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書名 著者 出版社 出版日付 ISBN(paper) DDC 分野

1 주자철학의 귀신론 박성규 한국학술정보 2005-04-02 9788953420076 133.42 心理学

2 청소년을 위한 금연 프로그램의 효과 김명식 한국학술정보 2005-04-02 9788953423336 362.7 心理学

3 분노와 관련된 인지적요인과 그 치료적 함의 서수균 한국학술정보 2005-11-10 9788953434981 158.3 心理学

4 한국인의 성격특성 요인 최태진 한국학술정보 2005-12-10 9788953442498 155.89519 心理学

5 여성의 배우자 사별 강인 한국학술정보 2006-02-25 9788953446861 155.9041 心理学

6 왕부지의 내재적 기 철학 천병준 한국학술정보 2006-03-30 9788953448506 133 心理学

7 알코올의존 환자의 분노읽기 송미경 한국학술정보 2006-04-17 9788953447288 158.3 心理学

8 공감과 체험 김영란 한국학술정보 2006-11-06 9788953458161 158.3 心理学

9 조선초기의 풍수지리사상 연구 강환웅 한국학술정보 2006-12-20 9788953458925 133.333 心理学

10 조선시대 한양의 입지 논쟁 김현욱 한국학술정보 2007-01-10 9788953463004 133.333 心理学

11 한양의 비보풍수와 녹지 보전정책 김현욱 한국학술정보 2007-01-10 9788953463028 133.333 心理学

12 정서적 특성이 장노년기 주관적 안녕감 유지에 미치는 영향 유경 한국학술정보 2007-01-15 9788953462526 155.67 心理学

13 풍수지리를 올바로 알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최낙기 한국학술정보 2007-02-27 9788953464186 133.333 心理学

14 인사 고과 체계에 대한 태도 결정 김성훈 한국학술정보 2007-03-20 9788953464735 158.7 心理学

15 상담사례개념화의 영역과 요소 이윤주 한국학술정보 2007-12-20 9788953478930 158.3 心理学

16 미래계획 기억과 아동 서지연 한국학술정보 2008-02-29 9788953481992 155.413 心理学

17 신명의 심리학적 이해 한민 한국학술정보 2008-04-28 9788953490765 150 心理学

18 상담이론으로 지도하는 진로교육 김경미 한국학술정보 2008-07-10 9788953496651 150 心理学

19 청년기의 정체성 혼란과 우울, 불안, 강박과의 관계 -상권 김미령 한국학술정보 2008-10-30 9788953420755 155.9 心理学

20
우울한 여성의 부부문제 이것이 원인이다 : 인지-대인관계 접근을 중
심으로

장문선 한국학술정보 2009-06-30 9788926801017 155.3 心理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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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라캉의 질서론과 실재의 텍스트적 재현 김경순 한국학술정보 2009-08-10 9788926802588 150.195[820.914] 心理学

22 관상학의 인재경영 김연희 한국학술정보 2009-08-31 9788926801895 138 心理学

23 관상학의 장수비결 김연희 한국학술정보 2009-11-23 9788926804650 138 心理学

24
여성 재소자의 정신건강 : 여성 재소자의 정신건강 상태와 정신건강 
서비스 욕구

배다현 한국학술정보 2009-12-29 9788926806845 158.3 心理学

25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정동화 한국학술정보 2010-04-30 9788926809976 155.9[361] 心理学

26 (자기실현의 동력으로서의)욕망 고려대 철학연구소 한국학술정보 2011-08-19 9788926825105 128 心理学

27 오묘한 지구 : 풍수도 과학이다 이문호 한국학술정보 2012-03-02 9788926830666 133.333 心理学

28 풍수지리학 연구 천인호 한국학술정보 2012-12-28 9788926839867 133.333 心理学

29 (증권사 신입사원 채용을 위한) 상황판단검사의 개발 박소연 한국학술정보 2013-08-02 9788926844250 158.7 心理学

30 감정의 인식론적 고찰 고려대 철학연구소 한국학술정보 2014-09-25 9788926866894 152.4 心理学

31 욕망의 문제틀로 읽는 현대사회 고려대 철학연구소 한국학술정보 2014-09-25 9788926866856 152.4 心理学

32 감정의 도덕심리학적 고찰 고려대 철학연구소 한국학술정보 2014-09-25 9788926866917 152.4 心理学

33 창의(Creative Idea) 오창환 한국학술정보 2017-03-13 9788926878767 153.35 心理学

34 氷鑑(빙감) 김연희 한국학술정보 2017-06-09 9788926879283 138 心理学

35 나를 향한 열정: 나로부터 벗어나기 조홍길 한국학술정보 2017-12-04 9788926881682 158.1 心理学

36 명당 음택풍수론(明堂 陰宅風水論) 이문호 한국학술정보 2018-01-26 9788926882337 133.333 心理学

37 조선시대 미인의 관상학 박경숙 한국학술정보 2018-09-03 9788926885499 138 心理学

38 산업심리학의 이해 이순열 한국학술정보 2018-10-19 9788926885734 158.7 心理学

39 풍수와 힐링 장소 : 종택과 정자로 읽은 선현들의 공간심리 이야기 박성대 한국학술정보 2019-02-28 9788926887042 133.333 心理学

