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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택동과 문화대혁명 김재선 한국학술정보 2009-11-27 9788926805756 951.05 アジア歴史

2 아편과 근대중국 김재선 한국학술정보 2010-10-30 9788926815724 951.03 アジア歴史

3 임진왜란의 흔적.2, 대구·경북 김현우 한국학술정보 2013-03-15 9788926841495 951.902 アジア歴史

4 아랍문화사 전완경 한국학술정보 2013-05-17 9788926842973 935 アジア歴史

5 동아시아의 산성과 평지성 1 윤병모 한국학술정보 2013-09-30 9788926852804 950 アジア歴史

6 동아시아의 산성과 평지성 2 윤병모 한국학술정보 2013-09-30 9788926852828 950 アジア歴史

7 역사 바로 알기 서병국 한국학술정보 2014-02-03 9788926854679 950 アジア歴史

8 현대 유럽의 사회와 문화 김이섭, 김남연[공저] 한국학술정보 2004-08-25 9788953419735 940.2 ヨーロッパ歴史

9 위떼와 제정 러시아 上 석화정 한국학술정보 2010-07-05 9788926811375 947.084 ヨーロッパ歴史

10 위떼와 제정 러시아 下 석화정 한국학술정보 2010-07-05 9788926811399 947.084 ヨーロッパ歴史

11 (18세기)잉글랜드의 인구 변동과 농업 사회의 동요 김성룡 한국학술정보 2011-10-28 9788926827451 941.07 ヨーロッパ歴史

12 영국혁명과 올리버 크롬웰 주연종 한국학술정보 2012-04-02 9788926832172 941.062 ヨーロッパ歴史

13 발해의 기원과 문화 최무장 [역] 한국학술정보 2003-10-30 9788953405288 951.901 東洋歴史

14 통일신라사연구 신형식 한국학술정보 2004-10-25 9788953421387 951.901 東洋歴史

15 아시아의 역사 서병국 한국학술정보 2005-09-15 9788953428737 950 東洋歴史

16 정한론의 배경과 영향 이현희 한국학술정보 2006-01-10 9788953444904 951.902 東洋歴史

17 발해사 1 서병국 편저 한국학술정보 2006-02-01 9788953443990 951.901 東洋歴史

18 발해사 2 서병국 편저 한국학술정보 2006-02-01 9788953444010 951.901 東洋歴史

19 발해사 3 서병국 편저 한국학술정보 2006-02-01 9788953444034 951.901 東洋歴史

20 발해사 4 서병국 한국학술정보 2006-03-02 9788953444058 951.901 東洋歴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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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발해사 5 서병국 한국학술정보 2006-03-02 9788953444072 951.901 東洋歴史

