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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개정 도서
개정

신간

신간

치과위생사
국가시험 예상문제집 제7판

‘최단시간 알찬정리’

‘최단시간 알찬정리’

치과위생사 국가시험

치과위생사 국가시험

핵심요약집

쉽게 유형 문제집

고문사 교재출판부 편

고문사 교재출판부

고문사 교재출판부

2022. 3. 7판 / 778쪽 / A4 / 2색 / 값 65,000원(전 3권)
ISBN 978-89-7386-833-9  13510 (세트)

2021. 2. 1판 / 전권 919쪽(전 4권) / B5변형 / 컬러
값 40,000원 (세트)
ISBN 978-89-7386-801-3  13510 (세트)

2021. 2. 1판 / 전권 721쪽(전 2권) / B5 / 컬러
값 36,000원 (세트)
ISBN 978-89-7386-806-3  13510 (세트)

개정

신간

개정

치과보존학 제2판

치과 임플란트학

치과위생학개론 제9판

김성교 외 공저

배성숙 외 공저

이은숙 외 공저

2022. 2. 2판 / 259쪽 / A4 양장 / 컬러 / 값 44,000원
ISBN 978-89-7386-820-9  93510

2022. 2. 1판 / 237쪽 / A4 양장 / 컬러 / 값 38,000원
ISBN 978-89-7386-822-3  93510

2022. 2. 9판 / 291쪽 / B5 / 컬러 / 값 42,000원
ISBN 978-89-7386-825-4  9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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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및 개정도서

개정

소아·청소년치과학 제2판

개정

개정

구강미생물학 제2판

예방치학 제3판

이상호 외 공저

장영호 외 공저

예방치학 교재개발연구회 편

2022. 1. 2판 / 345쪽 / A4 양장 / 컬러 / 값 45,000원
ISBN 978-89-7386-819-3 93510

2022. 2. 2판 / 325쪽 / B5 / 컬러 / 값 40,000원
ISBN 978-89-7386-821-6 93510

2022. 2. 3판 / 431쪽 / B5 / 컬러 / 값 49,000원
ISBN 978-89-7386-823-0 93510

PPT

개정

개정

PPT

Clinical
Practice Guideline
제

임상실습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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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판

개정

NE

Clinical
Practice Guideline

임상실습
지침서
대한치위생학과교수협의회 편

구강조직학 제2판

치과위생사를 위한 치과재료학 제2판

임상실습지침서 제4판

구강조직학 교재개발위원회 편

치위생(학)과 치과재료학연구회 편

대한치위생(학)과교수협의회 편

2021. 2. 2판 / 254쪽 / A4 양장 / 컬러 / 값 45,000원
ISBN 978-89-7386-789-9 93510

2021. 2. 2판 / 285쪽 / B5 양장 / 컬러 / 값 44,000원
ISBN 978-89-7386-790-5 93510

2020. 12. 4판 / 전권 388쪽(실습보고서 포함) / A4 / 컬러 / 값 45,000원
ISBN 978-89-7386-783-7 93510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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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학
개정

인체해부학 제6판

사람해부학 제4판

인체해부학 제3판

안희경 외 공저

정영길 외 공저

조병필 외 공저

이번 개정판에서는 모든 인체 그림들을 새로 제작하고 또 필요
한 그림들을 추가함은 물론, 교과서의 내용들도 다른 대학 교
수님들과 공동으로 내용을 추가하여 학생들이 인체를 좀 더 쉽
게, 또 보다 시각적인 면에서 인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
였다.

이번 제4판은 최대한 많은 그림과 사진을 삽입하여 글을 통한
이해보다는 그림을 통한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했다. 따라서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본 그림과 사진은 해부학을 학습하는 데
있어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제3판의 기본적인 체제는 제2판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문장
의 뜻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고 필
요한 내용을 보충하여 내용을 전체적으로 가다듬었다. 또한 상
당수의 그림을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교하게 수정 보완
하였고, 일부 그림들을 새로 삽입하였다.

PPT

2019. 2. 6판 / 399쪽 / A4 양장 / 컬러 / 값 40,000원
ISBN 978-89-7386-738-7 93510

알기 쉬운 인체해부학

PPT

2021. 2. 4판 / 506쪽 / A4 / 컬러 / 값 43,000원
ISBN 978-89-7386-800-1 93510

핵심 인체해부학

PPT

2019. 2. 3판 / 613쪽 / A4 / 컬러 / 값 50,000원
ISBN 978-89-7386-739-4 93510

PPT

컬러로 이해하는 인체해부학실습

이영기 외 공저

조병필 외 공저

안희경 외 공저

이 책은 간호학, 약학계열, 보건계열은 물론이거니와 체육학,
미술 등 사람 몸을 다루는 여러 분야의 학문을 배우는 과정의
학생들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해부학 지식의 학습을 위해 저술
되었으며, 그림과 도표를 많이 삽입하여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
이 되도록 하였다.

『인체해부학, 조병필 외』의 핵심 내용을 다시 간추려 담은 것으
로, 방대한 해부학 영역을 보다 간략하고 손쉽게 해부학을 학
습할 수 있도록 재편집한 책이다.

이 책은 『인체해부학(제6판), 안희경 외』 이론서를 공부한 이후
에 복습 차원에서 인체의 구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론
서의 주요 삽화를 채록하여 인체의 각 부위를 학습자 스스로
찾아보는 형태로 구성하였다.

2017. 2. 1판 / 396쪽 / A4 / 컬러 / 값 36,000원
ISBN 978-89-7386-671-7 9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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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2. 1판 / 466쪽 / A4 / 컬러 / 값 36,000원
ISBN 978-89-7386-480-5 93510

2019. 2. 1판 / 329쪽 / A4 / 컬러 / 값 30,000원
ISBN 978-89-7386-743-1 9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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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부·생리학

색칠하며 이해하는

인체해부학실습 제4판
안희경 저 / 한상희 그림
우리나라 최초로 해부학 교수가 직접 내용을 구성, 집필하
고 해부미술학 교수가 인체 그림을 그린 이 책은 정확하
고 자세한 그림으로 의학에 입문하는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2008. 2. 4판 / 316쪽 / A4 / 1색 / 값 22,000원
ISBN 978-89-7386-365-5 93510

알기 쉬운 해부생리학

해부생리학 제2판

김성민 외 공저

Donald C. Rizzo 원저

해부생리학을 공부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그림과 도표를 많이 사용하였으며, 임상에서 볼
수 있는 질환이나 질병을 소개함으로써 해부생리학적 지식의
유용성을 부각하였다.

김성로 외 공역

2014. 2. 1판 / 281쪽 / A4 / 컬러 / 값 35,000원
ISBN 978-89-7386-566-6 93510

PPT

저자의 30여 년간의 교육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간결하고도 명
쾌한 문장은 해부생리학을 처음 접하는 초보 학습자들을 쉬운
길로 안내해 줄 것이다.
2008. 1. 2판 / 438쪽 / A4 / 컬러 / 값 36,000원
ISBN 978-89-7386-361-7 93510

새해부학용어에 의한 해부생리학 PPT

알기 쉬운 인체생리학

고재문 외 공저

김종연 외 공저

김영규 외 공저

이 책은 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간호·보건계 대학과 약
학·영양·체육계 대학의 교과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신 자
료와 그림 등을 대폭 수록하였다.

학생들이 인체의 생명현상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
명하고 많은 그림을 제작하고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
한 최신 의학용어를 기본으로 기술하면서 구용어와 영문 용어
도 같이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석강 교수님의 강의록에서 시작한 이 책은 뜻있는 교수들이
집필진으로 참여하여 해를 거듭할수록 수정·증보를 거쳐 5판
에 이르고 있다.

2008. 2. 1판 / 472쪽 / A4 / 컬러 / 값 32,000원
ISBN 978-89-7386-366-2 93510

2018. 2. 1판 / 314쪽 / A4 / 컬러 / 값 36,000원
ISBN 978-89-7386-708-0 93510

PPT

인체생리학 제5판

2008. 2. 5판 / 642쪽 / A4 / 컬러 / 값 48,000원
ISBN 978-89-7386-364-8 9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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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학·치위생학

인체생리학

PPT

인체생리학 제2판

PPT

알기 쉬운 생물학 제2판

PPT

고한철 외 공저

김용운 외 공저

함순아·조 경·황락경 외 공저

이 책은 의과대학과 간호대학에서 수년간 생리학을 강의해 온
교수들에 의해 집필되어 간호대학이나 보건계열 학생을 대상
으로 생리학을 체계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교과서이다.

독자들이 보다 알기 쉽게 생명현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
는 데 중점을 두었고, 본문의 이해를 돕고자 가능한 많은 그림
을 제시하였다. 또한 각 장마다 <생활 속의 생리학>을 삽입하
여 학습효과를 극대화시켰다.

본 교재는 생명의 탄생과 생물의 종류를 설명하는 것에서 시작
되어 생명의 특성을 유지하는 중요 요소에 대한 개념 정립을 유
도하고, 세포와 물질대사, 유전자 발현 등으로 개념을 확장하였
으며, 이런 기초를 토대로 우리 몸의 각 기관계의 구조 및 기능,
생식, 면역 등 인체를 아우르는 포괄적 학습을 유도하였다.

2013. 8. 1판 / 356쪽 / A4 / 컬러 / 값 38,000원
ISBN 978-89-7386-557-4 93510

2010. 8. 2판 / 284쪽 / A4 / 컬러 / 값 32,000원
ISBN 978-89-7386-332-7 93510

2020. 2. 2판 / 225쪽 / A4 / 컬러 / 값 33,000원
ISBN 978-89-7386-767-7 93510

개정

보건인을 위한 생물학 제2판

구강해부학 제8판

구강해부학 제2판

김옥봉 외 공저

김명국 저

대한구강해부학연구회 편

이 책은 학생들이 기초 생물학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서,
최근 연구자들에 의해서 소개되는 생물학의 새로운 정보를 맛
보기처럼 소개하는 등 생물학의 기본을 충실히 다루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그림, 요약, 표, 모식도, 복습문제를 통해 내
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언제든지 한글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으며, 영어 용어를 병기하여
국제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거나 국제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할 때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본서는 최근 국시 경향에 따라 주요 해부학 용어 표기를 정리
하였고, 학생뿐 아니라 임상에 종사하는 치과위생사들이 유용
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인 자료를 많이 수록하고자
하였다. 또한 원문의 이해를 돕고자 일러스트에 일부 실제 인
체해부 사진을 적절히 가미하여 생동감 및 가독성을 더하였다.

2017. 2. 8판 / 633쪽 / B5 양장 / 컬러 / 값 49,000원
ISBN 978-89-7386-674-8 93510

2021. 2. 2판 / 278쪽 / A4 / 컬러 / 값 47,000원
ISBN 978-89-7386-788-2 93510

2014. 2. 2판 / 265쪽 / B5 양장 / 컬러 / 값 30,000원
ISBN 978-89-7386-486-7 9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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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해부·구강조직·치아형태학 등

구강해부학 제3판

구강해부학 실습

두경부해부학실습

장기환 외 공저

김희진 외 공저

장기환·정현자 공저

이 책은 구강해부학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학생들이 이
해하기 쉽도록 보완했으며, 대한해부학회 다섯째판 『해부학용
어』를 참고하여 신용어를 새로 추가하여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였다.

본 실습서는 저자가 2017년에 첫 출간한 『구강해부학, 김희진
외, 고문사』을 기반으로 하여 집필하였으며, 책의 구성과 해부
그림 또한 동일하게 정리하여 이론 및 실습을 병행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서는 구용어 - 신용어 - 영어 순으로 병기하여 내용의 이해도
를 높이고자 하였고, 각 장별 내용을 요점정리하여 국가고시에
꼭 필요한 핵심내용을 익히도록 하였으며, 최종 복습문제를 통
해 반복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5. 2. 3판 / 336쪽 / B5 / 컬러 / 값 40,000원
ISBN 978-89-7386-619-9 93510

2018. 8. 1판 / 183쪽 / A4 / 컬러 / 값 29,000원
ISBN 978-89-7386-721-9 93510

2020. 3. 1판 / 340쪽 / A4 / 1색 / 값 28,000원
ISBN 978-89-7386-773-8 93510

개정

구강해부학실습 제3판

구강조직학 제2판

김민아 외 공저

구강조직학 교재개발위원회 편

김영경 외 공저

학생들이 ‘구강해부학’의 용어와 어휘를 쉽게 공부할 수 있도
록 한 교재로 각 단원마다 요약정리를 하였으며, 해부학적 부
위를 보면서 핵심 내용을 직접 기록하며 복습할 수 있도록 빈
칸채우기를 마련하였다.

치위생학과 학습목표에 따라 조직학, 발생학, 구강조직학의
순서로 짜여진 이번 개정판은 학습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롭고 다양한 조직 사진과 그림을 추가하여 학생
들이 학습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1. 2. 3판 / 156쪽 / A4 / 1색 / 값 23,000원
ISBN 978-89-7386-465-2 93510

2021. 2. 2판 / 254쪽 / A4 양장 / 컬러 / 값 45,000원
ISBN 978-89-7386-789-9 93510

본 교재는 치아 형태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 내용인 총론과 영
구치 및 유치에 대한 각론 그리고 교합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
하였다. 치아의 기본 특징은 2D로 표현하였고, 음영 등의 요소
가 필요한 부위에서는 컴퓨터 일러스트레이터를 이용한 3D 요
소를 적절히 추가 활용하였다.

