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분류 분류 도서명 지은이 ․ 옮긴이 ․ 엮은이 페이지 출판사 출판년도

1 사이시옷 손문상 지음&그림 224쪽 창비 2006

2 어깨동무 - 만화가 10인의 마침표 없는 인권여행 정훈이, 최규석 등 10인

-국가인권위원회 기획

268쪽 창비 2013

3 십시일반 박재동 등 216쪽 창비 2003

4 뚝딱뚝딱 인권짓기 : 만화 인권교과서 인권운동사랑방 283쪽 야간비행 2012

5 인권이란 무엇인가: 이대 석좌 교수 전 인권 대사 박경서의 교양학 강의 박경서 248쪽 미래지식 2012

6 나는 조용히 미치고 있다 - 만화로 보는 한국현대인권사 이정익 지음&그림 183쪽 길찾기 2006

7 불편해도 괜찮아 영화보다 재미있는 인권 이야기 김두식 378쪽 창비 2010

8 인권의 풍경 조효제 424쪽 교양인 2008

9 십중팔구 한국에만 있는! 오창익 308쪽 삼인 2008

10 일어나라 인권 OTL 대한민국의 인권을 보는 여섯 개의 시선 한겨레21 편집부 296쪽 한겨레출판사 2009

11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교양: 15: 인권 인간은 어떤 권리를 가질까 은우근, 조셉 해리스 ,전국사회교사모임(옮) 136쪽 내인생의책 2012

12 길에서 만난 세상-대한민국 인권의 현주소를 찾아 박영희, 김윤섭 285쪽 우리교육 2006

13 인권의 대전환 샌드라 프레드먼, 조효제(옮) 552쪽 교양인 2009

14 인권이란 무엇인가 새뮤얼 모인, 공민희(옮) 248쪽 21세기북스 2011

15 인권의 발명 린 헌트, 전진성(옮) 320쪽 돌베개 2009

16 인권 - 인간이기 때문에 누려야 할 권리 벨덴 필즈, 박동천(옮) 400쪽 모티브북 2013

17 인권: 이론과 실천 마이클프리먼, 김철효(옮) 286쪽 아르케 2005

18 인권 최현 138쪽 책세상 2008

19 좌우지간 인권이다 안경환 288쪽 살림터 2013

20 지역사회의 인권을 외치다 양해림, 강현수, 이상재, 손정아, 김병구, 두오균, 허종, 231쪽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21 인권은 정치적이다 앤드류 클래펌, 박용현(옮) 255쪽 한겨레출판사 2010

22 도시에 대한 권리 강현수 221쪽 책세상 2010

23 인권의 문법 조효제 392쪽 후마니타스 2007

24 인권의 발견 윌리엄 J. 탤벗, 은우근(옮) 380쪽 한길사 2011

25 인권의 철학 장은주 432쪽 새물결 2010

26 인권의 정치사상 김비환, 유홍림, 김범수, 홍원표, 곽준혁 623쪽 이학사 2010

27 잔인한 국가 외면하는 대중 스탠리 코언, 조효제(옮) 663쪽 창비 2009

28 원불교 인권을 말하다 정상덕, 김기남 342쪽 비움과소통 2012

29 불교와 인권 안옥선 414쪽 불교시대사 2008

30 기독교 사회윤리와 인권 정종훈 232쪽 대한기독교서회 2003

31 대한민국 신 권리장전 박홍규 302쪽 21세기북스 2010

32 떼법은 없다-벼랑 끝에 몰린 법치와 인권 구하기 김창록 200쪽 해피스토리 2009

33 왜 법의 지배인가 박은정 350쪽 돌베개 2010

34 법과 싸우는 사람들 서형 200쪽 후마니타스 2011

35 역사가 이들을 무죄로 하리라-한국인권변론사 박원순 576쪽 두레 2003

36 한 변호사의 고백과 증언-한승헌 자서전 한승헌 416쪽 한겨레출판사 2012

37 정의의 법 양심의 법 인권의 법 한인섭 편 464쪽 박영사 2004

38 인권변론 한 시대 : 홍성우 변호사의 증언 홍성우 778쪽 경인문화사 2011

39 그들도 나처럼 소중하다 박경서 203쪽 북로그컴퍼니 2013

40 인권을 외치다 류은숙 326쪽 푸른숲 2009

41 인권, 그 위선의 역사 커스턴 셀라스, 오승훈(옮) 457쪽 은행나무 2003

42 세계인권사상사 미셸린 이샤이, 조효제(옮) 816쪽 길 2005

43 왜 분노하지 않는가 존 커크 보이드, 최선영(옮) 251쪽 중앙북스 2011

44 분노하라 스테판 에셀, 임희근(옮) 88쪽 돌베개 2011

45 인권을 찾아서 조효제 352쪽 한울 2011

46 한국의 슈바이처들 한국국제협력단 256쪽 휴먼드림 2011

47 굶주리는 세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장 지글러 360쪽 갈라파고스 2012

48 왜 음식물의 절반이 버려지는데 누군가는 굶어 죽는가 슈테판 크로이츠베르거, 발렌틴 투른 368쪽 에코리브르 2012

49 들리지 않는 진실 : 빈곤과 인권 아이린 칸(지은이) 296쪽 바오밥 2010

50 기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로저 서로우, 스코트 킬맨 지음 477쪽 에이지21 2010

51 거대한 역설: 왜 개발할 수록 더 불평등해지는가 맥마이클(저), 조효제(역) 600쪽 교양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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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와 정의

