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ience & Technology
K21-001

100 년장수에로의 길
The Way to Life of 100 Years
장수의 비결, 100 년장수자들의 생활경험, 음식비결, 운동비결들을
통속적으로 서술하고있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0 년/ A5/ 388 페지/ € 8.80

K21-002

21 세기의 핵에네르기
Nuclear Energy in the 21st Century
핵에네르기연구리용의 력사와 그 발전전망을 해설하고있다.
금성청년출판사/ 2010 년/ A5/ 260 페지/ € 5.40

K21-003

6 000 가지 처방 2, 3
6 000 Prescriptions 2, 3
질병에 대한 민간치료방법을 주고있다.
외국문도서출판사/ 2002 년/ A5/ 권당 538 페지/ € 22.96

K21-004

60 청춘의 비결
The Secret of Keeping Youth at Age
60 장수자들의 생활경험, 음식비결, 운동비결 등을 서술하고있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2 년/ A5/ 596 페지/ € 9.18

K21-005

90 환갑의 담보
Guarantee for Long Life in Good Health
사람들이 건강관리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잘해나가는데서 나서는 새로운
건강관리상식들을 보충적으로 주었다.
인민보건사/ 2010 년/ A5/ 400 페지/ € 9.50

K21-006

가정생활과학상식
Common Knowledge of Family Life Science
가정생활에서 필요한 상식들을 서술하였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6 년/ D6/ 180 페지/ € 5.60

K21-007

가정생활상식: 향기식품과 건강
Common Home Life Knowledge: Aromatic Food and Health
건강관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향기식품과 암예방상식을
편집하고있다.

근로단체출판사/ 2007 년/ A5/ 238 페지/ € 8.10
K21-008

가정생활상식 6
Common Knowledge of Family Life 6
어린이건강관리상식과 영양음식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근로단체출판사/ 2014 년/ A5/ 200 페지/ € 6.80

K21-009

가정약상식
Common Knowledge of Drugs for Home Use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써야 할 약들의 사용방법, 주의점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4 년/ A5/ 270 페지/ € 8.10

K21-010

가정에서 고려약활용
Domestic Usages of Koryo Medicines
민간에서 고려약의 리용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2 년/ D5/ 500 페지/ € 16.20

K21-011

가정에서 할수 있는 고려치료
Koryo Treatments at Home
가정들에서 일반적으로 생기는 질병들에 대한 치료를 쉽게 할수 있게
고려치료묘리를 통속적으로 주었다.
인민보건사/ 2011 년/ A5/ 200 페지/ € 6.00

K21-012

가정의학상식 1, 2
Home Doctoring 1, 2
가정에서 알아야 할 의학상식들인 가정약, 질병과 구급대책, 고려치료법,
안마지식 등을 통속적으로 주었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0-2002 년/ D6/ 권당 606 페지/ € 16.40

K21-013

가정의학편람
Handbook of Household Medical Science
가정에서 자체로 치료할수 있는 질병의 원인, 증상, 치료에서 지켜야 할 문제,
치료와 관련된 약명들을 편람화하여 서술하고있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6 년/ D5/ 676 페지/ € 42.00

K21-014

가정의학안내 1-5
Home Doctoring Guide 1-5
가정에서 자체로 치료할수 있는 질병들을 알기쉽게 서술하고 있다.
조선출판물수출입사/ 2007-2008 년/ D5/ 권당 370 페지/ € 101.00

K21-015

간장병예방치료 300 가지문답집

Collection of 300 Q & A on Prevention and Treatment of Liver Troubles
간장병의 예방과 치료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300 가지로 묶어 문답의
방법으로 주었다.
인민보건사/ 2009 년/ A5/ 450 페지/ € 9.50
K21-016

건강과 생물칼시움
Health and Bio-Calcium
칼시움의 몸안에서 작용원리와 칼시움부족으로 인하여 생기는 병들에 대한
예방치료방법을 주었다.
인민보건사/ 2011 년/ D6/ 150 페지/ € 5.10

K21-017

건강과 장수의 열쇠
Key to Health and Longevity
건강과 장수와 관련한 방법들을 서술하였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2 년/ A5/ 600 페지/ € 19.00

K21-018

건강상식문답
Questions and Answers for Common Health Knowledge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꼭 알아야 할 건강상식을 문답의 방법으로
해설하였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4 년/ A5/ 516 페지/ € 8.10

K21-019

건강장수의 벗
Guide to Health and Longevity
건강장수와 관련된 새로운 자료들과 중로년기때 지켜야 할 생활습관들을
주었다.
인민보건사/ 2012 년/ A5/ 250 페지/ € 7.40

K21-020

건강장수와 생활섭생
Health and Diet
건강관리를 잘하는데서 섭생의 중요성과 방법을 주었다.
인민보건사/ 2010 년/ A5/ 150 페지/ € 6.70

K21-021

건강유지와 증진법
How to Keep and Improve Health
건강을 유지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과 건강을 증진시키는 여러가지 방법을
통속적으로 주었다.
인민보건사/ 2013 년/ A5/ 300 페지/ € 8.10

K21-022

건강음료-약차
Health Tea - Yakcha
사람들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약차들을 소개하였다.

근로단체출판사/ 2011 년/ A5/ 220 페지/ € 6.75

K21-023

건강의 비방-뇌활성법
Cerebral Stimulation - Nack of Good Health
뇌기능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을 서술하였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2 년/ A5/ 280 페지/ € 9.50

K21-024

건강의 길동무
Companion to Health
일상생활에서 꼭 알아야 할 건강상식들을 통속적으로 주었다.
근로단체출판사/ 2008 년/ A5/ 392 페지/ € 8.10

K21-025

건강의 열쇠-안마료법
Key to Health: Massage Treatment
건강의 열쇠는 무엇이며 안마의 치료원리와 인체부위별에 따르는
안마료법을 그림과 함께 주었다.
인민보건사/ 2016 년/ A5/ 250 페지/ € 6.75

K21-026

경혈수법치료
Manual Treatments Based on Meridian Chart
경혈안마로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2 년/ A5/ 300 페지/ € 8.80

K21-027

고구려벽화보존
Preservation of Koguryo Tomb Murals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고구려벽화무덤의 원상보존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서술하였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9 년/ A5/ 300 페지/ € 10.80