PPT

치아형태학

PPT

2017. 2. 1판 / 251쪽 / A4 / 컬러 / 값 42,000원
ISBN 978-89-7386-681-6 9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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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학
신간

개정

플립러닝을 활용한 치아형태학실습

구강병리학 제2판

류정숙 저

구강병리학 교재개발위원회 편

김광수 외 공저

본서는 치아형태학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학습내용을 확실하
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방적인 강의식 수업을 탈피
하고 플립러닝을 활용한 치아형태학 수업을 운영하고자 발간
되었다.

이 책은 구강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병리학 총론과 구강병
리학으로 구분하고, 구강 병변의 각 증례와 관련된 각종 임상
사진을 비롯하여 현미경 사진과 방사선 사진을 삽입하여 병변
에 대한 임상적 이해가 쉽도록 하여 구강질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2부로 구성된 이 책은 제1부에서는 인체생리, 제2부에서는 구
강생리학을 다루었다. 제한된 시간에 공부해야 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생리학의 모든 내용을 자세히 다루려고 하지 않고, 중
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하고자 노력
하였다.

2021. 2. 2판 / 229쪽 / B5 양장 / 컬러 / 값 39,000원
ISBN 978-89-7386-787-5 93510

2019. 1. 3판 / 328쪽 / B5 / 컬러 / 값 36,000원
ISBN 978-89-7386-730-1 93510

2021. 3. 1판 / 101쪽 / A4변형 / 컬러 / 값 20,000원
ISBN 978-89-7386-796-7 93510

PPT

치과위생사를 위한

구강생리학 제3판

개정

구강생리학 제4판

구강미생물학 제2판

구강미생물학

강민경 외 공저

장영호 외 공저

全國齒科衛生士敎育協議會 원저 / 정 진 역

이 책은 치위생학과 학습목표에 따라 제1부에서는 인체생리학
을, 제2부에서는 구강생리학을 기술하여 한정된 시간에서 공
부하는 치위생과 학생들을 위해 생리학의 광범위한 내용보다
중요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은 미생물의 일반적 특성, 감염, 면역 등을 비롯하여 각종
병원성 미생물의 특성을 기술한 후 구강에 서식하거나 구강질환
을 일으키는 미생물의 종류와 특성, 치과진료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차감염 등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특히 새로운 사진과 일
러스트가 추가되었으며, 미생물 실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QR 코드를 삽입하였다.

미생물 및 구강미생물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의미전달을 명확하
게 하기 위해 가능한 쉬운 용어 및 문체를 사용하였고, 그러면
서도 논리적인 흐름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2019. 2. 4판 / 357쪽 / B5 / 컬러 / 값 38,000원
ISBN 978-89-7386-731-8 93510

2012. 2. 1판 / 306쪽 / B5 / 컬러 / 값 33,000원
ISBN 978-89-7386-499-7 93510

2022. 2. 2판 / 325쪽 / B5 / 컬러 / 값 40,000원
ISBN 978-89-7386-821-6 9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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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병리·구강생리·약리학 등

구강미생물학 제4판

치과위생사를 위한 약리학 제2판

김영권·한만덕 공저

서정택 외 공저

보건계 대학의 구강미생물학 교과서로 집필된 이 책은 면역기
전, 예방접종의 시기, 방법, 부작용과 의학적으로 중요한 세균,
진균, 바이러스의 감염질환 및 병원체, 구강질환 관련 병원체
를 다루고 있다.

이 책은 약물의 작용기전 및 생체 내에서 약물의 이동 과정, 일
반적인 약물 치료의 원칙 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전신 및
구강악안면 질환에 적용하는 다양한 약물의 작용과 유해작용
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장별로 현재 시판되고 있는 약물
의 상품명을 정리하였으며, 그림과 도표를 개선하였다.

2003. 2. 4판 / 401쪽 / B5 양장 / 컬러 / 값 30,000원
ISBN 978-89-7386-225-1 93510

PPT

2017. 1. 2판 / 258쪽 / B5 / 컬러 / 값 29,000원
ISBN 978-89-7386-668-7 93510

약리학 제3판
Masataka Yamasaki 원저
대한치위생과교수협의회 감역
이 책은 치과위생학 교육 분야에서 한정된 강의시간 내에 이루
어지고 있는 약리학의 학습을 위해 약물의 작용 및 이론, 그리
고 치과 분야에서 사용되는 약물 전반에 대해 상세하게 습득할
수 있게 도와준다.
2001. 1. 3판 / 277쪽 / B5 양장 / 2색 / 값 27,000원
ISBN 978-89-7386-111-5 93510

개정

치과위생학개론 제9판

치과생화학 및 영양

이은숙 외 공저

배일권 외 공저

이 책은 치과위생사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치과위생사의
역사와 교육제도 및 교육과정에 대해 소개하고 향후 구강보건
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본 저서는 치과위생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치과생화학 및 영
양학”적 지식을 기술함으로써 변화하고 있는 새로운 의료보건
서비스 시대에 대한 기본서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2022. 2. 9판 / 291쪽 / B5 / 컬러 / 값 42,000원
ISBN 978-89-7386-825-4 93510

2015. 3. 1판 / 240쪽 / B5 / 컬러 / 값 30,000원(CD 포함)
ISBN 978-89-7386-625-0 93510

PPT

치과영양학 제6판

PPT

김인숙·이은숙·장영호·정순희·정미애
강민경·박민경·은정화·장지언 공저
이번 제6판은 교육현장의 조언을 참고하여 내용을 보완하고
최신의 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학습자들의 이해
를 돕기 위해 도표와 그림을 추가하였고, 가급적 알기 쉽게 이
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7. 8. 6판 / 219쪽 / B5 양장 / 컬러 / 값 30,000원
ISBN 978-89-7386-698-4 9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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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학

핵심 치학용어

의치학용어

치의학용어 제2판

치학용어 교재편찬위원회 편

이형숙 외 공저

Charline M. Dofka 원저 / 김숙향 외 공역

총 3부로 구성된 이 책은, 제1부인 입문편에서는 치학용어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성분들을 학습하도록 하고, 제2부는 기초
치학 과목들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용어들을 학습하도록 하
였다. 그리고 제3부에서는 치료치학, 즉 임상치학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용어들을 정리하였다.

기존 의학용어 교과서와 달리 치학용어 부분을 대폭 보강하였
고, 기본이 되는 단어들을 어원별로 접근하였다. 또한 단어 형
성의 원리를 앎으로써 더 많은 단어를 유추할 수 있는 Word
building 방법으로 구성하였다.

이 책은 신입생이나 새로운 학습자들이 치의학용어를 쉽게 이
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치의학과 관련된
단어들을 전문 분야와 관심 분야에 따라 분류해서 보여주고
있다.

2014. 2. 1판 / 209쪽 / B5 / 2색 / 값 27,000원
ISBN 978-89-7386-574-1 93510

2010. 3. 2판 / 558쪽 / B5 / 2색 / 값 30,000원
ISBN 978-89-7386-425-6 93510

의·치학용어 제3판

구강보건개설

새로운 구강보건학

윤인숙·이형숙 공저

김종배 저

정세환 저

이 책은 수많은 의학용어 중 기본적인 단어를 어원학적으로 설
명하고 서로 조립함으로써 연관된 단어들을 효율적으로 학습
하게 하였다. 또한 치과 용어를 많이 삽입하여 치학 분야 종사
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인간은 누구나 건실한 사회생활을 영위하며 행복하도록 건강
과 구강건강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이 책
은 누가,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하는 어떤 행위가 구강보건
인지를 명백하게 기술함과 아울러, 국민들 곧 공중이 구강보건
을 실행하도록 지원하는 구강보건지원사업과 구강보건교육을
명백하게 기술하고 있다.

총 5부로 구성된 이 책은 ‘새로운 구강보건’의 원리와 구강역
학, 구강보건정책 및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구강보건 기획 및
치과의료체계와 보장의 개념과 주요 방법, 선진국과 한국의 현
황을 소개하며 새로운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PPT

2019. 2. 1판 / 271쪽 / A4 / 컬러 / 값 35,000원
ISBN 978-89-7386-736-3 93510

2000. 1. 3판 / 258쪽 / B5 / 값 18,000원
ISBN 978-89-7386-077-1 93510

2012. 1. 1판 / 408쪽 / B5 / 2색 / 값 29,000원
ISBN 978-89-7386-483-6 93510

2020. 7. 1판 / 203쪽 / A5 / 2색 / 값 20,000원
ISBN 978-89-7386-774-5 9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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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용어·구강보건·구강보건통계학 등

지역사회구강보건학 제2판

새 지역사회구강보건학

예방치위생실무

김광수 외 공저

김광수·유영재 공저

조민정·강부월·이은숙 외 공저

본 교재는 공중구강보건의 일부분을 구체적이고 심화된 내용
으로 수록하였으며, 보건 분야 외에 주민과 접촉하는 모든 활
동을 수록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배우는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전문가들의 활동에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내
용을 담고자 하였다.

이 책은 공중구강보건의 심화과정으로서의 지역사회 구강보건
이라는 수준에서 다루고 있다. 특히 국민소득의 변화와 인구구
조의 변화, 경제 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국민의 구강건강 상
태나 구강병의 양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건강보험 급
여 확대의 필요성과 국제화, 개방화, 의료상업화에 대한 방어
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

본 교재는 데이컴 기법을 활용한 직무분석을 통해 치과위생사
의 예방처치 10가지 핵심 능력단위요소를 도출하였고, 각각의
능력단위요소를 여러 단계의 평가를 통해 체계적인 실습이 이
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발전된 예방치학 내용을 반영하기 위
해 새로운 기기와 재료의 사용법, 검사 및 평가방법 등을 소개
하였다.

2015. 8. 1판 / 296쪽 / B5 / 2색 / 값 30,000원
ISBN 978-89-7386-633-5 93510

2018. 2. 1판 / 373쪽 / B5 / 컬러 / 값 38,000원
ISBN 978-89-7386-707-3 93510

PPT

2017. 2. 2판 / 386쪽 / B5 / 컬러 / 값 32,000원
ISBN 978-89-7386-695-3 93510

PPT

-RO
CD M

최신 예방치위생학 실습 제2판

R을 활용한 구강보건통계학 제3판

SPSS와 구강보건통계학 제2판

예방치학연구회 저

김영수 외 공저

김영수 외 공저

예방치위생학에서의 치과위생사의 역할, 예방진료기록부 작
성, 우식발생요인 검사법 등을 더욱 보완하였고, 예방치위생실
습의 각 과정을 사진으로 제시하여 시각적인 효과를 더했으며,
실습평가서를 제시하였다.

이 책은 기초통계학과 구강보건통계학을 R이라는 언어와 연합
하여 만든 책으로, 통계학이란 학문을 생소한 분위기에서 배우
지 말라는 의미에서, ‘치과’에 익숙한 독자들에게 ‘치과’ 자료를
근거로 하여 이야기를 풀어냈다. 따라서 ‘통계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은 치과위생사를 위한 구강보건통계학으로 통계학이 어
렵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누구나 쉽게 가르치고, 누구나 쉽
게 배울 수 있도록 집필된 책이다. 국가고시를 대비한 문제도
함께 수록하고 있다.

2013. 8. 2판 / 292쪽 / B5 / 컬러 / 값 28,000원
ISBN 978-89-7386-551-2 93510

2020. 8. 3판 / 471쪽 / A4 / 컬러 / 값 40,000원
ISBN 978-89-7386-779-0 93510

2015. 2. 2판 / 384쪽 / B5 / 2색 / 값 30,000원(CD 포함)
ISBN 978-89-7386-620-5 93510

www.komoonsa.co.kr

2022 고문사(치위생학) 도서목록-내지.indd 11

11

2022-03-21 오전 11:38:11

치위생학

임상치위생과정 제3판

치과임상심리학 제2판

치과행동요법

이은숙·박정란·정재연·권순복 외 공저

권현숙 외 공저

이번 제3판에서는 임상치위생과정 업무를 대상자에게 실제 수
행하는 순서대로 내용을 정리함으로써, 업무를 수행할 때에 원
활함과 체계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였고, 대상자
별 맞춤형 치위생과정을 수행하기 위해 치위생과정 전 준비과
정, 정확한 자료수집을 바탕으로 치위생진단과 계획을 수립하
고 수행 및 평가를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인간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치과환자의 심리
적 특성, 임상현장에서 치과와 환자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상담코디네이터로서의 치과위생사, 치과진료 시의 의
사소통으로 구성되어 있다.

