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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구나 한번은 자살을 생각한다; 현대인의 정신건강 김광일 한국학술정보 2003-10-30 9788953410886 613 医学

2 동의보감에 나타난 암치료 처방전 정필모 한국학술정보 2005-01-15 9788953418653 616.994 医学

3 노인의 우울증 해소를 위한 독서요법연구 유혜숙 한국학술정보 2005-01-15 9788953422247 615.8516 医学

4 간호사와 정신질환자의 관계 박정원 한국학술정보 2005-06-30 9788953424883 610.7368 医学

5 의료계약법론 김병일 한국학술정보 2006-03-30 9788953444782 344.04 医学

6 합성 온톨로지 기반의 한의학 처방지식관리 시스템 이현실 한국학술정보 2006-03-30 9788953448643 615.3210285 医学

7 의료서비스 이용자의 선호행태 최용환 한국학술정보 2006-04-30 9788953449886 610.68 医学

8 미국의 의료정보보호에 대한 연구 백윤철, 김상겸 한국학술정보 2006-05-30 9788953450981 344.04 医学

9 알코올과 우울증 김상아 한국학술정보 2006-06-30 9788953452626 616.861 医学

10 경락이론과 명상 김정제 한국학술정보 2006-07-03 9788953452961 615.892 医学

11
병원종사자의 조직구조 및 조직문화 인식과 조직갈등 경험, 조직몰입간의 
관계

김영훈 한국학술정보 2006-07-20 9788953454040 610.68 医学

12 의료서비스 분배의 형평성 장동민 한국학술정보 2006-07-30 9788953454545 353.6 医学

13 공공병원의 성과비교 한인섭 한국학술정보 2006-08-31 9788953456242 610.68 医学

14 현대병과 스포츠의학 리재호 외 6인 한국학술정보 2006-10-31 9788953458000 617.1027 医学

15 인격주의 생명윤리학 홍석영 한국학술정보 2006-11-30 9788953459267 174.2 医学

16 공중보건과 국제지적재산권법 임호 한국학술정보 2006-12-30 9788953460201 344.04 医学

17 노인의 신체조성과 운동능력 및 일상생활기능의 상관성 양윤권 한국학술정보 2006-12-30 9788953461642 613.70446 医学

18 초등학생의 송전선로 전자파 노출과 건강영향 조용성 한국학술정보 2007-02-15 9788953464575 613.0432 医学

19 이제마의 건강심리학 허훈 한국학술정보 2007-03-02 9788953460881 610.951 医学

20 태권도 경기를 위한 식습관 및 보조제의 필요성 김지현 한국학술정보 2007-04-20 9788953465954 612.044 医学

21 임상맥진강좌입문 최희석 한국학술정보 2007-06-15 9788953468993 616.075 医学

22 뇌호흡을 찾아서 : 교육 속의 교육 이야기 신혜숙 한국학술정보 2007-07-30 9788953470835 615.899 医学

23 비만과 건강관리 김명환 한국학술정보 2007-07-31 9788953470811 613 医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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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동양심신수련법 김현창 차주환 외 한국학술정보 2007-08-01 9788953469594 615.882 医学

25 수의사가 쓴 개의 사암침 김종수 김지연 한국학술정보 2007-08-31 9788953473935 636.089 医学

26 놀라운 효과 봉침! 누구나 할 수 있다 김용학 한국학술정보 2007-09-10 9788953474079 615.892 医学

27 실내공기질 모델을 이용한 신축공동주택의 공기오염도 평가 심상효 한국학술정보 2007-09-12 9788953475090 613.19 医学

28 재활 스포츠 개론 김종인 오이표 김남익 한국학술정보 2007-10-31 9788953477230 617.1027 医学

29 병원총액예산제 고수경 한국학술정보 2007-11-20 9788953477438 610.68 医学

30 한약 기원 정리집 최고야 엮음 한국학술정보 2008-01-30 9788953480933 615.32 医学

31 사암오행침 신연구 오세형 오세용 이진우 한국학술정보 2008-02-15 9788953480636 615.892 医学

32 주왕기교수의 필로폰 이야기 주왕기 한국학술정보 2008-03-25 9788953484306 615.7883 医学

33 독거여성 노인이 체험한 편안함의 의미 김은하 한국학술정보 2008-06-30 9788953496194 610 医学

34 의약분업 정책의 역사적 변화 김주환 한국학술정보 2008-07-07 9788953496910 610 医学

35 더불어 행복한 학교 김경미 한국학술정보 2008-07-10 9788953496699 610 医学

36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한 말기환자 가족의 경험 박연옥 한국학술정보 2008-12-05 9788953475397 610.73 医学