K21-028

고려림상의전
Koryo Clinical Summa
400 여가지 질병에 대한 고려의학적치료지식을 통속적으로 서술하고있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2 년/ A5/ 1336 페지/ € 52.00

K21-029

고려물리치료
Koryo Physiotherapy
고려치료와 물리치료를 결합하여 신약을 쓰지 않고 병을 치료하는 원리와

방법을 주었다.
인민보건사/ 2009 년/ A5/ 200 페지/ € 6.70

K21-030

고려치료경험 (내과)
Experience of Traditional Koryo Medicine (Internal Treatment)
내과질병의 고려치료경험을 체계화하여 종합편집하고있다.
의학과학출판사/ 1996 년/ D5/ 672 페지/ € 14.70

K21-031

고려약생산기술문답집
Questions and Answers about Koryo Medicine Manufacture Technology
고려약생산기술에 대한 문제들을 문답의 형식으로 서술하였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2 년/ D5/ 300 페지/ € 11.50

K21-032

고려약죽
Koryo Medicinal Porridge
건강에 좋은 고려약죽의 만들기와 치료효능을 주었다.
인민보건사/ 2015 년/ A5/ 170 페지/ € 8.40

K21-033

고려약의 리용
How to Use Koryo Medicine
고려약의 리용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인민보건사/ 2010 년/ D6/ 178 페지/ € 5.80

K21-034

고려의학적전기약물도입치료
Electric and Medicinal Remedies Based on Koryo Medicine
고려의학적전기약물치료방법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2 년/ D5/ 350 페지/ € 12.20

K21-035

고려의학참고자료
Reference of Koryo Medicine
수천년동안 우리 선조들이 발전시켜온 고려의학의 기초리론들을 기본으로
서술하고있다.
의학과학출판사/ 1993 년/ D6/ 136 페지/ € 3.10

K21-036

고혈압자체치료법
Self-Treatment of Hypertension
고혈압병의 본질과 위험성, 고려의학을 중심으로 하면서 신의학적치료를

보조료법으로 하는 치료방법을 소개하였다.
조선출판물수출입사/ 2013 년/ D5/ 120 페지/ € 9.50

K21-037

고혈압예방상식문답
Questions and Answers about Common Knowledge on Prevention of
Hypertension
중년기후에 나타나는 성인병의 하나인 고혈압을 예방하기 위한 상식을
주었다.
인민보건사/ 2012 년/ D6/ 130 페지/ € 5.40

K21-038

골관절초음파진단
Ultrasonic Diagnosis of Joint
초음파에 의한 뼈질병의 진단방법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2 년/ D5/ 250 페지/ € 9.50

K21-039

국제특허분류표 3 (G. H 부문)
Classified List of International Patents (G, H)
물리, 전기, 전자부문의 국제특허를 분류하여 묶었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98 년/ D5/ 370 페지/ € 10.00

K21-040

금강산과 언진산의 빙하
Glaciers of Mt. Kumgang and Mt. Onjin
금강산과 언진산일대에서 찾은 빙하흔적, 빙퇴적권곡의 특징, 빙하의
지질시대와 고지리환경에 대한 과학토론론문들을 편집하고있다.
과학기술출판사/ 1999 년/ A5/ 124 페지/ € 5.70

K21-041

김일성화의 생물학
Biology of Kimjongilia
김일성화의 육종과 류형별 생물학적특징, 재배방법이 서술되여있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98 년/ A5/ 210 페지/ € 5.70

K21-042

김정일화의 생물학
Biology of Kimilsungia
김정일화의 육종, 형태, 생태, 생리적특징, 재배 및 번식방법에 대하여
쓰고있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99 년/ A5/ 204 페지/ € 4.70

K21-043

갱년기건강관리
Health Care in Menopause

갱년기란 무엇을 의미하며 갱년기장애를 예방치료하면 건강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대책적문제들을 서술하였다.
인민보건사/ 2011 년/ A5/ 100 페지/ € 4.00
K21-044

녀성건강과 안마료법
Women’s Health Care and Massage
녀성들의 질병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위한 안마료법을 통속적으로 주었다.
인민보건사/ 2012 년/ A5/ 130 페지/ € 5.40

K21-045

누가 많이 알가?
Who Knows More?
소학교학생들을 위한 수학참고서이다.
금성청년출판사/ 2004 년/ A5/ 106 페지/ € 5.70

K21-046

누구나 쉽게 배울수 있는 속산묘리
Easy Access to Knacks of Mental Calculation
학생들의 수에 대한 감각과 수계산능력을 높여주어 그 어떤 문제들도 원만히
해결할수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도서이다.
조선출판물수출입사/ 2016 년/ A5/ 250 페지/ € 8.40

K21-047

누구나 할수 있는 건강관리 3
Tips of Easy Health Care 3
누구나 알아야 할 건강상식들을 편집하였다.
근로단체출판사/ 2014 년/ D6/ 200 페지/ € 6.00

K21-048

누구나 할수 있는 고려치료
Easy Traditional Koryo Medicine Remedies
흔히 있을수 있는 증상과 질병들에 대한 생활섭생과 민간료법, 수법치료,
찜질치료, 자극치료, 뜸, 부항치료, 운동치료와 자연치료 등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고려치료방법을 알기 쉽게 서술하고있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94 년/ A5/ 554 페지/ € 12.30

K21-049

내과림상편람
Clinical Manual for Internal Treatment
내과부문의 질병들에 대한 진단, 치료방법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2 년/ D5/ 400 페지/ € 20.30

K21-050

내과진단과 치료
Diagnosis and Treatment for Internal Diseases

내과계통의 질병진단방법과 그의 치료방법을 구체적으로 주었다.
의학과학출판사/ 2014 년/ D5/ 392 페지/ € 27.00

K21-051

내과질병의 수법치료
Manual Treatment of Internal Diseases
내과질병의 치료에서 응용범위가 넓어지고있는 수법치료의 원리, 방법,
경험자료를 묶어서 서술하였다.
인민보건사/ 2014 년/ A5/ 100 페지/ € 5.70

K21-052

내과학
Internal Medicine
내과의사들이 알고있어야 할 여러가지 질병들의 진단과 치료들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0 년/ D5/ 472 페지/ € 40.50

