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0~289 기독교회와 각종파 

KOR56641 KOR/280.042/LEE  에큐메니칼 운동의 패러다임 전환 / 

KOR57333 KOR/281.80935/ 

BAU 

 실크로드 기독교 : 

KOR57334 KOR/281.80935/ 

BAU 

 실크로드 기독교 : 

KORV50192 KOR/281.80935/ 

BAU 

 실크로드 기독교 : 

KORV61002 KOR/281.9/LOS 로스끼, 블라디미르 동방교회의 신비신학에 대하여/ 

KOR54924 KOR/281.9/LOS 로스끼, 블라디미르 동방교회의 신비신학에 대하여/ 

KOR54925 KOR/281.9/LOS 로스끼, 블라디미르 동방교회의 신비신학에 대하여/ 

KORQ52093 KOR/281.9/LOS 로스끼, 블라디미르 동방교회의 신비신학에 대하여/ 

KOR55622 KOR/281.9/NAM 남정우  동방정교회 이야기/ 

KOR54309 KOR/281.9/WAR 웨어, 디모데  (동방정교회의)역사와 신학/ 

KOR54308 KOR/281.9/WAR 웨어, 디모데  (동방정교회의)역사와 신학/ 

KORQ51595 KOR/281.9/WAR 웨어, 디모데  (동방정교회의)역사와 신학/ 

KORV60086 KOR/281.9/WAR 웨어, 디모데  (동방정교회의)역사와 신학/ 

KOR53685 KOR/282.09/WOO 우즈, 토머스 E. 가톨릭교회는 어떻게 서양문명을 

세웠나/ 

KORQ50621 KOR/282.09/WOO 우즈, 토머스 E. 가톨릭교회는 어떻게 서양문명을 

세웠나/ 

KORV50221 KOR/282/PEL 펠리칸, 자로슬라브 고대교회 교리사/ 

KORQ51077 KOR/282/PEL 펠리칸, 자로슬라브 고대교회 교리사/ 

KOR56038 KOR/282/PEL 펠리칸, 자로슬라브 고대교회 교리사/ 

KOR55379 KOR/282/WOO 우드로우, 랄프 로마 카톨릭주의의 정체: 

KOR50225 KOR/283.092/PIP 파이퍼, 존 인내/ 

KORQ52001 KOR/284.109/LOH 로제, 베른하르트 루터 연구 입문/ 

KORV61017 KOR/284.109/LOH 로제, 베른하르트 루터 연구 입문/ 

KOR54953 KOR/284.109/LOH 로제, 베른하르트 루터 연구 입문/ 

KOR54954 KOR/284.109/LOH 로제, 베른하르트 루터 연구 입문/ 

KORQ52598 KOR/284.109/LOH 로제, 베른하르트 루터 연구 입문/ 

KOR55671 KOR/284.109/LOH 로제, 베른하르트 루터 연구 입문/ 

KORV61592 KOR/284.109/LOH 로제, 베른하르트 루터 연구 입문/ 

KORQ53017 KOR/284.3/DYC  아나뱁티스트 역사 : 

KORV62039 KOR/284.3/DYC  아나뱁티스트 역사 : 

KOR56951 KOR/284.3/DYC  아나뱁티스트 역사 : 

KOR56952 KOR/284.3/DYC  아나뱁티스트 역사 : 

KORQ53031 KOR/284.3/KIM  근원적 종교개혁 / 

KORV62028 KOR/284.3/KIM  근원적 종교개혁 / 

KOR56988 KOR/284.3/KIM  근원적 종교개혁 / 

KOR56987 KOR/284.3/KIM  근원적 종교개혁 / 

KOR57356 KOR/285.09/BOS  보스톤 한인교회 60년사  : 

KOR55872 KOR/285.09/PCK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70년사  : 



KOR56006 KOR/285.09/PCK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70년사  : 

KOR51492 KOR/285.09/ROE 로에춰,레펄쳐 에이 세계장로교회사/ 

KOR56634 KOR/285.09519/LEE  한국장로교회와 교회개척 / 

KOR50439 KOR/285.8/YAN 양낙흥 (체험과 부흥의 신학자)조나단 

에드워즈: 

KOR50440 KOR/285.8/YAN 양낙흥 (체험과 부흥의 신학자)조나단 

에드워즈: 

KORV60655 KOR/285.9/CAR 카든, 알렌 청교도 정신: 

KOR54889 KOR/285.9/DAV 데이비스, 홀톤  미국 청교도 예배 : 

KOR54890 KOR/285.9/DAV 데이비스, 홀톤  미국 청교도 예배 : 

KORV61048 KOR/285.9/DAV 데이비스, 홀톤  미국 청교도 예배 : 

KORQ52111 KOR/285.9/DAV 데이비스, 홀톤  미국 청교도 예배 : 

KORQ51582 KOR/285.9/MUR 머리, 존 현대 영국 개혁주의 부활: 

KOR54323 KOR/285.9/MUR 머리, 존 현대 영국 개혁주의 부활: 

KOR54322 KOR/285.9/MUR 머리, 존 현대 영국 개혁주의 부활: 

KORV60100 KOR/285.9/MUR 머리, 존 현대 영국 개혁주의 부활: 

KOR56758 KOR/285/CON  한국 장로교 신학 사상/ 

KOR56755 KOR/285/CON  한국 장로교 신학 사상/ 

KORQ52850 KOR/285/CON  한국 장로교 신학 사상/ 

KORQ52851 KOR/285/CON  한국 장로교 신학 사상/ 

KORV61855 KOR/285/CON  한국 장로교 신학 사상/ 

KORV61854 KOR/285/CON  한국 장로교 신학 사상/ 

KOR54149 KOR/287.092/TUT 터틀, 로버트 G. 존 웨슬리 그의 생애와 신학/ 

KOR54148 KOR/287.092/TUT 터틀, 로버트 G. 존 웨슬리 그의 생애와 신학/ 

KOR54274 KOR/287.092/TUT 터틀, 로버트 G. 존 웨슬리 그의 생애와 신학/ 

 

KORV61433 

KOR/287.092/TUT 터틀, 로버트 G. 존 웨슬리 그의 생애와 신학/ 

KORQ52886 KOR/287.092/TUT 터틀, 로버트 G. 존 웨슬리 그의 생애와 신학/ 

KOR54154 KOR/287.0924/NOH 노흥호 존 웨슬리의 목회훈련/ 

KOR54155 KOR/287.0924/NOH 노흥호 존 웨슬리의 목회훈련/ 

KORQ52385 KOR/287.0924/NOH 노흥호 존 웨슬리의 목회훈련/ 

KORV61373 KOR/287.0924/NOH 노흥호 존 웨슬리의 목회훈련/ 

KORV61374 KOR/287.0924/NOH 노흥호 존 웨슬리의 목회훈련/ 

KOR54157 KOR/287.1/KIM 김영선, 존 웨슬리와 감리교 신학/ 

KOR54156 KOR/287.1/KIM 김영선, 존 웨슬리와 감리교 신학/ 

KOR54276 KOR/287.1/KIM 김영선, 존 웨슬리와 감리교 신학/ 

 

KORV61434 

KOR/287.1/KIM 김영선, 존 웨슬리와 감리교 신학/ 

KORQ52238 KOR/287.1/KIM 김영선, 존 웨슬리와 감리교 신학/ 

KOR56528 KOR/287.1/KIM  웨슬리와 사랑의 혁명 / 

KOR52436 KOR/287.93089957/

YAN 
양명득 호주이민 한인교회 30년/ 

KORQ51145 KOR/287.93089957/

YAN 
양명득 호주이민 한인교회 30년/ 



KOR55107 KOR/287.93089957/

YAN 
양명득 호주이민 한인교회 30년/ 

KORQ50741 KOR/289.3/RHO 로우즈, 론 뉴 에이지 운동/ 

KORQ51624 KOR/289.9/CUN 커닝햄 플로이드 나사렛교회 100년사 / 

KORQ51489 KOR/289.9/JIN 진용식 안식교의 5대 오류/ 

KORQ51244 KOR/289.9/KIM 김명희 문선명의 정체/ 

KORV60455 KOR/289.9/PAR 박,영호 뉴에이지 운동 평가/ 

KOR55378 KOR/289.9/SIM 심창섭 기독교의 이단들/ 

KORQ53287 KOR/289.9/TAH 탁명환 기독교 이단 연구/ 

KORV60820 KOR/289.9/TAK 탁명환 기독교 이단 연구/ 

KOR53125 KOR/289/HAN  New people new land:  

KORQ50729 KOR/289/JEO 정동섭 (박옥수, 이요한, 유병언의)구원파를 

왜 이단이라 하는가?/ 

KORQ51755 KOR/289/JEO 정윤석 (평생 이단에 빠지지 않는) 

복된신앙 : 

290~299 기타종교 

KOR57027 KOR/290/KIM  기독교와 타종교와의 대화/ 

KOR51422 KOR/291.04/BUN  종교란 무엇인가/ 

KORQ50505 KOR/291.13/GIR 지라르, 르네 희생양/ 

KOR50670 KOR/291.13/PAR  중국소수민족신화전설집 / 

KOR52232 KOR/291.13/TAU 토베, 칼 아즈텍과 마야 신화/ 

KOR50806 KOR/291.177/CHO 최종고 국가와 종교/ 

KORV60818 KOR/291.23/LEE 이,은봉 여러 종교에서 보는 죽음관/ 

KOR52589 KOR/291.44/CHO 조연현 나를 찾아 떠나는 17 일간의 여행/ 

KORQ52656 KOR/291/CHO 최정만 비교종교학 개론/ 

KOR55740 KOR/291/CHO 최정만 비교종교학 개론/ 

KOR55739 KOR/291/CHO 최정만 비교종교학 개론/ 

KORV61618 KOR/291/CHO 최정만 비교종교학 개론/ 

KORV62197 KOR/291/CHO 최정만 비교종교학 개론/ 

KORQ51768 KOR/291/ELI 엘리아드, 마르치아 상징, 신성, 예술/ 

KOR52403 KOR/291/GIL 길희성 보살예수/ 

KOR55613 KOR/291/HWA 황보갑 비교종교학 / 

KOR54161 KOR/291/JEO 전호진 종교 다원주의와 타종교 선교 전략/ 

KOR54160 KOR/291/JEO 전호진 종교 다원주의와 타종교 선교 전략/ 

KOR55368 KOR/291/JON 존스, 릭, 천주교는 기독교와 다릅니다/ 

KOR55361 KOR/291/KIM 김지호, (개혁신학의 관점에서 본) 비교 

종교학 : 

KORQ53235 KOR/291/KIM  비교종교학 개론/ 

KORQ53236 KOR/291/KIM  비교종교학 개론/ 

KOR57525 KOR/291/KIM  비교종교학 개론/ 

KOR57526 KOR/291/KIM  비교종교학 개론/ 

KOR56948 KOR/292/HAN 한상옥 편 그리스 로마 신화 : 



KOR53441 KOR/294.302/HEM 헤민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 

KORQ51745 KOR/294.34/JAN 장제원 (제원스님의 실상집)바람이 수면을 

스칠 때/ 

KOR50919 KOR/294.344/HYU/V

ol.1 
현각 만행.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KOR51415 KOR/294.344/HYU/V

ol.2 
현각 만행.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KOR55488 KOR/296.0901/HES 히스, 리차드 S.  이스라엘의 종교 : 

KOR55487 KOR/296.0901/HES 히스, 리차드 S.  이스라엘의 종교 : 

KORQ52434 KOR/296.0901/HES 히스, 리차드 S.  이스라엘의 종교 : 

KORV61455 KOR/296.0901/HES 히스, 리차드 S.  이스라엘의 종교 : 

KOR54713 KOR/296.106/KAN/V

ol.1 
강문호 미드라쉬. 

KOR54703 KOR/296.106/KAN/V

ol.10 
강문호 미드라쉬. 

KOR54704 KOR/296.106/KAN/V

ol.11 
강문호 미드라쉬. 

KOR54705 KOR/296.106/KAN/V

ol.12 
강문호 미드라쉬. 

KOR54352 KOR/296.106/KAN/V

ol.13 
강문호 미드라쉬. 

KOR54353 KOR/296.106/KAN/V

ol.14 
강문호 미드라쉬. 

KOR54354 KOR/296.106/KAN/V

ol.15 
강문호 미드라쉬. 

KOR54355 KOR/296.106/KAN/V

ol.16 
강문호 미드라쉬. 

KOR54356 KOR/296.106/KAN/V

ol.17 
강문호 미드라쉬. 

KOR54357 KOR/296.106/KAN/V

ol.18 
강문호 미드라쉬. 

KOR54358 KOR/296.106/KAN/V

ol.19 
강문호 미드라쉬. 

KOR54714 KOR/296.106/KAN/V

ol.2 
강문호 미드라쉬. 

KOR54359 KOR/296.106/KAN/V

ol.20 
강문호 미드라쉬. 

KOR54715 KOR/296.106/KAN/V

ol.3 
강문호 미드라쉬. 

KOR54716 KOR/296.106/KAN/V

ol.4 
강문호 미드라쉬. 

KOR54717 KOR/296.106/KAN/V

ol.5 
강문호 미드라쉬. 

KOR54699 KOR/296.106/KAN/V

ol.6 
강문호 미드라쉬. 

KOR54700 KOR/296.106/KAN/V

ol.7 
강문호 미드라쉬. 

KOR54701 KOR/296.106/KAN/V

ol.8 
강문호 미드라쉬. 

KOR54702 KOR/296.106/KAN/V

ol.9 
강문호 미드라쉬. 