37 현대의학이 직면한 패러다임의 변화 송창훈 한국학술정보 2008-12-20 9788953499942 610.7 医学

38 생리 활성물질의 실험적 연구 -옥타코사놀- 소인철 한국학술정보 2009-01-28 9788953409743 615.7 医学

39 간질환자와 가족 송자경 한국학술정보 2009-03-30 9788953442931 610.73 医学

40 경락의 해부학적 구조 및 기혈의 인체순환 방식 김유성 한국학술정보 2009-04-20 9788953421936 615.892 医学

41
중년여성, 나는 폐경기에 잘 적응하고 있는가 : 폐경기 여성의 적응 측정 
도구

배경의 한국학술정보 2009-06-10 9788926800232 618.175 医学

42 보통 사람처럼 살기, 엄마로 살기 : 정신장애인의 모성경험 이혜경 한국학술정보 2009-09-04 9788926802977 616.89 医学

43 한방제제의 이론과 실습 : 韓方製劑의 理論과 實習 박진한, 서민준 한국학술정보 2010-04-30 9788926810033 615.321 医学

44 독성학의 분자-생화학적 원리 박영철 한국학술정보 2010-07-30 9788926812594 615.9 医学

45 임상한의학,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최희석 한국학술정보 2010-12-30 9788926817919 616.075 医学

46
가족의 치료중단 요구와 의사의 생명보호의무 : 경제적 사유로 치료를 중
단할 수 있는가?

송기민 한국학술정보 2011-02-01 9788926819067 610.6 医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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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VVIP 운동과 건강 김수연 한국학술정보 2012-03-02 9788926831328 613.71 医学

48 (치유·수련·깨침)몸살림 황정현 한국학술정보 2012-03-02 9788926831526 613 医学

49 클라미디아 Chlamydia 최태열 한국학술정보 2012-03-02 9788926831366 616 医学

50 한약독성학 Ⅰ 이선동,박영철 한국학술정보 2012-04-02 9788926831908 615.321 医学

51 최신 보건의료법정책 세미나 Ⅰ 송기민 한국학술정보 2012-06-11 9788926833414 344.04 医学

52 생명과학과 생명윤리 : 생명과 과학의 공존을 바라보다
서강대학교 생명문화

연구소
한국학술정보 2012-06-13 9788926834206 174.2 医学

53 조선의인지 박훈평 한국학술정보 2012-08-03 9788926835937 610.951 医学

54 VVIP 여성과 건강 김수연 한국학술정보 2012-11-30 9788926839218 613.0424 医学

55 BT·생명윤리와 법 고봉진 한국학술정보 2013-01-14 9788926840269 174.2 医学

56 한약독성학 Ⅱ 이선동,박영철 한국학술정보 2013-03-27 9788926841907 615.321 医学

57 소음과 이명 김규상 한국학술정보 2014-02-03 9788926854600 617.8 医学

58 현암 이을호 전서 18 - 사상의학 원론 이을호 한국학술정보 2015-05-29 9788926869017 616.075 医学

59 현암 이을호 전서 19 - 의학론 이을호 한국학술정보 2015-05-29 9788926869031 610.951 医学

60 꽃가루와 알레르기 오재원 한국학술정보 2015-08-07 9788926867259 616.97 医学

61 세계 약용식물 백과사전 1 번역: 성락선, 하헌용 한국학술정보 2016-11-11 9788926876268 615.32 医学

62 세계 약용식물 백과사전 2 번역: 성락선, 하헌용 한국학술정보 2016-11-11 9788926876275 615.32 医学

63 한약독성학 Ⅲ 이선동, 박영철 한국학술정보 2017-06-30 9788926880708 615.321 医学

64 (몸이 보내는 적색 경고등, 전조증상!) 전조증상과 자연치유 박수용 한국학술정보 2017-10-16 9788926881439 615.535 医学

