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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름다운 민속어원 최창렬 한국학술정보 2005-01-10 9788953417915 495.72 韓国語

2 15세기 국어통어론 허원욱 한국학술정보 2005-09-30 9788953441545 495.75 韓国語

3 한국어 셈숱화 구문의 통사론 김영희 한국학술정보 2006-03-02 9788953449060 495.75 韓国語

4 어원산책 최창렬 한국학술정보 2006-04-01 9788953449725 495.72 韓国語

5 한국어 어미의 뜻과 쓰임 허동진 한국학술정보 2006-11-15 9788953459229 495.75 韓国語

6 러시아인을 위한 한국어문법 어건주 한국학술정보 2007-03-30 9788953465497 495.78 韓国語

7 호응관계연구 송현정 한국학술정보 2007-04-20 9788953466050 495.75 韓国語

8 국어의 태연구 강명순 한국학술정보 2007-10-31 9788953477278 495.75 韓国語

9 한국어 복합조사 이규호 한국학술정보 2007-11-30 9788953474956 495.75 韓国語

10 타이머와 죽비 : 어느 한문 교사가 관찰한 한문 수업 이야기 백광호 한국학술정보 2008-05-01 9788953491649 495.7107 韓国語

11 강원도 동해안 방언의 사회언어학적 연구 전혜숙 한국학술정보 2008-05-31 9788953493056 495.77 韓国語

12 현대 실용한자 안세용 한국학술정보 2008-06-30 9788953496378 490 韓国語

13 영화로 배우는 한국어 오세암 (일본편) 김숙자 김규진 한국학술정보 2008-07-10 9788953496835 410 韓国語

14 국어의 음운 체계 습득 과정 김태경,김명희,안미리 한국학술정보 2009-03-30 9788953413269 495.71 韓国語

15 한문문법 김태수 한국학술정보 2010-06-28 9788926810972 495.78 韓国語

16 韓·中 감각형용사 의미 구조 (한중 감각형용사 의미 구조) 김찬화 한국학술정보 2010-06-30 9788926811153 495.7 韓国語

17 연변 방언의 곡용과 활용 : 延邊方言的曲用與活用 정향란 한국학술정보 2010-10-28 9788926815786 495.77 韓国語

18 心岳李崇寧全集 (全15卷) (심악이숭녕전집 전15권) 심악이숭녕전집 간행위원회 한국학술정보 2011-09-30 9788926823286 495.7092 韓国語

19 心岳李崇寧全集1-音韻Ⅰ(심악이숭녕전집1-음운Ⅰ) 심악이숭녕전집 간행위원회 한국학술정보 2011-09-30 9788926823309 495.71 韓国語

20 心岳李崇寧全集2-音韻Ⅱ (심악이숭녕전집2-음운Ⅱ) 심악이숭녕전집 간행위원회 한국학술정보 2011-09-30 9788926823323 495.71 韓国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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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心岳李崇寧全集3-音韻Ⅲ (심악이숭녕전집3-음운Ⅲ) 심악이숭녕전집 간행위원회 한국학술정보 2011-09-30 9788926823347 495.71 韓国語

22 心岳李崇寧全集4-音韻Ⅳ(심악이숭녕전집4-음운Ⅳ) 심악이숭녕전집 간행위원회 한국학술정보 2011-09-30 9788926823361 495.71 韓国語

23 心岳李崇寧全集5-文法Ⅰ(심악이숭녕전집5-문법Ⅰ) 심악이숭녕전집 간행위원회 한국학술정보 2011-09-30 9788926823385 495.75 韓国語

24 心岳李崇寧全集6-文法Ⅱ(심악이숭녕전집6-문법Ⅱ) 심악이숭녕전집 간행위원회 한국학술정보 2011-09-30 9788926823408 495.75 韓国語