Christoph A. Ramseier and Jean E. Suvan 원저
허성윤 역

2007. 8. 2판 / 282쪽 / B5 / 2색 / 값 28,000원
ISBN 978-89-7386-353-2 93510

2020. 8. 3판 / 전권 355쪽(치위생차트 포함) / A4 / 컬러 / 값 40,000원
ISBN 978-89-7386-775-2 93510

개정

Clinical
Practice Guideline
제

임상실습지침서

IN
CL

ICA

L PRACTICE GUI

DE

LI

이 책은 환자들을 관리하면서 환자들의 행동변화를 예측 가능
하게 하고 임상에서 상담하면서 건강 행동변화를 실행할 수 있
게 도와주는 도구를 소개한 책으로 임상에서 실천해볼 만한 유
용한 방법들이 가득하다.
2014. 2. 1판 / 191쪽 / B5 / 2색 / 값 26,000원
ISBN 978-89-7386-579-6 93510

4판

NE

Clinical
Practice Guideline

임상실습
지침서
대한치위생학과교수협의회 편

치과위생사를 위한 의료관계법규 제19판

임상실습지침서 제4판

치과임상의 감염관리

강부월 외 공저

대한치위생학과교수협의회 편

대한치과감염학회 편

최근 의료현장에서 의료기사들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고
령사회 노인인구 구강관리를 위한 치과위생사 관련법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이 책은 법의 변화와 용어 변경 등을 반영하여
주 독차층인 치과위생사들의 면허취득을 위한 4개 법 외에 관련
법규의 필요 조항들을 발췌하여 포괄적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이번 개정판은 임상실습의 필요성과 실습생으로서 지켜야 할
실습지침을 상세히 삽입하고, 각 장(과)별 실습목적과 실습내용
에 부합하는 기구 및 재료와 술식과정 등을 추가하고 보완작업
을 하였으며, 중요한 기재는 컬러로 구성하여 학생들이 현장에
서 생동감 있는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은 치과 진료실에서의 감염관리에 대해 실무적인 내용은 가
능한 많은 사진을 곁들여서 쉽게 이해시키고, 중요한 이론에 대해
서도 빠트리지 않고 기술하고자 노력하였다. 집필진 또한 치과대
학 교수, 치위생과 교수, 개원의, 임상에 종사하고 있는 치위생사
등 다양하게 구성하여 전반적인 내용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다.

2021. 7. 19판 / 544쪽 / B5 / 값 34,000원
ISBN 978-89-7386-813-1 93510

2020. 12. 4판 / 전권 388쪽(실습보고서 포함) / A4 / 컬러 / 값 45,000원
ISBN 978-89-7386-783-7 93510

2018. 2. 1판 / 219쪽 / B5 / 컬러 / 값 30,000원
ISBN 978-89-7386-710-3 9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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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실습·감염관리·치주과학·방사선학 등

치과위생사를 위한

PPT

감염방지와 무균술식

치주과학 제5판

PPT

치주과학

곽정숙·김경미·김민영 외 공저

궁화수 외 공저

이 책은 기존 교재를 우리 실정에 맞도록 보강하여 출간한 것
으로 오랜 현장 경험을 가진 치과위생사에 의해 만들어져 치
과위생사 중심의 업무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이 장점이다.
감염방지를 공부하는 학생들과 일선 치과위생사들에게 학습의
길잡이가 될 것이다.

본 책에서는 최신의 개념, 내용 등을 재정비하였고, 세부적인
임상사진을 기존 책에 비해 업그레이드 시켜 치위생(학)과 학
생들에게 이해와 임상적용을 하는 데 그 기초를 튼튼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한다. 치주를 처음 접하는 학
생들에게 이 책이 조금은 더 쉽게 한걸음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교재가 될 것이다.

이 책은 치면세균막관리 및 구강보건교육을 통한 치주질환 예
방의 중요성을 잘 인식해야 할 학생들이 치주학을 가능한 이해
하기 쉽고 임상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배열과 상
세한 설명에 중점을 두어 구성하였다.

2015. 2. 1판 / 256쪽 / B5 / 컬러 / 값 30,000원
ISBN 978-89-7386-613-7 93510

2019. 2. 5판 / 276쪽 / A4 양장 / 컬러 / 값 45,000원
ISBN 978-89-7386-732-5 93510

구강영상학 제3판

구강방사선학실습 제6판

구강방사선학실습

치위생(학)과구강방사선학연구회 편

박일순 외 공저

김인숙·김설희·김호선·천석연 외 공저

이번 개정 3판은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각 장의 순서를 일부 바
꾸고, 중복되는 내용을 통합하거나 임상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
는 부분은 삭제·축소하여 총 6부 21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특
히 현대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디지털 촬영 부분의 다양한 내
용이 새롭게 추가되었으며, 최신 정보와 지견을 담고자 하였다.

현장감을 위해 실제 방사선 촬영과정을 담은 사진자료를 많
이 삽입하였고, 교내 실습 상황을 고려하여 부록으로 구강방
사선 촬영 및 현상 과정에서의 실책 사례 사진과 올바르게 촬
영된 사례 사진을 첨부하여 보고서 작성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치위생 전공 학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
기 쉽게 구성하였으며, 용어의 통일성과 촬영 원리, 그림, 모형,
사진, 촬영 실책, 해부학적 구조, 질병 증례 등을 일목요연하게
서술하였다. 특히 디지털 관련 이론 지식과 장비 및 관리 프로
그램 운영사례 등을 새롭게 서술하였다.

2020. 2. 3판 / 318쪽 / A4 / 2색 / 값 45,000원
ISBN 978-89-7386-759-2 93510

2018. 3. 6판 / 323쪽 / B5 / 컬러 / 값 30,000원
ISBN 978-89-7386-714-1 93510

2016. 8. 1판 / 199쪽 / A4 / 컬러 / 값 28,000원
ISBN 978-89-7386-660-1 93510

김광수 외 공저

2013. 8. 1판 / 244쪽 / B5 양장 / 컬러 / 값 35,000원
ISBN 978-89-7386-554-3 9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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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학

치과위생사를 위한 구강내과학

PPT

치과위생사를 위한 구강내과학

PPT

PPT

최신 구강악안면외과학

김광수 외 공저

이규원 외 공저

이 책의 내용은 크게 임상 구강내과학 부분과 전신질환과 관련
된 구강진료로 나누고 시대적 추세에 따라 정신장애 부분과 레
이저, 응급처치 등의 내용도 추가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학습
도 성취를 위하여 각 단원마다 복습문제를 수록하였다.

이 책은 여러 환자들이 방문하는 치과에서 필요한 전신질환에
대한 내과적인 의학 정보와 장애인에 대한 임상지식, 치과 응
급상황 시 대처법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2018. 1. 1판 / 293쪽 / B5 / 컬러 / 값 30,000원
ISBN 978-89-7386-706-6 93510

NCS를 기반으로 한

2012. 8. 1판 / 316쪽 / B5 / 컬러 / 값 30,000원
ISBN 978-89-7386-511-6 93510

강현숙·문희정·송경희·김수관 외 공저
학생들은 이 책을 통하여 치과임상에서 요구하는 치과위생사
로서의 지식은 물론 치위생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무능력을 갖
출 수 있을 것이며, 임상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들도 구
강악안면외과 영역의 질환과 술식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여 실
질적인 업무에 도움이 될 것이다.
2016. 8. 1판 / 310쪽 / B5 양장 / 컬러 / 값 38,000원
ISBN 978-89-7386-659-5 93510

개정

치과위생사를 위한 치과재료학 제2판 PPT

최신 치과재료실습 제3판

치위생학과 치과재료학연구회 편

치위생(학)과 치과재료학연구회 편

이 책을 저술할 때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은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
이고 진료 현장에서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학교
를 졸업한 후에도 참고할 수 있는 책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특히
본 수정증보판에서는 초판의 오류를 바로잡고자 하였으며, 본문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을 새롭게 정리하고 교체하였다.

이번 개정판은 치과재료에 대한 특성과 올바른 치과재료 취급
방법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반영하였으며, 단원별 학
습목적과 학습목표를 제시하여 자기주도 학습을 유도하였다.
또한 국가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으
며, 치과임상 현장에서 치과위생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
도록 구성하였다.

본서는 치과재료의 특성을 이해하여 취급할 수 있도록 치과재
료별 기초실험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최신 치과재료를 임상에
서 바로 적용·응용할 수 있도록 취급방법을 제시하며, 치과용
합금, CAD/CAM, 임플란트에 대한 내용을 부록으로 정리하였
다. 또한 치과재료의 구입 시 검토사항을 수정·변경하였다.

2020. 2. 수정증보 / 279쪽 / B5 양장 / 컬러 / 값 37,000원
ISBN 978-89-7386-761-5 93510

2021. 2. 2판 / 285쪽 / B5 양장 / 컬러 / 값 44,000원
ISBN 978-89-7386-790-5 93510

치과위생사를 위한

구강악안면외과학

PPT

수정증보

남수현·배성숙·김정선·윤경옥·성정민·김성민·김명진 외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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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내·외과·재료·교정·보철학 등

치과교정학 제3판

치과교정학

고상덕 저

치과교정학 교재편찬위원회 편

유형석 외 공저

이 책은 20여 년간의 임상경험과 연구 및 교육경험을 바탕으로
한 치과 교정치료의 안내서이다. 교정치료를 시작하는 치과의사
는 물론 치과대 학생, 치위생과 학생들에게 치과 교정치료에 대한
안내와 정보를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집필하였고, 학문의 발전에
맞춰 본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본 교재는 현장에서 업무수행에 필요로 하는 내용을 치위생
(학)과 학생들과 임상현장의 치과위생사들이 이해하기 쉽게 구
성하기 위해 다양한 재료와 장치의 사진을 담으려고 노력하였
으며, 교정 진료 내 사용되는 용어와 진료내용은 쉽게 풀어 정
리하였다.

교정치료에 관한 기초지식, 치료의 실제, 교정임상에서의 치과
위생사의 역할로 구성되었으며, 치과위생사가 시행하는 임상
술식 및 임상진료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그림을 통해 치과위생
사로서의 업무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다.

2018. 8. 3판 / 369쪽 / B5 양장 / 컬러 / 값 40,000원
ISBN 978-89-7386-719-6 93510

2019. 2. 1판 / 266쪽 / A4 양장 / 컬러 / 값 40,000원
ISBN 978-89-7386-728-8 93510

PPT

치과교정학

2012. 1. 1판 / 322쪽 / B5 / 컬러 / 값 35,000원
ISBN 978-89-7386-496-6 93510

개정

치과보존학 제2판

PPT

신간

치과보철학 제5판

PPT

치과 임플란트학

PPT

김성교 외 공저

여인성 외 공저

배성숙 외 공저

치과보존학은 치의학의 여러 분야 중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
한 분야이다. 이 책은 최근에 업그레이드된 학습목표를 모두
반영하였고, 재료 및 술식 부분도 모두 최신의 것으로 개정하
였다. 본문은 치위생과 학생을 위한 기본 내용을, 「알아두기」란
은 치위생사의 임상 업무를 위해 부가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담
았다.

이번 개정판은 좀 더 치과위생사의 교육 목표에 맞도록 집필하
였다. 전통적인 고정성, 가철성 치과보철학 중심으로 보다 상
세히 기술하였고, 이전 판에서 비교적 자세히 다루었던 임플란
트학 분야는 부록으로 돌려 간략히 소개하였으며, 새로운 임상
및 기공 사진들을 첨가하였다.

치과위생사는 임플란트 수술과 보철 전 과정에서 환자의 상담,
수술에 참여, 술전·술후의 모니터링, 술후의 지속적인 유지관
리, 투약 정보와 전신건강 상태 확인 등 전문가적인 지식과 기
술이 필요하다. 이 책에서는 치과위생사가 전문적인 지식과 기
술을 임상에서 재현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으로 체계
적으로 소개하였다.

2022. 2. 2판 / 259쪽 / A4 양장 / 컬러 / 값 44,000원
ISBN 978-89-7386-820-9 93510

2019. 1. 5판 / 299쪽 / A4 양장 / 컬러 / 값 44,000원
ISBN 978-89-7386-727-1 93510

2022. 2. 1판 / 237쪽 / A4 양장 / 컬러 / 값 38,000원
ISBN 978-89-7386-822-3 93510

www.komoon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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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학

치과위생사를 위한

PPT

임플란트학 제2판

치과 임플란트학

PPT

치면세마총론 제7판

박철우 외 공저

조민정 외 공저

임플란트 분야에 대해 치위생사들이나 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부분만을 요약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한 이 책은 임플란트
치과 진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보다 좋은 임상을 위
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본 교과서는 전반적인 임플란트에 관한 지식 습득을 위해 다
양한 임플란트 시스템의 소개 및 그 근본 특성에 대한 설명, 임
플란트 임상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였고, 치위생사의 전문
분야인 진료 지원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들을 기술하여 실
무에 도움이 되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이번 일곱 번째 판에서는 6개의 장을 11개의 장으로 조정하였
고, 『치주세정실무』의 목차 흐름과 동일하게 편집하여 이론서
에 맞춰 실습서 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
며, 장별로 부족한 내용에 대해 좀 더 수정·보완하였다.

2014. 2. 2판 / 278쪽 / B5 양장 / 컬러 / 값 32,000원
ISBN 978-89-7386-571-0 93510

2017. 2. 1판 / 264쪽 / B5 양장 / 컬러 / 값 35,000원
ISBN 978-89-7386-684-7 93510

김수관 외 공저

2019. 8. 7판 / 278쪽 / A4 / 컬러 / 값 44,000원
ISBN 978-89-7386-755-4 93510

개정

치주세정실무 제2판(별책 포함)

PPT

소아·청소년치과학 제2판

PPT

소아치과학

강현숙 외 공저

이상호 외 공저

Oshima Takashi 외 원저 / 궁화수 외 공역

이번 개정판에서는 전체적으로 장별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으
며, 실습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련 사진
과 자료를 추가하고, 그림과 사진을 활용하여 내용에 대한 문
답을 스스로 체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내용을 이해
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최근에 도입된 임상지식과 기술, 그리고 재
료에 대한 자료를 근거중심에 입각하여 기술하였으며, 앞으로
치과위생사의 역할이 강조될 분야도 보다 세부적으로 기술하
였다. 초판에서 어렵게 기술된 문장을 쉽게 풀어 기술하였으
며, 도해나 사진을 추가하여 더 이해하기 쉽게 하였다.