KOR51568 KOR/296.12/LEE  탈무드/ 

KOR56927 KOR/296.12/PAR  
(랍비가 직접 말하는) 탈무드 

하브루타 / 

KOR56926 KOR/296.12/PAR  
(랍비가 직접 말하는) 탈무드 

하브루타 / 



KORQ53038 KOR/296.12/PAR  
(랍비가 직접 말하는) 탈무드 

하브루타 / 

KORV62058 KOR/296.12/PAR  
(랍비가 직접 말하는) 탈무드 

하브루타 / 

KORQ51018 KOR/296.14/KAT 카츠 마이클 모세오경 미드라쉬의 랍비들의 설교 

/ 

KOR53946 KOR/296.14/KAT 카츠 마이클 모세오경 미드라쉬의 랍비들의 설교 

/ 

KOR56624 KOR/296.4/CHO 최명덕 유대인 이야기/ 

KORV60815 KOR/296.44/ WIG 와이트, 프레트 성지이스라엘의 관습과 예의/ 

KORV61164 KOR/296.7/AUS/VOL

.1 
아우수벨, 나단 유대전승백과/ 

KORV61165 KOR/296.7/AUS/VOL

.2 
아우수벨, 나단 유대전승백과/ 

KOR56856 KOR/297.27/SCH  이슬람과 사회 : 

KOR56855 KOR/297.27/SCH  이슬람과 사회 : 

KORQ53110 KOR/297.27/SCH  이슬람과 사회 : 

KORQ52938 KOR/297.27/SCH  이슬람과 사회 : 

KORV61976 KOR/297.27/SCH  이슬람과 사회 : 

KORQ50350 KOR/297/COO 쿠퍼, 앤, 우리 형제 이스마엘/ 

KOR55479 KOR/297/KON 공일주, 아랍의 종교 : 

KOR55480 KOR/297/KON 공일주, 아랍의 종교 : 

KORQ52445 KOR/297/KON 공일주, 아랍의 종교 : 

KORV61458 KOR/297/KON 공일주, 아랍의 종교 : 

KORQ50938 KOR/297/PAR 파샬 필 십자가와 초승달/ 

KORQ52004 KOR/297/PET 피터스, 베리 무슬림의 꿈과 환상 / 

KOR54849 KOR/297/PET 피터스, 베리 무슬림의 꿈과 환상 / 

KOR54848 KOR/297/PET 피터스, 베리 무슬림의 꿈과 환상 / 

KORV61078 KOR/297/PET 피터스, 베리 무슬림의 꿈과 환상 / 

KOR55473 KOR/297/SWA 스와틀리, 키스. 인카운터 이슬람  : 

KOR55474 KOR/297/SWA 스와틀리, 키스. 인카운터 이슬람  : 

KORQ52443 KOR/297/SWA 스와틀리, 키스. 인카운터 이슬람  : 

KORV61386 KOR/297/SWA 스와틀리, 키스. 인카운터 이슬람  : 

300~399 사회과학 

KOR53297 KOR/300.1/ASA 아사다 아키라, 도주론 : 

KOR56664 KOR/300.1/SRS  한국 사회와 다원주의/ 

KOR52399 KOR/300.2/JI 지승호 칠인칠색: 

KOR51846 KOR/300/CHO 조성관 아! 대한민국: 

KOR53190 KOR/301/FRO 프롬, 에리히 건전한 사회/ 

KOR53302 KOR/301/JOS 조셉, 피터 시대정신: 

KORQ51982 KOR/301/LEE 이장현 사회학의 이해: 

KOR53326 KOR/301/LIM 임영일 민중현실과 민족운동/ 

KOR50984 KOR/301/SON 송두율 역사는 끝났는가: 



KOR53194 KOR/302.2/CHR  언론과 사회/ 

KORQ52652 KOR/302.2/SAM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 

KOR55737 KOR/302.2/SAM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 

KOR55736 KOR/302.2/SAM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 

KORV61614 KOR/302.2/SAM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 

KORV61615 KOR/302.2/SAM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 

KORQ50474 KOR/302/BIE 빌, 밥 멘토링/ 

KORQ51417 KOR/302/BIE 빌, 밥 멘토링/ 

KORV60880 KOR/302/ELL 앨리슨, 앨 (敎養)人間關係論/ 

KOR52261 KOR/302/MAC 맥케이, 휴 대화와 설득의 기술/ 

KORV61740 KOR/303.34/HAN  칼과 칼집 : 

KORQ53052 KOR/303.34/HAN  칼과 칼집 : 

KOR56946 KOR/303.34/HAN  칼과 칼집 : 

KOR56945 KOR/303.34/HAN  칼과 칼집 : 

KORV62071 KOR/303.34/HAN  칼과 칼집 : 

KORV62070 KOR/303.34/HAN  칼과 칼집 : 

KORQ50314 KOR/303.34/HUN 헌터, 제임스 C (내 안의 위대한 혁명)서번트 

리더십/ 

KORQ50736 KOR/303.34/JIN 진재혁 리더가 죽어야 리더십이 산다/ 

KOR53133 KOR/303.4/GAL 갈브레이드, J. K. 불확실성의 시대/ 

KORV61093 KOR/303.4/HEA 히스, 칩 스위치: 

KORQ52102 KOR/303.4/HEA 히스, 칩 스위치: 

KOR55068 KOR/303.4/HEA 히스, 칩 스위치: 

KOR55069 KOR/303.4/HEA 히스, 칩 스위치: 

KORQ50624 KOR/303.49/PAR 박영숙 (미리 가본 2018년) 유엔미래보고서 

/ 

KOR53860 KOR/303.49/PAR 박영숙 (미리 가본 2018년) 유엔미래보고서 

/ 

KORQ50307 KOR/303.49/SNY 스나이더, 하워드 A. 2000년대 지구동향/ 

KOR53506 KOR/303.49519/LGE  
2010 대한민국 트렌드/ 

KORQ52236 KOR/304.2/MCN 맥닐, J. R. 20세기 환경의 역사 / 

KORQ52237 KOR/304.2/MCN 맥닐, J. R. 20세기 환경의 역사 / 

KORV61291 KOR/304.2/MCN 맥닐, J. R. 20세기 환경의 역사 / 

KOR55246 KOR/304.2/MCN 맥닐, J. R. 20세기 환경의 역사 / 

KOR55247 KOR/304.2/MCN 맥닐, J. R. 20세기 환경의 역사 / 

KOR55217 KOR/305.242/BAE 백소영 잉여의 시선으로 본 공공성의 

인문학 : 

KOR52489 KOR/305.4/KIM 김동길 이브,너의 이름으로 묻는다/ 

KOR53538 KOR/305.4/LEE 이시형 (배짱으로 삽시다)자신있게 사는 

여성: 

KOR56751 KOR/305.40/POW 파워, 아일린 중세의 여인들/ 

KOR56750 KOR/305.40/POW 파워, 아일린 중세의 여인들/ 



KORQ52956 KOR/305.40/POW 파워, 아일린 중세의 여인들/ 

KORV61966 KOR/305.40/POW 파워, 아일린 중세의 여인들/ 

KORV61965 KOR/305.40/POW 파워, 아일린 중세의 여인들/ 

KORQ51954 KOR/305.5/SON 송복 사회불평등기능론/ 

KOR52383 KOR/305.8/OCH 오치, 미치오. 와스프(WASP) : 

KOR53142 KOR/305.800973/MI

N 
민병갑 미국의 소수민족/ 

KOR51556 KOR/305.895/KIT  한국민중론/ 

KOR57464 KOR/306.0973/TAE 태혜숙 지음 미국문화의 이해 / 

KOR52767 KOR/306.1/ROM 로마노프스키, 윌리엄 D.   대중문화전쟁 : 

KOR52900 KOR/306.1/ROM 로마노프스키, 윌리엄 D.   대중문화전쟁 : 

KORQ53066 KOR/306.1/ROM 로마노프스키, 윌리엄 D.   대중문화전쟁 : 

KOR52351 KOR/306.4/JOO 주양중 호주의 다문화주의: 

KOR52974 KOR/306.4/JOO 주양중 호주의 다문화주의: 

KOR55863 KOR/306.4/KIM  다문화사회, 한국 / 

KOR53802 KOR/306.4/LEE 이어령, 디지로그 : 

KOR51848 KOR/306.4/SHI 신상언 이제는 문화 패러다임 입니다/ 

KOR51849 KOR/306.6/SHI 신상언 사탄은 마침내 대중문화를/ 

KOR50408 KOR/306.7/DOY 도일, 로라 아내여 항복하라/ 

KOR56687 KOR/306.8/OK  결혼과 가족/ 

KOR52259 KOR/306.81/YI 이, 마이클 (세계의 축제)문화기행/ 

KOR54445 KOR/306.87/KIM 김성묵 그 남자가 원하는 여자, 그 여자가 

원하는 남자/ 

KORQ50472 KOR/306.872/EOM 엄정희 17일간의 부부항해 내비게이터 / 

KORQ50241 KOR/306.874/WRI 라이트, H. 노먼 부모말의 파워/ 

KOR51079 KOR/306/ANG 앤거슨, 아이언 21세기 문화 미리 보기/ 

KOR52210 KOR/306/ATT 아탈리, 쟈크. 호모 노마드, 유목하는 인간/ 

KOR53815 KOR/306/CHO 최혜실, 문화 콘텐츠, 스토리텔링을 만나다/ 

KOR52260 KOR/306/CUL  문화 과학 6/ 

KORQ51801 KOR/306/HAN 한상복 문화인류학 / 

KORV60222 KOR/306/HAN 한상복 문화인류학 / 

KOR54608 KOR/306/HAN 한상복 문화인류학 / 

KOR54607 KOR/306/HAN 한상복 문화인류학 / 

KOR51076 KOR/306/HAR 해리스, 마빈 작은 인간/ 

KOR53191 KOR/306/JOH 죤스톤, F.E. 현대 문화인류학 / 

KOR52150 KOR/306/KCA  낯선 곳에서 나를 만나다 / 

KOR52151 KOR/306/KCA  낯선 곳에서 나를 만나다 / 

KOR54418 KOR/306/KSC  처음 만나는 문화인류학/ 

KORQ51803 KOR/306/KSC  처음 만나는 문화인류학/ 

KORV60199 KOR/306/KSC  처음 만나는 문화인류학/ 

KOR54682 KOR/306/KSC  처음 만나는 문화인류학/ 



KOR51077 KOR/306/PAN 패너티, 찰스 배꼽티를 입은 문화/ 

KOR54460 KOR/320.02/AHN 안철수 안철수의 생각 : 

KOR53140 KOR/320.02/HAN 한완상 뿌리뽑힌 몸으로: 

KOR53307 KOR/320.02/SIN  사회주의 대변혁 핵심문헌 50선/ 

KOR52238 KOR/320.02/YOO 유시민 후불제 민주주의 : 

KOR53356 KOR/320.02/YOO 유시민 WHY NOT? 불온한 자유주의자 

유시민의 세상 읽기 / 

KORQ52749 KOR/320.09/SEO  난민과 국민 사이: 

KOR56569 KOR/320.09/SEO  난민과 국민 사이: 

KOR56568 KOR/320.09/SEO  난민과 국민 사이: 

KORV61815 KOR/320.09/SEO  난민과 국민 사이: 

KOR53134 KOR/320.1/KIM 김영일 양심선언/ 

KOR56863 KOR/320.205/JOO 주경식 호주 다문화주의의 한계 :  

KOR56862 KOR/320.205/KJH 한국인문사회 과학원 현상과 인식: 

KOR51862 KOR/320.5/GID 기든스,앤소니 좌파와 우파를 넘어서/ 

KOR53139 KOR/320.5/KIM 김산 아리랑의 노래 / 

KORQ51960 KOR/320.54/KIM  분단현실과 통일운동/ 

KOR52166 KOR/320.9519/BAE 백낙청 흔들리는 분단체제/ 

KOR53310 KOR/320.9519/CHO 최덕신 남한땅에 30년: 

KOR51607 KOR/320.9519/CHR  한민족의 공동체를 향하여/ 

KOR52213 KOR/320.9519/LEE 이종석 현대 북한의 이해: 

KOR53313 KOR/320.9519/SIM 심병철 조국통일문제 100문 100답/ 

KORQ51495 KOR/320/LEE 이영희 전환시대의 논리: 

KORQ52062 KOR/320/RAW 롤즈, 존 정의론/ 

KORV60999 KOR/320/RAW 롤즈, 존 정의론/ 

KOR55010 KOR/320/RAW 롤즈, 존 정의론/ 

KOR55011 KOR/320/RAW 롤즈, 존 정의론/ 

KOR55108 KOR/323.4/KIM 김두식 불편해도 괜찮아: 

KORQ51164 KOR/324.2092/HAN 한산벽 작은거인 덩 샤오핑/ 

KOR52235 KOR/324.2092/KIM 김구 (백범 김구 자서전)백범일지/ 

KORQ51370 KOR/324.2092/YOO 유시민 (이런 바보 또 없습니다) 아! 

노무현 : 

KOR53295 KOR/324.25190092/

JEO 
정병준 몽양여운형평전: 

KORQ50699 KOR/325.1/KOT 코터, 존 (기업이 원하는)변화의 리더/ 

KOR52348 KOR/325.2519/CHI  중국조선족 이민실록/ 

KORQ52166 KOR/325.2519047/K

O 
고송무 쏘련의 한인들: 

KOR53859 KOR/325.25190994/

FIF 

 호주한인 50년사 / 

KORQ51117 KOR/325.25190994/

FIF 

 호주한인 50년사 / 

KORV62121 KOR/325.25190994/

FIF 

 호주한인 50년사 / 



KOR51074 KOR/326.092/LEA 린, 가트 (부패한 사회를 개혁한)영국의 양심: 

KOR53322 KOR/327.17/KIM 김승국 “반전반핵 양키고홈”: 

KORQ51961 KOR/327.519/SEO  해외동포가 본 북한과 그들의 

통일논의/ 

KOR51513 KOR/327.519/SUL 설리번, 존 두개의 한국, 하나의 미래?: 

KOR55268 KOR/327.9405/YAN 양명득 호주와한국 :  

KOR56017 KOR/327.9405/YAN 양명득 호주와한국 :  

KOR54828 KOR/330.1/GEO 조지, 헨리  진보와 빈곤/ 

KOR54829 KOR/330.1/GEO 조지, 헨리  진보와 빈곤/ 

KORV61053 KOR/330.1/GEO 조지, 헨리  진보와 빈곤/ 

KORQ52082 KOR/330.1/GEO 조지, 헨리  진보와 빈곤/ 

KORQ52168 KOR/330.1/LEE 이광주 역사와 사회과학(歷史와 社會科學)/ 

KOR51622 KOR/330.9/CHO 초스도프스키, 미셸 빈곤의 세계화: 

KOR54751 KOR/330.9/CHO 초스도프스키, 미셸 빈곤의 세계화: 

KORQ50487 KOR/330.9519/CHO 최용식 대한민국 생존의 속도/ 

KOR54747 KOR/330.973/BRE 브레너, 로버트 붐 앤 버블 : 

KOR53435 KOR/331.12/KIM 김송호 당신의 미래에 취업하라 : 

KORQ50740 KOR/332.024/BUR 버켓 알렌 어린이에게 돈 다스리는 법 

가르치기/ 

KOR52358 KOR/332.024/JEO 전진문 (경주 최부잣집)300 년 富의 비밀/ 

KORQ51382 KOR/332.41/SIM 짐멜, 게오르크 돈의 철학/ 

KOR56883 KOR/335.4/MAR  경제학·철학초고 ; | 자본론 ; | 

공산당선언 ; | 철학의 빈곤 / 

KOR52298 KOR/335/NEA 니어링, 헬렌.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 

KOR54749 KOR/336.343/MIL 미예, 다이앵 신용불량국가: 

KOR53491 KOR/338.54/KON 공병호 공병호의 10년 후, 세계/ 

KORQ53076 KOR/338.544/CHO 최윤식 2030 대담한 미래. 

KORV62079 KOR/338.544/CHO 최윤식 2030 대담한 미래. 

KOR57002 KOR/338.544/CHO 최윤식 2030 대담한 미래. 

