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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인터넷) 2022. 7. 19.(화) 12:00

(지  면) 2022. 7. 20.(수) 조간
배포 일시 2022. 7. 19.(화) 08:30

담당 부서 대학학술정책관 책임자 과  장 하유경 (044-203-6604)

<총괄> 학술진흥과 담당자 사무관 성미정 (044-203-6854)

2022년 우수학술도서 선정 결과 발표

□ 우수학술도서 300종 선정, 8만여 권 전국대학 도서관에 배포

□ 기초학문분야 연구 및 저술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박순애)와 대한민국학술원(회장 이장무)은 

2022년 우수학술도서 선정 결과를 7월 19일(화) 발표한다. 

 ㅇ ‘우수학술도서사업’은 기초학문 분야의 우수학술도서를 선정하여 대학에 

보급함으로써 우수 연구 성과를 공유ㆍ확산하고, 기초학문 분야의 연구와 

저술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2002년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 올해 사업에는 총 3,003종의 국내 초판 학술도서(발행일 2021.3.~2022.2. 기준)가  

신청·접수되었으며, 이 가운데 총 300종*을 2022년 우수학술도서로 선정했다.

    * 인문학 67종, 사회과학 110종, 한국학 40종, 자연과학 83종

  ※ 선정 도서 목록은 대한민국학술원 누리집(www.nas.go.kr)에서 확인 가능

 ㅇ 우수학술도서는 학술원 회원 및 학문 분야별 전문가 103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단계별 평가*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저술 내용의 전문성, 

독창성, 학문적 기여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였다.

    * (1차) 신청요건 구비여부 등 심사, (2차) 심사대상 도서의 20% 내외 선정, 

(3차) 심사대상 도서의 10% 내외 최종선정

□ 대한민국학술원은 지난해 265종의 우수학술도서 8만 여권을 배포한 데 이어, 

올해 선정한 300종의 우수학술도서에 대해 대학의 수요를 조사(~2022.8월)한 후, 

총 24억 원 상당의 도서를 올해 하반기 국내 대학도서관에 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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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예산 선정도서 보급도서 보급기관

2020년 26억 원 270종 86,089권 282개

2021년 23.4억 원 265종 81,270권 278개

2022년 24억 원 300종 하반기 결정 하반기 결정

< 최근 3년간 우수학술도서 선정·보급 현황 >

□ 신문규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학술도서는 우리나라의 기초학문 연구와 

저술 활동에 꼭 필요한 소중한 자산으로, 우수한 학술도서를 발굴하고 

보급함으로써 기초학문 저변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2022년 우수학술도서 선정 목록

담당 부서

대학학술정책관 책임자 과  장 하유경 (044-203-6604)

학술진흥과 담당자 사무관 성미정 (044-203-6854)

대한민국학술원 책임자 사무관 전수환 ( 02-3400-5252)

학술진흥과 담당자 주무관 이지은 (02-3400-5254)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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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최

현

석 2022년 우수학술도서 선정 목록(300종)

■ 분야 : 인문학(67종)

연번 도서명 (가나다순) 저자명 출판사명

1
(레오폴트 폰 랑케와) 근대 역사학의 형성 :

역사연구방법론과 역사사상
이상신 저

고려대학교출판
문화원

2 (譯註) 儀禮注疏 : 士冠禮(1,2) 정병섭 역주 도서출판 학고방

3 (유식사상으로 보는) 원효의 번뇌론 고은진 저 한그루

4
(정본완역) 두보전집 제10권 :
두보기주시기시역해3

두보 저, 강민호 외 역
사단법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5 『무당내력』류 그림 톺아읽기
그림으로 우리 문화
읽기 모임 저

민속원

6 감정의 귀환 : 아리스토텔레스 감정론 연구 한석환 저 성균관대학교출판부

7 건륭제와 천주교 이준갑 저 도서출판 혜안

8 고고학이론 껍질 깨기
에이드리언프랫첼리스 저,

유용욱 역
㈜사회평론아카데미

9
고대 중국의 통치메커니즘과 그 설계자들 :

상앙, 진시황, 한고조(1~4)
임중혁 저 경인문화사

10 과거제도 형성사 : 황제와 사인들의 줄다리기 하원수 저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1
과학과 정신과학 : 자연과학의 형이상학적

기초와 정신과학이 갈 길
김창래 저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12 근대 불교잡지의 문화사 : 불교청년의 성장 서사 김종진 저 소명출판

