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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원생을 위한)좌충우돌 SAS탐험 이금룡 한국학술정보 2005-02-25 9788953423435 519.53 統計学

2 통계학 이희숙 한국학술정보 2012-08-24 9788926837276 310 統計学

3 회귀분석과 아리마시계열분석 송근원 한국학술정보 2013-09-06 9788926846438 519.55 統計学

4 설문조사 김경호 한국학술정보 2014-12-30 9788926867617 001.433 統計学

5 NVivo를 활용한 해양인문학 연구의 이론과 실제 박종원 한국학술정보 2018-03-15 9788926883723 300.72 統計学

6 칠정산외편의 일식과 월식 계산방법 고찰 안영숙 한국학술정보 2007-05-20 9788953467293 529 天文学

7 칠정산내편의 연구 이은희 한국학술정보 2007-05-31 9788953467194 529 天文学

8 고전 천문역법 정해 (古典 天文曆法 精解) 김동석 한국학술정보 2009-12-21 9788926805251 520.9 天文学

9 (고려시대)일식도 안영숙 외 한국학술정보 2011-09-20 9788926825914 523.78 天文学

10 (조선시대)일식도 안영숙 외 한국학술정보 2011-09-20 9788926825891 523.78 天文学

11 (삼국시대)일식도 이용복 외 한국학술정보 2011-09-20 9788926825877 523.78 天文学

12
국보 제230호 송이영의 혼천시계 : 340여 년 만에 다시 숨 쉬는 우
리의 과학문화재

김상혁 한국학술정보 2012-07-05 9788926835203 520.9519 天文学

13 삼국시대 천문현상 기록집 안영숙, 민병희, 김상혁 한국학술정보 2014-07-30 9788926864517 520.9519 天文学

14 천문을 담은 그릇 김상혁 외 4인 한국학술정보 2014-08-15 9788926864692 520.9 天文学

15 자연의 전망, 우주: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황재찬 한국학술정보 2020-07-17 9791166030062 523.1 天文学

16 퇴적암의 이해 유강민 우경식 한국학술정보 2007-05-31 9788953423060 552.5 地学

17 지구의 생성과 진화 유강민 엮음 한국학술정보 2007-10-31 9788953476912 551 地学

18 자연환경론 권순식 한국학술정보 2007-12-31 9788953479326 550 地学

19 풍화작용과 지형 권순식 한국학술정보 2009-02-20 9788953413245 551.352 地学

20 백두산의 화산 지질 황상구·김백록 한국학술정보 2011-02-11 9788926819203 552.2 地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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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실무자를 위한 고해상 해양 지구물리탐사 김대철,김길영,서영교,이광수 한국학술정보 2012-03-09 9788926831861 551.47 地学

22 재해 리질리언스 : 사전부흥으로 안전학을 과학하자 김영근 외 3인 한국학술정보 2018-01-17 9788926882382 551.22 地学

23 장소성과 장소마케팅 백선혜 한국학술정보 2005-07-25 9788953427501 910 地理学

24 보름간의 중국신강기행 조병학 한국학술정보 2005-10-15 9788953433151 915.1 地理学

25 위성영상과 공간해상도 구자용 한국학술정보 2006-12-30 9788953461345 910.285 地理学

26 길 위에 서다국토종단기 차명권 한국학술정보 2007-12-10 9788953478534 915.19 地理学

27 한국 전통지리사상 김연호 한국학술정보 2010-08-20 9788926812990 915.19 地理学

28
구미·김천의 문화유적 알기 : 경북지역 문화유적 길라잡이 시리즈 
3

김환대 한국학술정보 2011-02-01 9788926818909 915.19 地理学

29 관광지리학자와 함께 답사하는 한국의 땅 윤병국 한국핟술정보 2020-08-31 9791166030765 915.19 地理

30 제주지리론 송성대 외 12인 한국학술정보 2010-08-31 9788926814703 915.19 地理

31 3개 열쇳말로 읽는 베이징 이은상 한국학술정보 2014-10-06 9788926866658 915.104 地理

32 중국, 로컬로읽다 이은상 한국학술정보 2014-10-06 9788926866672 915.1 地理

33 라틴아메리카의 이해 노용석, 최명호, 구경모 한국학술정보 2019-02-25 9788926887721 980 南アメリカ

34 논쟁을 통해 본 라틴아메리카 사회와 문화 이성훈 한국학술정보 2019-10-02 9788926896464 980 南アメリカ

35 동서 기상학 장동순 한국학술정보 2012-10-05 9788926838150 551.5 気象学

36
기본 광물·암석 용어집 : 광물 62종과 암석 62종에 대한 한국어, 조
선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용어 비교