KOR57012 KOR/338.544/CHO 최윤식 2030 대담한 미래. 

KORQ51119 KOR/338.9/SCH 슈밥, 클라우스 (세계석학 103명이 제시한)21세기 

예측 / 

KOR55255 KOR/340/KAN 강정혜 정의의 여신, 광장으로 나오다/ 

KOR52266 KOR/340/MIN  
(호주.인도네시아동포용)법과 생활/ 

KOR52328 KOR/342.083/CHA 차종환 귀화동포와 이중국적 문제 / 

KOR52194 KOR/348.519/OH 오세경 (2000) 소법전/ 

KOR51851 KOR/361.0019/KAN 강지원 욱하다 깨달은 성자/ 

KOR52419 KOR/361.97/YOU 윤병열 (오늘을 사는)아메리카의 한국인/ 

KORQ51975 KOR/362.6/AN 안필준 55세부터 꿀맛 인생이어라/ 

KOR52282 KOR/362.6/JEO 정석기 이야기로 역은 노인 미학/ 

KORV60545 KOR/362.734/DAV 데이비스, 케이티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 



KORQ51039 KOR/362.82/LUQ 루큇 와이드 (이마고)부부치료/ 

KOR53923 KOR/362.82/LUQ 루큇 와이드 (이마고)부부치료/ 

KORV50242 KOR/362.82/LUQ 루큇 와이드 (이마고)부부치료/ 

KOR53900 KOR/362.8286/SCH 쉰들러, 루드위그  부부, 가깝고도 먼 동반자 : 

KOR53921 KOR/362.8286/SCH 쉰들러, 루드위그  부부, 가깝고도 먼 동반자 : 

KORV50240 KOR/362.8286/SCH 쉰들러, 루드위그  부부, 가깝고도 먼 동반자 : 

KOR56540 KOR/370.1/BAR  고대세계의 교육사상/ 

KOR57339 KOR/370.1/CHO Chomsky, Noam, 실패한 교육과 거짓말/ 

KOR57338 KOR/370.1/CHO Chomsky, Noam, 실패한 교육과 거짓말/ 

KOR52236 KOR/370.1/FRE 프레이러, 파울로.  민중교육론 : 제 3세계의시각: 

KOR56655 KOR/370.117/BEN  다문화교육 : 

KOR53437 KOR/370.19/KAN 강영우 도전과 기회_3C 혁명 /  

KORQ51790 KOR/371.102/PAL 파머, 파커 J. 가르칠 수 있는 용기/ 

KOR54579 KOR/371.102/PAL 파머, 파커 J. 가르칠 수 있는 용기/ 

KOR54580 KOR/371.102/PAL 파머, 파커 J. 가르칠 수 있는 용기/ 

KORV60240 KOR/371.102/PAL 파머, 파커 J. 가르칠 수 있는 용기/ 

KORQ50839 KOR/371.3/HAS 해스킨스, 다이애나 자녀를 성공시키려면 코치가 되라/ 

KORQ50706 KOR/371.425/EUN 은혜경 넌 정말 뭐가 되고 싶니?/ 

KORQ51441 KOR/372.21/LEE 이영숙 훈계, 어떻게 할까/ 

KOR51865 KOR/372.216/SHI 실로, 로스 유태인의 천재교육/ 

KOR56872 KOR/378.071/WOL 월터스토프, 니콜라스 샬롬을 위한 교육 : 

KOR56873 KOR/378.071/WOL 월터스토프, 니콜라스 샬롬을 위한 교육 : 

KORQ53045 KOR/378.071/WOL 월터스토프, 니콜라스 샬롬을 위한 교육 : 

KORV62078 KOR/378.071/WOL 월터스토프, 니콜라스 샬롬을 위한 교육 : 

KORQ51731 KOR/381.18/GOL 골드블래트 조 제프 스페셜 이벤트/ 

KOR52378 KOR/390.09519/LIM 임동권 한국의 전통과 관습/ 

KOR53352 KOR/392.6/LEE 이문철 통과의례와 성/ 

KOR53482 KOR/398.095/NAT/V

ol.1 

 한국민속학 일본민속학. 

KOR52464 KOR/398.209519/SE

O 
서정오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우리 

옛이야기 백가지/ 

400~ 499 언어 

KOR51508 KOR/411.33/LEE 이항규 (청소년이 단숨에 읽어야 

할)고사성어/ 

KOR55611 KOR/423/SIS  뉴우 월드  영한 대사전 / 

KOR50773 KOR/428.24/KIM 김희수 신학영어 / 

KOR50774 KOR/428.24/KIM 김희수 신학영어 / 

KOR50775 KOR/428.24/KIM 김희수 신학영어 / 

KOR52130 KOR/428.24/KIM 김은철 신학영어교본/ 

KOR52131 KOR/428.24/KIM 김은철 신학영어교본/ 

KORV50282 KOR/428.24/KIM 김은철 신학영어교본/ 



KORQ53112 KOR/428.24/KIM 김은철 신학영어교본/ 

KOR52958 KOR/428.34/CHA 차재국 선교 현장 영어 

KOR52957 KOR/428.34/CHA 차재국 선교 현장 영어 

KORQ50069 KOR/428.34/CHA 차재국 선교 현장 영어 

KOR52115 KOR/428.4/CHO 최순옥. 크리스천 잉글리쉬/ 

KOR52116 KOR/428.4/CHO 최순옥. 크리스천 잉글리쉬/ 

KOR52140 KOR/428.4/KIM 김은철 당신도 영어로 기도할 수 있다/ 

KOR52141 KOR/428.4/KIM 김은철 당신도 영어로 기도할 수 있다/ 

KORV60722 KOR/428.4/KIM 김은철 당신도 영어로 기도할 수 있다/ 

KOR52123 KOR/428.4/PAR 박은영 선교영어 : 

KOR52148 KOR/428.4/WON 원수미 영어 성경, 이렇게 읽어라 : 

KOR52149 KOR/428.4/WON 원수미 영어 성경, 이렇게 읽어라 : 

KOR52239 KOR/428/FUN 펑크, 윌프레드 영어단어의 로맨스/ 

KOR54757 KOR/428/HAN 한호림 (오리선생 한호림의)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어/ 

KOR53085 KOR/428/LEE 이현주 (이현주 교수의) 영어로 신학 맛보기 

/ 

KOR53086 KOR/428/LEE 이현주 (이현주 교수의) 영어로 신학 맛보기 

/ 

KORQ50115 KOR/428/LEE 이현주 (이현주 교수의) 영어로 신학 맛보기 

/ 

KOR53195 KOR/428/LEE 이희창 고급 영작 연습/ 

KOR52961 KOR/428/LEE/Vol,1 이동수 영어신학강독 1-2/ 

KOR52962 KOR/428/LEE/Vol,1 이동수 영어신학강독 1-2/ 

KORQ50116 KOR/428/LEE/Vol.1 이동수 영어신학강독 1-2/ 

KOR53064 KOR/428/LEE/Vol.2 이동수 영어신학강독 1-2/ 

KOR53063 KOR/428/LEE/Vol.2 이동수 영어신학강독 1-2/ 

KORQ50113 KOR/428/LEE/Vol.2 이동수 영어신학강독 1-2/ 

KOR53283 KOR/428/PAR 박남식 현대 중급 영작문/ 

KOR52706 KOR/428/SON 손정륜 스피킹 바이블 잉글리시 : 

KOR52705 KOR/428/SON 손정륜 스피킹 바이블 잉글리시 : 

KORQ50081 KOR/428/SON 손정륜 스피킹 바이블 잉글리시 : 

KOR53286 KOR/438/SEI 세이구치, 츠지오 신독일어대강좌 I,II,III/ 

KOR53171 KOR/438/SIN/Vol.2 신수송 
Deutsch Uebungen: 

KOR50857 KOR/439.31/AHN 안영복 화란어문법과독본/ 

KOR53172 KOR/448/GWO 권순제 필수 프랑스어 해설/ 

KOR50854 KOR/470/CHA 차영배 라틴어 교본 : 

KOR50859 KOR/475/KO 고영민 (알기쉬운)라틴어문법/ 

KOR57312 KOR/478/HAN  
(지적이고 아름다운 삶을 위한) 

라틴어 수업 / 

KOR57313 KOR/478/HAN  
(지적이고 아름다운 삶을 위한) 

라틴어 수업 / 



KOR50856 KOR/487.3/BUR 버튼, 어니스트 D. 신약성경 헬라어 구문론/ 

KORQ51533 KOR/487.3/HAN 한천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동계어학강좌를 위한) 성경 헬라어 / 

KOR54190 KOR/487.3/HAN 한천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동계어학강좌를 위한) 성경 헬라어 / 

KOR54371 KOR/487.3/HAN 한천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동계어학강좌를 위한) 성경 헬라어 / 

KORV61431 KOR/487.3/HAN 한천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동계어학강좌를 위한) 성경 헬라어 / 

KORQ53261 KOR/487.3/HAN 한천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동계어학강좌를 위한) 성경 헬라어 / 

KORQ52533 KOR/487.3/JAN  신약성경 헬라어 교본/ 

KORQ52534 KOR/487.3/JAN  신약성경 헬라어 교본/ 

KORQ52535 KOR/487.3/JAN  신약성경 헬라어 교본 : 

KORQ52536 KOR/487.3/JAN  신약성경 헬라어 교본 : 

KORV61561 KOR/487.3/JAN  신약성경 헬라어 교본 : 

KORV61578 KOR/487.3/JAN  신약성경 헬라어 교본/ 

KOR55761 KOR/487.3/JAN  신약성경 헬라어 교본 : 

KOR55762 KOR/487.3/JAN  신약성경 헬라어 교본 : 

KOR55763 KOR/487.3/JAN  신약성경 헬라어 교본/ 

KOR55764 KOR/487.3/JAN  신약성경 헬라어 교본/ 

KOR54464 KOR/487.3/KIM 김병국 (혼자 공부하는 신약성경) 헬라어 

강독 : 

KOR54461 KOR/487.3/KIM 김병국 (혼자 공부하는 신약성경) 헬라어 

강독 : 

KORV60204 KOR/487.3/KIM 김병국 (혼자 공부하는 신약성경) 헬라어 

강독 : 

KORQ51860 KOR/487.3/KIM 김병국 (혼자 공부하는 신약성경) 헬라어 

강독 : 

KOR52153 KOR/487.3/PAR 박창환 성서헬라어사전/ 

KOR52152 KOR/487.3/PAR 박창환 성서헬라어사전/ 

KORQ52537 KOR/487.3/PAR 박창환 성서헬라어사전/ 

KORV61538 KOR/487.3/PAR 박창환 성서헬라어사전/ 

KOR55861 KOR/487.3/PAR 박창환 성서헬라어사전/ 

KOR51983 KOR/487.3/REH 레코프, 프레드리히 (중요도와 빈도수에 따라 정리한) 

신약성서 헬라어 단어집 : 

KOR51984 KOR/487.3/REH 레코프, 프레드리히 (중요도와 빈도수에 따라 정리한) 

신약성서 헬라어 단어집 : 