이 책은 소아치과 진료의 기초지식, 소아치과 진료, 소아치과
진료에서의 치과위생사의 역할로 구성되어 있어 소아치과 전
반에 걸친 전문적인 지식뿐 아니라 아동의 성장발육, 행동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2019. 2. 2판 / 229쪽 / A4 / 컬러 / 값 43,000원
ISBN 978-89-7386-740-0 93510

2022. 1. 2판 / 345쪽 / A4 양장 / 컬러 / 값 45,000원
ISBN 978-89-7386-819-3 93510

16

2011. 8. 1판 / 222쪽 / B5 양장 / 컬러 / 값 32,000원
ISBN 978-89-7386-477-5 9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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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면세마·소아치과·공중구강보건학 등

노인치위생학

PPT

김영경·박정란·유자혜·장종화 외 공저
이 책은 고령사회와 노인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기반으로 노인건강
관련 질환과 노인기 구강질환에 대해 살펴보고, 치위생관리를 위한
상세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
였다. 또한 노인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관리법과 고령사회에
서 노인구강건강을 위한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제안하고 있다.

치과위생사를 위한

PPT

응급의료학 제3판
고미희 외 공저

치과임상전단계

PPT

김영선 외 공저

이 책은 치위생(학)과 학생들에게는 예비치과위생사로서의 응
급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술식을 익힐 수 있는 교재가 될 것
이며, 임상치과위생사들에게는 치과응급상황을 좀 더 쉽게 접
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본 교재는 광범위한 진료내용을 총망라한 실습교재로, 치과위
생사의 다양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신 장비,
기자재, 표준화된 실습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치위생(학)과 학생
들이 교육과정을 마친 후 치과진료 현장에서 임상실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2020. 8. 1판 / 293쪽 / B5 / 컬러 / 값 36,000원
ISBN 978-89-7386-781-3 93510

2015. 3. 3판 / 232쪽 / B5 / 컬러 / 값 30,000원
ISBN 978-89-7386-614-4 93510

2017. 2. 1판 / 423쪽 / A4 / 컬러 / 값 55,000원
ISBN 978-89-7386-691-5 93510

공중구강보건학 제5판

공중구강보건학 제5판

공중구강보건학개론 제5판

공중구강보건교재개발위원회 편

김종배 외 공저

김종배 외 공저

본 개정판은 최근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 및 국가의 구강보건
정책 흐름을 반영하고, 최신의 자료를 이용하여 미래지향적인
변화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표로 공중구강보건영
역에서 치과위생의 활동범위 및 치과위생사의 위치를 확인하
고 미래지향적인 치과위생사의 역할 및 사업전개 등을 탐지하
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공중구강보건학의 개념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우리나라 공중
구강보건의 발전과정, 지역사회구강보건사업, 구강보건진료제
도와 구강보건행정에 관해 서술하고 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공중구강보건 원리와 원칙에 입각하여 독
자들이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장별 학습목표를 제시하였
다. 또한 공중구강보건의 발전과 관련하여 독자들이 반드시 알
아야 할 내용으로 정리하였으며, 명칭들을 현실적인 법령에 명
시된 용어로 통일하였고, 건강사회보장제도의 내용도 최신 법
령을 적용하여 정리하였다.

2019. 2. 5판 / 475쪽 / B5 / 2색 / 값 48,000원
ISBN 978-89-7386-734-9 93510

2009. 2. 5판 / 830쪽 / B5 / 2색 / 값 49,000원
ISBN 978-89-7386-397-5 93510

2020. 8. 5판 / 580쪽 / B5 / 2색 / 값 45,000원
ISBN 978-89-7386-780-6 93510

www.komoon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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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학

치과위생사를 위한 공중보건학 제2판

구강보건교육학 제5판 (수정증보)

장영호 외 공저

장기완·황윤숙 외 공저

김인숙 외 공저

이 책은 공중보건 총론, 역학 및 질환관리, 환경보건, 보건사업
관리 등 4부로 구분한 다음, 각 부마다 필요한 내용을 기술하
였다. 특히 전국의 치위생(학)과 교수를 중심으로 시대에 뒤떨
어진 자료와 이론들을 체계적으로 보완, 수정하여 집필하였으
므로 보건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수정증보판은 지난 5판의 내용을 수정 검토하여 오류를
바로잡고, 표나 그림 설정에 신경을 써 내용을 새롭게 보강함
으로써 공중구강보건에 있어 실전 업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
도록 하였다.

본 교재는 총 12개 장으로 구성되었으며, 부록으로 현장에 활
용할 수 있는 구강보건교육 사례를 제시하였다. 각 장별로 학
습목표를 제시하여 간결하게 내용을 전개하고자 하였으며, 난
해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표와 그림 및 예시를 이용하여 학습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PPT

2018. 1. 5판 (수정증보) / 540쪽 / B5 / 컬러 / 값 45,000원
ISBN 978-89-7386-704-2 93510

2016. 2. 2판 / 402쪽 / B5 / 2색 / 값 29,000원
ISBN 978-89-7386-642-7 93510

구강보건교육학 제4판

PPT

2018. 2. 4판 / 292쪽 / B5 양장 / 컬러 / 값 42,000원
ISBN 978-89-7386-709-7 93510

구강보건교육학 실습 제2판

구취관리학

I LOVE 치과영어

구경미 외 공저

혼다 준이치 감수 / 구취조절연구회 저

김정은 외 공저

구강보건교육, 구강보건교육 계획, 구강보건교육 활동, 구강보
건교육 활동 평가의 총 4장으로 구성된 본 교재는 구강보건교
육 실습교재를 통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반복적인 실습으로 현장에서 실
제 적용, 활용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하여 효과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진찰과 측정을 통한 구취의 원인과 대응방법을 기술하고,
Honda식 구취자가치료를 통해 구취치료에 접근하여 구취의
임상적 원인에 따른 종합적 관리를 익히도록 하였으며 환자 카
운슬링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영어 회화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치과에서의 자신
감 있는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 치과현장에서 사용하는 쉬운 표
현들을 찾아내어, 다양한 진료실에서의 상황을 제시하고 그 상
황에 사용할 수 있는 생생한 치과영어 회화를 중심으로 누구나
쉽게 듣고 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편집하였다.

2019. 2. 2판 / 143쪽 / A4 / 컬러 / 값 28,000원
ISBN 978-89-7386-741-7 9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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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7. 1판 / 291쪽 / B5 / 컬러 / 값 36,000원
ISBN 978-89-7386-605-2 93510

2018. 7. 1판 / 189쪽 / B5 / 컬러 / 값 28,000원
ISBN 978-89-7386-718-9 9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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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교육학·예방치학 등

개정

What should I say?

치과위생사를 위한 치과영어

예방치학 제3판

신승철 외 공저

김숙향 외 공저

예방치학 교재개발연구회 편

이 책은 주로 치과에서 외국인 환자들과 함께 대화하는 내용이
나 치과인들이 외국을 방문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기본적인
회화 내용을 다뤄 실제 상황에서 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치과용어를 다루었다.

이 책은 치위생(학)과 학생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영어를 접할
수 있도록 용어편, 회화편, READING편, VIDEO편으로 구성하
였으며, 부록의 동영상은 실제 치과에서 수행되는 상담, 치료,
수납과정 등을 수록하였다.

2000. 3. 1판 / 217쪽 / B5 / 1색 / 값 15,000원
ISBN 978-89-7386-156-5 93510

2010. 2. 1판 / 195쪽 / B5 / 컬러 / 값 26,000원
ISBN 978-89-7386-439-3 93510

예방치학은 치학 분야의 교육과 연구에 있어서 가장 기초를 이
루는 분야이다. 이 책은 총론에 있어서 중대구강병의 하나인
치주병을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여 치주병의 중요성을 부각했
고, 각론에 있어서는 교과 전개의 논리성을 고려하여 우식발생
요인검사를 맨 앞으로 정리하는 등 목차 구성을 재정리하였다.

임상예방치학 제5판

치과병·의원관리

계속구강건강관리의 실제

백대일 외 공저

조영식 외 공저

김동기 외 공저

이 책은 우리나라 예방치과계의 임상 가이드북으로 실제 환자
나 대상자를 어떻게 예방·진료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과정
과 실제를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치과병·의원관리 시스템, 환자대응과 의사소통, 치과병·의원
의 경영과 성장의 3부로 구성된 이 책은 현재와 미래의 치과의
사, 치과위생사, 치과 근무자를 위한 실무지침서로 집필되었다.

2011. 2. 5판 / 484쪽 / A4 양장 / 컬러 / 값 55,000원
ISBN 978-89-7386-470-6 93510

2003. 3. 1판 / 255쪽 / A4 / 컬러 / 값 28,000원
ISBN 978-89-7386-227-8 93510

치과 환자의 계속구강건강관리를 위해 새로운 예방진료의 지
식과 기술, 그리고 계속구강건강관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내
용과 저자들의 과거 경험을 정리하여 한 권의 지침서로 구성하
였다.

PPT

2022. 2. 3판 / 431쪽 / B5 / 컬러 / 값 49,000원
ISBN 978-89-7386-823-0 93510

2003. 10. 1판 / 75쪽 / B5 / 컬러 / 값 25,000원
ISBN 978-89-7386-246-4 93510

www.komoon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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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학·문제집
개정

구강건강조사법 제5판

불소와 구강건강

치과위생사 국가시험 예상문제집 제7판

세계보건기구 원저 / 장기완·김진범 공역

세계보건기구(WHO) 원저
김진범·김종배·장기완 공역

고문사 교재출판부 편

이 지침서의 목적은 조사 관련기관에 필수정보를 제공하고, 인
구집단의 구강건강상태평가를 위해 수행하는 구강건강조사 계
획을 제시하며, 구강건강에 대한 자가평가와 사회적 위험행동
요소에 대한 자료수집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2016. 9. 5판 / 244쪽 / A5 / 컬러 / 값 20,000원
ISBN 978-89-7386-665-6 93510

이 책은 우식증 예방을 위한 불소 이용의 중요성이 각국의 전
문가들에 의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2002. 2. 1판 / 92쪽 / A5 / 값 15,000원
ISBN 978-89-7386-200-6 93510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은 예비 치과위생사가 반드시 넘어야 할
학업성취의 관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판에서는 학습목
표에 맞추어 시의성에 의한 오답의 여지가 있는 문제를 재확
인하여 오답의 비율을 최소화했다. 또한 보다 효율적이고 심
도 있는 학습의 효과를 원하는 학생들의 바람에 귀를 기울여,
별책으로 <해설 및 요약>을 첨부하였다.
2022. 3. 7판 / 778쪽 / A4 / 2색 / 값 65,000원 (전 3권)
ISBN 978-89-7386-833-9 13510 (세트)

신간

신간

‘최단시간 알찬정리’

‘최단시간 알찬정리’

치과위생사 국가시험 핵심요약집

치과위생사 국가시험 쉽게

고문사 교재출판부

고문사 교재출판부

전 4권으로 구성된 『핵심요약집』은 국가시험에 출제되는 학습목표 A형에 중점을 두어 출제빈
도가 높은 내용을 엄선하고 중요도에 따라 구분하였다. 또한 기존에 국가시험에 출제되었거
나, 국가시험 문제풀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은 「알고 갑시다!」에 별도 수록하여 학습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쉽게 유형 문제집』은 교시별 전 2권으로 구성하였으며, 유형별 최적화된 문제들과 상세한 문
제풀이를 통해 실전 능력을 강화하고, 특히 최근 2년간 기출문제를 실어 수험생 스스로 최근
출제경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실전 모의고사」를 OMR 카드와 함께 수록함으로
써 실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1. 2. 1판 / 전권 919쪽 (전 4권) / B5변형 / 컬러 / 값 40,000원 (세트)
ISBN 978-89-7386-801-3 13510 (세트)

2021. 2. 1판 / 전권 721쪽 (전 2권) / B5 / 컬러 / 값 36,000원 (세트)
ISBN 978-89-7386-806-3 13510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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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영어·문제집·사전

신간

치과위생사 국가시험

한 번에 끝장내기 vol.1, 2
편집부 편
이 문제집 겸 도움학습서는 총 12회차의 실전 문제를 2권으로
나누어 수록하고 있으며, 실제 국가고시 출제 경향을 밀도 있
게 분석하여 엄선된 문제로 구성하였다.
2015. 3. 1판 / 각 280쪽 / A4 변형판 / 컬러
값 36,000원 (2권 세트)
ISBN 978-89-7386-626-7 93510

치위생(학)과 학습목표 제5판

영치기 영차 치아 체육대회

한국치과위생사교육협의회
대한치위생(학)과교수협의회 편

이선영 외 공저

이번에 개정된 학습목표집은 치과의료보건 환경의 변화에 따
른 시의성을 고려하여 발간하였다. 또한 추후 추진될 국가시험
출제기준 개정작업에 반영할 목표를 갖고 보완하여 더욱 완성
도를 높였다.

올바른 양치질법을 익히는 건 매우 중요하나, 아동을 대상으로
그 중요성과 방법을 교육하기에는 여러모로 어려운 점이 있는
게 현실이다. 그리하여 이 책은 아동의 눈높이에서 양치질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쉬운 표현과 아기자기한 그림을 사용
하였다.

