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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어스의 심리학개론, 제11판

마이어스의 심리학, 제11판

David Myers, Nathan DeWall 공저

David G. Myers, C. Nathan DeWall 공저

신현정, 김비아 공역

신현정, 김비아 공역

2016│9788968666186│496면

2015│9788968665400│1008면

국배판│올컬러│반양장│28,000원

국배판│올컬러│반양장│3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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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개론
신간

신간

심리학과 삶의 도전：

심리학개론, 제3판

심리학 입문, 제2판

적응과 성장, 제12판

Daniel L. Schacter, Daniel T. Gilbert,

Daniel L. Schacter, Daniel T. Gilbert,

Jeffrey S. Nevid, Spencer A. Rathus 공저

Daniel M. Wegner 공저

Daniel M. Wegner 공저

오경자, 강성록, 김현수, 양재원, 이주은 공역

민경환, 김명선, 김영진, 남기덕, 박창호,

민경환, 김명선, 김영진, 남기덕, 박창호,

2016│9788968666520│648면│국배판

이옥경, 이주일, 이창환, 정경미 공역

이옥경, 이주일, 이창환, 정경미 공역

올컬러│반양장│29,000원

2015│9788968662225│624면국배변형

2015│9788968662225│624면국배변형

판│올컬러│반양장│29,000원

판│올컬러│반양장│29,000원

심리학과의 만남, 제4판

심리학과 삶, 제20판

재미있는 심리학 이야기, 제2판

Richard A. Griggs 저

Richard J. Gerrig,

Abigail A. Baird 저

신성만, 박권생, 박승호 공역

Philip G. Zimbardo 공저

김은주, 이태선, 이호선, 정명숙, 조규판,

2016│9788968667541│592면

이종한, 박권생, 박태진, 성현란,

천성문 공역

46배변형판│올컬러│양장│25,000원

이승연, 채정민 공역

2012│9788958329565│360면

2015│9788968664625│575면

국배판│올컬러│반양장│22,000원

신간

국배판│올컬러│반양장│30,000원

신간

간단명료한 심리학, 제3판

대학생을 위한 심리학, 개정판

간추린 현대심리학사, 제2판

Michael W. Eysenck 저

정의석 저

Ludy T. Benjamin, Jr. 저

이영애, 이나경 공역

2013│9788968660665│356면

김문수, 박소현 공역

2014│9788968661778│520면

크라운변형판│반양장│20,000원

2016│9788968666513│356면

46배변형판│반양장│22,000원

신국판│반양장│16,000원

강의용 견본이 필요하신 교수님은 본사 홈페이지에서 <견본신청>을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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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개론

근간

인간심리의 이해, 개정판
이희영, 성형림, 김은경, 박서원 공저
2017│크라운변형판│반양장│가격미정

인간관계의 심리：

인간관계심리

이론과 실제, 제4판

임경수 저

정진선, 문미란 공저

2013│9788968660177│224면

2015│9788968663826│456면

신국판│반양장│12,000원

크라운변형판│반양장│20,000원

2010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근간

음악가를 위한 심리학

긍정심리학, 제2판

긍정심리학

Andreas C. Lehmann, John A.

Martin Bolt, Dana S. Dunn 공저

Steve R. Baumgardner,

Sloboda, Robert H. Woody 공저

김선주, 김정호 공역

Marie K. Crothers 공저

고선미 역

2017│46배변형판│반양장│가격미정

안신호, 이진환, 신현정, 홍창희, 정영숙,

2014│9788968660986│326면

이재식, 서수균, 김비아 공역

크라운변형판│양장│18,000원

2009│9788958327080│528면
국배판│반양장│20,000원

심리학개론
제목

저자

역자

출간연도

ISBN

면수

가격

긍정적 심리학

이현수

2008

9788958324102

434 15,000

마음의 탐구

김정오

2011

9788958329329

592 28,000

생활속의 심리학

서창원, 민윤기

2007

9788958322825

632 20,000

심리학적인 연금술

고영건, 안창일

2007

8958323507

336 15,000

일상생활의 심리학

곽호완, 고재홍, 김문수, 김영진,
남종호, 박창호, 장문선, 최영은

2011

9788958329848

448 19,500

현대심리학과 고대의 지혜

샤론 미자레스

2006

8958322535

355 12,000

김명식, 최정윤, 이재갑

도서구입은 본사 영업부나 교보문고, 영풍문고, 온라인서점(Yes24, 알라딘, 인터파크), 전국 각 대학 구내서점으로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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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심리학

발달심리학

근간

신간

신간

공학심리학, 제4판

아동과 발달, 제7판

발달정신병리 사례집, 제3판

Christopher D. Wickens,

Robert Kail 공저

Linda Wilmshurst 저

Justin G. Hollands 공저

권민균, 김정민, 최형성 공역

최은실, 박현정, 윤진영, 장희순, 김호정 공역

곽호완, 박창호, 김영진, 남종호, 이재식 공역

2016│9788968666698│544면

2016│9788968668043│540면

2017│46배변형판│양장│가격미정

국배판│반양장│29,000원

46배변형판│반양장│25,000원

발달심리학, 제2판

아동발달, 제9판

성인 및 노인심리학, 제8판

Alan Slater, Gavin Bremner 공저

Laura E. Berk 저

Barbara R. Bjorklund 저

송길연, 유봉현, 장유경, 이지연 공역

이종숙, 신은수, 안선희, 이경옥 공역

이승연, 박혜원, 성현란, 최은실, 장희순,

2014│9788968661143│650면

2015│9788968661303│576면

송경희 공역

국배판│반양장│올컬러│33,000원

국배판│반양장│29,000원

2015│9788968665172│512면
국배변형판│반양장│25,000원

신간

신간

노화, 그 오해와 진실

아동 발달, 그 오해와 진실

발달의 이론, 제5판

Joan T. Erber, Lenore T. Szuchman 공저

Stephen Hupp, Jeremy Jewell 공저

William Crain 저

강영옥 역

정용숙 역

송길연, 유봉현 공역

2016│9788968666612│256면

2016│9788968666629│304면

2011│9788958328094│560면

신국판│반양장│12,000원

신국판│반양장│13,000원

46배변형판│반양장│24,000원

강의용 견본이 필요하신 교수님은 본사 홈페이지에서 <견본신청>을 하십시오.

5
발달심리학

신간

신간

101가지 더 많은 생활기술
게임(청소년용：9～15세)

101가지 생활기술 게임

청년기 갈등과 자기이해, 제3판

(아동용：6～12세)

김애순 저

Bernd Badegruber 저

Bernd Badegruber 저

2015│9788968665189│440면

송길연, 유봉현 공역

송길연, 유봉현 공역

국배변형판│반양장│20,000원

2016│9788968667862│216면

2016│9788968667855│216면

신국판│반양장│12,000원

신국판│반양장│12,000원

2013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언어발달, 제8판

놀이와 아동발달, 제4판

신경유전학적 발달장애

Robert E. Owens 저

Fergus P. Hughes 저

Michole M Mazzocco, Judith Ross 편저

이승복, 이희란 공역

유미숙, 박영애, 장현숙, 유가효, 방은령,

송길연, 문진화, 박은영, 유봉현 공역

2013│9788968660535│560면

천혜숙 공역

2012│9788997927463│552면

46배변형판│반양장│29,000원

2012│9788958322962│376면

46배변형판│반양장│25,000원

크라운변형판│반양장│18,000원

발달장애아동의 마음읽기

ADHD와 경도발달장애

장·노년심리학

主婦の友社 편저

宮尾益知 저

김애순 저

박재국, 김혜리, 정희정 공역

안동현, 이재욱 공역

2012│9788958327059│584면

2014│9788968661525│200면

2014│9788968661419│400면

46배변형판│반양장│25,000원

46배변형판│반양장│15,000원

크라운변형판│반양장│18,000

도서구입은 본사 영업부나 교보문고, 영풍문고, 온라인서점(Yes24, 알라딘, 인터파크), 전국 각 대학 구내서점으로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6
발달심리학

발달심리학
제목

저자

역자

출간연도

ISBN

고통받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액션 메소드

Anne Bannister &
Annie

김세준, 황혜리, 배다현

2012

9788958328865 328 13,000

발달장애 아동과 청소년 문제의
예방원리와 실제

Alan Carr

김정휘

2009

9788958325338 596 25,000

발달장애아동의 문제행동 중재

Jeff Sigafoos 외

방명애, 최하영

2009

9788958325871 232 13,000

사회적기술 향상프로그램
(유아용)

Ruth Weltmann Begun

응용발달심리연구센터

2002

8984451665

194 15,000

사회적기술 향상프로그램
(중·고등용)

Ruth Weltmann Begun

응용발달심리연구센터

2002

898445169X

240 15,000

사회적기술 향상프로그램
(초등1~3학년용)

Ruth Weltmann Begun

응용발달심리연구센터

2002

8984451673

246 15,000

사회적기술 향상프로그램
(초등4~6학년용)

Ruth Weltmann Begun

응용발달심리연구센터

2002

8984451681

294 15,000

아동기 감정양식과 성숙

Leon J. Saul

천성문, 이영순, 박순득, 정봉희,
장문선, 김수령

2006

895832273X

552 22,000

아동기 심리장애와 발달장애의 치료

Johnny L. Matson 외

유미숙, 신효미, 이혜진

2012

9788997927111 496 28,000

아동기 심리장애와 발달장애의 평가

Johnny L. Matson 외

하은혜, 진미경, 김서윤, 이희연

2012

9788997927128 548 28,000

인지발달：전통적 관점에서
신경과학적 관점까지

Usha Goswami

정명숙, 박영신, 이현진, 김경미

2010

9788958327813 576 30,000

강의용 견본이 필요하신 교수님은 본사 홈페이지에서 <견본신청>을 하십시오.

면수

가격

7
임상 이
·상심리학

임상·이상심리학

이상심리학, 제7판

이상심리학, 제11판

아동·청소년 이상심리학, 제8판

Ronald J. Comer 저

Ann M. Kring, Sheri L. Johnson, Gerald

오경자, 정경미, 송현주, 양윤란, 송원영,

C. Davison, John M. Neale 공저

Rita Wicks－Nelson, Allen C. Israel 공저
정명숙, 박영신, 정현희 공역

김현수 공역

이봉건 역

2015│9788968662546│608면

2014│9788968661686│688면

2012│9788958329831│544면

국배판│반양장│28,000원

국배판│반양장│38,000원

국배판│반양장│33,000원

신간

근간

쉽게 배우는 DSM－5：

한결 쉬워진 정신장애 진단, 제2판

커리어개발과 상담, 제11판

임상가를 위한 진단지침

James Morrison 저

Duane Brown 저

James Morrison 저

신민섭, 오서진, 최정인, 김일중, 문윤재,

김완석, 박종원 공역

신민섭 외 11인 공역

서성민, 이미소, 최자연, 홍초롱 공역

2017│46배변형판│반양장│가격미정

2016│9788968668265│720면

2015│9788968662539│352면

46배변형판│양장│35,000원

크라운변형판│양장│25,000원

신간

신간

심리검사의 이해, 제3판

건강심리학, 제9판

건강심리학, 제4판

최정윤 저

Shelley E. Taylor 저

Richard O. Straub 저

2016│9788968666957│380면

서수연, 박준호, 심은정, 조성근, 한경훈 공역

황석현, 김은정, 신현균, 이훈진, 정희연,

46배판│반양장│20,000원

2016│9788968667084│456면

조용래, 최삼욱, 손재민 공역

국배변형판│양장│25,000원

2015│9788968664175│720면
국배판│양장│35,000원

도서구입은 본사 영업부나 교보문고, 영풍문고, 온라인서점(Yes24, 알라딘, 인터파크), 전국 각 대학 구내서점으로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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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간

근간

근간

임상가를 위한 심리치료

집단치료 계획서, 제3판

정신사회재활 매뉴얼

Myrna Weissman, John Markowitz,

Arthur E. Jongsma Jr. Kim Paleg 공저

Robert King 저

Gerald L. Klerman 공저

박성현, 이동훈, 이동규 공역

신성만, 강상경, 이영문, 정숙회 공역

남범우, 민경준, 최귀순 공역

2017│46배변형판│반양장│가격미정

2017│46배변형판│반양장│가격미정

2017│46배변형판│반양장│가격미정

신간

신간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학교상담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학교상담：

불안과 공황의 극복(MAP－4), 제4판

공황장애의 인지행동치료：
David H. Barlow, Michelle G. Craske 공저

Robyn S. Hess, Sandy Magnuson,

Sandy Magnuson, Robyn S. Hess,

최병휘 역

Linda Beeler 공저

Linda Beeler 공저

2016│9788968668227│232면

오인수 역

양돈규, 이철원 공역

46배판│반양장│15,000원

2016│9788968667213│392면│46배변

2015│9788968662249│196면

형판│반양장│20,000원

46배변형판│반양장│9,000원

베일리－Ⅲ 임상적 활용과 해석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Lawrence G. Weiss, Thomas Oakland,

치료 가이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심신 워크북

Glen Aylward 편저

Sharon L. Johnson 저

Stanley H. Block, Carolyn Bryant Block 저

방희정, 남민, 이순행, 김호정, 이은지 공역

유미숙, 천혜숙 공역

정도운, 정성수 공역

2016│9788968667473│284면

2013│9788968660351│384면

2015│9788968664991│256면

신국판│반양장│18,000원

국배판│반양장│23,000원

국배변형판│반양장│15,000원

실제 및 적용을 위한 가이드북

신간

강의용 견본이 필요하신 교수님은 본사 홈페이지에서 <견본신청>을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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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명：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원인, 증상, 진단, 치료와 예방

性심리와 性건강, 제2판

성심리：대학생의 성의식

박경, 이희숙, 김선경, 고정애, 유춘자,

우남식 저

Julian D. Ford 저

김혜경, 허정은 공저

2015│9788968664052│344면

김정휘, 허주연, 김태욱 공역

2015│9788968665493│368면

크라운변형판│반양장│15,000원

2012│9788997927531│640면

46배변형판│반양장│18,000원

46배변형판│반양장│28,000원

신간

성도착증：소아성애증과 아동 성범죄

MMPI－2：성격 및 정신병리
평가, 제4판

WISC－IV 임상 해석

Michael C. Seto 저
이장규, 최은영 공역

John R. Graham 저

Saklofske, Aurelio Prifitera James A.

2016│9788968667534│360면

이훈진, 문혜신, 박현진, 유성진, 김지영 공역

Holdnack 공저

크라운판│양장│22,000원

2007│9788958323388│688면

신민섭, 도례미, 최지윤, 안현선 공역

46배변형판│양장│35,000원

2012│9788958328971│472면

Lawrence G. Weiss, Donald H.

46배변형판│양장│25,000원

트라우마 치료의 원칙：

내러티브 노출치료：외상성 스트

K－WISC－IV의 이해와 실제

증상·평가·치료를 위한 길잡이

레스 증후군을 위한 단기 심리치료

김도연, 옥정, 김현미 공저

John Briere, Catherine Scott 공저

Maggie Schauer, Frank Neuner,

2015│9788968662256│256면

김종희 역

Thomas Elbert 공저

46배변형판│반양장│15,000원

2014│9788968661969│392면

최현정, 박진미 공역

크라운변형판│반양장│18,000원

2014│9788968661723│228면
46배변형판│반양장│15,000원

도서구입은 본사 영업부나 교보문고, 영풍문고, 온라인서점(Yes24, 알라딘, 인터파크), 전국 각 대학 구내서점으로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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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도박문제：

현대임상심리학, 제3판

임상신경심리학의 기초, 제3판

이론적 및 응용적 관점

Thomas G. Plante 저

Christopher M. Filly 저

Jeffrey L. Derevensky, Rina Gupta 공저

손정락 역

김홍근 역

한영옥, 이재갑, 김한우, 김태우, 김현정,

2012│9788958323433│640면

2012│9788997927036│384면

홍주학, 이연숙 공역

국배판│반양장│28,000원

크라운변형판│반양장│20,000원

2013│9788968660061│336면
크라운변형판│양장│18,000원

2016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임상심리학, 제3판

응용행동분석(하), 제2판

아동심리검사 사례집

안창일 편저

John O. Cooper, Timothy E. Heron,

송영혜, 강지예, 이정자 공저

2010│9788958328735│624면

William L. Heward 공저

2010│9788958328131│272면

46배변형판│반양장│25,000원

정경미, 신나영, 홍성은 공역

크라운변형판│반양장│15,000원

2015│9788968662522│544면
국배판│반양장│25,000원

어린이 친구 만들기

아동기 심리장애와
발달장애의 평가

아동기 심리장애와
발달장애의 치료

Fred Frankel, Robert Myatt 공저

Johnny L. Matson, Frank Andrasik,

Johnny L. Matson, Frank Andrasik,

하지혜, 박혜숙, 이민영 공역

Michael L. Matson 공저

Michael L. Matson 공저

2015│9788968662409│344면

하은혜, 진미경, 김서윤, 이희연 공역

유미숙, 신효미, 이혜진 공역

46배변형판│반양장│18,000원

2012│9788997927128│548면

2012│9788997927111│496면

46배변형판│반양장│28,000원

46배변형판│반양장│28,000원

초등학생을 위한

강의용 견본이 필요하신 교수님은 본사 홈페이지에서 <견본신청>을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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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임상가를 위한

정서 조절 코칭북：

보고서 작성 핸드북

감정의 주인이 되어라

질병과 장애의
심리적·사회적 영향, 제6판

Ellen Braaten 저

이지영 저

Irmo Marini, Mark Stebnicki 공저

이은정, 정철호, 이종환 공역

2011│9788958326786│464면

이달엽 역

2013│9788968660368│496면

크라운변형판│반양장│18,000원

2013│9788968660443│704면

46배판│반양장│20,000원

46배판│반양장│28,000원

임상·이상심리학
제목

저자

가정폭력 전문상담

한국가족복지학회

갇힌 자：구조적 해리와
만성 트라우마의 치료

오노 밴 더 하트 외

교도소를 웃기는 남자

역자

출간연도

ISBN

면수 가격

2004

8958320850

480 18,000

2013

9788997927432

512 25,000

류창현

2009

9788958325895

480 22,000

노인학대 전문상담

한국가족복지학회

2005

8958320982

224 15,000

도박자：행운의 여신과 사랑에
빠진 사람

Billye B. Currie

이재갑, 홍주학

2013

9788997927746

168 12,000

도박에 빠진 가족 구하기

Linda Berman 외

김한우

2011

9788958329596

384 18,000

로르샤흐 평가의 핵심

Tara Rose 외

이임순, 정유선

2008

9788958324157

244

불안한 아이 수용과
마음 챙김으로 키우기

Christopher McCurry

이선영

2011

9788958329824

352 13,000

상담클리닉의 개업과 경영

Steven Walfish 외

이종구, 금명자, 한영숙

2012

9788997927159

312 20,000

성폭력 전문상담

한국가족복지학회

2004

8958320923

416 18,000

심리검사：설계, 분석 및 활용

Lisa Friedenberg

김명소, 오동근

2004

8958320834

592 23,000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인지정서행동치료(REBT)

Ann Vernon

박경애, 조현주, 이병임,
이수진, 김희수, 김종남

2011

9788958329800

464 18,000

아동학대 전문상담

한국가족복지학회

2004

8958320893

352 18,000

김종희

9,000

도서구입은 본사 영업부나 교보문고, 영풍문고, 온라인서점(Yes24, 알라딘, 인터파크), 전국 각 대학 구내서점으로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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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주 특별한 마음

저자

역자

출간연도

ISBN

Peter Szatmari

면수 가격

김혜리, 조경자, 이수미, 고숙남,
한미경, 차재연, 최현옥

2008

9788958325178

368 14,000

권정옥

2011

9788958328391

392 25,000

2014

9788968661730

624 45,000

안구운동 둔감화 재처리법, 제2판

Francine Shapiro

양극성장애：조울병의 이해와
치료, 제2판

박원명, 전덕인 외

용서심리학：내담자의 분노
해결하기

Robert D. Enright,
Richard P. Fitzgibbons

방기연

2011

9788958329572

440 20,000

우울증 치유를 위한 마음챙김과
수용 워크북

Kirk D. Strosahl,
Patricia J. Robinson

손정락

2010

9788958328025

392 25,000

응용행동분석(상)

John O. Cooper 외

정경미, 김혜진, 양유진,
양소정, 장현숙

2010

9788958327790

480 25,000

일반인을 위한 불안 극복 프로젝트

Martin M. Antony,
Peter J. Norton

임상인지행동연구회

2011

9788958329770

320 15,000

임상노인심리학

Michel Hersen,
Vincent B. Van Hasselt

이장호, 강숙정, 김지은, 김환,
서수균, 손영미, 신희천, 여정숙,
오경민, 이봉건, 이은경, 주리애

2009

9788958326779

676 35,000

임상적 판단

Robert L. Schalock 외

박승희

2008

9788958325680

152 12,000

자폐 범주성 장애：중재와 치료

Richard L. Simpson

이소현

2005

8958321636

320 18,000

자폐아동도 마음읽기를
배울 수 있다

Patricia Howlin

김혜리, 유경

2001

8984451002

290 14,000

자폐아동의 하기, 보기, 듣기
그리고 말하기

Kathleen Ann Quill

이정미

2005

8958321407

560 22,000

자폐증 개론

Lynn W. Adams 외

박현옥

2005

895832175X

200

8,500

자폐증과 아스퍼거 증후군을
위한 파워카드기법

Elisa Gagnon

이정미

2008

9788958324430

104

9,000

자폐증과 아스퍼거증후군 아동：
치료자와 부모를 위한 지침서

Patricia Howlin

김혜리, 정명숙, 박선미,
박영신, 이현진

2002

8990685745

350 16,000

주의가 산만한 소녀들!