KOR50860 KOR/487.3/SHI 신성종 초급헬라어/ 

KOR54455 KOR/487.3/SON 송영목, 헬라어 강독의 원리와 실제 / 

KOR54458 KOR/487.3/SON 송영목, 헬라어 강독의 원리와 실제 / 



KORV60210 KOR/487.3/SON 송영목, 헬라어 강독의 원리와 실제 / 

KORQ51866 KOR/487.3/SON 송영목, 헬라어 강독의 원리와 실제 / 

KORQ53069 KOR/487.4/BAU 바우, S. M. 신약성경 헬라어 문법/ 

KOR52072 KOR/487.4/BAU 바우, S. M. 신약성경 헬라어 문법/ 

KOR52073 KOR/487.4/BAU 바우, S. M. 신약성경 헬라어 문법/ 

KOR52074 KOR/487.4/BAU 바우, S. M. 신약성경 헬라어 문법/ 

KORV61757 KOR/487.4/BRU  신약성경 헬라어 단어집/ 

korv61937 KOR/487.4/BRU  신약성경 헬라어 단어집/ 

KOR52005 KOR/487.4/JAN 장석조. (신약성경을 원문으로 읽으면서 

배우는) 신약성경 헬라어 / 

KOR52006 KOR/487.4/JAN 장석조. (신약성경을 원문으로 읽으면서 

배우는) 신약성경 헬라어 / 

KOR55185 KOR/487.4/JAN 장석조. (신약성경을 원문으로 읽으면서 

배우는) 신약성경 헬라어 / 

KORV61226 KOR/487.4/JAN 장석조. (신약성경을 원문으로 읽으면서 

배우는) 신약성경 헬라어 / 

KORQ52310 KOR/487.4/JAN 장석조. (신약성경을 원문으로 읽으면서 

배우는) 신약성경 헬라어 / 

KOR52090 KOR/487.4/JEO 정창욱 (새로운) 성경 헬라어 문법 / 

KOR52091 KOR/487.4/JEO 정창욱 (새로운) 성경 헬라어 문법 / 

KOR52092 KOR/487.4/KO 고영민 (신약성서)헬라어사전/ 

KOR52093 KOR/487.4/KO 고영민 (신약성서)헬라어사전/ 

KOR55380 KOR/487.4/LEE 이순한 신약성서 헬라어 낱말 분해 사전/ 

KORQ52562 KOR/487.4/LOG  
(스트롱코드) 헬라어 사전 / 

KORQ52563 KOR/487.4/LOG  
(스트롱코드) 헬라어 사전 / 

KOR55455 KOR/487.4/LOG  
(스트롱코드) 헬라어 사전 / 

KOR55852 KOR/487.4/LOG  
(스트롱코드) 헬라어 사전 / 

KORV61750 KOR/487.4/LOG  
(스트롱코드) 헬라어 사전 / 

KOR50604 KOR/487.4/MAC 멕카트, D.G. 신약 헬라어/ 

KOR50605 KOR/487.4/MAC 멕카트, D.G. 신약 헬라어/ 

KORQ52299 KOR/487.4/MAC 멕카트, D.G. 신약 헬라어/ 

KORV50354 KOR/487.4/MAC 멕카트, D.G. 신약 헬라어/ 

KOR51970 KOR/487.4/MAC 멕카트, D.G. 신약 헬라어/ 

KOR52094 KOR/487.4/MAC 메이첸, J. G. (신약성서) 헬라어문법/ 

KOR52095 KOR/487.4/MAC 메이첸, J. G. (신약성서) 헬라어문법/ 

KORQ52531 KOR/487.4/MET  신약성경 헬라어 단어집/ 

KORQ52532 KOR/487.4/MET  신약성경 헬라어 단어집/ 

KOR55690 KOR/487.4/MET  신약성경 헬라어 단어집/ 

KOR55687 KOR/487.4/MET  신약성경 헬라어 단어집/ 

KORQ53181 KOR/487.4/MOU  마운스 헬라어 문법 / 

KORQ53182 KOR/487.4/MOU  마운스 헬라어 문법 / 



KOR57355 KOR/487.4/MOU  마운스 헬라어 문법 / 

KOR57354 KOR/487.4/MOU  마운스 헬라어 문법 / 

KORV50193 KOR/487.4/MOU  마운스 헬라어 문법 / 

KOR52067 KOR/487.4/NO 노재관 헬라어 길라잡이/ 

KOR52068 KOR/487.4/NO 노재관 헬라어 길라잡이/ 

KOR54449 KOR/487.4/PAR 박창환 신약성서 헬라어 교본 / 

KOR54452 KOR/487.4/PAR 박창환 신약성서 헬라어 교본 / 

KORV60218 KOR/487.4/PAR 박창환 신약성서 헬라어 교본 / 

KORQ51867 KOR/487.4/PAR 박창환 신약성서 헬라어 교본 / 

KORQ52796 KOR/487.4/PAR 박창환 신약성서 헬라어 교본 / 

korv61925 KOR/487.4/PAR 박창환 신약성서 헬라어 교본 / 

KOR52014 KOR/487.4/POW 파워스, 워드 신약성서 헬라어 완성/ 

KOR52015 KOR/487.4/POW 파워스, 워드 신약성서 헬라어 완성/ 

KOR52043 KOR/487.4/TRE 트렌차드, 워렌 C. 신약성서 헬라어 어휘 사전/ 

KOR52044 KOR/487.4/TRE 트렌차드, 워렌 C. 신약성서 헬라어 어휘 사전/ 

KOR55357 KOR/488/OH 오광만 헬라어 단어장/ 

KOR51592 KOR/491.7/INT  
(잘 통하는)러시아어회화/ 

KOR51593 KOR/491.7/JAN 장시형 (뉴밀레니엄)러시아어 회화/ 

KOR55371 KOR/491.7003/KAN 강덕수 노.한용어사전 / 

KOR51600 KOR/492.2/ROS 로젠달, 프란츠. 성경 아람어 문법/ 

KORQ50559 KOR/492.4/FUT 푸타토 마크 D. 구약성서 히브리어 시작하기 / 

KOR53730 KOR/492.4/FUT 푸타토 마크 D. 구약성서 히브리어 시작하기 / 

KOR53729 KOR/492.4/FUT 푸타토 마크 D. 구약성서 히브리어 시작하기 / 

KORV50104 KOR/492.4/FUT 푸타토 마크 D. 구약성서 히브리어 시작하기 / 

KORV61366 KOR/492.4/FUT 푸타토 마크 D. 구약성서 히브리어 시작하기 / 

KORV61367 KOR/492.4/FUT 푸타토 마크 D. 구약성서 히브리어 시작하기 / 

KOR56725 KOR/492.4/KIM  
25일 완성 히브리어 정복 / 

KOR56726 KOR/492.4/KIM  
25일 완성 히브리어 정복 / 

korv61824 KOR/492.4/KIM  
25일 완성 히브리어 정복 / 

KORQ52905 KOR/492.4/KIM  
25일 완성 히브리어 정복 / 

korv61825 KOR/492.4/KIM  
25일 완성 히브리어 정복 / 

KORQ51810 KOR/492.4/KWO 권성달 성경 히브리어 울판 / 

KORV60250 KOR/492.4/KWO 권성달 성경 히브리어 울판 / 

KOR54691 KOR/492.4/KWO 권성달 성경 히브리어 울판 / 

KOR54692 KOR/492.4/KWO 권성달 성경 히브리어 울판 / 

KORQ52225 KOR/492.4/KWO 권성달 성경 히브리어 울판 / 

KOR57547 KOR/492.4/KWO 권성달 (구약성경을 원문으로 읽으면서 

배우는)구약성경 히브리어/ 

KOR57548 KOR/492.4/KWO 권성달 (구약성경을 원문으로 읽으면서 

배우는)구약성경 히브리어/ 

KORQ53265 KOR/492.4/KWO 권성달 (구약성경을 원문으로 읽으면서 



배우는)구약성경 히브리어/ 

KORQ53264 KOR/492.4/KWO 권성달 (구약성경을 원문으로 읽으면서 

배우는)구약성경 히브리어/ 

KORV62205 KOR/492.4/KWO 권성달 (구약성경을 원문으로 읽으면서 

배우는)구약성경 히브리어/ 

KORV62204 KOR/492.4/KWO 권성달 (구약성경을 원문으로 읽으면서 

배우는)구약성경 히브리어/ 

KOR53594 KOR/492.4/LAM 램딘, 토마스 O. 성서 히브리어/ 

KOR53593 KOR/492.4/LAM 램딘, 토마스 O. 성서 히브리어/ 

KORQ50589 KOR/492.4/LAM 램딘, 토마스 O. 성서 히브리어/ 

KORV50030 KOR/492.4/LAM 램딘, 토마스 O. 성서 히브리어/ 

KOR53540 KOR/492.4/LEE 이기락 (토마스 O.램딘의)성서 히브리어 

분석과 해설/ 

KOR53543 KOR/492.4/LEE 이기락 (토마스 O.램딘의)성서 히브리어 

분석과 해설/ 

KORQ50560 KOR/492.4/LEE 이기락 (토마스 O.램딘의)성서 히브리어 

분석과 해설/ 

KOR55385 KOR/492.4/LEE 이순한 성서 히브리어 자습서/ 

KOR55386 KOR/492.4/LEE 이순한 성서 히브리어/ 

KOR57549 KOR/492.4/LEE  직통 히브리어 : 

KOR57550 KOR/492.4/LEE  직통 히브리어 : 

KORQ53262 KOR/492.4/LEE  직통 히브리어 : 

KORQ53263 KOR/492.4/LEE  직통 히브리어 : 

KORV62206 KOR/492.4/LEE  직통 히브리어 : 

KORV62203 KOR/492.4/LEE  직통 히브리어 : 

KOR56842 KOR/492.4/PRA 프라티코, 게리 베이직 비블리칼 히브리어 : 

KOR56845 KOR/492.4/PRA 프라티코, 게리 베이직 비블리칼 히브리어 : 

korv61836 KOR/492.4/PRA 프라티코, 게리 베이직 비블리칼 히브리어 : 

korv61830 KOR/492.4/PRA 프라티코, 게리 베이직 비블리칼 히브리어 : 

KORQ52904 KOR/492.4/PRA 프라티코, 게리 베이직 비블리칼 히브리어 : 

KORQ50587 KOR/492.4/ROS 로스, 알렌 P (Introducing) 로스성서히브리어/ 

KOR53839 KOR/492.4/ROS 로스, 알렌 P (Introducing) 로스성서히브리어/ 

KOR53840 KOR/492.4/ROS 로스, 알렌 P (Introducing) 로스성서히브리어/ 

KOR53841 KOR/492.4/ROS 로스, 알렌 P (Introducing) 로스성서히브리어/ 

KOR57029 KOR/492.4/SHI 신충훈 히브리어 강독 / 

KORQ51809 KOR/492.409/SAE 샌즈-바딜로스, 엔젤 히브리어 발달사 / 

KORV60200 KOR/492.409/SAE 샌즈-바딜로스, 엔젤 히브리어 발달사 / 

KOR54694 KOR/492.409/SAE 샌즈-바딜로스, 엔젤 히브리어 발달사 / 

KOR54693 KOR/492.409/SAE 샌즈-바딜로스, 엔젤 히브리어 발달사 / 

KORQ50590 KOR/492.45/GES 게제니우스, 빌헬름 (게제니우스) 히브리어 문법/ 

KOR53716 KOR/492.45/GES 게제니우스, 빌헬름 (게제니우스) 히브리어 문법/ 



KOR53717 KOR/492.45/GES 게제니우스, 빌헬름 (게제니우스) 히브리어 문법/ 

KORV50095 KOR/492.45/GES 게제니우스, 빌헬름 (게제니우스) 히브리어 문법/ 

KORQ50632 KOR/492.45/GRE 그린베르그,모세 히브리어 길라잡이/ 

KOR53849 KOR/492.45/GRE 그린베르그,모세 히브리어 길라잡이/ 

KOR53850 KOR/492.45/GRE 그린베르그,모세 히브리어 길라잡이/ 

KORV62128 KOR/492.45/GRE 그린베르그,모세 히브리어 길라잡이/ 

KORQ51808 KOR/492.45/JOU 주옹, 폴 (주옹-무라오까) 성서 히브리어 문법 

/ 

KORV60235 KOR/492.45/JOU 주옹, 폴 (주옹-무라오까) 성서 히브리어 문법 

/ 

KOR54689 KOR/492.45/JOU 주옹, 폴 (주옹-무라오까) 성서 히브리어 문법 

/ 

KOR54690 KOR/492.45/JOU 주옹, 폴 (주옹-무라오까) 성서 히브리어 문법 

/ 

KORQ50558 KOR/492.45/KEL 켈리, 페이지 H. 성경 히브리어: 

KOR53722 KOR/492.45/KEL 켈리, 페이지 H. 성경 히브리어: 

KOR53723 KOR/492.45/KEL 켈리, 페이지 H. 성경 히브리어: 

KORV50100 KOR/492.45/KEL 켈리, 페이지 H. 성경 히브리어: 

KOR57545 KOR/492.45/LEE 이영근 히브리어 문법 해설/ 

KOR57546 KOR/492.45/LEE 이영근 히브리어 문법 해설/ 

KORQ53270 KOR/492.45/LEE  히브리어 문법해설: 연습문제 

자습서/ 

KORQ53271 KOR/492.45/LEE  히브리어 문법해설: 연습문제 

자습서/ 

KORV62190 KOR/492.45/LEE  히브리어 문법해설: 연습문제 

자습서/ 

KORV62188 KOR/492.45/LEE  히브리어 문법해설: 연습문제 

자습서/ 

KOR50778 KOR/492.45/WEI 와인그린,제이 구약성서 히브리어 완성/ 

KOR50827 KOR/492.45/WEI 와인그린, J. 히브리어 교본: 

KOR50813 KOR/492.49/KIM 김경열 (완성 와인그린)히브리어: 

KOR51626 KOR/495.18/LEE 이승민 (혼자 배우는)북경 중국어 첫걸음/ 

500~699 과학, 기술 

KOR54834 KOR/501/KUH 쿤, 토머스 S., 과학혁명의 구조 / 

KOR54835 KOR/501/KUH 쿤, 토머스 S., 과학혁명의 구조 / 

KORV61011 KOR/501/KUH 쿤, 토머스 S., 과학혁명의 구조 / 

KORQ52121 KOR/501/KUH 쿤, 토머스 S., 과학혁명의 구조 / 

KOR55325 KOR/502/JEO 정재승,  뇌과학자는 영화에서 인간을 본다 : 

KOR56075 KOR/530.12/KIM  양자역학의 역사와 철학 : 

KOR56074 KOR/530.12/KIM  양자역학의 역사와 철학 : 

KORQ52751 KOR/530.12/KIM  양자역학의 역사와 철학 : 

KORV61816 KOR/530.12/KIM  양자역학의 역사와 철학 : 



KOR52590 KOR/539/HAW 호킹, 스티븐. 시간과 화살/ 

KOR54748 KOR/572.2/GOU 굴드, 스티븐 제이 판다의 엄지/ 

KORQ50678 KOR/574.19/SCH 슈뢰딩거, 어윈 생명이란 무엇인가?: 

KOR53427 KOR/582.13/CRA 크렌, 플로렌스 H. 한국의 야생화 이야기/ 

KORQ50302 KOR/591.5/DAW 도킨스 리처드 이기적 유전자/ 

KOR54395 KOR/610.2/PAR/Vol

.2 
박경철 (시골의사의)아름다운 동행. 

KORQ50870 KOR/610.695/DEZ 카시와키, 테쓰오 (말기 환자를 위한)호스피스/ 

KOR53350 KOR/612.74/HWA 황수관 황수관 박사의 신바람 건강법 : 

KORQ50308 KOR/613/GOR 고든, 존 열정/ 

KOR53434 KOR/613/ROS 로젠펠트, 이사도르. 내 몸 증상 백과 : 

KOR54742 KOR/615.8/LOY 로이드, 알렉산더. 힐링 코드 : 

KOR55632 KOR/615.85154/DAV 데이비스, 윌리엄  음악치료학 개론: 

KOR53287 KOR/615.854/HWA 황성주 (황성주 박사의) 생식과 건강/ 

KOR56854 KOR/616.852/KOH  자기의 회복/ 

KOR56853 KOR/616.852/KOH  자기의 회복/ 

KORQ52946 KOR/616.852/KOH  자기의 회복/ 

KORQ52947 KOR/616.852/KOH  자기의 회복/ 

KORV61980 KOR/616.852/KOH  자기의 회복/ 

KOR50279 KOR/616.86/WHI 화이트맨, 토머스 (사랑이라는 이름의)중독/ 

KORV61021 KOR/616.89/FOU 푸꼬, 미셀 광기의 역사/ 

KOR54999 KOR/616.89/FOU 푸꼬, 미셀 광기의 역사/ 

KOR55000 KOR/616.89/FOU 푸꼬, 미셀 광기의 역사/ 

KORQ52147 KOR/616.89/FOU 푸꼬, 미셀 광기의 역사/ 

KOR57499 KOR/616.89/LEE 이종옥 합리정서행동치료 (Rational 

Emotive Behavior Therapy: 

REBT)이론을 적용한 상담적 

설교(Preaching of Counseling) 

가능성 모색 

KOR57498 KOR/616.89/LEE 이종옥 합리정서행동치료 (Rational 

Emotive Behavior Therapy: 

REBT)이론을 적용한 상담적 

설교(Preaching of Counseling) 

가능성 모색 

KORQ53290 KOR/616.89/LEE 이종옥 합리정서행동치료 (Rational 

Emotive Behavior Therapy: 

REBT)이론을 적용한 상담적 

설교(Preaching of Counseling) 

가능성 모색 

KOR56851 KOR/616.8917/KOH  정신분석은 어떻게 치료하는가? / 

KOR56850 KOR/616.8917/KOH  정신분석은 어떻게 치료하는가? / 

KORQ52950 KOR/616.8917/KOH  정신분석은 어떻게 치료하는가? / 

KORQ52952 KOR/616.8917/KOH  정신분석은 어떻게 치료하는가? / 



KORV61977 KOR/616.8917/KOH  정신분석은 어떻게 치료하는가? / 

KORQ51478 KOR/617.759/SEO 성기호, 색맹 색약 정상으로 된다/ 

KORQ51432 KOR/618.175/LEE 이상춘 다시 태어나는 중년/ 

KORQ50192 KOR/646.78/GOT 가트맨 존  부부를 위한 사랑의 기술: 

