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書名 著者 出版社 出版日付 ISBN(paper) DDC 分野

1 중국 현ㆍ당대문학의 이해 백정희/김상원 한국학술정보 2003-05-31 9788953403772 895.109 中国文学

2 원굉도 문학사상 이기면 한국학술정보 2007-03-01 9788953464421 895.109 中国文学

3 중국환타지소설의 원조, 습유기 김영지 한국학술정보 2007-04-30 9788953466838 895.131 中国文学

4 중국현대산문사 린훼이 한국학술정보 2007-07-15 9788953469617 895.145 中国文学

5 중국 현대 단막극선 호적 등 저 한상덕역 한국학술정보 2007-11-30 9788953478756 895.1252 中国文学

6 중국 현대문학의 향연 정수국 한국학술정보 2008-04-30 9788953486744 895.109 中国文学

7 중국의 상징주의 시문학 정수국 한국학술정보 2008-05-26 9788953491588 890 中国文学

8 중국문화의 이해 박충순 한국학술정보 2008-06-30 9788953496675 895.125 中国文学

9 유종원 산문의 문예미 임춘영 한국학술정보 2008-12-20 9788953492196 895.101 中国文学

10 삼자경 주해 한상덕 한국학술정보 2008-12-25 9788953408432 895.112 中国文学

11 文賦譯解 문부역해 : 중국문학비평연구 육기[저],이규일[역해] 한국학술정보 2010-04-05 9788926809648 895.109 中国文学

12 明淸小說選讀(명청소설선독) 김홍겸 한국학술정보 2010-11-23 9788926816813 895.13 中国文学

13 중국의 명문장 감상 김창환 한국학술정보 2011-09-18 9788926825839 895.109 中国文学

14 中國 현대어문학의 탐색(중국 현대어문학의 탐색) 이정길 한국학술정보 2012-02-28 9788926831045 951 中国文学

15 중국문학이론의 모색과 소통 한국중국문학이론학회 한국학술정보 2012-09-21 9788926837719 895.101 中国文学

16 중국 현대문학 작가 열전 이강인 한국학술정보 2014-07-25 9788926864593 895.109 中国文学

17 다시 쓰는 중국풍류문학사 최병규 한국학술정보 2018-09-28 9788926885697 895.109 中国文学

18 중국 문학의 감상
김창경, 공봉진, 김태욱, 

이강인
한국학술정보 2019-02-25 9788926887431 895.109 中国文学

19 한유 문집 연구 정재철 한국학술정보 2019-07-31 9788926889022 895.308 中国文学

20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문학의 이해 김난희 한국학술정보 2008-02-28 9788953482074 895.634 日本文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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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일본문학·일본학 연구의 최전선 임온규 외 14명 한국학술정보 2011-11-04 9788926827871 895.609 日本文学

22 가나데혼 주신구라의 비극성 이성민 한국학술정보 2012-03-02 9788926831946 895.623 日本文学

23 (한 권으로 읽는)일본 문학사 민병훈 한국학술정보 2013-01-18 9788926840306 895.609 日本文学

24 아서 밀러의 사회극 허종 한국학술정보 2003-07-30 9788953404588 812.54 英米文学

25 헤밍웨이 미공개 단편선 김유조 [역] 한국학술정보 2003-08-28 9788953407190 813.52 英米文学

26 위대한 이야기꾼 윌리엄 포크너 한혜경 한국학술정보 2006-07-30 9788953454569 813.52 英米文学

27 셰익스피어와 정신분석 조재희 한국학술정보 2006-10-02 9788953457683 822.33 英米文学

28 라캉의 욕망이론과 셰익스피어 텍스트 읽기 이미선 한국학술정보 2006-11-10 9788953458741 822.33 英米文学

29 데이비드 헨리 황의 작품 읽기 정귀훈 한국학술정보 2007-01-10 9788953463066 812.54 英米文学

30 릴리언 헬먼의 작품에 나타난 젠더 역할 연구 정효숙 한국학술정보 2007-02-15 9788953462243 812.54 英米文学

31 나보코프의 영어소설 윤효윤 한국학술정보 2007-07-16 9788953469396 813.54 英米文学

32 T.S. 엘리엇 문학과 베르그송 철학 양재용 한국학술정보 2007-10-30 9788953477254 820.9 英米文学

33 수병 빌리버드, 평전 황문수 한국학술정보 2007-11-30 9788953478435 813.3 英米文学

34 샤이닝, 미저리, 쇼생크 구원, 스탠 바이 미 에 나타난 개성화 김명희 한국학술정보 2008-06-30 9788953495876 810 英米文学