65 (음식으로 못 고치는 질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체질별 식이요법 박수용 한국학술정보 2017-10-16 9788926881415 616.075 医学

66 한약재 감별도감 자오중전 한국학술정보 2018-05-15 9788926884164 615.321 医学

67 (무선)노동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함께 한 직업환경의학 30년 강성규 한국학술정보 2018-10-29 9788926885833 613.62 医学

68 세계 약용식물 백과사전 3 번역: 성락선, 신용욱 한국학술정보 2019-06-25 9788926888674 615.32 医学

69
장수리스크관리(Longevity Risk Management): 100세 시대 노후를 위한 리
스크관리

김재인, 권성준 한국학술정보 2019-10-18 9788926896648 613.0438 医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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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세계 약용식물 백과사전 4 번역: 성락선, 신용욱 한국학술정보 2019-11-20 9788926895443 615.32 医学

71 위해성평가를 위한 독성학 박영철 한국학술정보 2019-12-31 9788926898277 615.9 医学

72 한의약으로 HIV/AIDS를 떠나보내자 안상영 한국학술정보 2020-05-25 9788926899625 615.321 医学

73 전립선비대증, 전립선염, 조루, 발기부전 봉침으로 치료한다! 안상원 한국학술정보 2020-08-19 9791166030505 616.65 医学

74 중약대사전·중화본초 한글 색인집 최고야 한국학술정보 2011-10-28 9788926827475 615.321 韓医学

75 한의학의 암(癌) 진단과 치료 최희석 한국학술정보 2011-11-01 9788926827659 616.075 韓医学

76 가족미술치료와 물고기 가족화의 해석 유미·정선화 이담북스 2011-01-28 9788926818800 615.85156 臨床医学

77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임상미술치료 김선현 이담북스 2011-08-30 9788926824924 610.73 臨床医学

78 역사가 된 그림 : 위안부 할머니들의 미술치료 사례집 김선현 이담북스 2012-10-31 9788926836118 615.85156 臨床医学

79 수술하지 않고 허리병, 허리디스크 치료하는 방법 정재우 이담북스 2009-04-20 9788953413917 616.73 医学

80 노화와 운동 (개정판) 김남익 이담북스 2009-05-30 9788926800492 617.1027 医学

81 올바른 산후조리와 산후풍을 탈출하는 한방치료 안상원 이담북스 2009-06-15 9788926800416 618.2 医学

82 건강교육과 관리 최태훈,권오일 이담북스 2009-08-07 9788926801413 614.07 医学

83 (일반)응급처치 김재호 이담북스 2009-08-14 9788926802182 616.025 医学

84 한방과 노인건강 이정호,정명수,신선우 이담북스 2009-11-10 9788926804858 615.899 医学

85 모래상자 이야기 : 모래놀이치료 사례연구 문채련 이담북스 2010-01-29 9788926806807 615.851 [616.8916] 医学

86 (정신분열증 환자의)미술치료와 삶의 질 유미 이담북스 2010-03-15 9788926807002 615.85156 医学

87 행복감 증진을 위한 예술치료 해피·아트·테라피 윤혜선 이담북스 2010-03-31 9788926809549 615.8515 医学

88 마음은 몸으로 말한다 : 동서양의 심신의학 허훈 이담북스 2010-05-17 9788926810262 616.85 [613] 医学

89 (유아에서 성인까지)아토피 완전정복 : 화식면역요법으로 치료하자! 윤종성 이담북스 2010-07-09 9788926811665 616.521 医学

90 (개정판)제3의 임상미술치료개론 김영민 이담북스 2010-07-23 9788926802465 615.85156 医学

91 현장적용을 위한 미술치료 프로그램과 진행 유미 이담북스 2010-07-29 9788926812259 615.85156 医学

92 가족음악치료학 김종인 이담북스 2010-07-30 9788926811726 615.85154 医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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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개정판)통합의학 안에서의 미술치료 김선현 이담북스 2010-08-30 9788926812792 615.85156 医学

