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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우수학술도서 선정 결과 발표

◈ 우수학술도서 271종 선정, 10만여 권 전국 대학 도서관에 배포

◈ 기초학문분야 연구 및 저술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대한민국학술원(회장 김동기)은 

2020년 우수학술도서 선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 올해 사업에는 381개 출판사가 발행한 3,284종의 국내 초판 학술 도서

(발행일 2019.3.～2020.2. 기준)가 접수되었으며, 이 가운데 총 271종*이

2020년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 인문학 66종, 사회과학 96종, 한국학 36종, 자연과학 7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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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다.

< 우수학술도서 선정․지원 사업 개요 >

◦ (목적) 기초학문분야의 우수 학술도서를 선정하여 대학에 보급함으로써 우수

연구 성과를 공유 확산하고, 기초학문 분야 연구 및 저술활동 활성화 도모

◦ (신청대상) 2019.3.1.～2020.2.29. 기간 초판 발행된 국내 기초학문 분야 학술도서

◦ (지원내용) 선정도서를 구입하여 국내 대학 도서관 등에 보급

학술원 누리집에 도서 목록 탑재 홍보

□ 도서 선정은 학술원 회원 및 학문 분야별 전문가 107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다단계 평가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저술 

내용의 전문성, 독창성, 학문적 기여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였다.

※ 1차 총괄심사위원회(심사 기본원칙 및 절차 결정) → 분야별심사위원회 3회



(1차: 신청 요건 구비여부 등, 2차: 분야별 심사대상 도서의 20% 내외 선정,

3차: 총 300종 내외 선정) → 2차 총괄심사위원회(우수학술도서 최종 선정)

□ 대한민국학술원은 이번에 선정된 271종의 우수학술도서에 대한 

대학의 수요를 조사(~2020.8월)한 후, 총 26억 원 상당의 도서를 

올해 하반기 국내 대학도서관에 보급할 계획이다.

□ 설세훈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학술도서는 우리나라의 기초학문 

연구 및 저술활동에 꼭 필요한 소중한 자산이며, 우수한 학술도서를

발굴하여 보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1. 2020년 우수학술도서 선정․지원 사업 개요

2. 2020년 우수학술도서 선정 목록



구    분 세 부 학 문 분 야

인 문 학
철학, 종교학, 윤리학, 역사학, 문학, 언어학, 민속학,

문화인류학, 미술학·미학, 음악학, 연극학·영화학 등

사회과학
교육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지리학, 문헌정보학,

법학, 경제학, 경영학, 정치학·외교학, 행정학·정책학 등

한 국 학 한국사, 국어학, 고전문학, 현대문학, 국악

자연과학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구과학, 생활과학, 의학,

약학·한의학, 과학사, 정보통신학, 스포츠과학, 공학 등

참고 1  2020년 우수학술도서 선정․지원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기초학문분야 우수 학술도서를 선정하여 대학에 보급함으로써

기초학문분야 연구 및 저술 활동 활성화 도모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0년 3월～12월

◦ 예산규모 : 26억 원

◦ 선정도서 : 기초학문분야 우수학술도서 300종 내외

- (선정기간) 2019. 3. 1. ~ 2020. 2. 29. 기간 국내 초판 간행 학술도서

- (선정분야) 기초학문 전(全) 분야

◦ 선정과정 : 학술원 회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 도서지원 : 선정도서를 구입하여 국내 대학 도서관에 보급

학술원 누리집에 도서목록 탑재․홍보

□ 최근 3년간 선정 현황

연  도 인 문 학 사회과학 한 국 학 자연과학 합  계

2017년 79종 95종 40종 73종 287종
2018년 67종 99종 41종 78종 285종
2019년 65종 95종 40종 86종 286종

□ 최근 3년간 우수학술도서 선정 ‧보급 현황

연 도 예  산 선정도서 보급도서 보급기관

2017년 36.5억 원 287종 128,627권 303개
2018년 36.5억 원 285종 133,420권 315개
2019년 33억 원 286종 111,772권 286개