Patricia O. Quinn

이영나, 이승호

2012

9788958321699

136

청소년 이상심리학

Jean E. Dumas 외

한상철, 조아미, 설인자,
김혜원, 임영식

2005

8958321172

584 25,000

커플 스킬：커플을 위한
화해의 기술

매튜 맥케이 외

김인경

2008

9788958325390

392 16,000

2007

9788958324621

464 13,500

현대인과 정신건강

김광웅

강의용 견본이 필요하신 교수님은 본사 홈페이지에서 <견본신청>을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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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근간

근간

사회심리학

사회심리학, 제8판

조직심리학, 제3판

Jeff Greenberg 저

Elliot Aronson, Tim Wilson,

Steve M. Jex, Thomas W. Britt 공저

남기덕, 김영훈, 서은국, 최훈석, 조은경

Robin Akert 공저

박영석, 서용원, 이주일, 장재윤, 이선희 공역

박선웅, 정태연 공역

박권생, 이재호, 최윤경, 김민영 공역

2017│9788968668418│688면

2017│국배변형판│반양장│가격미정

2015│9788968664069│512면

46배변형판│반양장│가격미정

국배변형판│반양장│28,000원

신간

산업 및 조직심리학, 제11판

조직행동이론, 제2판

소비자심리학

Paul M. Muchinsky, Satoris Culbertson 공저

이인석 저

유태용 역

2015│9788968662423│556면

Cathrine V. Jansson－Boyd 저
양병화, 김재휘, 이병관 공역

2016│9788968666674│616면

46배변형판│반양장│25,000원

2014│9788968662041│304면
크라운변형판│반양장│15,000원

46배변형판│양장│35,000원

근간

인사관리：기본과 실제, 제2판

인사평가와 성과관리, 개정판

평가센터 핸드북

정종태 저

한태영 저

Ian Taylor 저│김명소, 조인철 공역

2017│300면│크라운변형판

2015│9788968662393│496면

2014│9788968661754│288면

양장│가격미정

46배변형판│양장│27,000원

크라운변형판│반양장│15,000원

도서구입은 본사 영업부나 교보문고, 영풍문고, 온라인서점(Yes24, 알라딘, 인터파크), 전국 각 대학 구내서점으로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사회 산
·업 및 조직심리학

사회·산업 및 조직심리학

14
사회 산
·업 및 조직심리학

언제나 성공하는 사고체인

환영받는 인재

희망이 되는 인재(워크북 포함)

이숙정, 김혜영, 이수정, 박소연, 유지현 공저

이숙정, 김해란 공저

이숙정, 김혜영, 이수정, 박소연 공저

2013│9788968660139│224면

2012│9788958326588│216면

2012│9788958326595│136면

신국판│반양장│14,000원

46배판│반양장│13,000원

46배판│반양장│15,000원

사회·산업 및 조직심리학
제목

저자

역자

출간연도

ISBN

면수 가격

감성지능：학업과 커리어에서
탁월성을 이루는 법, 제2판

Darwin B. Nelson, Gary 안종상, 이용철, 김성옥
R. Low

2012

9788958328926

264 18,000

노동시장론과 노동관계법규

김병숙, 강신일, 김재원, 문형남, 양병무,
윤석천, 이창원, 최병훈, 최성수

2007

9788958323723

858 39,000

사회복지와 심리학

캐롤 서튼

정명숙

2007

9788958322955

308 15,000

성격과 조직의 성패

Robert Hogan

이영석, 오동근, 오인수

2010

9788958326878

296 14,000

세계 초우량 기업들의
리더십 개발과 조직혁신

루이스 카터 외

박래효, 이관영

2007

9788958323587

535 25,000

스트레스의 이해와 관리, 개정증보판

김정호, 김선주

2007

9788958323150

368 15,000

성공하는 사람 관리의 63가지 진실

Stephen Robbins

오인수

2004

8990685133

336 12,000

신호탐지론, 제2판

Neil Macmillan 외

이재식

2010

9788958328476

548 30,000

인간공학, 제2판

Christopher D. Wickens 외

이재식, 김정룡

2008

9788958323600

793 33,000

인간과 직업 I

김병숙

2009

9788958326380

352 18,000

인간과 직업 II

김병숙

2009

9788958326526

304 18,000

인사선발 및 평가

Robert M. Guion 외

2010

9788958327493

360 18,000

조직심리와 행동의 이해

김원형

2009

9788958326663

544 25,000

증언대 위의 과학

Bruce D. Sales 외

2009

9788958326625

304 15,000

직업상담 심리학, 개정판

김병숙

2008

9788958324843

760 33,000

직업심리학

김병숙

2007

9788958323419

748 28,000

직업정보론

김병숙

2007

9788958323655

856 35,000

진술조사의 맥락에서 본 기억과 피암시성

Eisen, Quas, Goodman

김태경, 윤소미

2009

9788958325963

546 25,000

태도와 설득

Phil Erwin

고은경

2006

8958320745

207

한국직업발달사

김병숙

2007

9788958322344

920 58,000

TIPS：관리혁신을 위한 대인관계
스킬, 제3판

Stephen P. Robbins 외

2006

8958322373

256 18,000

최대정, 이은정, 정현선, 이은경

조은경, 이희정

하형호

강의용 견본이 필요하신 교수님은 본사 홈페이지에서 <견본신청>을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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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인
·지심리학

성격·인지심리학

근간

신간

근간

인지심리학, 제5판

인지심리학, 제3판

인지신경과학, 제3판

Kathleen M. Galotti 저

Ronald T. Kellogg 저

Jamie Ward 저

이승복, 박수진, 정우현 공역

박권생 역

이동훈, 김학진, 이도준, 조수현 공역

2017│국배변형판│반양장│가격미정

2016│9788968667374│472면

2017│국배변형판│반양장│가격미정

46배변형판│양장│25,000원

근간

신간

인간의 학습, 제7판

학습심리학, 제7판

인간과 성격의 이해, 제5판

Jeanne Ellis Ormrod 저

James E. Mazur 저

Dan P. McAdams 저

강지현, 김인규, 여태철, 윤경희, 임은미,

이영애, 이나경, 이현주 공역

김선영, 현채승, 박경은 공역

임진영, 하혜숙, 황매향 공역

2013│9788997927838│472면

2016│9788968666643│584면

2017│국배변형판│반양장│가격미정

46배변형판│양장│23,000원

국배변형판│양장│25,000원

신간

성격심리학, 제12판

최신 연구에 기초한

Daniel Cervone, Lawrence A. Pervin 공저

Marianne Miserandino 저

성격심리학

위기감：위험지각의 새 조망
Paul Slovic 저

민경환, 김민희, 황석현, 김명철 공역

정영숙, 조옥귀, 조현주, 장문선 공역

이영애, 이나경, 이현주 공역

2015│9788968665295│712면

2013 │9788997927876│552면

2016│9788968666681│448면

국배판│양장│28,000원

국배판│반양장│28,000원

크라운판│반양장│20,000원

도서구입은 본사 영업부나 교보문고, 영풍문고, 온라인서점(Yes24, 알라딘, 인터파크), 전국 각 대학 구내서점으로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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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인
·지심리학

신간

중증성격 장애：치료의 이론과 실제

자기성장을 위한

Theodore Millon, Seth Grossman 공저

김영애 저

성격심리학

인지 및 행동과정의 공통점

최영안, 김광현 공역

2016│9788968668340│272면

Allison G. Harvey, Edward Watkins,

2013│9788968660474│384면

신국판│반양장│12,000원

Warren Mansell, Roz Shafran 공저

46배변형판│반양장│22,000원

심리장애의 초진단적 접근：

김완석, 전진수, 김정모 공역
2013│9788968660146│416면
크라운변형판│반양장│20,000원

근간

인지치료에서의 심상：

일반인을 위한

학습과 기억：뇌에서 행동까지

옥스퍼드 가이드

위험판단 심리학, 개정판

Mark A. Gluck, Eduardo Mercado,

Ann Hackmann, James BennettLevy,

Paul Slovic 저

Catherine E. Myers 공저

Emily A. Holmes 공저

이영애 역

최준식, 김현택, 신맹식 공역

권정혜, 이종선 공역

2012│9788997927357│576면

2011│9788958328889│640면

2016│9788968668258│

크라운변형판│반양장│25,000원

국배판│올컬러│반양장│28,000원

기억과 감정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융의 분석심리학과 신화

James L. McGaugh 저

수줍음의 인지행동치료 워크북

Steven P. Walker 저

박소현, 김문수 공역

Anne Marie Albano, Patricia Marten

장미경, 이미애, 이상희, 채경선, 홍은주 공역

2012│9788958320524│216면

DiBartolo 공저

2012│9788997927456│288면

신국판│반양장│12,000원

최병휘 역

신국판│반양장│15,000원

46배변형판│반양장│가격미정

2013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2013│9788968660979│72면
국배판│반양장│7,000원

강의용 견본이 필요하신 교수님은 본사 홈페이지에서 <견본신청>을 하십시오.

17
성격 인
·지심리학

판단과 결정의 심리학

학습과 기억, 제4판

David Hardman 저

W. Scott Terry 저

이영애, 이나경 공역

김기중, 남종호, 박영신, 장미숙, 정윤재 공역

2012│9788997927418│296면

2011│9788958329367│560면

국배판│반양장│20,000원

46배판│반양장│22,000원

성격·인지심리학
제목

저자

역자

출간연도

ISBN

사이코패스：정서와 뇌

James Blair 외

성격심리학：통합을 향하여, 제7판

이윤영, 김혜원

2012

9788997927029

288 18,000

Walter Mischel 외

손정락

2006

8958322608

760 27,000

신체지능：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당신이 알아야 할 것들

Marianne Koch

이나경

2005

8958321237

250 16,000

용서하는 삶

Robert D. Enright

김광수, 박종효, 오영희,
정성진

2014

9788968661150

416 18,000

응용인지심리학

Anthony Eagate

이영애, 이나경

2008

9788958324553

360 18,000

인지공학심리학：
인간－시스템 상호작용의 이해

박창호, 곽호완, 김성일, 김영진, 김진우,
이건효, 이재식, 이종구, 한광의, 황상민

2007

978858323976

480 25,000

인지학습심리학

박창호, 안서원, 김문수, 이태연,
최광일, 조광수, 김미라

2011

9788958328902

392 20,000

행동관리, 제9판

James E. Walker 외

2011

9788958328490

400 20,000

문양호

면수 가격

도서구입은 본사 영업부나 교보문고, 영풍문고, 온라인서점(Yes24, 알라딘, 인터파크), 전국 각 대학 구내서점으로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18
교육심리학

교육심리학

신간

신간

사회과학에서의 연구방법론,

신간

청소년의 건강행동을 위한
심리학적 개입

학생과 교사를 위한 동기면담：

John J. Shaughnessy, Eugene B.
Zechmeister, Jeanne S. Zechmeister 공저
조영일 역
2016│9788968667794│544면
46배변형판│양장│28,000원

김진영 저
2016│9788968667329│248면
신국판│반양장│12,000원

Wendy M. Reinke, Keith C. Herman,
Randy Sprick 공저
김기은, 김주현, 이서현, 조성희 공역
2016│9788968667367│272면
국배변형판│반양장│18,000원

교육심리학：이론과 실제, 제10판

스턴버그의 교육심리학, 제2판

Robert E. Slavin 저│강갑원, 김정희,
김종백, 박희순, 이경숙, 이경화 공역
2013│9788997927647│528면
국배판│반양장│28,000원

Robert J. Sternberg, Wendy M. Williams 공저
김정섭, 신경숙, 유순화, 이영만, 정명화,
황희숙 공역
2010│9788958327578│432면
국배판│반양장│25,000원

제10판

학급 체크업

교육심리학
제목

저자

역자

출간연도

ISBN

면수

가격

리더십 101

Michael D. Mumford

김정희

2011

9788958329206

326

15,000

언어심리학 101

H. Wind Cowles

이승복, 이희란

2012

9788997927135

280

15,000

정서지능 101
지능과 영재교육

Gerald Mattews,

김정희

2014

9788968660566

368

18,000

David Palmer

황희숙, 강승희, 윤경미, 윤소정, 류지영

2009

9788958327271

264

14,000

창의성：문제해결, 과학,
발명, 예술에서의 혁신

Robert W. Weisberg

김미선(송인섭 감수)

2009

9788958326120

680

35,000

창의성：이론과 주제

Mark A. Runco

전경원, 이경화, 고진영, 김정희, 박숙희,
박춘성, 성은현, 유경훈, 전경남, 최병연,
하주현, 한순미, 함정현

2009

9788958326922

584

30,000

천재 101

Dean Keith Siwoton

김정희

2011

9788958328445

304

15,000

IQ검사 101

Alan S. Kaufman

김정희, 이경화, 최병연

2011

9788958329077

420

18,000

강의용 견본이 필요하신 교수님은 본사 홈페이지에서 <견본신청>을 하십시오.

19
생물심리학

생물심리학

뇌와 행동의 기초, 제3판

임상 및 실험 신경심리학

임상신경심리학의 기초, 제3판

Bryan Kolb, Ian Q. Whishaw 공저

Lorin J. Elias, Deborah M. Saucier 공저

Christopher M. Filly 저

김현택, 김명선, 김재진 공역

김명선 역

김홍근 역

2012│9788997927333│700면

2007│9788958323921│592면

2012│9788997927036│384면

국배판│반양장│올컬러│33,000원

국배판│양장│28,000원

크라운변형판│반양장│20,000원

뇌과학이 보여주는

마음의 풍경

뇌와 마음의 오랜 진화

Miriam Boleyn－Fitzgerald 저
김문수, 박소현 공역

Gerhard Roth 저

2013│9788968660603│296면

2015│9788968664045│416면

신국판│반양장│12,000원

크라운변형판│반양장│20,000원

김미선 역

생물심리학
제목

저자

역자

출간연도

ISBN

면수

가격

내 안의 CEO, 전두엽

엘코논 골드버그

김인명

2008

9788958324270

384

16,000

신경과학자를 위한 뇌기능 동물 행
동검사

김현택, 최준식

2006

8958322497

80

9,000

신경과학자를 위한 뇌질환 동물 행
동검사

김현택, 최준식, 박은혜,
이강희, 김은주, 이연경

2006

8958322489

232

20,000

의식의 탐구：신경생물학적 접근

Christof Koch

2006

8958322195

493

33,000

김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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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심리치료 일(반

심리치료(일반)

)
근간

신간

신간

분노 내려놓기：

이희영, 성형림, 김은경, 박서원 공저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인지치료기법

2017│크라운변형판│반양장│가격미정

Robert D. Friedberg, Jessica M. McClure,

Jeffrey Brantley 저│한기연 역

Jolene Hillwig Garcia 공저

2016│9788968667442│304면│신국판

정현희, 김미리혜 공역

반양장│15,000원

인간심리의 이해, 개정판

마음챙김과 연민을 통한 분노 치유

2016│9788968667480│368면│46배판
양장│25,000원

신간

신간

신간

척수장애인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효과적 대처훈련 집단 프로그램

척수장애인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효과적 대처훈련 집단 프로그램

상실 치유를 위한 마음챙김
워크북

(참여자 워크북)

(치료자 가이드)

Rebecca E. Williams, Julie S. Kraft 공저

Paul Kennedy 저

Paul Kennedy 저

이병걸, 이용주 공역

장혜인, 유정아, 이금주, 정정숙 공역

정정숙, 이금주, 유정아, 장혜인 공역

2016│9788968667916│256면

2016│9788968665080│100면

2016│9788968665097│84면

국배변형판│반양장│18,000원

46배판│반양장│13,000원

크라운변형판│반양장│8,000원

신간

수용전념치료(ACT) 은유(메타
포) 모음집：ACT 체험 연습 및 은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심신 워크북

아동 심리치료 치료계획서, 제5판

실무자 지침서

Stanley H. Block, Carolyn Bryant Block 공저

William P. McInnis, Timothy J. Bruce 공저

Jill A. Stoddard, Niloofar Afari 공저

정도운, 정성수 공역

송영혜 역

손정락 역│2016│9788968665578

2015│9788968664991│256면

2015│9788968665325│528면

272면│국배변형판│반양장│18,000원

국배판│반양장│15,000원

크라운판│반양장│23,000원

Arthur E. Jongsma, Jr., L. Mark Peterson,

강의용 견본이 필요하신 교수님은 본사 홈페이지에서 <견본신청>을 하십시오.

21
심리치료 일(반

신간

)

근간

정신사회재활 매뉴얼

아동·청소년 뇌기반 심리치료

쿨하게 화내기, 제2판

Robert King 저
신성만, 강상경, 이영문, 정숙희 공역
2017│크라운변형판│반양장│가격미정

John B. Arden, Lloyd Linford 공저

W. Robert Nay 저

김광웅, 홍주란, 차미숙 공역

가족연구소 마음, 박의순 공역

2016│9788968666216│356면

2015│9788968664250│360면

크라운변형판│반양장│16,000원

신국판│반양장│16,000원

소시오드라마와 집단 트라우마

소시오드라마와 드라마치료를 활용한

잃어버린 자아정체감의 회복,

Peter Felix Kellermann 저

집단 트라우마 치유

제2판

박우진 역

Eva Leveton 편저

박순오 저

2016│9788968666766│272면

박우진, 조성희, 최대헌, 강희숙, 신경애 공역

2015│9788968664144│304면

신국판│반양장│13,000원

2015│9788968661877│376면

신국판│반양장│12,000원

신간

신국판│반양장│15,000원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무념치유,“SMASH!”

공황장애, 그 죽음불안을 넘어서

굿바이 공황장애：

김보경 저

이대순 저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2015│9788968665363│160면

2014│9788968662195│304면

최주연 저

신국판│반양장│12,000원

크라운변형판│반양장│15,000원

2008│9788958324652│264면
신국판│반양장│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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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심리치료 일(반
)
6주 안에 끝내는

6주 안에 끝내는

똑똑한 인지행동치료, 제2판

공황장애의 인지행동치료

공황장애의 인지행동치료 기록일지

Stephen Briers 저

Michelle G. Craske, David H. Barlow 공저

Michelle G. Craske, David H. Barlow 공저

김선욱, 김원, 김혜경, 조철래, 최병휘 공역

최병휘 역

최병휘 역

2015│9788968662096│296면

2015│9788968664960│144면

2015│9788968664984│80면

신국판│반양장│15,000원

46배판│반양장│13,000원

크라운변형판│반양장│7,000원

누구나 걱정은 하는 거란다

사회불안증의 인지행동치료：

만성질환자를 위한 스트레스 관리

Michael A. Tompkins, Katherine

사회불안 다스리기, 제2판

Jason M. Satterfield 저

Martinez 공저

Debra A. Hope, Richard G. Heimberg,

이재헌 역

이태선 역

Cynthia L. Turk 공저

2014│9788968661136│200면

2015│9788968664410│256면

최병휘 역

46배변형판│반양장│15,000원

신국판│반양장│12,000원

2014│9788968662140│272면
46배판│반양장│17,000원

근간

참자아가 이끄는

소인격체 클리닉：IFS 워크북

참자아 리더십 조기복원을
위한 소인격체 클리닉

Bonnie J.Weiss 저

Jay Earley, PhD 저

Jay Earley, PhD 저

이진선, 이혜옥 공역

이진선, 이혜옥 공역

이진선, 이혜옥 공역

2017│국배변형판│반양장│가격미정

2015│9788968665318│96면

2014│9788968661488│440면

신국판│반양장│8,000원

크라운변형판│반양장│18,000원

참자아가 이끄는

소인격체 클리닉

강의용 견본이 필요하신 교수님은 본사 홈페이지에서 <견본신청>을 하십시오.

23
심리치료 일(반
)

소인격체 클리닉

스트레스 없는 풍요로운 삶

스트레스, 대처, 그리고 발달

Tom Holmes, Lauri Holmes 공저

Richard Blonna 저

Carolyn M. Aldwin 저

이진선, 이혜옥 공역

최윤미, 지승희, 임대열, 박정민,

강성록, 양재원, 유현경, 정유진 공역

2013│9788968660283│144면

신효정, 강유선 공역

2015│9788968661945│520면

국배변형판│반양장│12,000원

2013│9788997927920│272면

크라운변형판│반양장│22,000원

신국판│반양장│12,000원

불안하고 걱정 많은 아이,
어떻게 도와줄까?, 제2판

아동심리치료

Ronald M. Rape 외 공저

Robbie Adler－Tapia 저
한종수 역/송영혜 감수

Laurie Greco, Steven Hayes 공저

이정윤, 박중규 공역
2014│9788968661952│344면

2013│9788968660962│432면

2012│9788997927395│400면

신국판│반양장│13,000원

크라운변형판│반양장│20,000원

크라운변형판│반양장│25,000원

수용전념치료(ACT)로
코칭 효과성을 극대화하라

부모와 교사가 함께하는

엄마에게 보내는 편지

마음자람 프로젝트

John Clements 저

Richard Blonna 저

김선영 저

김미경 역

손정락 역

2015│9788968663840│182면

2015│9788968664403│192면

2013│9788968661037│208면

크라운판│반양장│9,000원

신국판│반양장│9,000원

발달이론들의 임상현장에서의 통합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수용과
마음챙김 치료(실무자 지침서)
손정락, 이금단, 이정화 공역

국배판│반양장│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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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심리치료 일(반
)

아동과 청소년의 심리치료：

커플치료 과제 계획서, 제2판

심리치료사를 위한 치료 계획：

교육상담의 이론과 실제, 제3판

Gary M. Schultheis, Steffanie Alexander

더 나은 결과를 위한 실전 안내서, 제2판

Arthur E. Jongsma Jr. L. Mark Peterson,

O’
Hanlon, Bill O’
Hanlon 공저

Richard B. Makover 저

William P. McInnis, David J. Berghuis 공저

김현주, 심혜원 공역

유미숙, 윤소영, 전유진, 허주연, 황지연 공역

김정휘, 홍종관 공역

2013│9788968661044│248면

2013│9788997927791│256면

2010│9788958328032│544면

크라운변형판│반양장│15,000원

크라운변형판│반양장│15,000원

국배판│반양장│23,000원

긍정심리치료(치료자 가이드)

관계중심 심리치료

Jeana L. MagyarMoe 저

Myrna M. Weissman, John C.

이훈진, 최현정 공역

Markowitz, Gerald L. Klerman 공저

2012│9788997927579│256면

신성만, 권경현, 이은경 공역

크라운변형판│양장│18,000원

2011│9788958328056│578면
46배변형판│반양장│28,000원

강의용 견본이 필요하신 교수님은 본사 홈페이지에서 <견본신청>을 하십시오.