K21-053

내분비물질대사질병의 약물치료요령
Secret of Medication for The Disease of Endocrine Metabolism
내분비물질대사질병의 병리, 병상에 따르는 약물치료방법을 주고있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97 년/ D6/ 284 페지/ € 6.60

K21-054

뇌혈관질병상식
Common Sense of Disease on Cerebral Blood Vessel
뇌출혈, 뇌혈전, 뇌경색, 뇌동맥경화증, 주요혈관, 질병들의 발생기준,
증상치료, 구급대책을 상식적으로 주고있다.
인민보건사/ 1997 년/ D6/ 92 페지/ € 4.20

K21-055

당뇨병상식
Common Knowledge of Diabetes
당뇨병의 예방과 치료에서 나서는 상식들을 서술하였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6 년/ D6/ 100 페지/ € 5.60

K21-056

두뇌개발속독 1-6
Intelligence-Developing Fast Reading 1 ~ 6
속독훈련내용, 방법을 주었다.
조선출판물수출입사/ 2014 년/ D5/ 권당 298 페지/ € 162.00

K21-057

두뇌단련의 학교 1-10
Brain Training Course 1-10
어린이들의 추리와 판단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지능계발참고서이다.
조선출판물수출입사/ 2012 년/ D6/ 권당 200 페지/ € 34.00

K21-058

대사증후군
Metabolic Syndrome
대사증후군의 개념과 중요질병, 합병증의 치료방법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2 년/ A5/ 250 페지/ € 6.60

K21-059

대중약품편람
Handbook of Popular Medicines
질병치료와 관련하여 치료예방기관들과 약국에서 많이 취급되는 약물들을
위주로 약이름(라틴어, 중어)을 적응증, 용법, 주의점과 함께 주었다.
조선출판물수출입사/ 2011 년/ D5/ 400 페지/ € 19.00

K21-060

령통사지 (도판편)
Illustrations of Ryongthong Temple (Part of Illustrations)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와 일본 다이쇼대학이
공동으로 발굴한 유적들에 대하여 서술하고있다.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2004 년/ A4/ 172 페지/ € 67.50

K21-061

령통사유적발굴보고
Report of Unearthing the Ruins of Ryongthong Templ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와 일본 다이쇼대학이
공동으로 진행한 유적발굴조사보고를 서술하고있다.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2004 년/ A4/ 206 페지/ € 54.00

K21-062

로년기건강관리
Health Care for the Aged
로년기건강관리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상식적으로 서술하였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2 년/ A5/ 150 페지/ € 5.40

K21-063

류마치스관절질병의 예방치료 (문답)
Questions and Answers about Prevention of Rheumatic Diseases
류마치스관절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하여 문답으로 서술하였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2 년/ A5/ 200 페지/ € 6.80

K21-064

림상심장초음파진단요점
Knack of Diagnosis Based on Clinical Ultrasonography of Heart
심장초음파진단에서 나서는 중요문제들을 서술하였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2 년/ A5/ 150 페지/ € 6.80

K21-065

림상심전도해석총서
Compendium of Clinical Ecg Interpretation
심전도에 대한 기초림상에서 심전도소견을 종합적으로 서술하였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5 년/ A4/ 750 페지/ € 47.30

K21-066

림상약물리용지식
Application Knowledge of Clinical Medicinals
림상약물의 리용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원리적으로 서술하였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6 년/ D5/ 350 페지/ € 21.00

K21-067

랭병치료
Body Chill Treatment
랭병의 원인, 증상, 예방, 치료대책을 통속적으로 서술하였다.
인민보건사/ 2009 년/ D6/ 80 페지/ € 3.80

K21-068

면역질병의 림상
Clinical Treatment of Diseases in the Immune System
림상실천에서 제기되는 면역학적문제들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2 년/ D5/ 300 페지/ € 11.50

K21-069

몸단련을 위한 힘훈련방법
Instruction for Body Building
청소년학생들과 근로자들의 운동을 위한 계획작성과 준비운동 및
힘훈련방법을 서술하고있다.
조선출판물수출입사/ 2010 년/ A5/ 200 페지/ € 5.70

K21-070

문학의 정보화
Informationalization of Literature
문학에서의 정보화과정을 론리적으로 해설하였다.
금성청년출판사/ 2009 년/ A5/ 280 페지/ € 6.60

K21-071

물리학발전이야기 1
Story about the Development of Physics 1
물리학발전사를 체계화하여 서술하였다.
금성청년출판사/ 2009 년/ A5/ 352 페지/ € 5.90

K21-072

민간료법과 건강
Folk Remedies and Health
민간에서 건강과 장수에 쓰이는 여러가지 치료방법들을 서술하였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2 년/ A5/ 500 페지/ € 12.00

K21-073

민간안마묘술
Clinical Massage
가정에서 할수있는 안마방법을 소개하였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4 년/ A5/ 160 페지/ € 5.70

K21-074

변비의 고려신의치료
Koryo and Modern Treatment of Constipation
일반적인 변비증의 원인과 고려신의치료방법을 주었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9 년/ A5/ 150 페지/ € 4.10

K21-075

부항료법
Cupping Remedy
몸의 여러 계통에서 질병을 부항으로 치료하는 묘리를 알기 쉽게 서술하였다.
인민보건사/ 2012 년/ D6/ 80 페지/ € 4.80

K21-076

부인과수술도해 1, 2
Diagrams of Gynaecological Surgery 1, 2
부인과질병에 대한 수술방법을 그림과 함께 서술하였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2 년/ D5/ 권당 300 페지/ € 23.00

K21-077

불멸의 꽃 《김정일화》
Kimjongilia, The Immortal Flower
김정일화의 명명경위와 그에 대한 반영자료, 꽃의 생물학적특징과
재배방법을 서술하고있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98 년/ A5/ 184 페지/ € 4.00

K21-078

불임증상식
Common Knowledge of Sterility
불임증과 관계되는 요인들, 그 예방치료대책들을 자료적으로 서술하였다.

