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번 분야 도서명 출판사 저자/편자/역자

1 총류 지식의 보고 알렉산드리아 대 도서관* 도서출판 태일사 남태우

2 총류 광고의 윤리와 법과 규제 (주)나남 조병량

3 총류 구텐베르크의 귀환 한국학술정보(주) 이용준, 김원제, 정세일

4 총류 소셜미디어와 협력사회 도서출판 한울 노기영

5 총류 에코뮤지엄 북코리아 출판사 배은석

6 총류 조선통신사 도서출판 소화 나카오 히로시/손승철

연번 분야 도서명 출판사 저자/편자/역자

1 철학 마테오 리치와 주희, 그리고 정약용* 심산출판사 김선희

2 철학 20세기의 매체철학 (주)그린비출판사 심혜련

3 철학 김교신의 철학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양현혜

4 철학 노장철학과 니체의 니힐리즘 도서출판 문사철 양승권

5 철학 니체와 도덕의 위기 그리고 기독교 철학과현실사 최순영

6 철학 동양적 사유는 어떻게 탄생했는가 (주)글항아리 김경호

7 철학 東洋哲學思想論稿 (사)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신동호

8 철학 라이프니츠의 형이상학 서강대학교출판부 박제철

9 철학 부정의 역사철학 도서출판 길 박구용

10 철학 불교와 무의 근대 (주)그린비출판사 김영진

11 철학 상식철학으로 읽는 인류문명과 한국 사회 현실 도서출판 서광사 김의수

12 철학 생生·몽夢·사死의 의식구조 세창미디어 최덕규

13 철학 세계와 정신 철학과현실사 손동현

14 철학 애도 받지 못한 자들 쿠북 김종갑 외 11인

15 철학 유가 전통과 과학 예문서원 김영식

16 철학 존재의 충만, 간극의 현존(1, 2) (주)그린비출판사 조광제

17 철학 죽음의례 죽음 한국사회 도서출판 모시는사람들 이용범 외 12인

18 철학 지식의 본성 도서출판 어문학사 홍병선

19 철학 철학의 흔적들 소나무 박이문

20 철학 칸트 이성철학 9서5제 아카넷 백종현

21 철학 콜버그의 도덕발달 UUP(울산대학교 출판부) 김진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선정 목록

총류 : 6종

철학 : 25종



22 철학 학문론 (주)지식산업사 조동일

23 철학 한국 가족, 철학으로 바라보다 (주)이학사 권용혁

24 철학 한국근대사상사 탐구 논형 양은용

25 철학 한국인의 성취의식 교육과학사 박영신, 김의철

연번 분야 도서명 출판사 저자/편자/역자

1 종교 인도의 종교와 종교문화* (사)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류경희

2 종교 20세기 신학사상Ⅱ 연세대학교 출판문화원 김균진

3 종교 변선환 신학 연구 도서출판 모시는사람들 신익상

4 종교 종교와 철학 사이 늘봄
김선하, 박남희, 박일준, 서동은,

장형철

5 종교 종교정치의 새로운 쟁점들 한신대학교출판부 강인철

6 종교 중국 운남 기독교사 한신대학교출판부 초요휘, 유정인/류성민

7 종교 창가학회와 재일한국인 도서출판 한울 조성윤

8 종교 한국 중등학교의 종교교과교육론 도서출판 박문사 고병철

연번 분야 도서명 출판사 저자/편자/역자

1 사회과학 한국의 중화학공업화: 과정과 내용(I-III)* 도서출판 해남 박영구

2 사회과학 21세기와 이데올로기 도서출판 대경 이성구, 이유나

3 사회과학 갈등치유론 한국학술정보(주) 동국대학교 갈등치유연구소

4 사회과학 국가에 관한 6권의 책(1-6) 아카넷 장 보댕/나정원

5 사회과학 남북한의 통일 딜레마 도서출판 해남 하상식

6 사회과학 내면으로 도서출판 울력 이종영

7 사회과학 녹색성장 1.0 ㈜교보문고 그린북 편찬위원회

8 사회과학 다문화사회, 이주와 트랜스내셔널리즘 도서출판 보고사 이소희 엮음

9 사회과학 대한민국 헌법의 탄생 (주)창비 서희경

10 사회과학 동아시아 삼국, 새로운 미래의 가능성 문예원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동아

