크 로로 B 북폴리오 178 L885i 2013
제1서고 

단행본

25 백년을 살아보니 김형석 Denstory
179.9 G419b 

2016

제1서고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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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804843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804843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804843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3006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3006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30040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30040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679021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679021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02194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46733084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815987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98954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802576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802576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1689912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1689912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802570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802570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41398186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56714690002591


No. 서명 저자 출판사 청구기호 소장위치

♣ 대출을 원하실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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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좋아하는 일을 찾는다

즐거운 어른이 되기 위한 시작
사이토 시게타 책읽는고양이

179.9 Sa27g 

2016

제1서고 

단행본

27
한국은 하나의 철학이다

리(理)와 기(氣)로 해석한 한국 사회
오구라 기조 모시는사람들 181.2 Og9k 2017

제1서고 

단행본

28 순전한 기독교 C. S. 루이스 홍성사 230 L585m 2005
제2서고 

단행본

29 고통의 문제 C. S. 루이스 홍성사
231.8 L585p 

2005

제2서고 

단행본

30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C. S. 루이스 홍성사
248.4 L585sKg 

2005

제2서고 

단행본

31
식인의 형이상학

탈구조적 인류학의 흐름들

에두아르두 비베이

루스 지 까스뜨루
후마니타스 301 C279m 2018

제1서고 

단행본

32
압축성장의 고고학

사회조사로 본 한국 사회의 변화, 1965~2015
장덕진 한울아카데미

301.0951 J255a 

2015

제1서고 

단행본

33
나는 왜 말하는 게 힘들까

말하기 전에 심장부터 뛰는 당신을 위한 대화 처방
제니퍼 앨리슨 다른상상

302.346 Al48h 

2018

제1서고 

단행본

34 (자크 아탈리) 살아남기 위하여 자크 아탈리 위즈덤하우스 303.4 At81s 2010
제2서고 

단행본

35
코드 경제학

4만 년 인류 진화의 비밀
필립 E. 워스월드 동아엠앤비

303.483309 

Au36c 2018

제1서고 

단행본

36
로봇 시대에 불시착한 문과형 인간

인공지능이 멀게만 느껴지는 당신을 위해
다카하시 도루 한빛비즈

303.4834 T1392b 

2018

제1서고 

단행본

37

마이크로 트렌드X

향후 10년, 거대한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특별한 1%

의 법칙

마크 펜, 메러디스 

파인만
더퀘스트

303.4973 P38m 

2018

제1서고 

단행본

38
지방 소멸

인구감소로 연쇄붕괴하는 도시와 지방의 생존전략
마스다 히로야 와이즈베리

304.62 M396c 

2015

제1서고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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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98909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98909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863667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863667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39927918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3992669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39926829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67051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67051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1008280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1008280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30022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30022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45879780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45879780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30088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30088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3002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3002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30062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30062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30062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0625131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06251310002591


No. 서명 저자 출판사 청구기호 소장위치

♣ 대출을 원하실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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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나다운 페미니즘

코트니 서머스, 애

슐리 호프 페레스, 

정세랑, 이랑 등 

44인

창비
305.42 J453h 

2018

제1서고 

단행본

40
우먼카인드

모티베이션의 비밀
우먼카인드 바다출판사

305.42 Um2u 

2017

제1서고 

단행본

41
핀란드 슬로우 라이프

천천히, 조금씩, 다 같이 행복을 찾는 사람들

나유리, 미셸 램블

린
미래의창

306.094897 N11p 

2014

제1서고 

단행본

42 도시는 왜 불평등한가 리처드 플로리다 매일경제신문사
307.760973 

F663n 2018

제1서고 

단행본

43 한국 자유민주주의와 그 적들 노재봉 북앤피플
320.951 N658h 

2018

제1서고 

단행본

44
13억분의 1의 남자

황제 자리를 두고 벌인 인류 최대의 권력 투쟁
미네무라 겐지 레드스톤

320.952 X4m 

2015

제1서고 

단행본

45

다라야의 지하 비밀 도서관

시리아 내전에서 총 대신 책을 들었던 젊은 저항자들

의 감동 실화

델핀 미누이 더숲
320.95691 M666p 

2018

제1서고 

단행본

46 생활 공작

Office of 

Strategic 

Services, Central 

Intelligence 

Agency

워크룸 프레스
327.12 Un3s 

2018

제1서고 

단행본

47 북·중·러 접경지대와 동북아 소지역협력 신범식 이조 327.5 Si61b 2018
제1서고 

단행본

48 앞으로 5년, 미중전쟁 시나리오 최윤식 지식노마드
327.73052 C457a 

2018

제1서고 

단행본

49
(한번은) 경제 공부(개정판)

경제의 흐름과 쟁점이 보인다

로버트 하일브로

너, 레스터 서로
부키 330 H363e 2018

제1서고 

단행본

50
경제위기와 고용체제

한국과 일본의 비교
정이환 한울 330 J464g 2011

제1서고 

단행본

2018년 8월 신착자료 4/22 서울대학교 경영학도서관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3005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802349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802349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44221520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44221520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679057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80588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1473072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1473072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30028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30028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30028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802514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695103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30043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2302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2302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2302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98870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988700002591


No. 서명 저자 출판사 청구기호 소장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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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하시기 전에 대출하고자 하는 도서의 서명을 클릭하신 후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1
개혁적 진보의 메아리