KORQ50539 KOR/649.1/BOY 보이드 찰스 F 우리 아이는 왜 이럴까?/ 

KORQ50902 KOR/649.1/CHA 체이스, 베티 인격적인 사랑, 효과적인 훈육/ 

KOR52461 KOR/649.1/JAN 장병혜  아이는 99%의 엄마의 노력으로 

완성된다 / 

KORV60895 KOR/649.1/JAN 장,경란 비전으로 아이의 꿈을 디자인하라: 

KOR53478 KOR/649.1/SUG 스가하라 유코, 내 아이의 의욕을 코칭하라 : 

KORQ51392 KOR/649.1019/CAM 켐벨 로스 진정한 자녀 사랑/ 

KOR50407 KOR/649.68/LEE 이성호 당신의자녀가흔들리고있다 

KOR51788 KOR/649/KES 케슬러, 제이. 자녀의 인격발달과 신앙성장/ 

KOR52424 KOR/649/PAR 박경옥 엄마가 엄마에게: 

KORQ50189 KOR/650.1/ART 아터번, 스테판 사명 돈 의미/ 

KOR50306 KOR/650.1/JIM 히메네스, 리사 두려움을 정복하라/ 

KOR52241 KOR/650.1/NAM 남상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기적의 

자장면 / 

KOR52315 KOR/658.0092/JEO 정인영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며 간다/ 

KORQ50724 KOR/658.3/DE 드프리, 맥스 권력없는 리더십은 가능한가?/ 

KORQ50749 KOR/658.3/YOS 요사유키 스즈키 (말 한마디로 사람의 기를 

살리는)칭찬의 기술/ 

KORQ51325 KOR/658.4/SON 손인춘 나는 행복한 바보 경영자/ 

KOR54448 KOR/658.401/MAN 맹명관 이마트 100호점의 숨겨진 비밀/ 

KOR52372 KOR/658.401/SCH 슈워츠, 피터 미래를 읽는 기술/ 

KOR51713 KOR/658.406/PET 피터스, 톰 혁신경영/ 

KOR50944 KOR/658.409/FIN  리더가 저지르기 쉬운 10가지 실수/ 

KORQ50824 KOR/658.409/FIN  리더가 저지르기 쉬운 10가지 실수/ 

KORQ50512 KOR/658.409/MAR 마틴, 척 영리하게 일하라/일 잘하는 기술 

12가지 

KORV60604 KOR/658.409/MAX 맥스웰, 존 인재경영의 법칙/ 

KORQ51426 KOR/658.409/PAR 박원출 벼랑끝에서 기적을 이루다/ 

KOR50159 KOR/658.4092/COV 코비, 스티븐 R. 리더십 : 

 KOR/658.4092/COV 코비, 스티븐 R. 리더십 : 

KORV61777 KOR/658.4092/HAS 헤이스팅스, 웨인  마음을 움직이는 리더/ 

KORQ50492 KOR/658.4092/HEE 히넌, 데이빗 위대한 이인자들 

KORV60958 KOR/658.4092/HUN 헌터, 제임스 C. 서번트 리더십 2= 

KORQ50787 KOR/658.4092/LEE 이승한 지음 (창조 바이러스) H2C/ 

KORV60569 KOR/658.4092/MAX 맥스웰, 존 리더십의 법칙/ 

KORV60570 KOR/658.4092/MAX 맥스웰, 존 리더십의 21가지 불변의 법칙/ 

KORV61704 KOR/658.4092/MAX  리더가 알아야 할 7가지 키워드 : 



KORQ52762 KOR/658.4092/MAX  리더가 알아야 할 7가지 키워드 : 

KOR56610 KOR/658.4092/MAX  리더가 알아야 할 7가지 키워드 : 

KOR56611 KOR/658.4092/MAX  리더가 알아야 할 7가지 키워드 : 

KORV62126 KOR/658.4092/MAX 맥스웰, 존 리더십의 21가지 불변의 법칙/ 

KORQ50433 KOR/658/BOS 보시디 래리 실행에 집중하라/ 

KORQ50810 KOR/658/POL 폴라드, 윌리엄 서비스의 달인/ 

KOR53479 KOR/658/SUR 쑤레이 우화로 읽는 인간경영학 / 

700~799 예술, 레크레이션 

KOR52299 KOR/701.17/JIN 진중권 (진중권의)현대미학 강의: 

KOR57315 KOR/701.17/JIN 진중권 (진중권의)현대미학 강의: 

KOR55633 KOR/704.9482/PAR 박성은, 기독교 미술사 : 

KOR56545 KOR/708.945/FRA  바티칸 

KOR52295 KOR/709.4/JIN 진중권 서양 미술사 : 

KOR52320 KOR/709.73/LEE 이주현 현대미술의 심장 뉴욕 미술 / 

KOR53324 KOR/728.82/CHO  서울의 궁궐/ 

KOR53344 KOR/741.6092/PAR 박효신  (영상디자인의 선구자) 솔 바스/ 

KOR52317 KOR/741.9/WOO  위대한 화가 아름다운 그림 70선/ 

KOR53135 KOR/750.2/OH 오주석 그림 속에 노닐다 : 

KOR55381 KOR/750/LEE/ 

Vol.1 

LEE 세계의 명화 

KOR55382 KOR/750/LEE/Vol.2 LEE 세계의 명화 

KOR55383 KOR/750/LEE/Vol.3 LEE 세계의 명화 

KOR55309 KOR/755.2/SEO 서성록 미술관에서 만난 하나님/ 

KOR55471 KOR/759.9492/AHN 안재경 고흐의 하나님/ 

KORQ51725 KOR/759.9519/YOO/

vol.1 
유홍준 완당 평전. 

KORQ51726 KOR/759.9519/YOO/

Vol.2 
유홍준 완당 평전. 

KORQ51727 KOR/759.9519/YOO/

Vol.3 
유홍준 완당 평전. 

KORQ52349 KOR/779/SCH 셔맨, 데이비드 E. 
(The)Best of Life/ 

KORQ52350 KOR/779/SCH 셔맨, 데이비드 B. 
Life at war/ 

KOR51861 KOR/780.15/ARE  클래식 명곡이야기/ 

KOR51528 KOR/780/NAK 나카가와 유스케 (상식으로 꼭 알아야 할) 클래식 50 

/ 

KOR53884 KOR/781.71/HON 홍정수 교회음악 예배음악 신자들의 찬양/ 

KORV50201 KOR/781.71/HON 홍정수 교회음악 예배음악 신자들의 찬양/ 

KORQ51000 KOR/781.71/HON 홍정수 교회음악 예배음악 신자들의 찬양/ 

KOR55614 KOR/781.71/OH 오영걸  교회음악원론 / 

KOR53887 KOR/781.72/LEE 이문승 교회성장과 교회음악/ 

KORV50203 KOR/781.72/LEE 이문승 교회성장과 교회음악/ 

KORQ51002 KOR/781.72/LEE 이문승 교회성장과 교회음악/ 

KOR51656 KOR/783.026/HON 홍정수 교회음악개론/ 

KOR53883 KOR/783/GAR 갤럭, 프랭크 위험에 처한 교회음악/ 



KORV50200 KOR/783/GAR 갤럭, 프랭크 위험에 처한 교회음악/ 

KORQ50996 KOR/783/GAR 갤럭, 프랭크 위험에 처한 교회음악/ 

KOR55263 KOR/783/GAR 갤럭, 프랭크 위험에 처한 교회음악/ 

KORQ53219 KOR/784.2/KIM/Vol

.1 
김경선 (새로 통일된)찬송가 전곡 완전 

해설/ 

KORQ53220 KOR/784.2/KIM/Vol

.2 
김경선 (새로 통일된)찬송가 전곡 완전 

해설/ 

KOR52893 KOR/791.43/SOB 소벅, 토마스 영화란 무엇인가: 

KOR53065 KOR/791.43/SOB 소벅, 토마스 영화란 무엇인가: 

KOR52918 KOR/791.4301/HEA 히스, 스티븐 영화에 관한 질문들/ 

KOR52919 KOR/791.4301/HEA 히스, 스티븐 영화에 관한 질문들/ 

KOR52584 KOR/791.43015/HWA 황혜진 영화로 보는 불륜의 사회학: 

KOR52585 KOR/791.43015/HWA 황혜진 영화로 보는 불륜의 사회학: 

KOR53078 KOR/791.4302/KIM 김정수 영화에 보내는 러브 레터/ 

KOR53077 KOR/791.4302/KIM 김정수 영화에 보내는 러브 레터/ 

KORQ50121 KOR/791.4302/KIM 김정수 영화에 보내는 러브 레터/ 

KOR52848 KOR/791.4309/YOO 유재원 신화로 읽는 영화 영화로 읽는 신화/ 

KOR52847 KOR/791.4309/YOO 유재원 신화로 읽는 영화 영화로 읽는 신화/ 

KORQ50105 KOR/791.4309/YOO 유재원 신화로 읽는 영화 영화로 읽는 신화/ 

KORQ50843 KOR/796.323092/WI

L 
윌리엄스, 패트 디즈니랜드 올랜도 매직의 그 

다섯가지 성공의 비밀/ 

800~899 문학 

KOR53288 KOR/805/KO 고은 실천문학. 

KOR57335 KOR/808.066/ ECO  
(움베르토 에코의) 논문 잘 쓰는 

방법/ 

KOR57340 KOR/808.066/ ECO  
(움베르토 에코의) 논문 잘 쓰는 

방법/ 

KOR57307 KOR/808.066/KIM  논문의 힘 : 

KORQ53188 KOR/808.066/KIM  논문의 힘 : 

KORV50195 KOR/808.066/KIM  논문의 힘 : 

KOR57331 KOR/808/CIC  수사학: 

KOR57329 KOR/808/CIC  수사학: 

KOR53357 KOR/808/HWA 황순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KORV60941 KOR/808/KIM 김,기홍 논문작성 이렇게 하라/ 

KORQ52692 KOR/808/KIM 김,기홍 논문작성 이렇게 하라/ 

KORV61674 KOR/808/KIM 김,기홍 논문작성 이렇게 하라/ 

KOR56557 KOR/808/KIM 김,기홍 논문작성 이렇게 하라/ 

KOR56943 KOR/808/KIM 김,기홍 논문작성 이렇게 하라/ 

KORQ53229 KOR/808/KIM 김,기홍 논문작성 이렇게 하라/ 

KOR51474 KOR/808/KIM/Vol.1 김승희 세계문학산책. 

KOR51475 KOR/808/KIM/Vol.2 김승희 세계문학산책. 



KOR57304 KOR/808/PAR 박성창 수사학/ 

KOR57306 KOR/808/PAR 박성창 수사학/ 

KOR51458 KOR/809/BAE 백낙청 인간해방의 논리를 찾아서/ 

KORQ51721 KOR/811.3/KIM 김원일 마당 깊은 집/ 

KORQ52170 KOR/811.36/NA 나채운 겨레의 숨결 우리의 글발/ 

KORQ51747 KOR/811.4/MUN 문익환 (문익환 산문)혁명의 해일/ 

KORQ51371 KOR/811.6/SIN 신신묵 하나님이 사랑되어: 

KOR53174 KOR/813.4/SHE 쉘돈, 찰스 M. 이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KORV60397 KOR/813.4/SHE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 

KOR54394 KOR/813.54/CAR 카터, 포리스트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 

KORV60312 KOR/813.54/DAN 단, 잭 대성당의 기억. 

KOR50002 KOR/813.54/EDW 에드워드, 진  신의 열애/ 

KOR52199 KOR/813.54/FOL/Vo

l.1 
폴섬, 알란 모레 1-3/ 

KOR52257 KOR/813.54/FOL/Vo

l.2 
폴섬, 알란 모레 1-3/ 

KOR52258 KOR/813.54/FOL/Vo

l.3 
폴섬, 알란 모레 1-3/ 

KOR50920 KOR/813.54/SHE 셀던, 시드니 또 다른 유혹/ 

KOR51025 KOR/813.54/SHE 셀던, 시드니 신들의 풍차/ 

KOR53301 KOR/813.54/SHE 셀던, 시드니 깊은밤의 추억/ 

KOR52466 KOR/813.54/TYL 타일러, 앤 종이 시계/ 

KOR52407 KOR/813.54/WAL 월러, 로버트 제임스.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KOR51715 KOR/813.54/WAN/Vo

l.1 
웽거린, 월터 성서: 

KOR51716 KOR/813.54/WAN/Vo

l.2 
웽거린, 월터 성서: 

KOR51845 KOR/813.54/WAN/Vo

l.3 
웽거린, 월터 성서: 

KOR51722 KOR/813.54/WAN/Vo

l.4 
웽거린, 월터 성서: 

KOR51723 KOR/813.54/WAN/Vo

l.5 
웽거린, 월터 성서: 

KOR52384 KOR/813.6/PAR 박완서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KOR53787 KOR/813.6/SIN 신경숙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 : 

KORQ51718 KOR/813.6/SIN 신경숙 그는 언제 오는가 외 / 

KORQ51277 KOR/813/JEO 정연희 (이야기 선교사(史))양화진: 

KORQ51728 KOR/813/KIM/Vol.2 김진명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KORQ51729 KOR/813/KIM/Vol.3 김진명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KOR53315 KOR/814.6/KIM 김수창 누군가 미워질 때 읽는 책 / 

KOR53273 KOR/814.6/SIN 신기범 구교포 신교포 :  

KOR51676 KOR/818.54/BUS 버스카글리아, 레오 아버지라는 이름의 큰나무/ 

KOR51527 KOR/818.54/NEA 니어링,헬렌 조화로운 삶의 지속/ 

KORQ51290 KOR/818/CHU 채규철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죽지 않는다/ 

KORQ51974 KOR/818/SON 송길원 아들아, 1미터만 더 파보렴: 



KOR50918 KOR/823.4/BUN 번연, 존 천로역정/ 

KORQ51123 KOR/823.4/BUN 번연, 존 천로역정/ 

KORQ51321 KOR/823.5/SHE 쉘던 찰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KOR53318 KOR/823.914/HAR 하란, 메이브 세상은 내게 모든 것을 가지라 한다/ 

KORQ51157 KOR/823/BRO 브라운, 댄 천사와 악마. 

KOR50321 KOR/823/CRO 
A.J크로닌 (완역판)천국의열쇠/ 

KOR51448 KOR/823/LEW 루이스, C. S.,  천국과 지옥의 이혼 /  

KOR52316 KOR/823/SHE 셀돈, 찰스 이런때 예수님이 계시면/ 

KOR52551 KOR/830/RIL 릴케, 라이너 마리아 하느님은 왜 사람은 가난해야 한다고 

고집하시는가?/ 

KOR52185 KOR/831.09/RIL 릴케, 라이너 마리아 주여 지금 홀로 있는 이들을 

기억하소서/ 

KOR50948 KOR/833.91/GRA/Vo

l.1 
그라스, 귄터. 나의 세기/ 

KOR50988 KOR/833.91/GRA/Vo

l.2 
그라스, 귄터. 나의 세기/ 

KOR53136 KOR/833.914/GRA/V

ol.1 
그라스, 권터 양철북.  