13
글로벌 르네상스 : 동양과 서양 사이의

르네상스 미술
리사 자딘 외 저,
임병철 역

도서출판 길

14 다와다 요코 : 몸과 사잇공간의 시학 정항균 저
사단법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15 동아시아 서원의 기원과 제의례의 완성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도서출판 온샘

16 동아시아에서 자유주의는 무엇인가 강명희 저
한울엠플러스
주식회사

17 디지털 언어학 연구 이민행 저 도서출판 역락

18 리스트와 19세기 비르투오소 담론 김현주 저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19 만들어진 유대인 슐로모 산드 저, 김승완 역 사월의책

20 메이로쿠 잡지 : 문명개화의 공론장
후쿠자와 유키치 외 원저,
이새봄 쓰고 번역

빈서재

21
명나라의 임진전쟁 : 송응창의
《경략복국요편》 역주(1~5)

송응창 저, 구범진 외 역 ㈜사회평론아카데미

22 몽타주 : 영화적 사유의 현재적 운동 이정하 저 문학과지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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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도서명 (가나다순) 저자명 출판사명

23 문화인류학자의 자기 민족지 제주도 유철인 저 민속원

24
미학적 연극에서 올바름의 연극으로 : 세월호와

미투 이후의 한국연극
김방옥 저 연극과인간

25 바다 인류 : 인류의 위대한 여정, 글로벌 해양사 주경철 저
㈜휴머니스트
출판그룹

26 벽계만지 역주 왕작 저, 김현주 외 역 소명출판

27
산대희와 본산대놀이 : 동아시아 산대 전통의

보편성과 한국의 독자성
전경욱 저 민속원

28 성문지 : 불제자들의 수행도 안성두 역주 세창출판사

29 시간과 윤리 : 존재론적 윤리학의 시도 한상연 저 도서출판 서광사

30 신경과학철학 : 뇌중심주의에서 체화주의로 이영의 저 아카넷

31 신화학 3 : 식사예절의 기원
클로드 레비스트로스 저,

임봉길 역
한길사

32 아시아의 인류 진화와 구석기문화 배기동 저 한양대학교출판부

33 아카데미아 학파 키케로 저, 양호영 역 아카넷

34 악부시집 : 청상곡사(1,2) 곽무천 저, 주기평 외 역 도서출판 학고방

35 언어유형론 강의 연재훈 저
도서출판
한국문화사

36 연극으로 사유하는 한국신화 김성희 저 연극과인간

37 영국 어린이 환상문학 : 앨리스에서 데이빗까지 양윤정 저 도서출판 동인

38
영적 휴머니즘 : 종교적 인간에서 영적

인간으로
길희성 저 아카넷

39 예술과 객체
그레이엄 하먼 저,
김효진 역

갈무리

40 원효의 통섭철학 : 치유철학으로서의 독법 박태원 저 세창출판사

41 일본고대국가와 도래계 씨족 연민수 저 학연문화사

42 일본에서 신이 된 고대한국인 노성환 저 도서출판 박문사

43 일본제국의 '동양사' 개발과 천황제 파시즘 이태진 저
㈜사회평론
아카데미

44
자연 언어 음운 체계의 보편성 : 주요 30개

언어를 대상으로
허용 저

도서출판
한국문화사

45 정감록과 격암유록 김탁 저 민속원

46 正史 五行志의 世界 : 後漢書 홍승현 역주 도서출판 혜안

47
정의론과 대화하기 : 정의론이 한국 사회에

던지는 8가지 질문
목광수 저 텍스트CUBE

48
제국의 정전 셰익스피어 : '이방인'이 본

'민족시인'의 근대성과 식민성
이경원 저 한길사



- 5 -

연번 도서명 (가나다순) 저자명 출판사명

49 종교개혁의 빛과 그림자 박종균 저 북코리아

50 종교성 측정의 원리와 실제 석창훈 저 한국학술정보

51 중국 근현대 상인과 물가변동 : 호남 지역사회 연구 전형권 저 도서출판 혜안

52 중국 유·도·불 삼교 관계 간명 통사(上,下) 모종감 저, 박성일 역 도서출판 학고방

53
중세의 침묵을 깬 여성들 : 힐데가르트, 안젤라,

카타리나의 비전과 미술
이은기 저

㈜사회평론
아카데미

54 철학적 급진주의의 형성(1~3) 엘리 알레비 저, 박동천 역
도서출판
한국문화사

55 취추바이 선집 : 『신아국유기』, 『적도심사』 취추바이 저, 이현복 역 산지니

56
치성광여래 신앙과 도상으로 살펴본 한반도

점성 신앙
정진희 저 경인문화사

57 칸트의 『순수이성비판』
테오도르 W. 아도르노 저,

박중목 외 역
세창출판사

58 퇴계 이황의 예학사상 한재훈 저 소명출판

59 하이데거와 도가(道家)의 철학 윤병렬 저 도서출판 서광사

60 하이데거의 숙고적 사유 : 계산적 사고를 넘어서 강학순 저 아카넷

61 한국 성경 300년 : 번역과 해석의 역사 정중호 저 계명대학교출판부

62 한국식 청동무기의 동북아지역 전개 허준양 저 (주)진인진