25
제목

역자

출간연도

ISBN

가족을 잃은 아이의 슬픔

J. William Worden

강박증의 인지치료

전석균, 임승희

2008

9788958325697

312 15,000

Sabine Wilhelm 외

신민섭, 설순호, 권준수

2008

9788958324874

344 15,000

강의실 밖에서 배우는 심리치료

Suzanne Bender 외

신성만, 이지연, 허은혜

2008

9788958325383

416 18,000

공황장애의 인지행동치료, 제3판

David H. Barlow 외

최병휘, 최영희

2006

8958322292

248 15,000

최병휘, 최영희

2006

8958322306

80

유미숙, 이세연, 백소윤

2011

9788958328988

264 18,000

2012

9788958322757

192 12,000

공황장애의 인지행동치료 기록일지

면수

가격

5,000

꿈의 과학적 탐구

G. William Domhoff

뉴로피드백 입문

최승원, 조혜현, 허지원,
김기성, 정선용, 설재현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치유

Beverly Cobain 외

이혜선, 육성필, 김신향

2010

9788958327554

208

범불안장애의 인지행동치료：불안과
걱정의 극복, 제2판

Michelle G. Craske 외

최병휘, 곽욱환

2009

9788958325765

184 15,000

변증법적 행동치료

Thomas Marra

신민섭, 박세란, 설순호,
황석현

2006

8958322365

384 22,000

보드게임을 활용한 아동심리치료

Jill Bellinson

유미숙, 이영애, 전미경

2008

9788958324867

240 13,000

부부를 위한 심리치료계획

K. Daniel O’
Leary 외

박현민

2007

9788958323235

348 15,000

분산적 리더십

Alma Harris 외

이석열, 김규태,
주영효, 손보라

2011

9788958329336

272 12,000

불안 101

Moshe Zeidner,
Gerald Matthews

이태선

2013

9788968660559

376 15,000

사회공포증의 인지행동집단치료

리처드 G. 하임버그 외

최병휘

2007

9788958323730

432 22,000

삶의 질 치료

Michael B. Frisch

최영희, 이재헌

2010

9788958327332

432 25,000

사회불안증의 인지행동치료 기록일지, 2판

Debra A. Hope 외

최병휘

2014

9788968662188

72

상담 및 집단치료에 활용하는
사이코드라마 매뉴얼

Tian Dayton

김세준

2012

9788997927296

560 25,000

상담자를 위한 선 심리치료

Svagito R. Liebermeister

박선영, 유경숙

2011

9788958329381

328 13,000

선행동치료：불교상담을 위한
인지행동적 전략과 전망

김보경, 이상훈, 한현민,
안정애, 최은영

2008

9788958324317

384 18,000

수용과 참여의 심리치료

Steven C. Hayes 외

문성원, 김은선

2009

9788958326045

460 22,000

숨겨진 보물

Violet Oaklander

서명원, 안연옥

2012

9788958324416

360 16,000

스토리텔링으로 풀어 보는 이야기치료

이영문

2013

9788997927913

240 12,000

8,000

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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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심리치료 일(반

심리치료(일반)

26
심리치료 일(반

출간연도

ISBN

신경과학으로 보는 심리학적 치료

송현주

2010

9788958327370

296 18,000

Alex Holder

선우현, 최광현

2006

8958322748

312 12,000

)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인지치료

Robert D. Friedberg

정현희, 김미리혜

2007

9788958323709

460 25,000

아동·청소년 상담 및 심리치료, 제2판

Robert R. Erk

노성덕, 김호정, 이윤희,
윤은희

2010

9788958327486

648 25,000

아동·청소년 심리치료

John R. Weise

오경자, 정경미, 문혜신,
배주미, 이상선

2008

9788958324379

616 25,000

애착이론과 심리치료

Mario Marrone

이민희

2005

8958320672

424 20,000

애착장애의 이해와 치료

Colby Pearce

이민희

2011

9788958329466

144

애착장애의 치료：
이론에서 실제까지

Karl Heinz Brisch

장휘숙

2003

8990685206

324 20,000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이야기 치료

Michael White 외

최민수

2010

9788958327448

216

엄마랑 있어야 안심이 돼요

Andrew R. Eisen 외

신민섭, 김상선

2008

9788958325116

260 12,000

우울과 불안장애의 치료계획과
개입방법

Robert L. Leahy 외

박경애, 조현주, 김종남,
김희수, 이병임, 이수진

2008

9788958325703

445 25,000

우울증의 인지치료

Mark Gilson 외

최병휘, 이종선

2006

8958322683

172 12,000

우울증이 주는 선물

Lara HonosWebb

신민섭, 김성준

2008

9788958325185

272 13,000

이야기 치료, 궁금증의 문을 열다

Shona Russell 외

최민수

2010

9788958327455

256 12,000

인지행동 상담과 심리치료 기법

Frank Wills

박의순, 이동숙

2011

9788958328810

308 16,000

자기 스스로 행하는 마음치유

Fred Friedberg

정종진, 이근배, 안정현

2011

9788958329220

248 15,000

트라우마 회복탄력성과 상담실제

Aida Alayarian

김현아, 최대헌,
김규식, 조용태

2011

9788958329510

288 12,000

호스피스 상담：말기 돌봄과
사별을 위한 상담

Colin Murray Parkes 외

임승희, 고수진, 신성만

2011

제목

저자

역자

Rowland W. Folensbee

아동과 청소년 정신분석

면수

가격

7,000

9,000

9788958329527 320 13,000

강의용 견본이 필요하신 교수님은 본사 홈페이지에서 <견본신청>을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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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빈 얄롬 시리즈

어빈 얄롬 시리즈

스피노자 프로블럼

나는 사랑의 처형자가 되기
싫다, 개정판

삶과 죽음 사이에 서서

어빈 D. 얄롬 저
이혜성 역

어빈 D. 얄롬 저

이혜성 역

2013│9788968660344│512면

최윤미 역

2015│9788968662287│280면

신국판│반양장│20,000원

2014│9788968661204│456면

신국판│양장│18,000원

어빈 D. 얄롬 저

신국판│반양장│18,000원

카우치에 누워서

쇼펜하우어, 집단심리치료

보다 냉정하게, 보다 용기있게

어빈 D. 얄롬 저

어빈 D. 얄롬 저

어빈 D. 얄롬 저

이혜성 역

이혜성, 최윤미 공역

이혜성 역

2007│9788958323440│544면

2006│8958322780│484면

2008│8958325048│304면

신국판│반양장│17,000원

신국판│반양장│15,000원

신국판│반양장│14,000원

치료의 선물

매일 조금 더 가까이

폴라와의 여행：삶과 죽음,

어빈 D. 얄롬 저

어빈 D. 얄롬 저

그 실존적 고뇌에 관한 심리치료 이야기

최한나, 김창대, 천성문, 최웅용 공역

이혜성, 최한나 공역

어빈 D. 얄롬 저

2005│895832113X│330면

2010│9788958327660│404면

이혜성 역

신국판│반양장│15,000원

신국판│반양장│15,000원

2006│8958322926│350면
신국판│반양장│15,000원

도서구입은 본사 영업부나 교보문고, 영풍문고, 온라인서점(Yes24, 알라딘, 인터파크), 전국 각 대학 구내서점으로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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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치료

놀이치료

신간

고급 놀이치료：아동상담 임상을

게슈탈트 놀이치료：

놀이치료의 기초, 제2판

위한 필수조건, 지식, 그리고 기술

오클랜더식 접근방법

Charles E. Schaefer 저

Dee C. Ray 저

Peter Mortola 저

김은정 역

이은아김, 민성원 공역

변명숙, 안연옥 공역

2015│9788968661860│488면

2016│9788968665370│392면

2014│9788968661457│360면

46배변형판│반양장│23,000원

크라운변형판│반양장│18,000원

신국판│반양장│15,000원

신간

유아를 위한 놀이치료

놀이와 아동발달, 제4판

모래놀이치료：과거, 현재, 미래

Charles E. Schaefer, Sophronia Kelly－Zion,
Judith McCormick, Akiko Ohnogi 공저

Fergus P. Hughes 저

Rie Rogers Mitchell,

유미숙, 박영애, 장현숙, 유가효, 방은령,

Harriet S. Friedman 공저

유미숙, 문가현, 김연희 공역

천혜숙 공역

송영혜, 서귀남, 김현희, 김상희, 이명성 공역

2013│9788968660573│448면

2012│9788958322962│376면

2016│9788968664212│264면

크라운변형판│반양장│22,000원

크라운변형판│반양장│18,000원

신국판│반양장│13,000원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2016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인지행동 놀이치료

아동심리검사 사례집

놀이의 치료적 힘, 제2판

Athena A. Drews 저

송영혜, 강지예, 이정자 공저

Charles E. Schaefer, Athena A. Drewes 공저

채규만, 김유정, 위지희, 임자성 공역

2010│9788958328131│272면

유미숙, 이윤승, 이은수, 최재정, 최진현 공역

2013│9788968660252│608면

크라운변형판│반양장│15,000원

2015│9788968664113│448면

크라운변형판│반양장│25,000원

크라운변형판│반양장│20,000원

강의용 견본이 필요하신 교수님은 본사 홈페이지에서 <견본신청>을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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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자

역자

출간연도

ISBN

면수

가격

나는 말하고 싶어요, 제2판

Ann Cattanach

이희정, 윤정연, 문현주

2011

9788958328803

272

12,000

놀이치료：이론과 실제, 제2판

Kevin J. O’
Connor 외

송영혜, 이승희, 김현주

2011

9788958329459

560

25,000

놀이치료 기법, 제2판

Schaefer, Cangelosi

이순행, 김은하, 주현숙,
박유미, 전경숙, 이유진

2009

9788958324423

384

18,000

놀이치료에서의 부모상담

Deborah McGuire 외

김광웅, 강은주, 진화숙

2008

9788958324829

320

14,000

놀이치료입문, 제2판

Kevin J. O’
Connor

송영혜, 윤지현

2001

8984450871

510

20,000

놀이치료 치료계획 및 중재

Kevin John O’
Connor 외

송영혜, 김은경, 김귀남

2009

9788958326762

340

20,000

놀이 프로파일

Saralea E. Chazan

유미숙, 이영애, 윤소영

2012

9788997927081

344

15,000

또래관계, 개정증보판

송영혜

2012

9788997927487

296

15,000

아동 문제의 이해와 지도를 위한
놀이치료 사례연구

강문희, 이명희, 심호규, 소용주,
고강호, 현태옥, 윤숙진

2007

8958323515

296

9,500

집단놀이치료 핸드북

Sweeney, Homeyer

유미숙, 유재령, 우주영, 전정미

2009

9788958325567

528

25,000

학교놀이치료

Athena A. Drewes 외

민성원

2010

9788958326991

468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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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치료

구조화된 놀이상담 시리즈

놀이로 여는 집단상담기법

놀이로 하는 집단상담

전국재, 우영숙 공저
2005│895832158X│184면│46배판
반양장│13,000원

전국재, 우영숙 공저
2009│9788958326816│202면│46배판
반양장│14,000원

집단상담에서 집단 초기단계는 집단의 성
패를 결정지을 만큼 중요한 과정이다. 이
책은 집단을 효과적으로 열 수 있도록 촉
진하는 놀이기법을 다양하게 담아놓았다.

놀이의 다양한 특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함
으로써 놀이가 가진 상담 및 치료적인 힘
을 극적으로 발휘하도록 하였으며 구조화
된 프로그램을 우리나라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하도록 재구성하였다.

집단상담의 놀이와 프로그램

모험기반상담 놀이와 프로그램

전국재, 우영숙 공저
2009│9788958327301│368면│46배판
반양장│20,000원

전국재, 우영숙 공저
2013│9788968660412│320면│46배판
반양장│18,000원

287가지의 놀이와 프로그램을 분야별로
분류하여 소개하고 있다. 이 놀이와 프로
그램은 집단원들이 집단에 자기주도적으
로 참여하도록 해 주고 진지하게 몰입할
수 있도록 촉진해준다.

점점 더 개인주의가 되어 가는 사회에 이제
막 발을 내딛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모험활
동을 통해 모두 건강해지고 아름답고 행복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다.

놀이로 하는 정6품 인성교육
전국재 저
2016│9788968666803│328면│46배판
반양장│22,000원

청소년의,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을 위한
집단활동에 필수적인 청소년 중심의 지도
력, 프로그램, 공동체 및 제반 여건과 환경
을 통합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
책은 동아리활동의 이론적 근거와 실제를
국내 최초로 제시하는 매뉴얼이다.

인성교육프로그램 아자!

행복한 만남과 사귐
● 초등학교 4~6학년용

● 중·고등학생용

청소년과 놀이문화연구소 전국재 지음
2014│9788968662164│184면│비매품

청소년과 놀이문화연구소 전국재 지음
2014│9788968662171│172면│비매품

‘행복한 만남과 사귐’시리즈는 구조화된 놀이상담기법을 사용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놀이가
가진 자연성을 왜곡하지 않고 놀이가 가진 교육, 상담, 치료적 기능과 힘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집단활동의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건강하고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데 필수인 기본적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강의용 견본이 필요하신 교수님은 본사 홈페이지에서 <견본신청>을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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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치료

예술치료

신간

음악치료핸드북

아시아 미술치료

Barbara L. Wheeler 저

실버 그림검사와
그림 이야기 검사

(사)전국음악치료사협회 역

Rawley Silver 저

Potash, Siu Mei Chan 편저

2016│9788968668012│536면

조용태, 이근매, 유경미 공역

김선현 역

46배판│양장│30,000원

2013│9788997927777│320면

2013│9788968660382│384면

46배판│반양장│20,000원

크라운변형판│반양장│18,000원

Debra L. Kalmanowitz, Jordan S.

신간

치유와 사회변화를 위한

표현과 치료：철학, 이론, 적용

집단 인간중심 표현예술

스티븐 레빈, 엘렌 레빈 편저

학교에서의 연극치료와
가족치료

Natalie Rogers 저

최은정 역

Penny McFarlane, Jenny Harvey 공저

전태옥, 이수진 공역

2013│9788968660290│360면

최윤미, 지승희 공역

2016│9788968665356│504면

46배판│반양장│16,000원

2013│9788968660917│192면

46배변형판│반양장│25,000원

신국판│반양장│12,000원

2013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근간

미술, 과학, 미술치료
Frances F. Kaplan 저

자폐아동을 위한
음악치료와 감각통합

외상경험아동과 함께하는
예술치료

장연집 역

Dorita S. Berger 저

Cathy A. Malchiodi 저

2013│9788968660894│192면

이경숙 역

김선희, 신수지 공역

신국판│반양장│12,000원

2012│9788958328339│320면

2017│크라운변형판│반양장│가격미정

크라운변형판│반양장│15,000원

도서구입은 본사 영업부나 교보문고, 영풍문고, 온라인서점(Yes24, 알라딘, 인터파크), 전국 각 대학 구내서점으로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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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치료
신간

무용동작치료의 예술과 과학

사회행동과 미술치료

Sharon Chaiklin, Hilda Wengrower 공저

Frances F. Kaplan 편저

청소년 학습상담에 활용하는
미술심리상담

류분순, 신금옥, 김향숙, 박혜주, 이예승 공역

최한 역

유혜신, 김미성 저

2014│9788968661907│372면

2016│9788968665301│360면

2015│9788968665165│152면

크라운변형판│반양장│16,000원

신국판│반양장│15,000원

크라운변형판│반양장│12,000원

아동청소년의 부적응예방을 위한

미술치료사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중재를 위한

아동청소년 치료의 평가기법과 임상 준비를 위한

미술치료 프로그램개발과 매뉴얼

발달적 접근과 특성별 지침서

학교미술치료 지침서

옥금자 저

옥금자 저

옥금자 저

2015│9788968664168│224면

2014│9788968661662│232면

2013│9788968660887│256면

46배변형판│반양장│15,000원

46배변형판│반양장│15,000원

46배판│반양장│15,000원

위기의 아동·청소년을 위한

학교미술치료의 실제

4인 4색 미술치료

학교미술치료 지침서

옥금자 저

이화영, 장현정, 조봉진, 한애현 공저

옥금자 저

2008│9788958325475│328면

2015│9788968662270│240면

2010│9788958328018│256면

46배변형판│반양장│올컬러│18,000원

46배변형판│반양장│13,000원

46배변형판│반양장│15,000원

강의용 견본이 필요하신 교수님은 본사 홈페이지에서 <견본신청>을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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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치료

미술치료와 분노

임상미술치료학, 제2판

Marian Liebmann 저

Harriet Wadeson 저

음악치료에서의
목소리 활용기법

홍은주, 신지원 공역

장연집, 최호정, 김태은, 김안젤라, 오선미,

Felicity Baker, Sylka Uhlig 공저

2013│9788997927944│368면

윤혜원, 문리학 공역

정연주, 김수지, 곽은미, 김경숙, 이수연 공역

신국판│반양장│15,000원

2012│9788958326243│592면

2013│9788968660856│400면

46배판│반양장│28,000원

크라운변형판│반양장│18,000원

성악심리치료의 이론과 실제

알기 쉬운

음악치료 연구법

Diane Austin 저

김경숙, 김지연, 최병철, 황은영 공저

Amelia Oldfield, Claire Flower 공저

한국성악심리치료사협회 역

2015│9788968665387│312면

이인용, 송인령, 김진순 공역

2012│97878997927234│360면

크라운변형판│반양장│18,000원

2014│9788968661174│272면

신국판│반양장│15,000원

가족과 함께하는 아동 음악치료

신국판│반양장│12,000원

예술치료
저자

역자

가족미술치료

제목

Christine Kerr 외

오선미

출간연도

ISBN

그림을 통한 성격치료 미술치료

박현일, 조홍중

까다로운 내담자를 위한 미술치료

Lisa B. Moschini

노인미술치료

면수 가격

2010

9788958327479

344 20,000

2009

9788958326021

288 20,000

김혜정, 곽상운

2010

9788958326885

448 20,000

Rebecca C. Perry
Magniant

최외선, 조용태, 이근매

2009

9788958325970

352 16,000

노인음악치료, 제2판

Alicia Ann Clair, Jenny
Memmott

노인음악치료연구회

2009

9788958324294

400 18,000

다양한 예술표현방법을 활용한
미술치료 활동기법

Susan Makin

김종희

2009

9788958326038

152 12,000

동작중심 표현예술치료：움직임,
은유 그리고 의미의 세계

Daria Halprin

김용량, 이정명, 오은영

2006

8958322802

336 15,000

매체경험을 통한 미술치료의 실제

이근매, 최인혁

2008

9788958325079

180 16,000

모자화

馬場史津

이근매, 최외선

2012

9788958321859

272 12,000

무용동작치료：치유의 예술, 개정2판

Fran J. Levy

고경순, 김나영, 남희경,
이상명, 최희아

2012

9788997927227

504 25,000

도서구입은 본사 영업부나 교보문고, 영풍문고, 온라인서점(Yes24, 알라딘, 인터파크), 전국 각 대학 구내서점으로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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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치료

제목

저자

역자

출간연도

ISBN

미술치료 기법과 적용

Susan I. Buchalter

미술치료를 위한 평가도구, 제2판

최은미

2011

9788958328940

272 15,000

Stephanie Brooke

김종희

2007

9788958323242

296 18,000

미술치료와 임상뇌과학

Noah Hass－Cohen,
Richard Carr

김영숙, 원희랑, 박윤희,
안성식

2011

9788958329855

416 18,000

미술치료학 연구법

Lynn Kapitan

장연집, 손승아, 안경숙,
장윤정, 최호정

2012

9788997927593

412 20,000

미술치료 용어사전

박현일

2012

9788958325468

456 25,000

미술치료 작업노트：나를 찾는 여행

Vicky Barber

2009

9788958326533

255 20,000

미술치료 7단계

조경호

2012

9788958322856

256 22,000

비주얼 저널을 통한 미술치료

Barbara Ganim 외

최재영, 윤혜원

2007

8958323116

208 13,800

사이코드라마 가이드

Zoran Djuric 외

최윤미

2007

978895832340X

80 12,000

섭식장애와 미술치료

Mary Levens

최승이

2009

9788958326960

224 12,000

세 가지 그림심리검사

Rawley Silver

이근매, 조용태, 최외선

2007

9788958323426

344 20,000

스튜디오 미술치료

Catherine Hyland Moon

정은혜

2010

9788958328766

360 18,000

시각과 언어의 예술치료

R. M. Simon

최소영

2006

8958322810

시치료의 이론과 실제

권성훈

2010

9788958328124

288 15,000

연극치료 접근법의 실제

Madeline Andersen
Warren, Roger Grainger

이효원

2009

9788958326687

296 15,000

예술심리치료 전문가를 위한
표현예술활동

Suzanne Darley,
Wende Heath

이근매, 조용태, 차명호

2012

9788958320975

288 15,000

예술치료

정광조, 이근매, 최애나, 원상화

2009

9788958327257

232 18,000

유능한 미술치료사 되기

Debora Schroder

오연주

2010

9788958327783

160

8,000

음악과 마음

Helen L. Bonny 외

최미환

2006

8958322632

232

9,000

인간중심 미술치료의 실제

Liesl Silverstone

홍은주, 임나영

2012

9788997927609

128

9,000

인간중심 표현예술치료：창조적 연결

Natalie Rogers

이정명, 전미향, 전태옥

2007

9788958323884

360 18,000

집단미술치료

Gerry McNeilly

이정숙, 이경원

2012

9788958329503

344 18,000

치료미학：표현예술치료의 이론과 실제

Paolo J. Knill 외

이모영, 문소연

2011

9788958329541

304 15,000

크레이머의 미술치료 치료로서의 미술

Edith Kramer

김현희, 이동영

2007

9788958323525

406 16,000

표현예술치료로 만나는 정신건강 이야기

옥금자

2009

9788958326267

360 20,000

표현예술치료 소스북

Sally Atkins 외

최은정, 김미낭

2010

9788958327745

200 10,000

표현치료

Cathy A. Malchiodi

나양수, 백용매

2009

9788958324959

328 15,000

학교미술치료의 실제

옥금자

2008

9788958325475

328 18,000

학교 표현예술치료：임상감독과 프로
그램 개발 가이드

Karen Frostig,
Michele Essex

옥금자

2007

9788958323020

168

현대 드라마치료의 세계：드라마
치료의 역사와 현재적 접근, 제2판

David Read Johnson,
Renee Emunah

김세준, 이상훈

2011

9788958320210

640 28,000

홍은주

강의용 견본이 필요하신 교수님은 본사 홈페이지에서 <견본신청>을 하십시오.

