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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분야 책명 저자

1 문화 미디어의 이해 마셜 매클루언

2 문화 게오르그 짐멜의 문화이론 게오르그  짐멜

3 문화 대중문화와 문화이론 존스토리 

4 문화예술 바흐 평전 박용수

5 문화예술 서양건축사 비난트  클라센

6 문화예술 서양미술사 E.  H. 곰브리치

7 문화예술 숭고와 미의 근원을 찾아서 에드먼드  버크

8 문화예술 예술로서의 삶 재커리  심슨

9 문화예술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아놀드  하우저

10 문화예술 이중톈 미학강의 이중톈

11 문화예술 지식의 고고학 미셸  푸코

12 문화예술 혜곡 최순우, 한국미의 순례자 이충렬

13 문화예술 건축의 사회사 빌  리제베로

14 사회 3차 산업혁명 제러미  리프킨

15 사회 제4차 산업혁명 클라우스  슈밥

16 사회 국부론 애덤  스미스

17 사회 국화와 칼 루스  베니딕트

18 사회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라인홀드  니버

19 사회 사회계약론 장자크  루소

20 사회 세계인권사상사 미셸린  이샤이

21 사회 21세기 자본 토마  피케티

22 사회 여권의 옹호 메리  울스턴크래프트

23 사회 역사의 종말 프랜시스  후쿠야마

24 사회 오리엔탈리즘 에드워드  사이드

25 사회 월든 헨리  데이비드 소로

26 사회 유토피아 토머스  모어

27 사회 자본론 카를  마르크스

28 사회 경영의 모험 존  브룩스

29 사회 제국의 미래 에이미  추아

30 사회 희망의 밥상 제인구달

31 사회 체 게바라 평전 장  코르미에

32 사회 총 균 쇠 재레드  다이아몬드

33 사회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막스  베버

34 사회 행복이란 무엇인가? 탈-벤  샤하르

35 사회 현대사회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존  스토트

36 사회 후불제 민주주의 유시민

37 사회 상식 토머스  페인

38 사회 탐욕의 시대 장  지글러

39 인문(문학) 켄터베리 이야기 제프리  초서

40 인문(문학) 고백록 성 아우구스티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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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인문(문학) 그리스인 조르바 니코스  카잔차키스

42 인문(문학) 김수영 전집 김수영

43 인문(문학) 노인과 바다 헤밍웨이

44 인문(문학) 등대로 버지니아  울프

45 인문(문학) 파리의 노트르담 빅토르  위고

46 인문(문학) 빌리 버드 허먼  멜빌

47 인문(문학) 서곡 월리엄  워즈워스

48 인문(문학) 신곡 단테

49 인문(문학) 실낙원 존  밀턴

50 인문(문학) 이스탄불 오르한  파묵

51 인문(문학) 젊은 예술가의 초상 제임스  조이스

52 인문(문학) 천국의 열쇠 A.  J. 크로닌

53 인문(문학) 죄와 벌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54 인문(문학) 채식주의자 한강

55 인문(문학)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마르셀 프루스트

56 인문(역사) 대항해시대 주경철

57 인문(역사) 사기 사마천

58 인문(역사) 극단의 시대: 20세기의 역사 에릭  홉스봄

59 인문(역사) 레로도토스 역사 헤로도토스

60 인문(역사) 로마인 이야기 6, 팍스 로마나 시오노  나나미

61 인문(역사) 서양 중세 문명 자크  르 고프

62 인문(역사) 프랑스 대혁명 막스  갈로

63 인문(역사) 기독교, 그 위험한 사상의 역사 앨리스터  맥그래스

64 인문(역사) 나를 운디드니에 묻어주오 디  브라운

65 인문(종교) 각 시대의 대쟁투 엘렌  화이트

66 인문(종교) 구약(창세기, 잠언, 시편) 　

67 인문(종교) 성과 속 마르치아  엘리아데

68 인문(종교) 성스러움의 의미 루돌프  옷토

69 인문(종교) 시대의 소망 엘렌  화이트

70 인문(종교) 신약(누가복음, 사도행전) 　

71 인문(철학) 국가론 플라톤

72 인문(철학) 논어 공자

73 인문(철학) 도덕경 노자

74 인문(철학) 목민심서 정약용

75 인문(철학) 성찰 르네  데카르트

76 인문(철학)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 임마누엘  칸트

77 인문(철학) 정의론 존  롤스

78 인문(철학) 죽음에 이르는 병 키에르케고르

79 인문(철학) 팡세 파스칼

80 인문(철학) 관용론 볼테르

81 인문(철학) 정치와 도덕을 말하다 마이클  샌델

82 인문(철학) 고통의 문제 C.  S. 루이스

83 인문(철학) 호모 사케르 조르조  아감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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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자연과학 과학과 가설 앙리 푸앵카레

85 자연과학 과학혁명의 구조 토마스. S. 쿤

86 자연과학 기하학 원론 유클리드

87 자연과학 마음의 과학 스티븐 핑거 외

88 자연과학 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

89 자연과학 생명이란 무엇인가? 에르빈  슈뢰딩거

90 자연과학 시간의 역사 스티븐  호킹

91 자연과학 컨버전스 피터  왓슨

92 자연과학 통섭 에드워드  윌슨

93 자연과학 생명의 해방 찰스  버치 · 존 캅

94 자연과학 인공지능의 시대, 인간을 다시 묻다 김재인

95 자연과학 신의 언어 프랜시스. S. 콜린스

96 자연과학 지적 설계 윌리엄  뎀스키

97 자연과학 더 브레인 데이비드  이글먼

98 자연과학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사이먼  싱

99 자연과학 코스모스 칼  세이건

100 자연과학 막스 플랑크 평전 에른스트  페터 피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