연
번 도서명 (가나다순) 저자명 출판사명

1 (당송시대의) 신앙과 사회 김상범 신서원

2 (譯註) 禮記淺見錄(1~7) 권근, 정병섭 역 學古房

3 (옛 지도로) 세계 읽기 최창모 동연

4 (완역) 한유시전집(上,下) 한유, 이영주 외 역 역락

5 『老乞大』와 『朴通事』 언해서의 중국어음 연구 신용권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6
Machine Gun Voices : Favelas and Utopia 
in Brazilian Gangster Funk

Paul Sneed SNUPRESS

7
The Evolution of Modern English Drama : 
From Enlightenment to the Sublime

Hoon-Sung Hwang SNUPRESS

8 각색과 전유 줄리 샌더스, 정문영 외 역 도서출판 동인

9 감각의 역사 진중권 창비

10
경성신사를 거닐다 : 일본제국과 식민지 
신사

문혜진 민속원

11
과잉과 결핍의 신체 : 일본문학 속 젠더, 
한센병, 그로테스크

이지형 보고사

12 근거율 : 강의와 강연
마르틴 하이데거, 
김재철 역

파라아카데미 : 
파라북스

13 근대 중국의 토지 소유권과 사회 관행 이원준 學古房

14
내세 지향적 문화와 현세 지향적 문화 : 
『햄릿』의 동아시아적 수용

이덕수 영남대학교출판부

15 네팔, 힌두왕국에서 인민의 나라로 박정석 민속원

16 다산 정약용의 역학이론 임재규 심산

17 담화론과 문법론 김진아 역락

18 동아시아의 창화 외교 김한규 소나무

19 동아시아의 희생제의 이연승 엮음
도서출판 
모시는사람들

20
동해도 도보여행기 : 근세일본의 요절복통 
여행기(1,2)

짓펜샤 잇쿠, 강지현 역 세창출판사

21
들려준 것과 숨긴 것 : 영국 모험소설의 
정치적 무의식

이석구 소명출판

참고 2  2020년 우수학술도서 선정 목록 (271종)

■ 분야 : 인문학(66종)



연
번 도서명 (가나다순) 저자명 출판사명

22 레지스탕스 프랑스 : 신화와 망각 사이 이용우 푸른역사

23 만문노당 : 태조(1,2) 김주원 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4
말뭉치를 기반으로 한 한국어 시간관계 
연결어미와 그 중국어 대응 양상 연구

이초(易超) 도서출판 하우

25 멈추지 않는 눈 자크 오몽, 심은진 외 역 아카넷

26 메이지유신과 사대부적 정치문화 박훈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7
모든 것은 영원했다, 사라지기 전까지는 : 
소비에트의 마지막 세대

알렉세이 유르착, 
김수환 역

문학과지성사

28 미메시스 : 믿는 체하기로서의 예술 켄달 L. 월튼, 양민정 역
북코리아 : 
선학사&북코리아

29 법언어학의 이해 이해윤 역락

30 법철학 : 베를린, 1821년
게오르크 헤겔, 
서정혁 역

지식을만드는지식 : 
커뮤니케이션북스

31 불교심리학 연구 : 상담가를 위한 새로운 심리학 윤희조 씨아이알

32 상징형식의 철학 제3권 : 인식의 현상학
에른스트 카시러, 
박찬국 역

아카넷

33 새로운 학문
잠바티스타 비코, 
조한욱 역

아카넷

34 송대 동아시아의 국제관계와 외교의례 김성규 신아사

35 송대 시학 이치수 역락

36 암시된 거미 : 신화 속의 정치와 신학 웬디 도니거, 최화선 역 이학사

37 양명학자 채인후의 중국철학사(상, 하) 채인후, 정인재 역
(주)좋은기업 
위드 : 동방의 빛

38 언어접촉과 현대중국어 차용어 김석영 역락

39
에도 후기의 사상 공간 : 회독의 공간이 
메이지 시대를 여는 일본의 원천이었다

마에다 쓰토무, 
이용수 역

논형

40 열반종요
주저자 박태원, 
원효학 토대연구소 역

세창출판사

41 영국왕립아세아학회 잡지로 본 근대 한국(1,2) 이상훈 외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42 원대 중후기 정치사 연구 권용철 도서출판 온샘