25 心岳李崇寧全集7-文法Ⅲ(심악이숭녕전집7-문법Ⅲ) 심악이숭녕전집 간행위원회 한국학술정보 2011-09-30 9788926823422 495.75 韓国語

26 心岳李崇寧全集8-文法Ⅳ(심악이숭녕전집8-문법Ⅳ) 심악이숭녕전집 간행위원회 한국학술정보 2011-09-30 9788926823446 495.75 韓国語

27 心岳李崇寧全集9-語彙·意味Ⅰ(심악이숭녕전집9-어휘·의미Ⅰ) 심악이숭녕전집 간행위원회 한국학술정보 2011-09-30 9788926823460 495.78 韓国語

28 心岳李崇寧全集10-語彙·意味Ⅱ(심악이숭녕전집10-어휘·의미Ⅱ) 심악이숭녕전집 간행위원회 한국학술정보 2011-09-30 9788926823484 495.78 韓国語

29 心岳李崇寧全集11-方言(심악이숭녕전집11-방언) 심악이숭녕전집 간행위원회 한국학술정보 2011-09-30 9788926823507 495.77 韓国語

30 心岳李崇寧全集12-文獻(심악이숭녕전집12-문헌) 심악이숭녕전집 간행위원회 한국학술정보 2011-09-30 9788926823521 495.7 韓国語

31 心岳李崇寧全集13-語學史Ⅰ(심악이숭녕전집13-어학사Ⅰ) 심악이숭녕전집 간행위원회 한국학술정보 2011-09-30 9788926823545 495.709 韓国語

32 心岳李崇寧全集14-語學史Ⅱ(심악이숭녕전집14-어학사Ⅱ) 심악이숭녕전집 간행위원회 한국학술정보 2011-09-30 9788926823569 495.709 韓国語

33 心岳李崇寧全集15-삶과 思想(심악이숭녕전집15-삶과 사상) 심악이숭녕전집 간행위원회 한국학술정보 2011-09-30 9788926823583 495.7092 韓国語

34 17세기 국어의 이름마디 구조 최대희 한국학술정보 2011-11-04 9788926827598 495.709 韓国語

35 (중국에서의)한국어 발음교육 손복희 한국학술정보 2012-01-05 9788926828595 495.71 韓国語

36 한글철학 : 자주문화를 위한 투쟁 김영환 한국학술정보 2012-10-05 9788926838112 495.701 韓国語

37 선인들의 지혜 엿보기 원주용 한국학술정보 2013-08-09 9788926844007 495.78 韓国語

38 서사적 말하기 쓰기 능력 신장을 위한 이야기 표현 교육론 김정란 한국학술정보 2014-11-10 9788926867075 495.707 韓国語

39 중세국어 통어론 허원욱 한국학술정보 2015-05-13 9788926869857 495.75 韓国語

40 한자의 세계 (이형동의자) 원주용 한국학술정보 2015-11-20 9788926871089 495.78 韓国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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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개혁개방후 중국조선어의 변화, 발전 양상 연구 강용택 한국학술정보 2018-11-30 9788926886274 495.78 韓国語