이창진 한국학술정보 2010-11-15 9788926816424 549 鉱物学

37 이슈로 풀어본 관광의 어제와 오늘  박의서 한국학술정보 2008-07-21 9788953497498 338.4791 観光学

38 주민과 함께하는 농촌관광마을 만들기 안종현 한국학술정보 2009-02-27 9788953413146 338.4791 観光学

39 중국관행연구의 이론과 재구성(중국관행총서01) 전인갑 외 한국학술정보 2012-05-15 9788926833841 951 アジア

40
인주골 중국동네 사람들 : 인천화교 손덕준의 가족이야기(중국관
행총서02)

손덕준, 송승석 한국학술정보 2012-05-15 9788926833865 951 アジ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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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오월문화기행 : 구천과 부차가 살던 땅
상명대학교 한중문화정보연

구소 편
한국학술정보 2012-08-24 9788926837610 951 アジア

42 형초문화기행 : 굴원과 이백이 살던 땅
상명대학교 한중문화정보연

구소
한국학술정보 2012-08-24 9788926837634 951 アジア

43 이미지로 읽는 중국의 감성 이은상 한국학술정보 2012-09-21 9788926837672 951 アジア

44 동아시아의 차와 남전불교 허흥식 한국학술정보 2013-02-28 9788926840368 915.9[394.12] アジア

45 고구려 협하산 산성 윤병모 한국학술정보 2014-06-11 9788926861417 951.901 アジア

46 불함산 심상인 한국학술정보 2015-02-13 9788926868119 950 アジア

47 갑골(甲骨)로 읽는 인천 문화사 이영태 한국학술정보 2015-04-24 9788926869536 951.9 アジア

48 일본은 어떻게 독도를 인식해왔는가 정영미 한국학술정보 2015-10-09 9788926870907 951.9 アジア

49 (환생 이순신) 다시 쓰는 징비록 김동철 한국학술정보 2016-07-27 9788926875063 951.902 アジア

50 고려말 조선초 왕명문서 연구 박성호 한국학술정보 2017-03-31 9788926879061 951.9002 アジア

51 조선시대 해양정책과 부산의 해양문화 신명호 한국학술정보 2018-03-27 9788926883969 951.902 アジア

52 영남의 지역극장 연구 김남석 한국학술정보 2018-06-30 9788926884515 951.9 アジア

53 해양국가 일본, 그리고 사무라이 신종대 한국학술정보 2019-02-25 9788926886731 952 アジア

54 고구려와 위만조선의 경계 : 위만조선, 졸본, 평양의 위치 연구 임찬경 한국학술정보 2019-11-08 9788926897058 951.901 アジア

55 고려시대 천문현상 기록집
안영숙, 민병희, 이기원, 김상

혁
한국학술정보 2020-07-31 9788926899526 951.901 アジア

56 Inside 통계분석&SPSS 이현섭,강현민 이담북스 2009-12-22 9788926806159 310.285 統計学

57 STATA 프로그래밍 장상수 이담북스 2010-11-05 9788926816127 310.285 [519.5] 統計学

58 바다에서 희망을 보다 남성현 이담북스 2012-04-02 9788926832066 551.46 地学

59 동해, 바다의 미래를 묻다 : 과학이 말하는 동해의 가치와 미래 남성현, 김윤배 이담북스 2013-03-15 9788926841617 551.46 地学

60 동태평양, 과학으로 항해하다 남성현, 김혜진 이담북스 2014-04-30 9788926861950 551.46 地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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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극지, 과학으로 다가서다 남성현, 김혜원, 황청연 이담북스 2015-02-10 9788926867754 559.89 地学