인민보건사/ 2011 년/ A5/ 150 페지/ € 5.40

K21-079

비뇨기초음파진단
Ultrasonic Diagnosis of Urinary Diseases
비뇨기질병들의 초음파진단방법들을 서술하였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5 년/ D5/ 350 페지/ € 25.20

K21-080

비뇨기외과학
Surgical Urology
총론과 각론으로 되여있는데 총론에서는 비뇨성기질병의 증후와 진단,
기구치료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였고 각론에서는 뇨로결석증, 뇨도협착의
내시경수술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하고있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2 년/ A5/ 312 페지/ € 20.25

K21-081

비루스성간경변증과 합병증
Virus-Caused Cirrhosis and Complication
비루스성간경변증의 진전과정, 예방, 합병증의 치료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2 년/ A5/ 380 페지/ € 10.80

K21-082

백반치료상식
Common Knowledge on Treatment of White Spot
피부병의 하나인 백반에 대한 예방치료상식을 알기 쉽게 해설하였다.
인민보건사/ 2012 년/ D6/ 80 페지/ € 4.70

K21-083

산후 녀성들의 건강관리
Health Care after Childbirth
해산전 1 년까지의 기간에 녀성들의 섭생조절, 감정, 건강, 육체미조절 등과
갓난아이키우기와 관련한 간단한 상식을 소개하였다.
조선출판물수출입사/ 2013 년/ A5/ 170 페지/ € 6.80

K21-084

삼바리와 그 리용
Asteroid and Its Use
삼바리와 유효성분과 약리작용, 건강식품의 종류와 효능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인민보건사/ 2011 년/ D6/ 80 페지/ € 4.00

K21-085

상식문답집
Questions & Answers for Common Knowledge

식생활과 문화생활을 다양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건강상식, 고려의학상식,
옷차림상식, 일반상식을 서술하였다.
조선출판물수출입사/ 2015 년/ D6/ 430 페지/ € 6.75
K21-086

상식자료집 1-5
Collection of Common Knowledge 1-5
근로자들의 문화생활과 식생활을 다양하고 정서적으로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체육상식, 동물상식, 료리상식으로 나누어 편집하였다.
조선출판물수출입사/ 2007-2016 년/ D6/ 권당 400 페지/ € 27.50

K21-087

상용고려약 제제
Preparation of Everyday Koryo Medicine
고려약을 만드는 법, 사용법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있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98 년/ A5/ 224 페지/ € 5.10

K21-088

소화기내시경에 의한 진단과 치료
Diagnosis and Treatment of Digestive Disorders Based on the Use of
Endoscope
내시경에 의한 소화기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2 년/ D5/ 160 페지/ € 10.80

K21-089

소화기질병상식
Common Knowledge of Digestive Disorders
일상생활에서 배아픔과 소화장애를 보고 병을 진단치료하는 방법을
서술하였다.
인민보건사/ 2014 년/ D6/ 150 페지/ € 6.20

K21-090

소화기외과질병문답집
Questions and Answers about Diseases of Digestive Organs
소화기외과질병들의 원인, 증상, 치료방법을 문답형식으로 서술하였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2 년/ A5/ 230 페지/ € 9.20

K21-091

소아진료편람
Handbook of Clinical Pediatrics
소아과림상에서 나서는 질병들의 증상, 진단, 치료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6 년/ D5/ 600 페지/ € 35.00

K21-092

수재의 벗 3
Companion of Genius 3
고급중학교 학생들을 위한 물리학습참고서이다.
금성청년출판사/ 2004 년/ A5/ 220 페지/ € 5.10

K21-093

수예실기 1
Practice of Embroidery 1
여러가지 수예기법들을 그림과 함께 주고있다.
2.16 예술교육출판사/ 1998 년/ A5/ 126 페지/ € 2.84

K21-094

식물성분편람
Guide to Vegetable Composition
우리 나라에서 자라는 식물속에 들어있는 성분들의 조성과 함량을
서술하였다.
농업출판사/ 2009 년/ A5/ 350 페지/ € 6.60

K21-095

식생활과 건강보호
Eating Habit and Health Care
음식을 통한 영양소섭취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문제들을 서술하였다.
인민보건사/ 2015 년/ A5/ 200 페지/ € 8.10

K21-096

식생활묘리
Knack of Diet
건강장수와 관련한 요인과 건강장수하는데 필요한 식생활묘리들을 묶어서
서술하였다.
인민보건사/ 2011 년/ A5/ 150 페지/ € 5.40

K21-097

식품을 리용한 병다스리기
Dietary Cures
여러 전문과들에서 흔히 보게 되는 질병들을 추려 해당 질병에 대한 개념,
원인 및 증상을 간단명료하게 주고 그 병의 치료에 좋은 식품들을 만드는법,
쓰는법을 소개하고있다.
인민보건사/ 2007 년/ A5/ 136 페지/ € 3.51

K21-098

신묘한 고려약 배꼽붙임료법
Navel Adhesive, Mystery Remedy
배꼽에 고려약을 붙이면 약의 유효성분들이 직접 몸안으로 들어가 약리작용,
신경조절기능을 회복하다는데 대하여 서술하였다.
인민보건사/ 2015 년/ A5/ 250 페지/ € 12.20

K21-099

신묘한 반사료법
Wonderful Stimulation Therapy

반사료법으로 병을 치료하는 원리와 대책들을 통속적으로 서술하였다.
인민보건사/ 2009 년/ D6/ 150 페지/ € 4.00

K21-100

신묘한 생물전기자극료법
Wonderful Therapy of Bioelectric Stimulation
그 어떤 외부전원을 쓰지 않으면서 자체로 병을 손쉽게 치료하는
생물전기자극료법을 서술하였다.
인민보건사/ 2014 년/ A5/ 100 페지/ € 5.90

K21-101

실내환경과 건강
Indoor Environment and Health
실내환경에서 오염인자들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투쟁방법, 개선대책을
주었다.
인민보건사/ 2009 년/ D6/ 150 페지/ € 5.60

K21-102

실용고려약처방
Practical Koryo Medicine Prescriptions
고려의학 내과분야에서 거둔 성과자료와 경험처방을 주었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6 년/ A5/ 300 페지/ € 5.80

K21-103

심전도판독묘리
Tips of Ecg
심전도판독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요점적으로 서술하였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2 년/ A6/ 100 페지/ € 4.00

K21-104

생활과 건강장수 3-6
Life & Longevity 3-6
약품에 의존함이 없이 건강장수를 누릴수 있는 수법치료를 기본으로 하는
비약물건강료법을 서술하고있다.
조선출판물교류협회/ 1999 년-2001 년/ A5/ 권당 280 페지/ € 28.64

