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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마트 시대의 미디어 경영론 이옥기 한국학술정보 2016-02-26 9788926871966 658.401 経済学

2 중국 시장문화와 현대 기업문화 김용준 외 한국학술정보 2016-01-30 9788926871942 658.83951 経済学

3 중국 전통 상업관행과 상인의식의 근현대적 변용 박기수 외 한국학술정보 2016-01-30 9788926871928 658.83951 経済学

4 (2016年度版) 稅法原論(세법원론) 오윤 한국학술정보 2016-01-08 9788926871423 343.04 経済学

5 배당정책의 이해 전영환·김병곤 한국학술정보 2015-01-16 9788926867792 658.005 経済学

6 중국의 상업관행과 제도적 환경변화 김용준 외 한국학술정보 2014-11-21 9788926867891 330.951 経営経済学

7 중국 전통 상업관행과 기업 박기수 외 한국학술정보 2014-11-15 9788926867877 330.951 経済学

8 스마트 생명자원경제론 전성군 한국학술정보 2014-11-07 9788926867235 333.95 経済学

9 세계 속의 소상공인 박준수, 정우성 한국학술정보 2014-10-20 9788926867099 658.11 経済学

10 국제기업 재무전략 임태순 한국학술정보 2014-06-11 9788926862599 658.15 経済学

11 원조예산의 패턴- 원조를 위한 돈은 어떻게 변화해왔는가? 김민주 한국학술정보 2014-06-02 9788926862315 352.48 経済学

12 마케팅의 이해 : 브랜드·소비자·경쟁·온라인 관리 방용태 한국학술정보 2014-03-02 9788926861295 658.8 経営学

13 무역학 연습 박영기 한국학술정보 2014-01-10 9788926853924 382 経済学

14 중국 전통 상업관행과 금융의 발전 박기수 외 한국학술정보 2013-11-15 9788926860816 330.951 経済学

15 중국 현대기업과 상업관행의 변화 김용준 외 한국학술정보 2013-11-15 9788926860793 330.951 経済学

16 유럽기업의 성장전략과 경쟁력 박영렬, 이중우, 박용석 한국학술정보 2013-10-30 9788926853429 658.401 経営学

17 조직 간 관계특성과 공급사슬 민첩성 김재정 한국학술정보 2013-09-30 9788926846667 658.7 経営学

18 창업과 비즈니스 김흥수 한국학술정보 2013-09-30 9788926846643 658.11 経営学

19 글로벌 경영전략 임태순 한국학술정보 2013-08-30 9788926846056 658.401 経営学

20 자본구조 의사결정의 이해 : 정보비대칭의 영향분석 정민규, 김병곤 한국학술정보 2013-08-09 9788926844359 658.403 経営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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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차이나 컨센서스 : 중국발전의 실험과 모델 공봉진, 김태욱 한국학술정보 2013-03-31 9788926842959 338.951 経済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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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한일 산업경쟁력 비교
박성주,박영렬,야나기마

치 이사오 외
한국학술정보 2013-01-31 9788926840528 338 経営学

24 협동조합지역경제론 전성군,송춘호,장동헌 한국학술정보 2012-12-07 9788926839034 334 経営経済学

25 중국 현대기업의 문화와 제도(현대중국 연구총서06) 김용준 외 한국학술정보 2012-11-20 9788926840627 338.60951 経済学

26 중국 전통상업관행의 동아시아적 전개 박기수 외 한국학술정보 2012-09-10 9788926838556 330.951 経営学

27 기업환경의 변화와 경영혁신 양창삼 한국학술정보 2012-07-12 9788926834947 658.4 経済学

28 국제금융 임태순 한국학술정보 2012-07-05 9788926835104 332.042 経営経済学

29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기업가정신 최조순 한국학술정보 2012-06-29 9788926834749 338.7 経営学