면수 가격

90

6,000

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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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치료

가족치료

신간

가족치료의 실제：100가지 핵심기법

가족치료：체계이론적 통합, 제8판

Mark Rivett, Eddy Street 공저

Dorothy Stroh Becvar, Raphael J. Becvar 공저

Nichols의 가족치료 이론과
실제, 제6판

박의순 역

정혜정, 이형실, 윤경자, 이동훈 공역

Michael P. Nichols 저│김영애 역

2013│9788997927890│392면

2016│9788968668005│496면

2015│9788968665035│608면

신국판│반양장│16,000원

46배변형판│반양장│22,000원

46배변형판│반양장│28,000원

부부의 성격차이 해결법

가족학의 핵심개념

Andrew Christensen, Neil S. Jacobson 공저

Jane Ribbens McCarthy,

다문화가족 갈등관리의
이론과 실제

유미숙, 전성희 공역

Rosalind Edwards 공저

이근매, 조용태, 김용수 공저

2013│9788968660399│416면

전영주, 원성희, 황경란, 양무희,

2014│9788968661532│240면

신국판│반양장│15,000원

배덕경, 송정숙, 이복숙, 정수빈 공역

46배변형판│반양장│15,000원

2013│9788997927869│336면
신국판│반양장│13,000원

가족치료
제목
가족문제해결 핸드북

저자

역자

출간연도

ISBN

Alison Taylor

면수 가격

한국가족복지학회

2007

9788958321415

560 25,000

가족치료：임상에서 삼각관계 활용

Philip J. Guerin

최선령, 이인수

2005

8958322020

292 15,000

가족치료 현장으로의 초대

Michael P. Nichols

김영애

2006

8958322055

426 18,000

노인상담：경험적 접근, 개정판

이장호, 김영경

2013

9788968660016

416 22,000

긍정심리학과 가족치료

Collie W. Conoley 외

유계숙, 강수향, 오아림, 이주현

2011

9788958328964

256 15,000

도박에 빠진 가족 구하기

Linda Berman 외

김한우

2011

9788958329596

384 18,000

보웬가족평가를 위한 가족치료 자가진단서

Ronald W. Richardson

부모－아동 상호작용 코딩 시스템 매뉴얼(워크북포함) Sheila M. Eyberg
부부·가족 상담의 4단계 모델

Salvador Minuchin 외

연극·영화로 떠나는 가족치료

이선형, 정미예

해결중심 면접의 도구들

Bob Bertolino 외

남순현

2009

9788958325925

214 12,000

두정일

2012

9788958326755

338 24,000

오진미, 신희천, 유계식, 김만권

2007

9788958323990

360 18,000

2010

9788958328100

384 18,000

2005

8958321466

340 15,000

김유순

도서구입은 본사 영업부나 교보문고, 영풍문고, 온라인서점(Yes24, 알라딘, 인터파크), 전국 각 대학 구내서점으로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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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심리학

상담심리학

신간

상담 및 치료의 이론과 실제,

상담 및 심리치료의 이론, 제4판

중독과 동기면담의 실제

제6판

Linda Seligman, Lourie W. Reichenberg 공저

신수경, 조성희 공저

Richard Nelson Jones 저

김영혜, 박기환, 서경현, 신희천, 정남운 공역

2015│9788968662294│512면

김성봉, 황혜리 공역

2014│9788968661891│644면

46배변형판│반양장│20,000원

2016│9788968666605│544면

46배변형판│반양장│29,000원

46배변형판│반양장│25,000원

근간

동기강화상담：변화 함께하기, 제3판

동기강화기술 입문, 제2판

불안장애를 위한 동기강화상담

William R. Miller, Stephen Rollnick 공저

Catherine Fuller, Philip Taylor 공저

Henny A. Westra 저

신성만, 권정옥, 이상훈 공역

신성만, 이상훈, 이아람 공역

신성만, 김준영, 이아람 공역

2015│9788968665424│552면

2013│9788968660405│288면

2017│크라운판│반양장│가격미정

크라운변형판│양장│28,000원

국배판│반양장│20,000원

신간

신간

근간

TA 심리상담：100가지 핵심기법

NLP로의 초대：

우울증 치료를 위한 교류분석

Mark Widdowson 저

성공적인 삶을 위한 지침서

Mark Widdowson 저

가족연구소 마음 역

Richard Bandler, Alessio Roberti,

송희자, 이성구, 노병직, 김석기 공역

2016│9788968667435│324면

Owen Fitzpatrick 공저

2017│크라운판│반양장│가격미정

크라운변형│반양장│16,000원

가족연구소 마음(박의순, 이주아) 공역
2016│9788968666667│160면
신국판│반양장│12,000원

강의용 견본이 필요하신 교수님은 본사 홈페이지에서 <견본신청>을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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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심리학

인터넷 중독의 특성과 쟁점

인터넷 중독 상담과 정책의 쟁점

인터넷 중독

(디지털 중독 대응총서 ①)

(디지털 중독 대응총서 ②)

Kimberly S. Young,

디지털중독연구회(권정혜, 고영삼, 엄나래,

디지털중독연구회(김교헌, 박승민, 신성만,

Cristiano Nabuco de Abreu 공저

이해국, 윤명희, 원일석, 배성만, 이영식,

박중규, 유영달, 문현실, 이화자, 강준기,

신성만, 고윤순, 송원영, 이수진, 이형초,

서보경, 고정현, 조은숙, 김선희) 공저

조현섭, 고영삼, 조정문, 민웅기, 천성문) 공저

전영민, 정여주 공역

2015│9788968665233│296면

2015│9788968665226│344면

2013│9788968660375│368면

신국판│반양장│15,000원

신국판│반양장│15,000원

크라운변형판│반양장│20,000원

신간

부정을 다루는 상담기법：

상담학 질적연구방법론 사례집

비자발적 내담자와 상담하기

전문가를 위한 상담안내서

박순, 안명숙, 이명진, 이명훈, 이정선, 이정우,

Stanley L. Brodsky 저

Terench T. Gorski 저

이호선, 장석연, 장성금, 전혜리, 최양숙 공저

이규미, 손강숙 공역

신재정, 황인복, 이문인, 송영옥, 최윤희 공역

2016│9788968667428│288면

2013│9788968661068│292면

2014│9788968661495│336면

크라운판│반양장│15,000원

신국판│반양장│18,000원

코칭 수퍼비전

노인상담：경험적 접근, 개정판

Jonathan Passmore 편저

이장호, 김영경 공저

ACT & RFT 커플상담
이론과 실제

권수영, 김상복, 박순 공역

2013│9788968660016│416면

조앤 달, 이안 스튜어트, 크리스토퍼 마텔,

2014│9788968662034│344면

46배변형판│양장│22,000원

조나단 카플란 공저

신국판│반양장│15,000원

크라운변형판│반양장│16,000원

심혜원, 김현주 공역
2014│9788968661914│246면
신국판│반양장│13,000원

도서구입은 본사 영업부나 교보문고, 영풍문고, 온라인서점(Yes24, 알라딘, 인터파크), 전국 각 대학 구내서점으로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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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심리학
신간

특수아 상담, 개정판

성상담의 이론과 실제：

아동·청소년 뇌기반 심리치료

송미경, 최윤희 공저

통합적 접근과 적용

John B. Arden, Lloyd Linford 공저

2013│9788997927937│256면

Lynn L. Long, Judith A. Burnett,

김광웅, 홍주란, 차미숙 공역

크라운변형판│양장│18,000원

R. Valorie Thomas 공저

2016│9788968666216│356면

문인옥, 정혜경, 배정원 공역

크라운변형판│반양장│16,000원

2013│9788997927883│372면
국배판│반양장│20,000원

뇌기반 상담심리학의 이론과 실제

NLP, 그 마법의 구조Ⅰ

NLP, 그 마법의 구조Ⅰ
Ⅰ

Louis Cozolino 저

John Grinder, Richard Bandler 공저

John Grinder, Richard Bandler 공저

이민희 역

한국NLP상담학회 역

한국NLP상담학회 역

2013│9788968660931│472면

2013│9788968661082│328면

2014│9788968661099│272면

크라운변형판│반양장│23,000원

신국판│반양장│12,000원

신국판│반양장│12,000원

수용전념치료(ACT) 은유(메타포)
모음집：ACT 체험연습 및 은유 실무자

쿨하게 화내기, 제2판

창피해서 죽을 것 같은 당신

W. Robert Nay 저

사회불안 및 공포증 치료 지침서

지침서

가족연구소 마음, 박의순 공역

Barbara G. Markway, Cheryl N. Carmin,

2015│9788968664250│360면

C. Alec Pollard, Teresa Flynn 공저

신국판│반양장│16,000원

이동귀, 손현국, 서해나 공역

신간

Jill A. Stoddard, Niloofar Afari 공저
손정락 역
2016│9788968665578│272면

2013│9788968660948│312면

국배변형판│반양장│18,000원

신국판│반양장│12,000원

강의용 견본이 필요하신 교수님은 본사 홈페이지에서 <견본신청>을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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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심리학

성경이야기 상담 실습 가이드

성경 이야기 상담

오우성, 박민수 공저

오우성, 박민수 공저

만성질환자를 위한
스트레스 관리

2015│9788968662331│264면

2014│9788968661433│468면

Jason M. Satterfield 저

신국판│반양장│12,000원

신국판│반양장│15,000원

이재헌 역
2014│9788968661136│200면
46배변형판│반양장│15,000원

신간

트라우마 치료의 원칙：

청소년을 위한 진로상담

진로 탐색 및 직업 선택, 제2판

증상·평가·치료를 위한 길잡이

정영선, 김현영 공저

박윤희 저

John Briere, Catherine Scott 공저

2014│9788968661426│216면

2016│9788968666759│392면

김종희 역

크라운변형판│반양장│9,800원

국배변형판│반양장│18,000원

교류분석(TA)을 통한

대상관계 심리치료 실전

커리어코칭의 이론과 실제

학생지도와 상담

Allan G. Frankland 저

박윤희 저

Sandra Newell, David Jeffery 공저

강대갑 역

2015│9788968665264│528면

정종진, 이근배, 안정현 공역

2012│9788958324607│248면

국배판│반양장│22,000원

2013│9788968660924│240면

신국판│반양장│12,000원

2014│9788968661969│392면
크라운변형판│반양장│18,000원

크라운변형판│반양장│13,000원

도서구입은 본사 영업부나 교보문고, 영풍문고, 온라인서점(Yes24, 알라딘, 인터파크), 전국 각 대학 구내서점으로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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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심리학
신간

K－WISC－IV의 이해와 실제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학교상담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학교상담：

김도연, 옥정, 김현미 공저

Robyn S. Hess, Sandy Magnuson,

실제 및 적용을 위한 가이드북

2015│9788968662256│256면

Linda Beeler 공저│오인수 역

Sandy Magnuson, Robyn S. Hess,

46배변형판│반양장│15,000원

2016│9788968667213│392면

Linda Beeler 공저│양돈규, 이철원 공역

46배변형판│반양장│20,000원

2015│9788968662249│196면
46배변형판│반양장│9,000원

상담심리학
제목

저자

역자

건강관리에서의 동기면담

Stephen Rollnick 외

신수경, 조성희

2009

9788958326205 304 18,000

게슈탈트 목회상담

Ward A. Knights Jr.

윤인, 이한종

2006

8958322845

게슈탈트 상담과 심리치료 기법

Phil Joyce, Charlotte Sills

가족연구소 마음, 박의순

2010

9788958327981 368 18,000

교류분석개론

송희자

2010

9788958328049 296 16,000

교사를 위한 상담기술：
생활지도와 상담, 제2판

Jeffrey A. Kottler, Ellen
Kottler

김은향, 김영조, 이동궁, 이정희,
장현일, 심정희, 황애현

2011

9788958328957 200

교사를 위한 학교상담기법

Garry Hornby 외

김병석, 하창순, 김현순, 최희철

2007

9788958323969 344 14,000

군상담 이렇게 합니다

손영철

홍경자 감수

2009

9788958324942 368 20,000

(기법을 중심으로 한) TA상담과
심리치료

Christine Lister－Ford

가족연구소 마음, 박의순,
이진선)

2008

9788958328780 288 14,000

노인과 노화

이호선

2010

9788958327769 216

노인상담의 첫걸음

Forrest Scogin

2008

9788958325000 208 15,000

놀이로 여는 집단상담기법

전국재, 우영숙

2005

895832158X

놀이로 하는 집단상담

전국재, 우영숙

2009

9788958326816 202 14,000

다문화 상담의 새로운 접근：
자기심리학적 상담의 과정

Judith Mishne

유영달, 강연정, 김종운, 박성미,
서수균, 안이환, 이동훈, 이정희,
이희백, 천성문

2011

9788958329589 352 15,000

다문화심리학, 제2판

Gordon C. Nagayama Hall

최은미, 임세라

2012

9788958329992 320 16,000

동기면담의 실제

신수경, 조성희

2009

9788958325802 256 30,000

동기면담 전문가 훈련 핸드북
(DVD포함)

조성희, 신수경

2008

9788958324126 116 25,000

동기강화상담 변화준비시키기, 제2판

William R. Miller 외

2006

8958322527

밀턴 에릭슨과 혁신적 상담

고기홍, 김경복, 양정국

2010

9788958328148 416 16,000

부모자녀 관계 평가 및 상담의 실제

정성훈, 박애선, 진미경

2009

9788958326977 200 12,000

사랑의 비즈니스, 결혼

Paul Hauck

2011

9788958329558 112

김영경

신성만, 권정옥, 손명자

박경애

출간연도

ISBN

강의용 견본이 필요하신 교수님은 본사 홈페이지에서 <견본신청>을 하십시오.

면수 가격

184 12,000

9,000

9,000

184 13,000

570 25,000

8,000

41
저자

역자

상담사를 위한 핸드북

Lorna L. Hecker,
Sharon A. Deacon

김혜진

상담심리전공자를 위한
진로상담의 이론과 실제

정의석

상담 수퍼비전의 기초

Janine M. Bernard 외

상담자의 자기분석

박순

상담클리닉의 개업과 경영

Steven Walfish 외

상호작용중심의 집단상담

출간연도

ISBN

면수 가격

2011

9788958328919 472 20,000

2013

9788968660115 224 12,000

2008

9788958325598 520 25,000

2009

9788958326618 320 15,000

이종구, 금명자, 한영숙

2012

9788997927159 312 20,000

Jay Earley

김창대, 신희천, 권경인, 민경화,
강지현, 김수임, 성윤희, 최은실,
황애경, 김태선

2004

8990685222

526 24,000

성경속의 치유와 상담

Matthew B. Schwartz 외

권명수, 전정운

2007

8958323272

344 13,000

심리적 문제의 인지도식과 핵심믿음

Lawrence P. Riso 외

김영혜

2010

9788958327776 292 25,000

심리적 문제 치료에서의 동기면담

Arkowitz, Wesrta 외

조성희, 신수경

2009

9788958325949 448 25,000

심리전기와 상담

박순

2009

9788958326564 288 15,000

심상치료의 이론과 실제

최범식

2009

9788958326052 568 25,000

유영권, 방기연

예방상담학, 제2판

Robert Conyne

이규미, 지승희

2010

9788958328117 360 15,000

용서심리학：내담자의 분노 해결하기

Robert D. Enright 외

방기연

2011

9788958329572 440 20,000

이야기 상담의 과정과 기법

박민수, 오우성

2009

9788958326847 432 18,000

인지치료기법：상담실제를 위한
안내서

Robert L. Leahy

2010

9788958327509 448 20,000

장·노년 상담

김애순

2008

9788958325086 256 15,000

장애인 상담의 이론과 실제
(재활전문가를 위한)

Fong Chan 외

송영혜, 조성재, 이달엽,
김순애, 이경하

2008

9788958325017 608 28,000

재활상담, 제4판

Randall M. Parker 외

이승희, 이정자

2010

9788958327615 544 25,000

주머니 속의 상담자

Susanna McMahon

송길연, 유봉현

2008

9788958325673 320 15,000

중독과 동기면담

Wiliam R. Miller

조성희, 신수경

2007

9788958323853 360 20,000

직업상담 심리학, 개정판

김병숙

2008

9788958324843 760 33,000

진로상담의 기술

Duane Brown

2003

8990685303

집단상담의 놀이와 프로그램

전국재, 우영숙

2009

9788958327301 368 20,000

철학상담의 이론과 실제

Petter B. Roabe

김수배

2010

9788958327622 496 20,000

철학상담의 이해와 실천

Ran Lahav 외

정재원 역/노성숙 감수

2013

9788997927685 336 18,000

청소년을 위한 학습상담

김현영, 정영선

2009

9788958327141 184 12,000

치료자가 되기 위한 훈련

John Karter

오상우

2005

8958321148

컨설턴트로 새출발하기, 제8판

Duoglas Gray

강대갑

2010

9788958328315 248 15,000

학습상담 이야기：사교육으로
해결 안 되는 학습 올레길

반신환, 백미숙

2010

9788958327714 208

호스피스 상담：말기 돌봄과
사별을 위한 상담

Colin Murray Parkes 외

2011

9788958329527 320 13,000

박경애, 조현주, 김종남,
김희수, 이병임, 이수진

김충기, 김희숙

임승희, 고수진, 신성만

440 20,000

216

8,500

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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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심리학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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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통계학

심리통계학

신간

SPSS를 활용한 심리연구
분석, 제5판

사회과학에서의 연구방법론,
제10판

행동과학과 사회과학을
위한 통계학 입문, 제5판

Nicolla Brace, Richard Kemp,

John J. Shaughnessy, Eugene B.

Arthur Aron, Elaine L. Aron,

Rosemary Snelgar 공저

Zechmeister, Jeanne S. Zechmeister 공저

Elliot Coups 공저

이주일, 문혜진, 정현선, 조영일, 최윤영,

조영일 역

신현정 역

한태영 공역

2016│9788968667794│544면

2012│9788958327066│560면

2013│9788968660481│488면

국배판│양장│28,000원

국배변형판│반양장│27,000원

심리통계학의 이해

연구와 통계방법

알기 쉬운

최숙희 저

이달엽 저

김경숙, 김지연, 최병철, 황은영 공저

2009│9788958324768│432면

2012│9788958327820│436면

2015│9788968665387│312면

46배변형판│양장│20,000원

46배변형판│반양장│20,000원

크라운변형판│반양장│18,000원

46배변형판│반양장│28,000원

음악치료 연구법

심리통계학·논문작성·기타
제목

저자

역자

출간연도

ISBN

면수

가격

사회과학도를 위한 연구방법론

홍성열

2001

8984450995

464 23,000

사회과학 연구법과 결과해석

민윤기

2004

8958320001

380 18,000

사회과학 혼합연구방법의 이론과 실제

Jennifer C. Greene

이진희, 이병호, 윤은주

2011

9788958329640

288 15,000

실험설계 및 통계의 기초

Fabio Sani 외

문선모

2011

9788958328858

272 18,000

실험심리학 용어사전

곽호완, 박창호, 이태연,
김문수, 진영선

2008

9788958325437

448 30,000

언어병리학에서 SPSS를 활용한 통계분석

남정모, 최예린, 김향희

2008

9788958324980

280 15,000

학위논문작성법：시작에서 끝내기까지

John D. Cone

2004

8958320532

410 15,000

정옥분, 임정하

강의용 견본이 필요하신 교수님은 본사 홈페이지에서 <견본신청>을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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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학

정신의학

신간

스포츠 정신의학

한결 쉬워진 정신장애 진단, 제2판

쉽게 배우는 DSM－5：

데이비드 R. 맥더프 저

James Morrison 저

임상가를 위한 진단지침

박원명, 윤보현, 김문두, 서정석, 우영섭 공역

신민섭, 오서진, 최정인, 김일중, 문윤재,

James Morrison 저

2015│9788968664182│352면

서성민, 이미소, 최자연, 홍초롱 공역

신민섭 외 11인 공역

크라운변형판│반양장│20,000원

2015│9788968662539│352면

2016│46배변형판│양장│35,000원

크라운변형판│양장│25,000원

근간

신간

정신병리의 이해

완화의학

양극성장애：

R. Elliott Ingersoll, Andre Marquis 공저

류성곤 저

조울병의 이해와 치료, 제2판

최의헌 역

2016│9788968667985│400면

대한우울·조울병학회(공동대표저자 박원명,

2017│크라운변형판│반양장│가격미정

신국판│반양장│15,000원

전덕인) 저
2014│9788968661730│624면
46배판│반양장│45,000

2013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청소년정신의학

정신의학적 진단의 핵심：

법정신의학, 제2판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편저

DSM－5의 변화와 쟁점에 대한 대응

로버트 사이먼, 리자 골드 편저

2012│9788997927050│720면

Allen Frances 저

안동현 외 17인 공역

46배판│반양장│35,000

박원명, 민경준, 전덕인, 윤보현, 김문두,

2013│9788997927630│616면

우영섭 공역

46배판│양장│39,000

2014│9788968661587│352면
신국판│반양장│18,000

도서구입은 본사 영업부나 교보문고, 영풍문고, 온라인서점(Yes24, 알라딘, 인터파크), 전국 각 대학 구내서점으로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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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학

생물소아정신의학

임상신경정신약물학, 제2판

조울병 치유로 가는 길：

조수철 외 공저

대한정신약물학회(공동대표저자 박원명,

양극성 장애 극복 가이드, 제2판

2014│9788968661839│576면

김찬형) 공저

David J. Miklowitz 저

46배판│양장│39,000

2014│9788968661655│872면

박원명, 전덕인, 김원, 송후림 공역

국배판│양장│80,000

2013│9788968660054│408면
46배변형판│반양장│25,000

2013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조울병 환자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법

우울증
대한우울·조울병학회(공동대표저자 박원명,

조울병의 변증법적 행동치료
워크북

Cara Aiken 저

민경준) 공저

Sheri Van Dijk 저

박원명, 윤보현, 김문두, 송후림 공역

2012│9788997927449│496면

김원 역

2014│9788968661372│200면

46배판│반양장│35,000

2015│9788968665004│296면

신국판│반양장│12,000

국배변형판│반양장│18,000

뇌전증과 지적장애

부모와 교사가 함께하는

Vee P. Prasher, Mike P. Kerr 공저

마음자람 프로젝트

송길연, 문진화, 이진숙 공역

김선영 저

2015│9788968665127│288면

2015│9788968663840│182면

크라운변형판│양장│18,000

크라운판│반양장│9,000

강의용 견본이 필요하신 교수님은 본사 홈페이지에서 <견본신청>을 하십시오.