K21-105

생활성중독과 건강보호
Life Toxication and Health Care
식료품첨가제, 색소 등의 유기체에서의 분비과정과 그의 독성, 해독,
예방지식을 서술하고있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4 년/ A5/ 176 페지/ € 5.40

K21-106

생활환경과 건강 2
Living Environment and Health 2
사람들이 흔히 쓰는 일용품을 비롯하여 날씨, 계절, 지구변화에서 생기는

질병들을 예방하는 문제들을 통속적으로 서술하였다.
인민보건사/ 2014 년/ D6/ 170 페지/ € 6.50

K21-107

자연식품에 의한 질병치료
Treatment of Diseases by Natural Foods
쉽게 얻을수 있는 식초, 마늘, 알로에, 살구씨로 여러가지 병을 고치거나
예방할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조선출판물수출입사/ 2013 년/ A5/ 120 페지/ € 6.10

K21-108

자연치료상식 1
Common Knowledge of Natural Treatment 1
사람들의 건강장수에 자연인자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서술하고있다.
인민보건사/ 2007 년/ A5/ 140 페지/ € 5.13

K21-109

자연에서 건강을 찾자
Recover Your Health in Nature
자연의 혜택에 의한 인체건강관리에서 제기되는 치료방법을 주었다.
인민보건사/ 2009 년/ A5/ 150 페지/ € 4.70

K21-110

장수의 주되는 적- 성인병
Diseases of Adult-The Main Obstacle to Longevity
현대병의 여러 요소들에 대한 상식과 약물치료, 민간료법을 통속화하여 알기
쉽게 서술하였다.
인민보건사/ 2009 년/ D6/ 120 페지/ € 4.20

K21-111

저주파침혈표면자극치료
Remedial Stimulation of the Surface of Acupoints by Low Frequency
저주파에 의한 침혈표면자극원리, 기구치료방법을 서술하였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5 년/ D5/ 300 페지/ € 13.50

K21-112

전통의학리용안내
National Guidelines on Use of Traditional Medicine
고려의학과학원이 창립된이래 지난 40 여년동안에 이룩한
고려의학령역에서의 성과와 경험들을 서술하고있다.
세계보건기구전통의학협동연구중심/ 2005 년/ A5/ 752 페지/ € 27.00

K21-113

정형외과학
Orthopedics
정형외과의 진단 및 치료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과 회복치료에서

나서는 문제들과 각 계통별에 따르는 질병들에 대한 진단 및 치료방법들이
서술되여있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2 년/ D5/ 348 페지/ € 36.45
K21-114

젖먹이어머니상식
Common Knowledge of Nursing Mothers
젖먹이어린이들을 키우는데서 어머니들이 알아야 할 상식을 서술하였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4 년/ A5/ 100 페지/ € 5.70

K21-115

조선동물지 (량서파충류)
Korean Fauna (Amphibians and Reptiles)
량서류와 파충류의 형태, 분포, 경제적의의를 주었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9 년/ D5/ 100 페지/ € 27.00

K21-116

조선동물지 (조류편 1, 2)
Korean Fauna (Bird 1, 2)
조류의 분포, 형태, 생태, 경제적의의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1 년/ D5/ 권당 230 페지/ € 54.00

K21-117

조선동물지 (어류편 1-3)
Korean Fauna(Fishes 1-3)
우리 나라에 퍼져있는 척추동물의 형태, 생태, 분포, 경제적의의와 함께
그림을 안받침하여주었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6-2008 년/ D5/ 권당 258 페지/ € 81.00

K21-118

조선동물지(포유류편)
Korean Fauna (Mammals)
우리 나라 동물(포우류)들의 분류, 특성을 서술하였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5 년/ D5/ 300 페지/ € 27.00

K21-11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약전 (제 7 판)
Pharmacopoeia of the DPRK (7th Edition)
의약품의 질적지표, 실험방법, 검정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1 년/ D5/ 1500 페지/ € 54.00

K21-120

조선식물지 3
Korean Flora 3
우리 나라의 식물들을 강과 목으로 분류하여 그 특징과 용도, 분포지들을

서술하고있다.
과학기술출판사/ 1997 년/ D5/ 380 페지/ € 13.50

K21-121

조선식물지 5
Korean Flora 5
우리 나라의 식물들을 강과 목으로 분류하여 그 특징과 용도, 분포지들을
서술하고있다.
과학기술출판사/ 1997 년/ D5/ 380 페지/ € 13.50

K21-122

조선식물지 6
Korean Flora 6
우리 나라의 식물들을 강과 목으로 분류하여 그 특징과 용도, 분포지들을
서술하고있다.
과학기술출판사/ 1998 년/ D5/ 380 페지/ € 13.50

K21-123

조선식물지 8
Korean Flora 8
우리 나라의 식물들을 강과 목으로 분류하여 그 특징과 용도, 분포지들을
서술하고있다.
과학기술출판사/ 1998 년/ D5/ 380 페지/ € 13.50

K21-124

조선식물지 9
Korean Flora 9
우리 나라의 식물들을 강과 목으로 분류하여 그 특징과 용도, 분포지들을
서술하고있다.
과학기술출판사/ 1999 년/ D5/ 380 페지/ € 13.50

K21-125

조선식물지 10
Korean Flora 10
우리 나라의 식물들을 강과 목으로 분류하여 그 특징과 용도, 분포지들을
서술하고있다.
과학기술출판사/ 2000 년/ D5/ 380 페지/ € 13.50

K21-126

조선식물원색도감 1, 2
Pictorial Book of Korean Flora 1, 2
우리 나라의 주요식물 1 000 여종을 분류체계에 따라 서술하고 그에 대한
원색그림을 주었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0 년/ D5/ 권당 330 페지/ € 54.00

K21-127

조선자연치료자원총서 1: 광천감탕치료자원
Cycle of Korean Natural Resources for Treatment 1: Mineral Water and
Mud for Treatment

우리 나라의 약수와 온천, 치료용감탕과 산천수, 기후지대와 풍경에 따르는
자연치료자원들에 대한 연구성과들을 학문별로 서술하고있다.
고등교육도서출판사/ 2005 년/ D5/ 536 페지/ € 81.00
K21-128

