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書名 著者 出版社 出版日付 ISBN(paper) DDC 分野

1 학습지도란 권이종 한국학술정보 2004-07-15 9788953418165 649.1 家庭学

2 글로벌 관점에서의 한국패션산업 손미영 한국학술정보 2005-01-04 9788953421448 646 家庭学

3 패션상품의 관계마케팅 김지연 한국학술정보 2005-10-20 9788953439993 646.068 家庭学

4 여성복 테일러링 오설영 한국학술정보 2006-06-01 9788953451889 646.404 家庭学

5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 송말희 한국학술정보 2006-08-31 9788953456341 646.78 家庭学

6
사춘기 여학생의 신체성장에 따른 신체이미지 및 자기존중감, 의
복태도 형성모델

이수경 한국학술정보 2006-09-20 9788953456501 746.92 家庭学

7 아름다운 살결 보존과 소나무 이광묵 한국학술정보 2006-10-30 9788953459281 646.726 家庭学

8 행복을 부르는 성 김재연 한국학술정보 2007-02-28 9788953464285 613.65 家庭学

9 유니버설 패션 디자인 문선정 한국학술정보 2007-02-28 9788953464650 746.92 家庭学

10 패션과 신체 김소영 한국학술정보 2007-04-30 9788953467576 746.92 家庭学

11 유비쿼터스 주택 개발에 관한 연구 안홍균,나윤규 한국학술정보 2007-06-10 9788953467538 643 家庭学

12 패션모델의 신체활동에 대한 미학적 연구 한설희 한국학술정보 2007-06-11 9788953468474 746.92092 家庭学

13 이혼가정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황은숙 한국학술정보 2007-08-31 9788953471719 649.10243 家庭学

14 한부모가정 이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황은숙 한국학술정보 2007-08-31 9788953471733 649.10243 家庭学

15 호텔실무 일본어 구정대 한국학술정보 2007-10-15 9788953476196 647.94 家庭学

16 자녀의 마음에 장단 맞추는 부모 나승규 한국학술정보 2007-12-30 9788953480315 649.1 家庭学

17 성공 인생을 위한 성 살리기 인문종 한국학술정보 2008-02-20 9788953481510 613.96 家庭学

18 미용 예술사 김희숙 한국학술정보 2008-03-19 9788953484122 646.7009 家庭学

19 소나무와 청매실이 어우러지면 이광묵 한국학술정보 2008-04-21 9788953486560 641.303 家庭学

20 패션 기업의 인터넷 도입과 혁신 이은진 한국학술정보 2008-04-21 9788953486485 687.0688 家庭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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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미용에도 철학이 있다 전옥주 한국학술정보 2008-12-24 9788953406742 646.72 家庭学

22 패션 속의 성 최경희 한국학술정보 2009-01-15 9788953492172 646 家庭学

23 Valuation of hotel 김기영,이재철,정성훈 한국학술정보 2009-04-15 9788953417786 647.94 家庭学

24 염·탈색 미용교육론 류은주, 오강수 한국학술정보 2012-05-25 9788926833599 646.724 家庭学

25 웨이브·스트레이턴드 펌 교육론 류은주, 오강수 한국학술정보 2012-05-25 9788926833575 646.724 家庭学

26 놀라운 아기 능력의 재발견 강갑원 한국학술정보 2012-05-31 9788926831267 649.122 家庭学

27 스캘프 샴푸 및 트리트먼트 교육론 류은주, 오강수 한국학술정보 2012-07-30 9788926833612 646.72 家庭学

28 한국 상차림의 구성방법론 박은희 한국학술정보 2014-01-13 9788926854082 641.59519 家庭学

29 배우자의 이미지와 결혼 우시향·김노마 한국학술정보 2011-08-30 9788926826850 646.78 生活科学

30 건강기능식품의 개발 허선진, 이승연, 이승재, 최동수 한국학술정보 2014-12-31 9788926867457 641.302 生活科学

31 현대 한국인의 노후 돌봄 성규탁 한국학술정보 2020-01-31 9788926898253 646.79 生活科学

32 지방 저감화 식품의 연구 허선진 한국학술정보 2011-05-09 9788926821824 613.284 食品学

33 나만의 이미지 만들기 백인선 이담북스 2009-09-25 9788926804254 746.92 家庭学

34 약선의 사계 (봄·여름·가을·겨울) : 한방약선 음식모음
경희대 임상영양연구소 한방약

선 전문가과정
이담북스 2009-12-14 9788926807026 641.56 家庭学

35 Well-being 두부 집에서 만들기 송명숙 이담북스 2010-03-10 9788926808788 641.5 家庭学

36 양말과 스타킹 (이야기가 있는 패션의 세계1) 유현정 이담북스 2010-10-30 9788926816042 646.42 家庭学

37 문양과 패션 유현정 이담북스 2010-11-29 9788926816912 746.92 家庭学

38 알기 쉬운 가정의례 김희자 이담북스 2011-05-01 9788926821114 395 家庭学

39 클래시시즘 패션의 이해 김은하 이담북스 2012-08-10 9788926835951 746.92 家庭学

40
진즈 아이템과 스타일링 프로젝트 (Jeans items and styling
project)

