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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인문학 수업 [仕事帰りの人文学授業] 멈춤 백상경제연구원／편저 한빛비즈 1157842858 1111939606 002 2018.9

퇴근길 인문학 수업 [仕事帰りの人文学授業] 전진 백상경제연구원／편저 한빛비즈 1157842872 1111939615 002 2018.10

옛사람들에게 배우는 삶의 길 [古人に学ぶ人生の道] 크리스토프 호른／지음 생각의 나무 8984983984 1111941435 131 2005.2

순수이성비판 [純粋理性批判] 임마누엘 칸트／지음 동서문화사 8949709086 1111940750 134.2 2007.7

나는 내 상처가 제일 아프다 [私は私の傷が一番痛い] 박 민근／지음 레드 박스 8989456926 1111939689 146 2016.8

다시 프로이트, 내 마음의 상처를 읽다

 [またフロイトは、私の心の傷を読む]
유 범희／지음 더숲 1186900116 1111943251 146.13 2016.6

당신이 옳다 [あなたは正しい] 정 혜신／지음 해냄출판사 8965746669 1111935278 146.8 2018.1

뉴비기닝! 원하는 삶을 창조하는 마음의 법칙

 [エイブラハムの教えビギニング]
에스더 힉스／지음 시골생활 8972207238 1111943190 147.3 2008.1

더룰 [ユダヤ人の頭のなか] 앤드류 서터／지음 북스넛 8991186514 1111943180 159 2008.1

느리게 더 느리게 [ゆっくりさらにゆっくり] 장 샤오형／지음 다연 8992441476 1111941391 159 2014.2

보통 사람의 인생을 특별하게 만드는 지속하는 힘

 [1つのことを長く続けられる技術]
고바야시 다다아키／지음 아날로그 1187147008 1111941417 159 2016.1

김 미경 의 인생 미답 [キム・ミギョンの人生未踏] 김 미경／지음 한국경제신문 8947540926 1111941426 159 2016.5

관계의 달인 [関係の達人] 앤드류 매튜스／글・그림 북라인 8989847489 1111939624 159 2008.4

미셀처럼 공부하고 오바마처럼 도전하라

 [ミシェルのように勉強してオバマのように挑戦しなさい]
김 태광／지음 흐름출판 8990872562 1111939651 159 2009.2

습관은 배신하지 않는다 [習慣は裏切らない] 공 병호／지음 21세기북스 8950933623 1111939731 159 2011.1

일 따위를 삶의 보람으로 삼지 마라

 [仕事なんか生きがいにするな]
이즈미야 간지／지음 북라이프 1185459967 1111939750 159 2017.12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私は毎日あらゆる点でますます良くなっている]
조셉 존슨／지음 하늘아래 8989897217 1111939778 159 2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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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려고 열심히 계획 세웠나 자괴감 들고 괴로운 당신이 봐야 할 습관책

 [習慣を変えれば人生が変わる]
마크 레클라우／지음 팬덤북스 1161690285 1111939796 159 2017.11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잭 캔필드／지음 푸른숲 8971847848 1111938387 159 1997.9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잭 캔필드／지음 푸른숲 8971847855 1111938396 159 1997.9

핑! [カエルのピング]
스튜어트 에이버리 골드／
지음

웅진윙스 8901054698 1111938402 159 2006.5

즐겨야 이긴다 [たった今から、ハッピーになる!] 앤드류 매튜스／글・그림 북라인 8989847472 1111935269 159 2007.1

내 인생에서 놓쳐선 안 될 1% 행운

 [私の人生でのがしてはいけない1%の幸運]
잭 캔필드／지음 흐름출판 8990872371 1111935302 159 2008.1

멘토 스펜서 존슨／지음 비지니스북스 8991204362 1111935330 159 2000.2

나는 죽을 때 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

 [私は死ぬまで楽しく生きたい]
이 근후／지음 갤리온 8901154091 1111941453 159.79 2013.2

생각 버리기 연습 [考えない練習] 코이케 류노스케／지음 21세기북스 8950926298 1111941408 184 2010.9

한권으로 읽는 삼국왕조실록 임 병주／지음 들녘 8975270918 1111938420 221.03 1998.3

한권으로 읽는 고려왕조실록 박 영규／지음 들녘 8975271540 1111938411 221.04 2000.3

한권 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 박 영규／지음 들녘 8975270291 1111938430 221.05 1996.3