시아 역대 문화교류 인물집성 사
업팀

11 사회과학 막스 베버 도서출판 길 김덕영

12 사회과학 문명의 수레바퀴 그리고 이탈 백산서당 이재준

13 사회과학 북경 유리창 민속원 정민 외 7인

14 사회과학 사당동 더하기 25 도서출판 또하나의문화 조은

15 사회과학 사회자본의 교육적 해석과 활용 교육과학사 오욱환

종교 : 8종

사회과학 : 41종



16 사회과학 상징과 정치 도서출판 인간사랑 이종은 외 6인

17 사회과학 생물권 정치학시대에서의 정치와 교육 도서출판 모시는사람들 이은선

18 사회과학 서태평양의 항해자들 전남대학교출판부
브로니스라브 말리노브스키/최

협

19 사회과학 세계도시 베이징의 공간기억과 문화재현 (주)글로벌콘텐츠출판그룹 박정희

20 사회과학 술, 예술의 혼 도서출판 어문학사 장혜영

21 사회과학 아메리칸 그레이스 페이퍼로드
로버트 D. 퍼트넘, 데이비드 E.
캠벨/정태식, 안병직, 정종현,

이충훈

22 사회과학 여성의 눈으로 본 대학사회와 젠더정치 도서출판 오름
이혜숙 외 11인/경상대학교 여

성연구소, (사)전국여교수연합회
엮음

23 사회과학 우리 시대 노동의 생애 도서출판 앨피 조계완

24 사회과학 유교의 교육학 체계 고려대학교출판부 신창호

25 사회과학 유라시아의 체제전환과 국가건설 도서출판 한울
고상두 외 10인/한양대학교 아

태지역연구센터 러시아유라시아
연구사업단 엮음

26 사회과학 인문학자, 노년을 성찰하다 푸른사상사 송명희 외 5인

27 사회과학 인종간 입양의 사회학 뿌리의집
토비아스 휘비네트 외 29인/뿌

리의집

28 사회과학 전라도 윗녘 사람들의 무巫풍속 민속원 이영금, 이영배

29 사회과학 전염병과 국제법 도서출판 삼우사 박진아

30 사회과학 젠더와 경제학 (주)피어슨에듀케이션코리아 김애실 외 10인

31 사회과학 지구시민사회의 구조와 역학 (주)나남 임현진

32 사회과학 지식의 현장 담론의 풍경 (주)도서출판 한길사 나종석 외 11인

33 사회과학 初期 人間生命 保護를 위한 提言 세창출판사 김찬진 외 8인

34 사회과학 코리아타운과 한국문화 북코리아 출판사 임영상 외 13인

35 사회과학 판례로 본 미국의 변호사윤리 도서출판 소화
박준, 이상원, 이효원, 박준석,

윤지현

36 사회과학 프랑스 문화와 예술 그리고 프랑스어 신아사 김선미, 곽노경

37 사회과학 학교 속의 문맹자들 (주)우리교육 엄훈

38 사회과학 한국 복지국가의 정치경제 아연출판부
강명세 외 11인/한국복지국가연

구회 엮음

39 사회과학 한국사회의 문화풍경 도서출판 그린 이수안 외 8인

40 사회과학 한국의 노숙인 (사)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구인회, 정근식, 신명호

41 사회과학 한미관계론 명인문화사 김계동 외 10인

연번 분야 도서명 출판사 저자/편자/역자

1 순수과학 과학기술문화: 소통의 역사와 실천 (주)도서출판 북스힐 조숙경

2 순수과학 극지 해빙의 과학 지오북 최경식

3 순수과학 뇌과학, 경계를 넘다 바다출판사
신경인문학 연구회/홍성욱, 장대

익 엮음

순수과학 : 9종



4 순수과학 버섯 생태도감 지오북 국립수목원

5 순수과학 생명공학 소비시대 알 권리 선택할 권리 도서출판 동아시아 김훈기

6 순수과학 생명과학기술의 이해, 그리고 인간의 삶 (사)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윤정로, 정규원, 조성겸