63 한국어 다중초점구문과 사선적 일치/병합 정대호 저 도서출판한국문화사

64 한국의 여신들 : 페미니즘의 신화적 근원 김화경 저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65 한자무죄, 한자 타자기의 발달사
토머스 멀레이니 저,

전주범 역
한울엠플러스
주식회사

66 합과 : 전통 중국 상공업의 기업 관행 정지호 저 세창출판사

67
희생자의식 민족주의 : 고통을 경쟁하는 지구적

기억 전쟁
임지현 저

㈜휴머니스트
출판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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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사회과학(110종)

연번 도서명 (가나다순) 저자명 출판사명

1
(문명의 요람) 퍼타일 크레슨트 : 메소포타미아,

레반트, 이집트 문명의 이해
남영우 저 (주)푸른길

2 (민주화 이후) 국정운영 남궁 근 저 법문사

3
(임상전문가를 위한) 정서장애와 주의 : 근거
기반 자기조절집행기능(SREF) 모델 및 적용

Adrian Wells 외 저,
전진수 외 역

(주)학지사

4 (판례·사료로 읽는) 한국법사강의 심희기 저 경인문화사

5 (회계정보를 이용한) 전략적 의사결정 손성규 저 (주)박영사

6 4.0시대 교육정책 어젠다 : 자유·공정·다양성 김경회 저 (주)피와이메이트

7
4차 산업혁명 시대 북한의 ICT 발전과

강성대국
남성욱 저

한울엠플러스
주식회사

8 4차 산업혁명과 규제개혁 변재웅 저 계명대학교출판부

9 4차 산업혁명과 대학의 교육혁신 한정석 저 교육과학사

10
4차 산업혁명과 첨단 방위산업 : 신흥권력

경쟁의 세계정치
김상배 엮음

한울엠플러스
주식회사

11 BLACK BOX를 열기 위한 인공지능법 김윤명 저 (주)박영사

12
Paradigm Shift를 위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영사례 Ⅱ
정진섭 (주)박영사

13
The B·L·U·E Government : 성과와 결과를
창출하는 유능한 미래정부의 조건

이석환 저 법문사

14 가르침과 배움의 동양적 의미 장윤수 외 저 교육과학사

15 감정과 미디어 나은영 저 컬처룩

16 계약법과 도산법 : 민법의 관점에서 도산법 읽기 최준규 저 경인문화사

17 고전문학의 향유와 교육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저 도서출판 역락

18 공공가치 : 이론과 실제 김명환 외 엮음 도서출판 윤성사

19
공론화의 이론과 실제 : 건강한 공론 형성과

진단을 위한 길라잡이
은재호 저 (주)박영사

20 국방R&D관리 양희승 외 저 피앤씨미디어

21
권리의 근거 : 호펠드의 권리 유형에 따른

계약론적 접근
조성민 저 한국학술정보

22
극동의 격몽과 서구 관용국가의 탄생 :
유교제국의 무제한적 관용사회의 서천

황태연 저 솔과학출판사

23
글로벌 아시아 : 자본주의 발전과 포스트

발전국가의 미래
임현진 외 저

사단법인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4 기본권의 발전사 : 실정권에서 자연권으로 김철수 저 (주)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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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도서명 (가나다순) 저자명 출판사명

25 기억의 기록으로 쓰는 구술사 정연경 저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문화원

26 기업지배구조와 주주의결권 서완석 저 디자인사람들

27 긱경제 : 플랫폼 노동의 지리학
제이미 우드코크 외 저,

이재열 외 역
전남대학교
출판문화원

28
노화와 언어는 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
나이 듦에 따른 언어와 인지 변화에 대한

언어심리학적 접근

로저 크루즈 외 저,
최원일 역

GIST PRESS

29 단극 체계 국제정치이론
누노 몬테이로 저,
백창재 외 역

㈜사회평론
아카데미

30 담보제도의 연구 김형석 저 (주)박영사

31 대입제도 : 신분 제도인가? 교육 제도인가? 서남수 외 저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32 데이터와 법 이성엽 편 (주)박영사

33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의 연계·협력 :