2017. 10. 5판 / 212쪽 / B5 / 1색 / 값 24,000원
ISBN 978-89-7386-703-5 93510

2022. 2. 1판 / 26쪽 / A4 변형 / 값 10,000원
ISBN 978-89-7386-831-5 77830

-RO
CD M

Dental Dictionary (치의학사전)

새치의학사전

한국치위생교육학회 편

Mosby 원저 / 대한치위생(학)과교수협의회 역

이 사전은 치의학을 비롯하여 치위생학, 치기공학, 기초의학과
관계가 있는 어휘를 광범위하게 수록하여 치의학 관련 원서를
이해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였다.

치의학 관련 전문용어를 포함하여 일반의학, 관련 법률 및 보
험영역의 전문용어까지 함께 수록하였고, 용어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임상관련 컬러 삽화 총 350여 개를 실었다.

2002. 2. 1판 / 1,057쪽 / B5 / 값 43,000원
ISBN 978-89-7386-197-2 91510

2008. 3. 1판 / 1,508쪽 / B5 / 컬러 / 값 45,000원 (CD 포함)
ISBN 978-89-7386-372-3 91510

www.komoon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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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국가시험 대비

『핵심요약집』 및 『쉽게 유형 문제집』 출간 안내!
치과위생사 국가시험 『핵심요약집』 (전 4권)
특징

➊ 국가시험에 출제되는 학습목표 A형에 따른 핵심요약
➋ 간결한 요약 + 수려한 삽화
➌ 출제빈도가 높은 내용 엄선
➍ Tip 형식 내용 + Key word

저자 및 발행일 고문사 교재출판부 / 2021년 2월 25일 발행
페이지 수 총 919쪽 (영역별 전 4권으로 분책)
판형 및 색도 B5 변형 (188×230 mm) / 컬러판
ISBN 978-89-7386-801-3 (세트)
정가 40,000원 (전 4권)

치과위생사 국가시험 『쉽게 유형 문제집』 (전 2권)
특징

➊ 국가시험에 출제경향에 맞춘 문제 및 해설
➋ 최근 2년간(2019, 2020) 기출문제 수록
➌ 실전모의고사 수록

저자 및 발행일 고문사 교재출판부 / 2021년 2월 25일 발행
페이지 수 총 721쪽 (교시별 전 2권으로 분책)
판형 및 색도 B5 (188×257 mm) / 컬러판
ISBN 978-89-7386-801-3 (세트)
정가 36,000원 (전 2권)

[특별할인가 : 70,000원 (2종 세트 구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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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치과위생사가 가장 많이 본 문제집
치과위생사 국가시험 예상문제집[제7판]
고문사 교재출판부
■ 제1권 기초치위생 및 치위생관리 (256쪽)
■ 제2권 임상치위생 ( 332쪽)
■ 별 책 해설 및 요약집 (218쪽)
● A4판 /

2색 / 총 778쪽
978-89-7386-833-9 13510 (세트)
● 발행일 : 2022년 3월 20일
● ISBN :
●전

3권 정가 : 65,000원

(단체주문 시 할인가 : 60,000원)

㈜ 고문사
「2022년 치과위생사
국가시험 대비
전국 모의고사」
시행 안내

지난 해에 이어, 「2022년 치과위생사 국가시험 대비 전국 모의고사」를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시행하고자 하오니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접수기간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5월 19일
(목)

9월 15일
(목)

10월 06일
(목)

10월 20일
(목)

11월 03일
(목)

11월 17일
(목)

12월 01일
(목)

▶ 접수안내

일러두기

2022년 3월 2일~11월 말일까지

㈜ 고문사 홈페이지(www.komoonsa.co.kr) 게시판

• 2022년 3월 현재 ㈜ 고문사에서 펴낸 치위생학 관련 도서만을 수록하였습니다.
(의학·간호보건학 도서목록은 별도 제작)
• 독자들이 찾아보기 쉽도록 분야별로 나누어 수록하였습니다.
•	이 도서목록의 도서는 ㈜고문사 홈페이지(www.komoonsa.co.kr)를 이용하거나 전국 대형 서점에서 구
입하실 수 있습니다.
• 도서정가는 2022년 3월 현재 판매가이며, 제작비 상승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이 도서목록의 도서는 ㈜ 고문사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도서주문
안내

2022 고문사(치위생학) 도서목록-표지.indd 3

• 도서주문은 ㈜ 고문사 홈페이지(www.komoonsa.c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문 시 정확한 도서명·저자명·부수 및 구입하시는 분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주시면 지정된
장소로 빠른 시간 내에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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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신간 · 개정 도서
개정

신간

개정

이혜진·권병봉·김봉희·김양신·김연정·남민정
박복순·박순아·송선미·오윤정·이경은·이명인

Radiation

건강사정 이론과 실습

쉽게 배우는

건강사정 이론과 실습
이미경·이미순·이승현·이인실·임현정·전미화
정유진·정하윤·최예숙·허윤라

공저

쉽게 배우는

이론과 실습
Physical Examination and Health Assessment

biology

이혜진·권병봉·김봉희·김양신·김연정·남민정·박복순·박순아
송선미·오윤정·이경은·이명인·이미경·이미순·이승현·이인실
임현정·전미화·정유진·정하윤·최예숙·허윤라 공저

건강사정

개정
방사선생물학

쉽게 배우는

Physical Examination and
Health Assessment

Radiation biology

방사선생물학

R a d i a t i o n

b i o l o g y

방사선생물학
고인호·김연래·김영재·김태형·박종배·박철우·백철하·신정섭·이송재·황철환·김상현 공저

www.komoonsa.co.kr

www.komoonsa.co.kr
KOMOONSA MEDICAL SCIENCE
ISBN 978-89-7386-826-1

I S B N 9 7 8 -8 9 -7 3 8 6 -8 2 8 -5

KOMOONSA MEDICAL SCIENCE

방사선생물학_표지최종.indd 모든 페이지

쉽게 배우는 건강사정

보건의료정보관리학(제11판)

방사선생물학(제3판)

김문실 외 공저

이혜진 외 공저

홍준현·부유경 공저

고인호 외 공저

2022. 2. 5판 | 377쪽 | B5 | 2색
32,000원

2022. 2. 1판 | 430쪽 | A4 | 컬러
36,000원

2022. 2. 11판 | 602쪽 | A4 | 2색
38,000원

2022. 2. 3판 | 316쪽 | B5 | 컬러
33,000원

ISBN 978-89-7386-824-7 93510

ISBN 978-89-7386-826-1 93510

ISBN 978-89-7386-827-8 93510

ISBN 978-89-7386-828-5 93510

개정
5판

의사소통과
인간관계론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Prima
Communication
의료방사선사 실기 문제집

Medical Radiological Technologist

한금선·양승희·손정남·박정원·김근면

개정

신간

Medical Radiological
T e c h n o l o g i s t

Prima

차선경·임희수·최미영·박영희·박은영
김지은·이은미·정미란·정유미·한슬기 외 공저

의료영상연구회 편

한금선
양승희
손정남
박정원
김근면
차선경
임희수
최미영
박영희
박은영
김지은
이은미
정미란
정유미
한슬기

신간
의료방사선사 실기 문제집

의사소통과 인간관계론

ship and

제

Prima

제5 판

2022-02-17 오후 3:14:10

간호학개론(제5판)

의료방사선사
실기 문제집

외 공저

의료영상연구회 편
www.komoonsa.co.kr

I S B N 9 7 8 -8 9 -7 3 8 6 -8 3 0 -8
ISBN 978-89-7386-829-2
KOMOONSA MEDICAL SCIENCE

2022-02-22 오후 1:18:40

의사소통과 인간관계론(제5판)
한금선 외 공저

2022. 2. 5판 | 346쪽 | B5 | 2색
32,000원
ISBN 978-89-7386-830-8  93510

2022 봄 간호보건도서목록_표지-.indd 3

Prima 의료방사선사
실기 문제집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문제집(제2판)

응급간호 및 재난간호

의료영상연구회 편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고시연구회 편

2022. 2. 1판 | 535쪽 | A4 | 컬러
65,000원

2022. 3. 2판 | 564쪽 | A4 | 2색
40,000원

2021. 2. 1판 | 400쪽 | A4 | 컬러
33,000원

ISBN 978-89-7386-829-2  13510

ISBN 978-89-7386-832-2 13510

김진희·김미정·김혜원 외 공저

ISBN 978-89-7386-792-9 93510

2022-06-02 오후 3: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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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개정

신간

신간

사람해부학(제4판)

사람조직학(제9판)

질환으로 배우는 병리학

지역사회간호학

정영길 외 공저

조직학교재편찬위원회 편

권민지·권상민·김보람 외 공저

전미순·성정혜·권종선·이영희 외 공저

2021. 2. 4판 | 506쪽 | A4 | 컬러
43,000원

2021. 2. 9판 | 574쪽 | A4 | 컬러
72,000원

2021. 7. 1판 | 400쪽 | A5 | 컬러
34,000원

2020. 8. 1판 | 666쪽 | A4 양장 | 2색
65,000원

ISBN 978-89-7386-800-1 93510

ISBN 978-89-7386-799-8 93510

ISBN 978-89-7386-812-4 93510

ISBN 978-89-7386-778-3 93510

신간

신간

신간

신간

건강을 위한 영양과 식사요법

노인간호학

의무기록정보 분석 실무

질병 및 의료행위 분류

한정순 외 공저

유선영·권정화 외 공저

강현옥·김미정·남영희·송애랑 외 공저

홍성옥·임남구·김지온 외 공저

2021. 2. 1판 | 380쪽 | A4 | 컬러
34,000원

2021. 3. 1판 | 330쪽 | B5 | 2색
32,000원

2021. 2. 1판 | 758쪽 | A4 | 2색
40,000원

2021. 2. 1판 | 441쪽 | B5 | 2색
34,000원

ISBN 978-89-7386-810-0 93510

ISBN 978-89-7386-809-4 93510

ISBN 978-89-7386-795-0 93510

ISBN 978-89-7386-784-4 9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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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해부학(제6판)

PPT

사람해부학(제4판)

PPT
개정

안희경 외 공저

정영길 외 공저

이번 개정판에서는 모든 인체 그림들을 새로 제
작하고 또 필요한 그림들을 추가함은 물론, 교
과서의 내용들도 다른 대학 교수님들과 공동으
로 내용을 추가하여 학생들이 인체를 좀 더 쉽
게, 또 보다 시각적인 면에서 인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번 제4판은 최대한 많은 그림과 사진을 삽입
하여 글을 통한 이해보다는 그림을 통한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했다. 따라서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본 그림과 사진은 해부학을 학습하는 데 있
어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2019. 2. 6판 | 399쪽 | A4 양장 | 컬러
값 40,000원

2021. 2. 4판 | 506쪽 | A4 | 컬러
값 43,000원

ISBN 978-89-7386-738-7 93510

ISBN 978-89-7386-800-1 93510

인체해부학(제3판)

PPT

알기 쉬운 인체해부학

PPT

조병필 외 공저

이영기 외 공저

제3판의 기본적인 체제는 제2판과 동일하게 유
지하면서 문장의 뜻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고 필요한 내용을 보충
하여 내용을 전체적으로 가다듬었다. 또한 상당
수의 그림을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교하
게 수정·보완하였고, 일부 그림들을 새로 삽입
하였다.

이 책은 간호학, 약학계열, 보건계열은 물론이
거니와 체육학, 미술 등 사람 몸을 다루는 여러
분야의 학문을 배우는 과정의 학생들에게 필요
한 기본적인 해부학 지식의 학습을 위해 저술되
었으며, 그림과 도표를 많이 삽입하여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2019. 2. 3판 | 613쪽 | A4 | 컬러
값 50,000원

2017. 2. 1판 | 382쪽 | A4 | 컬러
값 36,000원

ISBN 978-89-7386-739-4 93510

ISBN 978-89-7386-671-7 93510

컬러로 이해하는 인체해부학 실습

색칠하며 이해하는 인체해부학 실습(제4판)

안희경 외 공저

안희경 저

이 책은 『인체해부학(제6판), 안희경 외』 이론서
를 공부한 이후에 복습 차원에서 인체의 구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론서의 주요 삽화를
채록하여 인체의 각 부위를 학습자 스스로 찾아
보는 형태로 구성하였다.

우리나라 최초로 해부학 교수가 직접 내용을 구
성, 집필하고 해부미술학 교수가 인체 그림을
그린 이 책은 정확하고 자세한 그림으로 의학에
입문하는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
록 구성되어 있다.

2019. 2. 1판 | 329쪽 | A4 | 컬러
값 30,000원

2008. 2. 4판 | 316쪽 | A4 | 값 22,000원

ISBN 978-89-7386-743-1 93510

ISBN 978-89-7386-365-5 93510

|

한상희 그림

기초의학 | 해부 · 조직학

해부생리학(제2판)

PPT
Donald C. Rizzo

| 원저

김성로 외 공역

새해부학용어에 의한 해부생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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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

이한기 외 공저

저자의 30여 년간의 교육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간결하고도 명쾌한 문장은 해부생리학을 처음
접하는 초보 학습자들을 쉬운 길로 안내해 줄
것이다.

이 책은 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간호·보건
계 대학과 약학·영양·체육계 대학의 교과서
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신 자료와 그림 등을 대
폭 수록하였다.