7 순수과학 설악산 식물생태도감 집문당 홍문표, 이호준

8 순수과학 우주 개발 탐사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일진사 민영기

9 순수과학 전통생태와 풍수지리 지오북 이도원, 박수진, 윤홍기, 최원석

연번 분야 도서명 출판사 저자/편자/역자

1 기술과학 대목장 신응수의 목조건축 기법* (주)눌와 신응수

2 기술과학 한국 농업 길을 묻다* (주)푸른길 이용기

3 기술과학 Science & Technology of Korean Gochujang PUBLIC HEALTH EDU
Dong-Hwa Shin, Dae-Young
Kwon, Yong-Suk Kim, Do-

Youn Jeong
4 기술과학 건설 시간여행 도서출판 구미서관 이영남

5 기술과학 군수론 청미디어 이상돈, 김철환

6 기술과학 근현대 문화재 도서출판 고려 김성도

7 기술과학 吉益東洞, 독으로 상한론과 금궤요략을 보다 물고기숲
데라사와 가쓰토시/김종오, 어연

경

8 기술과학 디지털 포렌식의 세계 인포더북스 이준형, 조정원

9 기술과학 미디어 융합과 방송의 미래 진한엠앤비 김광호 외 21명

10 기술과학 바다에서 희망을 보다 한국학술정보(주) 남성현

11 기술과학 사회공학과 휴먼 해킹 에이콘출판(주) 크리스토퍼 해드네기/민병교

12 기술과학 상상 그 이상, 조선시대 교량의 비밀 도서출판 씨아이알 문지영

13 기술과학 생활세계의 공간감성 교문사
오혜경, 홍형옥, 홍이경, 김도연,

이소미

14 기술과학 숨은 창의 살리기 (주)지필미디어 이정동 외 10인

15 기술과학 심리음향학 (주)시그마프레스 오세진

16 기술과학 역사, 전례, 양식으로 본 한국의 교회건축 도서출판 미세움 김정신

17 기술과학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도시재생 이야기 도서출판 한울
강동진 외 14인/도시재생사업단

엮음

18 기술과학 영아발달 파워북
이사라, 이주연, 박민선, 송승민,

박선영

19 기술과학 잘된, 도시 디자인 둘러보기 미학사 이충훈, 손훈수

20 기술과학 저탄소경제학 경성대학교출판부 김해창

21 기술과학 주방문 (주)교문사 이효지 외 10인

22 기술과학 지적재산권 관점에서 소프트웨어-오픈소스 바라보기 (주)서울경제경영출판사
Van Lindberg/이철남, 최민석,

이진태

23 기술과학 철새협동鳥합 나무도시 강봉이 외 12인

24 기술과학 텃밭정원 도시미학 (사)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김문환 외 9인