43 유르스나르의 문학신화학 : 전복과 회귀 사이 박선아 
한울아카데미 : 
한울엠플러스(주)



연
번 도서명 (가나다순) 저자명 출판사명

44 응용드라마 : 연극의 선물 헬렌 니콜슨, 김현정 외 역 연극과인간

45
이민자 의식과 토박이 의식 : 미국 소수민족 
소설을 중심으로

장정훈 도서출판 동인

46
인삼의 세계사 : 서양이 은폐한 '세계상품' 
인삼을 찾아서

설혜심 Humanist

47 일제하 종교 법규와 정책, 그리고 대응 고병철 박문사

48
장회익의 자연철학 강의 : 과학을 잊은 
철학에게, 철학을 잊은 과학에게

장회익
추수밭 : 
청림출판

49
제국 속의 제국 : 미국의 해외선교와 한국의 
음악교육

허지연 민속원

50
제러미 벤담과 현대 : 공리주의 설계자가 
꿈꾼 자유와 정의 그리고 행복

강준호
성균관대학교출
판부

51 조선통신사가 본 일본의 세시민속 노성환 민속원

52 조형예술의 역사적 문법 알로이스 리글, 정유경 역 갈무리

53 주역 : 단·상·문언전 김상섭
성균관대학교출
판부

54 중국 동북지구 석붕 연구 화이빙, 하문식 역
사회평론아카데
미

55 중국 민어 음운과 주변 언어와의 관계 이해우 한국문화사

56 중국 중세도성과 호한체제 박한제
서울대학교출판
문화원

57 지성교정론
베네딕투스 데 
스피노자, 김은주 역

도서출판 길

58 축음기, 영화, 타자기
프리드리히 키틀러, 
유현주 외 역

문학과지성사

59 한국 다문화사회와 종교 박종수 한국학술정보

60
한국 무형문화유산의 학술적 토대 연구 : 
전통문화의 상징과 정체성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무형유산정보연구소 
편

민속원

61
한국 신석기시대 사회 문화상 연구 : 한국 
신석기문화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종합적 이해

신종환 학연문화사

62 한국 종교교단 연구 XI-수련문화 편 조현범 외
한국학중앙연구
원출판부

63 한국왕권신화의 전개 김화경 지식산업사

64 한국의 과학과 종교 김호덕 외 들녘

65 한국의 종교학 : 종교, 종교들, 종교문화
한국종교문화연구소 
30주년 논총 
편집위원회

도서출판 
모시는사람들

66
호적중초와 19세기 후반 제주도 마을의 
사회구조

김창민 역락



연
번 도서명 (가나다순) 저자명 출판사명

1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혁신과 규제정책 이원우 외 弘文社

2 (경계선 인성장애를 위한) 전이초점 
심리치료 : 임상 가이드

Frank E. Yeomans 외, 
윤순임 외 역 학지사

3 (바로찾는) 한국고대국가학 : 고조선의 
국가와 행정 김석준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4 (법정책 방향으로서의) 정의와 사랑 김상용 피앤씨미디어

5 (북한 토지개혁을 위한) 공공토지임대론 조성찬
한울아카데미 : 
한울엠플러스(
주)

6 (삶을 위한) 죽음의 심리학 : 죽음을 
바라보는 인간의 마음 권석만 학지사

7 (정신증의) 로샤 평가 James H. Kleiger, 
이준득 역 학지사

8 (한국기업의) 글로벌경영 사례 오금식 외 法文社

9 (화이트헤드와 들뢰즈의) 경영철학 김영진 외 솔과학

10 4차 산업혁명시대와 리더십 김태열 외 피앤씨미디어

11 Democracy in Crisis Kim Kyong-Dong 외
BAIKSAN 
Publishing 
House

12 DPRK의 경제건설과 경제관리체제의 진화 
(1949-2019) 박후건 도서출판 선인

13 Global Capitalism and Culture in East Asia Jonghoe Yang 외
BAIKSAN 
Publishing 
House

14 MMPI-2 해설서 Alan F. Friedman 외, 
유성진 외 역 학지사

15 SNS 행복마케팅 이진균 한나래

16 감정과 사회 : 감정의 렌즈를 통해 본 
한국사회 김왕배

한울아카데미 : 
한울엠플러스(
주)