62 열대 태평양, 과학으로 답하다 남성현, 윤진희 이담북스 2016-03-11 9788926872048 551.46 地学

63 멈추어 인도를 바라보다 : 사람사는 세상 인도 박홍윤 이담북스 2009-08-25 9788926803110 915.404 地理学

64 미국과 캐나다 : 자연·산업과 도시들 황유정 이담북스 2010-07-09 9788926811740 917 地理学

65 (아빠 함께 가요)케냐 손주형 이담북스 2011-10-28 9788926827635 916.76204 地理

66 여행에서 문화를 만나다 : 세계문화관광 동시영 이담북스 2011-11-30 9788926828076 910.202 地理

67
Winter, 노란꽃 초록나무에 달빛처럼 비가 내린다 : 광둥광시 여행
기

최금옥 이담북스 2012-03-15 9788926831601 915.104 地理

68 잠보, 탄자니아 : 세렝게티, 잔지바르 손주형 이담북스 2012-04-20 9788926832677 916.7804 地理

69 PARIS IN 솔로, 혹은 홀로 : 여행작가의 파리기행 에세이 이현지 이담북스 2012-07-20 9788926835364 914.404 地理

70 내가 꿈꾸는 그곳 : 동남아시아 육로여행 이정민 이담북스 2012-08-10 9788926835005 915.904 地理

71 내가 꿈꾸는 그곳 : 중앙아시아 육로여행 이정민 이담북스 2012-08-10 9788926835029 915.804 地理

72 금강길 이야기길 : 비단물결 금강천리 따라 걷기 여행 최수경 이담북스 2012-08-27 9788926836743 915.19 地理

73 그리스 미학 기행 : 지중해의 태양에 시간을 맞추다 김진영 이담북스 2012-10-12 9788926837412 914.95 地理

74
중국의 작은 유럽 칭다오 : 베테랑 여행 가족이 쓰는 좌충우돌 칭
다오 여행기

손주형,손세민,손지민 이담북스 2013-04-15 9788926842409 915.104 地理

75
Walkie Talkie Europe : 네 남자, 유럽인들과의 대화여행(워키토키 
유럽)

최규동,추광재,황경태,홍윤선 이담북스 2013-04-22 9788926842386 914.04 地理

76
청춘 실크로드를 달리다 : 12人 12色 대학생의 55일간 자전거 여
행

만리행 실크로드팀 이담북스 2013-09-05 9788926846179 915.104 地理

77 그리스 블루스 맹지나 이담북스 2014-01-29 9788926854563 914.95 地理

78
(가도 가도 끝이 없고 봐도 봐도 볼 게 많은)인도네시아 그 섬에서 
멈추다

김성월 이담북스 2014-03-06 9788926861172 915.9804 地理

79 지리산에 길을 묻다 김성균, 박경장, 김찬수 이담북스 2014-04-30 9788926861899 915.19 地理

80 밴쿠버에서 퀘벡까지 인문여행서, 캐나다에 말걸기 최혜자 이담북스 2014-06-02 9788926862155 917.104 地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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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길은 끝을 보여주지 않아-노래하는 여자의 여행 에세이 박근혜 이담북스 2015-04-01 9788926868256 915.404 地理

82 (증보판)앙코르와트, 지금 이 순간 김문환 이담북스 2015-10-05 9788926870884 915.904 地理

83 상하이 노스탤지어: 모던의 흔적을 찾아가는 인문 여행 하상일 이담북스 2016-03-21 9788926871447 915.104 地理

84 펜으로 그린 베이징 왕천(王晨) 이담북스 2016-05-12 9788926872024 915.104 地理

85 지중해, 전쟁과 교류 지중해지역원 이담북스 2016-06-25 9788926874929 911.1638 地理

86 사천미식: 108가지 청두 맛집여행 캉칭(康淸) 이담북스 2016-07-07 9788926872284 915.1 地理

87 호주에 건네는 인사 : 감춰져 있던 오스트레일리아 새롭게 읽기 정희정 이담북스 2016-12-09 9788926876701 919.40465 地理

88 지중해 문명교류학
부산외국어대학교 지중해지

역원
이담북스 2017-05-17 9788926879542 911.1638 地理

89
타이베이 쇼핑 : 나만의 라이프스타일을 찾아 떠나는 타이베이 감
성 여행

시린(喜琳) 이담북스 2017-07-07 9788926879269 915.124904 地理

90 지중해의 여정 지중해지역원 이담북스 2017-08-04 9788926881262 911.1638 地理

91 (영화의 감동을 따라 걷는 감성 여행기) 런던, 영화처럼 여행하라 김인 이담북스 2017-12-01 9788926881941 914.204 地理

92 스칸디나비아 원주민 사미의 사회·문화·종교 이희숙 이담북스 2017-12-11 9788926881743 914.8 地理

93
특별한 상하이 여행-현지 상하이여행잡지 기자의 아주 특별한 여
행가이드

주페이송 이담북스 2018-06-12 9788926884065 915.104 地理

94 도쿄! 만화의 풍경을 산책하다: 덕력충만, 도쿄여행 이지성 이담북스 2018-09-14 9788926885031 915.204 地理

95 차이란의 미식 방랑기 차이란 지음 ; 임화영 옮김 이담북스 2018-10-26 9788926885475 915.1 地理

96
독일을 즐기는 건배사 : 독일로 떠나는 이들을 위한 독일 인문여 
행서

전나래 이담북스 2018-11-16 9788926885970 914.304 地理

97
오늘은 잘 곳을 구할 수 있을까? : 371일 19.105km의 낭만 가득 로
드트립

이미경 이담북스 2019-01-04 9788926886373 910.4 地理

98 만약에 사막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김정완 이담북스 2019-03-04 9788926887288 915.604 地理