25 기술과학 패션디자인 감성 도서출판 경춘사 이금희

기술과학 : 32종



26 기술과학 패시브하우스 설계 & 시공 디테일 (주)주택문화사 홍도영

27 기술과학 프로그래머로 산다는 것 로드북
유석문, 황상철, 하호진, 이상민,

김성박

28 기술과학 한국인의 피부암 수문사
대한피부암학회, 대한피부과학

회

29 기술과학 한눈에 쏙쏙 의학통계 배우기 (주)대한의학서적 김지형, 김용은

30 기술과학 함정 텍스트북스 대한조선학회

31 기술과학 해킹사고의 재구성 에이콘출판(주) 최상용

32 기술과학 활옷, 그 아름다움의 비밀 도서출판 혜안 권혜진

연번 분야 도서명 출판사 저자/편자/역자

1 예술 한국 미술사 연구* 사회평론 안휘준

2 예술 문화와 미술 미진사 박일호

3 예술 사진의 사상과 작가정신 로도스출판사 최민식

4 예술 스포츠와 사회이론 레인보우북스 이종영 외 12인

5 예술 식민적 근대성과 한국영화 소명출판 주창규

6 예술 음악과 과학의 만남 경성대학교출판부 구자현

7 예술 한국음악형성론 민속원 오용록

8 예술 한국현대미술비평사 (주)도서출판 청년사 최열

9 예술 한옥과 한국 주택의 역사 도서출판 동녘 전봉희, 권용찬

10 예술 현대사회와 문화예술 (주)푸른길 이흥재

연번 분야 도서명 출판사 저자/편자/역자

1 언어 우리말 형태소 사전* 박이정 백문식

2 언어 개념과 역사, 근대 한국의 이중어사전(1,2) 도서출판 박문사 황호덕, 이상현

3 언어 국어의 후두음 연구 (주)지식산업사 조경하

4 언어 미디어 언어의 텍스트화용론 도서출판 경진 이성만

5 언어 사건 발화상황 그리고 문장의미 도서출판 역락 임채훈

6 언어 식민지 조선의 언어 지배 구조 소명출판 미쓰이 다카시/임경화, 고영진

7 언어 아사이 료이 문학의 성립과 성격 제이앤씨 김영호

8 언어 언어와 인지 한국문화사 임혜원

9 언어 음식과 언어 서강대학교출판부 이성범

10 언어 일본어와 한국어의 추측 표현 박이정 김동욱

11 언어 전남 진도의 언어와 문화 도서출판 지식과교양 이진숙

언어 : 17종

예술 : 10종



12 언어 조선시대의 훈민정음 발달사 도서출판 역락 김슬옹

13 언어 한국어교육과 양태표현 한국문화사 안주호

14 언어 한국어의 표기와 발음 도서출판 지식과교양 박창원

15 언어 한국의 방언과 방언학 태학사 정승철

16 언어 한국의 영어평가학 4: 사회문화편 한국문화사 신동일

17 언어 한글필사문헌과 사전 편찬 도서출판 역락 박재연

연번 분야 도서명 출판사 저자/편자/역자

1 문학 문학의 통일성 이론* 서정시학 최유찬

2 문학 1960년을 묻다 천년의상상 권보드래, 천정환

3 문학 그림의 숲 서정시학 황봉구

4 문학 김태락의 구연설화 박이정 이헌홍

5 문학 남도문학과 근대 케포이북스 임성운

6 문학 냉전과 혁명의 시대 그리고 사상계 소명출판 공임순 외 10인

7 문학 디지털 코드와 극서정시 서정시학 최동호

8 문학 문학이 과학의 벽을 넘다 도서출판 동인 김상구

9 문학 사설시조의 웃음 미학과 담론 아세아문화사 박상영

10 문학 사실주의 커뮤니케이션북스 조한경

11 문학 서사, 연대성 그리고 문학교육 푸른사상사 임경순

12 문학 스와힐리 고전 시의 이해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권명식

13 문학 식민지조선 만들기 제이앤씨 김순전 외 6인

14 문학 실존과 참여 (주)문학과지성사 강충권 외 6인

15 문학 양성성의 문화와 신화 도서출판 지식과교양 표정옥

16 문학 영어권 탈식민주의 소설연구 신아사 한국현대영미소설학회

17 문학 영웅에서 위인으로 소명출판 김성연

18 문학 용비어천가의 성립과 수용 도서출판 보고사 김승우

19 문학 이미지와 욕망 한양대학교출판부 신철하

20 문학 작가 연구와 문학 교육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김명석

21 문학 재일조선인 문학의 주체 서사 연구 도서출판 인문사 윤송아

22 문학 전통공연문화의 이해 태학사 박진태

23 문학 조선족 소설의 틀과 결 국학자료원 최병우

24 문학 중국 근대학문의 형성과 학술문화담론 북코리아 출판사 홍석표