경제학자 김기원 유고집
김기원추모사업회 창비

330.02 G418ga 

2015

제1서고 

단행본

52
경제는 돈의 흐름을 알고 있다

돈을 지배하는 경제의 핵심원리
김종선 메이트북스

330.02 G421g 

2018

제1서고 

단행본

53 (고사성어로 보는) 스토리 경제학 노상채 글라이더
330.02 N659s 

2018

제1서고 

단행본

54

한국의 경제학자들

장하준 김상조 이병천 김성구 김상봉 장하성 김정호 

: 이건희 이후 삼성에 관한 7가지 시선들 한국 자본

주의의 미래를 진단한다

이정환 생각정원
330.092 Y58h 

2014

제1서고 

단행본

55 밸런스시트 불황으로 본 세계 경제 리처드 쿠 어문학사
330.0953 K837w 

2014

제1서고 

단행본

56
의식 있는 자본주의

자본주의의 미래를 위한 9가지 상상

찰스 햄든-터너, 

폰스 트롬페나스
세종서적

330.122 H186n 

2017

제1서고 

단행본

57
풍요의 조건

자본주의로부터 우리를 구하는 법
자라 바겐크네히트 제르미날

330.122 W123r 

2018

제1서고 

단행본

58 박정희, 동반성장의 경제학 좌승희 기파랑
330.951 B148j 

2018

제1서고 

단행본

59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인가 최성락 페이퍼로드
330.951 C456h 

2016

제1서고 

단행본

60
금융 전쟁

한국경제의 기회와 위험
신장섭 청림

330.951 Si61g 

2009

제2서고 

단행본

61 한국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라 신장섭 청림
330.951 Si61h 

2008

제2서고 

단행본

62
(2025) 한반도 新 경제지도

미리보는 한반도 경제의 새로운 빅픽처
소현철 한스미디어

330.951 So1h 

2018

제1서고 

단행본

63 우리는 조금 불편해져야 한다 이상헌 생각의힘
331.02 Y63u 

2015

제1서고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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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1327157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1327157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9825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9825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98258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98258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47075849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47075849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47075849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47075849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45665748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88036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88036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524688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524688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805948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470803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40165003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40165003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44887291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23001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23001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23001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03598710002591


No. 서명 저자 출판사 청구기호 소장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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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하시기 전에 대출하고자 하는 도서의 서명을 클릭하신 후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4 현대 노동시장의 정치 사회학 정이환 후마니타스 331.1 J464h 2006
제2서고 

단행본

65 한국 고용체제론 정이환 후마니타스
331.12 J464h 

2013

제1서고 

단행본

66 현대자동차에는 한국 노사관계가 있다 박태주 매일노동뉴스
331.881292 

B149h 2014

제1서고 

단행본

67 (댄 애리얼리) 부의 감각
댄 애리얼리, 제프 

크라이슬러
청림출판

332.024 Ar42d 

2018

제1서고 

단행본

68
1인 가구 돈 관리

초보 혼족의 슬기로운 경제생활
공아연 위즈덤하우스

332.024 G588i 

2018

제1서고 

단행본

69
빚 때문에 고민입니다

가장 빨리 빚 갚는 법

홀리 포터 존슨, 그

레그 존슨
유노북스

332.024 J632z 

2018

제1서고 

단행본

70

부의 타이밍

부자가 된 사람들만 아는 부가 만들어지는 특정한 시

점

윤석천 헤리티지
332.024 Y98b 

2018

제1서고 

단행본

71 (하룻밤에 읽는) 블록체인
정민아, 마크 게이

츠
블루페가수스

332.178 G223b 

2018

제1서고 

단행본

72
블록체인 무엇인가?

수학, 코딩 몰라도 이해하는 비유의 힘!
다니엘 드레셔 이지스

332.178028 

D816b 2018

제1서고 

단행본

73
외계어 없이 이해하는 암호화폐

비트코인부터 시작하는 블록체인 & 가상화폐 입문서
송범근 책비

332.40285 So58o 

2018

제1서고 

단행본

74
통섭과 투자

찰리 멍거처럼 사고하고 투자하라
마이클 모부신 에프엔미디어

332.6 M44m 

2018

제1서고 

단행본

75
행운에 속지 마라(신개정판)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남는 투자 생존법

나심 니콜라스 탈

렙
중앙일보플러스

332.604 T143f 

2016

제1서고 

단행본

76
아무래도 그림을 사야겠습니다

멋을 아는 사람의 생애 첫 미술 투자
손영옥 자음과모음

332.63 So57a 

2018

제1서고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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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46611016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47328748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47731078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23031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23031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679047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679047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98243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98243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80255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80255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80255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9876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9876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548056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548056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679051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679051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802337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802337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5952751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5952751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80485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804855000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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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대한민국 부동산 7가지 질문

한국 부동산 긴급 진단
하승주 스마트북스

332.6324 H11d 

2017

제1서고 

단행본

78 사야 할 아파트, 팔아야 할 아파트 양지영 메이트북스
332.6324 Y17s 

2018

제1서고 

단행본

79 흔들리지 않는 부동산투자의 법칙 이광수 메이트북스
332.6324 Y55h 

2018

제1서고 

단행본

80 나는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 청울림 RHK
332.6324 Y9n 

2018

제1서고 

단행본

81
세금, 알아야 바꾼다

깨어 있는 시민을 위한 세금교과서

박지웅, 김재진, 구

제이
메디치

336.2 B148s 

2018

제1서고 

단행본

82 혁신과 유인
Suzanne 

Scotchmer
법문사

338.064 Sco81i 

2018

제1서고 

단행본

83
카를로스 슬림

중남미를 제패한 천재 경영자

디에고 엔리케 오

소르노
현대지성

338.092 Sl36o 

2016

제1서고 

단행본

84 한국의 대기업, 누가 소유하며 어떻게 지배되는가? 기업구조연구회 포스코경영연구소
338.0951 G347h 

1995

제2서고 

단행본

85
주식회사 한국의 구조조정

무엇이 문제인가
신장섭, 장하준 창비

338.0951 Si61r 

2004

제2서고 

단행본

86
피싱

인간과 바다 그리고 물고기
브라이언 페이건 을유문화사

338.3727 F131f 

2018

제1서고 

단행본

87 (크루그먼의) 미시경제학
Paul Krugman, 

Robin Wells
시그마프레스

338.5 K939m 

2018a

제1서고 

단행본

88 재벌, 한국을 지배하는 초국적 자본 박형준 책세상
338.644 B148j 

2013

제1서고 

단행본

89
벌거벗은 재벌님

위기의 한국 경제와 재벌개혁, 올바른 해법을 찾아서
박상인 창해

338.644 B149b 

2012

제1서고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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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98892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98892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804864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802573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804891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802558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802558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23004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80241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80241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43908086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40859380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40859380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30034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30034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6287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6287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4726373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43060491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430604910002591