22 발해사 6 서병국 한국학술정보 2006-03-02 9788953444096 951.901 東洋歴史

23 1920년대 전북지역 농민운동 홍영기 한국학술정보 2006-06-20 9788953451988 951.902 東洋歴史

24 동양의 역사 전개 서병국 한국학술정보 2006-07-03 9788953446625 950 東洋歴史

25 거란제국사연구 서병국 한국학술정보 2006-07-03 9788953448988 951.024 東洋歴史

26 지나간 경주 양동마을 이야기 강동진 한국학술정보 2006-07-10 9788953453807 951.9 東洋歴史

27 조선시대 향리층의 지속성과 변화 박진철 한국학술정보 2007-01-02 9788953462168 951.902 東洋歴史

28 중국어와 중국문화 어떻게 읽고 가르칠 것인가 김현주 외 지음 한국학술정보 2007-05-02 9788953467415 951 東洋歴史

29 고구려인과 말갈족의 발해국 서병국 한국학술정보 2007-06-30 9788953468337 951.901 東洋歴史

30 고양시의 역사와 문화재 김연실 한국학술정보 2007-08-31 9788953474512 951.9 東洋歴史

31 한국의 연변봉수 김주홍 한국학술정보 2007-12-20 9788953479098 951.9 東洋歴史

32 SOME CAUSES OF THE KOREAN WAR OF 1950 소진철 한국학술정보 2007-12-20 9788953479425 951.904 東洋歴史

33 구미문화재탐방 전정중 한국학술정보 2007-12-30 9788953480230 951.9 東洋歴史

34 신채식 저작집 Ⅰ 송대관료제연구 신채식 한국학술정보 2008-01-05 9788953479241 951.024 東洋歴史

35 신채식 저작집 Ⅱ 송대정치관계사연구 신채식 한국학술정보 2008-01-05 9788953479265 951.024 東洋歴史

36 신채식 저작집 Ⅲ 송대대외관계사연구 신채식 한국학술정보 2008-01-05 9788953479289 951.024 東洋歴史

37 신채식 저작집 Ⅳ 동아세아 문화와 한자문화 신채식 한국학술정보 2008-01-05 9788953479302 951.024 東洋歴史

38 당 장안의 신라사적 변인석 한국학술정보 2008-04-30 9788953479364 951.01 東洋歴史

39 조선족문학에 나타난 삶의 현장과 의식 변화 임향란 한국학술정보 2008-05-15 9788953465657 951.9 東洋歴史

40 중종을 움직인 사람들 김재영 한국학술정보 2008-06-10 9788953492899 951 東洋歴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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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건국60년 한국의 역사학과 역사의식 박석흥 한국학술정보 2008-11-07 9788953453074 951.9 東洋歴史

42 윤휴의 학문세계와 정치사상 이선아 한국학술정보 2008-11-15 9788953440456 951.902 東洋歴史

43 조선조 초기의 유교적 국가이념과 국가질서 진희권 한국학술정보 2008-11-15 9788953458222 951.902 東洋歴史

44 한국전쟁 어떻게 일어났나 소진철 한국학술정보 2008-11-25 9788953468146 951 東洋歴史

45 백두대간의 역사 장성규 한국학술정보 2008-12-10 9788953479579 951.9 東洋歴史

46 삼국시대 연력표 안영숙 이용복 이용삼 한보식 한국학술정보 2009-02-05 9788953410435 951.900202 東洋歴史

47 고려시대 연력표
안영숙 심경진 송두종 한보식 

양홍진
한국학술정보 2009-02-05 9788953410459 951.900202 東洋歴史

48 조선시대 연력표 안영숙,한보식,심경진,송두종 한국학술정보 2009-02-05 9788953410497 951.900202 東洋歴史

49 신라왕릉의 십이지신상 김환대 한국학술정보 2009-02-10 9788953411258 951.9 東洋歴史

50 최남선의 에크리튀르와 근대·언어·민족 문성환 한국학술정보 2009-03-20 9788953414242 951.902 東洋歴史

51 호남의 한 김재영 한국학술정보 2009-03-31 9788953414150 951.902 東洋歴史

52 정중 무상대사 변인석 한국학술정보 2009-04-30 9788953442313 951.901 東洋歴史

53
고대 北京과 燕文化(고대 북경과 연문화) : 燕文化의 형성과 전개
를 중심으로

배진영 한국학술정보 2009-07-10 9788953433533 951.01 東洋歴史

54 黃帝, 그리고 중국의 민족주의 조우연 한국학술정보 2009-09-10 9788926803257 951 東洋歴史

55 (기억해야 하는 역사)문경 한두리의 재발견 황용건 한국학술정보 2009-10-30 9788926804773 951.903 東洋歴史

56
東北工程을 극복하려면 國史改正 불가피하다 (동북공정을 극복
하려면 국사개정 불가피하다)

최재인 한국학술정보 2009-11-20 9788926805336 951.901 東洋歴史

57 신채식 저작집 Ⅴ 송대 황제권 연구 (宋代 皇帝權 硏究) 신채식 한국학술정보 2010-03-30 9788926802441 951.024 東洋歴史

58 동서양 문화교류와 충돌의 역사 이민호 한국학술정보 2009-12-10 9788926805954 909 歴史

59 La cronologia de Chichen Itza 정혜주 한국학술정보 2009-12-21 9788926806784 972.81016 歴史

60 韓國·世界 戰爭史(한국·세계 전쟁사) 주시후 한국학술정보 2010-07-16 9788926812051 909 歴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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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독도 영유권 분쟁 :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이진호 한국학술정보 2011-07-20 9788926823934 951.9 [341.42] 歴史