25 문학 탈근대주의를 넘어서 도서출판 역락 하정일

문학 : 30종



26 문학 폭력 이미지 재난 도서출판 앨피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이미

지연구소

27 문학 프랑스 현대 소설의 탄생 돌베개 출판사 김화영

28 문학 한·독 문학의 비교문학적 연구 박이정 진상범

29 문학 한국전설과 로컬리티 태학사 권도경

30 문학 한국현대장편소설사전 고려대학교출판부 송하춘

연번 분야 도서명 출판사 저자/편자/역자

1 역사 조선시대 경상도의 권력 중심 이동* 태학사 김성우

2 역사 『高麗史』 選擧志 譯註 경인문화사 박용운

3 역사 1920년대 재일조선유학생의 문화운동 (주)지식산업사 정미량

4 역사 고려 후기의 불교 (주) 일조각 윤기엽

5 역사 고려시대의 특수행정구역 所 연구 도서출판 혜안 이정신

6 역사 과거, 출세의 사다리 (주)지식산업사 한영우

7 역사 근대영국헌정 (주)도서출판 한길사 이태숙

8 역사 나당전쟁 연구 주류성출판사 이상훈

9 역사 나라의 정화(精華), 조선의 표상(表象) 서강대학교출판부 강희정

10 역사 당제국의 개방과 창조 서강대학교출판부 이해원

11 역사 독일 통일과 여성 (사)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한정숙, 홍찬숙, 이재원

12 역사 독일로 간 한인 간호여성 도서출판 산과글 나혜심

13 역사 미국 기술의 사회사 궁리출판 루스 슈워츠 코완/김명진

14 역사 미야지마 히로시, 나의 한국사 공부 너머북스 미야지마 히로시

15 역사 서양 현대사의 흐름과 세계 도서출판 용의숲 강철구

16 역사 세전서화첩 민속원 김미영, 박정혜

17 역사 신라 중고기 정치사회 연구 도서출판 혜안 이정숙

18 역사 안재홍과 신간회의 민족운동 도서출판 선인
정윤재 외 5인/민세안재홍선생

기념사업회 엮음

19 역사 역사 속의 한국과 러시아-상호 인식과 이해 도서출판 선인
김영수 외 10인/한양대학교 아

태지역연구센터 러시아유라시아
연구사업단 엮음

20 역사 왜관의 조선어통사와 정보유통 경인문화사 허지은

21 역사 요동왕국과 동아시아 영남대학교출판부 권오중

22 역사 요하문명과 예맥 도서출판 혜안 문안식

23 역사 우리 근현대사의 통일전선적 이해 국학자료원 노경채

24 역사 우리 문화재 반출사 학연문화사 정규홍

25 역사 이성계와 조준ㆍ정도전의 조선왕조 개창 전남대학교출판부 김당택

역사 : 33종



26 역사 일제시기 목장조합 연구 경인문화사 강만익

27 역사 조선시대 과거시험과 유생의 삶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차미희

28 역사 조선총독부 조선인 사법관 역사공간 전병무

29 역사 프랑스의 절대왕정시대 푸른사상사 서정복

30 역사 한국 근대 연초산업 연구 (주)신서원 이영학

31 역사 한국근대 지방재정 연구 아카넷 김태웅

32 역사 한국의 석등 학연문화사 박경식

33 역사 해양사연구방법론 학연문화사 윤명철

연번 분야 도서명 출판사 저자/편자/역자

1 아동청소년 가정교육의 함정* 도서출판 오래 하영철

2 아동청소년 2017년까지 새로운 고등학교 만들기 한국학술정보(주) 김철중

3 아동청소년 나뭇잎 수학놀이 도서출판 창지사 황정숙

4 아동청소년 당당엄마 특수교육 (주)시그마프레스 최진혁, 박혜숙

5 아동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을 위한 통합미술활동 지도서 도서출판 창지사 이영숙 외 5인

6 아동청소년 오늘의 청소년, 그들은 누구인가 정민사 김영화, 최영진

7 아동청소년
유아교육과정 내의 장애영유아를 위한 개별화교육프
로그램

도서출판 공동체 조윤경, 장지윤, 유연주

8 아동청소년 창의·인성 교육을 위한 자기주도적 학습 전략 교육과학사 신재한, 송휘석

9 아동청소년 청소년 생활역량 집문당 윤명희, 서희정

10 아동청소년 협동학습, 교사를 바꾸다 (주)시그마프레스 이상우

※ 최우수도서 : 도서명 끝에 별표(*)로 구분 표시

아동청소년 : 10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