라키비움과 지식기반 만들기

이시카와 데쓰야 외
엮음/사오토메 마사히로
외 지음, 조혜린 외 역

한울엠플러스
주식회사

34 독일기본권론
Thorsten Kingreen 외 저,

정태호 역
(주)박영사

35 동기 : 현상과 이해 장은미 외 저 (주)박영사

36
동남아시아 도시들의 진화 : 인간과 문화를

품은 바닷길 열두 개의 거점들
한광야 저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37 동여비고의 학술적 재조명
고문헌과콘텐츠연구소

편
(주)집문당

38 디지털 시대의 사회복지 패러다임 : 네트워크적 접근 김수영 저 (주)집문당

39 딜레마 이론과 정책 김태은 외 저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40
메가플랫폼 네이버 : 한국 인터넷 산업의

성장과 그늘
원용진 외 저 컬처룩

41 문화감응교수 : 이론과 연구 그리고 실천
Geneva Gay 저, 명화연

외 역
교육과학사

42 미백 : 피부색의 문화정치 박소정 저 컬처룩

43 민법의 경제적 분석 김수정 외 저 (주)박영사

44 바젤3 시장리스크 : 신표준방법 해부 김미애 저 (주)박영사

45 범죄예방론 이윤호 저 (주)박영사

46 부당이득반환의 비교법적 연구 남효순 외 저 (주)박영사

47 부동산은 어떻게 여성의 일이 되었나 최시현 저 창비

48 북핵 외통수 : 비핵화에서 핵균형으로 박휘락 저 북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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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도서명 (가나다순) 저자명 출판사명

49 분쟁지명 동해, 현실과 기대 주성재 저 (주)푸른길

50
비틀리는 사회혁신 : 대항헤게모니적 개입을

위한 비판
장훈교 저 (주)진인진

51 사이버범죄론 전지연 저 (주)박영사

52 사회복지정책의 논쟁적 이슈 박병현 저 양서원

53 사회적경제와 공공성 김흥주 편저 도서출판 신정

54 삼단논법과 법학방법 양천수 저 (주)박영사

55 생존의 기로 : 21세기 미·중 관계와 한국 정재호 저
사단법인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56 서양 민주 개념 통사 : 고대편 최정욱 저 (주)박영사

57 설득 커뮤니케이션
Joseph A. DeVito 저,
박준성 외 역

(주)학지사

58
섬 정책의 현재와 미래 : 섬의 가치와 섬주민의

행복을 일궈내는 정책
신순호 저 (주)박영사

59
세계화와 국민경제의 재구성 : 미국·일본·독일

비교 연구
권형기 저

㈜사회평론
아카데미

60
실버여행기획론 : 실버여행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실버여행상품의 모든 것

권혁률 저
주식회사
백산출판사

61 실험경제학과 경제적 가치평가 한두봉 저 (주)박영사

62 아프가니스탄 전쟁 : 9·11 테러 이후 20년 이근욱 저
한울엠플러스
주식회사

63
애착이론과 상담 : 개인, 부부, 가족을 위한

정서중심치료
Susan M. Johnson 저,

박성덕 외 역
(주)학지사

64
언택트 사회의 미래 : 엔트로피 이론에

근거하여
이상오 저 북코리아

65 에너지 전환의 정치 이태동 저
㈜사회평론
아카데미

66 엔터테인먼트 사이언스(Ⅰ～Ⅲ)
토르스텐헤니그-투라우외저,

이청기 외 역
한울엠플러스
주식회사

67 역사와 고정관념 박재영 저 도서출판 선인

68
영미계약법 원리 : 영미법 역사 속 계약법

원리의 발견과 이해
조대환 저 유원북스

69 왜 지금 난민 : 난민의 출현과 인식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저
도서출판 온샘

70
용서치료 : 분노해소와 희망찾기의 근거중심적

안내서
로버트 D. 엔라이트 외 저,

신성만 외 역
유원북스

71 이슬람법입문 조셉 샤흐트 저, 명순구 역 경인문화사

72 인공지능과 법률 서비스 분야의 혁신 양종모 저 한국학술정보

73 자본주의의 문화적 모순 다니엘 벨 저, 박형신 역 한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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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도서명 (가나다순) 저자명 출판사명

74 정당론 강원택 저 (주)박영사

75 정보학의 이해 이종욱 외 저 도서출판 청람

76 정서 학설 1 : 역사-심리학적 연구
L.S. 비고츠키 저,
비고츠키 연구회 역

살림터

77 정서의 이해와 조절 김미리혜 외 저 시그마프레스

78 조선 성균관 교학문화 장재천 저 (주)피와이메이트

79
조선이 한국에게 보내는 편지 : 한반도의

국제정치
박건영 저

㈜사회평론
아카데미

80
조세 없는 민주주의의 기원 : 1934~60년 세무

기구 분석
손낙구 저 후마니타스(주)

