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書名 著者 出版社 出版日付 ISBN(paper) DDC 分野

1 일본의 환경외교 - 기후변화교섭과 글로벌 거버넌스
카노우다케히로 지음; 박덕영

외 옮김
한국학술정보 2016-04-30 9788926874264 327.17 政治学

2 개발도상국 식수 개발 손주형 한국학술정보 2016-01-29 9788926871546 628.142 工学

3 빗물집수시스템(적정기술 적용의 입문서) 손주형 한국학술정보 2014-12-23 9788926867532 628.142 工学

4 새로운 도로 배수 설계 방법 이만석 한국학술정보 2014-02-28 9788926860892 625.734 工学

5 과학기술과 환경 그리고 위험커뮤니케이션 : 과학문화연구5 임경순 외6인 한국학술정보 2013-09-06 9788926845455 628.5[601] 科学技術

6 지오인포매틱스 Geoinformatics : 개정판 주현승 한국학술정보 2013-03-15 9788926841822 526.9 工学

7 환경복지국가 : 공생의 길 최경구 한국학술정보 2013-01-18 9788926840382 361.3 社会学

8 EU 환경법 김두수 한국학술정보 2012-05-13 9788926833933 344.046 工学

9 서울시 주거지 경관문제의 이해 : 변화와 재생의 관점에서 보기 방재성 한국학술정보 2012-04-06 9788926832752 711.58 工学

10 한반도의 댐 박치현 한국학술정보 2011-05-26 9788926822494 627.8 建築工学

11 과학기술과 문화예술 : 과학문화연구 1
과학문화연구센터,정광수,김현

승
한국학술정보 2010-08-31 9788926814949 507 技術科学

12 과학기술과 공간의 융합 : 과학문화연구 2
과학문화연구센터,임경순,김춘

식
한국학술정보 2010-08-31 9788926814963 507 技術科学

13 한국의 과학문화와 시민사회 : 과학문화연구 3
과학문화연구센터,임종태,홍성

욱,정세권
한국학술정보 2010-08-31 9788926814987 507 技術科学

14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역설과 남강댐의 딜레마 김창수 한국학술정보 2010-06-30 9788926811337 627.12 工学

15 환경정책의 구조와 논리 김창수 한국학술정보 2008-07-23 9788953497221 350 行政学

16 초록 마을 사람들 전성군 한국학술정보 2008-05-10 9788953491625 630 農業

17 부영양화와 생태공학 김호섭 한국학술정보 2007-12-31 9788953480155 628.168 工学

18 생태적 환경국가로 가는 길 한상운 한국학술정보 2007-12-30 9788953477957 334.046 工学

19 초원의 유혹 전성군 한국학술정보 2007-11-15 9788953477315 630.2 農業

20 현대도시계획 하창현 편저 한국학술정보 2007-07-20 9788953458086 711.4 工学

21 한국 산업화의 지속가능성 평가와 녹색대안 오용선 한국학술정보 2007-01-31 9788953462588 304.2 社会学

22 수질환경정책의 구조와 논리 김창수 한국학술정보 2006-11-30 9788953459724 354.36 工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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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입체도시계획의 이해와 활용 정종대, 김영훈, 박신영 한국학술정보 2006-11-30 9788953460485 711.4 工学

24 녹색담론과 환경외교 정상률 한국학술정보 2006-08-31 9788953455665 354.3 工学

25 도시개발풍수론 김상휘 한국학술정보 2006-08-31 9788953456044 711.4 工学

26 현대환경행정론 김진욱, 한만봉 한국학술정보 2006-08-31 9788953455467 354.3 工学

27 현대 경관을 보는 열두 가지 시선 조정송 외 한국학술정보 2006-08-29 9788953456006 712 園芸学

28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리와 적용 김진현 한국학술정보 2006-07-30 9788953454583 344.046 工学