62 안용복과 원록각서 오오니시 토시테루 ; 권정 한국학술정보 2011-08-08 9788926824702 951.9 歴史

63 죽도기사, 1-1 권오엽, 오오니시 토시테루 한국학술정보 2011-09-05 9788926825556 951.9 歴史

64 죽도기사, 1-2 권정, 오오니시 토시테루 한국학술정보 2011-09-05 9788926825570 951.9 歴史

65 죽도기사, 1-3 권오엽, 오오니시 토시테루 한국학술정보 2011-09-05 9788926825594 951.9 歴史

66 (한 권으로 읽는)한국 고대사 강의 김선숙 한국학술정보 2011-09-09 9788926825778 951.901 歴史

67 역사의 본질 탐구 염기식 한국학술정보 2012-01-02 9788926829318 901 歴史

68 죽도기사, 2-2 권정 ; 오오니시 토시테루 한국학술정보 2012-01-10 9788926829974 951.9 歴史

69 죽도기사, 2-1 권오엽 ; 오오니시 토시테루 한국학술정보 2012-01-10 9788926829950 951.9 歴史

70 죽도기사, 2-3 권오엽, 오오니시 토시테루 한국학술정보 2012-01-10 9788926829998 951.9 歴史

71 죽도기사, 3-1 권오엽 ; 오오니시 토시테루 한국학술정보 2012-07-25 9788926834343 951.9 歴史

72 죽도기사, 3-2 권정 ; 오오니시 토시테루 한국학술정보 2012-07-25 9788926834367 951.9 歴史

73 죽도기사, 3-3 권오엽 ; 오오니시 토시테루 한국학술정보 2012-07-25 9788926834381 951.9 歴史

74 수중고고학의 역사 김도현 한국학술정보 2018-11-01 9788926886076 930.1 歴史

75 수중고고학의 역사 김도현 한국학술정보 2018-11-01 9788926886076 930.1 歴史

76 문화차이와 인간관계 김성경 한국학술정보 2005-10-21 9788953439689 973 米国歴史

77 미국의 마셜 계획(Marshall Plan)과 유럽 통합 정책 남정옥 한국학술정보 2010-03-18 9788926809105 973.918 米国歴史

78 일본 신화 이야기 민병훈 역주 한국학술정보 2020-08-30 9791166030581 952.01 日本歴史

79 국역 海平 尹氏世乘(국역 해평 윤씨세승) 윤제규 편저, 서정기 강교 한국학술정보 2012-09-12 9788926836910 929.2 伝記

80 영인본 海平 尹氏世乘(영인본 해평 윤씨세승) 윤제규, 서정기 한국학술정보 2012-09-12 9788926836934 929.2 伝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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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조선건국의 기틀을 세운 역사인물-조선의 청백리 류관(柳寬) 류정수 한국학술정보 2014-06-20 9788926862513 920.0519 伝記

82 민주혁명과 현대중국 김재선 한국학술정보 2011-12-10 9788926828632 951 中国歴史

83 만주사통론 이나바 이와키치 ; 서병국 한국학술정보 2014-01-27 9788926853948 951[915.18] 中国歴史

84 남강 이승훈 김기석 한국학술정보 2005-08-31 9788953425781 920.0519 韓国歴史

85 조선의 학자, 땅을 말하다 손용택 한국학술정보 2009-12-31 9788926805633 951.902 韓国歴史

86
단군신화에 대한 신연구 : 곰은 사라지고 단군이 산신령이 된 까
닭은?

박정진 한국학술정보 2010-01-29 9788926807569 951.901 韓国歴史

87
8세기 신라의 정치와 왕권 : 8세기 신라의 정치적 추이와 천재재
변의 성격

신정훈 한국학술정보 2010-01-30 9788926809426 951.901 韓国歴史

88
朝·淸 외교관계 변화연구 : 朝貢·冊封을 중심으로(조·청 외교관계 
변화연구)

김성근 한국학술정보 2010-03-31 9788926809488 951.902 韓国歴史

89 포항의 문화유적 알기 : 경북지역 문화유적 길라잡이 시리즈 1 김환대,김정원 한국학술정보 2010-06-07 9788926810835 951.9 韓国歴史

90 영천의 문화유적 알기 : 경북지역 문화유적 길라잡이 시리즈 2 김환대 한국학술정보 2010-06-07 9788926810859 951.9 韓国歴史

91 죽도문담 (竹島文談) : 고문서의 독도(日本 古文書의 獨島) 권오엽,오니시 토시테루 편주 한국학술정보 2010-06-10 9788926810910 951.9 韓国歴史

92
대동이탐구 : 서병국 박사 고희기념 동이저서 =大東夷 探究 The 
study of Great Dong-I History

서병국 한국학술정보 2010-08-27 9788926814581 951.9 韓国歴史

93 발해제국사 : 발해가 고구려의 계승국인 34가지 증거 서병국 한국학술정보 2010-09-30 9788926815045 951.901 韓国歴史

94 경주의 왕릉 (문화재 속속들이 시리즈1) 김환대 한국학술정보 2010-10-12 9788926815601 951.9 韓国歴史

95 경주 남산 (문화재 속속들이 시리즈2) 김환대 한국학술정보 2010-10-12 9788926815625 951.9 韓国歴史

96 경주의 불교유적 (문화재 속속들이 시리즈3) 김환대 한국학술정보 2010-10-12 9788926815649 951.9 韓国歴史

97 민중의 귀환, 기억의 호출 : 민중사 심화와 기억사회학 김영범 한국학술정보 2010-10-22 9788926815489 951.904 韓国歴史