81 죄, 의미, 문명 Ⅰ : 철학과 형법총론의 신형상 송희식 저
도서출판
모시는사람들

82 주주행동주의와 스튜어드십 코드 법무법인(유한) 지평 외 저 (주)박영사

83
중앙아시아 출신 유학생의 상호문화소통과

문화적응
김영순 외 저 북코리아

84 지구 오염의 역사 : 산업혁명부터 현대까지
프랑수아 자리주 외 저,

조미현 역
에코리브르

85 지리학 연구방법론
니컬러스 클리퍼드 외 저,

이건학 외 역
(주)푸른길

86
질적 연구의 체계적 분석방법 : 일상, 소비문화,

마케팅, 교육 에스노그라피 연구에서의
적용사례

이용숙 저 (주)학지사

87 책임경영 : 경영학의 큰 전환 박용승 저 율곡출판사

88 코로나19 위기와 법치주의 이원우 외 편저 홍문사

89 평생학습, 또 하나의 오래된 미래 정민승 저
한국방송통신대학
교출판문화원
(에피스테메)

90 포스트모더니즘, 혹은 후기자본주의 문화 논리
프레드릭 제임슨 저,

임경규 역
문학과지성사

91
포스트커뮤니케이션을 말하다 : 미디어지식인의

기록 2017
김승수 저 (주)나남

92 플랫폼시대의 교통약자와 교통공유경제 곽노완 외 저 (주)진인진

93
피지털 커먼즈 : 플랫폼 인클로저에 맞서는

기술생태 공통장
이광석 저 갈무리

94
학교 혁신의 성찰적 실천 : 탈공정과

탈문화식민주의
서근원 저 교육과학사

95 한국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신용하 저 경인문화사

96 한국 대중문화사 김창남 저
한울엠플러스
주식회사

97
한국 사회과학의 기원 : 이데올로기와 근대화의

이론 체계
홍정완 저 역사비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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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도서명 (가나다순) 저자명 출판사명

98 한국 사회학의 지성사(1～4) 정수복 저 도서출판 푸른역사

99
한국 취업문화·공채문화 40년사 : 채용역사와

뉴 패러다임
이종구 저 도서출판 청람

100
한국교육정책 논평 : 빅데이터 기반 정권별
교육정책의 주제 분석, 쟁점 및 대안 논의

박주호 저 (주)피와이메이트

101 한국법제사고韓國法制史攷 [개정판] 박병호 저 민속원

102
한국사회복지조직의 성장과 과제 :
인간화(人間化)와 다공화(多公化)

성규탁 외 저 한국학술정보

103 한국유학의 도덕교육적 성찰 김민재 저 글로벌콘텐츠

104
한국의 비공식 복지 :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은

대한민국 복지의 실체
손병돈 저

㈜사회평론
아카데미

105
한국의 중화학공업화 공업별 연구 :

1950-1980년대 한국 공업화의 기록(전자공업)
박영구 저 도서출판 해남

106 한국통화금융사(Ⅰ,Ⅱ) 배영목 저 도서출판 해남

107 한국학력·학벌사회론 : 절반의 공정성을 넘어 김부태 저 경북대학교출판부

108 한나 아렌트, 정치와 법
마르코 골도니 외 저,

홍원표 역
(주)신서원

109 헌법상 권력구조의 재조명 한수웅 저 법문사

110 현대 포퓰리즘 : 유럽과 한국 정병기 외 저 영남대학교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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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한국학(40종)