No. 서명 저자 출판사 청구기호 소장위치

♣ 대출을 원하실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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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재벌의 경영지배구조와 인맥 혼맥 김동운 나남 338.644 H19n v.4
제2서고 

단행본

91 재벌의 노사관계와 사회적 쟁점 강신준 나남 338.644 H19n v.5
제2서고 

단행본

92
가 보지 않은 길

한국의 성장동력과 현대차 스토리
송호근 나남

338.76292 So58g 

2017

제1서고 

단행본

93
블록체인 거번먼트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전명산 alma

338.9 J461b 

2017

제1서고 

단행본

94 (커먼 웰스) 붐비는 지구를 위한 경제학 제프리 삭스 21세기북스
338.9 Sa14c 

2009

제2서고 

단행본

95 대침체의 교훈 리처드 C. 쿠 더난
339.0953 K837h 

2010

제2서고 

단행본

96 불평등 경제 토마 피케티 마로니에북스
339.22 P637e 

2014

제1서고 

단행본

97
기술 전쟁에서 이기는 법

리더들을 위한 지식재산 경영전략

사메지마 마사히

로, 고바야시 마코

토

한국경제신문
346.048 Sa44c 

2018

제1서고 

단행본

98

수용소

정신병 환자와 그 외 재소자들의 사회적 상황에 대한 

에세이

어빙 고프먼 문학과지성사
362.2 G557a 

2018

제1서고 

단행본

99
21세기 기본소득

자유로운 사회, 합리적인 경제를 향한 거대한 전환

필리프 판 파레이

스, 야니크 판데르

보흐트

흐름
362.582 P217b 

2018

제1서고 

단행본

100
나의 주거 투쟁

주거 이력서로 바라본 나의 성장 이야기
김동하 궁리

363.5 G416n 

2018

제1서고 

단행본

101 도둑의 도시 가이드 제프 마노 열림원
364.1622 M311b 

2018

제1서고 

단행본

102
4차산업혁명

미래를 향해 현재의 교육을 디자인하다!
송은석 지식공감

370.118 So58s 

2018

제1서고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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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46406457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46410770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9877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9877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718250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718250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4556983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4556983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47043906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4097770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98246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98246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30052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30052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30052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30031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30031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30013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30013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30037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23028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230280002591


No. 서명 저자 출판사 청구기호 소장위치

♣ 대출을 원하실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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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무엇이 이 나라 학생들을 똑똑하게 만드는가

미국을 뒤흔든 세계 교육 강국 탐사 프로젝트
아만다 리플리 부키

370.9 R482s 

2014

제1서고 

단행본

104
(1,000명에서 68명, 다시 1,000명으로) 열린학원 경

영이야기
고수남 열린학원

371.2 G533y 

2018

제1서고 

단행본

105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한재우 위즈덤하우스
371.30281 H19h 

2018

제1서고 

단행본

106
자본을 만드는 중국의 상인

상으로 쩐을 지배하는 거상의 공식
박종상 학자원

381.0952 B148j 

2018

제1서고 

단행본

107 아주 오래된 서점
가쿠타 미쓰요, 오

카자키 다케시
문학동네

381.45002 K123f 

2017

제1서고 

단행본

108
일본, 엄청나게 가깝지만 의외로 낯선

음식을 통해 본 일본 문화와 사유의 인문학
후촨안 애플북스

394.10953 H86h 

2016

제1서고 

단행본

109 (서울대 한국어+) 학문 목적 말하기
서울대학교 언어교

육원

서울대학교출판문

화원

418.24 Se67h 

2018

제1서고 

단행본

110
나는 영어로 외교한다

대한민국을 소개할 때 필요한 영어 표현
정영은 키

428.24 J466n 

2018

제1서고 

단행본

111
(어디를 떠나도 자신있는 이보영의) 여행영어회화(개

정판)
이보영 키스톤

428.24 Y51y 

2017a

제1서고 

단행본

112 여행영어 100일의 기적 문성현 넥서스
428.34 M92y 

2017

제1서고 

단행본

113
수학에 관한 어마어마한 이야기

선사시대부터 미래까지
미카엘 로네 클

510.9 L371g 

2018

제1서고 

단행본

114 미분적분학
Thomas, Weir, 

Hass
자유아카데미 515 T363t 2017

제1서고 

단행본

115 뷰티풀 퀘스천 프랭크 윌첵 흐름출판
530.01 W643b 

2018

제1서고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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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41139308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41139308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802567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802567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802567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520920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30076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30076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396278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47078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47078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804861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804861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802407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802407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802402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802402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802402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706242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802709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802709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7933603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130610002591


No. 서명 저자 출판사 청구기호 소장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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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재미있게 배우고 경험하는) 의사소통의 실제(제3판) 임숙빈 현문사
610.73 Im2e 

2018

제1서고 

단행본

117

생각에 관한 생각 프로젝트

세상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꾼 두 천재 심리학자의 행

동경제학 탄생기

마이클 루이스 김영사
612.8233 L587u 

2018

제1서고 

단행본

118
맛의 원리(개정판)