42 한국어 활용 길잡이(어미편) 이홍식 한국학술정보 2020-08-28 9791166030642 495.78 韓国語

43 (개정판) 한문문법 김태수 한국학술정보 2020-09-29 9791166031021 495.78 韓国語

44 현대 중국어 어순의 정보구조와 초점 남궁양석 한국학술정보 2008-02-28 9788953478190 495.15 中国語

45 한국인을 위한 중국어 오류분석 황옥화 한국학술정보 2008-04-30 9788953485969 490 中国語

46 삶의 지혜가 가득 담겨 있는 중국성어집 김기영 한국학술정보 2008-06-25 9788953496293 490 中国語

47 중국의 언어정책 홍인표 한국학술정보 2008-06-30 9788953496057 490 中国語

48 문자에 담긴 고대 중국의 문화와 문학 박현주 한국학술정보 2008-12-05 9788953459342 495.11 中国語

49 설문해자 부수형의고찰(說文解字 部首形義考察) 서영근 한국학술정보 2009-06-10 9788926800379 495.11 中国語

50 中國文字 : 중국 문자 텍스트의 시각적 재현 권석환 한국학술정보 2010-11-30 9788926817711 495.11 中国語

51 한어방언 어음 연구 모정열 한국학술정보 2020-04-10 9788926899021 495.17 中国語

52 일본어 작문노트 Ⅰ
김옥임, 노명희, 나성은, 김

훈아
한국학술정보 2006-03-01 9788953448223 495.68 日本語

53 일본어 작문노트 Ⅱ
김옥임, 노명희, 나성은, 김

훈아
한국학술정보 2006-03-01 9788953448247 495.68 日本語

54 일본어 교육의 다양한 접근 이명희 정희영 한국학술정보 2008-02-15 9788953484160 495.607 日本語

55 한국 음식명의 일본어 표기 박혜란 한국학술정보 2008-10-25 9788953404373 495.6 日本語

56 일본어 표현과 어법 : 일본어 바로알기 김원호 한국학술정보 2009-02-25 9788953410305 495.95 日本語

57 (초급)일본어 교육 방안 김미연 한국학술정보 2011-10-28 9788926827574 495.6 日本語

58 일본어·일본어 교육 연구의 최전선 이우석 외 14명 한국학술정보 2011-11-04 9788926827857 495.607 日本語

59 일본어 유의표현 연구 손동주 한국학술정보 2018-03-15 9788926883709 495.68 日本語

60 비즈니스 일본어 박영숙 한국학술정보 2018-03-26 9788926883907 495.68 日本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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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일본어 커뮤니케이션 손동주, 공미희, 박미영 한국학술정보 2019-02-25 9788926887493 495.6 日本語

62 일본어 교육 입문 박영숙 한국학술정보 2019-03-01 9788926886779 495.607 日本語

63 전공 Basic 일본어 박용일 한국학술정보 2020-02-28 9788926898543 495.68 日本語

64 자발적 다독법을 통한 통합적 읽기교육 연구 신규철 한국학술정보 2006-03-01 9788953447462 420.7 英語

65 영어의 억양구조 및 해석 박순복 한국학술정보 2006-07-30 9788953454347 421 英語

66 발화인지 실험 음성학 논문집 Ⅰ 강석한 한국학술정보 2006-11-15 9788953459328 421 英語

67 대학생활영어 김진욱, 한만봉 한국학술정보 2007-03-30 9788953465411 420 英語

68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아시아권 학생들의 영어학습환경 길인숙 한국학술정보 2007-04-20 9788953466036 420.7 英語

69 한국 영어 학습자의 토론 능력 향상을 위한 수업유형 CMC와 FFC 홍선미 한국학술정보 2007-05-30 9788953467378 420.7 英語