98 조선시대의 연변봉수 김주홍[저],차용걸[감수] 한국학술정보 2010-11-05 9788926816400 951.9 韓国歴史

99 일제침략과 강점시기 충주지역사 전홍식 한국학술정보 2010-11-09 9788926816387 951.903 韓国歴史

100 일본은 독도(죽도)를 이렇게 말한다 나이토우 세이추우,권오엽,권정 한국학술정보 2011-01-03 9788926818114 951.9 韓国歴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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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저항과 지향 : 한국민족운동의 역사적 전개 박진철 한국학술정보 2011-03-07 9788926819784 951.9 韓国歴史

102 韓國 戰爭史(한국 전쟁사) 주시후·이영우 한국학술정보 2011-03-15 9788926820421 951.9042 韓国歴史

103 죽도도해유래기발서공 上(양장) 권오엽 한국학술정보 2011-04-15 9788926822616 951.9 韓国歴史

104 죽도 및 울릉도 竹島及鬱陵島 (일본고문서 독도자료총서 04) 권오엽 한국학술정보 2011-05-16 9788926822289 951.9 韓国歴史

105 죽도도해유래기발서공 下(양장) 권오엽 한국학술정보 2011-05-16 9788926822357 951.9 韓国歴史

106 죽도문담 (개정판) 권오엽 ; 오오니시 토시테루 한국학술정보 2011-08-12 9788926824856 951.9 韓国歴史

107 (소중한 우리)고구려 서병국 한국학술정보 2011-10-20 9788926827314 951.901 韓国歴史

108 임진왜란의 흔적.1, 부산·경남 김현우 한국학술정보 2012-01-02 9788926829493 951.902 韓国歴史

109 10년간의 우리 행복은 이문호 한국학술정보 2012-02-01 9788926830802 951.904 韓国歴史

110 斗溪李丙燾全集 全16卷 (두계이병도전집 전16권) 이병도 한국학술정보 2012-02-06 9788926825976 951.9 韓国歴史

111 斗溪李丙燾全集-01 韓國史大觀(두계이병도전집-01 한국사대관) 이병도 한국학술정보 2012-02-06 9788926825990 951.9 韓国歴史

112
斗溪李丙燾全集-02 韓國史 古代編) (두계이병도전집-02 한국사 
고대편)

이병도 한국학술정보 2012-02-06 9788926826010 951.901 韓国歴史

113
斗溪李丙燾全集-03 韓國古代史硏究 (두계이병도전집-03 한국고
대사연구)

이병도 한국학술정보 2012-02-06 9788926826034 951.9 韓国歴史

114
斗溪李丙燾全集-04 韓國古代社會史論稿 (두계이병도전집-04 한
국고대사회사논고)

이병도 한국학술정보 2012-02-06 9788926826058 951.9 韓国歴史

115
斗溪李丙燾全集-05 韓國史 中世編 (두계이병도전집-05 한국사 
중세편)

이병도 한국학술정보 2012-02-06 9788926826072 951.9 韓国歴史

116
斗溪李丙燾全集-06 高麗時代의 硏究 : 특히 圖讖思想의 발전을 
중심으로(두계이병도전집-06 고려시대의 연구)

이병도 한국학술정보 2012-02-06 9788926826096 951.9 韓国歴史

117
斗溪李丙燾全集-10 原文 三國史記 (두계이병도전집-10 원문 삼
국사기)

이병도 한국학술정보 2012-02-06 9788926826171 951.9 韓国歴史

118
斗溪李丙燾全集-11 國譯 三國史記 (두계이병도전집-11 국역 삼
국사기)

이병도 한국학술정보 2012-02-06 9788926826195 951.9 韓国歴史

119
斗溪李丙燾全集-12 譯註 三國遺事 (두계이병도전집-12 역주 삼
국유사)

이병도 한국학술정보 2012-02-06 9788926826218 951.9 韓国歴史

120
斗溪李丙燾全集-13 譯註 하멜漂流記 (두계이병도전집-13 역주 
하멜표류기)

이병도 한국학술정보 2012-02-06 9788926826232 951.9 韓国歴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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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斗溪李丙燾全集-14 國史와 指導理念 (두계이병도전집-14 국사와 
지도이념)