35 포크너의 남부 김영미 한국학술정보 2008-06-30 9788953496613 813.52 英米文学

36 엘리엇 시에 있어서의 동서 구원관의 융합 최희섭 한국학술정보 2008-07-10 9788953496576 821.912 英米文学

37 헨리 제임스의 소설과 현상학 김경아 한국학술정보 2008-10-06 9788953499928 813.4 英米文学

38 창조적 생명의 실현 -D.H. 로렌스 문학 연구 조일제 한국학술정보 2009-01-01 9788953409705 823.912 英米文学

39 도리스 레싱의 작품과 분석심리학의 접목 박선화 한국학술정보 2009-03-20 9788953413993 823.914 英米文学

40 삶과 죽음의 역설적 드라마 : 헨리 본의 섬광의 부싯돌 장인수 한국학술정보 2009-03-30 9788953414198 821.809 英米文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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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Thomas Pynchon's America 민혜숙 한국학술정보 2009-03-31 9788953417557 813.54 英米文学

42 The Explanation of W.B. Yeats’s Poetry 조미나 한국학술정보 2009-04-30 9788953422582 821.912 英米文学

43
아이리스 머독 소설에 나타난 타자(他者읽기) : 시몬느 베이유의 철학
사상을 중심으로

이혜리 한국학술정보 2009-08-20 9788926802755 823.912 英米文学

44 자유 영혼의 흑인작가, Ralph Ellison의 "블루스 미학" 김미아 한국학술정보 2009-09-28 9788926803219 813.54 英米文学

45 영국 종교시와 낙원회복 운동 :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를 중심으로 강엽 한국학술정보 2010-02-25 9788926808528 821.6 英米文学

46 커트 보니것 소설을 말하다 박광희 한국학술정보 2010-02-26 9788926808337 823.09 英米文学

47 낭만주의 시대의 진정한 사색가, John Keats의 미학 김미아 한국학술정보 2010-09-13 9788926814901 821.7 英米文学

48
헤밍웨이 여성읽기 [Brett Ashley, Catherine Barkley, Maria, Catherine 
Hill]

윤동곤 한국학술정보 2010-10-15 9788926815502 813.5 英米文学

49 열린 영어회화 2 정효숙 한국학술정보 2011-02-05 9788926819609 428 英米文学

50 열린 영어회화 1 정효숙 한국학술정보 2011-02-25 9788926819586 428 英米文学

51 Shakespeare의 작품 세계와 Macbeth(개정판) 박주은 한국학술정보 2011-06-06 9788926822807 822.33 英米文学

52 허만 멜빌 연구 황문수 한국학술정보 2013-04-26 9788926842614 813.4 英米文学

53 전통비극담론의 보수성과 영국 르네상스 드라마 강석주 한국학술정보 2014-05-12 9788926862018 822.33 英米文学

54 영시와 에콜로지 : 대상화에 대한 메타모더니티 이규명 한국학술정보 2016-08-25 9788926876169 821.9 英米文学

55 영국 문학과 번역 김명균 한국학술정보 2019-04-19 9788926887967 823.09 英米文学

56 체홉의 소설과 문학세계 문석우 한국학술정보 2004-05-21 9788953417335 891.733 ロシア文学

57 반성과 지향의 러시아 소설론 이강은 한국학술정보 2009-06-15 9788953434936 891.7309 ロシア文学

58 조르쥬 페렉의 새로운 자서전적 글쓰기 김명숙 한국학술정보 2005-10-30 9788953433472 843.914 フランス文学

59 생트 뵈브와 프랑스 낭만주의 시인들 송태효 한국학술정보 2006-09-15 9788953456525 841.7 フランス文学

60 사무엘 베케트 극 연구 김혜란 한국학술정보 2007-05-31 9788953467958 842.912 フランス文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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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랭보의 현실주의 정남모 한국학술정보 2008-01-21 9788953480858 841.8 フランス文学