70
효과적인 관용어 교육의 방법론 A Cognitive Linguistic Approach to 
English Idioms

박경선 한국학술정보 2007-11-30 9788953476578 420.7 英語

71 비유언어 번역방법 박노철 한국학술정보 2007-12-31 9788953479951 428 英語

72 영어 여격동사 이원경 한국학술정보 2008-02-11 9788953481534 425 英語

73 영문법의 이해와 문체 조두상 한국학술정보 2009-03-31 9788953416161 425 英語

74 쉽게 배우는 영작문 정효숙 한국학술정보 2009-05-30 9788953434899 428 英語

75 세계화 속의 영어와 역사 바로알기 최은경 한국학술정보 2010-07-26 9788926812358 420[401] 英語

76 영어의 달인을 만드는 비밀노트 1 지칠규 한국학술정보 2010-11-09 9788926816509 420.7 英語

77 영어의 달인을 만드는 비밀노트 2 지칠규 한국학술정보 2010-11-09 9788926816523 420.7 英語

78 영어의 달인을 만드는 비밀노트 3 지칠규 한국학술정보 2010-11-09 9788926816547 420.7 英語

79 영어의 달인을 만드는 비밀노트 4 지칠규 한국학술정보 2010-11-09 9788926816561 420.7 英語

80
효과적인 영어교수를 위한 외래어 활용 방안 : 영어 어휘 교육용 프로
그램의 개발과 활용 방안

천승미 한국학술정보 2012-05-01 9788926833353 420.7 英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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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회화가 술술 되는) 기초 영작문 정효숙 한국학술정보 2013-08-23 9788926846117 428 英語

82 College English 1 정효숙 한국학술정보 2017-03-06 9788926877982 420 英語

83 College English 2 정효숙 한국학술정보 2017-06-30 9788926876886 420 英語

84 Marine English 박매란 한국학술정보 2018-11-28 9788926886335 428 英語

85 ENGLISH DNA-LC: 오 박사의 영어 청취 비법 오세풍 한국학술정보 2020-10-21 9791166031144 428 英語

86 3주 만에 끝내는 영문법 정효숙 한국학술정보 2020-10-23 9791166031625 425 英語

87 한국 출판 번역 독자들의 번역 평가 규범 연구 이상원 한국학술정보 2006-06-30 9788953452428 418.02 言語学

88 중국에서의 조선어연구 허동진 한국학술정보 2007-05-31 9788953467354 495.75 言語学

89 번역물 감수와 번역 교육 이향 한국학술정보 2007-07-01 9788953469556 418.02 言語学

90 번역 비평의 패러다임 전현주 한국학술정보 2008-10-30 9788953403918 418.02 言語学

91 사고발화법을 통해 나타난 일-한 번역과정 조상은 한국학술정보 2009-01-10 9788953408357 418 言語学

92 담론학과 언어 분석 김슬옹 한국학술정보 2009-02-06 9788953411319 410 言語学

93 한국어와 일본어의 젠더표현 연구 이혜영 한국학술정보 2009-03-01 9788953410718 410 言語学

94 복문과 단문에 관한 문법론 : 일본어와 한국어를 중심으로 박용일 한국학술정보 2009-11-30 9788926805473 410 言語学

95 영어와 독일어의 역사비교언어학과 대조언어학 서정목, 김동우 공저 한국학술정보 2009-11-30 9788926805459 410 言語学

96 언어학사와 언어학의 제 문제 조두상, 권연진 한국학술정보 2010-11-09 9788926816226 409 言語学

97 한국어 발음의 이론과 실용 이현복 한국학술정보 2011-03-15 9788926823835 495.7 言語学

98 (한문대장경의)문자이동 연구 유부현 한국학술정보 2011-10-29 9788926828342 410 言語学

99 올림픽의 언어를 읽다
야마네 치에, 박진희, 서윤
순, 오쿠야마 요코, 오하시 

한국학술정보 2013-02-25 9788926841983 401 言語学

100 기능주의 번역의 이론과 실제 박여성 한국학술정보 2013-04-12 9788926842324 418.02 言語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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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전문번역, 나도 할 수 있다 - 전문번역가를 위한 번역의 이론과 실제 윤후남 한국학술정보 2016-09-30 9788926876145 418.02 言語学

102 해양 언어의 다양성과 보편성 박순혁 한국학술정보 2018-03-05 9788926883464 410 言語学

103 한·중 화행표현 대조연구 -칭찬어를 중심으로 박애양 한국학술정보 2018-04-16 9788926884126 306.44 言語学

104 지역의 언어와 표현 박순혁 한국학술정보 2019-01-07 9788926886908 410 言語学

105 영어로 배우는 한국어와 중국어 최병규 한국학술정보 2020-02-28 9788926898727 410 言語学

106 영문학 입문 조일현 한국학술정보 2010-12-30 9788926819104 820 語文学

107 (이공계열 학생을 위한)글쓰기 교육방법 : 기초편 변지선 한국학술정보 2010-12-30 9788926819227 495.78 語文学

108 (21세기 문화인을 위한)영미 시와 과학문화 이규명 한국학술정보 2011-01-28 9788926819043 821.9 語文学

109 (언어장애자와 정상인의 발음 진단을 위한)한국어 발음 검사 이현복 한국학술정보 2011-03-15 9788926823811 495.7 語文学