30 21세기 경영정보시스템 이재열, 방희봉, 김용민 한국학술정보 2012-03-08 9788926831922 658.4038 経営経済学

31 경영학의 이해 임태순 한국학술정보 2012-03-05 9788926831960 658 経営学

32 중국기업의 이해 장동철 한국학술정보 2012-02-01 9788926830826 338.60951 経済学

33 글로벌 자동차기업에 부품 수출하기 조병휘 한국학술정보 2011-11-08 9788926827710 350.8276 経済学

34 현대투자론 입문 조승모 한국학술정보 2011-10-25 9788926827673 332.6 経済学

35 중국 현대기업문화의 변화 김용준 외 한국학술정보 2011-08-20 9788926825532 338.60951 経済学

36 금융·회계관련 국제기구 지식정보원 홍현진·노현희 한국학술정보 2011-08-19 9788926824986 332.15 経済学

37 중국상업관행의 근현대적 전개 박기수 외 한국학술정보 2011-08-11 9788926825518 381.0951 経済学

38 한국기업의 지배구조와 사업다각화, 기업가치 김동욱·김병곤 한국학술정보 2011-07-14 9788926823859 338.7 企業経済

39 주식시장과 투자 임태순 한국학술정보 2011-06-07 9788926821015 332.6322 経営経済学

40 경영분석=Business Analysis 임태순 한국학술정보 2011-05-09 9788926821428 658.152 経営経済学

41 기업윤리 Business ethics 임태순 한국학술정보 2011-05-09 9788926821404 174.4 経営学

42 재무관리 = Financial management 임태순 한국학술정보 2011-03-02 9788926819180 658.15 経営経済学

43 글로벌 통상환경 Global Trade Environment 박영기 한국학술정보 2011-01-14 9788926818268 382 経営経済学

44 글로벌경영 임태순 한국학술정보 2011-01-03 9788926817797 658.401 経営経済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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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인구구조의 변화와 자산시장 : The Impact of Change in

Population Composition on Asset Market
박진우 한국학술정보 2010-11-25 9788926816851 332.6 経営経済学

46 한국 리더십 윤리문화 조현봉 한국학술정보 2010-11-19 9788926816684 658.4092 経営経済学

47 중국 현대 소비문화와 시장문화 (현대중국연구총서 02) 김용준 외 9인 한국학술정보 2010-08-10 9788926815281 330.951 経営経済学

48 우편집중국 효율성 분석 : 자료포락분석(DEA) 이재설 한국학술정보 2010-08-09 9788926812419 383.2 経営経済学

49 중국 전통상인과 근현대적 전개 박기수 외 한국학술정보 2010-07-20 9788926815267 330.951 経営経済学

50 금융시장 : 은행·증권·보험 임태순 한국학술정보 2010-06-11 9788926810897 332 経営経済学

51 당신의 사업, 황금률로 경영하라 정충영 한국학술정보 2010-05-28 9788926810705 261.85 [658.401] 経営経済学

52 (글로벌시대의)경영학원론 방희봉,김용민,이석래 한국학술정보 2010-03-31 9788926809020 658 経営経済学

53 전략적 기업경영과 법 최승재 한국학술정보 2010-02-26 9788926807941 346.066 商法

54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기업의 문화마케팅 진종훈 한국학술정보 2009-10-30 9788926804872 658.8 経営経済学

55 국제조세이론과 실무 최인섭,안창남 한국학술정보 2009-08-31 9788926804070 336.2 経営経済学

56 인적자원관리와 신인사제도 : 인적자원관리란 무엇인가? 양창삼 한국학술정보 2009-07-31 9788926801697 658.3 経営経済学

57 서비스이용고객의 전환행동과 전환비용 변충규 한국학술정보 2009-05-20 9788926800072 658.8342 経営経済学

58 금융재테크 성공론 한만봉,장석숙 한국학술정보 2009-04-10 9788953423121 332.6 経営経済学

59 전자거래법 나승성 한국학술정보 2008-12-26 9788953481718 658.84 経営経済学

60 증권거래법 개설 나승성 한국학술정보 2008-12-26 9788953481336 346.092 経営経済学

61 자본과세론 오윤 한국학술정보 2008-12-20 9788953499324 336.2 経営経済学

62 조세전략과 대응 오윤 한국학술정보 2008-12-20 9788953499348 336.2 経営経済学

63 직업과 경제 한만봉 한국학술정보 2008-12-20 9788953498075 330.9519 経営経済学

64 국가와 브랜드이미지 주경철 한국학술정보 2008-12-10 9788953477797 658.8 経営経済学

65 리더십과 임파워먼트 연구 고성돈 한국학술정보 2008-11-20 9788953456471 658.4092 経営経済学

66 리더의 조건 다양성의 7가지 원칙 윤용구 한국학술정보 2008-11-07 9788953439832 658.4092 経営経済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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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고객만족論 김영신 한국학술정보 2008-10-22 9788953403000 658.812 経営経済学