이병도 한국학술정보 2012-02-06 9788926826256 951.9 韓国歴史

122 斗溪李丙燾全集-15 隨想 雜筆 (두계이병도전집-15 수상 잡필) 이병도 한국학술정보 2012-02-06 9788926826294 951.9 韓国歴史

123
斗溪李丙燾全集-별책 歷史家의遺香 : 斗溪李丙燾先生追念文集 
(두계이병도전집-별책 역사가의유향 : 두계이병도선생추념문집)

진단학회 한국학술정보 2012-02-06 9788926826270 951.9 韓国歴史

124 斗溪李丙燾全集-07 韓國儒學史 (두계이병도전집-07 한국유학사) 이병도 한국학술정보 2012-02-06 9788926826119 951.9 [181.11] 韓国歴史

125
斗溪李丙燾全集-09 朝鮮時代의 儒學과 文化 (두계이병도전집-09 
조선시대의 유학과 문화)

이병도 한국학술정보 2012-02-06 9788926826157 951.9 [181.11] 韓国歴史

126
斗溪李丙燾全集-08 韓國儒學史略 (두계이병도전집-08 한국유학
사략)

이병도 한국학술정보 2012-02-06 9788926826133 951.9 [181.11] 韓国歴史

127 한국사의 시공 : 전근대 우리 역사의 사료와 해석 박진철 한국학술정보 2012-06-08 9788926833711 951.9 韓国歴史

128 망국과 흥국 : 19세기 말 한국과 일본 이도형 한국학술정보 2012-06-08 9788926834466 951.903 韓国歴史

129 韓國古代佛敎外交史硏究(한국고대불교외교사연구) 김선숙 한국학술정보 2012-08-10 9788926836767
951.902[294.0951

9]
韓国歴史

130 항공독립운동과 임도현 비행사 이윤식 한국학술정보 2012-08-17 9788926837030 951.903 韓国歴史

131 요동지역의 고구려산성 1(遼東地域의 高句麗山城 1) 윤병모 한국학술정보 2012-12-27 9788926839904 951.901 韓国歴史

132 요동지역의 고구려산성 2(遼東地域의 高句麗山城 2) 윤병모 한국학술정보 2012-12-27 9788926839928 951.901 韓国歴史

133 다시 쓰는 여순사건보고서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 한국학술정보 2012-12-28 9788926840160 951.904 韓国歴史

134 죽도기사, 4-1 권오엽 ; 오오니시 토시테루 한국학술정보 2012-12-28 9788926839485 951.9 韓国歴史

135 죽도기사, 4-2 권정 ; 오오니시 토시테루 한국학술정보 2012-12-28 9788926839508 951.9 韓国歴史

136 죽도기사, 5-1 권정 ; 오오니시 토시테루 한국학술정보 2012-12-28 9788926839621 951.9 韓国歴史

137 죽도기사, 5-2 권오엽 ; 오오니시 토시테루 한국학술정보 2012-12-28 9788926839645 951.9 韓国歴史

138 한국의 중세문명과 사회사상 허흥식 한국학술정보 2013-03-29 9788926840542 951.901 韓国歴史

139
중국 근대 공문서에 나타난 韓中關係(한중관계) : ｢淸季駐韓使館
檔案｣ 解題

박정현 한국학술정보 2013-06-30 9788926843963 951.9 韓国歴史

140 죽도기사(종합편), 상 권혁성 한국학술정보 2013-09-13 9788926845660 951.9 韓国歴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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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죽도기사(종합편), 하 권혁성 한국학술정보 2013-10-13 9788926845684 951.9 韓国歴史

142 임진왜란의 흔적.3, 광주·전남 김현우 한국학술정보 2013-11-08 9788926853108 951.902 韓国歴史

143 조선의 옥사 바로 알기 : 1392년에서 1592년까지 김재영 한국학술정보 2013-12-24 9788926853887 951.902 韓国歴史