알기 쉽게 한권으로 엮은 중국사

 [わかりやすく一冊で構成した中国史]
중국역사연구회／지음 오상 8979530551 1111941462 222.01 1998.4

유머러스 영국역사 [とびきり愉快なイギリス史] 존 파먼／지음・그림 가람기획 8984352742 1111935250 233 2007.7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世の中で最も有名な話] 제임스 볼드윈／엮음 경성라인 8955640724 1111939660 280 2005.11

왕비로 보는 조선왕조 [王妃たちの朝鮮王朝] 윤 정란／지음 이가출판사 8975470981 1111935311 288.49 2015.1

마지막 강의 [最後の授業] 랜디 포시／지음 살림출판사 8952209245 1111943233 289.3 2008.6

살아있는역사 [リビング・ヒストリー] 힐러리 로댐 클린턴／지음 웅진닷컴 8901042190 1111943270 289.3 2003.6

희망의 이유 [森の旅人] 제인 구달／지음 궁리 8988804490 1111939713 289.3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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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겁지 않으면 인생이 아니다 [楽しくなければ人生ではない] 린 마틴／지음 글담 출판사 8992814850 1111943260 290.9 2014.6

제로 투 원 [ゼロ・トゥ・ワン] 피터 틸／지음 한국경제신문 8947529877 1111935296 335 2014.11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ウォートン流人生のすべてにおいてもっとトクをする新しい交渉術]

스튜어트 다이아몬드／지
음

8.0(에이트 포인트) 8933870181 1111941444 361.3 2011.11

끌리는 사람의 백만불짜리 매력 [魅せる力] 브라이언 트레이시／지음 한국경제신문 8947526272 1111939722 361.45 2008.8

부모와 아이 사이 [子どもの話にどんな返事をしてますか?] 하임 G. 기너트／지음 양철북 8990220127 1111935287 379.9 2003.8

작은 소리로 아들을 위대하게 키우는 법

 [男の子を伸ばす母親は、ここが違う!]
마츠나가　노부후미／저 21세기북스 8950910877 1111935320 379.9 2007.2

마흔에 읽는 손자병법 [四十に読む孫子兵法] 강 상구／지음 흐름출판 8965960126 1111938369 399.23 2012.3

어떻게 인생 을 살 것 인가 [どう人生を買うのだろうか] 쑤 린／지음 다연 8992441643 1111938378 399.23 2015.6

원정혜의 힐링요가 [ウォン・ジョンヒェのヒーリングヨガ] 원 정혜／지음 랜덤하우스joongang 8957571071 1111943224 498.34 2003.9

아이의 마음을 움직이는 한마디 [子供の心を動かす一言] 첸 스진／지음 제이플러스 1156010500 1111939633 599 2017.2

아들 키울 때 꼭 알아야 할 12가지

 [息子を育てる時必ず知っていなければならない12か条]
이안 그랜트／지음 지식너머 8952775832 1111939642 599 2016.3

사람이 따르는 말 사람이 떠나는 말

 [頭がいい人、悪い人の話し方]
히구치 유이치／지음 대교베텔스만 8957591413 1111938449 809.2 2005.1

한중일 공통 한자어 어휘집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1188016150 1111863508 829.14 2020.3

일본의 부자들 [大江戸豪商伝] 도몬 후유지／지음 사과나무 8987162553 1111941382 913.6 2003.5

퍼레이드 [パレード] 요시다 슈이치／지음 은행나무 8956600321 1111939787 913.6 2003.5

나는 둔감하게 살기로 했다 [鈍感力] 와타나베 준이치／지음 다산초당 1130616636 1111939769 914.6 2018.4

국화꽃향기 [菊花の香り] 김하인／지음 생각의나무 8988045930 1111943206 929.13 2000.6

국화꽃향기 [菊花の香り] 김하인／지음 생각의나무 8988045947 1111943215 929.13 2000.6

투명 인간 [透明人間] 성 석제／지음 창비 8936434144 1111939698 929.13 2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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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에게 주는 레시피 [娘にあたえるレシピ] 공 지영／지음 한겨레 출판 8984319097 1111939670 929.14 2015.6

로드 [ザ・ロード] 코맥 매카시／지음 문학동네 8954605908 1111943242 933.7 2008.6

선물 [プレゼント] 스펜서 존슨／지음 랜덤하우스코리아 8957572184 1111939740 933.7 2003.12

폰터씨의 위대한 하루 [今日、わたしは心を決める] 앤디 앤드루스／지음 세종서적 8984071285 1111938350 933.7 2003.7

내 인생을 바꿔놓은 열일곱 살의 바다

 [赤ちゃんクジラと泳いだ海]
린 콕스／지음 북폴리오 8937831553 1111935240 936 2006.11

부활 톨스토이／지음 오늘 8935502264 1111939704 983 19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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