62 알베르 카뮈의 미학 김세리 한국학술정보 2008-04-15 9788953477377 840 フランス文学

63 프랑수아 모리악의 작품에 나타난 타자의 문제 김모세 한국학술정보 2008-05-30 9788953491991 840 フランス文学

64 이브 본느프와의 시학 이신자 한국학술정보 2010-05-28 9788926810385 841.914 フランス文学

65 시를 버린 시인 랭보 Rimbaud 한대균 한국학술정보 2012-03-06 9788926831168 841.8092 フランス文学

66 잔 다르크, 프랑스 희곡에서 그녀를 발견하다 이용복 한국학술정보 2012-04-30 9788926832738 842.914 フランス文学

67 프랑스 시 43 작가와의 만남 : 중세에서 21세기 초까지 이신자 한국학술정보 2012-09-03 9788926837092 841 フランス文学

68 아이러니 토마스 만의 마의 산에서 윤순식 한국학술정보 2004-10-04 9788953421042 833.91 ドイツ文学

69 귄터 그라스의 양철북 독일 소시민사회의 해부 조영준 한국학술정보 2004-10-05 9788953421028 833.914 ドイツ文学

70 독일문학과 독일문화 읽기 사순옥 한국학술정보 2007-02-27 9788953462441 830.09 ドイツ文学

71 예술과 실천 변상출 한국학술정보 2007-05-31 9788953467590 830.9 ドイツ文学

72 독일문예학개론 노태한 한국학술정보 2007-09-30 9788953474277 830.09 ドイツ文学

73 로베르트 무질 최성욱 한국학술정보 2008-02-20 9788953481879 833.912 ドイツ文学

74 기록극이란 무엇인가 황성근 한국학술정보 2008-07-28 9788953498112 832.914 ドイツ文学

75 독일문학과 동양의 만남 진상범 한국학술정보 2011-04-22 9788926821466 830.9 ドイツ文学

76 보르헤스의 작품 속에 나타나는 카발라신비주의 민원정 한국학술정보 2007-10-30 9788953474376 860.9 スペイン語文学

77 보르헤스 문학의 헤테로토피아 -고갈되지 않는 문학의 가능성 김수진 한국학술정보 2008-10-31 9788953439436 860 スペイン語文学

78 아랍시와 신화 임병필 한국학술정보 2007-06-25 9788953468818 892.71 アラブ文学

79 우리말로 읽는 송사 300수 이태형 [역주] 이담북스 2009-03-25 9788953411371 895.1142 中国文学

80
클래시컬 차이니즈 중국소설 20 : 명작소설 읽으며 한문 실력 업그레
이드!

최금옥 이담북스 2010-03-08 9788926808399 895.13 中国文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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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형산, 시의 산을 오르다 심우영 이담북스 2012-09-21 9788926837696 895.1109 中国文学

82 중국 문인들의 글쓰기 : 장강의 멜랑꼴리 이은상 이담북스 2012-09-21 9788926837658 895.109 中国文学

83 아미산, 시의 여행을 떠나다 심우영 이담북스 2014-01-10 9788926854105 895.1109 中国文学

84 시언지변 주자청 지음, 이욱진 옮김 이담북스 2020-05-25 9788926899380 895.113 中国文学

85 草枕 쿠사마쿠라 : 풀베개
나쓰메 소세키 지음 ; 조

재중 옮김
이담북스 2013-06-21 9788926843529 895.634 日本文学

86 베니또 쎄레노 멜빌; 황문수 역 이담북스 2009-09-30 9788926802854 813.4 英米文学

87 현대 미국작가들의 선구자 : 스티븐크레인 Stephen Crane
스티븐크레인[저], 최은경

[역]
이담북스 2010-08-09 9788926812372 813.54 英米文学

88 W. B. 예이츠 시 해설 조미나 이담북스 2012-08-20 9788926836194 821.4 英米文学

89 명대사로 읽는 셰익스피어 비극 : 4대비극 외 김종환 이담북스 2012-09-17 9788926837870 822.33 英米文学

90 플레이하우스 이신혜, 서재원, 이지윤 이담북스 2012-11-16 9788926838976 821.7 英米文学

91 명대사로 읽는 셰익스피어 희극 김종환 이담북스 2013-08-16 9788926845561 822.33 英米文学

92 명대사로 읽는 셰익스피어 주요 비극 김종환 이담북스 2015-12-10 9788926871348 822.33 英米文学

93 문학 속의 삶 이관우 이담북스 2012-03-02 9788926831144 830 ドイツ文学

94 현대 아랍 시의 정체성 찾기 임병필 이담북스 2013-03-29 9788926842126 892.7 その他文学

学生向け一般書 94点 405,900円 (10%税込み)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