및 인권법

인권 철학,

사상, 종교

인권 입문 및 교양

인권 이론과 정책

국제 인권문제

및 현실

국제인권 역사,

정치,국제인권법

국제 빈곤과 기아,

개발원조

인권 일반과 이론



52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 전쟁없는 세상 342쪽 철수와 영희 2008

53 다시 한반도의 길을 묻다 한반도평화포럼 460쪽 삼인 2010

54 서승과 함께하는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서승기념문집 간행위원회 477쪽 선인 2011

55 코리아 인권: 북한 인권과 한반도 평화 서보혁 210쪽 책세상 2011

56 북한인권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평화적 개입전략과 해외 사례 한반도평화연구원 283쪽 한울 2010

57 전태일 평전 조영래 340쪽 전태일기념사업회 2009

58 우리가 보이나요 이승원, 정경원 384쪽 한내 2011

59 소금꽃나무 김진숙 282쪽 후마니타스 2007

60 사천원 인생 안수찬, 전종휘, 임인택, 임지선 303쪽 한겨레출판사 2010

61 의자놀이 공지영 208쪽 휴머니스트 2012

62 날아라 노동 은수미 240쪽 부키 2012

63 그래도 희망은 노동운동 하종강 370쪽 후마니타스 2011

64 나같은 늙은이 찾아와줘서 고마워 김혜원 / 권우성(사진) 320쪽 오마이북 2011

65 내가 살던 용산 김성희, 김수박, 김홍모, 신성식, 양꼬 232쪽 보리 2010

66 집은 인권이다 주거권운동네트워크 346쪽 이후 2010

67 벼랑위의 꿈들 김재송, 김흥구, 한금선, 허태주 252쪽 삶창 2013

68 성미산 마을 사람들 윤태근 288쪽 북노마드 2011

69 벼랑에 선 사람들 제정임, 단비뉴스취재팀 408쪽 오월의봄 2012

70 인권은 대학가서 누리라고요? 김민아 304쪽 끌레마 2010

71 10대가 아프다 경향신문 특별취재팀 348쪽 위즈덤경향 2012

72 인권, 교문을 넘다 공현, 박민진, 배경내, 오혜원, 정주연 307쪽 한겨레에듀 2011

73 가장 인권적인 가장 교육적인 한낱, 조영선, 정용주, 이혁규, 배경내 280쪽 교육공동체벗 2012

74 아이들과 함께 자라는 교실 속 인권 나무 이기규 296쪽 우리교육 2012

75 10대와 통하는 노동 인권 이야기 차남호(지은이), 홍은표(그린이) 327쪽 철수와영희 2013

76 세상을 향해 어퍼컷:청소년이 알아야 할 생활 속 인권찾기 육성철 277쪽 샨티 2008

77 88만원 세대 우석훈, 박권일 328쪽 레디앙 2007

78 한국여성인권운동사 한국여성의전화연합 508쪽 한울 1999

79 막달레나 용감한 여성들의 꿈 집결지 엄상미 335쪽 그린비 2011

80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 가정폭력과 여성인권 정희진 288쪽 또하나의문화 2001

81 성폭력을 다시 쓴다. : 객관성 여성운동 인권 정희진, 전희경, 정춘숙, 강김아리, 김효선 258쪽 한울아카데미 2010

82 여성의 권리 옹호 메리 울스턴크래프트 / 문수현(옮김) 228쪽 책세상 2011

83 다른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SBS 스페셜 제작팀 256쪽 꿈결 2012

84 소수자-다름과 틀림 이슈투데이 편집국 133쪽 이슈투데이 2010

85 한국사회의 소수자들-결혼이민자 문화컨텐츠기술연구원 183쪽 경진 2009

86 나는 게이라서 행복하다 김조광수, 김도혜 316쪽 알마 2012

87 후천성 인권 결핍 사회를 아웃팅하다 동성애자인권연대, 지승호 388쪽 시대의창 2011

88 우리시대의 소수자운동 윤수종 290쪽 이학사 2005

89 별별 차별영화 속 인권 이야기 구본권, 김민아, 김현진, 신윤동욱, 여균동 187쪽 씨네21북스 2012

90 진실유포죄 박경신 375쪽 다산초당 2012

91 이유있는 반대-사형제 왜 문제인가 164쪽 개마고원 2011

92 리트윗의 자유를 허하라 (선거법은 어떻게 우리를 범죄자로 만들었나) 박수진, 박성철, 노현웅, 오승훈 256쪽 위즈덤하우스 2012

93 감시사회 : 벌거벗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 엄기호, 한홍구, 최철웅, 홍성수, 한상희 224쪽 철수와영희 2012

94 감시의 시대 - 통제하다 평안하다 불안하다 아르망 마틀라르 326쪽 알마 2012

95 아빠 제발 잡히지마 이란주 248쪽 삶이보이는창 2009

96 이주 그 먼 길(우리 사회 아시아인의 이주 노동 귀환을 적다) 이세기 304쪽 후마니타스 2012

97 인종주의 - 비타 악티바9 박경태 150쪽 책세상 2009

98 탈북자, 그들의 이야기 최순호 152쪽 시공사 2008

99 여기가 당신의 피난처입니다 이호택 261쪽 창비 2010

100 내 이름은 욤비 욤비 토나, 박진숙 340쪽 이후 2013

분야별 인권현실

인종차별, 이주, 다문화,

난민, 탈북주민

노동, 실업,

비정규직 등

도시빈민, 주거권,

사회복지

청소년, 학생, 청년

성평등, 젠더,

성폭력, 여성

차별과 소수자

자유권, 표현의 자유,

정보사회, 군대 등

국제 인권문제

및 현실

한반도 평화와

북한인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