94 청소년 미술치료의 이론과 실제 김선현 이담북스 2010-08-30 9788926812853 615.85156 医学

95 (건강과 해독작용에 좋은)황토(흙)에 대하여 이광묵 이담북스 2010-09-24 9788926814864 613 医学

96 집단미술치료의 이론과 실제 김선현 이담북스 2010-09-30 9788926815342 615.85156 医学

97 산소이야기 : 삶과 죽음을 관장하는 절대자 이광묵 이담북스 2010-10-08 9788926815205 613 医学

98 장애아동을 키우는 엄마들을 위한 통합적 독서치료 김수희 이담북스 2010-11-22 9788926816837 615.8516 [028] 医学

99 (병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고치는)생활습관 개선법 김남익 이담북스 2011-01-31 9788926818923 613 医学

100 (환상의 통증치료)수정기공 STT 김문기·김봉진 이담북스 2011-07-05 9788926823736 615.822 医学

101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이현순,이신영 이담북스 2012-02-28 9788926829837 614 医学

102 (Manual & Workbook)암환자를 위한 스트레스 관리
김종흔, 유은승, 조달

님
이담북스 2012-03-09 9788926832042 610.73698 医学

103 심의(心醫) 마음을 읽는 한의학 최희석 이담북스 2012-05-31 9788926833919 610.951 医学

104 임상미술치료 길라잡이 김선현 이담북스 2012-09-28 9788926836095 615.85156 医学

105 원예작업치료의 이론과 적용 김미영 외 이담북스 2012-10-19 9788926834602 635 医学

106 의학, 가슴으로 말하라 : 손님을 대하는 의사인가 사람을 돌보는 의사인가 황진복 이담북스 2012-11-02 9788926838730 610.2 医学

107 (건강상태를 측정하는)생체검진법 최희석 이담북스 2012-11-16 9788926838754 616.075 医学

108 그림으로 나를 찾다 : 미술치유활동 작품집 김영민 이담북스 2012-12-17 9788926839133 615.85156 医学

109 소음과 청각 : 직업인의 난청 김규상 이담북스 2013-02-08 9788926840818 613.62[620.86] 医学

110 보건의료행정론 : 실무해설 119 정용엽 이담북스 2013-03-15 9788926841655 353.6 医学

111 뇌와 임상미술치료 김선현,이규범 이담북스 2013-04-05 9788926842089 616.891656 医学

112 노인건강발전소 : 움직이면 단단해진다! 김석희 이담북스 2013-05-10 9788926842652 613.0438 医学

113 소아암, 알면 완치할 수 있다 - 소아뇌종양 환자의 투병일기
김태형, 나영신, 이미
정 지음, 이은혜 그림

이담북스 2013-06-07 9788926843420 618.92 医学

114 한의학의 진단과 치료이야기 최희석 이담북스 2013-08-02 9788926844236 616.075 医学

115 (최신개정판) 현장적용을 위한 미술치료의 이해 유미 이담북스 2013-09-20 9788926846490 615.85156 医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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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기면증, 졸음에 대한 모든 것 신홍범 이담북스 2014-03-05 9788926861196 612.821 医学