이현영 이담북스 2012-08-24 9788926837214 646.3 家庭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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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부모의 아동이해와 자녀양육 김영희, 고태순, 김경원 이담북스 2012-09-21 9788926837832 649.1 家庭学

42 재미있는 미혼태교 임동근 이담북스 2012-11-30 9788926838839 649.1 家庭学

43 함께읽는 신혼태교 임동근 이담북스 2012-11-30 9788926838853 649.1 家庭学

44 지혜로운 임신태교 임동근 이담북스 2012-11-30 9788926838877 649.1 家庭学

45 신비로운 출산태교 임동근 이담북스 2012-11-30 9788926838891 649.1 家庭学

46 바람직한 육아태교 임동근 이담북스 2012-11-30 9788926838914 649.1 家庭学

47 (개정판)태교신기 : 부부가 함께 읽는 태교의 고전 원저 사주당, 편저 최희석 이담북스 2020-07-31 9791166030208 649.10242 家庭学

48 조선시대 첫돌의례문화 : 선조들의 첫돌 이야기 최배영,최경희,이경란 이담북스 2010-12-10 9788926817575 649.1[392.1] 生活科学

49 (온가족이 즐거운)한국밥상 : 다문화가정을 위한 요리책-1 시너지온 엠쿠킹 이담북스 2011-04-28 9788926821305 641.59519 生活科学

50 (다국어 요리백과)행복반찬 청원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담북스 2011-08-16 9788926824818 641.59519 生活科学

51 미용문화와 퍼스널 컬러 Beauty culture and personal color 김희숙 이담북스 2012-01-02 9788926829639 646.726 生活科学

52 만주족 주거문화의 수수께끼 김정호 이담북스 2013-05-16 9788926843147 643[392.36] 生活科学

53 (우리 아이 인생을 결정하는) 그림책 골라주는 엄마 정종민 이담북스 2013-09-13 9788926845493 649.58 生活科学

54 언제까지 일만 할 것인가? 백만기 이담북스 2013-11-08 9788926852705 646.79 生活科学

55 (태교에서 첫돌까지)아기와 함께하는 교감여행 김인혜 이담북스 2014-08-29 9788926864838 649 生活科学

56 오늘을 즐기는 당신을 위하여: 맥주소담 권경민 이담북스 2014-10-01 9788926866870 641.013 生活科学

57 테일 테일 칵테일(Tail Tale Cocktail) 김성욱 이담북스 2017-07-31 9788926879344 641.874 生活科学

58 5060 홈 트레이닝 전홍근 이담북스 2018-02-20 9788926882733 646.75 生活科学

59 13세 전에 시작하는 엄마표 독서육아 유애희 이담북스 2018-08-03 9788926885055 649.58 生活科学

60 (화장품 연구원의 똑똑한 화장품 멘토링) 올 댓 코스메틱 김동찬 이담북스 2018-09-03 9788926885246 646.726 生活科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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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옷으로 세상 여행 송명견 이담북스 2018-11-30 9788926885956 746.92 生活科学

62 기적의 엄마표 놀이: 내 아이와 유대감을 키우는 시크릿 홈스쿨링 김서연 이담북스 2019-06-03 9788926888308 649.51 生活科学

63 (개정판) 한복 짓는 시간 : 남녀 한복부터 미니어처 한복까지 이정수 이담북스 2019-07-26 9788926888858 646.4 生活科学

64
아빠의 육아휴직은 위대하다: 다섯 살 아들과 함께 쓴 14년 차 직
장인 아빠의 좌충우돌 육아휴직 이야기

임석재 이담북스 2019-11-08 9788926896761 649.1 生活科学

65 퇴근 후 코바늘 손뜨개
로투스가든, 한땀핸즈, 공간엔

늘(김민아)
이담북스 2020-04-01 9788926898963 746.43 生活科学

66 퇴근 후 마카롱 편소은 이담북스 2020-09-18 9791166030857 641.86 生活科学

学生向け一般書 66点 250,800円 (10%税込み)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