17 건강의 공공성과 공공보건의료 김창엽
한울아카데미 : 
한울엠플러스(
주)

18 검색광고의 이해 권오윤 외
한울아카데미 : 
한울엠플러스(
주)

19 경제 원리의 두 길 : 자연·인성·경제의 
상호관계와 변화의 원리 분석 박우희 서울대학교출판

문화원

20 공공영역에서 갈등관리와 거버넌스 : 문화적 
관점 최성욱 박영사

21 공동자원의 영역들 최현 외 편저 진인진

■ 분야 : 사회과학(96종)



연
번 도서명 (가나다순) 저자명 출판사명

22 공연의 사회학 : 한국사회는 어떻게 
자아성찰을 하는가 최종렬 오월의봄

23 국가주의 시대의 경제와 사회 : 미군정에서 
3공화국까지(1,2) 전용덕 도서출판 해남

24 국민국가를 넘어서 : 근대정치의 시공간적 
전환을 위하여 홍태영 진인진

25 국어 문법 교육 내용화 연구 이관희 집문당

26 권력의 탄생 : 새로운 대통령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상복 세창출판사

27 노동-시민 연대는 언제 작동하는가 : 배태된 
응집성과 복지국가의 정치사회학 이철승, 박광호 역 후마니타스

28 대한민국, 무엇이 위기인가 : 이 시대의 
국가적 상황에 대한 정치철학적 성찰 양승태 철학과 현실사

29 도서관 지식문화사 : 세상 모든 지식의 
자리, 6000년의 시간을 갖다 윤희윤 동아시아

30 디지털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 이완형 교문사

31 리더십의 이해 윤방섭 학현사

32 문화, 유학사상 그리고 심리학 조긍호 학지사

33 문화와 민주주의 김남국 이학사

34
미국 정치가 국제 이슈를 만날 때 : 정쟁은 
외교 앞에서 사라지는가, 아니면 
시작하는가?

서정건 서강대학교출판
부

35 민법개정안연구 김재형 외 박영사

36 박물관 교육론 : 쟁점과 과제 오명숙 외 민속원

37 보통법 올리버 웬들 홈스 
2세, 박상수 외 역 한국문화사

38 복지국가 쟁점 1 : 전환기의 이슈와 대안 사회정책연구회 엮음
한울아카데미 : 
한울엠플러스(
주)

39 브랜드 연상 : 소비자는 브랜드를 보며 
무엇을 떠올리는가 지준형

한울아카데미 : 
한울엠플러스(
주)

40 사회복지의 전환 김윤태 엮음, 김윤태 
외 지음

한울아카데미 : 
한울엠플러스(
주)

41 사회적 가치 : 문명론적 성찰과 비전 김경동 푸른사상

42 사회책임투자 김창수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43 생태복지국가를 향하여 홍성태 진인진