110 국문 서사체의 문체론 정은균 한국학술정보 2011-05-06 9788926821367 495.701 語文学

111 토론과 수사학 박삼열 한국학술정보 2011-11-25 9788926828557 808.04 語文学

112 한국문학의 탐색 윤인현 외 한국학술정보 2011-12-05 9788926828618 895.7 語文学

113 (NH농협 취업준비생 및 신입직원을 위한)농업∙농협 논리 및 논술론 송춘호, 전성군 한국학술정보 2012-03-25 9788926832332 808 [334.683 ] 語文学

114 번역연구 : 번역비평의 충실성과 가독성을 중심으로 김명균 한국학술정보 2013-03-08 9788926841303 418.02 語文学

115 은유는 번역될 수 있는가 이혜승 한국학술정보 2010-01-15 9788926806982 491.78 ロシア語

116 독일어 준접미사 강명희 한국학술정보 2008-02-29 9788953482234 435 ドイツ語

117 러시아어 생격과 여격의 소유의미 연구 양창열 한국학술정보 2007-06-15 9788953468733 491.75 その他言学

118 아랍어와 아랍문화 윤용수 임병필 공저 한국학술정보 2007-08-30 9788953471832 492.7 その他言学

119 아랍어의 양층언어현상과 말씨 바꾸기 윤용수 한국학술정보 2008-04-20 9788953481756 490 その他言学

120 알리프(أ)에서 야(ي)까지
송경숙 이명원 공지현 윤용

수 윤은경 임병필
한국학술정보 2009-01-20 9788953409644 492.7 その他言学



KSI e-Book 分野別タイトル一覧「語学、言語」 Jan.2021

書名 著者 出版社 出版日付 ISBN(paper) DDC 分野

121 러시아어 자음의 이해 변군혁 한국학술정보 2009-06-10 9788926800157 491.175 その他言学

122 태국어 사동문 연구 정환승 한국학술정보 2008-02-29 9788953482678 495.91 その他アジア言語

123 만문 삼국지 최동권, 강성춘,T.otgontuul 한국학술정보 2008-09-30 9788953402386 494 その他アジア言語

124 돌궐어 문법 탈랴트 테킨, 이용성 한국학술정보 2012-11-16 9788926838990 494.3 その他アジア言語

125 실용 브라질어 표현 김한철 한국학술정보 2008-01-31 9788953481213 469 スペイン語及びポ
ルトガル語

126 포르투갈어의 계량언어학적 분석-음소분포와 음소결합 이찬종 한국학술정보 2008-07-31 9788953498303 469 スペイン語及びポ
ルトガル語

127 (스페인어권용어사전1)스페인 문학과 문화 나송주 외 5인 한국학술정보 2015-08-31 9788926870204 860.903 スペイン語及びポ
ルトガル語

128 (스페인어권용어사전2)중남미 문학과 문화 나송주 외 5인 한국학술정보 2015-08-31 9788926870228 860.903 スペイン語及びポ
ルトガル語

129 (스페인어권용어사전3)스페인어권 역사 나송주 외 5인 한국학술정보 2016-02-12 9788926870242 860.903 スペイン語及びポ
ルトガル語