맛의 즐거움은 어디에서 오는가?
최낙언 예문당

612.87 C455m 

2018

제1서고 

단행본

119
마녀체력

마흔, 여자가 체력을 키워야 할 때
이영미 남해의봄날 613 Y67m 2018

제1서고 

단행본

120
감정식사

내 마음의 허기를 채워주는 마음챙김 식사의 비밀
수잔 앨버스 생각속의집

613.25 Al14e 

2018

제1서고 

단행본

121
월요단식

주1회 실천으로 스트레스 없이 쉽게 뺀다
세키구치 마사루 시사문화사

613.25 Se47g 

2018

제1서고 

단행본

122
앉는 법, 서는 법, 걷는 법

잘 '앉고' 잘 '걷기'만 해도 우아하고 날씬해진다
곽세라 쌤앤파커스

613.78 G994a 

2018

제1서고 

단행본

123 (우리가 몰랐던) 어깨 통증 치료의 놀라운 기적 박성진 중앙생활사
615.82 B149e 

2018

제1서고 

단행본

124 어떻게 일할 것인가 아툴 가완디 웅진지식하우스 616 G248b 2018
제1서고 

단행본

125
암, 시작부터 면역으로 승부하라

면역이 강하면 암은 사라진다
최관준 더시드컴퍼니

616.994 C453a 

2018

제1서고 

단행본

126
조너선 아이브

위대한 디자인 기업 애플을 만든 또 한 명의 천재
리앤더 카니 민음사

621.39092 Iv3k 

2014

제1서고 

단행본

127 (돈 주고도 못 배우는) 카페 Tea 메뉴 101 이상민 수작걸다
641.3372 Y63k 

2018

제1서고 

단행본

128
베지테리언 레시피

나와 지구를 위한 조금 다른 식탁
타카시마 료야 리스컴

641.5636 T1394p 

2018

제1서고 

단행본

2018년 8월 신착자료 10/22 서울대학교 경영학도서관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02910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02910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802564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802564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802564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02982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02982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672146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672146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804897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804897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80252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80252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804852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804852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802528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802528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812741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802391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802391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41004554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41004554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802543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802543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802537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802537000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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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을 원하실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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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예쁘고, 맛있고, 만들기 쉬운) 떡 장여진 경향미디어
641.5951 J257d 

2018

제1서고 

단행본

130
냉면의 품격

맛의 원리로 안내하는 동시대 평양냉면 가이드
이용재 반비

641.59519 Y67n 

2018

제1서고 

단행본

131 우리가족 생활한복 만들기 양정은, 채수정 경춘사
大 646.400951 

Y17i 2013 v.1-2

제2서고 

대형도서

132
프랑스인의 방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낭비없고 세련된 프랑스식 미니멀라이프
미카 포사 Willstyle

646.7 M589f 

2017

제1서고 

단행본

133
부모님과 헤어지기 전에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준비해야 할 64가지 일
시미즈 아키코 기파랑

646.78 Sh625o 

2018

제1서고 

단행본

134 버리지 않아도 정리가 된다 이토 유지 갈매나무 648.8 It6k 2018
제1서고 

단행본

135
나는 버리지 않기로 했다

진정한 미니멀을 실천하는 삶의 지혜
조석경 나무의철학 648.8 J569n 2018

제1서고 

단행본

136
(화내지 않고 상처 주지 않고 진심을 전하는) 엄마의 

말하기 연습
박재연 한빛라이프

649.1 B148e 

2018

제1서고 

단행본

137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

평범한 대한민국 여자가 유럽에서 일으킨 기적
켈리 최 다산 3.0

650.1 C454p 

2017

제1서고 

단행본

138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했다는 당신에게

행운, 그리고 실력주의라는 신화
로버트 H. 프랭크 글항아리

650.1 F851s 

2018

제1서고 

단행본

139 틀린 삶이 어딨어 강주원 이담Books 650.1 G155t 2018
제1서고 

단행본

140
신뢰가 전부다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김대영 매일경제신문사

650.1 G416s 

2018

제1서고 

단행본

141

퍼스트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

비행기 1등석 담당 스튜어디스가 발견한 3%의 성공 

습관

미즈키 아키코 중앙북스
650.1 M6997f 

2013

제1서고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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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802540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802540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30009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30009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41125163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9880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9880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802441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802441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687790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02197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02197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283234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283234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283234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710293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710293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23007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23007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802429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47049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47049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47753648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47753648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47753648000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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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을 원하실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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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멀리 보려면 높이 날아라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의 삶과 경영 이야기
윤정연, 정지현 RHK

650.1 Se61y 

2017

제1서고 

단행본

143 가장 단순한 것의 힘 탁진현 홍익출판사
650.1 T126g 

2017

제1서고 

단행본

144
결국 이기는 힘

그들은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는가
이지훈 21세기북스 650.1 Y58g 2018

제1서고 

단행본

145
40대에 도전해서 성공한 부자들

마흔 이후라서 성공할 수 있는 14가지 절대 이유
유동효 유노북스 650.12 Y9s 2018

제1서고 

단행본

146 (스마트 시대의) 회계원리 김경태, 박종찬 창민사 657 B148h 2018
제1서고 

단행본

147 (사례와 함께하는) 회계원리(2판)
최종학, 송혁준, 곽

수근
신영사 657 C454h 2018

제1서고 

지정도서

148 회계학의 비판적 방법론 김석웅 교육과학사 657 G425h 2014
제1서고 

단행본

149 회계학의 해석적 방법론 김석웅 교육과학사 657 G425h 2017
제1서고 

단행본

150
회계학 다시보기

숫자로 이루어진 세계에 대한 해설서
노희천 탐진 657 N658h 2018

제1서고 

단행본

151 회계환경, 제도 및 전략 손성규 박영사 657 So57 2014
제1서고 

단행본

152
이것은 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지식이다

어떤 사업에도 필요한 7가지 생존 지식
야마다 신야 스몰빅인사이트 657 Y14s 2018

제1서고 

단행본

153
원가관리회계(제6판)