45
교육학

교육학

근간

근간

근간

연구방법：질적, 양적 및 혼합적 연구

학교적응 사회적 기술

상담에서 극적인 변화를 위한
단기 개입전략

의 설계, 제4판

Harvey“Smokey”Daniels,

John W. Creswell 저

Nancy Steineke 공저

김영숙, 류성림, 박판우, 성용구, 성장환, 유승희,

송길연, 유봉현 공역

Kirk D. Strosahl, Patricia J. Robinson 공저
최한나, 김창대, 남지은 공역

임남숙, 임청환, 정종진, 허재복 공역

2017│국배판│반양장│가격미정

2017│46배변형판│반양장│가격미정

교사를 위한 수업전략, 제6판

교수개발가이드, 제2판

학습동기：학생들의 동기유발과

Paul D. Eggen, Donald P. Kauchak 공저

Kay J. Gillespie, Douglas L. Robertson,

몰입을 위한 25가지 전략

임청환, 강영하, 권성기 공역

Associates 공저

Carolyn Chapman, Nicole Vagle 공저

2014│9788968660627│416면

장은정, 홍성연, 신종호 공역

정종진, 김영숙, 류성림, 성용구, 성장환,

46배변형판│반양장│23,000원

2015│9788968665110│464면

유승희, 임남숙, 임청환, 허재복 공역

크라운변형판│반양장│18,000원

2015│9788968665066│280면

2017│46배변형판│반양장│가격미정

국배판│반양장│18,000원

신간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학교상담：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학교상담

실제 및 적용을 위한 가이드북

Robyn S. Hess, Sandy Magnuson,

수학부진아 지도 프로그램,
매스리커버리, 제2판

Sandy Magnuson, Robyn S. Hess,

Linda Beeler 공저│오인수 역

Robert J. Wright, Ann K. Stafford,

Linda Beeler 공저

2016│9788968667213│392면

Jim Martland, Garry Stanger 공저

양돈규, 이철원 공역

46배변형판│반양장│20,000원

정재석, 김시욱 공역

2015│9788968662249│196면

2011│9788958329107│368면

46배변형판│반양장│9,000원

크라운변형판│반양장│25,000원

도서구입은 본사 영업부나 교보문고, 영풍문고, 온라인서점(Yes24, 알라딘, 인터파크), 전국 각 대학 구내서점으로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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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

영어 과학
논문 쓰기와 논문심사 대처요령

과학자가 되는 첫걸음, 제2판

통합학교 교사를 위한

Ivan Valiela 저

Peggy A. Hammeken 저

카미데 요스케 저

김재영, 장영록, 강광일 공역

김희규 역

안병호 역

2015│9788968664458│400면

2014│9788968661853│392면

2015│9788968665219│312면

크라운변형판│반양장│20,000원

46배판│반양장│18,000원

좋은 수업의 실제 10가지, 제3판

아동을 위한 사회교육, 제8판

초등학생을 위한

Donna Walker Tileston 저

Carol Seefeldt, Sharon Castle,

어린이 친구 만들기

정종진, 성용구, 임청환 공역

Renee C. Falconer 공저

Fred Frankel, Robert Myatt 공저

2013│9788968660658│184면

권연희 역

하지혜, 박혜숙, 이민영 공역

46배판│반양장│13,000원

2014│9788968662089│344면

2015│9788968662409│344면

46배변형판│반양장│18,000원

46배변형판│반양장│18,000원

다문화교육의 세계동향

국제저널 에디터가 가르쳐 주는

통합교육 입문

신국판│반양장│15,000원

김동현, 서미 공저

James A. Banks 저

우리 교실의 행동문제
예방하는 방법

2014│9788968662010│308면

방명애, 김혜인 공역

Matt Tincani 저

46배판│반양장│15,000원

2014│9788968661808│608면

전혜인 역

46배판│반양장│25,000원

2015│9788968665103│160면

알기 쉬운

학교폭력의 이해와 대책

국배판│반양장│15,000원

강의용 견본이 필요하신 교수님은 본사 홈페이지에서 <견본신청>을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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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

공격적 청소년을 위한

학교폭력
치유 및 예방프로그램

공격적 아동을 위한 학교폭력
치유프로그램(가해 아동용)

공격적 아동을 위한 학교폭력
치유프로그램(피해 아동용)

김붕년, 권국주 공저

김붕년, 구훈정, 최상철 공저

김붕년, 구훈정, 최상철 공저

2015│9788968662324│168면

2015│9788968665141│196면

2015│9788968665134│196면

46배판│반양장│12,000원

46배판│반양장│12,000원

46배판│반양장│12,000원

2016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사회과학 분야 선정

부모와 교사가 함께하는

영재탐구

질문과 토론이 주는 생각 너머 생각

마음자람 프로젝트

Robert J. Sternberg, Linda Jarvin,

독서하브루타

김선영 저

Elena L. Grigorenko 공저

황순희 저

2015│9788968663840│182면

박경빈, 문정화, 류지영 공역

2015│9788968664830│292면

크라운판│반양장│9,000원

2015│9788968664885│328면

신국판│반양장│15,000원

크라운변형판│반양장│16,000원

여왕벌인 소녀,
여왕벌이 되고 싶은 소녀

영재 아동의 이해
Steven I. Pfeiffer 저

영리한 아이가 학습이 부진한
이유 그리고 치료：부모와 교사들을

로잘린드 와이즈먼 저

황희숙, 강승희, 김정섭, 류지영,

위한 6단계 전략, 제3판

강혜영, 박희관, 이상수, 이종호, 황복진,

서윤정, 윤경미, 윤소정, 이희영 공역

홍영민 공역

2011│9788958329084│520면

2015│9788984456600│464면

크라운변형판│양장│20,000원

신국판│반양장│15,000원│시그마북스

Sylvia Rimm 저
윤만석 역
2013│9788997927722│440면
크라운변형판│반양장│15,000원

도서구입은 본사 영업부나 교보문고, 영풍문고, 온라인서점(Yes24, 알라딘, 인터파크), 전국 각 대학 구내서점으로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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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공부 못하는 아이로 살아가는 것：

음악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교육신경학 연구로의 초대

교수가 된 학습장애 아동의 이야기

이종열, 신현기 저

Paul HowardJones 저

리처드 A. 에반스 Jr. 저

2016│9788968668135│360면

권용주, 김경철, 송기상, 신재홍, 신현철,

신홍준, 권정민 공역│권지은 그림

46배변형판│반양장│18,000원

이길재 공역

2012│9788997927494│168면

2013│9788968660306│304면

신국판│반양장│12,000원

크라운변형판│반양장│18,000원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살아 있는 협동학습：

협동학습, 교사를 바꾸다

살아 있는 협동학습 2：

협동적 학급운영의 이해

이상우 저

협동학습 수업의 질적 접근

이상우 저

2012│9788997927067│296면

이상우 저

2009│9788958326861│496면

46배변형판│반양장│20,000원

2015│9788968665059│420면

46배변형판│반양장│올컬러│25,000원

46배변형판│반양장│22,000원

신간

신간

협동학습으로
토의·토론 달인 되기

5학년 수학 수업 협동학습으로
디자인하다：살아 있는 협동학습 3

덕목별로 정리한 인성교육
체험 프로그램

이상우 저

이상우 저

(사)한국인성개발연구원 엮음

2011│9788958329312│392면

2016│9788968667206│440면

2016│9788968668272│420면

46배변형판│반양장│20,000원

46배변형판│반양장│올컬러│25,000원

크라운변형판│반양장│20,000원

강의용 견본이 필요하신 교수님은 본사 홈페이지에서 <견본신청>을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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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력 향상을 위한 단계별 맞춤형 개입 프로그램

조절력 향상을 위한 단계별 맞춤형 개입
프로그램 매뉴얼(내재화 유형)

조절력 향상을 위한 단계별 맞춤형 개입
프로그램 매뉴얼(외현화 유형)

김현수, 이형초, STEP 개발 연구팀(이해국, 방수영,
최삼욱, 황석현) 공저│2015│9788968665431│240면
국배변형판│반양장│22,000원(동영상 강의 DVD포함)

김현수, 이형초, STEP 개발 연구팀(이해국, 방수영,
최삼욱, 황석현) 공저│2015│9788968665448│240면
국배변형판│반양장│22,000원(동영상 강의 DVD포함)

조절력 향상을 위한 단계별 맞춤형 개입
프로그램 워크북(기본개입 내재화 유형)

조절력 향상을 위한 단계별 맞춤형 개입
프로그램 워크북(집중개입 내재화 유형)

김현수, 이형초, STEP 개발 연구팀(이해국, 방수영,
최삼욱, 황석현) 공저│2015│9788968665455│136면
국배변형판│반양장│15,000원

김현수, 이형초, STEP 개발 연구팀(이해국, 방수영,
최삼욱, 황석현) 공저│2015│9788968665462│208면
국배변형판│반양장│18,000원

조절력 향상을 위한 단계별 맞춤형 개입
프로그램 워크북(기본개입 외현화 유형)

조절력 향상을 위한 단계별 맞춤형 개입
프로그램 워크북(집중개입 외현화 유형)

김현수, 이형초, STEP 개발 연구팀(이해국, 방수영,
최삼욱, 황석현) 공저│2015│9788968665479│128면
국배변형판│반양장│15,000원

김현수, 이형초, STEP 개발 연구팀(이해국, 방수영,
최삼욱, 황석현) 공저│2015│9788968665486│192면
국배변형판│반양장│18,000원

조절력 향상을 위한 단계별 맞춤형 개입
프로그램 인터넷 사용 평가면담지
(초등학생용)

조절력 향상을 위한 단계별 맞춤형 개입
프로그램 인터넷 사용 평가면담지
(중고등학생용)

김현수, 이형초, STEP 개발 연구팀(이해국, 방수영,
최삼욱, 황석현) 공저│2015│9788968665332│28면
국배변형판│반양장│30,000원(10세트)

김현수, 이형초, STEP 개발 연구팀(이해국, 방수영,
최삼욱, 황석현) 공저│2015│9788968665349│28면
국배변형판│반양장│30,000원(10세트)

신간

신간

사회정의를 위한 미술교육

아동·청소년 뇌기반 심리치료

Tom Anderson 외 공저

John B. Arden, Lloyd Linford 공저

학습, 발달, 발견의
신경학적 기초

노용, 강윤정, 김민경, 정유선 공역

김광웅, 홍주란, 차미숙 공역

Anton E. Lawson 저

2013│9788968660993│304면

2016│9788968666216│356면

신현철, 권용주, 김경래, 양일호, 이광호 공역

국배판│반양장│18,000원

크라운변형판│반양장│16,000원

2016│9788968667831│360면
크라운변형판│양장│20,000원

도서구입은 본사 영업부나 교보문고, 영풍문고, 온라인서점(Yes24, 알라딘, 인터파크), 전국 각 대학 구내서점으로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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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를 위한 과학탐구 안내서

스턴버그의 교육심리학, 제2판

교육심리학：이론과 실제, 제10판

Steve Olson, Susan LoucksHorsley 공저

Robert J. Sternberg, Wendy M. Williams 공저

Robert E. Slavin 저

서울교육대학교 과학주머니 역

김정섭, 신경숙, 유순화, 이영만, 정명화,

강갑원, 김정희, 김종백,

2014│9788968662119│208면

황희숙 공역

박희순, 이경숙, 이경화 공역

46배변형판│반양장│12,000원

2010│9788958327578│432면

2013│9788997927647│528면

국배판│반양장│25,000원

국배판│반양장│28,000원

읽기 이해：교재학습

뇌 기반 CEO 코칭

학습평가의 방법, 제5판

문선모 저

과학적인 리더십

Kay Burke 저

2012│9788997927425│404면

Srinivasan S. Pillay 저

정종진, 성용구, 임청환, 류성림, 박세원 공역

46배변형판│반양장│18,000원

이민희 역

2012│9788958321538│264면

2012│9788997927654│352면

국배판│반양장│15,000원

신국판│반양장│15,000원

학습코칭
캐롤린 코일 저
정종진 역
2012│9788958327943│168면
국배판│반양장│9,000원

강의용 견본이 필요하신 교수님은 본사 홈페이지에서 <견본신청>을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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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자

역자

경험연구에 기초한 영재교육

Ann Robinson 외

이경화, 김혜진, 김옥분

2008 9788958324904

336 15,000

고수행 학습공동체

Diank Castl 외

김종백, 김경연

2008 9788958323815

116

과학과 교재연구 및 지도

송진웅, 권성기, 김인환, 윤성규, 임청환

2003 8984452491

564 22,000

괴롭힘없는 교실 만들기 1

앨빈 L. 빈 외

이규미, 지승희

2008 9788958325642

232 12,000

괴롭힘없는 교실 만들기 2

앨빈 L. 빈 외

이규미, 지승희

2008 9788958325659

152 12,000

괴롭힘으로부터 내 아이 지키기

Evelyn M. Field

이규미, 주영아, 방기연

2009 9788958326700

368 15,000

교사를 위한 수업전략

Paul D. Eggen 외

임청환, 권성기

2006 8958320494

500 24,000

교사를 위한 학교상담기법

Garry Hornby 외

김병석, 하창순, 김현순, 최희철

2007 9788958323969

344 14,000

교사의 성공적 대화법

Cheli Cerra 외

조주연

2007 9788958324195

176

교원의 전문적 능력개발, 제2판

Marsha Speck 외

주삼환, 유수정, 오형문,
이기명, 진재열

2011 9788958329060

200 12,000

교육과정 설계의 이론과 실제：
코스 설계자로서의 교사

George J. Posner 외

최호성, 강현석, 이원희, 박창언,
이순옥, 김무정, 유제순

2007 9788958324038

424 16,000

교육위원의 성공적 대화법

Cheli Cerra 외

조주연

2007 9788958324188

114

교육학개론

김달효

2006 8958322586

398 15,000

교육행정윤리

Ronald W. Rebore

주삼환, 조성만, 김병윤,
김수아, 류지은

2010 9788958327516

352 16,000

뇌 기반 학습, 제2판

Eric Jensen

손정락, 이정화

2011 9788958329428

368 15,000

뇌를 알면 문제행동 해결이 보인다

David A. Sousa

김유미

2011 9788958329121

280 18,000

뇌 친화적인 교육리더

David A. Sousa

김유미

2012 9788958321897

336 18,000

다중지능과 교수학습, 제3판

Linda Campbell 외

이신동, 정종진, 이화진,
이정규, 김태은

2006 8958322594

340 20,000

다중지능 학급경영

황순희

2009 9788958325840

240 18,000

도적적 리더십

Thomas J. Sergiovanni 주삼환

2008 9788958324744

228 10,000

리더십 패러독스

테런스 E. 딜 외

2009 9788958326281

240 15,000

모든 수준의 학생들을 위한 수업설계
및 교재개발의 원리, 제2판

Edward J. Kame’
enui 이대식, 이창남
외

2005 8958321180

316 13,000

수학부진아 지도 프로그램,
매스리커버리, 제2판

Robert J. Wright 외

2011 9788958329107

368 25,000

부모－아동 상호작용 코딩 시스템
매뉴얼(워크북포함)

Sheila M. Eyberg, Ph.D. 두정일

2012 9788958326755

338 24,000

주삼환, 주은지

정재석, 김시욱

출간연도

ISBN

면수 가격

7,000

9,000

9,000

도서구입은 본사 영업부나 교보문고, 영풍문고, 온라인서점(Yes24, 알라딘, 인터파크), 전국 각 대학 구내서점으로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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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자

역자

삶을 찾아 떠나는 여행 1 : 초등학생용

Zark VanZandt 외

나승일, 정남용, 정종진

2004 8958320176

270 16,000

삶을 찾아 떠나는 여행 2 : 중·고등용

Zark VanZandt 외

나승일, 정남용, 정종진

2005 8958320184

270 16,000

성공적인 대학생활 : 학습과 시험전략

Eileen Tracy

신종호

2004 8990685168

306 12,000

성공하는 교사의 첫걸음

Ellen L. Kronowitz

고재천, 권동택, 김은주, 박상완,
박영만, 이정선, 정혜영

2009 9788958324478

405 33,000

2011 9788958329985

168 12,000

송가네 공부법 : 자기주도적 읽기방법 송하성

출간연도

ISBN

면수 가격

숙제를 돕는 성공적 대화법

Cheli Cerra 외

조주연

2008 9788958324713

154

9,000

시험을 돕는 성공적 대화법

Cheli Cerra 외

조주연

2008 9788958324700

144

9,000

신나는 학급, 행복한 학교 :
교사들을 위한 지침서

Jean Seville Suffield

박애선

2005 8958321849

80

7,000

쓰기 지도 및 쓰기 평가의 방법

Gary A. Troia

박영민

2012 9788958327912

576 22,000

아하! 협동학습：협동학습 지침서

George Jacobs 외

한국협동학습연구회

2011 9788958329114

232 12,000

어린이를 위한 생활글 읽고 쓰기 가이드

Kathleen Buss 외

권민균, 배정혜, 김영희

2008 9788958325031

204

언어쌓기 연간 프로그램

John Lybolt 외

최나야, 채진영, 한신애, 조유수

2012 9788997927098

448 25,000

연구 방법：질적, 양적 및 혼합적
연구의 설계, 제3판

John W. Creswell

성용구, 김영숙, 류성림, 박판우,
성장환, 유승희, 임남숙, 임청환,
정종진, 허재복

2011 9788958329411

328 15,000

영재교육과 재능계발, 제7판

Babara Clack

김명숙, 서혜애, 이미순,
전미란, 진석언, 한기순

2010 9788958326410

704 29,000

영재교육 노하우

캐롤 스트립 외

이신동

2009 9788958326632

336 15,000

영재교육의 주요 이슈와 실제

Jonathan A. Plucker,
Carolyn M. Callahan

송인섭, 이신동, 이경화, 김정희,
문은식, 박숙희, 박춘성, 성은현,
유경훈, 이희현, 최병연, 최지영,
한순미

2009 9788958326083

576 25,000

영재의 뇌는 어떻게 학습하는가

David A. Sousa

김유미

2008 9788958324911

272 15,000

원격교육활용론, 제3판

Michael Simonson 외

김성완

2008 9788958325529

456 20,000

유능한 언어 교사 되기

Elaine Kolker Horwitz

전병만, 안병규, 오준일,
오윤자, 이은경

2010 9788958327905

368 16,000

의학교육 교수계발을 위한

Ian Bullock 외

허예라

2011 9788958329404

176

의학교육, 쉽게 가르치기, 제2판

Kay Mohanna 외

김선, 허예라

2008 9788958324386

320 12,000

인간수행공학 가이드：
50가지 수행개선 기법

Danny G. Langdon 외

나승일

2006 8958322381

472 25,000

인간의 학습, 제5판

Jeanne Ellis Ormrod

김인규, 여태철, 윤경희,
임은미, 임진영, 황매향

2009 9788958326748

784 29,000

강의용 견본이 필요하신 교수님은 본사 홈페이지에서 <견본신청>을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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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역자

출간연도

ISBN

면수 가격

인지과정 중심의 자기주도 학습법

반신환, 백미숙

2011 9788958329091

170

자기주도적 읽기방법의 비밀 1

경기대학교 미래독서연구소

2012 9788958329893

152 12,000

자기주도적 읽기방법의 비밀 2

경기대학교 미래독서연구소

2012 9788958329909

168 12,000

자기주도적 읽기방법의 비밀 3

경기대학교 미래독서연구소

2012 9788958329978

152 12,000

장애아의 뇌는 어떻게 학습하는가

David A. Sousa

김유미

2008 9788958325307

298 18,000

중·고등학생용 갈등해결활동 프로그램

Ruth Perlstein 외

정종진, 민천식, 백욱현, 송의열

2006 8958321997

448 20,000

즐거운 경험 말하기

권유진, 명진선, 윤성혜,
윤승주, 이수현, 전미선

2012 9788997927005

176 20,000

초등 교직과 교사

김은주

2011 9788958329398

440 20,000

초등학생의 스킬스트리밍 친사회
행동기술 교육의 새로운 전략과 전망(1)

Ellen McGinnis 외

한현민

2012 9788958328483

360 15,000

초등학생의 스킬스트리밍 수업계획과
활동(2)

Ellen McGinnis 외

한현민

2012 9788958328544

352 20,000

통합교육 둘러보기：함께 사는 사람들

김삼섭, 임원경

2007 9788958324096

240 14,000

폭력예방기술(중·고등학생용)

Ruth Weltmann Begun 외

아이캔! 인지학습발달센터

2009 9788958326724

248 15,000

폭력예방기술(초등학생용)

Ruth Weltmann Begun 외

아이캔! 인지학습발달센터

2009 9788958326717

256 15,000

학교장의 성공적 대화법

Cheli Cerra 외

조주연

2007 9788958324089

128

학급경영의 원리, 제5판

James Levin 외

한유경, 박상완

2008 9788958325376

416 20,000

학부모의 성공적 대화법

Cheli Cerra 외

조주연

2007 9788958322862

104

학습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Susan A. Ambrose 외

이경옥

2012 9788958324409

360 16,000

학습의 자유：자기주도적 인간육성의 길

칼 로저스 외

연문희

2011 9788958329732

484 20,000

학업성공을 위한 학습전략

Esther Minskoff 외

손승현, 강옥려, 이대식

2010 9788958328513

392 20,000

학업성취 향상 수업전략

Robert J. Marzano 외

주삼환, 정일화

2010 9788958327806

208 12,000

한국대학행정

주삼환

2007 9788958323750

256 12,000

효과적인 교실관리, 제3판

Carlette Jackson Hardin 김은주

2012 9788997927180

384 18,000

8,500

9,000

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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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학

근간

근간

근간

중도장애학생교육, 제8판

긍정적 행동지원, 제3판

Fredda E Brown, John J. McDonnell,

Brenda K. Scheuermann, Judy A. Hall 공저

의사소통장애 연구방법과
실제, 제7판

Martha E. Snell 공저

김진호, 김미선, 박지연, 김은경 공역

Robert F. Orlikoff, Nicholas E.