2008. 1. 2판 | 438쪽 | A4 | 컬러
값 36,000원

2008. 2. 1판 | 472쪽 | A4 | 컬러
값 32,000원

ISBN 978-89-7386-361-7 93510

ISBN 978-89-7386-366-2 93510

사람몸의 구조와 기능(제2판)

PPT

조승묵 외 공저

Color Atlas of ANATOMY(제2판)

PPT

Elke Lütjen-Drecoll, Johannes W.
Rohen 원저 | 정영길 외 공역

대학에서 보건의료에 입문한 학생들을 위한 해
부학 길잡이로서, 역자들은 원저의 내용을 살리
되 책의 구성과 내용상 불필요한 부분을 과감히
삭제하여 임상용 포켓북으로서 활용이 가능하
도록 재구성하였다.

이 책은 특히 실물 표본사진을 바탕으로, 내용
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도해와 각종 영상진단 사
진을 곁들여 인체의 구조와 기능, 질병을 연계
하여 다루었다.

2010. 7. 2판 | 310쪽 | A4 | 컬러
값 35,000원

2003. 1. 2판 | 160쪽 | A4 | 컬러
값 32,000원

ISBN 978-89-7386-433-1 93510

ISBN 978-89-7386-224-3 93510

사람조직학(제9판)

조직학실습길잡이(제2판)
개정

조직학교재편찬위원회 편

고정식 외 공저

이번 개정판은 기존의 형식과 내용을 가능한 한
유지하면서 너무 자세하게 기술이 되었던 부분
은 과감히 생략하였고, 조직학과의 직접적 연관
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되는 부분 몇 곳을 표
나 임상관련 등으로 정리하였다. 그림도 꼭 필요
하다고 생각하는 몇 개를 보충하였고, 본문을 공
부하면서 도판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은 『사람조직학』 교과서의 자매서로서, 실
습단계가 교과서와 일치되도록 편집하였고, 교
과서의 그림이나 도판의 번호 등도 본문에 기재
해 교과서와 연계하여 공부할 수 있게 하였다.

2021. 2. 9판 | 574쪽 | A4 | 컬러
값 72,000원

2010. 1. 2판 | 375쪽 | A4 | 컬러
값 38,000원

ISBN 978-89-7386-799-8 93510

ISBN 978-7386-107-7 9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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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리학(제8판)

질환으로 배우는 병리학
신간

대한병리학회 편

이 책은 기본적으로 계통별 주요 질환을 중심으
로 좌우 양 페이지가 그림과 원문내용으로 단락
지어 학습할 수 있도록 편집함으로써 『병리학』
지식을 누구나 알기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하
였다.

2017. 8. 8판 | 1,200쪽 | A4 | 컬러
값 89,000원

2021. 7. 1판 | 400쪽 | A4 | 컬러
값 34,000원

ISBN 979-89-7386-697-7 93510

ISBN 978-89-7386-812-4 93510

PPT

병리학실습지침서(제3판)

강명재 외 공저

대한병리학회 호남지회 편

1995년 초판이 발간된 이후 꾸준히 독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교재로, 본 개정판에서는 그
동안 지적이 되어온 삽화를 새롭게 보완하였고,
육안 및 현미경 사진도 새롭게 교체하였다.

이 책은 병리학실습을 보다 효율적이며 체계적
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집필
되었다. 총론과 각론으로 구분되어 있고, 각 질
병의 육안적 및 현미경적 소견이 요약되어 있으
며, 이들 질병의 특성 및 형태학적 특징을 이해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5. 8. 7판 | 421쪽 | A4 | 컬러
값 36,000원

2003. 8. 3판 | 199쪽 | B5 | 값 20,000원

ISBN 978-89-7386-631-1 93510

ISBN 978-7386-244-8 93510

병리학(수정증보)
개정

권민지·권상민·김보람 외 공저

본서는 기존 7판의 내용을 전면 개편하였다. 최
신 국내외 정보를 두루 수록하는 한편, 육안 및
현미경 사진도 대폭 교체하였고, 학습자 편의를
위한 「학습목표」와 본문 주요 타이틀마다 「요
약」을 추가함으로써 반복 학습은 물론이거니와
본문의 핵심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이해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반 병리학(제7판)

알기 쉬운

PPT

PPT

차병헌 외 공저

알기 쉬운

인체생리학
신간

PPT
김종연 외 공저

이 책은 인간의 주요 사망원인인 질병, 이환율
이 높은 질병 및 발생기전의 학습에 적합한 질
병에 초점을 맞추어 총론, 각론으로 나누어 기
술하였다. 또한 풍부한 내용과 다양한 임상 자
료 및 그림과 도표 등을 제시함으로써 이해하기
쉽고, 임상에서 유용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
였다.

학생들이 인체의 생명현상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많은 그림을 제작하고 설명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최신 의학용어를
기본으로 기술하면서 구용어와 영문 용어도 같
이 제시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2022. 1. 수정증보 | 623쪽 | B5 | 컬러
값 38,000원

2021. 2. 1판 | 314쪽 | A4 | 컬러
값 36,000원

ISBN 978-89-7386-744-8 93510

ISBN 978-89-7386-708-0 93510

기초의학 | 병리 · 생리 · 약리 · 생화학 · 미생물학

인체생리학

PPT

알기 쉬운 임상약리학

07

PPT

고한철 외 공저

이충재 외 공저

이 책은 의과대학과 간호대학에서 수년간 생리
학을 강의해 온 교수들이 간호대학이나 보건계
열 학생을 대상으로 생리학을 체계적이고 이해
하기 쉽게 설명한 교과서이다.

본 교과서는 간호대 학생뿐 아니라 의과대 학
생, 약학대 학생, 치과대 학생, 한의과대 학생
그리고 물리치료학, 작업치료학, 임상병리학 등
보건의료계열 학과 전공대학생들이 약리학의
기본적 원리를 전반적으로 습득할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내용이 선별, 편집되었다는 특
징이 있다.

2013. 8. 1판 | 356쪽 | A4 | 컬러
값 38,000원

2019. 7. 1판 | 383쪽 | A4 | 컬러
값 38,000원

ISBN 978-89-7386-557-4 93510

ISBN 978-89-7386-749-3 93510

알기 쉬운 임상약리학(제2판)

PPT

차석호 외 공저
이 책은 의과대학에서 배우는 약리학의 방대함
이 아니라 약리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알아
야 할 최소한의 내용을 가능한 한 그림으로 나
타내어 이해하기 쉽게 집필하였다.

Katzung 약리학(제11판)
Bertram G. Katzung, Susan B. Masters, Anthony J. Trevor 원저
전국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역
전 세계 현대 약리학의 바이블 『카충약리학』 제
11판의 번역판으로, 전국 의과대학 44명 교수
들에 의해 1년여에 걸친 번역작업을 거쳐 출간
되었다.

2015. 1. 2판 | 448쪽 | B5 | 2색
값 32,000원

2011. 1. 11판 | 1,432쪽 | A4 | 컬러
값 90,000원

ISBN 978-89-7386-609-0 93510

ISBN 978-89-7386-460-7 93510

알기 쉬운 생화학

PPT

최신 임상미생물학 총론

윤경식 외 공저

성지연 외 공저

이 책은 기본 생화학과 분자생물학 분야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고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
는 내용만을 요약하였다. 또한 간호학과 및 의
학 관련 학과들에서 필요한 임상관련 생화학적
지식을 보충하였다.

『최신 임상미생물학 총론』은 방대한 분량의 임
상미생물 학습을 손쉽게 소화하기 위해서 미생
물 전반에 대한 총론적 내용을 중심으로 편집하
였다.

2015. 2. 1판 | 742쪽 | A4 | 컬러
값 38,000원

2015. 3. 1판 | 208쪽 | B5 | 컬러
값 30,000원

ISBN 978-89-7386-611-3 93510

ISBN 978-89-7386-622-9 9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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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임상미생물학 각론

임상 진균학

김충환 외 공저

김충환 외 공저

『최신 임상미생물학 각론』은 원인미생물을 분리
동정함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미생물의 분류학
적 위치를 최근 자료를 바탕으로 배양배지와 생
화학적 특징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이 책은 제1~5장까지 진균의 분류와 진단법,
제6장 효모와 동정, 제7장 사상균 동정, 제8장
의학적으로 중요한 진균증 종합편으로 구성하
였다. 특히 진균은 형태학적 진단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배지상의 집락 모양과 현미경적 형태 특
징을 삽화와 상세한 설명으로 기술하고 있다.

2015. 3. 1판 | 312쪽 | B5 | 컬러
값 34,000원

2015. 8. 1판 | 224쪽 | B5 | 컬러
값 30,000원

ISBN 978-89-7386-621-2 93510

ISBN 978-89-7386-624-3 93510

임상 바이러스학

간호미생물학(제2판)
개정

장경수 외 공저

알기 쉬운

PPT
조정제 외 공저

이 책은 단원별 학습목표를 설정하여 학습 방향
을 제시했으며, 각론에서는 바이러스별로 특성,
역학, 병원성 및 임상증상, 진단, 치료와 예방으
로 크게 구분하여 다루었고, 특히 진단에서는
이론과 실기를 병행 기술하였다.

본 교재는 간호학 및 보건학 관련 종사자들이
미생물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
도록 세균학, 면역학, 바이러스학, 진균학 및 기
생충학의 영역에 걸쳐 다양하게 소개를 하였다.
또한 병원미생물이 일으키는 다양한 감염병들
에 대해 소개하여 병원관리와 감염관리에 실제
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2015. 8. 1판 | 248쪽 | B5 | 컬러
값 32,000원

2021. 2. 2판 | 369쪽 | B5 | 컬러
값 35,000원

ISBN 978-89-7386-623-6 93510

ISBN 978-89-7386-753-0 93510

생물학(제2판)

PPT

의용절지동물학

위생곤충학(제5판)

함순아 외 공저

이한일 저

본 교재는 생명의 탄생과 생물의 종류를 설명하
는 것에서 시작되어 생명의 특성을 유지하는 중
요 요소에 대한 개념 정립을 유도하고, 세포와
물질대사, 유전자 발현 등으로 개념을 확장하였
으며, 이런 기초를 토대로 우리 몸의 각 기관계
의 구조 및 기능, 생식, 면역 등 인체를 아우르
는 포괄적 학습을 유도하였다.

이 책은 의학, 보건학, 위생학 등을 배우는 학생
들과 보건 관련 분야 종사자들을 위해 집필되었
다. 각종 위생곤충 구제에 관한 생태·역학적인
부분을 비교적 상세히 다루고 있으며, 살충제,
살서제 중독사고 방지에 관하여 다루었다.

2020. 2. 2판 | 225쪽 | A4 | 컬러
값 33,000원

2012. 8. 5판 | 500쪽 | B5 | 컬러
값 30,000원

ISBN 978-89-7386-767-7 93510

ISBN 978-89-7386-508-6 93510

기초의학 | 미생물 · 공중보건학 · 통계학 · 의학용어 등

공중보건학(제26판)
개정

Excel로 지휘하는

PPT

보건의료통계분석(제5판)

구성회 외 공저

윤병준·장재선

제26판에서는 오래된 통계자료를 최신 자료로
교체하였고, 전체 내용을 최신 정보들로 대폭
손질하였다. 특히 제2장 환경보건 내용 중 폐기
물 관리에 관한 내용을 새로 추가하였고, 코로
나-19 관련 정보도 추가하였다.

이 책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기본적인 보
건의료통계학의 기초적인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하였다. 또한 최신판인 SPSS 통
계 프로그램 25를 이용하여 각 단원별로 연구
과제 및 연습문제를 주고 분석하는 과정과 분석
결과에 대한 평가를 예시하여 쉽게 통계 프로그
램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1. 7. 26판 | 539쪽 | B5 | 2색
값 33,000원

2019. 8. 5판 | 325쪽 | B5 | 2색
값 30,000원

ISBN 978-89-7386-811-7 93510

ISBN 978-89-7386-754-7 93510

보건통계학 콘서트

알기 쉬운

의학용어(수정증보)
개정

서수교·최경호·정영필 공저

쉽게 배우는

SPSS 25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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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공저

PPT

차병헌 외 공저

이 책은 통계원리를 쉽고 간결하게 소개하여 통
계의 이해를 돕고, 배운 이론을 엑셀 프로그램
으로 처리하는 방법과 결과의 해석까지 예제를
통해 소개함으로써 통계에 대한 재미와 매력을
느끼도록 하였다.

이 책은 한 학기에 끝마칠 수 있도록 인체 계통
을 중심으로 총 16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특
히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장에 인체 부위 및 의
료기구 관련 그림을 삽입하고, 이를 영어로 표
기하여 학생들 스스로 의학사전을 이용하거나
본문 내용을 완전 익힌 다음 의학용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2015. 1. 1판 | 352쪽 | B5 | 2색
값 28,000원

2022. 1. 수정증보 | 354쪽 | A4 | 컬러
값 35,000원

ISBN 978-89-7386-608-3 93510

ISBN 978-89-7386-751-6 93510

의학용어

PPT
강진석 외 공저
본서는 체계적인 학습을 위해 기본 구성요소인
접두사, 어근, 접미사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이
해하도록 하였고, 각 장마다 연습문제를 수록하
여 학생들이 자신의 실력을 직접 확인·점검토
록 하였다. 또한 용어의 배치에 있어서 좀 더 효
과적인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2020. 2. 1판 | 548쪽 | A4 | 컬러
값 38,000원
ISBN 978-89-7386-757-8 9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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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개론(제5판)

지역사회간호학
개정

김문실 외 공저

전미순 외 공저

간호란 건강이라는 목표를 향해 존엄성 있는 개
체로서의 인간을 돌보는 학문으로, 각각의 개체
가 인간다운 삶을 구현하고 건강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돕는다. 이 책은 간호학에
입문하는 학생들이 대상자들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간호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
고자 하였다.