KOR53137 KOR/833.914/GRA/V

ol.2 
그라스, 권터 양철북.  

KOR50993 KOR/833.914/KOR 쾨르너, 하인츠 지혜로운 사람 요하네스/ 

KOR51507 KOR/833.914/KUB 퀴블러, 롤랑. 한번뿐인 삶을 사랑하는 법/ 

KOR53187 KOR/833.914/SUS 쥐스킨트, 파트릭 좀머 씨 이야기/ 

KOR52588 KOR/834/HES 헤세, 헤르만. 당신은 언제나 나의 외로운 

주소였습니다/ 

KOR52355 KOR/843.912/GID 지이드, 앙드레 좁은문/ 

KOR52414 KOR/844.3/MON/Vol

.2 
몽테뉴 수상록. 

KOR54397 KOR/845.784/SIN 신세용 나는 한국인이야/ 

KORQ51964 KOR/848.914/WAL 왈테르, 조르주 눈물의 꽃가마/ 

KOR55070 KOR/853.914/ECO/V

ol.1 
에코, 움베르토,  장미의 이름 : 

KOR55071 KOR/853.914/ECO/V

ol.1 
에코, 움베르토,  장미의 이름 : 

KOR55072 KOR/853.914/ECO/V

ol.2 
에코, 움베르토,  장미의 이름 : 

KOR55073 KOR/853.914/ECO/V

ol.2 
에코, 움베르토,  장미의 이름 : 

KOR53176 KOR/853.914/ECO/V

ol.3 
에코, 움베르토 푸코의 진자  

KORQ51299 KOR/854.912/ECO 에코, 움베르토 세상의 바보들에게 웃으면서 화내는 

방법/ 

KOR53351 KOR/863/MAR 가르시아 

마르케스,가브리엘 

백년 동안의 고독/ 

KOR51053 KOR/867.1/MAN/Vol

.1 
마누엘, 후안 선과 악을 다루는 35 가지 방법. 

KOR51054 KOR/867.1/MAN/Vol

.2 
마누엘, 후안 선과 악을 다루는 35 가지 방법. 

KOR51055 KOR/867.1/MAN/Vol

.3 
마누엘, 후안 선과 악을 다루는 35 가지 방법. 



KOR51525 KOR/891.73/SOL 쏠제니찐, 알렉산드르  쏠제니찐의 소품과 외침/ 

KOR55096 KOR/891.733/TOL 톨스토이, 레프 

니콜라예비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KORQ50485 KOR/894.51133/KRI

/Vol.1 
크리스토프, 아고타 존재의 세가지 거짓말. 

KORQ50479 KOR/894.51133/KRI

/Vol.2 
크리스토프, 아고타 존재의 세가지 거짓말. 

KORQ50486 KOR/894.51133/KRI

/Vol.3 
크리스토프, 아고타 존재의 세가지 거짓말. 

KOR52410 KOR/895.11/LEE/Vo

l.2 
이병한 서울대 교수들과 함께 읽는 

한시명편/ 

KORQ51965 KOR/895.175/KWO 권오삼 (101가지)중국우화: 

KORQ51412 KOR/895.63/GAG 가가와 도요히꼬 한알의 밀알/ 

KOR51026 KOR/895.635/ASA 아사다, 지로, 철도원 / 

KOR50153 KOR/895.635/GON 엔도, 슈사쿠 침묵 / 

KOR50154 KOR/895.635/GON 엔도, 슈사쿠 침묵 / 

KOR55202 KOR/895.635/GON 엔도, 슈사쿠 침묵 / 

KOR53431 KOR/895.635/KEI 히가시노 게이고 동급생/ 

KOR51838 KOR/895.645/LEE 나나미, 시오노  남자들에게/ 

KOR51857 KOR/895.645/LEE 나나미, 시오노  남자들에게/ 

KOR53178 KOR/895.685/OTO  오체 불만족 / 

KORQ51948 KOR/895.71/KIM 김희보 한국의 명시: 

KOR53138 KOR/895.712/AHN 안희웅 엮음 (한국의 노래)옛시조 감상/ 

KOR52386 KOR/895.713/YOO 윤일주 민들레 피리: 

KOR53306 KOR/895.713/YOO 윤동주, (윤동주 시집)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KOR53114 KOR/895.714/GIW 지운 (차수행법)찻잔 속에 달이 뜨네/ 

KOR53113 KOR/895.714/JEO 정순량  작은천국 큰 행복/ 

KOR53163 KOR/895.714/JEO 정호승 (정호승 시집)외로우니까 사람이다/ 

KOR53159 KOR/895.714/KIM 김용택 누이야 날이 저문다/ 

KOR53316 KOR/895.714/KIM 김용택, 그대, 거침없는 사랑: 

KOR53312 KOR/895.714/KIM 김지하 황토: 

KOR53294 KOR/895.714/KIM/V

ol.3 
김지하 (결정본)김지하 시전집. 

KOR53311 KOR/895.714/KO 고정희 이 시대의 아벨: 

KORQ51953 KOR/895.714/KO 고은 내 조국의 별 아래: 

KOR53359 KOR/895.714/LEE 이해인 사계절의 기도: 

KORV60774 KOR/895.714/LEE 이,상택 아침에 눈을 뜬 새/ 

KOR53321 KOR/895.714/MUN 문익환, (문익환시집)꿈을 비는 마음/ 

KOR52486 KOR/895.714/YON 용혜원 사랑이 눈을 뜰때면/ 

KOR53795 KOR/895.714/YOO 유용주 (유용주 산문집)그러나 나는 

살아가리라/ 

KOR53320 KOR/895.715/HAN 한기수 시골의 저녁풍경: 

KORQ51328 KOR/895.715/JEO 정진숙 숨쉬듯이 기도하듯이/ 



KOR52398 KOR/895.715/YON 용혜원 그리울수록 사랑이 그립습니다/ 

KOR52280 KOR/895.734/CHO 조창인 가시고기/ 

KOR53198 KOR/895.734/CHO 최원식 이상 최명익 외/ 

KOR52364 KOR/895.734/CHO/V

ol.1 
최인호 유림  

KOR53179 KOR/895.734/CHO/V

ol.1 
최인호 길없는 길: 

KOR52365 KOR/895.734/CHO/V

ol.2 
최인호 유림  

KOR53182 KOR/895.734/CHO/V

ol.2 
최인호 길없는 길: 

KOR52366 KOR/895.734/CHO/V

ol.3 
최인호 유림  

KOR53180 KOR/895.734/CHO/V

ol.3 
최인호 길없는 길: 

KOR53181 KOR/895.734/CHO/V

ol.4 
최인호 길없는 길: 

KOR53347 KOR/895.734/EUN 은희경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 

KOR51039 KOR/895.734/GWO 권정생 몽실 언니/ 

KOR51864 KOR/895.734/KIM 김만옥 ('97현장비평가가 뽑은)올해의 좋은 

소설 

KOR52357 KOR/895.734/KIM 김정현, 아버지/ 

KOR52472 KOR/895.734/KIM 김승옥 무진기행/ 

KOR53196 KOR/895.734/KIM 김영희 (꽁트집)하얗고 까만 배꼽/ 

KORQ51723 KOR/895.734/KIM 김정현, 아버지/ 

KORQ51724 KOR/895.734/KIM 김정현, 아버지/ 

KOR53349 KOR/895.734/KIM/V

ol.1 
김형경, (김형경 장편소설)새들은 제 이름을 

부르며 운다/ 

KOR53300 KOR/895.734/KIM/V

ol.2 
김성일 제국(帝國)과 천국(天國)/ 

KOR53348 KOR/895.734/KIM/V

ol.2 
김형경, (김형경 장편소설)새들은 제 이름을 

부르며 운다/ 

KORQ50831 KOR/895.734/KWO 권정생 도토리 예배당 종지기 아저씨/ 

KORQ52167 KOR/895.734/LEE 이효정 여보게, 날세 : 

KOR53477 KOR/895.734/LIM 임정 뉴라이트 : 

KOR50263 KOR/895.734/PAR 박완서 아주 오래된 농담/ 

KOR52263 KOR/895.734/PAR 박완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KOR52385 KOR/895.734/PAR 박완서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KOR52583 KOR/895.734/SEO 성석제 홀림: 

KOR52400 KOR/895.734/SIN 신경숙 바이올렛/ 

KOR52401 KOR/895.734/SIN 신경숙 기차는 7시에 떠나네/ 

KOR52402 KOR/895.734/SIN 신경숙 (2001년도 제 25회)이상문학상 

수상작품집/ 

KOR57396 KOR/895.735/KIM  거짓말이다 : 

KOR53323 KOR/895.735/LEE 이상우 정조대왕 이산: 

KOR53507 KOR/895.744/AHN 안병욱 (안병욱 대표에세이)젊은이여 희망의 



등불을 켜라/ 

KOR53175 KOR/895.744/BUB 법정 오두막 편지/ 

KORQ51981 KOR/895.744/BUB 법정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 

KOR53488 KOR/895.744/KAN 강태진 세상은 꿈꾸는 자의 것이다/ 

KOR51519 KOR/895.744/KIM 김수환 참으로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 

KOR52426 KOR/895.744/KIM 김동길 생각하며 산다/ 

KORQ51966 KOR/895.744/KIM 김지하 밥 : 

KOR53803 KOR/895.744/LEE 이어령 하나의 나뭇잎이 흔들릴때/ 

KOR53804 KOR/895.744/LEE 이어령, 흙 속에 저 바람 속에 : 

KOR53346 KOR/895.744/LIM 임영춘 추한 한국인이 일본에게 답한다/ 

KOR50930 KOR/895.744/MA 마광수 인간/ 

KORQ51746 KOR/895.744/OH 오정희 꽃이 피는 그 산아래 나는 서 있네/ 

KOR53291 KOR/895.744/SIN 신태환 한국인의 숨소리/ 

KOR56070 KOR/895.744/SON  잠깐 쉬었다가 : 

KOR53197 KOR/895.745/GWO 권정생 작은 이야기/ 

KOR53309 KOR/895.745/YOO 유기석 콩 심은 데 풀나는 세상/ 

KOR52274 KOR/895.764/KIM 김춘옥 갇힌 자유인 열린 수인: 

KOR53358 KOR/895.764/KIM 김대중 김대중 옥중서신: 

KOR52262 KOR/895.764/SIN 신영복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KOR51078 KOR/895.765/GON 공지영  (공지영의)수도원 기행/ 

KOR53303 KOR/895.765/JEO 전우익 혼자만 잘 살믄 무슨 재민겨/ 

KOR53141 KOR/895.772/LEE 이상비 소천소지: 

KOR51692 KOR/895.774/KIM 김진배 웃기는 리더가 성공한다/ 

KORQ51623 KOR/895.774/KIM 김현수 강단 유머/ 

KOR54431 KOR/895.774/KIM/V

ol.1 
김현수 강단 유머/ 

KOR54414 KOR/895.774/KIM/V

ol.2 
김현수 강단 유머/ 

KOR54417 KOR/895.774/KIM/V

ol.3 
김현수 강단 유머/ 

KOR54426 KOR/895.774/KIM/V

ol.4 
김현수 강단 유머/ 

KOR54423 KOR/895.774/KIM/V

ol.5 
김현수 강단 유머/ 

KOR54420 KOR/895.774/KIM/V

ol.6 
김현수 강단 유머/ 

KOR53275 KOR/895.784/AKW  호주한인문학/ 

KORQ51362 KOR/895.784/CHO 조명훈 북녘일기/ 

KOR50294 KOR/895.784/HYU 현순호 이민사회와 신앙/ 

KOR52429 KOR/895.784/HYU 현순호 이민사회의 진풍경들/ 

KOR50322 KOR/895.784/LEE 이경호 꿈을 가진 사람들의 세상/ 

KOR51476 KOR/895.784/LEE 이석영 대한민국 상류사회/ 

KOR51068 KOR/895.785/HAN 한비야 바람의 딸, 우리 땅에 서다: 

KOR55387 KOR/895.785/HAN 한비야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 

KOR53317 KOR/895.785/KIM 김영룡 바람이 불 때 연을 날려라 : 



KOR53793 KOR/895.785/KIM 김제동 김제동이 만나러 갑니다 : 

KOR53425 KOR/895.785/LEE 이상보 (나그네 이상보 교수의) 중동과 중국 

찾아 다니기/ 

KOR53424 KOR/895.785/LEE 이상보  (나그네 이상보 교수의) 네팔과 인도 

돌아다니기/ 

KOR53426 KOR/895.785/LEE 이상보 (나그네 이상보교수의)황하, 그 

주변의 문화유적을 찾아서 /  

KORQ52171 KOR/895.785/LEE 이상옥 평양 변주곡(變奏曲)/ 

KOR57395 KOR/895.785/SEW  금요일엔 돌아오렴 : 

900~999 역사, 지리 

KOR54341 KOR/901/CAR 카아, E. H. 역사란 무엇인가/ 

KOR55389 KOR/901/CAR 카아, E. H. 역사란 무엇인가/ 

KOR50928 KOR/901/FUK 후쿠야마, 프랜시스 역사의 종말/ 

KOR53433 KOR/901/LUK 루카스, 존 자연과학을 모르는 역사가는 왜 

근대를 말할 수 없는가/ 

KOR51560 KOR/901/TOY/Vol.1 토인비, , 아놀드 J. 역사의 연구. 

KOR51804 KOR/901/TOY/Vol.1 토인비, 아놀드 (아놀드 토인비의)역사의 연구, 

KOR55336 KOR/901/TOY/Vol.1 토인비, 아놀드 조셉, (아놀드 토인비) 역사의 연구. 

KOR51561 KOR/901/TOY/Vol.2 토인비, , 아놀드 J. 역사의 연구. 

KOR51803 KOR/901/TOY/Vol.2 토인비, 아놀드 (아놀드 토인비의)역사의 연구, 

KOR55394 KOR/901/ZIN 진, 하워드. 하워드 진, 역사의 힘 : 

KOR51805 KOR/907.2/SIN 씽어, C. 그랙. (아놀드) 토인비 

KOR57341 KOR/907/LAC  역사를 보는 이슬람의 눈 : 

KOR57342 KOR/907/LAC  역사를 보는 이슬람의 눈 : 

KORV62100 KOR/907/LAC  역사를 보는 이슬람의 눈 : 

KORV62099 KOR/907/LAC  역사를 보는 이슬람의 눈 : 

KOR55478 KOR/909.097671/LA

P/Vol.1 
라피두스, 아이라 M.   이슬람의 세계사. 

KOR55477 KOR/909.097671/LA

P/Vol.1 
라피두스, 아이라 M.   이슬람의 세계사. 