박은혜, 한경근 공역

2017│46배판│반양장│가격미정

Schiavetti 공저

2017│국배판│반양장│가격미정

박현주, 이은주, 표화영, 한진순 공역
2017│46배판│반양장│가격미정

근간

신간

신간

인지 및 지적장애의 이해, 제2판

아동 언어장애：

교육 및 의료 현장 전문가를 위한

Stephen B. Richards,

임상근거기반 평가 및 중재

의사소통장애 개론

Michael P. Brady, Ronald L. Taylor 공저

M.N. Hegde, Christine A. Maul 공저

William O. Haynes, Michael J. Moran,

신현기, 이병혁, 정주영, 김영표, 김대룡,

김화수, 김성수, 이상경 공역

Rebekah H. Pindzola 공저

오경민, 정희선, 주재연, 남경욱 공역

2016│9788968668289│600면

한진순 역

2017│46배변형판│양장│가격미정

46배변형판│반양장│28,000원

2016│9788968666179│504면
46배변형판│반양장│27,000원

2016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신간

언어치료인과 청각학도를 위한

언어장애：기능적 평가 및 중재,

말소리장애

청각학개론, 제3판

제6판

김수진, 신지영 공저

Stanley A. Gelfand 저

Robert E. Owens, JR. 저

2015│9788968662218│336면

김진동, 박미혜, 신은영, 장선아, 조소현,

김영태, 이윤경, 정부자, 홍경훈 공역

46배변형판│양장│22,000원

최참도, 허명진 공역

2016│9788968667596│608면

2015│9788968662355│560면

국배변형판│반양장│28,000원

46배판│반양장│25,000원

강의용 견본이 필요하신 교수님은 본사 홈페이지에서 <견본신청>을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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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의 농교육：주제와 경향

의사소통장애와 연구방법론

임상근거기반

의사소통장애, 제3판

Nanci A. Scheetz 저

Timothy Meline 저

Laura M. Justice, Erin E. Redle 공저

윤미선, 백유순 공역

최양규, 조성재 공역

박현주, 이은주, 표화영, 한진순 공역

2014│9788968661693│448면

2014│9788968661846│328면

2014│9788968661389│600면

46배변형판│반양장│25,000원

46배변형판│반양장│18,000원

신국판│반양장│30,000원

뇌전증과 지적장애

마음 여행：아스퍼거 증후군 아동의

Vee P. Prasher, Mike P. Kerr 공저

애착 증진 안내서

아스퍼거 증후군 아동의 애착
이해 및 표현지도：인지행동치료

송길연, 문진화, 이진숙 공역

Tony Attwood, Michelle Garnett 공저

워크북

2015│9788968665127│288면

김은경, 전상신, 이경아 공역

크라운변형판│양장│18,000원

Tony Attwood, Michelle Garnett 공저

2015│9788968665202│192면

김은경, 전상신, 이경아 공역

신국판│반양장│12,000원

2015│9788968665196│164면
46배판│반양장│12,000원

신간

신간

아스퍼거증후군이 아닌 척하다

자폐성아동을 위한 활동스케줄

자폐증의 해독치료：

Liane Holliday Willey 저

Lynn E. McClannahan, Patricia J. Krantz 공저

자폐증 극복을 위한 생의학적 치료

김세주, 김민석, 김유리 공역

곽승철, 노진아, 조성하, 양영모 공역

Julie A. Buckley 저

2014│9788968661822│256면

2016│신국판│반양장│가격미정

서경란 역

신국판│반양장│9,000원

2016│9788968667091│280면
신국판│반양장│15,000원

도서구입은 본사 영업부나 교보문고, 영풍문고, 온라인서점(Yes24, 알라딘, 인터파크), 전국 각 대학 구내서점으로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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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특수교육학
신간

신간

자폐스펙트럼장애 A to Z, 개정판

의사소통장애아 교육, 제6판

단일대상연구, 제2판

양문봉, 신석호 저

Deena K. Bernstein,

Alan E. Kazdin 저

2016│9788968666827│432면

Ellenmorris Tiegerman－Farber 공저
권요한, 박용학, 이혜경, 임미경, 이동주,

임경원, 이병혁, 서선진, 박경옥, 김호연,

김미숙 공역

2016│9788968664229│544면

2011│9788958329343│552면

46배변형판│반양장│25,000원

신국판│반양장│18,000원

김은경 공역

46배변형판│반양장│25,000원

신간

아동·청소년 이상심리학, 제8판
Rita Wicks－Nelson, Allen C. Israel 공저
정명숙, 박영신, 정현희 공역

특수교육요구학생을 위한
사회적 기술 활동들(초등학생용)

특수교육요구학생을 위한
생활기술 활동들(초등학생용), 제2판

Darlene Mannix 저

Darlene Mannix 저

2015│9788968662546│608면

신현기, 구본경, 김대룡, 김영표, 남경욱,

신현기 역

국배판│반양장│28,000원

오경민, 이병혁, 정주영, 정희선 공역

2016│9788968666490│400면

2015│9788968664151│480면

국배판│반양장│20,000원

국배판│반양장│20,000원

특수교육신학：신앙과 실천 통합하기

정서행동장애, 제9판

정서행동장애：이론과 실제, 제5판

David W. Anderson 저

James M. Kauffman,

Jo Webber, Cynthia A. Plotts 공저

김옥기 역

Timothy J. Landrum 공저

방명애, 이효신 공역

2015│9788968662379│256면

김진호, 노진아, 박지연, 방명애, 황복선 공역

2013│9788968661013│552면

크라운변형판│반양장│15,000원

2011│9788958329930│592면

46배변형판│반양장│25,000원

46배변형판│양장│28,000원

강의용 견본이 필요하신 교수님은 본사 홈페이지에서 <견본신청>을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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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간

근간

장애아동의 이해문제

장애학생의 일반교육, 제3판

Kate Cain, Jane Oakhill 공저

Rachel Janney, Martha E. Snell 공저

장애인 복지 분야의 교사 및
학생을 위한 직업평가

정부자 역

신현기, 박윤정, 강은영, 김민영, 남경욱,

최국환, 오길승, 이준석 공저

2015│9788968663703│304면

이병혁 공역

2017│46배판│반양장│가격미정

크라운변형판│반양장│18,000원

2017│46배판│반양장│가격미정

발달장애아동
자립생활 가르치기, 제4판

최신특수교육, 제10판

장애아동 음악교육 지침서,

William L. Heward 저

제2판(CD 포함)

Bruce L. Baker, Alan J. Brightman 공저

김진호, 박재국, 방명애, 안성우,

Elise S. Sobol 저

한경근, 최승숙, 박경옥 공역

유은정, 윤치연, 이효신 공역

신현기, 남경욱, 이종열, 전시원, 김현집 공역

2014│9788968661228│392면

2013│9788968660429│528면

2013│9788997927708│184면

크라운변형판│반양장│18,000원

국배판│반양장│35,000원

신국판│반양장│13,500원

근간

신간

자폐아동과 함께한 음악치료

음악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특수아 상담, 개정판

Karin Schumacher 저

이종열, 신현기 공저

송미경, 최윤희 공저

봉지은 역

2016│9788968668135│360면

2013│9788997927937│256면

2017│46배판│반양장│가격미정

46배변형판│반양장│18,000원

크라운변형판│양장│18,000원

도서구입은 본사 영업부나 교보문고, 영풍문고, 온라인서점(Yes24, 알라딘, 인터파크), 전국 각 대학 구내서점으로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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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학생의 중등이후교육：

전환계획

전환서비스：성공적인 전환지원체계

대학을 생각하다

Paul Wehman 편저

Carol A. KochharBryant, Gary Greene 공저

Meg Grigal, Debra Hart 공저

김경화, 김수현 공역

조인수, 이응훈, 전보성, 박정식, 정성민 공역

박승희, 김유리, 이효정, 이희연, 최하영 공역

2013│9788968660085│210면

2013│9788968660610│536면

2015│9788968661976│440면

국배판│반양장│15,000원

46배변형판│반양장│25,000원

46배변형판│양장│22,000원

신간

아동·청소년 임상가를 위한

난독증 심리학

난독증의 본질：사정과 중재

보고서 작성 핸드북

Brock L. Eide, Fernette F. Eide 공저

Nancy Mather, Barbara J. Wendling 공저

Ellen Braaten 저

정재석, 김수경, 박단비, 한석우 공역

우정한, 김용욱, 김인서, 김영모 공역

이은정, 정철호, 이종환 역

2013│9788968661006│320면

2016│9788968667893│416면

2013│9788968660368│496면

신국판│반양장│18,000원

크라운변형판│반양장│20,000원

46배판│반양장│20,000원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근간

수학학습장애아동 교육, 제3판

수학 영역의 차별화 교수법, 제3판

당당엄마 특수교육

Helene J. Sherman, Lloyd I.

William N. Bender 저

최진혁, 박혜숙 공저

Richardson, George J. Yard 공저

김자경, 강혜진, 서주영 공역

2013│9788997927753│228면

우정한, 김용욱, 김경일, 조태곤 공역

2017│46배판│반양장│가격미정

신국판│반양장│13,000원

2013│9788968660597│296면
46배변형판│반양장│18,000원

강의용 견본이 필요하신 교수님은 본사 홈페이지에서 <견본신청>을 하십시오.

59
특수교육학

신간

정서행동 장애 학생의 성공적인
통합교육을 위한 이해와 실천

비언어성 학습장애, 아스퍼거
증후군, 개정판

시각장애인 보행의 이론과 실제

Grad L. Flick 저

신석호 저

2013│9788997927784│480면

박계신, 이상훈, 황순영 공역

2016│9788968666452│308면

46배변형판│반양장│25,000원

2013│9788968660108│528면

신국판│반양장│12,000원

(재)정인욱복지재단 편저

국배판│반양장│25,000원

2014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사회과학 분야 선정

청각장애학생의 교수학습방법

중등특수교육 교수방법, 제4판

Donald F. Moores, David S. Martin 편저

시각장애청소년 진로직업탐색
워크북

최성규, 허명진, 송혜경, 김미희, 김태임 공역

이태훈 저

Schloss, Cynthia N. Schloss 공저

2012│9788997927586│328면

2013│9788968661020│372면

한경근, 이민식, 이병혁 공역

46배변형판│반양장│20,000원

46배판│반양장│20,000원

2011│9788958328216│562면

Patrick J. Schloss, Maureen A.

46배변형판│반양장│25,000원

신간

학습장애：토대, 특성,

부모와 함께하는 자폐스펙트럼장애

지체장애학생의 이해와 교육

효과적 교수, 제3판

청소년 사회기술훈련(PEERSⓇ)

채희태, 김희규, 정동훈 공저

Daniel P. Hallahan 외 공저

Elizabeth A. Laugeson, Fred Frankel 공저

2016│9788968666568│464면

박현숙, 신현기, 정대영, 정해진 공역

소아청소년정신건강증진센터 외 공역

46배변형판│반양장│22,000원

2007│9788958323907│787면

2013│9788968660542│472면

46배변형판│양장│35,000원

46배판│반양장│20,000원

도서구입은 본사 영업부나 교보문고, 영풍문고, 온라인서점(Yes24, 알라딘, 인터파크), 전국 각 대학 구내서점으로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60
특수교육학
신간

정신지체인의 언어와 의사소통：

장애학생을 위한 전환교육과
전환서비스, 제5판

특수교육심리학

발달, 과정, 그리고 중재
Sheldon Rosenberg, Leonard

Patricia L. Sitlington, Debra A. Neubert,

2016│9788968666599│312면

Abbeduto 공저

Gary M. Clark 공저

46배변형판│반양장│20,000원

박찬웅, 이혜숙, 김문섭, 김현경, 구영주,

박승희, 박현숙, 박희찬, 이숙향 공역

이영희, 권혁용 공역

2011│9788958329497│472면

2012│9788997927319│344면

46배변형판│반양장│25,000원

김삼섭 저

크라운변형판│반양장│15,000원

근간

신간

발달지연 청소년의
참 세상살이, 제2판

과잉반응 멈추기
Judith P. Siegel 저

말소리장애 아동의
감별진단과 치료, 제2판

Darlene Mannix 저

이영나 역

Barbara Dodd 저

김화수, 유희, 최성일, 김영은,

2017│신국판│반양장│가격미정

하승희 역

서선민, 안신욱, 유은미 공역

2016│9788968667220│400면

2012│9788997927517│568면

크라운변형판│반양장│18,000원

국배판│반양장│33,000원

신간

양극성 장애 자녀 양육하기
Gianni L. Faedda, Nancy B. Austin 공저
구훈정 역
2016│9788968667336│346면
신국판│반양장│15,000원

강의용 견본이 필요하신 교수님은 본사 홈페이지에서 <견본신청>을 하십시오.

61
제목

저자

역자

출간연도

ISBN

강박증을 극복한 Joe의 이야기

Joe Wells 외

김세주, 김민석

긍정적 행동지원

면수 가격

2010

9788958327042

192

Brenda K. Scheuermann 김진호, 김미선, 김은경, 박지연

2009

9788958327240

616 25,000

긍정적 행동지원 시스템을 실행하기

Melissa Stormont 외

노진아, 김연하

2012

9788997927241

168 12,000

난독증의 재능

Ronald D. Davis 외

정재석

2009

9788958326601

304 15,000

남다른 아이 특별한 여자

바바라 커

박정옥

2005

8958320656

320 12,000

너 왜 그러니?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투렛증후군 이야기

어톰 챠우더리 외

신민섭, 김수경

2008

9788958325093

160

뇌성마비 아동의 이해, 제2판

Elaine Geralis

김세주, 성인영, 박승희, 정한영

2005

8958321881

392 18,000

뇌졸중의 섭식·삼킴장애, 제2판

후지시마 이치로

박혜숙

2010

9788958328346

368 20,000

발달장애 아동과 청소년 문제의
예방원리와 실제

Alan Carr

김정휘

2009

9788958325338

596 25,000

발달장애아동의 문제행동중재

Jeff Sigafoos 외

방명애, 최하영

2009

9788958325871

232 13,000

생의 주기별로 본 지적장애인, 제9판

Clifford J. Drew 외

신현기

2008

9788958324560

504 24,000

스트레스 쌓이니?

애니 폭스 외

김설아

2008

9788958325024

240 10,000

시지각 문제, 어떻게 할까?

Lisa Kurtz

조형철, 유희숙

2010

9788958328209

232 12,000

의사소통장애아 교육, 제6판

Deena K. Bernstein 외 권요한, 박용학, 이혜경,
임미경, 이동주, 김미숙

2011

9788958329343

552 25,000

임상적 판단

Robert L. Schalock 외

박승희

2008

9788958325680

152 12,000

자기결정：교수와 사정 전략

Michael L. Wehmeyer 외

조인수, 이응훈, 정성민

2012

9788958328643

256 14,000

장애 아동 수학지도 방법

Julie A. Sliva

신현기, 김영표, 이병혁

2009

9788958327202

192 12,000

장애아동의 가족을 위한 안내서

Sandra L. Harris 외

박혜준, 박새롬, 서진실,
조미경, 지은, 최선영, 한신애

2008

9788958325284

280 10,000

장애아동 진단 및 평가

Sandra Alper 외

권요한, 이만영, 이말련,
이혜경, 최미숙

2009

9788958326939

400 22,000

전환평가：장애학생을 위한 전환계획 Robert J. Miller 외
과 IEP 개발

박현숙, 박희찬, 김진호

2010

9788958327592

420 20,000

정서행동장애학생의 이해와 교수전략

Terry Shepherd

박계신, 이효신, 황순영

2010

9788958328223

404 18,000

정신지체, 제7판

Mary Beirne－Smith

신종호, 김동일, 이대식, 신현기

2008

9788958325543

552 33,000

정신지체：역사적 관점, 현재의
동향, 그리고 미래의 방향

Ronald L. Taylor 외

신현기

2006

8958322411

672 28,000

중도장애 학생을 위한 교과 학습 지침서

June E. Downing

이숙정, 이경아

2011

9788958329763

240 15,000

7,000

9,000

도서구입은 본사 영업부나 교보문고, 영풍문고, 온라인서점(Yes24, 알라딘, 인터파크), 전국 각 대학 구내서점으로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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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학

제목

저자

역자

출간연도

ISBN

중도장애학생의 교육, 제6판

Martha E. Snell 외

지원정도척도(사용자 매뉴얼)

박은혜, 한경근

2008

9788958324140

840 37,000

Clifford J. Drew 외

한현민, 신진숙, 윤광보, 강미라,
이영철, 김향지, 김남순, 김원경,
민천식

2011

9788958329749

144 12,000

지적 장애인의 성교육그리고
그 너머의 빛

Leslie Walker－Hirsch

신현기, 정진옥

2009

9788958325130

400 18,000

청소년의 탄력성

Brigid Daniel 외

강문희, 손승아, 안경숙, 김승경

2008

9788958325741

218 13,000

청소년 이상심리학

Jean E. Duan 외

한상철, 조아미, 설인자,
김혜원, 임영식

2005

8958321172

584 25,000

통합학급 교사를 위한 장애이해 교육

Mal Leicester

김희규

2009

9788958326236

216 13,000

통합학급 교사를 위한 특수교육 입문,
제3판

Jody L. Maanum

김희규

2011

9788958327097

288 14,000

특수교육 논문작성법

김삼섭

2005

8958321385

225

특수교육 보조공학

Amy G. Dell 외

정동훈

2011

9788958329275

408 18,000

현장 중심의 학습장애아동 교육

Barry Edwards
McNamara

김용욱, 변찬석, 우정한, 김남진,
이창섭, 이근용, 박정식

2009

9788958326649

496 25,000

21세기 특수교사

Laurie U.
deBettencourt 외

정정진, 전병운, 강영심, 이대식

2009

9788958327028

240 15,000

강의용 견본이 필요하신 교수님은 본사 홈페이지에서 <견본신청>을 하십시오.

면수 가격

9,500

63
언어 청
·각장애

언어·청각장애

신간

보청기 적합

보청기 개론

말소리장애

오세진 저

오세진 저

김수진, 신지영 공저

2016│9788968668234│384면

2015│9788968662386│432면

2015│9788968662218│336면

국배변형판│양장│25,000원

국배변형판│양장│25,000원

46배변형판│양장│22,000원

2016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신간

언어치료인과 청각학도를 위한

말과학

청각학개론, 제3판

최철희, 최성희, 이경재 공저

말소리 장애 아동의
감별진단과 치료, 제2판

Stanley A. Gelfand 저

2015│9788968664892│288면

Barbara Dodd 저

김진동, 박미혜, 신은영, 장선아,

46배변형판│양장│22,000원

하승희 역

조소현, 최참도, 허명진 공역

2016│9788968667220│400면

2015│9788968662355│560면

크라운변형판│반양장│18,000원

46배판│반양장│25,000원

신간

임상음성학, 제4판

조음음운지도

Lawrence D. Shriberg, Raymond D. Kent 공저

김희영, 강정애, 이지연 편저

언어장애 아동을 위한
감정표현 지도 프로그램

최예린, 장승진, 김은연, 김윤정, 유현지 공역

2010│9788958326793│612면

신후남, 황하정, 배현주 공저

2016│9788968667107│392면

타블로이드판│바인딩제본│올컬러│

2013│9788968660450│272면

46배변형판│반양장│25,000원

160,000원

국배판│반양장│18,000원

도서구입은 본사 영업부나 교보문고, 영풍문고, 온라인서점(Yes24, 알라딘, 인터파크), 전국 각 대학 구내서점으로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64
언어 청
·각장애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2013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심리음향학

신경언어장애

언어병리학의 신경 해부

오세진 저

김향희 저

김향희 저

2013│9788997927739│304면

2012│9788958322658│472면

2009│9788958326809│312면

크라운변형판│반양장│18,000원

46배변형판│양장│28,000원

46배변형판│양장│38,000원

의사소통장애 임상관찰

음성과 음성치료, 제9판

Laura M. Justice, Erin E. Redle 공저

Georgia Hambrecht 저

Daniel R. Boone, Stephen C.

박현주, 이은주, 표화영 , 한진순 공역

한진순 역

McFarlane, Shelley L. Von Berg 공저

2014│9788968661389│600면

2014│9788968661365│304면

유재연, 황영진, 한지연, 이옥분 공역

신국판│반양장│30,000원

크라운변형판│반양장│15,000원

2014│9788968661594│488면

임상근거기반

의사소통장애, 제3판

46배변형판│반양장│25,000원

신간

의사소통과학과 장애, 제2판

의사소통장애아 교육, 제6판

교육 및 의료 현장 전문가를 위한

Ronald B. Gillam 외 공저

Deena K. Bernstein,

의사소통장애 개론

이승복, 한기선, 이희란 공역

Ellenmorris Tiegerman－Farber 공저
권요한, 박용학, 이혜경, 임미경,

William O. Haynes, Michael J. Moran,

2011│9788958328834│488면
국배판│양장│29,000원

이동주, 김미숙 공역

한진순 역

2011│9788958329343│552면

2016│9788968666179│504면

46배변형판│반양장│25,000원

46배변형판│반양장│27,000원

Rebekah H. Pindzola 공저

강의용 견본이 필요하신 교수님은 본사 홈페이지에서 <견본신청>을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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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청
·각장애

신간

신간

언어장애, 제5판

언어장애：기능적 평가 및 중재, 제6판

아동 언어장애：

Robert E. Owens, Jr. 저

Robert E. Owens Jr. 저

임상근거기반 평가 및 중재

김영태, 이윤경, 정부자, 홍경훈 공역

김영태, 이윤경, 정부자, 홍경훈 공역

M.N. Hegde, Christine A. Maul 공저

2012│9788958328582│677면

2016│9788968667546│608면

김화수, 김성수, 이상경 공역

46배변형판│반양장│28,000원

46배변형판│반양장│28,000원

2016│9788968668289│600면
46배변형판│반양장│28,000원

언어와 읽기장애, 제3판

실어증 및 실어증 치료, 제2판

유창성 장애

Hugh W. Catts, Alan G. Kamhi 공저

Nancy HelmEstabrooks,

이승환 저

김정미, 윤혜련, 이윤경, 정부자 공역

Martin L. Albert 공저

2005│8958321245│285면

2014│9788968661211│424면

황영진, 서인효 공역

46배변형판│양장│18,000원

46배변형판│반양장│23,000원

2013│9788997927623│464면
46배변형판│반양장│25,000원

최신 언어치료학 개론, 제2판

인류학자가 쓴 언어학 강의, 제3판

장애아동의 이해문제

Celeste Roseberry－NcKibbin,
M. N. Hegde 공저

Bruce M. Rowe, Diane P. Levine 공저

Kate Cain, Jane Oakhill 공저

장영준 역

정부자 역

정옥란, 김하경, 황영진 공역

2012│9788958322726│520면

2015│9788968663703│304면

2010│9788958328360│496면

국배판│반양장│25,000원

크라운변형판│반양장│18,000원

국배판│반양장│30,000원

도서구입은 본사 영업부나 교보문고, 영풍문고, 온라인서점(Yes24, 알라딘, 인터파크), 전국 각 대학 구내서점으로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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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증
·

A
D
H
D

언어·청각장애
제목

저자

역자

출간연도

ISBN

면수 가격

2007

9788958323617

200 12,000

공기역학적 음성검사의 이론과 실제

한지연

비언어성 학습장애,
아스퍼거 장애 아동을 잘 키우는 방법

Kathryn Stewart

정재석, 이대환, 조미화

2010

9788958327691

328 15,000

신경언어학

John Ingram

이승복, 이희란

2010

9788958328407

480 25,000

언어임상을 위한 음성과학, 제2판

Carole T. Ferrand

한지연, 최양규

2007

9788958323183

480 25,000

언어장애와 의사소통장애：
학령기 아동가르치기, 제3판

S. Jay Kuder

김화수

2010

9788958328681

480 25,000

언어행동분석

R. Douglas Greer 외

박혜숙, 최진혁, 김정일

2011

9788958329442

408 18,000

의사소통과 의사소통장애, 제3판

Elena M. Plante

이상흔, 박미혜, 이규엽,
허명진

2010

9788958327653

416 20,000

의사소통장애：전 생애적 조망, 제3판

Robert E. Owens

김화수, 김성수, 박현주,
성수진, 표화영, 한진순

2007

9788958323785

648 30,000

청각과 언어재활의 실제

박상희, 석동일, 권미지, 최영화, 이명진

최신 언어치료학 개론, 제2판

Celeste Roseberry－
NcKibbin외

정옥란, 김하경, 황영진

2010

9788958328360

496 30,000

학습장애 학생을 위한 차별화 교수법

William N. Bender

김자경, 김기주

2007

9788958323365

204 14,000

2009

9788958326441

308 18,000

자폐증·ADHD

자폐스펙트럼장애
유아 교육의 이론과 실제

아스퍼거 증후군 아동의 애착이해
및 표현지도：인지행동치료 워크북

마음 여행：아스퍼거 증후군 아동의

Erin E. Barton, Beth Harn 공저

Tony Atwood, Michelle Garnett 공저

Tony Atwood, Michelle Garnett 공저

박계신, 박현옥, 이효신 공역

김은경, 전상신, 이경아 공역

김은경, 전상신, 이경아 공역

2015│9788968664861│320면

2015│9788968665196│164면

2015│9788968665202│192면

46배변형판│반양장│18,000원

46배판│반양장│12,000원

신국판│반양장│12,000원

애착 증진 안내서

강의용 견본이 필요하신 교수님은 본사 홈페이지에서 <견본신청>을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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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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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 성인을 위한
인지행동 치료

자폐아와 ADHD 아동을
위한 식습관

ADHD 유아의 조기발견과 중재

Mary V. Solanto 저

Barrie Silberberg 저

김경숙, 김태영, 임재인 공역

신민섭, 김명식, 김선희, 김진영, 남은영,

이영나, 한민희 공역

2014│9788968662058│260면

송현주, 안귀여루, 최미례, 장연집, 박경 공역

2014│9788968661709│312면

크라운변형판│반양장│15,000원

2013│9788968660436│248면

신국판│반양장│15,000원

George J. DuPaul, Lee Kern 공저

크라운변형판│반양장│20,000원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2013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신간

자폐스펙트럼장애 A to Z, 개정판

자폐범주성 장애유아 교육

양문봉, 신석호 저

자폐아동을 위한
음악치료와 감각통합

2016│9788968666827│432면

Dorita S. Berger 저

박계신 역

신국판│반양장│18,000원

이경숙 역

2013│9788968660672│240면

2012│9788958328339│320면

국배판│반양장│18,000원

Clarissa Willis 저

크라운변형판│반양장│15,000원

자폐인의 세상 이해하기
Temple Grandin, Sean Barron 공저

자폐스펙트럼장애 학생
교육의 실제, 개정판

자폐범주성 장애아동의
사회성 및 의사소통 발달：

김혜리, 정명수, 최현옥, 이수미 공역

L. Juane Heflin, Donna Fiorino Alaimo 공저

조기진단 및 중재

2014│9788968661075│440면

신현기, 이성봉, 이병혁, 이경면, 김은경 공역

신국판│반양장│18,000원

Charmann, Stone 공저

2014│9788968662027│472면

이소현, 이은정 공역

46배변형판│양장│24,000원

2009│9788958326250│480면
크라운변형판│양장│25,000원

도서구입은 본사 영업부나 교보문고, 영풍문고, 온라인서점(Yes24, 알라딘, 인터파크), 전국 각 대학 구내서점으로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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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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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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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라는 독특한 매력을 가진

자폐스펙트럼장애：

자폐아동 및 청소년 교육, 제2판

우리 아이와 함께 첫걸음 시작하기

특징과 효과적인 전략

Richard L. Simpson,

Susan Larson Kidd 저

E. Amanda Boutot,

Brenda Smith Myles 공저

김은경, 전상신 공역

Brenda Smith Myles 공저

이소현 역

2013│9788968660580│200면

서경희, 이효신, 김건희 공역

2010│9788958327387│592면

신국판│반양장│12,000원

2012│9788958329756│456면

크라운변형판│반양장│23,000원

46배변형판│반양장│23,000원

아스퍼거증후군

자폐아동과 함께 놀이하며 배우기

ADHD에 관한 100문 100답,

Tony Attwood 저

Julia Moor 저

제2판

이효신, 방명애, 박현옥, 김은경 공역

금천아이존 역

Ruth D. Nass, Fern Leventhal 공저

2010│9788958328230│452면

2013│9788968661051│400면

황순영 역

크라운변형판│반양장│20,000원

신국판│반양장│15,000원

2014│9788968661310│208면
신국판│반양장│12,000원

ADHD 아동의 문제를
강점으로 바꾸는 101가지 방법

ADHD 부모지침서

엄마에게 보내는 편지

마틴 L. 쿠처 저

John Clements 저

Lara Honos－Webb 저
변명숙 역

이경아, 이정림 공역

김미경 역

2010│9788958327677│272면

2015│9788968664403│192면

2011│9788958329435│216면

신국판│반양장│12,000원

신국판│반양장│9,000원

신국판│반양장│9,500원

강의용 견본이 필요하신 교수님은 본사 홈페이지에서 <견본신청>을 하십시오.