99 도쿄! 스토리를 찾아 떠나는 미식 산책 이지성 이담북스 2019-04-30 9788926887981 915.204 地理

100 몽골, 안단테 : 여행이라기보다는 유목에 가까운 윤정욱 이담북스 2019-06-17 9788926888551 915.1704 地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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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영국에서 아이들과 네 달 살기: 엄마도 아이도 한 뼘 더 자라는 생
활여행

김수린 이담북스 2019-07-08 9788926888513 914.204 地理

102 무모해도 괜찮아, 쿠바니까 김광일 이담북스 2019-08-02 9788926888919 917.29102 地理

103 북경, 마시고 마시고 몽림(김경현), 안정은 이담북스 2019-08-05 9788926888834 915.104 地理

104
상하이, 시간을 걷는 여행: 상하이 역사, 예술, 문화를 찾아가는 특
별한 인문 여행서

김해인(김기생) 이담북스 2019-09-02 9788926895542 915.104 地理

105 니나펜다 탄자니아: 내가 사랑한 탄자니아의 모든 순간 정은희 이담북스 2019-10-02 9788926896525 916.7804 地理

106
빵 자매의 빵빵한 여행: 빵이라면 죽고 못 사는 빵 자매의 유럽여
행

박미이, 복혜원 이담북스 2019-10-02 9788926896389 914.04 地理

107 퐁당, 시칠리아: 지중해에서 보낸 완벽한 한 달 윤정인 이담북스 2019-11-04 9788926896808 914.504 地理

108
(프렌치커넥션을 따라 떠나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3국의 커
피, 누들, 비어

이영지 이담북스 2019-12-06 9788926897164 915.904 地理

109 맥주 한잔, 유럽 여행 권경민 이담북스 2019-12-10 9788926897324 914.04 地理

110 형제가 함께 간 한국의 3대 트레킹 : 제주올레 한 달 완주기 편 최병욱, 최병선 이담북스 2020-01-31 9788926897744 915.1904 地理

111
지리 덕후가 떠먹여주는 풀코스 세계지리 - 어른이를 위한 세계지
도 읽고 여행하는 법

서지선 이담북스 2020-03-20 9788926898567 910 地理

112 내 마음이 그래서: 현지 공무원의 전라도 감성여행 에세이 김희정 이담북스 2020-05-01 9788926899151 915.19 地理

113 후회 없이 사랑했던, 카렌 블릭센을 만나다 김해선 이담북스 2020-05-01 9788926899137 916.76204 地理

114 모던 대학 코번트리, 도시를 바꾸다: 사회혁신 영국기행 송주민 이담북스 2020-05-15 9788926899212 914.204 地理

115 다시 가슴 뛰고 싶다면 브라질 전소영 이담북스 2020-05-29 9788926899540 918.04 地理

116
나는 혜화동 한옥에서 세계 여행한다: 게스트하우스 주인장의 안
방에서 즐기는 세계 여행 스토리

김영연 이담북스 2020-06-01 9788926899649 910.41 地理

117 형제가 함께 간 한국의 3대 트레킹 - 해파랑길 편 최병욱, 최병선 이담북스 2020-06-12 9788926899489 915.1904 地理