연번 도서명 (가나다순) 저자명 출판사명

1 (의궤로 본) 조선시대 궁중연향 문화 김종수 저 민속원

2 {--}의 기능 변화 연구 김태우 저 (주)태학사

3 17세기 후반 정치·사회 변동과 시가사 최재남 저 보고사

4 1940년대 전반기 재만조선인 시 연구 오양호 저 도서출판 역락

5 고구려 국가제사 연구 강진원 저 서경문화사

6 고려중기 정치사의 재조명 채웅석 저 (주)일조각

7
광무 화폐 : 근대조선의 화폐개혁과 조선과

일본의 화폐전쟁
김희호 저 경북대학교출판부

8
구인회 파라솔(PARA-SOL)파의 사상과 예술 :
신체악기(ORGANE)의 삶, 신체극장의

아크로바티(ACROBATIe)
신범순 저 예옥출판사

9 권번과 여창가곡 김민정 저 민속원

10 근대 미디어와 한국문학의 경계 배정상 저 소명출판

11 근대 시민의 형성과 대한민국 이승렬 저 그물

12 김정호 연구 이상태 저 경인문화사

13 냉전의 마녀들 : 한국전쟁과 여성주의 평화운동 김태우 저 창비

14 누가 이 생각을 이루어 주랴 : 숙수념(1,2) 홍길주 저, 박무영 역 (주)태학사

15 두보, 윤선도 그리고 바쇼 : 따로 또 함께 신은경 저 보고사

16 백제의 정치제도와 운영 노중국 저 (주)일조각

17
삼국유사의 문예 현상과 문학의 갈래,

그 연행 양상
사재동 저 민속원

18 삼투하는 문장들 : 한국문학의 젠더 지도 손유경 저 소명출판

19
연시조성 연구 : 제목 없이 합철된 연시조와

탈착형 연시조
양희철 저 보고사

20 작품으로 읽는 한국 현대시사 이숭원 저 (주)태학사

21 장학선과 오복녀의 서도소리 창법 연구 김광숙 저 민속원

22 재당 한인 묘지명 연구 : 역주편 권덕영 저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3 재당 한인 묘지명 연구 : 자료편 권덕영 저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4 재일조선인단체사전 1895∼1945
재일조선인단체사전한일
공동편찬위원회 지음,
민족문제연구소 편

민연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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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도서명 (가나다순) 저자명 출판사명

25 정조, 무예와 통하다 : 正譯 武藝圖譜通志 정조 저, 최형국 역 민속원

26 조선의 악률론과 근대 음악론 김수현 저 경인문화사

27
조선후기 의역주팔세보 연구 : 중인의 족보

편찬과 신분 변동
이남희 저 아카넷

28 朝鮮後期天主學史硏究 노용필 저 한국사학

29
중국 이주 한민족의 언어와 생활(1) : 중국

길림성 도문시 양수진 정암촌
박경래 저 도서출판 역락

30 판소리 예술론 정병헌 저 (주)태학사

31 플롯의 발견 : 한국 고전 서사의 재생산과 전환 김경미 저
이화여자대학교출

판문화원

32 한국 근대문학, 횡단의 상상 김미지 저 소명출판

33 한국 근대문학의 형성과 진화론 이만영 저
고려대학교출판
문화원(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34
한국근대 소방관의 탄생 : 화재발생과 소방조

활동에 관한 고찰
김상욱 저 민속원

35 한국시의 이미지-사유와 정동의 시학 조강석 저 소명출판

36 한국어 통사론의 과제와 도전 유현경 외 저 (주)집문당

37 한국어 해석문법의 체계와 적용 정은주 저 (주)도서출판 하우

38 한국현대 아동문학비평론 연구 류덕제 저 도서출판 역락

39 한글문화사 김동언 저 박이정출판사

40
현대 한국어 형성기의 새 국한혼용문의 등장과

그 변전
한영균 저 소명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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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자연과학(83종)

연번 도서명 (가나다순) 저자명 출판사명

1
(30년 인삼학자와 함께 알아보는) 인삼헬스케어

A to Z
나승열 저 신일서적(주)

2 (AutoML 창시자가 알려주는) 자동머신러닝
프랭크 허터 외 편저,

이기홍 역
에이콘출판(주)

3 (STEIN) 복소해석학
Elias M. Stein 외 저,
한빛수학교재연구소 역,

김영원 감수
한빛아카데미(주)

4 (문답으로 이해하는) 약사법 유대규 저 신일서적(주)

5 (소화기질환에서의) 성차의학 대표저자 김나영 (주)에스앤씨퍼블리싱

6 (스포츠에서의) 움직임 분석과 운동 조절
Frans Bosch 저, 박일봉

외 역
도서출판 한미의학

7 (시스템으로 풀어보는) 게임 디자인
마이클 셀러스 저,
진석준 역

에이콘출판(주)

8
(이득우의) 게임 수학 : 39가지 예제로 배운다!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게임 수학의 모든 것

이득우 저 주식회사 책만

9 (이론에서 실전까지) 금융 머신러닝
매튜 딕슨 외 저,
이기홍 역

에이콘출판(주)