69
자폐증
·

A
D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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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아름다운 벤：자폐를 가진 내 아들

자폐증의 해독치료：

Sue Lehr 저

자폐증 극복을 위한 생의학적 치료

김지련 역

Julie A. Buckley 저

2015│9788968662003│344면

서경란 역

신국판│반양장│12,000원

2016│9788968667091│280면
신국판│반양장│15,000원

장애아동 이해하기 시리즈

감각처리조절장애 아동의 이해

비언어성 학습장애의 이해

응용행동분석의 이해

Pratibha Reebye, Aileen Stalker 공저

Maggie Mamen 저

Albert J. Kearney 저

김영미 외 공역

이미경 외 공역

이효신 외 공역

2014│9788968661259│224면

2014│9788968661266│248면

2014│9788968661273│152면

신국판│반양장│12,000원

신국판│반양장│12,000원

신국판│반양장│10,000원

자폐, 주의력결핍, 학습장애 아동을
위한 논쟁적인 치료에 대한 이해

통합운동장애, ADHD, 자폐성장애,
기타 학습장애 아동의 운동기술 이해

Lisa A. Kurtz 저

Lisa A. Kurtz 저

이미숙 외 공역

황순영 외 공역

2014│9788968661280│248면

2014│9788968661297│184면

신국판│반양장│12,000원

신국판│반양장│10,000원

도서구입은 본사 영업부나 교보문고, 영풍문고, 온라인서점(Yes24, 알라딘, 인터파크), 전국 각 대학 구내서점으로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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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증·ADHD
제목

저자

역자

출간연도

ISBN

마음맹：자폐증과 마음이론에
관한 과학에세이

Simon Baron－Cohen

김혜리, 이현진

2005

8958321393

227 15,000

사례를 통한 자폐인의
인지, 행동, 정서 이해

Paxton, Estay

이경아, 조성숙,
홍은미, 조숙환

2009

9788958325994

256 13,000

자폐 범주성 장애：중재와 치료

Richard L. Simpson 외

이소현

2005

8958321636

320 18,000

자폐성 장애

Jennifer Hillman 외

진혜경, 강경숙, 김상용,
이정림, 조미현

2009

9788958325918

272 15,000

자폐성 장애아동의 내면세계

Rebecca Chilvers

신현기, 남경욱

2012

9788997927258

136 12,000

자폐성 장애아동의 친구 사귀기

K. I. AI－Ghani

신현기, 남경욱

2011

9788958329961

216

자폐성 장애인을 위한 시각적 지원

Marlene J. Cohen 외

김수연, 박현옥, 이효정

2012

9788958324010

216 18,000

자폐아동과 숫자로 대화하는 5점 척도

Kari Dunn Buron 외

양명희

2008

9788958324508

자폐아동도 마음읽기를 배울 수 있다：
교사와 부모를 위한 실용적 지침서

Patricia Howlin

김혜리, 유경

2001

8984451002

290 14,000

자폐아동을 위한 보육과 교육

이정미

2008

9788958325291

160

자폐아동을 위한 사회성 이야기 그림책

제드 베이거

이정미

2008

9788958324492

232 18,000

자폐아동을 위한 지원전략, 100 ideas

Francine Brower

채희태, 김희규

2011

9788958329473

240 12,000

자폐아동의 하기, 보기, 듣기 그리고 말하기

Kathleen Ann Quill

이정미

2005

8958321407

560 22,000

자폐인을 위한 행동 기능 평가

Beth A. Glasberg

이효신, 강삼성

2012

9788997927043

216

자폐인의 성공적인 고용을 위한 안내서

마르시아 다트로우 스미스

김효정

2005

8958320753

464 19,500

자폐증 : 관계성립의 메커니즘

구마가이 다카유키

박재국, 김혜리, 전창한

2011

9788958329138

240

9,000

자폐증개론

Gary B. Mesibov 외

박현옥

2005

895832175X

200

8,500

자폐증과 아스퍼거증후군 아동：
치료자와 부모를 위한 지침서

Patricia Howlin

김혜리, 정명숙, 박선미,
박영신, 이현진

2002

8990685745

350 16,000

자폐증과 아스퍼거증후군을 위한
파워카드기법

Elisa Gagnon

이정미

2008

9788958324430

104

자폐증에 대한 진실과 오해

Laura Schreibman

정윤경, 김미정

2010

9788958327288

376 16,000

ADHD 아동의 재능

라라 호노스 웹

양돈규, 변명숙

2007

8958323493

320 15,000

ADHD와 나

Blake E. S. Taylor

이승호, 이영나

2010

9788958328179

256 13,000

ADHD의 재능찾기

Robert Evert Cimera

이영나, 우주영

2008

9788958324638

248 12,000

강의용 견본이 필요하신 교수님은 본사 홈페이지에서 <견본신청>을 하십시오.

면수 가격

88

8,000

8,000

8,000

9,000

9,000

71
유아교육학

유아교육학

신간

신간

유아기 언어교육：이론과 실제, 제6판

아동과 발달, 제7판

아동발달, 제9판

Mary Renck Jalongo 저

Kail, Robert V. 저

Laura E. Berk 저

권민균 역

권민균, 김정민, 최형성 공역

이종숙, 신은수, 안선희, 이경옥 공역

2016│9788968666742│432면

2016│9788968666698│544면

2015│9788968661303│576면

46배변형│반양장│22,000원

국배판│반양장│29,000원

국배판│반양장│29,000원

놀이와 아동발달, 제4판

브루너, 유아교육이론의 새 지평

Fergus P. Hughes 저

Sandra Smidt 저

아기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차릴까?

유미숙, 박영애, 장현숙, 유가효,

강현석, 정정희, 김필성, 전호재 공역

Vasudevi Reddy 저

방은령, 천혜숙 공역

2014│9788968661747│272면

유미숙, 박진희, 신미 공역

2012│9788958322962│376면

신국판│반양장│12,000원

2015│9788968662065│235면

46배변형판│반양장│18,000원

신국판│반양장│12,000원

신간

유·아동기 문제행동
예방 및 지도, 제3판

21세기 유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장애아동의 이해문제

동작교육

Kate Cain, Jane Oakhill 공저

Barbara Kaiser, Judy Sklar Rasminsky 공저

(주)트니트니 R&D 저

정부자 역

이병인, 윤미경, 이지예, 강성리 공역

2016│9788968667848│312면

2015│9788968663703│304면

2013│9788968660634│484면

국배판│올컬러│반양장│18,000원

크라운변형판│반양장│18,000원

46배변형판│반양장│20,000원

도서구입은 본사 영업부나 교보문고, 영풍문고, 온라인서점(Yes24, 알라딘, 인터파크), 전국 각 대학 구내서점으로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72
유아교육학

자폐범주성 장애유아 교육

발달장애아동의 마음읽기

Clarissa Willis 저

主婦の友社 편저

감각처리장애를 가진
자녀 양육법

박계신 역

박재국, 김혜리, 정희정 공역

Christopher R. Auer,

2013│9788968660672│240면

2014│9788968661525│200면

Susan L. Blumberg 공저

국배판│반양장│18,000원

46배변형판│반양장│15,000원

이미숙 역
2013│9788968660641│248면
신국판│반양장│12,000원

신간

유아교사를 위한
성공적인 통합교육 전략

모래놀이치료：과거, 현재, 미래

그림 속 이야기：

Rie Rogers Mitchell,

유아와 함께하는 탐구와 만들기

Cynthia G. Simpson, Laverne Warner 공저

Harriet S. Friedman 공저

Christine Mulcahey 저

권미은, 노진아, 백유순, 최민숙 공역

송영혜, 서귀남, 김현희, 김상희, 이명성 공역

유윤영 역

2013│9788968660269│224면

2016│9788968664212│264면

2015│9788968663918│160면

크라운변형판│반양장│13,000원

신국판│반양장│13,000원

신국판│반양장│9,000원

유아교육학
제목

저자

역자

출간연도

ISBN

면수

0~1세 자녀 이해하기

소피 보즈웰

만 1세 자녀 이해하기

김정섭, 김지영

2012

9788958328063

136

6,000

사라 구스타프스 존스

김정섭, 김지영

2012

9788958328193

120

6,000

만 2세 자녀 이해하기

리사 밀러

이정화, 이수련

2012

9788958324966

100

6,000

만 3세 자녀 이해하기

루이스 에마누엘

이정화

2012

9788958329695

168

9,000

만 4~5세 자녀 이해하기

레슬리 마로니

이희영

2012

9788958329046

128

6,000

강의용 견본이 필요하신 교수님은 본사 홈페이지에서 <견본신청>을 하십시오.

가격

73
저자

역자

출간연도

ISBN

면수

만 6~7세 자녀 이해하기

코린 에이비스

만 8~9세 자녀 이해하기

가격

권연희

2012

9788958329787

120

6,000

비디 요엘

유순화

2012

9788958328896

128

6,000

만 10~11세 자녀 이해하기

레베카 버기스

이동훈, 송연주, 홍석민

2012

9788958329445

136

6,000

만 12~14세 자녀 이해하기

마고 와델

이영만

2012

9788958329633

176

9,000

말썽 많은 아이 제대로 키우기

Alans E. Kazdin

정영조, 김종남, 이정임,
김승연

2007

9788958323945

464 22,000

부모를 위한 크리에이티브 저널

루치아 카파키오니

이봉희

2010

9788958327318

264 12,000

아동문학을 활용한 읽기·쓰기 교육

Kathleen Buss 외

권민균, 배정혜, 김영희

2009

9788958327004

264 15,000

아동을 위한 감성지능 촉진 프로그램

강문희, 정옥환, 김승경

2007

9788958323341

172

아동의 마음 발견하기

Janet Wilde Astington

송순

2007

9788958323006

250 12,000

아이가 말을 안 해요

McHolm 외

김광웅, 홍주란

2009

9788958325789

240 15,000

아이들의 문해 어떻게 지도할까?

로리 메이킨 외

최나야

2010

9788958328254

192 12,000

아이 마음 다스리는 창의적 활동기법

Bonnie Thomas

최은미

2010

9788958328568

184 15,000

애착장애의 치료：이론에서 실제까지

Karl Heinz Brisch

장휘숙

2003

8990685206

324 20,000

언어 쌓기 연간 프로그램

John Lybolt 외

최나야, 채진영, 한신애,
조유수

2012

9788997927098

448 25,000

유아기 정서 및 행동장애

Gretchen A. Gimpel 외

방명애, 이효신

2007

8958323175

208 13,000

유아의 문제행동, 제2판

Susan B. Campbell

민성혜

2007

9788958323013

368 15,000

잘 안 먹는 우리 아이 다루기

Williams, Foxx

정경미, 이승아

2009

9788958326168

248 15,000

잘 안 자는 우리 아이 다루기

V. Mark Durand

정경미, 조성은

2009

9788958326892

248 15,000

치료놀이를 통한 영아보육

Fergus P. Hughes

성영혜, 이창미, 김연진,
김유진, 신현정

2004

8958320230

196 12,000

통제 불가능한 아동을 위한 양육서

George M. Kapalka

이승호, 이영나

2009

9788958327073

232 15,000

특별한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

패멀라 바트럼

이동훈

2012

9788958328155

112

8,000

6,000

도서구입은 본사 영업부나 교보문고, 영풍문고, 온라인서점(Yes24, 알라딘, 인터파크), 전국 각 대학 구내서점으로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아교육학

제목

74
사회복지학

사회복지학

신간

결혼학개론：제2판

비판적 다문화주의 이론과 실제

이유리 저

Stephen May, Christine E. Sleeter 편저

보웬가족치료를 위한
짧은 이론서

2016│9788968666926│260면

부향숙, 김경혜 공역

Daniel V. Papero 저

신국판│반양장│9,500원

2014│9788968661679│352면

남순현 역

신국판│반양장│15,000원

2012│9788997927562│200면
신국판│반양장│12,000원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사회복지시설 운영론

학교사회복지론, 제5판

가족정책론

엄미선, 백은령, 양숙미, 한주빈 공저

Paula AllenMeares 저

유계숙, 장혜경, 전혜정, 김윤정, 민성혜,

2008│9788958324751│576면

성민선, 이혜원, 홍순혜, 정규석, 김혜래,

박은미, 안재희, 장보현, 한지숙 공저

크라운변형판│반양장│23,000원

김영미, 고윤순 공역

2007│9788958323822│432면

2008│9788958324522│528면

46배변형판│양장│20,000원

46배변형판│양장│25,000원

근간

사회복지기록, 제3판

시각중복장애인의
이해와 지도, 개정판

노인상담：경험적 접근, 개정판

Jill Doner Kagle, Sandra Kopels 공저
홍순혜, 한인영 공역

일본 맹중복장애인 복지시설 연구협의회 편저

2013│9788968660016│416면

2010│9788958328162│424면

조규영, 정지훈[(복)하상복지회라파엘의집] 공역

46배변형판│양장│22,000원

크라운변형판│반양장│18,000원

2017│크라운변형판│반양장│가격미정

이장호, 김영경 공저

강의용 견본이 필요하신 교수님은 본사 홈페이지에서 <견본신청>을 하십시오.

75
사회복지학

신간

협동조합 혁명
The Cooperative Group 저
박상하 역
2016│9788968666407│72면
크라운변형판│반양장│8,000원

사회복지학
제목

저자

역자

출간연도

ISBN

가족복지실천기술론

Allie C. Kilpatrick
외

유계숙, 신수진, 전혜정,
권영인, 강진경, 천혜정

노인과 노화

면수 가격

2008

9788958324164

400 18,000

이호선

2010

9788958327769

216

노인을 위한 휴대전화 교육 프로그램

이가옥, 이미진, 이지영

2007

8958322934

288 12,000

다문화적 관점에서 바라본 세계의
가족, 제2판

Bron B. Ingoldsby 외

천혜정, 강진경, 권영인,
신수진, 유계숙, 전혜정

2009

9788958326373

612 25,000

만들면서 배우는 세계의 다문화

알렛 N. 브래먼

유계숙, 안은진, 최효진

2008

9788958325161

120 12,000

사회복지와 심리학

캐롤 서튼

정명숙

2007

9788958322950

308 15,000

사회복지학의 새로운 접근

Mel Gray 외

김기덕, 최명민, 이현정, 조성우

2012

9788997927371

400 15,000

실천평가 : 책임성 있는 전문가를
위한 길잡이, 제5판

Martin Bloom 외

김용석 외

2007

9788958322832

800 35,000

약물재활복지론

주일경

2009

9788958327189

504 22,000

여성과 직업, 개정판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2009

9788958326502

320 12,000

옹호(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

존 투페일 외

김상용, 전동일, 한주빈

2008

9788958325635

240 15,000

이제는 죽음을 이야기하자

김동배, 김성연, 김성웅, 김세진, 박광덕, 박은영,
원경림, 이주연, 임진섭, 조완기, 채수진

2009

9788958327134 260 12,000

장애인의 역량강화

오가와 요시미찌

이경희

2003

8990685095

278 12,000

직업재활의 기초, 제6판

Stanford E. Rubin 외

조성재, 신태식

2012

9788958320715

656 28,000

직업평가개론

Paul W. Power

박자경, 김종진, 이승복

2005

8958321482

420 20,000

해결중심 면접의 도구들

Bob Bertolino 외

김유순

2005

8958321466

340 15,000

9,000

도서구입은 본사 영업부나 교보문고, 영풍문고, 온라인서점(Yes24, 알라딘, 인터파크), 전국 각 대학 구내서점으로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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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학

소비자학

신간

신간

소비자행동론, 제11판

초연결사회의 소비자정보론

알기 쉬운 고객조사법, 제3판

Leon G. Shiffman, Joseph L. Wisenblit 공저

김기옥, 김난도, 이승신, 황혜선 공저

Nigel Hill, Jim Alexander 공저

황용철, 김나민, 김소현, 박소진, 박영근,

2015│9788968665073│288면

송인숙, 제미경, 김경자 공역

서재범, 손민희, 이재환, 황연희 공역

크라운변형판│반양장│15,000원

2016│9788968668036│328면
크라운변형판│반양장│18,000원

2016│9788968665639│560면
국배판│올컬러│반양장│33,000원

윤리적 소비의 이해와 실천

소비자와 시장환경, 제4판

천경희, 홍연금, 윤명애, 송인숙 공저

금융소비자의사결정과
소비자지식

2014│9788968661631│432면

Douglas J. Lamdin 저

2012│9788958328438│512면

크라운변형판│반양장│20,000원

이은희, 유현정, 나종연, 이영애, 김정은 공역

46배변형판│반양장│22,000원

김영신, 서정희, 송인숙, 이은희, 제미경 공저

2013│9788968660849│592면
크라운변형판│반양장│25,000원

2014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사회과학 분야 선정

인터넷쇼핑과 소비문화

소비자전문상담사：1급필기

소비자전문상담사：2급필기(2011)

서정희 저

이종혜, 박희주, 김민정 공저

천경희, 양덕순, 이종혜, 김정은 공저

2013│9788968660719│224면

2009│9788958326366│728면

2011│9788958329725│992면

신국판│반양장│8,500원

46배변형판│반양장│33,000원

46배변형판│반양장│30,000원

강의용 견본이 필요하신 교수님은 본사 홈페이지에서 <견본신청>을 하십시오.

77
소비자학

신간

소비자보이콧

노인 소비자의 이해

생활경영：자기계발을 위한 워크북

서정희, 전향란 공저

Barrie Gunter 저

이경희, 곽인숙, 김순미, 홍성희, 김혜연, 고

2016│9788968666728│256면

심영 역

선강 공저

크라운변형판│반양장│12,000원

2010│9788958327752│320면

2010│9788958328599│320면

크라운변형판│반양장│18,000원

신국판│반양장│13,000원

소비자행정론, 제2판

소비자관련법(2007년 개정)

소비자법과 정책

백병성 저

양덕순 저

강창경, 정순희, 허경옥 공저

2009│9788958326403│480면

2007│9788958323693│416면

2003│8990685230│480면

크라운변형판│반양장│20,000원

46배변형판│반양장│20,000원

크라운변형판│반양장│20,000원

새로 쓰는 소비자상담의 이해

여성의 일과 삶

김영신, 백경미, 서정희, 유두련, 이희숙 공저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소비자교육

2005│8958321423│446면

김시월 저

2003│8990685362│284면

46배변형판│반양장│17,000원

2004│8958320311│158면

신국판│반양장│9,000원

정영금 저

신국판│반양장│8,000원

도서구입은 본사 영업부나 교보문고, 영풍문고, 온라인서점(Yes24, 알라딘, 인터파크), 전국 각 대학 구내서점으로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78
소비자학

정보사회에서의
가족과 생활정보

소비자정보 관리의 이해

어린이와 돈, 그리고 가치

김영신, 이희숙, 유두련, 이은희, 김상욱 공저

Patrioia Schiff Estess 저

차성란, 문숙재, 정영금, 정지영 공저

2002│8984451657│382면

이희숙, 손상희, 최현자 공역

2003│8990685826│292면

크라운변형판│양장│16,000원

2001│8984451290│158면
크라운변형판│반양장│6,500원

크라운변형판│반양장│10,000원

공공이익 증진을 위한
마케팅과 소비자연구

고객불평처리 핸드북

세계 최고의 고객만족

Tom Williams 저

Jonathan D. Barsky 저

Ronald Paul Hill 저

송인숙, 김경자 공역

김경자, 송인숙, 제미경 공역

김영신, 서정희, 이희숙, 이은희, 제미경 공역

1999│8985922904│206면

1998│8985922324│290면

2000│8984450472│292면

크라운변형판│반양장│9,000원

신국판│반양장│12,000원

크라운변형판│양장│14,000원

강의용 견본이 필요하신 교수님은 본사 홈페이지에서 <견본신청>을 하십시오.