본 저서는 대한간호협회 지역사회간호학회에서
개발한 지역사회간호학 학습목표와 국가시험
출제 분야 및 출제영역을 본 교재에 충실히 반
영하여 지역사회간호의 가장 기본적이며 필수
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2022. 2. 5판 | 377쪽 | B5 | 2색
값 32,000원

2020. 8. 1판 | 666쪽 | A4 양장 | 2색
값 65,000원

ISBN 978-89-7386-824-7 93510

ISBN 978-89-7386-778-3 93510

간호관리학(제2판)

새로운

PPT

간호정보학

PPT

PPT

권성복 외 공저

한순화 외 공저

이 책은 대한간호협회, 간호교육인증평가원 및
간호행정학회에서 제시하는 2016년 성과기반 간
호관리학 학습목표를 참고하여 간호학생의 관리
적 사고 학습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위주로, 학습
의 편의성을 위해 총 3부로 구성되었다.

이 책은 제1부 정보와 정보화 사회, 제2부 보건
의료와 정보, 제3부 정보와 윤리, 총 3개의 부
(part)로 구성되어 있다.

2020. 3. 2판 | 782쪽 | A4 | 2색
값 45,000원

2012. 8. 1판 | 310쪽 | B5 | 컬러
값 30,000원

ISBN 978-89-7386-764-6 93510

ISBN 978-89-7386-510-9 93510

보건교육학

의사소통과 인간관계론(제5판)

PPT

개정

이유정 외 공저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Communication

2020. 2. 1판 | 315쪽 | B5 | 2색
값 28,000원
ISBN 978-89-7386-770-7 93510
의사소통과 인간관계론-표지최종.indd 모든 페이지

한금선
양승희
손정남
박정원
김근면
차선경
임희수
최미영
박영희
박은영
김지은
이은미
정미란
정유미
한슬기
외 공저

www.komoonsa.co.kr

KOMOONSA MEDICAL SCIENCE

의사소통과 인간관계론

보건교육을 배우는 학생들은 이 책을 통해 보건
과 교육의 지식 및 기술을 배우며, 특히 새로운
의사소통과
교육적 인식을 경험할인간관계론
수 있다. 또한 교수 및 학
생들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실제 적용사례를 통
해 쉽게 활용할 수 있다. 실제 간호사가 직접 수
행하는 현장별 보건교육 및 주제별 보건교육의
사례는 매우 유용한 경험이 될 것이다.

제5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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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의사소통과
인간관계론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Communication
한금선·양승희·손정남·박정원·김근면
차선경·임희수·최미영·박영희·박은영
김지은·이은미·정미란·정유미·한슬기 외 공저

한금선 외 공저
어느 학문 분야이건 의사소통은 기본적이고 필수
적인 영역이다. 특히 간호학에서는 오래전부터 의
사소통을 학문과 실무의 핵심요소 중 하나로 인식
하여 교육과정에서 의사소통과 인간관계를 포함
하였다. 이번 개정에서는 기존의 내용에 최근 중
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을 첨
가하고, 건강 의사소통의 최신 지견을 첨가하였다.

2022. 2. 5판 | 346쪽 | B5 | 2색
값 32,000원
ISBN 978-89-7386-830-8 93510
2022-02-22 오후 1:18:40

간호 · 보건학 | 간호학 · 간호관리학 · 인간성장과 발달

비판적 사고에 기반한

간호과정

쉽게 배우는 건강사정 [이론과 실습]

PPT

신간

이은희 외 공저
쉽게 배우는

건강사정 이론과 실습

본서는 간호학과 학생들이 문제해결능력과 비판
적 사고능력을 키우고, 보다 쉽게 간호과정의 개
념을 이해하고 적용이 가능하도록 돕는 데 초점
을 두고 집필되었으며, 학습자의 이해를 돕기 위
해 장마다 관련 예시와 연습문제를건강사정
제시하였다.

Physical Examination and
Health Assessment
쉽게 배우는

건강사정 이론과 실습
이혜진·권병봉·김봉희·김양신·김연정·남민정
박복순·박순아·송선미·오윤정·이경은·이명인
이미경·이미순·이승현·이인실·임현정·전미화
정유진·정하윤·최예숙·허윤라

공저

쉽게 배우는

Physical Examination and Health Assessment

2019. 2. 1판 | 359쪽 | B5 | 2색
값 28,000원

신간

ISBN 978-89-7386-826-1

이혜진 외 공저
간호사들에게 건강사정은 대상자의 건강문제를
확인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교과목이다. 이 책
은 처음 건강사정을 접하는 학생들이 건강사정
은 어렵다는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가능한 쉽
게 풀어서 설명하였다. 또한 실습서를 포함하
여, 이론수업뿐만 아니라 실습수업에서도 활용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ISBN 978-89-7386-826-1 93510

KOMOONSA MEDICAL SCIENCE

PPT

PPT

2022. 2. 1판 | 430쪽 | A4 | 컬러
값 36,000원

www.komoonsa.co.kr

ISBN 978-89-7386-729-5 93510

응급간호 및 재난간호

이혜진·권병봉·김봉희·김양신·김연정·남민정·박복순·박순아
송선미·오윤정·이경은·이명인·이미경·이미순·이승현·이인실
임현정·전미화·정유진·정하윤·최예숙·허윤라 공저

이론과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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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연구원리와 실제(제3판)

PPT

김진희 외 공저

박인혜 외 공저

본서는 응급환자 처치에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
과 응급처치 과정, 응급의료장비 및 약물 등에
대한 기초부터 전문적인 응급처치에 대한 내용
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재난 및 감염병과 관련
된 간호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들까지 제공한다.

이번 개정판은 학습자가 꼭 습득해야 할 필수
내용을 중심으로 총 20장의 6개 단원으로 구성
하여 연습문제와 최신의 간호연구 방법 등을 추
가하여 개정하였다. 또한 연구의 원리와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안내하기 위해 가급적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다양한 실제 사례와 연습
문제를 제시하였다.

2021. 2. 1판 | 400쪽 / A4 | 컬러
값 33,000원

2020. 2. 3판 | 459쪽 | B5 | 2색
값 32,000원

ISBN 978-89-7386-792-9 93510

ISBN 978-89-7386-766-0 93510

국제간호와 글로벌 경영

PPT

간호사를 위한

사회복지

김명애 저

권정화·유선영 공저

이 책은 간호사의 책무인 건강회복, 건강증진,
질병예방, 고통경감이 바탕이 되는 의료관광 분
야에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전문간호사에
게 필요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으며, 각 국가의
특징과 보건의료정책의 특성, 그리고 현재 한국
의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 현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우선시되는 교재가 될 것이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간호사는 인간과 관련
된 다양한 학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포괄적이
며 통합적인 관점과 접근방식으로 상호 협력하
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책에서
는 실제 사회적·제도적으로 어떠한 자원이 있
으며, 간호와 연결하여 어떠한 사례가 있는지를
제시하였다.

2018. 8. 1판 | 229쪽 | B5 | 값 23,000원

2020. 3. 1판 | 278쪽 | B5 | 1색
값 28,000원

ISBN 978-89-7386-723-3 93510

ISBN 978-89-7386-772-1 9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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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성장과 발달(제2판)

PPT

인간성장발달의 이해
신간

성경미 외 공저

본 교재의 제1부는 인간성장발달의 개념과 원
리, 제2부는 성장과 발달에 근간이 되는 주요
발달이론, 제3부는 생애주기별 성장발달로 태
아기부터 노년기까지의 발달과 관리로 구성하
였다.

2017. 8. 2판 | 247쪽 | B5 | 2색
값 26,000원

2021. 2. 1판 | 219쪽 | B5 | 컬러
값 26,000원

ISBN 978-89-7386-701-1 93510

ISBN 978-89-7386-798-1 93510

PPT

성과 결혼

PPT

유선영·주은경 공저

이상복·최은영 외 공저

본서는 여성과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독립
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로서의 여성이 건강한 삶
을 영위하기 위한 삶의 안내서이다.

이 책은 여성의 건강에 대한 변화된 시대의 흐
름을 파악하여, 여성이 스스로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성과 여성
의 건강, 결혼에 관련된 주제들을 정리해 보고,
최근의 이슈와 요구를 수렴한 내용으로 구성되
어 있다.

2021. 8. 2판 | 337쪽 | B5 | 2색
값 28,000원

2018. 2. 1판 | 206쪽 | B5 | 2색
값 23,000원

ISBN 978-89-7386-814-8 93510

ISBN 978-89-7386-711-0 93510

노인간호학

PPT
신간

김상희 외 공저

본서는 각 발달기별 주요 발달 이슈와 관련 사
례 연구, 문제풀이를 주요 내용으로 한 워크북
을 개발하여 매 발달기에 포함하여 기존 간호학
서적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였다.

여성과 건강(제2판)
개정

PPT

유선영·권정화 외 공저

건강을 위한 영양과 식사요법
신간

PPT

한정순 외 공저

본서는 노인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한 간호
연구 및 이론에 근거하여 임상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포괄적이며 통합적인 내용을 포함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 제1부 노인간호의 이해,
제2부 노인의 건강과 간호, 제3부 노인의 건강
문제와 간호, 제4부 노인복지와 간호로 구성되
었다.

본서는 건강과 영양소·영양판정·식사요법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담아 건강에 관심있는 일반
인뿐 아니라 보건의료에 관련된 분들에게 실용
적·실제적으로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게 구성
하였다.

2021. 3. 1판 | 330쪽 | B5 | 2색
값 32,000원

2021. 2. 1판 / 380쪽 / A4 / 컬러
값 34,000원

ISBN 978-89-7386-809-4 93510

ISBN 978-89-7386-810-0 93510

간호 · 보건학 | 보건의료정보관리학 · 의무기록 · 질병 및 의료행위 분류 등

보건의료정보관리학(제11판)
개정

실무중심의

PPT

의무기록정보 실무
신간

홍준현·부유경 공저

PPT

김 원·서순원·이현경 외 공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건강 관련 데이터의
활용이 다각화되면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요
구도가 높아졌다. 이 책은 그러한 측면에서 가장
기본적이며 핵심적인 전문지식을 두루 다루고
있으며, 이번 개정에서는 정보화 환경에 따른 전
자의무기록을 기반으로 데이터의 생명주기에 따
른 보건의료정보관리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본서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내과, 외과, 산/소아청소년과, 기타
과의 Full chart와 Summary chart를 각 사례
별로 수록하여 주진단, 주수술 등의 치료경과와
검사결과를 포함한 진료결과, 주치료 약물 등
투약용법과 용량들을 심도 있게 다루었다.

2022. 2. 11판 | 602쪽 | A4 | 2색
값 38,000원

2021. 8. 1판 | 824쪽 | A4 | 2색
값 41,000원

ISBN 978-89-7386-827-8 93510

ISBN 978-89-7386-815-5 93510

의무기록전사(제3판)

PPT

의무기록정보 분석 실무
신간

홍성옥 외 공저

PPT

강현옥·김미정·남영희·송애랑
최은미·이현경 공저

본 교재는 의무기록전사에 대한 역사와 함께 비
전을 제시하고, 의료현장을 경험하지 못한 학생
들에게 수술 장비, 마취와 봉합, 검사과정 및 결
과보고서 작성방법을 수록하였다. 또한 다양한
의학용어 및 의학영어의 표현 방법과 최신 의료
기술에 대해 기술하고 CD를 제작하여 활용도
를 높였다.

의료현장에서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해야 하는
직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의무기록정보를 진료
과별로 배치하여 검토 및 분석·분류·등록 등
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2018. 8. 3판 | 387쪽 | B5 | 2색 | CD 포함
값 32,000원

2021. 2. 1판 | 758쪽 | A4 | 2색
값 40,000원

ISBN 978-89-7386-722-6 93510

ISBN 978-89-7386-795-0 93510

최근 경향에 맞춘 암등록(제4판)
개정

최신경향

13

PPT

김미숙 외 공저
전반부에는 암에 대한 기본 이론지식을 수록하
여 현장실습 또는 취업현장에서 암등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고,
그것을 실무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충분히 익
힐 수 있도록 하였으며, 후반부에서는 실제 현
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와 관련된 실제적
인 내용을 상세하게 실었다.

2021. 2. 4판 | 321쪽 | B5 | 2색(부분 컬러)
값 32,000원
ISBN 978-89-7386-791-2 93510

질병 및 의료행위 분류
신간

PPT

홍성옥·임남구·김지온·남영희
김미정·김혜숙·최향숙 공저
본 교재는 국제의료행위분류(ICD-9-CM. Vol. Ⅲ)
를 사용하여 진단검사·수술·처치에 관한 의료
행위의 코드를 분류할 때는 진단명과 연계된 검
사, 수술, 처치를 함께 코드 분류할 수 있도록 22
개 각 장별로 의료행위 코딩을 위한 실무예제를
수록하여 전문적이고 통합적으로 생각하는 능력
을 갖출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2021. 2. 1판 | 441쪽 | A4 | 2색 | 값 34,000원
ISBN 978-89-7386-784-4 9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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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설명한 건강보험 청구 실무이론(제3판)

환경위생학(제9판)

PPT

송혜숙 외 공저

김주영 외 공저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으로 많
은 의료기관에서는 보험청구심사의 중요성 및
인력의 전문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교재
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수가 및 청구방법 등
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의료기관의 청구심사 실
무자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고 있다.