40 나‧너‧우리의 자존감을 키우는 대화법 김미영 외 한국학술정보 2019-02-28 9788926887264 158.2 心理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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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자기주도 심리치료와 글쓰기: 치유와 돌봄의 시간 최왕규 한국학술정보 2019-10-31 9788926896587 616.8914 心理学

42 (우리나라의 모든 명당)풍산록 이재영 한국학술정보 2013-07-26 9788926843789 133.333 超心理学

43 세계 속의 리얼 코리아 Real Corea in the World 백석기,김억,이화순 이담북스 2010-06-07 9788926810309 158.1 心理学

44 마음을 열어주는 패스워드 이희경 이담북스 2011-09-01 9788926823088 370.15 心理学

45
프로이트, 구스타프 말러를 만나다 : 정신분석적 심리치료를 만든 역
사적 만남들

이준석 이담북스 2012-08-20 9788926836262 157.5[616.8917] 心理学

46 생각학 콘체르토 : 지금 생각하는 대로 산다 천광노 이담북스 2012-10-19 9788926838358 153.83 心理学

47 품위학 콘체르토 : 저울로 달아보는 인간성 천광노 이담북스 2012-10-19 9788926838396 158.2 心理学

48 등교거부 아이 달래기 [마음맑음 시리즈] 최명선, 정유진, 송현정 이담북스 2012-11-09 9788926836484 158.3 心理学

49 공격적인 아이 이해하기 [마음맑음 시리즈] 최명선, 김이경 이담북스 2012-11-09 9788926836507 158.3 心理学

50 사회성이 부족한 아이 돕기 [마음맑음 시리즈] 최명선, 정유진, 서은미 이담북스 2012-11-09 9788926836521 158.3 心理学

51 엄마와 아이 애착 다지기 [마음맑음 시리즈] 최명선, 차미숙, 김난희 이담북스 2012-11-09 9788926836569 158.3 心理学

52 직장맘과 아이들 도와주기 [마음맑음 시리즈] 최명선, 홍기묵, 한미현 이담북스 2012-11-09 9788926836583 158.3 心理学

53 형제자매 갈등 대처하기 [마음맑음 시리즈] 최명선, 송현정 이담북스 2012-11-09 9788926836606 158.3 心理学

54 아동상담 처음부터 끝까지 최명선 외 이담북스 2012-11-30 9788926836620 158.3 心理学

55 색채심리학 :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컬러 김선현 이담북스 2013-04-22 9788926842102 155.91145 心理学

56 드라마로 풀어보는 교류분석 이야기 김경미 이담북스 2013-05-15 9788926842782 158.9 心理学

57 콩쥐 팥쥐와 모성 콤플렉스 : 융심리학으로 동화읽기 오진령 이담북스 2013-06-21 9788926843406 150.1954 心理学

58 (임상미술치료를 위한) 그림심리평가 김선현 이담북스 2013-09-15 9788926846452 150.287 心理学

59 적천수천미(육친론)-하 서소옥, 김정혜, 안명순 이담북스 2014-06-11 9788926862537 133.32 心理学

60 NLP이론과 실제 : 행복만들기(개정판) 백영훈 이담북스 2015-03-10 9788926868393 155.9 心理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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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심청전에 숨은 심리학적 이야기: 죄책감과 희생양 콤플렉스 조수연 이담북스 2015-09-11 9788926845868 158.3 心理学

62 명리약언 김정혜, 서소옥, 안명순 이담북스 2016-03-21 9788926871980 133.3 心理学

63 옥조정진경(玉照定真經) 김정혜 이담북스 2016-08-15 9788926875049 133.3 心理学

64 정통 성명학 서소옥 이담북스 2017-08-18 9788926881033 929.4 心理学

65 모래상자와 연금술사 : 모래놀이치료 사례 속 그림 이야기 문채련 이담북스 2017-08-31 9788926881170 616.8916 心理学

66 토정비결의 숨결과 지혜 김정혜 이담북스 2018-06-07 9788926884492 133.3 心理学

67 알아차림의 미학(The ART of NOTICING)
엘렌 랭어 저, 박찬모 옮

김, 박애란 감수
이담북스 2020-01-10 9788926897645 158.1 心理学

68 내면치유 그리고 다시 만나는 세상 백보남 이담북스 2020-02-17 9788926898437 158.3 心理学

69 펫로스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심용희 이담북스 2020-04-30 9788926898833 133.9 心理学

70 적천수천미(통신론).상 서소옥, 김정혜, 안명순 이담북스 2013-10-30 9788926846513 133.32 超心理学

71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풍수학 카페 홍성서 이담북스 2013-12-02 9788926853641 133.333 超心理学

学生向け一般書 71点 293,700円 (10%税込み)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