144 조선 불상의 탄생 손태호 한국학술정보 2020-06-22 9788926886397 732.73 韓国歴史

145 200X년 해양사 수업 - 열린수업의 실제 문희주 한국학술정보 2009-01-05 9788953407947 623.8 海洋学

146 이슈로 풀어본 중국의 어제와 오늘 공봉진 이담북스 2009-12-28 9788926806470 951 アジア歴史

147 동아시아 역사 5가지 궁금증 : 알려지지 않은 비밀들 신정훈 이담북스 2010-11-01 9788926816066 950 アジア歴史

148 피지 : 정적과 혼돈의 섬 김웅진 이담북스 2009-09-14 9788926802939 996.11 オセアニア歴史

149 지중해의 일상과 축제 : 열정과 환희의 파노라마
지중해지역원 : 임주인,장니나,
최자영,김희정,우덕찬,신서윤

이담북스 2010-07-30 9788926812730 940 ヨーロッパ歴史

150 지중해 문명의 다중성 : 교류와 갈등의 어울림 지중해지역원 이담북스 2010-07-30 9788926812754 940 ヨーロッパ歴史

151 지중해의 전쟁과 갈등
최춘식, 류정아, 최자영, 장니나, 

최재훈
이담북스 2012-06-25 9788926835777 940 ヨーロッパ歴史

152
(주제로 들여다본) 체코의 역사 : 후스의 종교개혁부터 벨벳혁명
까지

김장수 이담북스 2013-11-15 9788926853344 943.7 ヨーロッパ歴史

153
帝政러시아 외교문서로 읽는 大韓帝國 秘史 (제정 러시아 외교문
서로 읽는 대한제국 비사)

노주석 이담북스 2009-06-20 9788926800591 951.902 東洋歴史

154 한국전쟁의 진실 (상) : 6·25 그날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김준봉 이담북스 2010-06-30 9788926811269 951 東洋歴史

155 한국전쟁의 진실 (하) : 6·25 그날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김준봉 이담북스 2010-06-30 9788926811283 951 東洋歴史

156 대한민국 正史(정사) 신태윤 이담북스 2011-02-25 9788926819623 951.9 歴史

157 라틴아메리카 종속의 MATRIX ,Ⅰ: 식민시기 중남미지역원 이담북스 2011-07-25 9788926824603 980 歴史

158 라틴아메리카 종속의 MATRIX. Ⅱ, 국가 형성과 근대 중남미지역원 이담북스 2011-07-25 9788926824627 980 歴史

159 라틴아메리카의 어제와 오늘 임상래 외 이담북스 2011-07-25 9788926824368 980 歴史

160 Rostros de Latinoamerica : perspectiva multidisciplinaria Oswaldo Mendez-Ramirez 이담북스 2011-07-25 9788926824405 980 歴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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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지하철 6호선 승객이 이제 7호선 승객으로 임은모 이담북스 2012-05-09 9788926833490 920.0519 歴史

162 세기의 권력자들 김준봉 이담북스 2012-07-27 9788926836286 909 歴史

163 개들이 있는 세계사 풍경 : 개(犬)를 통해 보는 역사문화 읽기 이강원 이담북스 2013-12-30 9788926853900 909[636.7] 歴史

164 그림으로 읽는 제2차 세계대전_제1권 - 제2차 세계대전의 서막 우지더 외 지음 이담북스 2016-10-10 9788926874684 940.5421 歴史

165 그림으로 읽는 제2차 세계대전_제2권 - 중일전쟁의 전개 쒀정푸 외 지음 이담북스 2016-10-10 9788926874707 940.5421 歴史

166 그림으로 읽는 제2차 세계대전_제3권 - 동유럽전쟁의 발발 가오핑중 외 지음 이담북스 2016-10-10 9788926874721 940.5421 歴史

167 그림으로 읽는 제2차 세계대전_제4권 - 독소전쟁의 전개 가오핑중 외 지음 이담북스 2016-10-10 9788926874745 940.5421 歴史

168 그림으로 읽는 제2차 세계대전_제5권 - 전쟁의 세계화 1 우지더 외 지음 이담북스 2016-10-10 9788926874769 940.5421 歴史

169 그림으로 읽는 제2차 세계대전_제6권 - 전쟁의 세계화 2 아다 외 지음 이담북스 2016-10-10 9788926874783 940.5421 歴史

170
그림으로 읽는 제2차 세계대전_제7권 - 연합군의 진격과 독일의 
항복

쳰차오 외 지음 이담북스 2016-10-10 9788926874806 940.5421 歴史

171
그림으로 읽는 제2차 세계대전_제8권 - 일본의 남방 작전과 태평
양 전역 1

자오리성 외 지음 이담북스 2016-10-10 9788926874820 940.5421 歴史

172
그림으로 읽는 제2차 세계대전_제9권 - 일본의 남방 작전과 태평
양 전역 2

천팅이 외 지음 이담북스 2016-10-10 9788926874844 940.5421 歴史

173 그림으로 읽는 제2차 세계대전_제10권 - 태평양전쟁 1 천팅이 외 지음 이담북스 2016-10-10 9788926874868 940.5421 歴史

174 그림으로 읽는 제2차 세계대전_제11권 - 태평양전쟁 2 천팅이 외 지음 이담북스 2016-10-10 9788926874882 940.5421 歴史