K-IFRS 반영
백태영 신영사

657.42 B146w 

2018

제1서고 

지정도서

154
원가관리회계 해답(제6판)

K-IFRS 반영
백태영 신영사

657.42 B146w 

2018a

제1서고 

지정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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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48306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48306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9150472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98968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98968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802592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802592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9894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9894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98311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98311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44990204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420859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98942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98942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41017607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679054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679054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99044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99044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99039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99039000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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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금융시장에서의 회계의 역할과 적용 손성규 박영사
657.8333 So57g 

2016

제1서고 

단행본

156 유일한의 생애와 사상 김형석 올댓스토리
658.0092 G419y 

2016

제1서고 

단행본

157
마지막 인터뷰

한 권으로 읽는 피터 드러커 일생의 통찰
제프리 크레임스 틔움

658.0092 K86m 

2016

제1서고 

단행본

158 나의 금속 인쇄 50년 이형집 교학사
658.0092 Y56n 

2017

제1서고 

단행본

159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준용 강심호 살림출판사
658.0092 Y58g 

2015

제1서고 

단행본

160 (단계별로 본) 기술사업화와 창업 박원구 경문사
658.11 B149g 

2017

제1서고 

지정도서

161

대한민국 장사 천재들

대한민국 No1. 창업·사업·영업 커뮤니티 '창사영'의 

노하우를 모두 담았다!

차돈호 트러스트북스
658.11 C34d 

2018

제1서고 

단행본

162
왜 유독 그 가게만 잘될까

줄 서는 가게에 숨겨진 서비스와 공간의 비밀
현성운 다산북스

658.11 H996w 

2018

제1서고 

단행본

163

경험으로 스타트업 하라

자신의 경험을 비즈니스로 만드는 놀라운 창업 프로

세스

오점술, 손인배, 박

유찬, 박병연
다산글방 658.11 O5g 2018

제1서고 

단행본

164 원 포인트 K-스타트업 창업 이홍철 지와수
658.11 Y56w 

2018

제1서고 

단행본

165
(핵심) 재무관리 예해

사례연구와 해설
김철중 탐진

658.15 G415j 

2018

제1서고 

단행본

166
파워풀

넷플릭스 성장의 비결
패티 맥코드 한국경제신문

658.3 M137p 

2018

제1서고 

단행본

167

일본에서 일하며 산다는 것

일본 아르바이트와 일본 취업 그리고 일본 직장인 라

이프

김성헌 세나북스
658.311 G425i 

2018

제1서고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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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98949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455328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467554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467554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802424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802412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802412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9151768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9151768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679041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679041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679041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802597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802597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98234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98234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98234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98249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3008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3008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3008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98237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98237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805912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805912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805912000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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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FTA 연방시장) 잡프리덤 전략

청년 일자리 100만개 창출
이창우 진한엠앤비

658.3124 Y52j 

2018

제1서고 

단행본

169
성과관리 4.0

크라우드소싱과 인정을 활용한 몰입의 일터 만들기
에릭 모슬리 나남출판사

658.3142 M853c 

2018

제1서고 

단행본

170
비즈니스 분석

비즈니스 데이터 분석사 자격 대비
김승민 한경사

658.401 G425b 

2018

제1서고 

단행본

171

실력보다 안목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트렌드 분석가가 말하는 성과를 내

는 사람들의 비밀

김용섭 인플루엔셜
658.401 G429s 

2018

제1서고 

단행본

172
고구려에서 배우는 경영 전략

기업가 정신으로 리드한 고구려 700년
석산 북카라반

658.401 Se62g 

2018

제1서고 

단행본

173
혁신의 용광로

벅찬 미래를 달구는 포스코 스토리
송호근 나남출판사

658.4012 So58h 

2018

제1서고 

단행본

174
일본 제국은 왜 실패하였는가?

태평양 전쟁에서 배우는 조직경영
노나카 이쿠지로 주영사

658.402 N73s 

2009

제2서고 

단행본

175 (엑셀을 활용한) 경영과학(제5판) 정기호, 백천현 비앤엠북스
658.4034 J463g 

2013

제1서고 

지정도서

176 (사례로 배우는) 경영정보시스템(제7판)

David M. 

Kroenke, Randall 

J. Boyle

시그마프레스
658.4038011 

K913e 2018

제1서고 

단행본

177
혁신 다이내믹스

지속 성장을 위한 혁신의 원리와 길
김수영 한올출판사

658.4063 G425h 

2018

제1서고 

단행본

178
4차 산업혁명 시대, 어떻게 일할 것인가

기하급수 기업을 만드는 비즈니스 혁신 전략
전성철 리더스북

658.4063 J461s 

2018

제1서고 

단행본

179
(열정으로 이끄는) 리더십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를 움직이게 하는 기술
김해원 책과나무

658.4092 G419r 

2018

제1서고 

단행본

180
어서 와, 리더는 처음이지?