조선자연치료자원총서 2: 산천수치료자원
Cycle of Korean Natural Resources for Treatment 2: Natural Water for
Treatment
우리 나라의 약수와 온천, 치료용감탕과 산천수, 기후지대와 풍경에 따르는
자연치료자원들에 대한 연구성과들을 학문별로 서술하고있다.
고등교육도서출판사/ 2005 년/ D5/ 548 페지/ € 81.00

K21-129

조선자연치료자원총서 3: 기후풍경치료자원
Cycle of Korean Natural Resources for Treatment 3: Climate and
Environment for Treatment
우리 나라의 약수와 온천, 치료용감탕과 산천수, 기후지대와 풍경에 따르는
자연치료자원들에 대한 연구성과들을 학문별로 서술하고있다.
고등교육도서출판사/ 2005 년/ D5/ 356 페지/ € 54.00

K21-130

조선약초전서 1
Compendium of Korea Medicinal Herbs 1
조선약초(하등식물편)의 이름, 기원, 식물형태, 성분, 약리작용, 응용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9 년/ D5/ 320 페지/ € 20.25

K21-131

조선약초전서 2
Compendium of Korean Medicinal Herbs 2
우리 나라 고등식물중 380 여종의 약초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0 년/ D5/ 280 페지/ € 20.25

K21-132

조선약용식물 (원색)
Korean Medicinal Herbs(Heliotype)
식용으로 리용할수 있는 식물들의 종류와 분포, 형태, 리용방법들을
서술하고있다.
농업출판사/ 1993 년/ D5/ 248 페지/ € 23.36

K21-133

조선약용식물지 2
The Flora of Korean Medicinal Herbs 2
우리 나라의 약용식물가운데서 900 여종에 대한 형태학적특징과 분포,
화학적성분들과 약재이름, 약재 쓰는 부위 및 약재의 용도 등을 알기 쉽게
하나의 학술체계에 따라 식물별로 묶고 매개 식물학명에서 기재하는
방향에서 서술하고있다.

농업출판사/ 1998 년/ D5/ 302 페지/ € 13.50
K21-134

조선의 산줄기
Mountain Ranges of Korea
우리 나라 산줄기를 조사연구한 자료들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한 도서로서
백두산대줄기의 선정, 그 형성과 구성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 나라 산줄기의
일반적특성에 대하여 서술하고있다.
과학기술출판사/ 1999 년/ D5/ 154 페지/ € 20.00

K21-135

조선의 특산식물
Indigenous Plants of Korea
우리 나라 특산식물 300 여종의 분포형태, 특징을 서술하였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5 년/ D5/ 350 페지/ € 12.20

K21-136

조선의 화석 2
Fossils in Korea 2
우리 나라에 알려진 중생대의 화석들을 종합하여 편집하고있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92 년/ A5/ 112 페지/ € 10.00

K21-137

조선의 야생화초
Wild Flowers of Korea
우리 나라 야생화초들의 이름, 분류, 형태, 분포, 리용 등을 서술하였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9 년/ A5/ 250 페지/ € 10.80

K21-138

조제일군의 벗
Dispenser’s Guide
약제사, 조제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문제들을 서술하였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2 년/ D5/ 300 페지/ € 11.50

K21-139

종합질병진단 2
Comprehensive Diagnosis of Diseases 2
질병들의 진단과 치료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종합서술하였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2 년/ D5/ 400 페지/ € 16.20

K21-140

종이접기놀이
Paper-Folding Game
어린이지능계발을 위한 여러가지 종이접기방법들을 편집하였다.
근로단체출판사/ 2016 년/ A5/ 200 페지/ € 6.50

K21-141

주요세계상식
The Major World Common Sense
우주와 지구, 인체와 관련한 지식을 비롯하여 인류가 자연과 사회,
과학기술발전에서 이룩한 업적들을 여러가지 사진자료들과 표들을
안받침하여 포괄적으로 알기 쉽게 해설해주고있다.
조선출판물수출입사/ 2007 년/ D6/ 322 페지/ € 4.30

K21-142

중독의 림상
Clinical Treatment of Poisoned Cases
여러가지 중독의 진단,치료,예방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3 년/ D6/ 400 페지/ € 8.10

K21-143

중로년기건강
Health for the Middle Aged and Old Aged People
중로년기에 맞다들리는 질병과 이때의 건강관리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그림으로 재미있게 보여주고있다.
인민보건사/ 2005 년/ A5/ 218 페지/ € 4.32

K21-144

지능계발수학 3-9
Intelligence-Developing Mathematics 3-9
소학교학생들의 추리와 판단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지능계발수학참고서이다.
조선출판물수출입사/ 2009 년/ A5/ 권당 330 페지/ € 5.40/Vol

K21-145

지능계발수학 10-15
Mathematics for Developing Intellectual Faculties 10-15
초고급중학교학생들의 추리와 판단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지능계발수학참고서이다.
조선출판물수출입사/ 2015 년/ A5/ 권당 350 페지/ € 8.10Vol

K21-146

지단백대사질병과 기능성식료품
Troubles of Fat and Protein Metabolism and Functional Foods
지단백대사질병과 기능성식료품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2 년/ A5/ 300 페지/ € 9.50

K21-147

질병에 따르는 고려약음식
Foods Prescribed by Koryo Medicine against Diseases
계통별질병에 따르는 고려약음식들을 서술하였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3 년/ A5/ 350 페지/ € 8.80

K21-148

재미나는 수학유희

Amusement Mathematics
여러가지 론리문제, 수학유희, 수학요술문제 등 수학적지혜를 키우는데
도움을 주는 문제들을 서술하고있다.
조선출판물수출입사/ 2001 년/ A5/ 236 페지/ € 4.00
K21-149

재미나요 바둑배우기
Interesting-Go Learning
어린이들의 바둑교육을 위한 기초지식과 수풀이 200 문제를 알기 쉽게
해설해주고있다.
체육출판사/ 2004 년/ A5/ 152 페지/ € 2.70

K21-150

천연건강음식
Natural Health Foods
천연건강음식에 속하는 건강음식과 건강음료에 대하여 통속적으로 주었다.
인민보건사/ 2013 년/ D6/ 120 페지/ € 4.70

