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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정일정권의 권력구조 김갑식 한국학술정보 2005-02-02 9788953420113 320.95193 政治学

2 동남아시아미국·중국 갈등의 현장 김한식 한국학술정보 2005-02-15 9788953421769 327.5 政治学

3 대한민국에 사는 탈북자(새터민)들의 적응실태 김영만 한국학술정보 2005-10-10 9788953435025 320.9519 政治学

4 한,미 합동 첩보 비화 6006부대 윤일균 한국학술정보 2005-10-30 9788953433199 327.12 政治学

5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문제 곽해룡 한국학술정보 2005-10-30 9788953440609 323.623 政治学

6 인권과 국가안전보장 김평섭 한국학술정보 2005-12-20 9788953439665 323 政治学

7 칼 마르크스의 노동과 권리의 정치이론  최형익 한국학술정보 2005-12-30 9788953443297 320.531 政治学

8 이슬람 문화와 여성의 정치참여 문은영 한국학술정보 2006-01-10 9788953444607 324.623 政治学

9 회재 이언적의 정치사상 이지경 한국학술정보 2006-01-15 9788953444355 325.32 政治学

10 추방과 외국인 인권 이규창 한국학술정보 2006-02-20 9788953445161 323.4 政治学

11 이광요의 국가경영 리더십 이상수 한국학술정보 2006-03-30 9788953448827 320.01 政治学

12 현대중국의 민족정책 조정남 한국학술정보 2006-04-05 9788953448841 320.951 政治学

13 민중주의 정치사상 문성호 한국학술정보 2006-05-30 9788953451568 325.32 政治学

14 한국 외교정책의 새로운 이해 배종윤 한국학술정보 2006-08-01 9788953439337 327.519 政治学

15 현대공동체주의 김미영 한국학술정보 2006-08-31 9788953455641 320.01 政治学

16 새로운 북한 중국이 대안인가 형혁규 한국학술정보 2006-09-18 9788953456662 320.95193 政治学

17 세계화 시대 글로벌 코리안 네트워크와 국가발전 김재기 한국학술정보 2006-09-30 9788953457188 327.519 政治学

18 콜롬비아 그리고 한국전쟁 차경미 한국학술정보 2006-10-30 9788953457126 327.86 政治学

19 사이버 공동체와 민주주의 송경재 한국학술정보 2006-10-30 9788953457621 320.51 政治学

20 마오쩌둥의 인물평 박종귀 한국학술정보 2007-01-10 9788953461802 320.092 政治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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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진정한 삶의 양식을 찾아서 : 한나 아렌트와 세계사랑 김인순 한국학술정보 2007-02-02 9788953462083 320.01 政治学

22 모잠비크의 민주화와 지방자치 왕선애 한국학술정보 2007-02-28 9788953464049 320.9679 政治学

23 근대 러시아의 정치질서관에 대한 연구 박윤형 한국학술정보 2007-03-20 9788953464971 320.947 政治学

24 한국전쟁의 원인 고재홍 한국학술정보 2007-03-30 9788953463660 327.519 政治学

25 새로 편 북한체제론 홍승원 한국학술정보 2007-08-10 9788953471177 320.95193 政治学

26 탈냉전과 진보적 민주주의론 채장수 한국학술정보 2007-08-20 9788953471511 321.8 政治学

27 동북아시아 지역공동체의 모색 : 현실과 대안 문정인 배종윤 김장호 외 한국학술정보 2007-10-30 9788953476172 327.17 政治学

28 자본주의 국가의 이해 오관석 한국학술정보 2007-10-30 9788953477612 321 政治学

29 북방정책과 한국정치의 정책결정 임춘건 한국학술정보 2008-01-21 9788953480278 327.519 政治学

30 잘사는 평화를 위한 평화 경제론 김승국 한국학술정보 2008-02-20 9788953481374 320.9519 政治学

31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of KOREA:Empire Building in
East Asia