KORQ52441 KOR/909.097671/LA

P/Vol.1 
라피두스, 아이라 M.   이슬람의 세계사. 

KORV61380 KOR/909.097671/LA

P/Vol.1 
라피두스, 아이라 M.   이슬람의 세계사. 

KOR55481 KOR/909.097671/LA

P/Vol.2 
라피두스, 아이라 M.   이슬람의 세계사. 

KOR55482 KOR/909.097671/LA

P/Vol.2 
라피두스, 아이라 M.   이슬람의 세계사. 

KORQ52442 KOR/909.097671/LA

P/Vol.2 
라피두스, 아이라 M.   이슬람의 세계사. 

KORV61379 KOR/909.097671/LA

P/Vol.2 
라피두스, 아이라 M.   이슬람의 세계사. 

KOR56698 KOR/909.1/SOU  중세의 형성/ 

KOR56699 KOR/909.1/SOU  중세의 형성/ 

KOR51518 KOR/909/KIM 김희보 (한 권으로 보는)세계사 101장면: 

KORQ51487 KOR/909/KIR 미사오 키류 위험한 세계사 2 / 



KOR53501 KOR/909/LEE  
(100문 100답)세계사 산책/ 

KOR51075 KOR/909/MEI 마이어, 크리스티안. 누가 역사의 진실을 말했는가 / 

KOR51596 KOR/913/SIG  호주/ 

KOR55364 KOR/914/2015  학술탐사 사진자료 유럽 2015 :   

KOR55446 KOR/914/2016  학술탐사 사진자료 유럽 2016 :   

KOR55483 KOR/915.604/SEO 서정민, (서정민 교수의) 중동 비즈니스 및 

여행 길라잡이 : 

KOR55484 KOR/915.604/SEO 서정민, (서정민 교수의) 중동 비즈니스 및 

여행 길라잡이 : 

KORQ52444 KOR/915.604/SEO 서정민, (서정민 교수의) 중동 비즈니스 및 

여행 길라잡이 : 

KORV61451 KOR/915.604/SEO 서정민, (서정민 교수의) 중동 비즈니스 및 

여행 길라잡이 : 

KOR52240 KOR/919.404/HA 하정아 20인 호주: 

KORQ51949 KOR/920.0519/SON 송건호 한국현대인물사론 : 

KORQ51307 KOR/920.71/KIM 김선혁 평양에서 서울까지 47년: 

KOR52167 KOR/920/SHI  세계를 움직이는 100 인: 

KOR51485 KOR/922.22/CHO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꼬의 발자취 / 

KORQ51280 KOR/922/KIM 김창길 여기 있는 줄 모르고 : 

KOR53495 KOR/922/LEE 이숙녀 한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KOR53419 KOR/923/CHO 조영권 (빈손으로 떠난 위대한 기업가) 

유일한 이야기/ 

KOR55256 KOR/930.1/CER 쎄람, C.W. 낭만적인 고고학 산책/ 

KOR51487 KOR/937/GIB 기번, 에드워드 로마 제국 쇠망사/ 

KOR53774 KOR/937/SIO/Vol.1 시오노 나나미, 로마인 이야기, 

KOR53783 KOR/937/SIO/Vol.1

0 
시오노 나나미, 로마인 이야기, 

KOR53784 KOR/937/SIO/Vol.1

1 
시오노 나나미, 로마인 이야기, 

KOR53785 KOR/937/SIO/Vol.1

2 
시오노 나나미, 로마인 이야기, 

KOR53786 KOR/937/SIO/Vol.1

3 
시오노 나나미, 로마인 이야기, 

KOR53775 KOR/937/SIO/Vol.2 시오노 나나미, 로마인 이야기, 

KOR53776 KOR/937/SIO/Vol.3 시오노 나나미, 로마인 이야기, 

KOR53777 KOR/937/SIO/Vol.4 시오노 나나미, 로마인 이야기, 

KOR53778 KOR/937/SIO/Vol.5 시오노 나나미, 로마인 이야기, 

KOR53779 KOR/937/SIO/Vol.6 시오노 나나미, 로마인 이야기, 

KOR53780 KOR/937/SIO/Vol.7 시오노 나나미, 로마인 이야기, 

KOR53781 KOR/937/SIO/Vol.8 시오노 나나미, 로마인 이야기, 

KOR53782 KOR/937/SIO/Vol.9 시오노 나나미, 로마인 이야기, 

KOR55543 KOR/940.1/BAL 볼드윈, 존. 중세 문화 이야기/ 

KOR55544 KOR/940.1/BAL 볼드윈, 존. 중세 문화 이야기/ 

KORQ52449 KOR/940.1/BAL 볼드윈, 존. 중세 문화 이야기/ 



KORV61452 KOR/940.1/BAL 볼드윈, 존. 중세 문화 이야기/ 

KOR57323 KOR/940.1/ECO 에코, 움베르토 중세. 

KOR57324 KOR/940.1/ECO 에코, 움베르토 중세. 

KOR57317 KOR/940.1/HEA  로마 제국과 유럽의 탄생 : 

KOR57316 KOR/940.1/HEA  로마 제국과 유럽의 탄생 : 

KORV60971 KOR/940.1/HUI 호이징가, 요한 중세의 가을/ 

KORQ52090 KOR/940.1/HUI 호이징가, 요한 중세의 가을/ 

KOR55057 KOR/940.1/HUI 호이징가, 요한 중세의 가을/ 

KOR55058 KOR/940.1/HUI 호이징가, 요한 중세의 가을/ 

KOR55547 KOR/940.1/HUI 호이징가, 요한 중세의 가을/ 

KORQ52448 KOR/940.1/HUI 호이징가, 요한 중세의 가을/ 

KORV61456 KOR/940.1/HUI 호이징가, 요한 중세의 가을/ 

KOR56820 KOR/940.1/POW  중세의 사람들 / 

KOR56822 KOR/940.1/POW  중세의 사람들 / 

KORQ52949 KOR/940.1/POW  중세의 사람들 / 

KORV61962 KOR/940.1/POW  중세의 사람들 / 

KORV61960 KOR/940.1/POW  중세의 사람들 / 

KORQ52447 KOR/940.1/TIE 타이어니, 브라이언 서양 중세사: 

KOR55571 KOR/940.1/TIE 타이어니, 브라이언 서양 중세사: 

KORV61454 KOR/940.1/TIE 타이어니, 브라이언 서양 중세사: 

KOR56841 KOR/940.1/TIE 타이어니, 브라이언 서양 중세사: 

KOR56843 KOR/940.18/MAA 말루프, 아민 (아랍인의 눈으로 본)십자군 전쟁/ 

KORQ52943 KOR/940.18/MAA 말루프, 아민 (아랍인의 눈으로 본)십자군 전쟁/ 

KORQ52944 KOR/940.18/MAA 말루프, 아민 (아랍인의 눈으로 본)십자군 전쟁/ 

KORQ51043 KOR/940.5472/GIL 길키 랭던 산둥 수용소 : 

KOR53970 KOR/940.5472/GIL 길키 랭던 산둥 수용소 : 

KORV50290 KOR/940.5472/GIL 길키 랭던 산둥 수용소 : 

KOR56548 KOR/940/BAE  서양사강의/ 

KOR55253 KOR/940/BUR/Vol.1 번즈, 에드워드 맥널 서양문명의 역사. 

KOR55252 KOR/940/BUR/Vol.2 번즈, 에드워드 맥널 서양문명의 역사. 

KOR56551 KOR/940/COF  새로운 서양 문명의 역사 / 

KOR55114 KOR/940/LAM/Vol.1 램, 로버트   (그림과 함께 읽는) 서양 문화의 

역사 I-II/ 

KOR55115 KOR/940/LAM/Vol.1 램, 로버트   (그림과 함께 읽는) 서양 문화의 

역사 I-II/ 

KORV61254 KOR/940/LAM/Vol.1 램, 로버트   (그림과 함께 읽는) 서양 문화의 

역사 I-II/ 

KORQ52303 KOR/940/LAM/Vol.1 램, 로버트   (그림과 함께 읽는) 서양 문화의 

역사 I-II/ 

KOR55259 KOR/940/LAM/Vol.1

-4 
램, 로버트 (그림과 함께 읽는) 서양문화의 

역사. 



KOR55116 KOR/940/LAM/Vol.2 램, 로버트   (그림과 함께 읽는) 서양 문화의 

역사 I-II/ 

KOR55117 KOR/940/LAM/Vol.2 램, 로버트   (그림과 함께 읽는) 서양 문화의 

역사 I-II/ 

KORV61255 KOR/940/LAM/Vol.2 램, 로버트   (그림과 함께 읽는) 서양 문화의 

역사 I-II/ 

KORQ52304 KOR/940/LAM/Vol.2 램, 로버트   (그림과 함께 읽는) 서양 문화의 

역사 I-II/ 

KOR56884 KOR/942/DIC 디킨스, 찰스 찰스 디킨스의 영국사 산책 / 

KOR55623 KOR/950.02/KIM 김호동, 동방 기독교와 동서문명/ 

KOR55366 KOR/950/2015  학술탐사 사진자료 이스라엘, 요르단 

2015 :   

KOR55445 KOR/950/2016/F  학술탐사 사진자료 이스라엘, 

2016 :   

KOR57031 KOR/950/2018  학술탐사 사진자료 이스라엘, 요르단 

2018 :   

KOR57456 KOR/950/2018  학술탐사 사진자료 미국, 캐나다 

2018 :   

KOR57510 KOR/950/FAI 페어뱅크, 존 K. 동양 문화사. 

KOR52179 KOR/950/YEO  동아시아 문화와 사상/ 

KOR53188 KOR/951.06/YOO/Vo

l.1 
윤병석 한국근대사론/ 

KOR53285 KOR/951.06/YOO/Vo

l.2 
윤병석 한국 근대사론/ 

KOR53189 KOR/951.06/YOO/Vo

l.3 
윤병석 한국근대사론/ 

KOR52849 KOR/951.0724/YAN 양은식 분단을 뛰어넘어 / 

KOR53106 KOR/951.7/RAS/Vol

.1 
라시드 앗 딘, 부족지: 

KOR53105 KOR/951.7/RAS/Vol

.3 
라시드 앗 딘 , 칸의 후예들/ 

KORQ51956 KOR/951.9/AN 안병직 신채호/ 

KOR50416 KOR/951.9/HAM 함석헌 뜻으로 본 한국역사/ 

KOR51517 KOR/951.9/JEO 정성희 한권으로 보는 한국사 101장면: 

KOR52389 KOR/951.9/KBS KBS 역사스페셜 : 

KOR51870 KOR/951.9/KIM 김경일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KOR52362 KOR/951.9/KIM 김경일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KOR50730 KOR/951.9/LEE 이기백 (한글판)한국사신론/ 

KOR50731 KOR/951.9/LEE 이기백 (한글판)한국사신론/ 

KOR50732 KOR/951.9/LEE 이기백 (한글판)한국사신론/ 

KOR51516 KOR/951.9/LEE 이이화 역사와 민중: 

KOR51480 KOR/951.901/PAR 박영규 (한권으로 읽는)고려왕조실록/ 

KOR53183 KOR/951.902/BIR 비숍, 이사벨라 버드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 

KOR50674 KOR/951.902/KAN 강만길 (고쳐 쓴)한국근대사/ 

KOR50479 KOR/951.902/KAN 강만길 (고쳐 쓴)한국근대사/ 

KORQ51950 KOR/951.902/KIM 김영율 상소문/ 



KOR53193 KOR/951.903/CHO 조동걸 일제하 한국농민운동사/ 

KOR51069 KOR/951.9042/LEE 이희진 한국전쟁의 수수께끼: 

KOR51569 KOR/951.93/LAN 란코프, 안드레이 평양의 지붕 밑: 

KOR51768 KOR/951/EAS 이스트만, 로이드 E. 중국 사회의 지속과 변화: 

KOR53485 KOR/951/LEE 이종호 열녀와 의리: 

KORQ51963 KOR/952.03/KAN 강동진 일본근대사/ 

KOR52388 KOR/952.04/OHA 오마에, 겐이치, 지식의 쇠퇴 : 

KOR55334 KOR/956.013/HOL 홀랜드, 톰, 이슬람제국의 탄생 : 

KOR56922 KOR/956.94/JOH  유대인의 역사 / 

KOR56923 KOR/956.94/JOH  유대인의 역사 / 

KORQ53039 KOR/956.94/JOH  유대인의 역사 / 

KORV62048 KOR/956.94/JOH  유대인의 역사 / 

KOR53185 KOR/956/ LEW 루이스, 버나드 중동의 역사/ 

KOR57318 KOR/956/LEE/Vol.1  이슬람 학교 : 

KOR57319 KOR/956/LEE/Vol.1  이슬람 학교 : 

KORV62116 KOR/956/LEE/Vol.1  이슬람 학교 : 

KORV62114 KOR/956/LEE/Vol.1  이슬람 학교 : 

KOR57321 KOR/956/LEE/Vol.2  이슬람 학교 : 

KOR57322 KOR/956/LEE/Vol.2  이슬람 학교 : 

KORV62117 KOR/956/LEE/Vol.2  이슬람 학교 : 

KORV62115 KOR/956/LEE/Vol.2  이슬람 학교 : 

KOR53423 KOR/958/NAT  
(중앙아시아의 유목민) 뚜바인/ 

KOR53508 KOR/959.5705092/L

EE 
리콴유 리콴유 자서전/ 

KORQ50441 KOR/973.917/AXE 액슬로드, 앨런 두려움은 없다: 

KOR55137 KOR/973/ZIN 진, 하워드   권력을 이긴 사람들 : 

KOR52279 KOR/991.1/CHI 어린이역사노래회 한국을빛낸 100명의위인들/ 

KORV60637 KOR222/DIE 디트리히, 수잔 데 하나님의 사람들/ 

KORQ51627 KOR922/KIM 김수진 아름다운 빈손 한경직/ 

KOR54401 KORCD/205/MM  
The briefing [ 더 브리핑 ] : 

KOR55174 KORE/ 

230.0711/SCD 

 Sydney College of Divinity : 

KOR54720 KORE/ 

230.0711/SCD-28 

 Sydney College of Divinity : 

KOR54721 KORE/ 

230.0711/SCD-29 

 Sydney College of Divinity : 

KOR54722 KORE/ 

230.0711/SCD-30 

 Sydney College of Divinity : 

KORQ52177 KORE/082/MUR Murray-Smith, 

Stephen 

The Dictionary of Australian 

quotations / 

KORQ52356 KORE/155.937/WOO Wood, Tony. R. Looking for a Lamb / 

KOR57048 KORE/160/CHA Chatfield, Tom, Critical thinking : 

KOR55311 KORE/200.3/HAS/Vo

l.1 

Hastings, James, Encyclopaedia of religion and 

ethics / 

KOR55319 KORE/200.3/HAS/Vo

l.10 

Hastings, James, Encyclopaedia of religion and 

ethics / 

KOR55320 KORE/200.3/HAS/Vo

l.11 

Hastings, James, Encyclopaedia of religion and 

ethics / 



KOR55321 KORE/200.3/HAS/Vo

l.12 

Hastings, James, Encyclopaedia of religion and 

ethics / 

KOR55312 KORE/200.3/HAS/Vo

l.2 

Hastings, James, Encyclopaedia of religion and 

ethics / 

KOR55313 KORE/200.3/HAS/Vo

l.3 

Hastings, James, Encyclopaedia of religion and 

ethics / 

KOR55314 KORE/200.3/HAS/Vo

l.5 

Hastings, James, Encyclopaedia of religion and 

ethics / 

KOR55315 KORE/200.3/HAS/Vo

l.6 

Hastings, James, Encyclopaedia of religion and 

ethics / 

KOR55316 KORE/200.3/HAS/Vo

l.7 

Hastings, James, Encyclopaedia of religion and 

ethics / 

KOR55317 KORE/200.3/HAS/Vo

l.8 

Hastings, James, Encyclopaedia of religion and 

ethics / 

KOR55318 KORE/200.3/HAS/Vo

l.9 

Hastings, James, Encyclopaedia of religion and 

ethics / 

KORQ51985 KORE/207.1/CAR CARMONDY, Denise 

Lardner, 

Organizing a Christian mind : 

KOR55322 KORE/220.3/BRO/Vo

l.2 

 The International standard 

Bible encyclopedia / 

KORQ52179 KORE/220.3/UNG UNGER, Merrill F. Unger's Bible dictionary. 