68 제품의 디지털 인터랙티브 E-매체를 활용한 사용성에 관한 연구 오재성 한국학술정보 2008-10-21 9788953403093 659.1 経営経済学

69 국제무역이론사 이균 한국학술정보 2008-09-30 9788953442337 382 経営経済学

70 세계화시대의 국제무역의 이론과 정책 이균 한국학술정보 2008-09-30 9788953446588 382.1 経営経済学

71 대외무역관리법규 박영기 한국학술정보 2008-09-20 9788953499744 343.087 経営経済学

72 효율성과 생산성 분석 박만희 한국학술정보 2008-08-30 9788953499102 332.46 経営経済学

73 경제정책론 박추환 한국학술정보 2008-08-20 9788953499140 338.9 経営経済学

74 지역경제학 박추환 한국학술정보 2008-08-20 9788953499164 338.9 経営経済学

75 기업의 사회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간의 관계
김헌 임효창 홍길표 박상

안
한국학술정보 2008-08-10 9788953499027 338.6 経営経済学

76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제도
최정표 이의영 김재구 이

봉의 양덕순
한국학술정보 2008-08-10 9788953498808 685.3 経営経済学

77 화교기업과 중국경제 이재유 허흥호 한국학술정보 2008-07-31 9788953497450 330 経営経済学

78 국제무역의 기초와 실제 박영기 한국학술정보 2008-07-30 9788953498242 658 経営経済学

79 멘토링 경영 리더십 류재석 한국학술정보 2008-07-20 9788953497269 658 経営経済学

80 WTO와 FTA로 살펴보는 국제무역질서의 이해 박영기 한국학술정보 2008-07-10 9788953496859 382 経営経済学

81 (면접에서 육성까지 한권으로 끝내주는) 기질면접 최봉학 한국학술정보 2008-06-25 9788953496217 650 経営経済学

82 감성 펀치 : 감성 전략 및 전술 지침 김원제 정세일 한국학술정보 2008-06-20 9788953495739 650 経営経済学

83 경영환경의 변화와 조직의 혁신전략 양창삼 한국학술정보 2008-06-05 9788953492875 650 経営経済学

84
서비스 종업원의 직무만족이 종업원의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조성암 한국학술정보 2008-04-28 9788953490864 658.83 経営経済学

85 중국 이동통신 제조업 기술역량 김복자 한국학술정보 2008-04-21 9788953485921 384.3 交通、通信

86 근세중국의 국가경영과 재정 이민호 한국학술정보 2008-04-20 9788953480797 338.951 経営経済学

87 외국펀드와 조세회피 오윤 한국학술정보 2008-04-10 9788953484948 332.6327 経営経済学

88 Mega-Event의 경제적 파급 효과 김한주 한국학술정보 2008-03-31 9788953484566 338.4791 交通、通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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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한국의 소상공인과 재래시장 상인의 성공요인 서근하 한국학술정보 2008-03-17 9788953484245 338.642 経営経済学

90 재무정보와 주가 백재승 한국학술정보 2008-02-20 9788953481435 658.15 経営経済学

91 중소도시의 산업재구조화와 제도적 역량 김동완 한국학술정보 2008-01-20 9788953475595 338.9519 経営経済学

92 30일 역전의 경제학 : 경제학 하수에서 고수로 유쾌한 뒤집기 한판 오영수 이담북스 2016-09-09 9788926875209 330 経済学

93 팀장이 직면하는 27가지 난감한 순간
브루스 툴간 저/김광현,도

상오 역
이담북스 2016-01-11 9788926871386 658.4092 経済学

94 (개별 프로젝트를 넘어) 멀티 프로젝트 관리 전문가 되기 조호행, 김성민 이담북스 2015-07-06 9788926870037 658.404 経済学

95 브랜드, 세계를 삼키다: 작지만 강한 한국 중소기업의 성공 DNA
진병호, 정재은, 정소원,

양희순
이담북스 2015-06-30 9788926870105 338.642 経済学

96 The Next 모바일 비즈니스 연대성 이담북스 2014-11-10 9788926867211 384.53 経済学

97 인사팀장이 쓴 채용노트 이병권 이담북스 2014-10-01 9788926866719 658.311 経済学

98 비즈니스 협상을 잘하는 방법: 협상! 이렇게 준비하고 끝내라! 노진경, 여범종 이담북스 2014-06-02 9788926862476 658.4052 経済学