29 서울시 주상복합건물의 주거 특성 정은진 한국학술정보 2006-07-20 9788953454200 711.58 工学

30 환경규제강화와 경쟁력 조주현 한국학술정보 2006-04-15 9788953449084 354.3 工学

31 대규모 상업시설물의 환경특성과 길찾기 안은희 한국학술정보 2006-02-10 9788953445208 711.5522 工学

32 독일 재생에너지 정책과 지속 가능 발전전략 박상철 이담북스 2015-06-30 9788926870013 333.794 経済学

33 (숲 해설 전문가 양성·훈련을 위한)숲 해설 기초 국립수목원(이주희, 조계중) 이담북스 2014-10-17 9788926861493 577.3 生命科学

34 (숲 해설 전문가 양성·훈련을 위한)숲 해설 워크북

국립수목원 ; 이주희, 조계중,

라승대, 존 베버카, 이해주, 임

연진

이담북스 2013-12-31 9788926854464 577.3 生命科学

35 중국 재생가능에너지법의 핫이슈 유향란 이담북스 2013-10-31 9788926852996 343.092 環境工学

36 세계의 환경 : 극복해야 할 인류의 과제 황유정 이담북스 2013-10-11 9788926852910 363.7 環境工学

37 글로벌 에너지정책과 천연가스사업 개발전략 박상철 이담북스 2013-07-10 9788926843765 333.79 経済学

38 환경과 성장 : 새 정부를 위한 녹색성장 제언 황병상 이담북스 2013-06-27 9788926843840 352.66[354.3] 行政学

39 지속가능 창조사회의 녹색도로 노관섭,이광호 외 15인 이담북스 2013-05-10 9788926842676 625.8 工学

40 온실가스·에너지 적산실무Ⅰ
(재)한국플랜트건설연구원 온실

가스·에너지적산센터
이담북스 2012-10-12 9788926838297 354.3 環境工学

41 온실가스·에너지 적산실무Ⅱ
(재)한국플랜트건설연구원 온실

가스·에너지적산센터
이담북스 2012-10-12 9788926838310 354.3 環境工学

42 세계주요국의 기후변화법제 박덕영 이담북스 2012-06-25 9788926835340 344.046 環境工学

43 도시공간 녹화디자인 Urban space green design 송채은 이담북스 2011-10-28 9788926827550 712.5 環境工学

4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한국의 미래, 새로운 패러다임 박재홍 이담북스 2011-04-08 9788926820506 354.3 環境工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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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도시공간에서 녹색을 읽다 윤성은 이담북스 2011-03-18 9788926820520 711.5 環境工学

46 신재생에너지 조용덕·이상화 이담북스 2011-02-25 9788926819265 333.794 社会学

47 생태정신의 녹색사회: 독일 사지원 이담북스 2011-02-18 9788926819647 307.7 社会学

48
(그린의 메카 중동에서 선택한 한국원자력)그린에너지 원자력

green energy nuclear energy
임은모 이담북스 2010-04-05 9788926809600 658.406 経営経済学

49
수질공학의 응용과 해설[1] : "하나뿐인 지구" 지구촌 경제재 물

환경치유
조용덕,이상화 이담북스 2010-02-26 9788926807804 628.1 環境工学

50
수질공학의 응용과 해설[2] : "하나뿐인 지구" 지구촌 경제재 물

환경치유
조용덕,이상화 이담북스 2010-02-26 9788926807828 628.1 環境工学

51 글로벌 그린마켓 승자의 길 : Go Global Green Growth 임은모 이담북스 2010-01-08 9788926807248 363.7 環境工学

52 제5의 물결, 녹색인간 이진우, 이은주 이담북스 2009-11-25 9788926805275 363.7 工学

53
탄소제로도시 마스다르의 도전 : 미래 녹색성장 첨단 혁신경영 모

델
임은모 이담북스 2009-11-15 9788926805190 363.7 工学

学生向け一般書 53点 532,440 円(8% 税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