연
번 도서명 (가나다순) 저자명 출판사명

44 서애 류성룡의 리더십 송복 외 편 法文社

45 서양 고대교육사 앙리 마루, 이홍우 외 
역 교육과학사

46 성인담론과 교육 : 조선후기 교육사상사 
시론 정순우 태학사

47 세계경제의 성장과 위기구조 : 세계경제 
이해를 위하여 김일식 박영사

48 세계의 카르스트지형 서무송 푸른길

49 세계의 코리아타운과 한인 커뮤니티 윤인진 외
북코리아 : 
선학사&북코리
아

50 스마트 경영학 최진남 외 생능

51 식민지 조선의 경찰과 민중세계 1894-1919 
: '근대'와 '전통'을 둘러싼 정치문화 신창우, 김현수 외 역 도서출판 선인

52 언론인 박권상과 한국 현대 언론 김영희 커뮤니케이션북
스

53 여성과 경제 : 한국에서 여성 호모 
에코노미쿠스로 살기 홍태희 박영사

54 영미 명예훼손법 박용상 한국학술정보

55 옴부즈만 : 제4부 박재창

HUINE : 
한국외국어대학
교 
지식출판콘텐츠
원

56 인간의 심성교육 프리드리히 쉴러, 
이홍우 역 교육과학사

57 일본 교육법학 고전
박영story : 
주식회사 
피와이메이트

58 잊혀진 동아시아 외교사 전문가들 : 구미 
출신 동아시아 연구자의 생애와 저작 김용구 푸른역사

59 정당정치의 진화 진영재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60 정치론 베네딕투스 데 
스피노자, 공진성 역 도서출판 길

61 제국 일본의 전쟁, 1868-1945 박영준 사회평론아카데
미

62 주권과 국제정치 : 근대 주권국가체제의 
제국적 성격 전재성 서울대학교출판

문화원

63 중국의 엘리트 정치 : 마오쩌둥에서 
시진핑까지 조영남 민음사

64 중세 동아시아의 해양과 교류 김일권 외 景仁文化社

65 지방자치 철학자들 : 그리고 한국의 
지방자치 김석태 한국학술정보



연
번 도서명 (가나다순) 저자명 출판사명

66 지배와 정의에 관한 일반이론 프랭크 러벳, 조계원 
역 박영사

67 지식 생산의 기반과 메커니즘: [부록] 문부성 
소할 목록 번역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HK+ 
사업단 기획, 홍성준 
외 지음

경진출판

68 지식공동체 한국경제시스템을 꿈꾸며 배재수 박영사

69 지식의 변화와 지형: [부록] 지식 지형의 
변화와 근대의 교육사 자료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HK+ 
사업단 기획, 김경남 
외 지음