79
예술

예술·종교

신간

근간

아트폼스：사람이 만든 예술,

알기 쉬운 세계연극사

예술을 통해 본 현실, 제8판

사람을 만드는 예술, 제11판

Jim Patterson, Tim Dinahue 공저

Dennis J. Sporre 저

Patrick Frank 저

신일수, 김지명 공역

이창환, 윤화숙 공역

장원, 김보라, 노운영, 손부경, 양정화, 이미사, 전

2016│420면│46배판│반양장│가격미정

2015│9788968663772│432면
국배판│반양장│25,000원

혜정, 조성지, 허나영, 홍지석 공역
2016│9788968666902│536면│국배판
반양장│28,000원

2014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근간

글로벌시대의 문화인류학, 제2판

서양 음악의 이해, 제7판

커뮤니케이션：이해와 활용, 제3판

Barbara Miller 저

Yudkin Jeremy 저

Isa N. Engleberg 저

홍석준, 박준규, 박충환, 이창호 공역

민은기, 심은섭, 이서현, 이보경, 이수완 공역

김동규, 천현진 공역

2013│9788968660801│376면

2013│9788968660955│352면

2017│국배판│반양장│가격미정

국배판│반양장│27,000원

국배판│반양장│25,000원

근간

공연예술산책

연극, 즐거운 예술, 제8판

연기의 모든 것

Mira Felner 저

Jim Patterson, Jim Hunter, Patti P.

장두이 저

최재오, 이강임, 김기란, 이인수 공역

Gillespie, Kenneth M. Cameron 공저

2017│신국판│반양장│가격미정

2014│9788968661501│384면

신일수, 김지명 공역

국배판│반양장│올컬러│25,000원

2013│9788997927807│448면
46배판│반양장│25,000원

도서구입은 본사 영업부나 교보문고, 영풍문고, 온라인서점(Yes24, 알라딘, 인터파크), 전국 각 대학 구내서점으로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종
·교

2016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80
예술
종
·교
근간

신간

종교학, 제2판

신간

하나님 임재 체험

Eric J. Sharpe 저

다음 세대를 품는
집단상담 수련회

윤원철, 유요한 공역

박민수 저

권명수, 김현주, 윤종권 공역

2017│가격미정

2016│9788968666810│296면

2016│9788968665271│336면

크라운변형판│반양장│12,000원

신국판│반양장│15,000원

기독교：기독교의 교리, 유형, 역사에

특수교육신학：신앙과 실천 통합하기

세계 종교 산책

대한 간결한 입문

David W. Anderson 저

Roy R. Robson 저

린다 우드헤드 저

김옥기 역

윤원철, 유요한 공역

김학철, 남진영 공역

2015│9788968662379│256면

2013│9788997927852│352면

2012│9788958322184│296면

크라운변형판│반양장│15,000원

국배판│반양장│22,000원

James Finley 저

신국판│반양장│12,000원

강의용 견본이 필요하신 교수님은 본사 홈페이지에서 <견본신청>을 하십시오.

81
일반

일반

신간

신간

진로 탐색 및 직업 선택, 제2판

결혼학개론, 제2판

신동천 저

박윤희 저

이유리 저

2016│9788968667923│256면

2016│9788968666759│392면

2016│9788968666926│260면

46배판│반양장│18,000원

국배변형판│반양장│18,000원

신국판│반양장│9,500원

백발백중

직업상담사 2급 실무

신간

2013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영화제작론

생각에너지 숲

Jean－Pierre Geuens 저
김진욱, 김형주, 어일선, 이용주 공역

홍경희 외 공저

크리스틴 손턴 저
신준석, 유보림 공역

2014│9788968662102│384면

크라운변형판│반양장│15,000원

2013│9788968660504│368면

신국판│반양장│18,000원

창조적 조직을 위한

그룹코칭과 팀코칭

2012│9788997927340│232면

신국판│반양장│16,000원

2016년 세종도서 학술부분 학술 분야 선정

신간

국제관계영어

모바일러닝 설계

디지털 유산：문화유산의 3차원

김형국, 정영은 편역

Clark N. Quinn 저

기록과 활용

2013│9788968660900│336면

서영석, 권숙진, 방선희, 정효정 공역

안재홍, 김충식 공저

신국판│반양장│18,000원

2014│9788968661235│284면

2016│9788968666735│352면

신국판│반양장│15,000원

46배변형판│반양장│25,000원

도서구입은 본사 영업부나 교보문고, 영풍문고, 온라인서점(Yes24, 알라딘, 인터파크), 전국 각 대학 구내서점으로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82
일반
근간

신간

키니식 수사면담과 신문기법

사이버 심리와 인터넷 중독

이영숙 박사의

Stan B. Walters 저

곽호완 저

이영숙 저

류창현, 김효정 공역

2017│신국판│반양장│가격미정

2016│9788968668029│416면

2014│9788968661518│472면

12성품론

46배변형판│반양장│18,000원

크라운변형판│양장│30,000원

신간

신간

치매：아이 같은 어른,
어른 같은 아이

오후수업：중년 리모델링

문학상담

임경수 저

이혜성 저

김영민 저

2016│9788968667800│280면

2015│9788968664922│224면

2016│9788968668142│128면

신국판│반양장│12,000원

신국판│양장│12,000원

행복과 긍정심리：

정신분석 시인의 얼굴

인류학적 인식론을 위하여

행복학 교수가 말하는 행복 이야기

권성훈 저

카와다 준조 저

우남식 저

2015│9788968662461│264면

박동성 역

2015│9788968664946│432면

크라운변형판│양장│17,000원

2012│9788958324676│400면

46배변형판│반양장│15,000원

46배변형판│반양장│18,000원

크라운변형판│양장│18,000원

강의용 견본이 필요하신 교수님은 본사 홈페이지에서 <견본신청>을 하십시오.

83
일반

파워 오럴 프레젠테이션

프레젠테이션학 원론

조맹섭, 신규상, 조윤지 공저

조맹섭, 조윤지 공저

2010│9788958328575│168면

2011│9788958329954│416면

46배변형판│반양장│15,000원

46배변형판│반양장│19,500원

일반
제목

저자

출간연도

ISBN

프레젠테이션 애니메이션 시나리오의 이해

면수 가격

황선길

2011

9788958329213

208 25,000

프레젠테이션 애니메이션과 사회

황선길

2011

9788958328421

200 25,000

프레젠테이션 애니메이션 100년

황선길

2010

9788958327394

288 28,000

애니메이션 기획·연출

황선길

2009

9788958327226

264 25,000

영상문학·영상언어

황선길

2009

9788958326007

216 22,000

송가네 공부법：자기주도적 읽기방법

송하성

2011

9788958329985

168 12,000

자기주도적 읽기방법의 비밀 1

경기대학교 미래독서연구소

2012

9788958329893

152 12,000

자기주도적 읽기방법의 비밀 2

경기대학교 미래독서연구소

2012

9788958329909

168 12,000

자기주도적 읽기방법의 비밀 3

경기대학교 미래독서연구소

2012

9788958329978

152 12,000

도서구입은 본사 영업부나 교보문고, 영풍문고, 온라인서점(Yes24, 알라딘, 인터파크), 전국 각 대학 구내서점으로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84
심리학

심리학 101 시리즈

시리즈

1
0
1

근간

근간

근간

사랑의 심리학 101

심리학의 역사 101

우울증 101

Karin Sternberg 저

David C. Devonis 저

C. Emily Durbin 저

이규미, 손강숙 공역

이규미 역

지승희, 김영혜, 주영아 공역

2017│신국판│반양장│가격미정

2017│신국판│반양장│가격미정

2017│330면│신국판│반양장
가격미정

근간

성격심리학 101

지능 101

영재성 101

Gorkan Ahmetoglu,

Linda Kreger Silverman 저

2017│신국판│반양장│가격미정

Jonathan A. Plucker, Amber Esping 공저
김정희 역
2016│9788968666414│224면
신국판│반양장│15,000원

정서지능 101

불안 101

언어심리학 101

Gerald Matthews, Moshe Zeidner,

Moshe Zeidner, Gerald Matthews 공저
이태선 역
2013│9788968660559│376면
신국판│반양장│15,000원

H. Wind Cowles 저

Tomas Chamorro－Premuzic 저
정미경, 김동현 공역

Richard D. Roberts 공저
김정희 역
2014│9788968660566│368면

김정희 역
2015│9788968662232│368면
신국판│반양장│18,000원

이승복, 이희란 공역
2012│9788997927135│280면
신국판│반양장│15,000원

신국판│반양장│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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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Psychology·Counseling·Education
Special Education
Psychology

Psychological Science, 5/e (IE)
Michael Gazzaniga

Cognitive Neuroscience: The
Biology of the Mind, 4/e (IE)

2016│9780393263138│864pp│￦48,000

Michael Gazzaniga
2013│9780393922288│752pp│￦45,000

Psychology in Your Life, 2/e
Sarah Grison

Introducing Psychology: Brain,
Person, Group, 4/e (NIE)

2016│9780393265156│720pp│￦42,000

Stephen M. Kosslyn
2014│9781292042527│552pp│￦36,000

Psychology and the Challenges
of Life: Adjustment and Growth,
12/e

Psychology and Life, 20/e (NIE)
Richard J. Gerrig
2014│9781292021621│590pp│￦49,000

Jeffrey S. Nevid
2013│9781118370360│624pp│￦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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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ychology

Psychology Around Us, 2/e
Ronald Comer

Psychology: An Exploration, 2/e
(NIE)

2013│9781118012079│840pp│￦45,000

Saundra K. Ciccarelli
2014│9781292023175│596pp│￦42,000

Experience Psychology, 3/e (IE)
Laura A. King

Introduction to Brain & Behavior,
4/e (IE)

2016│9781259251122│658pp│￦43,000

Bryan Kolb
2013│9781464118999│602pp│￦49,000

Developmental Cognitive
Neuroscience: An Introduction, 4/e

Brain & Behavior: An Introduction
to Biological Psychology, 4/e

Mark H. Johnson

Bob Garrett

2015│9781118938089│336pp│￦48,000

2014│9781452260952│656pp│￦45,000

Cognition: Exploring the Science
of the Mind, 6/e (IE)

Sensation and Perception

Daniel Reisberg

2014│9780857020642│520pp│￦48,000

John Harris

2016│9780393283693│593pp│￦45,000

Visual CBT: Using pictures to help
you apply Cognitive Behaviour
Therapy to change your life

Research Methods in
Psychology: Evaluating a World
of Information, 2/e

Avy Joseph

Beth Morling

2013│9780857083548│352pp│￦25,000

2015│9780393936933│640pp│￦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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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normal Psychology, 8/e (GE)

Neil R. Carlson

2015│9781292019635│608pp│￦48,000

Thomas F. Oltmanns

2014│9781292023205│720pp│￦49,000

Abnormal Psychology with
DSM-V Updates, 12/e (IE)
Ann Kring

Abnorm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with DSM-V
Updates, 8/e (GE)

2014│9781118964330│656pp│￦50,000

Rita Wicks-Nelson
2015│9781292066219│576pp│￦45,000

Case Studies in Abnormal
Psychology, 10/e
Thomas F. Oltmanns

Adolescent : Development,
Relationships, and Culture, 13/e
(NIE)

2015│9781118836293│326pp│￦45,000

Kim Gale Dolgin
2014│9781292042374│488pp│￦39,000

Biological Psychology

Child Development, 9/e (IE)

Suzanne Higgs

Laura E. Berk

2015│9780857022622│504pp│￦45,000

2013│9780205197668│816pp│￦45,000

Children and Their Development,
7/E (GE)

Life-Span Development, 15/e (IE)

Robert V. Kail

2014│9781259095030│768pp│￦43,000

John Santrock

2015│9781292073767│592pp│￦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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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ychology

Physiology of Behavior, 11/e
(NIE)

88
Psychology

Development Across the
LifeSpan, 7/e (NIE)

Development through the
Lifespan, 6/e (IE)

Robert S. Feldman

Laura E. Berk

2014│9781292022598│748pp│￦48,000

2014│9780205940844│864pp│￦45,000

Developmental Psychology: The
Growth of Mind and Behavior (IE)

Discovering the Life Span, 2/e
(NIE)

Frank C. Keil

Robert S. Feldman

2014│9780393937169│744pp│￦45,000

2013│9781292040462│562pp│￦43,000

Educational Psychology:
Windows on Classrooms, 10/e
(GE)

Educational Psychology, 13/e
(GE)

Paul Eggen

2016│9781292021294│720pp│￦45,000

Anita Woolfolk

2016│9781292107561│752pp│￦45,000

Essentials of Psychiatric Diagnosis,
Revised Edition: Responding to the
Challenge of DSM-5

Clinical Psychology: Science,
Practice, and Culture, Third
Edition: DSM-5 Update

Allen Frances

Andrew M. Pomerantz

2013│9781462513482│218pp│￦33,000

2014│9781483345048│672pp│￦45,000

Family Therapy: Concepts and
Methods, 10/e (NIE)

Health Psychology, 9/e (IE)

Michael P. Nichols

2015│9789814577472│430pp│￦38,000

Shelley E. Taylor

2014│9781292041889│336pp│￦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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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ity Psychology, 12/e (IE)
Daniel Cervone
2013│9781118322215│640pp│￦43,000

Steven Jay Lynn
2015│9781452203171│472pp│￦36,000

Perspectives on Personality, 7/e
(NIE)

Personality: Classic Theories and
Modern Research, 5/e (NIE)

Charles S. Carver

Howard S. Friedman

2013│9781292021713│438pp│￦43,000

2013│9781292022253│576pp│￦43,000

Social Psychology, 4/e (IE)

Social Psychology, 8/e (NIE)

Thomas Gilovich

Elliot Aronson

2016│9780393283532│620pp│￦48,000

2013│9781292021164│544pp│￦42,000

Understanding Emotions, 3/e

Applied Multiple Regression/
Correlation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3/e

Dacher Keltner
2014│9781118147436│520pp│￦48,000

Jacob Cohen
2002│9780805822236│736pp│￦50,000

Social Research Methods: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pproaches, 7/e (NIE)

Cultural Psychology, 3/e
Steven J. Heine
2016│9780393283709│591pp│￦45,000

W. Lawrence Neuman
2013│9781292020235│608pp│￦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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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ychology

Health, Happiness, and WellBeing: Better Living Through
Psychological Science

90
Counseling

Environmental Psychology: An
Introduction

Statistics for Psychology, 6/e
(NIE)

Linda Steg

Arthur Aron

2012│9780470976388│406pp│￦35,000

2014│9781292040295│744pp│￦35,000

Nelson-Jones' Theory and
Practice of Counselling and
Psychotherapy, 6/e

Theories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An Integrative
Approach, 2/e

Richard Nelson-Jones

Elsie Jones-Smith

2015│9781446295564│528pp│￦48,000

2015│9781483351988│824pp│￦48,000

Integrative Counselling &
Psychotherapy

Foundations of Addiction
Counseling, 2/e (NIE)

Ariana Faris

David Capuzzi

2011│9780857021274│192pp│￦35,000

2014│9781292041940│368pp│￦39,000

Basic Counselling Skills, 4/e: A
Helper's Manual

Counselling Skills for Social
Work, 2/e

Richard Nelson-Jones

Lisa Miller

2016│9781473912991│216pp│￦39,000

2011│9780857028594│240pp│￦39,000

Brief Counselling in Schools, 3/e
Dennis Lines

Short Introduction to
Psychoanalysis, 2/e

2011│9780857025128│296pp│￦39,000

Jane Milton

Counseling

2011│9780857020598│224pp│￦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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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ice Dexter
2012│9781849202992│216pp│￦35,000

Comprehensive School Counseling
Programs: K-12 Delivery Systems
in Action, 2/e (NIE)
Colette T. Dollarhide
2014│9789814576055│314pp│￦42,000

Developing Your Counselling and
Psychotherapy Skills and
Practice

Motivational Career Counselling
& Coaching

Ladislav Timulak

2012│9781446201824│224pp│￦36,000

Steve Sheward

2011│9781848606241│248pp│￦38,000

CBT Handbook

Cognitive Behaviour Therapies

Windy Dryden

Windy Dryden

2011│9781849205528│512pp│￦48,000

2012│9780857021199│304pp│￦36,000

Cognitive Behavioural
Counselling in Action, 2/e

Essentials of Cross-Cultural
Counseling

Peter Trower

Lawrence H. Gerstein

2011│9781849201940│296pp│￦39,000

2012│9781412999502│280pp│￦35,000

Counseling the Culturally
Diverse: Theory and Practice, 6/e

Gestalt Therapy: Therapy of the
Situation

Derald Wing Sue

Georges Wollants

2012│9781118022023│629pp│￦55,000

2012│9780857029850│168pp│￦3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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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seling

Introduction to Coa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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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seling

Handbook of Motivational
Counseling, 2/e

Introduction to Transactional
Analysis

W. Miles Cox

Phil Lapworth

2011│9780470749265│666pp│￦65,000

2011│9780857029089│224pp│￦35,000

Client Issues in Counselling and
Psychotherapy

Personal Development in
Counselling and Psychotherapy

Janet Tolan

 

2011│9781848600270│184pp│￦35,000

2012│9780857259356│184pp│￦33,000

Personal Development in
Counsellor Training, 2/e

Pluralistic Counselling and
Psychotherapy

Hazel Johns

Mick Cooper

2012│9780857024978│216pp│￦35,000

2012│9781847873453│208pp│￦36,000

Six Key Approaches to
Counselling and Therapy, 2/e

Skills in Person-Centred
Counselling & Psychotherapy, 2/e

Richard Nelson-Jones

Janet Tolan

2012│9780857024008│216pp│￦39,000

2012│9781848600959│216pp│￦35,000

Skills in Solution Focused Brief
Counselling and Psychotherapy

Solution-Focused Therapy:
Theory, Research & Practice, 2/e

Paul Hanton

Alasdair Macdonald

2011│9781849206228│152pp│￦33,000

2011│9780857028907│256pp│￦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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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Overcoming Obstacles in CBT
Craig Chigwedere
2012│9781849206167│248pp│￦35,000

Education

Behavior Management:
Applications for Teachers, 6/e
(NIE)

Basic Guide to SuperVision and
Instructional Leadership, 3/e (IE)

Thomas J. Zirpoli

2012│9780132957472│384pp│￦33,000

Carl D. Glickman

2013│9781292021553│464pp│￦42,000

Growing Up Gifted, 8/e (NIE)
Barbara Clark
2014│9789814576031│420pp│￦42,000

Collaboration, Consultation, and
Teamwork for Students with
Special Needs, 7/e (IE)
Peggy Dettmer
2013│9780132896573│480pp│￦35,000

Educational Leadership: Context,
Strategy and Collaboration

Human Development: A Cultural
Approach (IE)

Margaret Preedy

Jeffrey Jensen Arnett

2012│9781446201640│312pp│￦35,000

2012│9780205230686│768pp│￦43,000

Introduction to the Theories of
Learning, 9/e (IE)

Developmental Psychology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Matthew H. Olson

David Whitebread

2013│9780205921102│480pp│￦39,000

2012│9781412947138│184pp│￦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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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Education

Infants, Children, and
Adolescents, 7/e (IE)

Fundamentals of Statistical
Reasoning in Education, 3/e

Laura E. Berk

Theodore Coladarci

2012│9780205008810│816pp│￦40,000

2011│9780470574799│480pp│￦42,000

Applying Educational Research,
6/e
Joyce P. Gall

Assessment Procedures for
Counselors and Helping
Professionals, 7/e (IE)

2010│9780205596706│600pp│￦35,000

Robert J. Drummond
2010│9780135081266│496pp│￦39,000

Creating Inclusive Classrooms:


Practices, 7/e (IE)

Emotional Intelligence: Achieving
Academic and Career Excellence
in College and in Life, 2/e

Spencer J. Salend

Darwin B. Nelson

2011│9780131384255│560pp│￦45,000

2011│9780135022993│240pp│￦25,000

Special Education

Neuroanatomy for Speech
Language Pathology and
Audiology

Introduction to Neurogenic
Communication Disorders, 2/e

Mattew Rouse

2017│9781284099041│410pp│￦45,000

M. Hunter Manasco

2016│9781284023060│266pp│￦48,000

Aphasia and Related Neurogenic
Communication Disorders, 2/e
Ilias Papathanasiou

Voice Rehabilitation: Testing
Hypotheses and Reframing
Therapy

2017│9781284077315│572pp│￦49,000

Celia F Stewart
2016│9781284077469│308pp│￦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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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to Communication
Disorders: A Lifespan EvidenceBased Perspective, 4/e (NIE)

Deborah R. Welling

Robert E. Owens

2015│9781449660307│344pp│￦48,000

2014│9781292025186│556pp│￦45,000

Characteristics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of Children
and Youth, 10/e (NIE)

Diagnosis and Evaluation in
Speech Pathology, 8/E (NIE)

James M. Kauffman

2014│9781292041490│426pp│￦42,000

William O. Haynes

2014│9789814576116│467pp│￦43,000

Educating Students on the
Autistic Spectrum, 2/e
Martin Hanbury

Foundations of Voice Studies: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to
Voice Production and Perception

2012│9780857028945│144pp│￦35,000

Jody Kreiman
2013│9781118546703│512pp│￦43,000

Psycholinguistics of Bilingualism
Francois Grosjean
2013│9781444332780│256pp│￦38,000

Communication and
Communication Disorders: A
Clinical Introduction, 4/e (IE)
Elena M. Plante
2013│9780132926386│408pp│￦35,000

Communication Sciences and
Disorders: A Contemporary
Perspective, 2/e

Exceptional Children: An
Introduction to Special Education,
10/e (NIE)

Laura M. Justice

William L. Heward

2010│9780135022801│600pp│￦39,000

2014│9781292022024│668pp│￦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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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Education

Fundamentals of Audiology for
the Speech-Language
Pathologist

96
Special Education

Exceptional Learners: An
Introduction to Special Education,
12/e (IE)

Exceptional Lives: Special
Education In Today's Schools, 7/e

Daniel P. Hallahan

2012│9780132929004│512pp│￦45,000

Ann Turnbull

2012│9780132626996│552pp│￦45,000

Human Communication
Disorders: An Introduction, 8/e
(IE)

Introduction to Audiologic
Rehabilitation, 6/e

Noma B. Anderson

2013│9780133128956│528pp│￦45,000

Ronald L. Schow

2013│9780133250848│600pp│￦42,000

Problem Solving Approach to
Mathematics for Elementary
School Teachers, 11/e (IE) with CD

Voice and Voice Therapy, 9/e (IE)
Daniel R. Boone
2014│9780133380842│384pp│￦42,000

Rick Billstein
2012│9780321781819│1032pp│￦45,000

Teaching Literacy to Learners
with Dyslexia

Assessing Learners with Special
Needs: An Applied Approach, 7/e

Kathleen Kelly

Terry Overton

2011│9780857025357│424pp│￦48,000

2012│9780133248906│48pp│￦45,000

Assessment of Exceptional
Students, 8/e (IE)
Ronald L. Taylor
2009│9780205630479│480pp│￦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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