10 (증례 중심으로 배우는) 노인의학
Balakrishnan Kichu R.
Nair 저, 원장원 외 역

군자출판사

11 (화학자의 시각에서 바라본) 물질 문명의 명암 장우동 저 자유아카데미

12
5G Network Security : In the Blockchain

Internet of Things
Moon Seog Jun 저 진샘미디어

13 OLED 소재 및 소자의 기초와 응용 이준엽 저 도서출판 홍릉

14
REMAKING the BONE : 임플란트를 위한

골재생 술식의 이론과 실제
홍순민 저 군자출판사

15
SRE를 위한 시스템 설계와 구축 : 구글이
공개하는 SRE 모범 사례와 설계, 구현, 운영

노하우

헤더 애드킨스 외 저,
장현희 역

한빛미디어(주)

16
VR의 이해 2/e : 인터페이스, 애플리케이션,

디자인
William R. Sherman 외 저,

송지연 역
에이콘출판(주)

17
YUZA OS Vol.1 소프트웨어편 : WIN32
플랫폼에서 C++로 운영체제 제작하기

박주항 저 에이콘출판(주)

18 가임력보존 대한가임력보존학회 저 군자출판사

19 계산전자공학 입문 홍성민 외 저 GIST PRESS

20 골격성 Ⅲ급 부정교합의 체계적인 교정치료 백승진 외 저 대한나래출판사

21 과학기술학 편람(1~5)
에드워드 J. 해킷 외 저,

김명진 역
아카넷

22 교정학의 새 지평 : 횡적 교합 이기준 저 명문출판사

23
구글 BERT의 정석 : 인공지능, 자연어 처리를

위한 BERT의 모든 것
수다르산 라비찬디란
저, 전희원 외 역

한빛미디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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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도서명 (가나다순) 저자명 출판사명

24
그로킹 심층 강화학습 : 이론과 실제 사이의

틈을 메우다
미겔 모랄레스 저,
강찬석 역

한빛미디어(주)

25
근대 건축과 하이데거 : 모더니티의 시작에서

건축적 형태와 세계
이동언 저 산지니

26 금융계산 김준기 저
주식회사

도서출판 북스힐

27 기계 학습을 다시 묻다
레슬리 밸리언트 저,

이광근 역
(주)도서출판
인사이트

28
기후의 힘 : 기후는 어떻게 인류와 한반도

문명을 만들었는가?
박정재 저 바다출판사

29 네트워크 분석 : 소셜 미디어에서 신경망까지
필립포 멘처 외 저,
손승우 외 역

에이콘출판(주)

30
대칭과 몬스터 : 고대 그리스 기하학에서 현대

끈이론까지
마크 로난 저, 마대건 역 도서출판 승산

31 디지털 증거법 이관희 외 저 (주)박영사

32
레이 트레이싱 : DXR과 최신 API를 사용한

고품질 실시간 렌더링
에릭 헤인스 외 편저,

구진수 역
에이콘출판(주)

33 리더십과 조직관리 오미정 외 저 수문사

34
머신러닝 엔지니어링 : 데이터 수집부터 특징

공학, 모델 평가, 배포, 유지보수까지
안드리 부르코프 저,

구정회 역
제이펍

35
멀티 클라우드로의 전환 : 알맞은 멀티

클라우드 솔루션 찾아보기
제론 멀더 저, 문경식 역 에이콘출판(주)

36 무릎통증 : 아프니까 무릎이다
Muneta Takeshi 저,
송영동 역, 이한솔 감수

메디안북

37 문명의 자연사 : 협력과 경쟁, 진화의 역사
마크 버트니스 저,
조은영 역

(주)까치글방

38
베이지안으로 접근하는 자연어 처리 2/e :
베이지안 통계 개념과 추론 기법, 모델링을

이용한 활용 분석까지

샤이 코헨 저,
이재원 외 역

에이콘출판(주)

39 복소다양체 조용승 저 (주)교우

40 비만학 : 현대인의 파라독스 서형주 외 저 내하출판사

41 비모수통계학 : with R 정성규 저 자유아카데미

42
비전 시스템을 위한 딥러닝 : 신경망을 활용한
엔드투엔드 컴퓨터 비전 애플리케이션 구축하기

모하메드 엘겐디 저,
심효섭 역

한빛미디어(주)

43 사이버보안취약점의 법적규제 윤상필 저 (주)박영사

44
사회정의와 건강 : 사회 불의에 맞서 어떻게

건강을 지킬 것인가?
배리 S. 레비 저,
신영전 외 역

한울엠플러스
주식회사

45 산불방재학 이시영 저 도서출판 동화기술

46 산업혁명과 융합 이병욱 저 도서출판 21세기사

47 생물정보학 알고리듬 3/e
필립 콤포 외 저,
한헌종 외 역

에이콘출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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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도서명 (가나다순) 저자명 출판사명