리더가 된 사람들을 위한 일과 사람 고민 이야기
장영학 책비

658.4092 J257e 

2018

제1서고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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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30079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30079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30079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23013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23013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22998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22998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802718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802718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802718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802561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802561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509459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509459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44238022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44238022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43352543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43352543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23038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23038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23010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23010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23022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23022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679044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679044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679044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6295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629550002591


No. 서명 저자 출판사 청구기호 소장위치

♣ 대출을 원하실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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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빠르게 명확하게) 전달하는 힘 김지영 위즈덤하우스
658.45 G421j 

2016

제1서고 

단행본

182

프로덕트 리더십

최고의 프로덕트 매니저가 멋진 프로덕트를 출시하

고 성공적인 팀을 구성하는 방법

리차드 밴필드, 마

틴 에린손, 네이트 

워킹쇼

에이콘
658.575 B223p 

2018

제1서고 

단행본

183

시니어 비즈니스 블루오션

호모 헌드레드 시대, 실버상품 & 콘텐츠 기획 및 비

즈 전략

김원제 한국학술정보
658.8 G428s 

2018

제1서고 

단행본

184

당신은 햄버거 하나에 팔렸습니다

소셜미디어 시대의 소비자를 이해하는 다섯 가지 핵

심코드

김지헌 중앙books
658.812 G421d 

2018

제1서고 

단행본

185 전략적 브랜드 관리 Kevin Lane Keller 시그마프레스
658.827 K283s 

2015

제1서고 

단행본

186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시장조사론(개정증보판) 최하눌 계명대학교 출판부
658.83 C454s 

2018

제1서고 

단행본

187

유통 혁명 오프라인의 반격

온라인 시대의 오프라인 리테일은 어떻게 살아남아

야 하는가?

더그 스티븐스 처음북스
658.87 St43r 

2018

제1서고 

단행본

188

글로벌 마켓 창업 멘토링

아마존, 이베이, 라자다, 엣시, 보낸자 중 어디서 팔 

것인가?

배우리 e비즈북스
658.872 B145g 

2018

제1서고 

단행본

189
광고관리(제3판)

이론과 실제가 만나다

안광호, 이유재, 유

창조
학현사 659.1 An1g 2014

제1서고 

단행본

190
리딩 아트

293개 작품으로 만나는 미술 속의 책
데이비드 트리그 클 700 T734r 2018

제1서고 

단행본

191
예술경영 리더십

새콤달콤한 AQ 카리스마
조덕원 대왕사

700.68 J567y 

2018

제1서고 

단행본

192
유럽의 작은 미술관

여행자를 설레게 하는 숨은 미술관 기행
최상운 을유문화사

708.94 C456y 

2017

제1서고 

단행본

193
덴마크 사람은 왜 첫 월급으로 의자를 살까

인생을 바꾸는 공간 활용법
오자와 료스케 꼼지락 747 Oz2n 2016

제1서고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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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5828787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5828787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98261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98261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98261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98240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98240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98240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802589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802589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802589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44338484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23034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23034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98269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98269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98269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23016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23016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23016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47293777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47293777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02176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02176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23019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23019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313558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313558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98928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989280002591


No. 서명 저자 출판사 청구기호 소장위치

♣ 대출을 원하실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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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
우리 집이 숲이 된다면

미세먼지 걱정 없는 에코 플랜테리어 북
정재경 RHK

747.98 J464u 

2018

제1서고 

단행본

195
컬러 이미지 플래닝

어떤 색이 좋을까?

(주)아이알아이 색

채 연구소
영진닷컴 752 Ai12k 2017

제1서고 

단행본

196
(마법의) 색채 센스

명화의 색·역사의 색·국가의 색
조우 가즈오 우듬지 752 J867i 2017

제1서고 

단행본

197

Pop it up!

남무성·장기호의 만화로 보는 대중음악만들기 : 

Music craft studio

남무성, 장기호 북폴리오
781.63 N15p 

2018

제1서고 

단행본

198
다시, 피아노

아마추어, 쇼팽에 도전하다
앨런 러스브리저 포노

786.2092 R891p 

2016

제1서고 

단행본

199
지아장커, 세계의 그늘을 비추는 거울

샤오우에서 천주정까지 지아장커 영화의 리얼리즘
유세종 봄날의박씨

791.43 J561y 

2018

제1서고 

단행본

200
강원국의 글쓰기

남과 다른 글은 어떻게 쓰는가
강원국 메디치미디어 808 G155g 2018

제1서고 

단행본

201
그림으로 글쓰기

유리 슐레비츠 그림책 교과서
유리 슐레비츠 다산기획

808.068 Sh92w 

2017

제1서고 

단행본

202
쓰릴 미

소설가는 어떻게 독자를 사로잡는가
벤저민 퍼시 홍시 808.3 P412t 2018

제1서고 

단행본

203
문재인의 말하기

세련된 매너로 전하는 투박한 진심
김범준 RHK

808.56 G414m 

2018

제1서고 

단행본

204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들의 비밀

일만 명의 사람에게 배운 공감의 대화법
이명로 스마트북스

808.56 Y59n 

2018

제1서고 

단행본

205
작가님, 어디 살아요?

<뉴욕타임즈>가 기록한 문학 순례
뉴욕타임즈 마음산책

808.8032 N489f 

2018

제1서고 

단행본

206
빨간 모자가 하고 싶은 말

꽃 같은 말만 하라는 세상에 던지는 뱀 같은 말
조이스 박 스마트북스

809.89282 B148b 

2018

제1서고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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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18896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18896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802703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802703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802706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802706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802706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52808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52808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52808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998323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6998323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695414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695414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687289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687289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760043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58760043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802499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802499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80271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802715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687718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687718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802531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802531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230410002591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230410002591


No. 서명 저자 출판사 청구기호 소장위치

♣ 대출을 원하실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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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
칼의 노래