130 이탈리아어 통사론 김운용 한국학술정보 2008-11-22 9788953475199 455 イタリア語

131 천자문 쉽게 알기 원주용 이담북스 2009-05-30 9788953434912 495.71 韓国語

132 한문 공부 길잡이 :漢字·漢文 指導書 원주용 이담북스 2009-07-31 9788926801758 495.78 韓国語

133 이야기 술술 한자 : 손가락으로 한자를 익히는 기막힌 학습법 조태성 이담북스 2009-08-10 9788926801918 495.78 韓国語

134 국어규범과 문장연습 지현배 이담북스 2009-09-18 9788926804292 495.71 韓国語

135 최원교사부와 함께하는 태권스피드한자(8-6급) 최원교 이담북스 2009-09-30 9788926804391 495.78 韓国語

136 (중국인을 위한)한국어 문법 엄애경 이담북스 2009-11-20 9788926805077 495.78 韓国語

137 (1급에서 8급까지)한자능력검정시험 한방에 3500 신윤실,박정선,조기형[편] 이담북스 2010-10-29 9788926815847 495.71 韓国語

138
(일본어 발음과 함께 한 달만에 끝내는)천자문 : 왕희지 천자문은 일본
의 국보

조인경,조기형 이담북스 2010-11-29 9788926816974 495.71[495.61] 韓国語

139 名士들이 쓰는 漢字成語 10,000어 (명사들이 쓰는 한자성어 10,000어) 조기형,이상억 이담북스 2010-12-01 9788926817179 495.71 韓国語

140 취업기초漢字(한자) 최예열 이담북스 2012-03-01 9788926828656 495.78 韓国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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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인문고사성어 : 삶과 철학을 담은 네 글자 미학 정문섭 이담북스 2013-02-28 9788926841358 495.73 韓国語

142 대학교양, 한자와 한문 강동석 이담북스 2013-09-13 9788926846476 495.71 韓国語

143 (공부가 쉬워지는) 한자어휘사전 권승호 이담북스 2014-01-02 9788926853740 495.71 韓国語

144 국어는 기술이 아니다 - 국어의 불편한 진실 남충희 이담북스 2014-05-12 9788926862070 495.7 韓国語

145 리얼 상하이 쉬운 만다린 최금옥 이담북스 2009-03-02 9788953413382 495.18 中国語

146 재미있는 중국어 독해 황영희 이담북스 2009-08-25 9788926803530 495.18 中国語

147 중국어 문형 노트 권호종,황영희 이담북스 2009-08-25 9788926803691 495.15 中国語

148 기초를 탄탄히 다져주는 딩과과 중국어 엄애경 이담북스 2010-01-20 9788926807361 495.15 中国語

149 중국어, 해석할 것인가 번역할 것인가 이우일·홍병혜 이담북스 2011-08-31 9788926825358 495.18 中国語

150 (상황별로 뽑아 쓰는) 쏙쏙 중국어 2 정명숙 이담북스 2011-10-08 9788926826416 495.18 中国語

151 (상황별로 뽑아 쓰는) 쏙쏙 중국어 1 정명숙 이담북스 2011-10-08 9788926826393 495.18 中国語

152 천자문으로 중국 읽기 김세환 이담북스 2012-02-29 9788926830185 495.78 中国語

153
그림으로 읽는 고사성어 이야기<진(秦)나라 편> 13: 식양재피(息壤在
彼)

저우공신(周功鑫) 이담북스 2018-04-12 9788926882818 495.182 中国語

154
그림으로 읽는 고사성어 이야기<진(秦)나라 편> 11: 작법자폐(作法自
斃)

저우공신(周功鑫) 이담북스 2018-04-12 9788926882771 495.182 中国語

155
그림으로 읽는 고사성어 이야기<진(秦)나라 편> 12: 양호상투(兩虎相
鬪)

저우공신(周功鑫) 이담북스 2018-04-12 9788926882795 495.182 中国語

156
그림으로 읽는 고사성어 이야기<진(秦)나라 편> 14: 우모미풍(羽毛未
豐)