많은 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바른 환경위생 관련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각종 공무원 시험 및 위
생사 시험에 대비하고자 교재 내용을 불가피하
게 수정·보완하게 되었고, 이를 위하여 새로운
집필진을 대폭 보강하여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자 노력하였다.

2020. 3. 3판 | 374쪽 | A4 | 2색
값 33,000원

2017. 2. 9판 | 419쪽 | B5 | 2색
값 29,000원

ISBN 978-89-7386-769-1 93510

ISBN 978-89-7386-693-9 93510

알기 쉬운 의료의 질 관리
신간

PPT

PPT

운동재활관리학

김문주 외 공저

한국운동재활학회 편

본 교재는 질 관리와 관련된 개념 정립을 목
표를 최대한 간결하고, 요약된 형태로 교재가
집필되어 사용자의 편의를 돕고자 하였다. 이
에 따라 본 교재의 개념 정립을 돕는 방안으로
Chapter 끝에 「주요 용어」 정리를 통하여 다시
한 번 개념을 숙지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 건강복지의 성장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성장해왔던 한국운동재활학
회에서 운동재활관리학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
게 정리했다.

2021. 2. 1판 | 302쪽 | B5 | 2색
값 30,000원

2013. 2. 1판 | 528쪽 | B5 | 컬러
값 43,000원

ISBN 978-89-7386-786-8 93510

ISBN 978-89-7386-535-2 93510

재활의학

PPT
이경희 외 공저

방사선물리학

PPT
신간

김용민 외 공저

이 책은 재활의학 팀 구성원들의 역할과 재활
의학 관련 질환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진단, 치료, 검사 및 평가 등을 소개하면서
좀 더 이해가 쉽고 활용도 높게 기술하였다. 또
한 핵심 정보들로 구성하여 학생들의 실무에 대
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본서는 방사선, 방사선의 이중성, 원자와 원자
핵, 방사능, 방사선의 양과 단위, 엑스선, 핵반
응, 전자기파와 물질과의 상호작용, 하전입자와
물질과의 상호작용, 중성자와 물질과의 상호작
용,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서술되었다.

2019. 2. 1판 | 389쪽 | B5 | 2색
값 32,000원

2021. 2. 1판 | 230쪽 | B5 | 2색
값 30,000원

ISBN 978-89-7386-745-5 93510

ISBN 978-89-7386-785-1 93510

간호 · 보건학 | 재활의학 · 방사선학 등

방사선생물학(제3판)
개정
방사선생물학
Radiation
biology

biology

생물학

R a d i a t i o n

b i o l o g y

방사선생물학

전기전자공학개론(수정증보)

PPT

고인호 외 공저

김원태 외 공저

이 책은 크게 기초와 의학 분야로 나눌 수 있으
며, 기초 분야는 세포학, 유전학, 생태학, 미생물
학, 면역학, 역학, 분자생물학으로 세분화할 수
있으며, 의학 분야는 병리학, 생리학, 치료학 분
야로 나눌 수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생물학의
기초부터 방사선과 관련된 여러 장애와 관리에
대한 내용을 각 장에 설명하였다.

이 책은 전기전자공학의 학습에 필요한 지식들
을 가능한 쉽게 풀이하는 것을 목표로 방사선학
과 교수협의회에서 정한 학습목표를 최대한 고
려하여 전기전자공학에 관한 다양한 주제에 대
해 기술하고 있다.

2022.2. 3판 | 316쪽 | B5 | 컬러
값 33,000원

2020. 2. 수정증보 | 236쪽 | B5 | 2색
값 28,000원

ISBN 978-89-7386-828-5 93510

ISBN 978-89-7386-758-5 93510

고인호·김연래·김영재·김태형·박종배·박철우·백철하·신정섭·이송재·황철환·김상현 공저

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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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영상과학

의료영상학
Richard R. Carlton, Arlene M. Adler 원저
강병삼 외 공역
X선의 발생부터 방사선 차폐, 촬영방법 및 특수
영상 시스템 등으로 나누어 그림과 함께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Elizabeth Berry 원저

|

권기운 외 공역

영상처리에 중점을 두어 책 전체에 걸쳐 소프트
웨어 패키지 Image J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
는 많은 실습 사항을 제공하고 있다.

2010. 3. 1판 | 516쪽 | A4 | 컬러
값 45,000원

2010. 2. 1판 | 300쪽 | B5 양장 | 2색
CD 포함 | 값 30,000원

ISBN 978-89-7386-438-6 93510

ISBN 978-89-7386-426-3 93510

방사선기술학개론

PPT

방사선사 국가시험 예상문제집(제3판)

한동균 외 공저

방사선사 국가시험 문항개발연구회 편

이 책은 방사선을 처음 입문하는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를 엄선하여 15개
의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방사선을 이용한
여러 가지 장치를 그림과 함께 소개하고 병원
현장의 영상의학 분야와 핵의학, 방사선종양학
에 대한 원리와 기술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번 개정판은 전국 방사선(학)과교수협의회에
서 새롭게 설정한 ‘2015년 방사선학 학습목표’
에 맞춰 문항개발을 추가하여 국가시험을 준비
하는 학생들에게 더욱 신뢰를 주고자 노력하였
다. 또한 방사선사 국가시험 출제범위가 2022
년부터 일부 개정되는 점을 포함하고 있다.

2020. 2. 1판 | 350쪽 | B5 | 2색
값 35,000원

2020. 2 3판 | 692쪽 | A4 | 2색
값 50,000원

ISBN 978-89-7386-762-2 93510

ISBN 978-89-7386-756-1 13510

2022 봄 | 의학 · 간호보건학 도서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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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 의료방사선사 실기문제집
신간
Prima

의료방사선사 실기 문제집

실기 문제집

al Technologist

Medical Radiological
T e c h n o l o g i s t

Prima
의료영상연구회 편

의료방사선사
실기 문제집
의료영상연구회 편

www.komoonsa.co.kr

ISBN 978-89-7386-829-2
KOMOONSA MEDICAL SCIENCE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문제집(제2판)
개정

의료영상연구회 편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고시 연구회 저

의료기관들은 AI를 동반한 장비가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방사선사를 지속적으로 충원하고 있다. 이에 이
책은 방사선사가 되기 위해 시험을 준비하는 모
든 학생들에게 획기적인 도움이 되고자, 새로
개편된 학습목표에 맞추어 최신 출제경향을 반
영하였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법률 개정에 따라 교과목이
통합되고, 국가시험의 출제방법 및 과목별 배점
비율이 변경됨에 따라 국가시험 응시를 준비하
고 있는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시
험에 불편함이 없도록 집필하였다. 특히 주요 문
제는 해설을 추가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높였다.

2022. 2. 1판 | 535쪽 | A4 | 컬러
값 65,000원

2022. 3. 2판 | 564쪽 | A4 | 2색
값 40,000원

ISBN 978-89-7386-829-2 13510

ISBN 978-89-7386-832-2 13510

보건계열 국가시험 대비 공중보건학 문제집(제10판 수정증보)

구강건강조사법(제5판)

구성회 외 공편저

세계보건기구 원저

본 교재는 공중보건학을 본질적, 체계적으로 이
해할 수 있도록 전문분야별로 요점을 정리하고,
집필 교수진이 전문 영역별로 분담하여 집필하
였다. 또한 공중보건학의 급진적 발전에 부합하
는 새로운 문제를 만들고자 최근 출제경향인 5
지선다형을 채택하고, 난해한 문제는 해설을 덧
붙였으며 중요한 내용은 ‘Tip’으로 설명하였다.

이 지침서의 목적은 조사 관련기관에 필수정보
를 제공하고, 인구집단의 구강건강상태평가를
위해 수행하는 구강건강조사 계획을 제시하며,
구강건강에 대한 자가평가와 사회적 위험행동
요소에 대한 자료수집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0. 2. 10판 수정증보 | 539쪽 | B5
2색 | 값 30,000원

2016. 9. 5판 | 244쪽 | B18 | 컬러
값 20,000원
ISBN 978-89-7386-665-6 93510

ISBN 978-89-7386-763-9 13510

불소와 구강건강

PPT
세계보건기구(WHO) 원저
김진범·김종배·장기완 공역

임상예방치학(제5판)

|

장기완·김진범 공역

PPT
백대일 외 공저

이 책은 우식증 예방을 위한 불소 이용의 중요
성이 각국의 전문가들에 의해 상세하게 기술되
어 있다.

이 책은 우리나라 예방치과계의 임상 가이드북
으로 실제 환자나 대상자를 어떻게 예방·진료
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과정과 실제를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2002. 2. 1판 | 92쪽 | A4 | 값 15,000원

2011. 2. 5판 | 484쪽 | A4 양장 | 컬러
값 55,000원

ISBN 978-89-7386-200-6 93510

ISBN 978-89-7386-470-6 93510

간호 · 보건학 | 문제집 · 치기공학 · 치의학 등

총의치기공학

3 rd

O r a l

Edition

3rd

3rd

Edition

구강해부학

Edition

치기공재료학연구회 편

심미적·기능적인 총의치 제작을 위해서는 관
련 이론의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며, 성실한 실
습을 통해 제작과정을 연습하고 충분한 임상 경
험을 쌓아야 한다. 이에 이번 총의치기공학은
학습하는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고 제작과정을
습득할 수 있도록 내용과 사진을 대폭 수정하여
새롭게 발행하였다.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사진을 추가하
였으며, 그래프를 도표로 변형시켜 가독성을 높
였다. 대학 교재인 만큼 학생들이 치과기공에 사
용되는 치기공재료에 대한 특성과 기본 이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치과기공학과 학습목표에 중
점을 두어 편집하였다.

2019. 2. 1판 | 399쪽 | A4 양장 | 컬러
값 65,000원
ISBN 978-89-7386-737-0 93510

2017. 2. 5판 | 379쪽 | B5 양장 | 컬러
값 40,000원
ISBN 978-89-7386-667-0 93510

두경부해부학실습
장기환 외 공저

장기환·정현자 저

이 책은 구강해부학의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
하여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보완했으며, 대
한해부학회 다섯째판 「해부학용어」를 참고하여
신용어를 새로 추가하여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였다.

본서는 구용어-신용어-영어 순으로 병기하여
내용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고, 각 장별 내
용을 요점정리하여 국가고시에 꼭 필요한 핵심
내용을 익히도록 하였으며, 최종 복습문제를 통
해 반복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5. 2. 3판 | 333쪽 | B5 | 컬러
값 40,000원

2020. 3. 1판 | 340쪽 | A4 | 1색
값 28,000원

ISBN 978-89-7386-619-9 93510

ISBN 978-89-7386-733-8 93510

A n a t o m y

구강해부학
장기환•정현자•김세하•김홍균•남신은•손큰바다•이유미•임용운•장 연

장기환
정현자
김세하
김홍균
남신은
손큰바다
이유미
임용운
장 연

a.co.kr

EDICAL SCIENCE

치기공재료학(제5판)

총의치기공학 연구회 편

구강해부학(제3판)

A n a t o m y

부학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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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해부학(제8판)
김명국 저
이번 개정판에서는 그림, 요약, 표, 모식도, 복습
문제를 통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언제든지 한글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으며, 영어 용어를 병기하여 국
제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거나 국제학술대회
에서 논문을 발표할 때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2017. 2. 8판 | 633쪽 | B5 양장 | 컬러
값 49,000원
ISBN 978-89-7386-674-8 93510

2022 봄 | 의학 · 간호보건학 도서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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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학개론(제2판)

새의학용어사전

東洋醫學大辭典(제2판)

김성남 저

대한병리학회 편

謝觀 著

2010. 2. | 234쪽 | B5 | 컬러 | 값 30,000원
ISBN 978-89-7386-427-0 93590

2007. 2. | 2,468쪽 | A5 | 컬러 | 값 56,000원
ISBN 978-89-7386-323-5 9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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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문사 는
좋은 교재를 만들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러두기
● 2022년

3월 현재 (주)고문사에서 펴낸 의학·간호보건학 관련 도서만을 수록하였습니다.
(치위생학 도서목록은 별도 제작)

●

독자들이 찾아보기 쉽도록 분야별로 나누어 수록하였습니다.

●

이 도서목록의 도서는 (주)고문사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전국 대형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도서정가는 2022년 3월 현재 판매가이며, 제작비 상승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이 도서목록의 도서는 (주)고문사 홈페이지(www.komoonsa.co.kr)를 통해 보다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도서 주문안내
●

도서 주문은 (주)고문사 홈페이지(www.komoonsa.c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은행

온라인 계좌번호

예금주

농협

355-0076-6350-13

(주)케이엠에스에듀케이션

● 주문

시 정확한 도서명·저자명·부수 및 구입하시는 분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주시면 지정된 장소로
빠른 시간 내에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 (06682)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27, 청오빌딩 2층
Tel : 02)325-8466~8 / Fax : 02)522-8469 / E-mail : komoonsa@naver.com / 홈페이지 : www.komoonsa.co.kr

●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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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02-325-8466~8 / Fax : 02-525-8469 / E-mail : komoonsa@naver.com / 홈페이지 : http://www.komoonsa.co.kr

송금처 : 농협 355-0076-6350-13 (예금주 : (주)케이엠에스에듀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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