김훈 장편소설
김훈 문학동네

810.8 H193ma 

v.14

제1서고 

단행본

208
꽃을 보듯 너를 본다

나태주 인터넷 시집
나태주 지혜

811.74 N11g 

2015

제1서고 

단행본

209
박완서의 말

소박한 개인주의자의 인터뷰
박완서 마음산책

813.73 B149h 

2018

제1서고 

단행본

210
해리

공지영 장편소설
공지영 해냄

813.76 G588h 

2018 v.1-2

제1서고 

단행본

211
경애의 마음

김금희 장편소설
김금희 창비

813.81 G418g 

2018

제1서고 

단행본

212
네 이웃의 식탁

구병모 장편소설
구병모 민음사

813.81 G93n 

2018

제1서고 

단행본

213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백세희 에세이
백세희 흔

814.81 B146j 

2018

제1서고 

단행본

214 황현산의 사소한 부탁 황현산 난다
814.81 H991h 

2018

제1서고 

단행본

215 지상의 마지막 오랑캐 이영산 문학동네 814.81 Iy2j 2017
제1서고 

단행본

216 싱글대디의 성장통 싱글대디 바른북스
814.81 Si64s 

2018

제1서고 

단행본

217
한때 소중했던 것들

이기주 산문집
이기주 달

814.81 Y55h 

2018

제1서고 

단행본

218
행복한 책 읽기

김현의 일기 1986-1989
김현 문학과지성사

816.73 G419h 

1992

제2서고 

단행본

219

인생 우화

천사의 실수로 세상의 바보들이 한 마을에 모여 살게 

되었다

류시화 연금술사
818.77 R996i 

2018

제1서고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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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82SNU:BOOK:82SNU_INST2160798900000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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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잘할 거예요, 어디서든 멍작가 북스토리
818.81 G155j 

2018

제1서고 

단행본

221
너의 시간이 다하더라도

같은 시간 속 다른 속도로 살아온 우리의 이별 준비
김유민 쌤앤파커스

818.81 G429n 

2018

제1서고 

단행본

222 어린왕자와의 일주일 장태수 프로작북스
818.81 J257e 

2018

제1서고 

단행본

223
마음의 빗장을 열고

갈등을 넘어 소통으로 에너지 리더 조석 이야기
조석 메디치미디어

818.81 J569m 

2016

제1서고 

단행본

224 셰이프 오브 워터
기예르모 델 토로, 

대니얼 크라우스
온다

823.6 T634s 

2018

제1서고 

단행본

225
브레이크 다운

B. A. 패리스 장편소설
B. A. 패리스 Arte

823.92 P218b 

2018

제1서고 

단행본

226 재밌다고들 하지만 나는 두 번 다시 하지 않을 일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
바다출판사

824.54 W155j 

2018

제1서고 

단행본

227
모든 저녁이 저물 때

예니 에르펜베크 장편소설
예니 에르펜베크 한길사

833.92 Er73a 

2018

제1서고 

단행본

228 오카피를 보았다 마리아나 레키 황소자리
833.92 L538w 

2018

제1서고 

단행본

229
(발터 벤야민의) 수수께끼 라디오

30개의 두뇌 게임
발터 벤야민 봄볕

838.912 B438d 

2018

제1서고 

단행본

230 심플하게 산다. 2, 소식의 즐거움 도미니크 로로 바다
844.914 L885a 

2014

제1서고 

단행본

231
붉은 대문

린위탕 장편소설
린위탕 깊은샘

895.135 L63z 

2018

제1서고 

단행본

232 개와 하모니카 에쿠니 가오리 태일소담
895.635 Ek82i 

2018

제1서고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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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악스 이사카 고타로 RHK
895.635 Is1a 

2018

제1서고 

단행본

234 주문을 틀리는 요리점 오구니 시로 웅진지식하우스
895.645 Og9c 

2018

제1서고 

단행본

235
약간의 거리를 둔다

소노 아야코 에세이
소노 아야코 책읽는고양이

895.645 So59n 

2016

제1서고 

단행본

236 수리부엉이는 황혼에 날아오른다
가와카미 미에코, 

무라카미 하루키
문학동네

895.68 M932k 

2018

제1서고 

단행본

237
분노의 시대

현재의 역사
판카지 미슈라 열린책들

909.8 M687a 

2018

제1서고 

단행본

238

(잡학다식한 경제학자의) 프랑스 탐방기

아들이 묻고 경제학자 아빠가 답하는 아주 특별한 수

업

홍춘욱 에이지21 914.4 H757f 2018
제1서고 

단행본

239 중세 움베르토 에코 시공사
940 Ec71m 2015 

v.1

제1서고 

단행본

240 유럽 넛셸 조영권 나녹 940 J569y 2017
제1서고 

단행본

241
북유럽 비즈니스 산책

경쟁하지 않는 비즈니스를 만나다
하수정 한빛비즈 948 H11b 2017

제1서고 

단행본

242
놀러 와요, 북유럽살롱

북유럽 사람들이 오늘도 행복한 이유, 궁금해요?
정민혜 중앙books 948 J464n 2017

제1서고 

단행본

243 (핀란드에서 찾은) 우리의 미래 강충경 맥스media
948.97 G154u 

2018

제1서고 

단행본

244
대한민국의 설계자들

학병세대와 한국 우익의 기원
김건우 느티나무책방

951.07092 G418d 

2017

제1서고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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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서명 저자 출판사 청구기호 소장위치

1

Discovering statistics using IBM SPSS 

statistics(4th ed.)

and sex and drugs and rock 'n' roll

Andy Field Sage
300.285555 

F453d 2013

제1서고 

단행본

2 The evolution of cooperation(Rev. ed.) Robert Axelrod Basic Books
302.14 Ax22e 

2006

제2서고 

단행본

3
Experimental economics

rethinking the rules
Nicholas Bardsl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330.0724 B236e 

2010

제1서고 

단행본

4 The economics of continuous-time finance
ernard Dumas 

and Elisa Luciano
MIT Press

332.01519233 

D891e 2017

제1서고 

단행본

5 Global financial markets Ian H. Giddy D.C. Heath
332.042 G36g 

1993

제2서고 

단행본

6 Advanced microeconomic theory(3rd ed.)

Geoffrey A. 