저우공신(周功鑫) 이담북스 2018-04-12 9788926882832 495.182 中国語

157
그림으로 읽는 고사성어 이야기<진(秦)나라 편> 15: 계명구도(鷄鳴狗
盜)

저우공신(周功鑫) 이담북스 2018-04-12 9788926882856 495.182 中国語

158
그림으로 읽는 고사성어 이야기<진(秦)나라 편> 16: 백발백중(百發百
中)

저우공신(周功鑫) 이담북스 2018-04-12 9788926882870 495.182 中国語

159
그림으로 읽는 고사성어 이야기<진(秦)나라 편> 17: 득촌진척(得寸進
尺)

저우공신(周功鑫) 이담북스 2018-04-12 9788926882894 495.182 中国語

160
그림으로 읽는 고사성어 이야기<진(秦)나라 편> 18: 애자필보(睚眦必
報)

저우공신(周功鑫) 이담북스 2018-04-12 9788926882917 495.182 中国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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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그림으로 읽는 고사성어 이야기<진(秦)나라 편> 19: 일자천금(一字千
金)

저우공신(周功鑫) 이담북스 2018-04-12 9788926882931 495.182 中国語

162
그림으로 읽는 고사성어 이야기<진(秦)나라 편> 20: 도궁비현(圖窮匕
見)

저우공신(周功鑫) 이담북스 2018-04-12 9788926882955 495.182 中国語

163 [세트]그림으로 읽는 고사성어 이야기<진(秦)나라 편>(전10권+부록) 저우공신(周功鑫) 이담북스 2018-04-12 9788926882757 495.182 中国語

164
(리커버)그림으로 읽는 고사성어 이야기<조(趙)나라 편> 1: 邯鄲學步
(한단학보)

저우공신(周功鑫) 이담북스 2018-05-28 9788926882993 495.182 中国語

165
(리커버)그림으로 읽는 고사성어 이야기<조(趙)나라 편> 2: 鷸蚌相爭
(휼방상쟁)

저우공신(周功鑫) 이담북스 2018-05-28 9788926883013 495.182 中国語

166
(리커버)그림으로 읽는 고사성어 이야기<조(趙)나라 편> 3: 完璧歸趙
(완벽귀조)

저우공신(周功鑫) 이담북스 2018-05-28 9788926883037 495.182 中国語

167
(리커버)그림으로 읽는 고사성어 이야기<조(趙)나라 편> 4: 負荊請罪
(부형청죄)

저우공신(周功鑫) 이담북스 2018-05-28 9788926883051 495.182 中国語

168
(리커버)그림으로 읽는 고사성어 이야기<조(趙)나라 편> 5: 紙上談兵
(지상담병)

저우공신(周功鑫) 이담북스 2018-05-28 9788926883075 495.182 中国語

169
(리커버)그림으로 읽는 고사성어 이야기<조(趙)나라 편> 6: 排難解紛
(배난해분)

저우공신(周功鑫) 이담북스 2018-05-28 9788926883099 495.182 中国語

170
(리커버)그림으로 읽는 고사성어 이야기<조(趙)나라 편> 7: 醇酒美人
(순주미인)

저우공신(周功鑫) 이담북스 2018-05-28 9788926883112 495.182 中国語

171
(리커버)그림으로 읽는 고사성어 이야기<조(趙)나라 편> 8: 毛遂自薦
(모수자천)

저우공신(周功鑫) 이담북스 2018-05-28 9788926883136 495.182 中国語

172
(리커버)그림으로 읽는 고사성어 이야기<조(趙)나라 편> 9: 奇貨可居
(기화가거)

저우공신(周功鑫) 이담북스 2018-05-28 9788926883150 495.182 中国語

173
(리커버)그림으로 읽는 고사성어 이야기<조(趙)나라 편> 10: 市道之交
(시도지교)

저우공신(周功鑫) 이담북스 2018-05-28 9788926883174 495.182 中国語

174
(리커버)[세트]그림으로 읽는 고사성어 이야기<조(趙)나라 편>(전10권
+부록)