99 경세제민의 길 김형기 이담북스 2014-04-25 9788926861691 330.9519 経済学

100 사례로 본 EU시장 공략 노하우 박영렬, 신현길 이담북스 2014-02-03 9788926854631 382.6 経営学

101 오프라인 매장 이대로 죽을 순 없다 김숙희 이담북스 2013-10-10 9788926852729 658.87 経営学

102 학습하는 조직이 살아남는다 박주희,임문규,하정수 이담북스 2013-07-31 9788926844199 658 経営経済学

103 투자 리스크관리 길잡이 서영수 이담북스 2013-05-31 9788926843062 332.632 経済学

104 외국인유학생의 한국회사 취업하기 : 중국인유학생을 중심으로 이창영, 홍영성, 추이센송 이담북스 2013-05-20 9788926843178 331.8 経営経済学

105 경영혁신과 창조경영 양창삼 이담북스 2013-05-17 9788926843123 658.401 経営学

106 (창조하는 조직을 위한)지식재산 레시피 이태원 이담북스 2013-05-17 9788926843031 658.401[608] 経営学

107 오래된 지혜, 경청 : 소통의 바퀴, 화합의 단추, 리더의 품격 조병인 이담북스 2013-05-10 9788926842690 650.1 経営学

108 (조직을 위한)전략적 관리 기법 200가지 : 현대는 전략의 시대이다 박홍윤 이담북스 2013-03-15 9788926841716 658.3 経営学

109 부자가 되는 과학적 방법(개정판) 월러스 워틀스, 지갑수 이담북스 2013-02-01 9788926840948 332.024 経営学

110 경제민주화와 금전만능주의의 종말 김성배 이담북스 2012-12-07 9788926839522 339.2 経営経済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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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인터넷 쇼핑몰 창업론 황윤정 이담북스 2012-10-05 9788926838198 658.84 経営学

112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 경영의 이해 박오성 이담북스 2012-08-31 9788926834985 658.401 経済学

113 성과관리의 기술 이현 이담북스 2012-07-20 9788926835432 658.3 経営経済学

114 변화하는 조직이 성장한다 : 조직변화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가이드 박주희 이담북스 2012-07-10 9788926834664 658.402 経営経済学

115 B2C 영업 기초 노진경 이담북스 2012-02-01 9788926830581 658.8342 経営学

116 B2C 영업 성공전략 노진경 이담북스 2012-02-01 9788926830604 658.8342 経営学

117 B2C 영업 실전전략 노진경 이담북스 2012-02-01 9788926830628 658.8342 経営学

118 취업비밀노트 회사 입장에서 생각해라 김인범, 이승찬, 최용준 이담북스 2012-01-17 9788926830246 658.31124 経済学

119 지도자론 :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과 리더십 이진호 이담북스 2011-12-05 9788926828670 658.4092 経営学

120 (현장에서 바라본)중국 물류 장대훈 외 이담북스 2011-12-02 9788926828144 382 経済学

121 경제정의와 균형자본주의 김성배 이담북스 2011-09-22 9788926826317 330.122 経済学

122 평생직업을 위한 자기혁신경영 (개정판) 이한일 이담북스 2011-06-03 9788926822845 650.1 経営学

123
Global Green Growth Money : 그린머니의 중요성과 그린테크와의

결혼
임은모 이담북스 2011-05-30 9788926822425 333.794 経済学

124 (개인과 기업의 가치를 챙기는)멘토링 인간가치 경영 류재석 이담북스 2011-05-09 9788926821503 658.3 経営学

125 세일즈 혁명 (영업완전정복 시리즈 1권) 노진경 이담북스 2011-05-06 9788926822067 658.85 経営学

126 영업 커뮤니케이션 노진경 이담북스 2011-05-06 9788926822081 658.812 経営学

127
(인생을 리드하는 휴먼, 감동 스토리)실패예찬 : 애벌레가 번데기를

거쳐 나비가 되기까지
이화순 이담북스 2011-05-02 9788926821442 650.1 経営学

128 영업! 전략으로 승부하라 (영업완전정복 시리즈 3권) 노진경 이담북스 2011-04-29 9788926822104 658.81 経営学

129 성과창출에서 보상까지 한 권으로 끝내주는 BSC 최봉학 이담북스 2011-01-18 9788926817339 658.401 経営経済学

130 차이나 이펙트 중국경제정보분석,김태일 이담북스 2010-12-24 9788926817971 332.632 経営経済学

131
국제 비즈니스 창업 : 성공적인 해외 창업을 위한 가이드

=International business start up
방용태 이담북스 2010-11-29 9788926816950 384.5 経営経済学

132 리딩 파워(Leading Power) : 사람을 이끄는 진정한 리더 이야기 서정하 이담북스 2010-11-10 9788926816790 658.4092 経営経済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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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기업 성공의 핵심은 사람관리이다 김인범 이담북스 2010-09-30 9788926815328 658.3 経営経済学