Jehle, Philip J. 

Reny

Financial 

Times/Prentice 

Hall

338.5 J388a 2011
제1서고 

단행본

7 Principles of microeconomics(8th ed.)
N. Gregory 

Mankiw

Cengage 

Learning

338.5 M314p 

2018

제1서고 

단행본

8
Multinational enterprise and economic 

analysis(3rd ed.)
Richard E. Cav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338.88 C315m 

2007

제2서고 

단행본

9
Thomas' calculus(13th ed. in SI units.)

early transcendentals in si units

George B. 

Thomas

Pearson 

Education Limited
515 T363t 2016

제1서고 

단행본

10 A first course in probability(10th ed.) Sheldon Ross Pearson 519.2 R733f 2018
제1서고 

단행본

11 Stochastic modeling and the theory of queues Ronald W. Wolff Prentice Hall
519.2 W832s 

1989

제2서고 

단행본

12 A guide to game theory Fiona Carmichael
Financial Times 

Prentice Hall

519.3 C212g 

2005

제2서고 

단행본

8 월 신착자료 리스트(국외서)

♣ 대출을 원하실 경우

   방문하시기 전에 대출하고자 하는 도서의 서명을 클릭하신 후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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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Mathematical statistics(2nd ed.)

basic ideas and selected topics

Peter. J. Bickel, 

Kjell A. Doksum
CRC Press

519.5 B472m 

2015 v.1

제1서고 

단행본

14
Theoretical statistics

topics for a core course
Robert W. Keener Springer 519.5 K252t 2010

제1서고 

단행본

15 Testing statistical hypotheses(3rd ed.)

E. L. Lehmann, 

Joseph P. 

Romano

Springer 519.5 L528t 2005
제2서고 

단행본

16
Mathematical statistics for economics and 

business(2nd ed.)

Ron C. 

Mittelhammer
Springer

519.5 M697m 

2013

제1서고 

단행본

17 Mathematical statistics(2nd ed.) Jun Shao Springer
519.5 Sh21m 

2003

제2서고 

단행본

18
Computer age statistical inference

algorithms, evidence, and data science

Bradley Efron, 

Trevor Hastie

Cambridge 

University Press

519.50285 Ef78c 

2016

제1서고 

단행본

19
Applied multivariate statistical analysis(6th ed., 

Pearson new international ed.)

Richard Johnson, 

Dean Wichern
Pearson

519.535 J636a 

2013

제1서고 

단행본

20
An introduction to Bayesian inference and 

decision(2nd ed..)
Robert L. Winkler Probabilistic Pub.

519.54 W729i 

2003

제2서고 

단행본

21

How to be yourself

quiet your inner critic and rise above social 

anxiety

Ellen Hendriksen St. Martin's Press
616.85225 H385h 

2018

제1서고 

단행본

22 Intermediate accounting(IFRS ed., 3rd ed.)

Donald E. Kieso, 

Jerry J. 

Weygandt, Terry 

D. Warfield

Wiley
657.044 K548i 

2017

제1서고 

지정도서

23
The family business map

assets and roadblocks in long-term planning

Morten 

Bennedsen and 

Joseph P.H. Fan

Palgrave 

Macmillan

658.04 B438f 

2014

제1서고 

단행본

24

Corporate finance(5th ed., International student 

ed.)

core principles & applications

Stephen A. Ross
McGraw-Hill 

Education

658.15 R733c 

2017a

제1서고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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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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Managerial accounting(Asia global ed., 2nd ed.)

Ray H. Garrison, 

Eric W. Noreen, 

Peter C. Brewer, 

Nam Sang 

Cheng, Katherine 

C.K. Yuen

McGraw-Hill 

Education

658.1511 G193m 

2015b

제1서고 

지정도서

26
The set-up-to-fail syndrome

overcoming the undertow of expectations

Jean-Francois 

Manzoni, Jean-

Louis Barsoux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658.315 M319s 

2007

제2서고 

단행본

27
Competitive solutions

the strategist's toolkit

R. Preston 

McAfee

Princeton 

University Press

658.4012 M459c 

2005

제2서고 

단행본

28
The profitability test

does your strategy make sense?

Harborne W. 

Stuart, Jr.
MIT

658.4012 St91p 

2016

제1서고 

단행본

29 Modern competitive strategy(4th ed.)

Gordon Walker, 

Tammy L. 

Madsen

McGraw-Hill 

Education

658.4012 W152m 

2015

제1서고 

단행본

30
Competitive supply chains(2nd ed.)

a value-based management perspective
Enver Yücesan

Palgrave 

Macmillan
658.7 Y97c 2016

제1서고 

단행본

31 Marketing(6th ed.)
Dhruv Grewal, 

Michael Levy

McGraw-Hill 

Education

658.8 G869m 

2017

제1서고 

단행본

32
The good son

a novel

You-Jeong 

Jeong
Penguin Books

813.77 J466j 

2018

제1서고 

단행본

33
The midnight line

a Jack Reacher novel
Lee Child Delacorte Press

823.54 C437m 

2017

제1서고 

단행본

34
Less

a novel

Andrew Sean 

Greer

Little, Brown and 

Company

823.54 G859l 

2018

제1서고 

단행본

35
An American marriage

a novel
Tayari Jones

Algonquin Books 

of Chapel Hill
823.6 J726a 2018

제1서고 

단행본

36
The buried giant

a novel
Kazuo Ishiguro

Vintage 

International

823.914 Is33b 

2016

제1서고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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