저우공신(周功鑫) 이담북스 2018-05-28 9788926882979 495.182 中国語

175
왜 공부해도 중국어는 그대로일까? : 제대로 공부하기 위한 중국어 학
습법

정미선 이담북스 2019-05-24 9788926888223 495.1 中国語

176 호텔관광 실무일본어 구정대 이담북스 2010-06-22 9788926811078 495.68 日本語

177 From Writing to Essay : 대학영작문 문재익 이담북스 2009-06-25 9788926801635 428 英語

178 (개정)Wow! Fun with English 박주은 이담북스 2009-07-10 9788953441774 428 英語

179 Business English 대학실무영어 문재익 이담북스 2009-07-10 9788926801611 428 英語

180
독해와 영작을 위한 영어구문 총정리 완성 : 수험생·각종고시준비생·
대학인의 필독서

문재익 이담북스 2010-08-23 9788926812877 428 英語



KSI e-Book 分野別タイトル一覧「語学、言語」 Jan.2021

書名 著者 出版社 出版日付 ISBN(paper) DDC 分野

181 영문법, 외우지 말고 이해하라 김희용 이담북스 2010-08-30 9788926814369 425 英語

182 빙글빙글 어린이 역할놀이 영어교실 심재황,김주연 이담북스 2010-09-24 9788926815144 420 英語

183 천오백 년, 영어 글로벌화의 역사 노진서 이담북스 2010-10-30 9788926815922 420.2 英語

184 방송동시통역사, 기자처럼 뛰고 아나운서처럼 말한다 이지연 이담북스 2011-07-15 9788926822753 428 英語

185 글로벌 태권도 사범을 위한 영어교수법.1, 기초편 지칠규 이담북스 2011-10-12 9788926827215 428 英語

186 글로벌 태권도 사범을 위한 영어교수법.2, 실제편 지칠규 이담북스 2011-10-12 9788926827239 428 英語

187 대화의 수준을 높이는 레토릭 영어 명언 고창석 이담북스 2013-08-30 9788926846414 428 英語

188 영단어, 지식을 삼키다 - 어원과 상식을 관통하는 유쾌한 지식읽기 노진서 이담북스 2014-08-14 9788926864739 422 英語

189 영단어, 욕망을 삼키다 : 어원과 상식을 관통하는 유쾌한 지식 읽기 노진서 이담북스 2016-12-12 9788926876800 422 英語

190 베이직 영작문 판타스틱 고정민 이담북스 2018-05-16 9788926884348 428 英語

191 베이직 영작문(개정판) 고정민 이담북스 2019-01-01 9788926885222 428 英語

192 베이직 영작문 파이널(개정판) 고정민 이담북스 2019-01-01 9788926886199 428 英語

193 베이직 영작문 플러스(개정판) 고정민 이담북스 2019-01-02 9788926886175 528 英語

194
저절로 터지는 영어 스피킹 : 영어 회화 초보도 말문이 술술 터지는 
영어 스피킹 학습법

이승훈 이담북스 2019-06-07 9788926888322 428 英語

195 하루 10분, 구글 영어의 힘 윤승원 이담북스 2019-09-25 9788926896488 420 英語

196 스페인어-한국어 법률용어사전 박종탁 이담북스 2011-07-25 9788926824115 463 言語学

197 중급 프랑스어 독해 청취 작문 연습 이희영 이담북스 2011-03-07 9788926820148 448 語文学

198 (터키와 점점 친해지는)샤크르 샤크르 터키어 이용성 이담북스 2012-09-03 9788926837474 494.3 その他アジア言語

199 단어풀이와 함께 공부하는 이탈리아어 Ⅰ 김운용 이담북스 2008-11-22 9788953404670 455 イタリア語

学生向け一般書 199点 1,202,300    (10%税込み)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