KORQ52161 KORE/221.6/DRA Drane, John William. Old Testament faith / 

KOR56004 KORE/222.1044/SCH  The Chumash : 

KORQ52178 KORE/225.3/KIT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 

KORQ52163 KORE/225.6/PER Perrin, Norman. The New Testament, an 

introduction : 

KOR54365 KORE/226.5/KIM Kim, Sang-Hoon. Sourcebook of the structures 

and styles in john 1 -10 :  

KOR54366 KORE/226.5/KIM Kim, Sang-Hoon. Sourcebook of the structures 

and styles in john 1 -10 :  

KOR54718 KORE/226.5/KIM Kim, Sang-Hoon. Sourcebook of the structures 

and styles in john 1 -10 :  

KORQ52194 KORE/227.107/STO/

Vol.1 

STOTT,  John R. W. The message of Romans1-2 : 

KORQ52195 KORE/227.107/STO/

Vol.2 

STOTT,  John R. W. The message of Romans1-2 : 

KOR57049 KORE/230.01/STO Stone, Howard W. How to think theologically / 

KORQ52203 KORE/230.0411/HAS Hasel, Gerhard F. Old Testament theology : 

KORQ52196 KORE/230.044/HOF/

Vol.1 

Hoffecker, W. 

Andrew, 

Building a Christian world 

view 1-2 / 

KORQ52197 KORE/230.044/HOF/

Vol.2 

Hoffecker, W. 

Andrew, 

Building a Christian world 

view 1-2 / 

KOR54437 KORE/230.092/KIM Kim, Sun Tae. The boy in search of heaven's 

light : 

KORQ52209 KORE/230/JEN Jensen, Peter, At the heart of the universe 

/ 

KORQ52199 KORE/230/WAL Walvoord, John F. What we believe : 

KORQ52183 KORE/232.9/REA  The Story of Jesus/ 

KORQ52204 KORE/234.5/WAR Warren, Robert 

Graham, 

When angry hearts forgive : 

KORQ52176 KORE/234/BEV Bevere, John. The bait of Satan / 

KORQ52198 KORE/235.4/KEL Kelly, Lester John Shaking Satan's kingdom : 

KORQ52201 KORE/241 /GEI Geisler, Norman L. Christian ethics 

KORQ52515 KORE/241/CRO Crossin, John W. Friendship : 

KORQ52160 KORE/242/BAG Bagster, Jonathan. Daily light on the daily path 

/ 

KORQ52188 KORE/242/MIL  God's vitamin "C" for the 

spirit / 

KORQ52215 KORE/242/WAI Waite, Shirley Pope, Delight in the day / 

KORQ52352 KORE/248.2/TAL Talbot, John 

Michael. 

The way of the mystics : 

KORQ51987 KORE/248.4/CLO Cloud, Henry Boundaries :  



KORQ52212 KORE/248.4/KEN Kennedy, D. James How do I live for God? / 

KORQ52214 KORE/251/BRO Brooks, Phillips, The joy of preaching / 

KORQ52186 KORE/251/ROB Robinson, Haddon W. Biblical preaching : 

KORQ52210 KORE/252.6/CRA CRABTREE, T. T. Zondervan 1996 pastor's 

annual : 

KORQ52516 KORE/252/SPU Spurgeon, C. H. Revival year sermons : 

KORQ52191 KORE/253 /COL Collins, Alan 

Walker, 

Making ministry work 

KORQ52219 KORE/253.2/BRI Brink, Kurt. Overcoming pastoral pitfalls 

/ 

KOR57387 KORE/253/HA 하용조, 
(The) dream of an acts-like 

church : 

KORQ52363 KORE/253/HAN Hansen, David, The art of pastoring : 

KORQ52184 KORE/253/MUR Murren, Doug, Leadershift / 

KORQ52158 KORE/253/OME O'Meara, Thomas F., Theology of ministry / 

KORQ52185 KORE/253/ULS Ulstein, Stefan. Pastors off the record : 

KORQ52174 KORE/259.4/THO Thomas, Leo, Healing as a parish 

ministry : 

KOR55449 KORE/261.2/ROM  Christianity and the 

religions : 

KOR55450 KORE/261.2/ROM  Christianity and the 

religions : 

KORQ52187 KORE/261.8/DE De Gruchy, John W. The church struggle in South 

Africa / 

KORQ52527 KORE/261.8/DOU Douglass, James W. Lightning East to West : 

KORQ52525 KORE/262/WEB Webb, Pauline  Faith and faithfulness : 

KORQ51984 KORE/264 /LON Longman, Tremper, Immanuel in our place 

KORQ52530 KORE/264/MCR McRae-McMahon, 

Dorothy, 

The glory of blood, sweat and 

tears : 

KORQ52172 KORE/264/WOR  In spirit and in truth : 

KORQ52200 KORE/265.85/BLA Blair, Robert, The minister's funeral 

handbook : 

KORQ53057 KORE/266.0092/SON Son, Sang Pil, For marginalized people : 

KORQ52524 KORE/266.022/NAT  Mission under the 

microscope : 

KOR55149 KORE/266.5/HAH Kerr, Edith A. The Australian Presbyterian 

mission in Korea, 1889-1941 / 

KOR56661 KORE/266/KIM 김상복 
World mission of Korean 

diaspora : 

KORQ52671 KORE/268.0285/PAR Park, Jong Soo, Christian education 

curriculum for the digital 

generation : 

KORQ52159 KORE/269.20994/RO

B 

Robinson, Ian Growing an everyday faith : 

KORQ52181 KORE/269/SMI Smith, Judah. Soul seekers / 

KORQ52205 KORE/270.0202/CUR Curtis, A. Kenneth. The 100 most important events 

in Christian history / 

KOR55148 KORE/270.1/ANC/Vo

l.1 

ROBERTS, Alexander  

(ed) 

The ante-nicene fathers : 

KOR55271 KORE/270.1/SCH/Vo

l.1 

Schaff, Philip, A Select library of the 

Nicene and Post- Nicene 

Fathers of the Christian 

Church. 

KOR55293 KORE/270.1/SCH/Vo

l.10 

Schaff, Philip, A Select library of the 

Nicene and Post- Nicene 

Fathers of the Christian 

Church. 

KOR55294 KORE/270.1/SCH/Vo

l.11 

Schaff, Philip, A Select library of the 

Nicene and Post- Nicene 

Fathers of the Christian 

Church. 

KOR55295 KORE/270.1/SCH/Vo

l.12 

Schaff, Philip, A Select library of the 

Nicene and Post- Nicene 



Fathers of the Christian 

Church. 

KOR55296 KORE/270.1/SCH/Vo

l.13 

Schaff, Philip, A Select library of the 

Nicene and Post- Nicene 

Fathers of the Christian 

Church. 

KOR55297 KORE/270.1/SCH/Vo

l.14 

Schaff, Philip, A Select library of the 

Nicene and Post- Nicene 

Fathers of the Christian 

Church. 

KOR55273 KORE/270.1/SCH/Vo

l.2 

Schaff, Philip, A Select library of the 

Nicene and Post- Nicene 

Fathers of the Christian 

Church. 

KOR55274 KORE/270.1/SCH/Vo

l.3 

Schaff, Philip, A Select library of the 

Nicene and Post- Nicene 

Fathers of the Christian 

Church. 

KOR55275 KORE/270.1/SCH/Vo

l.4 

Schaff, Philip, A Select library of the 

Nicene and Post- Nicene 

Fathers of the Christian 

Church. 

KOR55288 KORE/270.1/SCH/Vo

l.5 

Schaff, Philip, A Select library of the 

Nicene and Post- Nicene 

Fathers of the Christian 

Church. 

KOR55289 KORE/270.1/SCH/Vo

l.6 

Schaff, Philip, A Select library of the 

Nicene and Post- Nicene 

Fathers of the Christian 

Church. 

KOR55291 KORE/270.1/SCH/Vo

l.7 

Schaff, Philip, A Select library of the 

Nicene and Post- Nicene 

Fathers of the Christian 

Church. 

KOR55290 KORE/270.1/SCH/Vo

l.8 

Schaff, Philip, A Select library of the 

Nicene and Post- Nicene 

Fathers of the Christian 

Church. 

KOR55292 KORE/270.1/SCH/Vo

l.9 

Schaff, Philip, A Select library of the 

Nicene and Post- Nicene 

Fathers of the Christian 

Church. 

KOR55272 KORE/270.1/WAC/Vo

l.1 

Wace, Henry,  A Select library of the 

Nicene and Post- Nicene 

Fathers of the Christian 

Church. 

KOR55283 KORE/270.1/WAC/Vo

l.10 

Wace, Henry,  A Select library of the 

Nicene and Post- Nicene 

Fathers of the Christian 

Church. 

KOR55284 KORE/270.1/WAC/Vo

l.11 

Wace, Henry,  A Select library of the 

Nicene and Post- Nicene 

Fathers of the Christian 

Church. 

KOR55285 KORE/270.1/WAC/Vo

l.12 

Wace, Henry,  A Select library of the 

Nicene and Post- Nicene 

Fathers of the Christian 

Church. 

KOR55286 KORE/270.1/WAC/Vo

l.13 

Wace, Henry,  A Select library of the 

Nicene and Post- Nicene 

Fathers of the Christian 

Church. 

KOR55287 KORE/270.1/WAC/Vo Wace, Henry,  A Select library of the 



l.14 Nicene and Post- Nicene 

Fathers of the Christian 

Church. 

KOR55298 KORE/270.1/WAC/Vo

l.2 

Wace, Henry,  A Select library of the 

Nicene and Post- Nicene 

Fathers of the Christian 

Church. 

KOR55276 KORE/270.1/WAC/Vo

l.3 

Wace, Henry,  A Select library of the 

Nicene and Post- Nicene 

Fathers of the Christian 

Church. 

KOR55277 KORE/270.1/WAC/Vo

l.4 

Wace, Henry,  A Select library of the 

Nicene and Post- Nicene 

Fathers of the Christian 

Church. 

KOR55278 KORE/270.1/WAC/Vo

l.5 

Wace, Henry,  A Select library of the 

Nicene and Post- Nicene 

Fathers of the Christian 

Church. 

KOR55279 KORE/270.1/WAC/Vo

l.6 

Wace, Henry,  A Select library of the 

Nicene and Post- Nicene 

Fathers of the Christian 

Church. 

KOR55280 KORE/270.1/WAC/Vo

l.7 

Wace, Henry,  A Select library of the 

Nicene and Post- Nicene 

Fathers of the Christian 

Church. 

KOR55281 KORE/270.1/WAC/Vo

l.8 

Wace, Henry,  A Select library of the 

Nicene and Post- Nicene 

Fathers of the Christian 

Church. 

KOR55282 KORE/270.1/WAC/Vo

l.9 

Wace, Henry,  A Select library of the 

Nicene and Post- Nicene 

Fathers of the Christian 

Church. 

KORQ52180 KORE/270/SCH Schaff, Philip,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KORQ52173 KORE/275.1092/YUN Yun, The heavenly man : 

KORQ52175 KORE/279.4/PIG Piggin, Stuart. Evangelical Christianity in 

Australia : 

KOR56005 KORE/296.4/SCH  The complete ArtScroll siddur  

[=Sidur Ḳol Yaʻaḳov 

ḥol/Shabat/Shalosh regalim ]  

KORQ52162 KORE/320.99403/SM

I 

Smith, Rodney, Keywords in Australian 

politics / 

KORQ52206 KORE/330.1/VAG Vaggi, Gianni. A concise history of economic 

thought : 

KORQ52359 KORE/332.6/HAU Haugen, Robert A. Modern investment theory / 

KORQ52528 KORE/370/KNI Knight, George R. Philosophy & education : 

KORQ52216 KORE/423/NEU  Webster's New World 

dictionary of American 

English / 

KORQ52517 KORE/423/SIN Sinclair, John. Collins COBUILD essential 

English dictionary/ 

KOR55630 KORE/428.3/GIB Gibson, Carol IELTS practice now 

KOR55631 KORE/428.34/VAN Van Bemmel, Eric. IELTS to success 

KORQ52189 KORE/551.4/MOR Morrison, Reg. Australia, a timeless 

grandeur / 

KORQ52353 KORE/646.7/CHA Chapman, Gary D., The five love languages, 

men's edition : 

KORQ52182 KORE/821.3/HAD Haddow, Paul. The road to eternity / 

KOR55359 KORE/828.912/LEW Lewis, C. S. C.S. Lewis : 

KORQ52192 KORE/912.944/CEN  Atlas of New South Wales 



KORQ52364 KORE/940.547252/B

IN 

Bingham, Geoffrey C. Love is the spur / 

KORQ52193 KORE/951.9/MAH Mah, Hack Cho. Korea, 1945-1975 / 

KORQ52220 KORE/951/PAI  An outline history of China / 

KORQ52221 KORE/994.032/CRE  1901, Australian life at 

Federation : 

KORQ52360 KORE/994.04/MIL Miller, Glenn, Backtrack : 

KORQ52362 KORE251/BAR Barth, Karl, Karl Barth, preaching through 

the Christian year : 

KOR54767 임시서가 
 플라톤의 국가 

KOR54771 임시서가 
 토마스쿤의 과학 혁명의 구조 

KOR54094   미션인사이트 

KOR54098   미션네트워크/ 

KOR54102   조직신학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