경진출판

70 진화심리학 핸드북(1, 2) 데이비드 M. 버스, 
김한영 역 아카넷

71 차이의 세계 : 비판 지리학의 시선이 개발을 
묻다

Eric Sheppard 외, 
남수연 역 박영사

72 창조신화 : 인간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의식화과정의 모델

마리-루이제 폰 
프란츠, 김현진 역 한국융연구원

73 초국적 공간에서의 경계 재생산 그리고 
귀환 방미화 한국학술정보

74 테크놀로지의 덫 : 자동화 시대의 자본, 
노동, 권력

칼 베네딕트 프레이, 
조미현 역 에코리브르

75 통일 대비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 박갑수 역락

76 통합심신치유학 : [실제] 편 안희영 외 학지사

77 피에르 부르디외와 교육 김영화 교육과학사

78 하이브리드 한의학 : 근대, 권력, 창조 김종영 돌베개

79 한국 도서관사 : 고대~근·현대시대 송승섭 한국도서관협회

80 한국 복지국가의 기원과 궤적(1~3) 윤홍식 사회평론아카데
미

81 한국 언론의 공정성 : 이론적 구성 조항제 Culture Look

82 한국과 아시아의 시각에서 본 유럽연합 
민·상사 법제의 빅뱅과 도전 김용진 충남대학교출판

문화원

83 한국비판국제개발론 : 국제開發의 發展적 
성찰 김태균 박영사

84 한국사회통합론 김문조 다산출판사

85 한국의 헌법학 연구 : 김철수 편 김철수 엮음 산지니

86 한국적 지역공동체 사례연구 : 복내이리송계 배수호 태학사



연
번 도서명 (가나다순) 저자명 출판사명

87 한국형법학의 초기형성사 연구 오병두 외 法文社

88 한미일 삼각안보체제 : 형성·영향·전환 신욱희 사회평론아카데
미

89 함께 잘사는 나라 스웨덴 : 노동과 자본, 
상생의 길을 찾다 조돈문 사회평론아카데

미

90 항만하역 고용형태의 변천 : 신분제, 위계적 
권위 그리고 계약 옥동석 보고사

91 행정법 도그마틱
에버하르트 
슈미트-아스만, 
김현준 역

法文社

92 행정법 방법론 문병효 박영사

93 행정법의 개혁 선정원 경인문화사

94 行政判例의 分析과 批判 金重權 法文社

95 헌법과 국가정체성 성낙인 박영사

96 헌법과 정치 카를 슈미트, 김효전 
역 산지니



연
번 도서명 (가나다순) 저자명 출판사명

1 (미디어로 다시 보는) 북한문학 : 
『조선문학』(1946~2019)의 문학·문화사 연구 김성수 역락

2 20세기 시인의 한시 번역과 수용 정소연 한국문화사

3 고려상인과 동아시아 무역사 김영제 푸른역사

4 고려시대 군사제도 연구 권영국 경인문화사

5 고려의 국가제사와 왕실의례 김아네스 景仁文化社

6 근대문학의 역학들 : 번역 
주체·동아시아·식민지 제도 손성준 소명출판

7 김시종, 어긋남의 존재론 이진경 도서출판 b

8 나의 장례식 ― 自挽詩, 나의 죽음 소유하기 임준철 고려대학교출판
문화원

9 달밤의 약속, 완월회맹연 읽기 : 여성이 쓴 
조선 최장의 대하소설 조혜란 외 책과함께

10 동명왕편 : 신화로 읽는 고구려의 건국 
서사시 이규보, 조현설 역해 아카넷

11 득음 : 소리의 이치와 원리를 깨쳐 궁극에 
이르다 배일동 시대의창

12 발견을 위한 한국어 단어형성론 정한데로 서강대학교출판
부

13 신라의 영역지배 편성과정과 외위 이부오 서경문화사

14 이상 문학의 환상성 : 세계 통찰의 문학적 
발현 배현자 소명출판

15 자조론과 근대 한국 : 성공주의의 기원과 
전파 최희정 景仁文化社

16 작가 이기영, 그 치열한 삶과 문학적 진실의 
수준 김흥식 예옥

17 조선 후기 수군 연구 : 정책, 재정, 훈련에 
관하여 송기중 역사비평사

18 조선시대 사마소와 양반 윤희면 한국사학

19 조선중기 전주지역 사족 연구 오경택 민속원

20 조선후기 경상도 재정 연구 문광균 민속원

21 창조하는 학문의 길 조동일 지식산업사

■ 분야 : 한국학(36종)



연
번 도서명 (가나다순) 저자명 출판사명

22 캐릭터, 이야기 속의 인간 이상진

에피스테메 : 
사단법인 
한국방송통신대
학교출판문화원

23 한국 가면극의 음악 임혜정 민속원

24 한국 고시가의 맥락 연구 임주탁 역락

25 한국 고전소설의 이념과 사랑 : 
<사씨남정기> <창선감의록> <구운몽> 조광국 태학사

26 한국 근대 지역사회 변동과 민족운동 : 
경상도 성주의 근대전환기 100년사 이윤갑 지식산업사

27 한국 온돌의 역사 : 최초의 온돌 통사 송기호 서울대학교출판
문화원

28 한국 지역문학 연구 박태일 소명출판

29 韓國古代農業史硏究 : 古朝鮮의 농업환경과 
국가건설, 국가재건 김용섭 지식산업사

30 한국근대문학의 '변경(邊境)'과 접촉지대 김현주 외 보고사

31 한국어 용언 활용 체계의 형태음운론적 
변화 정경재 太學社

32 한국어 의미 탐구의 현황과 과제 임지룡 외 한국문화사

33 한국어 정보구조 연구 최윤지 太學社

34 한국의 아나키즘 : 인물편 이호룡 지식산업사

35 한말 일제초기 국유지 조사와 토지조사사업 최원규 혜안

36 현장 방언과 문헌 방언 연구 백두현 역락



연
번 도서명 (가나다순) 저자명 출판사명

1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융합 개론 이병욱 외 21세기사

2 (Design expert, Minitab과 R을 활용한) 
실험계획법 임용빈 자유아카데미

3
(IBM QX로 배우는) 양자 컴퓨팅 : 양자 
컴포저와 키스킷을 활용한 양자 컴퓨팅의 
이해

크리스틴 콜벳 모란, 
황진호 역 에이콘

4 (갈라파고스에서 들려주는) 진화생물학 
이야기 안현수 외

GIST 
PRESS(광주과학
기술원)