K21-151

천연식물을 리용한 병치료
Natural Plants for Different Remedies
천연식물을 통한 병치료방법을 서술하였다.
조선출판물수출입사/ 2016 년/ A5/ 400 페지/ € 9.50

K21-152

천연혈전용해제 룸브로키나제
Lumbrokinase, A Natural Thrombus Solvent
참지렁이에서 추출한 룸브로키나제에 대한 개념과 림상콤퓨터자료들을
통속적으로 서술하였다.
인민보건사/ 2012 년/ D6/ 100 페지/ € 5.40

K21-153

치주내과림상
Clinical Treatment of Alveolar Diseases
치주내과질병들의 증상, 진단, 치료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2 년/ A5/ 230 페지/ € 9.20

K21-154

체육외상치료종합안내서
General Instruction of Traumatic Treatment for Athletic Purposes
체육외상과 관련된 자료들과 그 치료대책을 소개하였다.
조선출판물수출입사/ 2013 년/ A4/ 516 페지/ € 23.00

K21-155

최신약제기술
Latest Pharmaceutical Technology
약제기술과 생산을 결합시켜 의약들의 질과 효과를 높이는 문제를

서술하였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3 년/ D5/ 300 페지/ € 11.50

K21-156

콤퓨터지원약물설계
Computer-Aided Pharmaceutical Planning
콤퓨터에 의한 약물설계의 개념과 원리, 방법들을 서술하였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2 년/ A5/ 320 페지/ € 10.00

K21-157

피부병
Skin Diseases
여러가지 피부병의 발생원인, 치료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2 년/ D6/ 200 페지/ € 5.40

K21-158

피부위생과 미용
Clean Skin and Beauty
피부병상식과 예방치료에서 지켜야 할 내용들을 통속적으로 서술하였다.
인민보건사/ 2014 년/ D5/ 150 페지/ € 5.70

K21-159

필수약품
Essential Drugs
여러가지 질병을 치료하는데 절실히 필요한 약품과 그 리용방법을
해설하고있다.
세계보건기구전통의학협동연구중심/ 2002 년/ A5/ 412 페지/ € 9.45

K21-160

함께 먹지 말아야 할 음식물
Opposing Dishes
사람들의 식생활에서 함께 먹지 말아야 할 음식물을 통속적으로 서술하였다.
인민보건사/ 2010 년/ A5/ 120 페지/ € 5.40

K21-161

허리, 다리아픔상식문답
Q & A for Back and Leg Troubles
허리, 다리의 기능 및 아픔에 대한 일반상식들과 그 예방대책을 그림과 함께
문답의 방법으로 서술하였다.
인민보건사/ 2010 년/ A5/ 120 페지/ € 5.70

K21-162

허리관리상식수첩
Handbook for the Care of Your Back
일상생활에서 허리관리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삽도와 함께 주었다.

조선출판물수출입사/ 2010 년/ D6/ 100 페지/ € 4.00

K21-163

허리질병상식
Common Knowledge of Lower Back Troubles
허리병의 원인과 형태, 증상, 치료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상식으로
서술하였다.
인민보건사/ 2014 년/ D6/ 150 페지/ € 5.70

K21-165

혈관외과 2
Vascular Surgery 2
혈관외과질병들의 진단,치료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3 년/ D5/ 270 페지/ € 5.70

K21-166

형질전환동식물의 개발과 리용
Development and Use of Transformed Animals and Plants
새로운 동식물품종을 만들어내는 생물공학적방법에 대하여 서술하고있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96 년/ A5/ 216 페지/ € 5.27

K21-167

효능높은 항산화제
Effective Anti-Oxidant
세포면역부활제로서 순환기계통을 비롯한 여러 계통장기들에 효과가 높은
약제를 서술하였다.
인민보건사/ 2011 년/ A5/ 100 페지/ € 5.10

K21-168

효능높은 엄나무신경통알약
Efficacious Caster Aralia Antneuralgic Tablet
우리 나라에 흔한 엄나무를 가지고 류마치스성질병과 신경계통에 대한
치료대책을 서술하였다.
인민보건사/ 2013 년/ A5/ 100 페지/ € 6.10

K21-169

흔히 쓰는 고려약의 안정성
Stability of Koryo Medicinals for Everyday Use
고려약이 인체에 주는 불량반응을 줄이고 약물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상식들을 주었다.
인민보건사/ 2016 년/ D6/ 80 페지/ € 5.60

K21-170

흔히 쓰는 음식감으로 병치료
Remedial Use of Materials of Everyday Dishes
마늘, 파, 생강을 비롯하여 흔히 쓰는 음식감으로 병을 치료할수 있는

민간료법들을 수집정리하였다.
인민보건사/ 2014 년/ A5/ 200 페지/ € 11.10

K21-171

흥미있는 자석치료
Interesting Magnet-Based Therapy
자석을 리용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주었다.
인민보건사/ 2009 년/ D6/ 100 페지/ € 5.00

K21-172

해산을 전후한 녀성건강
Health Care before and after Childbirth
해산을 전후한 시기 녀성들의 건강관리, 요점과 치료대책을 통속적으로
주었다.
인민보건사/ 2007 년/ A5/ 116 페지/ € 4.00

K21-173

화산용암속에 묻힌 인류화석
Human Fossils Buried under Volcanic Lava
함경북도 화대군에서 나온 인류화석을 연구하고 그 연구성과를 서술하였다.
사회과학출판사/ 2004 년/ A5/ 160 페지/ € 4.00

K21-174

아픔과 침의 작용
Pains and Effects of Needles
여러가지 아픔때 침으로 아픔을 멈추는 작용과 기전을 서술하였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2 년/ A5/ 250 페지/ € 8.10

K21-175

아픔의 신경봉쇄
Nervous Blockade of Pains
여러가지 질병때 아픔을 막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2 년/ D5/ 300 페지/ € 11.50

K21-176

아이를 총명하게 키우려면
Guide to Better Intelligence of Children
어린이들을 총명하게 키우는 문제들을 서술하였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3 년/ A5/ 200 페지/ € 6.80

K21-177

암치료약물과 리용
Cancer-Treating Medicinals and Their Application
암성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쓰이는 약물들을 서술하였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5 년/ A5/ 300 페지/ € 7.30