48
속도의 경제를 위한 클라우드 전략 :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으로 시작하는 기업 혁신

그레고르 호페 저,
김상현 외 역

에이콘출판(주)

49 숲과 국가 : 숲의 가치와 국가 산림 경영론 김기원 저
주식회사

도서출판 북스힐

50 스마트 팩토리 : 미래 제조 혁신 박준희 외 저 율곡출판사

51 스마트워터그리드 기술과 미래 상수도 최계운 외 저 도서출판 양서각

52 스마트팩토리 바이블 유형근 외 저 도서출판 홍릉

53
스콧 애론슨의 양자 컴퓨팅 강의 :
데모크리토스부터 시작된 양자 컴퓨팅

스콧 애론슨 저,
남기혁 외 역

에이콘출판(주)

54
스트리밍 시스템 :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위한

핵심 개념과 원리
타일러 아키다우 외 저,

이덕기 외 역
에이콘출판(주)

55 신소재 이야기 김영근 외 저 자유아카데미

56 안식처 : 건축의 시작 그리고 끝 남성택 저 한양대학교출판부

57 안전필수 시스템 제어 설계 김국헌 외 저 한빛아카데미(주)

58
알고리즘 윤리 : 안전한 인공지능 알고리즘

설계 기법
마이클 키언스 외 저,

이정표 역
에이콘출판(주)

59
양자 암호 시스템의 시작 : 더 강력한 암호가

필요한 세상이 온다
로저 A. 그라임스 저,
장기식 외 역

에이콘출판(주)

60
양자 컴퓨터를 위한 수학 : 수학으로 이해하는

양자 컴퓨터
볼프강 시어러 저,
추정호 역

에이콘출판(주)

61
어머니, 그리고 다른 사람들 : 상호 이해의

진화적 기원
세라 블래퍼 허디 저,

유지현 역
에이도스

62 여행과 개혁, 그리고 18세기 조선의 과학기술 임종태 저 들녘출판사

63 윤상훈·권병조의 알짜 근육학 : 근육 치료 핵심 요약 윤상훈 외 저 군자출판사

64 율곡이 체육을 말하다 진윤수 저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65
의료인문학이란 무엇인가 : 의학과 인문학의

경계 넘기
황임경 저 동아시아

66 인공지능 시대의 건축 : 주제와 변주 김성아 저 도서출판 씨아이알

67 임상영양학 김유리 외 저 도서출판 파워북

68
입자이론의 역사 : 다윈과 셰익스피어

사이에서
폴 프램튼 외 저,
최기영 역

동아시아

69
자동차 커넥티비티와 사이버 보안 : 자율주행,
커넥티드카, 모빌리티 서비스 등 자동차 기술

발전과 사이버 보안의 이해

디트마르 몰러 외 저,
정윤민 역

에이콘출판(주)

70
자율주행차량 기술 입문 :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부터 안전&보안에 이르기까지
행키 샤프리 저,
김은도 외 역

에이콘출판(주)

71 전기자기론(1,2)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 저,

김재영 외 역
한길사

72
정보 검색의 이론과 실제 : 검색엔진을

구현하고 평가하는 방법
스테판 버처 외 저,
임형준 외 역

에이콘출판(주)



- 16 -

연번 도서명 (가나다순) 저자명 출판사명

73 지속가능패션 고은주 외 저 (주)교문사

74 창의적인 아동미술교육 전경원 외 저 (주)교문사

75 최신 수리학 최성욱 저 (주)교문사

76
측두하악장애 : 기초과학에서 임상 적용에

이르는 중재적 접근
Henry A. Gremillion 외 저,

최재갑 외 역
대한나래출판사

77 탄소중립 : 지구와 화해하는 기술 김용환 외 저 도서출판 씨아이알

78
포그·에지 컴퓨팅 : 클라우드 컴퓨팅, IoT, 5G,
빅데이터 분석, 머신러닝을 활용한 포그와

에지 컴퓨팅 설계와 구현

라지쿠마르 부야 외
편저, 박선표 역

에이콘출판(주)

79 피라미드의 문 : 피라미드 공간을 보는 새로운 눈 임석재 저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문화원

80 한국 광업사 : 근대 이전을 중심으로 이정인 외 저 (주)에스티엔

81 한국의 원전 : 밖에서 본 진실 김천욱 저 도서출판 동명사

82 한국인의 울분과 외상후 울분장애 채정호 외 저 군자출판사

83
화려한 화학의 시대 : 기근과 질병을
극복하려다가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자연과의 관계를 변화시킨 화학자들의 이야기

프랭크 A. 폰 히펠 저,
이덕환 역

(주)까치글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