117 동물매개예술치료 임세라 이담북스 2014-03-28 9788926861530 615.8515 医学

118 미술치료사를 위한 심리검사 임세라, 이시종 이담북스 2014-06-09 9788926862551 616.855 医学

119 그림으로 풀어보는 스트레스 테라피 김선현 이담북스 2014-06-11 9788926861776 616.855 医学

120 (현직 한의사가 귀띔해주는 명상 속) 우울증 탈출법
안상원, 김병준, 박경

태
이담북스 2014-08-14 9788926864630 616.8527 医学

121 내 몸에 맞는 헬스 디자인 이진 이담북스 2014-09-12 9788926864890 613.7 医学

122 한의학, 치료로 답하다 최희석 이담북스 2014-12-26 9788926867495 610.951 医学

123 교대근무 수면장애 극복하기 신홍범 이담북스 2014-12-30 9788926867655 612.821 医学

124 미술심리치료학 임세라, 오가영 이담북스 2015-02-03 9788926867839 615.85156 医学

125 (만화로 배우는)사회성 쑥쑥 화용언어치료 1 최소영, 허은경 이담북스 2015-03-27 9788926868294 616.8552 医学

126 (만화로 배우는)사회성 쑥쑥 화용언어치료 2 최소영, 허은경 이담북스 2015-03-27 9788926868317 616.8552 医学

127 (만화로 배우는)사회성 쑥쑥 화용언어치료 3 최소영, 허은경 이담북스 2015-03-27 9788926868331 616.8552 医学

128 (만화로 배우는)사회성 쑥쑥 화용언어치료 5 최소영, 허은경 이담북스 2015-03-27 9788926868379 616.8552 医学

129 (만화로 배우는)사회성 쑥쑥 화용언어치료 4 최소영, 허은경 이담북스 2015-03-27 9788926868355 616.8552 医学

130 (만화로 배우는)사회성 쑥쑥 화용언어치료 세트(전5권) 최소영, 허은경 이담북스 2015-03-27 9788926868270 616.8552 医学

131 당뇨병, 당뇨약으로 낫지 않는다! 안상원, 배용석 이담북스 2017-03-31 9788926878927 616.462 医学

132 조루, 전립선염, 발기부전, 봉침으로 치료한다! 안상원 이담북스 2017-04-28 9788926879108 616.65 医学

133
(숙면과 일상을 방해하는 수면질환) 하지불안증후군 그 원인과 증상에서 
진단 및 치료까지

신홍범 이담북스 2017-07-31 9788926879382 611.718 医学

134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임상미술치료 (개정판) 김선현 이담북스 2018-03-12 9788926882368 615.85156 医学

135 (일하다 못 자고 놀다가 안 자는 당신) 잠 좀 잤으면 좋겠다 황병일 이담북스 2018-03-16 9788926883273 613.79 医学

136 (언어재활사를 위한)인지재활 워크북 김정완 외 이담북스 2018-06-29 9788926884638 615.82 医学

137 우리에게 잠자는 8시간이 있다 황병일 이담북스 2019-08-26 9788926895597 613.79 医学

138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양압기로 치료한다(개정판) 신홍범 이담북스 2020-11-12 9791166031663 617.6 医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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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통합적 미술치료 프로그램 및 평가 전정민 이담북스 2011-03-11 9788926811788 615.85156 治療学

140 청소년을 위한 미술치료의 이해와 적용 박신자·박윤미 이담북스 2011-03-18 9788926820186 615.85156 治療学

141 최신 미술치료 핸드북 박윤미·박신자 이담북스 2011-04-01 9788926820742 616.855 治療学

142 점토미술치료 : 자기표현향상을 위한 발달장애 미술치료 한영희 이담북스 2011-05-13 9788926822227 615.85156 治療学

143
(개정판) ADHD 아동을 위한 미술치료 프로그램 (전문가를 위한 미술치료 
프로그램 시리즈)

김선현 이담북스 2020-06-10 9788926899823 616.855 治療学

144
(개정판)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미술치료 프로그램 (전문가를 위한 미술치
료 프로그램 시리즈)

김선현 이담북스 2020-06-10 9788926899847 616.855 治療学

145
(개정판)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미술치료 프로그램 (전문가를 위한 미술
치료 프로그램 시리즈)

김선현 이담북스 2020-06-10 9788926899885 616.855 治療学

146
(개정판) 인지 강화를 위한 미술치료 프로그램 (전문가를 위한 미술치료 프
로그램 시리즈)

김선현 이담북스 2020-06-10 9788926899922 616.855 治療学

147
(개정판) 감성 발달을 위한 미술치료 프로그램 (전문가를 위한 미술치료 프
로그램 시리즈)

김선현 이담북스 2020-06-10 9788926899861 616.855 治療学

148
(개정판) 집중력 강화를 위한 미술치료 프로그램 (전문가를 위한 미술치료 
프로그램 시리즈)

김선현 이담북스 2020-06-10 9788926899908 616.855 治療学

149 (개정판 6권 세트) 전문가를 위한 미술치료 프로그램 김선현 이담북스 9788926899946 616.855 治療学

150 삼원연수서 : 건강장수법 김재두 이담북스 2011-02-11 9788926819326 612.68 韓医学

151 건선 완전정복 : 윤피청으로 치료하자! 윤종성 이담북스 2011-08-30 9788926825228 616.075 韓医学

152 건강해지는 9가지 방법 : 한의사 손영기의 음혈론 손영기 이담북스 2011-09-01 9788926825310 610.9519 韓医学

学生向け一般書 152点 795,300円 (10%税込み)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