K21-178

암예방상식문답
Questions and Answers on Common Knowledge of Cancer Prevention
암을 예방치료하는데 좋은 200 가지 상식자료를 문답으로 주었다.
인민보건사/ 2009 년/ D6/ 100 페지/ € 3.90

K21-179

암의 예방과 조기치료
Prevention and Early Treatment of Cancer
악성종양의 병리, 림상증상, 예방, 치료합병증과 그 대책, 페암, 위암, 식도암,
간암, 직장암, 취장암, 백혈병, 유선암에 대하여 서술하고있다.
의학과학출판사/ 1993 년/ A5/ 344 페지/ € 8.37

K21-180

약 및 음식물의 배합금기
Incompatibility of Medicines and Foods
여러가지 질병때 식료품과 약의 리용에서 주의할 점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2 년/ A5/ 200 페지/ € 8.10

K21-181

약물리용상식 (간보호약, 항결핵약, 항비루스약)
Common Knowledge of Medicinal Use (Anti-Hepatitis, Anti-Tb and AntiVirus Drugs)
일상생활에서 잘 맞다들리는 간염, 결핵, 비루스질병때 쓰이는
약물리용상식을 서술하였다.
인민보건사/ 2014 년/ A5/ 130 페지/ € 6.10

K21-182

약물치료상식문답
Questions and Answers on Common Knowledge of Medicinal Therapy
가정들에서 약을 쓸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문제들을 문답의 방법으로 주었다.
인민보건사/ 2007 년/ D6/ 110 페지/ € 2.70

K21-183

약초의 약리작용과 응용
Pharmacological Effects of Medicinal Herbs and Their Application
우리 나라 약초식물들의 약리작용과 리용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2 년/ D5/ 300 페지/ € 11.50

K21-184

약초와 산나물리용상식
Common Knowledge on Using Medicinal Herbs and Wild Vegetables

우리 나라의 산과 들에 있는 약초들의 리용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5 년/ A5/ 170 페지/ € 7.30

K21-185

어런이질병의 영양료법
Infantile Diseases and Diet
어린이질병때 영양관리방법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5 년/ D5/ 220 페지/ € 8.40

K21-186

어린이약물수첩
Handbook of Medication for Children
어린이질병에 자주 쓰이는 약물들을 증상과 진단에 맞게 쓰는데 편리하게
편집하였다.
조선출판물수출입사/ 2016 년/ D6/ 250 페지/ € 5.60

K21-187

얼굴부위수술수기
Manual of Operations on the Face
얼굴수술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그림과 함께 서술하였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2 년/ A5/ 250 페지/ € 9.50

K21-188

유선질병상식
Common Knowledge of Breast Diseases
유선증과 유선암을 비롯하여 유선질병들의 예방치료대책을 문답의 방법으로
서술하였다.
인민보건사/ 2014 년/ A5/ 150 페지/ € 6.50

K21-189

응용미생물전서 (농업미생물)
Compendium of Applied Microorganism(Agricultural Microorganism)
농업미생물의 종류와 생태, 분포를 주고 언 땅을 걸구고 비료와 살초제,
농약의 효능을 높이며 농작물의 자라기 및 발육을 조절하고 병해를 막는데
필요한 내용을 서술하고있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94 년/ A5/ 246 페지/ € 9.18

K21-190

응용미생물전서 (항생소편 1)
Compendium of Applied Microorganism(Antibiotic Elements 1)
항생소를 취급한 미생물전서 분책이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94 년/ A5/ 256 페지/ € 9.18

K21-191

이발건강과 영양
Dental Care and Nutrition

이발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영양섭취를 과학적으로 한다는 상식을
통속적으로 주었다.
인민보건사/ 2013 년/ D6/ 100 페지/ € 4.80
K21-192

이발상식문답
Q & A for Dental Care
구강의 질병과 원인, 증상치료법을 문답의 방법으로 주었다.
인민보건사/ 2010 년/ D6/ 80 페지/ € 4.00

K21-193

이삭기증의 예방
Prevention of Caries
이삭기와 관련한 연구자료들과 여러가지 병적인자들에 대한 예방치료대책을
주었다.
인민보건사/2016 년/ D6/ 80 페지/ € 5.30

K21-194

인간의 자연수명 1
Natural Lifespan of Man 1
인간이 자연수명에 도달하기 위한 여러가지 리로운 생활방식과 인자들에
대하여 알기쉽게 서술하였다.
인민보건사/ 2016 년/ A5/ 350 페지/ € 8.40

K21-195

일반간호상식
General Guide in Attending Patients
환자에게 정성을 다하여 그들이 병에 대한 신심을 가지도록 간호의 상식적인
문제들을 주었다.
인민보건사/ 2010 년/ A5/ 150 페지/ € 6.75

K21-196

외과진료편람
Handbook of Clinical Surgery
외과질병에 대한 림상치료방법을 서술하였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4 년/ A4/ 700 페지/ € 40.50

K21-197

외과집중치료환자의 치료
Intensive Surgical Treatment and Care for the Patient
외과집중치료실에서 환자의 간호와 관리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2 년/ A5/ 280 페지/ € 9.50

K21-198

의학면역학
Medical Immunology
최근에 분자적수준에서 밝혀진 주요 조직적합성복합체구조와 그 유전자산물,

점착인자와 CD 계렬, 인터로이킨을 비롯한 여러가지
찌토카인면역담당세포들의 표면접수체와 린간드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하고있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7 년/ D5/ 468 페지/ € 27.00
K21-199

의학상식그림책: 우리몸의 ≪비밀≫ (소화기편)
Illustrated Book of Common Sense of Medicine： Findings in Human
Body (Digestive Organs)
소화기계통의 구조와 작용, 해부생리학적특징을 그림으로 주었다.
인민보건사/ 2007 년/ A5/ 100 페지/ € 3.50

K21-200

의약품상식
Everyday Knowledge of Medicines
약을 정확히 쓰는법과 각종 질병때 어떤 약을 써야 하는가를 유모아적인
그림과 함께 소개하였다.
조선출판물수출입사/ 2013 년/ D5/ 200 페지/ € 10.80

K21-201

왜 그럴가 2
Why Does It Happen 2
수학지능계발을 위한 도서이다.
금성청년출판사/ 2004 년/ D6/ 172 페지/ € 2.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