134 자본시장에서의 행동재무론 : 왜 심리가 투자에서 중요한가? 정성훈 이담북스 2010-06-28 9788926811221 332.6019 経営経済学

135 마케팅조사 실무노트.3, 분석편 : 각종 분석기법과 통계분석 하지철,이동한 이담북스 2010-06-04 9788926810798 658.83 経営経済学

136 (성공기업들의 생존방법)지식서비스 아웃소싱 : 기술전략편
지식경제부 산업연구원

편
이담북스 2010-05-31 9788926809785 658.401 経営経済学

137 (성공기업들의 생존방법)지식서비스 아웃소싱 : 운영전략편
지식경제부 산업연구원

편
이담북스 2010-05-31 9788926810484 658.401 経営経済学

138 마케팅조사 실무노트.2, 모델링편 : 구조방정식의 실무적용 하지철 이담북스 2010-04-05 9788926809501 658.83 経営経済学

139 인적자원경영론 홍정기 이담북스 2010-03-31 9788926809280 658.3 経営学

140 경영 그리고 멘토링 : 경영인에게 주는 희망이야기 류재석 이담북스 2010-03-05 9788926808603 658 経営経済学

141 인간 그리고 멘토링 : 차세대 리더에게 주는 희망이야기 류재석 이담북스 2010-03-05 9788926808665 658.3 経営学

142 윤리 딜레마 탈출 : 이익충돌 (conflicts of interest)의 지혜 곽형석 이담북스 2010-02-16 9788926808122 352.63 [172.2] 行政学

143 주식투자의 길 1 : 철학과 전략 김태일 이담북스 2010-02-15 9788926808023 332.6322 経営経済学

144 주식투자의 길 2 : 증시해체 김태일 이담북스 2010-02-15 9788926808047 332.6322 経営経済学

145 마케팅조사 실무노트.1, 실무편 : 조사기획에서 보고서작성까지 하지철 이담북스 2010-01-29 9788926806272 658.83 経営経済学

146 경영조직론 서상원 이담북스 2009-10-09 9788926804018 658.402 経営経済学

147 인적자원관리 서상원 이담북스 2009-10-09 9788926804032 658.3 経営経済学

148 E-COMMERCE, E-TRADE를 위한 전자결제론 배상목,전용식 이담북스 2009-09-30 9788926803875 658.84 経営経済学

149 (유통관리사 준비를 위한)유통 마케팅론 서상원 이담북스 2009-08-31 9788926803059 658.8 経営経済学

150 영업달인의 비밀노트 : 회사를 살리는 영업, 이익을 남기는 영업 노진경 이담북스 2009-07-20 9788926801598 658.8 経営経済学

151 현대인의 자기관리 홍정기 이담북스 2009-07-15 9788926801833 650.1 経営経済学

152 재무행정 서상원 이담북스 2009-04-30 9788953471566 336 経営経済学

153 IT'S PEOPLE :이제는 인재경영이다 박형건 이담북스 2009-03-31 9788953414174 658.3 経営経済学

154 중소기업의 전략적 성과관리(BSC) 실무편 한국BSC연구회,최봉학 이담북스 2009-03-17 9788953413726 658.401 経営経済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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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중소기업의 전략적 성과관리(BSC) 이론편 한국BSC연구회,최봉학 이담북스 2009-03-17 9788953413702 658.401 経営経済学

156 품질관리기술사 이광범,구자활 이담북스 2009-03-05 9788953413283 658.562 経営経済学

157 조직관리론 서상원 이담북스 2009-02-25 9788953412095 658.402 経営経済学

158 중국 증권법 바로알기 김명아 이담북스 2009-01-31 9788953410053 332.64 経営経済学

159 프리젠테이션 마스터 A-Z 노진경 이담북스 2009-01-30 9788953405233 658.452 経営経済学

160 김대리 영업의 달인이 되다 노진경 이담북스 2009-01-20 9788953499997 658.8 経営経済学

学生向け一般書 160点 1,435,320 円(8% 税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