175
그림으로 읽는 제2차 세계대전_제12권 - 연합군의 승리와 추축
국의 패망

자오샤오훙 외 지음 이담북스 2016-10-10 9788926874905 940.5421 歴史

176 그림으로 읽는 제2차 세계대전_<전12권 세트> 중국 번역서 이담북스 2016-10-10 9788926874660 940.5421 歴史

177
(최정예 전투기 조종사의 추락, 포로생활, 그리고 귀환) 독방
(Solitary)

전용우 이담북스 2017-05-09 9788926878781 940.54 歴史

178 미국 대통령을 말하다 : 조지 워싱턴에서 버락 오바마까지 김준봉 이담북스 2013-05-02 9788926842713 973 米国歴史

179 한려수도 : 이철성 자서전 이철성 이담북스 2012-05-25 9788926819005 920.0519 伝記

180 지구 반바퀴 너머, 아르헨티나 손주형 이담북스 2014-12-30 9788926867631 918.2 伝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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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두 얼굴의 무궁화 - 국가상징 바로 잡기 강효백 이담북스 2020-06-30 9788926896075 929.95 伝記

182 만리 중국사 01 : 중원의 하늘을 열다 (상고 / 하상주)
쑨자위 [글·그림], 상자펑 [글] ; 

류방승 [역]
이담북스 2014-01-15 9788926854174 951 中国歴史

183 만리 중국사 02 : 대변혁의 시대, 새판을 짜다 (춘추전국 1)
쑨자위 [글/그림], 어우위롱 [글] 

; 류방승 [역]
이담북스 2014-01-15 9788926854181 951 中国歴史

184 만리 중국사 03 : 대변혁의 시대, 새판을 짜다 (춘추전국 2)
쑨자위 [글/그림], 어우위롱 [글] 

; 류방승 [역]
이담북스 2014-01-15 9788926854198 951 中国歴史

185 만리 중국사 04 : 대변혁의 시대, 새판을 짜다 (춘추전국 3)
쑨자위[글/그림], 쑨이빈 [글] ; 

류방승 [역]
이담북스 2014-01-15 9788926854204 951 中国歴史

186 만리 중국사 05 : 대변혁의 시대, 새판을 짜다 (춘추전국 4)
쑨자위 [글/그림], 쑨이빈, 상자

펑 [글] ; 류방승 [역]
이담북스 2014-01-15 9788926854211 951 中国歴史

187 만리 중국사 06 : 최초의 통일 제국 (진)
쑨자위[글/그림], 상자펑 [글] ; 

류방승 [역]
이담북스 2014-01-24 9788926854228 951 中国歴史

188 만리 중국사 07 : 중국 문화의 기틀을 다지다 (한 1)
쑨자위[글/그림], 상자펑[글] ; 류

방승 [역]
이담북스 2014-01-24 9788926854235 951 中国歴史

189 만리 중국사 08 : 중국 문화의 기틀을 다지다 (한 2)
쑨자위[글/그림], 판광웨이[글] ; 

류방승 [역]
이담북스 2014-01-24 9788926854242 951 中国歴史

190 만리 중국사 09 : 군웅할거, 영웅들의 시대 (삼국 1)
쑨자위[글/그림], 오우위롱[글] ; 

류방승 [역]
이담북스 2014-01-24 9788926854259 951 中国歴史

191 만리 중국사 10 : 군웅할거, 영웅들의 시대 (삼국 2)
쑨자위[글/그림], 오우위롱 [글] ; 

류방승 [역]
이담북스 2014-01-24 9788926854266 951 中国歴史

192 만리 중국사 11 : 분열과 혼란 그리고 통일 (양진)
쑨자위[글/그림], 쑨이빈[글] ; 류

방승 [역]
이담북스 2014-02-07 9788926854273 951 中国歴史

193 만리 중국사 12 : 북방과 강남 문화의 만남 (남북조)
쑨자위[글/그림], 판광웨이[글] ; 