5
(김기현의) 자연어 처리 딥러닝 캠프 : 
딥러닝 기반의 자연어 처리 기초부터 
심화까지, 파이토치 편

김기현 한빛미디어

6 (동양인의) 더모스코피 오오하라 쿠니아키, 
허창훈 외 역 정우의학서적

7
(마츠모토 유키히로의) 프로그래밍 언어 
만들기 : Ruby 및 Streem을 통한 언어 제작 
과정 살펴보기 

마츠모토 유키히로, 
김성준 역 에이콘

8 (알수록 재미있는) 신경학 대한신경과학회 범문에듀케이션

9 (우리가정말알아야할) 우리종 이장무 외 나녹

10 (인공지능 시대의) 회전기기 진단 : 
전원신호 분석 기법을 활용 정재천 GS인터비전

11 (증례로 배우는) 수면장애 정기영 외 범문에듀케이션

12 (標點懸吐譯註) 醫門棒喝 章楠, 蘇在振 
표점·현토·역주 물고기숲

13 (프로젝트 기반의) 통계적 문제 해결 고승곤 KYOWOO

14 4차산업혁명과 교육 김진수 외 공감북스

15 SAS Viya 기반의 실무에 바로 적용하는 
머신러닝 강봉주 자유아카데미

16 게임 서버 프로그래밍 교과서 배현직 길벗

17 게임엔진 아키텍처 : 게임 프로그래밍 
전공필수 교과서

Jason Gregory, 
이대현 외 역 홍릉과학출판사

18 교정치료학 : 기본치료개념 Andrea Wichelhaus 
외, 황충주 외 역 대한나래출판사

19 구강악안면병리학 대한구강악안면병리학
회 대한나래출판사

20 구조심질환 매뉴얼 구조심질환연구회 메디컬에듀케이
션

21 국제 수학교육 연구 핸드북 Lyn D. Englis 외 편, 
김진호 외 역 KYOWOO

22 궁금한 D&A 이야기 : DNA증거를 찾아라!  임시근 성균관대학교출
판부

■ 분야 : 자연과학(73종)