118 문학에서 여행을 만나다 동시영 이담북스 2020-06-12 9788926899663 910.41 地理

119
대책 없이, 요르단 : 회색 도시를 떠나 푸른 밤과 붉은 사막으로, 
컬러풀 여행

김구연, 김광일 이담북스 2020-06-15 9788926899724 915.604 地理

120 (20년 경력 현직 여행사 사장이 알려주는) 여행 꿀팁 박동주 이담북스 2020-07-21 9791166030253 910.202 地理



KSI e-Book 分野別タイトル一覧「数学、地理、地学、天文」 Jan.2021

書名 著者 出版社 出版日付 ISBN(paper) DDC 分野

121 문학을 따라, 영국의 길을 걷다 김병두 이담북스 2020-07-31 9791166030352 914.204 地理

122 프랑스 르퓌길 40일 도보여행 박명희 이담북스 2020-08-07 9791166030291 914.404 地理

123 50대 중년, 산티아고에서 길을 묻다 이기황 이담북스 2020-08-15 9791166030468 914.61104 地理

124
청춘이라면? 미국 자전거 여행!: 평범함을 포기한 멋진 놈, 자유로
운 놈, 착한 놈이 달린 6,500km

신정훈 이담북스 2020-09-08 9791166030741 917.304 地理

125 내가 살아본 교토: 교토에서의 900일, 나를 돌보다 김희정 이담북스 2020-09-14 9791166030802 915.21804 地理

126 싱가포르, 여행 속에서 삶을 디자인하다
이영지, 유지원 / 사진 유병

서
이담북스 2020-09-25 9791166030956 915.95704 地理

127 과이라 공화국, 또 하나의 파라과이 구경모 이담북스 2011-07-25 9788926824641 980 南アメリカ

128 브라질의 역사 김영철 이담북스 2011-07-25 9788926824481 980 南アメリカ

129 마야 원주민의 전쟁과 평화 : 유까딴 1847-1902 정혜주 이담북스 2011-07-25 9788926824504 972.81016 南アメリカ

130 옥수수 문명을 따라서 정혜주 이담북스 2013-06-30 9788926843925 980 南アメリカ

131 라틴아메리카의 국제노동이주와 초국가적 공동체 주종택 이담북스 2013-09-01 9788926844083 980 南アメリカ

132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지! : 착한 땅, 착한 사람들 이야기 김성월 이담북스 2012-10-05 9788926838174 915.9804 紀行

133 (다시 파리를 찾는 사람들을 위한)파리 슈브니르 이영지,유병서 이담북스 2013-01-07 9788926840283 914.404 紀行

134 라티노와 아메리카 : 라티노, 히스패닉, 치카노 그들은 누구인가? 임상래 이담북스 2013-02-22 9788926841105 980 ラテンアメリカ

135 지중해 무형문화재 지중해지역원 이담북스 2011-08-30 9788926825754 940 ヨーロッパ

136 지중해의 에티켓과 금기 지중해지역원 이담북스 2012-06-25 9788926835753 940 ヨーロッパ

137 헝가리에서 보물찾기 : 유럽 문화 수도 페치에서의 일 년 김병선 이담북스 2014-02-03 9788926854488 943.9 ヨーロッパ

138 퐁당, 동유럽-혼자라도 좋은 감성여행 윤정인 이담북스 2015-02-05 9788926867952 943 ヨーロッパ

139 지중해의 여행자, 트루바두르
조세프 앙글라드 지음 ; 장니

나 옮김
이담북스 2016-06-25 9788926874448 940 ヨーロッパ

140 바이킹 시대의 탄생과 업적 이희숙 이담북스 2017-03-31 9788926878460 948.022 ヨーロッ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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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이탈리아 르네상스 탐방: 피렌체와 로마에서 꽃피운 문명 김종천, 김태균 이담북스 2019-07-22 9788926888896 945 ヨーロッパ

142 교과서로 만나는 역사체험 이야기 2권 - 전국 편 초등역사교육연구회 이담북스 2015-02-06 9788926868096 951 アジア

143 교과서로 만나는 역사체험 이야기 1권 - 수도권 편 초등역사교육연구회 이담북스 2015-02-06 9788926868072 951 アジア

144 난징함락과 대학살 1 : 난징대학살을 불러온 결정적 장면 저우얼푸 지음, 김숙향 옮김 이담북스 2015-08-14 9788926870365 951.042 アジア

145 난징함락과 대학살 2 : 난징대학살을 불러온 결정적 장면 저우얼푸 지음, 김숙향 옮김 이담북스 2015-08-14 9788926870389 951.042 アジア

146 난징함락과 대학살 3 : 난징대학살을 불러온 결정적 장면 저우얼푸 지음, 김숙향 옮김 이담북스 2015-08-14 9788926870402 951.042 アジア

147 난징함락과 대학살 4 : 난징대학살을 불러온 결정적 장면 저우얼푸 지음, 김숙향 옮김 이담북스 2015-08-14 9788926870426 951.042 アジア

148 난징함락과 대학살 : 난징대학살을 불러온 결정적 장면(세트) 저우얼푸 지음, 김숙향 옮김 이담북스 2015-08-14 9788926870341 951.042 アジア

149 리얼 차이나 : 오늘의 중국을 읽는 키워드 33 길호동 이담북스 2015-11-06 9788926870921 951 アジア

150 1937 상하이 전투
뤼보 지음 ; 한국학술정보 출

판번역팀 옮김
이담북스 2016-02-05 9788926871300 951.042 アジア

151 계산된 위험: 한국전쟁과 정치를 말하다 김동원 이담북스 2018-06-25 9788926884324 951.9042 アジア

学生向け一般書 151点 697,400円 (10%税込み)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