류방승 [역]
이담북스 2014-02-07 9788926854280 951 中国歴史

194 만리 중국사 13 : 찬란한 문화, 그 꽃을 피우다 (수 / 당 1)
쑨자위[글/그림], 리훙르, 상자펑 

[글] ; 류방승 [역]
이담북스 2014-02-07 9788926854297 951 中国歴史

195 만리 중국사 14 : 찬란한 문화, 그 꽃을 피우다 (수 / 당 2)
쑨자위[글/그림], 리훙르, 상자펑 

[글] ; 류방승 [역]
이담북스 2014-02-07 9788926854303 951 中国歴史

196 만리 중국사 15 : 또다시 찾아온 대분열의 시대 (오대십국 / 송 1)
쑨자위[글/그림], 쑨이빈, 판광웨

이 [글] ; 류방승 [역]
이담북스 2014-02-21 9788926854310 951 中国歴史

197 만리 중국사 16 : 또다시 찾아온 대분열의 시대 (오대십국 / 송 2)
쑨자위[글/그림], 어우위롱, 판광

웨이 [글] ; 류방승 [역]
이담북스 2014-02-21 9788926854327 951 中国歴史

198 만리 중국사 17 : 북방 민족들의 대립과 통합 (요·서하·금 / 원)
쑨자위[글/그림], 쑨이빈, 어우위

롱 [글] ; 류방승 [역]
이담북스 2014-02-21 9788926854334 951 中国歴史

199 만리 중국사 18 : 강성하고 부유한 제국의 건설 (명 1)
쑨자위[글/그림],상자펑,판광웨

이[글] ;류방승[역]
이담북스 2014-03-07 9788926854341 951 中国歴史

200 만리 중국사 19 : 강성하고 부유한 제국의 건설 (명 2)
쑨자위[글/그림],상자펑,판광웨

이[글] ;류방승[역]
이담북스 2014-03-07 9788926854358 951 中国歴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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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만리 중국사 20 : 대륙의 마지막 봉건왕조 (청 1)
쑨자위[글/그림],셰비쉰[글] ;류

방승[역]
이담북스 2014-03-07 9788926854365 951 中国歴史

202 만리 중국사 21 : 대륙의 마지막 봉건왕조 (청 2)
쑨자위[글/그림],셰비쉰,판광웨

이[글] ;류방승[역]
이담북스 2014-03-07 9788926854372 951 中国歴史

203 만리 중국사 : 21일간의 이야기만화 역사기행 (전21권) 쑨자위[글/그림], 류방승 [역] 이담북스 2014-03-07 9788926854167 中国歴史

204
한국 호랑이는 왜 사라졌는가? : 일본인이 밝히는 한국 호랑이 멸
종의 진실

엔도 키미오[저]  이은옥[역] 이담북스 2009-12-21 9788926806517 599.756 [951.903] 韓国歴史

205 범재 김규흥과 3.1혁명 : 항일역사 바로잡기 김상철,김상구 이담북스 2010-02-19 9788926808245 951.903 韓国歴史

206 이승만 대통령과 6.25 전쟁 남정옥 이담북스 2010-03-18 9788926809129951.9042[355.0330519] 韓国歴史

207 한국 근현대사 100년의 재인식 : 경술국치부터 이명박정부까지의 논점 박석흥 이담북스 2010-09-06 9788926814789 951.904 韓国歴史

208 내가 겪은 현대사 이야기 김재영 이담북스 2010-10-29 9788926815762 951.903 韓国歴史

209 (삼한통일 고려창업의 역사)오산의 역사 : 도선국사가 도참을 전해 받은 전설의 도선사를 찾아서박혜범 이담북스 2010-10-29 9788926816004 951.901 [294.365] 韓国歴史

210
조선역사 천자문 : (동악산 항일독립운동의 자취) 일제가 시도한 
역사왜곡 교과서(敎科書)

박혜범 이담북스 2010-11-01 9788926816202 951.903 韓国歴史

211 천간지비 동악산 : (동악산(動樂山) 항일독립운동의 비사 박혜범 이담북스 2010-11-01 9788926816103 951.903 韓国歴史

212 천년의 비밀, 정읍별곡 전성군 이담북스 2012-05-18 9788926833230 951.9 韓国歴史

213 제주도 귀양다리 이야기 장공남 이담북스 2012-07-05 9788926835128 951.902 韓国歴史

214 만안의 기억 : 아래로부터 읽는 안양시 만안구 공간사회 이야기 김성균 이담북스 2013-06-21 9788926843468 951.9 韓国歴史

215 독도 객관식 문제연습 : 독도과거대회 대비용 최초 문제집 김명기 이담북스 2013-11-11 9788926853146 951.9 韓国歴史

216 고발 역사의 수레바퀴 : 역사를 이끄는 고발의 힘 곽형석 이담북스 2013-11-29 9788926853566 951.9 韓国歴史

217 한국의 마지막 표범 엔도 키미오; 이은옥, 정유진 이담북스 2014-01-03 9788926854440 599.756 [951.903] 韓国歴史

学生向け一般書 217点 1,554,300円 (10%税込み)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