연
번 도서명 (가나다순) 저자명 출판사명

23 근거기반간호 총론 대표저자 오의금 외 HN미디어

24 기본입자를 찾아서 Lincoln Wolfenstein 
외, 이종백 외 역

전남대학교출판
문화원

25
뇌복제와 인공지능 시대 : 인간노동도 
자본처럼 성장하는 사회, 인류의 후손인 
인공지능들이 살아가는 이야기

로빈 핸슨, 최순덕 외 
역 씨아이알

26 다낭성 난소증후군 대표저자 최영민 군자출판사

27 대학 혁신을 위한 빅데이터와 학습분석 : 
이론과 실제

Ben Kei Daniel, 
배상훈 외 역 시그마프레스

28 더 나은 세상을 디자인하다 : 대한민국 
토목기술의 역사 장승필 외 KSCE PRESS

29 데이터 사이언스 디자인 매뉴얼 : 초보자를 
위한 직관적 설명, 수학증명 접근

Steven S. Skiena, 
나연묵 외 역 홍릉과학출판사

30 도시개발 이론과 실무 김석명 KSCE PRESS

31
마스터링 분산 추적 : 마이크로서비스 기반 
아키텍처의 성능 분석과 관리를 위한 분산 
트레이싱

유리 슈쿠로, 홍성민 
외 역

위키북스 : 
주식회사 
위키아카데미

32 미술관에 GAN 딥러닝 실전 프로젝트 : 
GAN으로 쓰기, 그리기, 게임하기, 작곡하기

데이비드 포스터, 
박해선 역 한빛미디어

33 북한의 농업정책과 식량문제 차종환 문운당

34 블록체인 완전정복 2/e : 기초 이론부터 
애플리케이션 개발, 실제까지 제대로 배우기

임란 바쉬르, 이태휘 
역 에이콘

35 생물학이 철학을 어떻게 말하는가
데이비드 리빙스턴 
스미스, 
뇌신경철학연구회 역

철학과 현실사

36 생활과학에 대한 새로운 이해 박희진 외 신정

37 소방한국사 우성천 신광문화사

38 소프트웨어공학 이야기 차성덕 도서출판 홍릉

39 수소안전개론 문일 외
청송미디어 : 
연세대학교대학
출판문화원

40 수학적 전투모델링과 컴퓨터 워게임 : 
전쟁의 기억과 미래 권오정 북스힐

41 시공간의 물리학 에드윈 테일러 외, 
오기영 역 북스힐

42 신경망과 심층학습 : 뉴럴 네트워크와 
딥러닝 교과서

차루 C. 아가르왈, 
류광 역 Jpub(제이펍)

43 심부전 대한심부전학회

도서출판 
대한의학 : 
㈜에스앤씨퍼블
리싱



연
번 도서명 (가나다순) 저자명 출판사명

44 알고리즘이 욕망하는 것들 : 우리 삶과 사회 
깊숙이 침투한 알고리즘의 내면을 성찰하다 에드 핀, 이로운 역 한빛미디어

45 양자 컴퓨터 프로그래밍 : IBM Q 
experience로 하는 양자 컴퓨터 프로그래밍

블라디미르 실바, 
이정문 역 에이콘

46 양자 컴퓨팅 입문: 간결하게 배우는 양자 
컴퓨팅

파라그 랄라, 이태휘 
역 에이콘

47 에브리데이 크립토그래피 2/e : 수학 없이 
쉽게 배우는 암호학의 모든 것

키스 M. 마틴, 김상현 
역 에이콘

48 융합교육의 발견 : 문제해결 프로젝트 정영철 휴먼싸이언스

49 인간의 심리를 조작하는 사회공학기술 김석수 집문당

50 인터네트워콜로지 2.0 이훈 홍릉과학출판사

51 자연어 처리와 컴퓨터 언어학 : 파이썬으로 
개발하는 자연어 처리 서비스

바라가브 스리니바사 
디지칸, 마창수 역 에이콘

52 자연어처리 바이블 : 핵심이론 응용시스템 
딥러닝 임희석 외 휴먼싸이언스

53 장애인치과학 대한장애인치과학회 
편찬위원회 대한나래출판사

54 적정기술이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 유영제 나녹

55 정수와 암호론 최은미 북스힐

56 조선후기 儀象改修論과 儀象 정책 구만옥 혜안

57 중경서 독법 강해 이한영 집문당

58 중국수학사 李儼 외, 안대옥 역 예문서원

59 지형학의 기초 김종욱 서울대학교출판
문화원

60 창상감염 대한창상학회 군자출판사

61 천연약물도감 : 백세시대 건강 지침서(Ⅰ,Ⅱ) 배기환 (주)교학사

62 치과 처방의 완성 김영진 지성출판사

63 컴퓨터 시대의 통계적 추론 : 알고리즘과 
추론의 관계와 역할 

브래들리 에프론 외, 
이병욱 역 에이콘

64 코틀린으로 배우는 함수형 프로그래밍 조재용 외 인사이트

65 태아심장박동모니터링 김광준 외 편 가본의학서적

66 터널공학 신종호 씨아이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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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도서명 (가나다순) 저자명 출판사명

67 텐서플로로 배우는 딥러닝 박혜정 외 한빛아카데미

68 피부 진피재생 : 스킨부스터와 피부 장벽, 
물광주사

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
학회

도서출판 
엠디월드

69 한국 태권도연구사의 검토 허진석 외 글누림

70 한국의 과학기술과 여성 김영희 외 들녘

71 현대 수학의 빅 아이디어 : 소수의 음모 토머스 린 편집, 
이덕환 역 까치

72 확률변수론 송익호 생능출판

73 환경미생물학 김동석 외 도서출판 
동화기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