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번 상위 역량 하위 역량 책이름 저자 구분 분야 분량(쪽)

1 창의 융합역량 코스모스 칼 세이건 서양 우주과학 719

2 창의 융합역량 통섭 에드워드 윌슨 서양 생물학 560

3 창의 융합역량 빅히스토리 데이비드 크리스천, 밥 베인 서양 세계사 432

4 창의 융합역량 열두발자국 정재승 한국 뇌과학 400

5 창의 융합역량 김상욱의 과학공부 김상욱 한국 물리학 336

6 창의 융합역량 당신 인생의 이야기 테드 창 서양 미국소설 448

7 창의 융합역량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김초엽 한국 한국소설 344

8 창의 문제발견해결 역사란 무엇인가 에드워드 카 서양 역사 264

9 창의 문제발견해결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클라우스 슈밥 서양 경제사 288

10 창의 문제발견해결 디자인 씽킹 바이블 로저 마틴 서양 경영전략 424

11 창의 문제발견해결 팩트풀니스(FACTFULNESS) 한스 로슬링,올라 로슬링,안나 로슬링 뢴룬드 서양 인문학 474

12 창의 문제발견해결 나는 수학으로 세상을 읽는다 롭 이스터웨이 서양 수학 240

13 창의 컴퓨팅사고역량 엔트로피 제레미 리프킨 서양 과학사상 352

14 창의 컴퓨팅사고역량 사피엔스 유발 하라리 서양 인류학 636

15 창의 컴퓨팅사고역량 총균쇠 제레드 다이아몬드 서양 문명사 760

16 창의 컴퓨팅사고역량 이기적 유전자 리처드 도킨스 서양 생명과학 632

17 창의 컴퓨팅사고역량 생각정리스킬 복주환 한국 자기계발 280

18 감성 인문역량 그리스인 조르바 니코스 카잔차키스 서양 그리스소설 482

19 감성 인문역량 82년생 김지영 조남주 한국 한국소설 192

20 감성 인문역량 어린왕자 생택쥐베리 서양 프랑스소설 136

21 감성 인문역량 미움 받을 용기 기시미 이치로 동양 심리학 336

22 감성 인문역량 자유론 존 스튜어트 밀 서양 서양철학 256

23 감성 인문역량 논어 공자 동양 동양철학 421

24 감성 인문역량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 고미숙 한국 한국철학 488

25 감성 문화예술역량 서양미술사 에른스트 곰브리치 서양 서양미술 688

26 감성 문화예술역량 동방견문록 마르코폴로 서양 중국사 581

27 감성 문화예술역량 예술적 상상력: 보이는 것 너머를 보는 힘 오종우 한국 미학 296

28 감성 문화예술역량 오디세이아 호메로스 서양 그리스희곡 672

29 감성 문화예술역량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윤동주 한국 한국시 256

30 감성 문화예술역량 옛 그림 읽기의 즐거움 오주석 한국 한국미술 512

31 감성 놀이역량 호모 루덴스: 놀이하는 인간 요한 하위징아 서양 인류학 456

32 감성 놀이역량 여행의 이유 김영하 한국 한국에세이 216

33 감성 놀이역량 밀레니얼의 반격 전정환 한국 경제학 396

34 감성 놀이역량 한권으로 듣는 클래식 샘 잭슨 서양 서양음악 144

35 공동체 자기설계역량 데미안 헤르만 헤세 서양 독일소설 240

36 공동체 자기설계역량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 서양 러시아소설 188

37 공동체 자기설계역량 어디서 살 것인가 유현준 한국 도시공간 380

38 공동체 자기설계역량 그릿(GRIT) 앤절라 더크워스 서양 자기계발 416

39 공동체 자기설계역량 넛지(NUDGE) 리처드 H.탈러, 캐스 R. 선스타인 서양 경제학 428

40 공동체 자기설계역량 공부의미래 구본권 한국 교육학 252

41 공동체 시민역량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크 샌델 서양 사회사상 444

42 공동체 시민역량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한나 아렌트 서양 사회사상 424

43 공동체 시민역량 국가 플라톤 서양 서양철학 592

44 공동체 시민역량 동물농장 조지 오웰 서양 영국소설 160

45 공동체 시민역량 소년이 온다 한강 한국 한국소설 216

46 공동체 시민역량 오래된 미래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서양 환경학 364

47 공동체 글로컬역량 문명의 충돌 새뮤얼 헌팅턴 서양 문화사 600

48 공동체 글로컬역량 방랑자들 올가 토카르추크 서양 폴란드소설 620

49 공동체 글로컬역량 지리의 힘 팀 마샬 서양 지리학 368

50 공동체 글로컬역량 클라이브 폰팅의 녹색 세계사 클라이브폰팅 서양 환경학 636

51 공동체 글로컬역량 다른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SBS 스페셜 제작팀 한국 다문화 256

전남대 구성원이 함께 읽는 전대愛서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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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2019 올해의 한 책 광주전남이읽고톡하다 당신이 옳다 정혜신 한국 심리학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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