유정열 한국학술정보 2008-02-25 9788953484344 320 政治学

32 회재 이언적의 경학사상 조창열 한국학술정보 2008-02-28 9788953481794 325.32 政治学

33 현대민주주의와 시민사회 이종식 한국학술정보 2008-02-29 9788953482135 321.8 政治学

34 형벌제도 개선방안 김재중 한국학술정보 2008-02-29 9788953482159 321.8 政治学

35 국제정치와 외교정책 강석찬 한국학술정보 2008-03-07 9788953483163 327 政治学

36 한반도의 평화 로드맵 김승국 한국학술정보 2008-05-10 9788953491007 327 政治学

37 대북지원정책 거버넌스 강동완 한국학술정보 2008-05-13 9788953490987 327 政治学

38 분단과 동맹 한헌동 한국학술정보 2008-05-30 9788953492738 327 政治学

39 일본국회론 김현우 한국학술정보 2008-05-30 9788953492813 320 政治学

40 푸틴시대 러시아정치외교와 극동개발 우평균 한국학술정보 2008-05-31 9788953493094 327 政治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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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정치교육론 김왕식 옮김 한국학술정보 2008-06-25 9788953492073 320 政治学

42 통일을 준비하는 정치교육 조용관 한국학술정보 2008-07-31 9788953497474 320 政治学

43 한국정치의 이해 이종식 한국학술정보 2008-08-30 9788953498686 320 政治学

44 韓國政治思想史의 諸斷面(한국정치사상사의 제단면) 이지경 한국학술정보 2008-09-01 9788953499409 320.9519 政治学

45 한국의 발전전략 박종철 한국학술정보 2008-10-06 9788953499904 320.9519 政治学

46 정약용 정치사상의 재조명 함규진 한국학술정보 2008-10-16 9788953404267 320.01 政治学

47 한국의 국가체제 형성 과정 서주석 한국학술정보 2008-10-30 9788953420977 320.9519 政治学

48 북한의 관료문화 박상익 한국학술정보 2008-11-26 9788953455634 320.95193 政治学

49 현상학으로 바라본 새터민(탈북이주자)의 심리적 충격과 회복경험 김현경 한국학술정보 2009-01-01 9788953443853 323.623 政治学

50 한국정치와 권력구조의 선택 강상호 한국학술정보 2009-01-05 9788953460720 320.9519 政治学

51 중·동구·발칸의 글로벌 정치경제 안성호 한국학술정보 2009-01-12 9788953408319 320.9438 政治学

52 한-미-일 동맹과 지속 가능한 평화 김승국 한국학술정보 2009-01-28 9788953409781 327.519052 政治学

53 러시아의 미래와 한반도 고재남 엄구호 한국학술정보 2009-01-31 9788953410275 327.519047 政治学

54 동아시아 전쟁기억의 국제정치 : 한·중·일 전쟁기념관을 가다! 여문환 한국학술정보 2009-04-20 9788953417953 327.5 政治学

55 의원내각제 채택의 필요성 나필열 한국학술정보 2009-04-30 9788953423978 321.8043 政治学

56 多者安保協力의 限界와 制約(다자안보협력의 한계와 제약) 이원우 한국학술정보 2009-06-10 9788926800690 327.17 政治学

57 북한의 위기, 기회 그리고 선택 안성호 한국학술정보 2009-06-30 9788926801215 320.9519 政治学

58 현대정치과정론 홍득표 한국학술정보 2009-08-31 9788926802953 320.1 政治学

59 디지털 시대의 국회방송 김광호, 이옥기 한국학술정보 2009-08-31 9788926804230 328.365 政治学

60 군부의 정치참여와 민주화과정 홍철 한국학술정보 2009-09-14 9788926803035 320.9519 政治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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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인터넷과 한국의 민주주의 조석장 한국학술정보 2009-09-20 9788926803271 320.9519 政治学

62 한국정당통합운동사 김현우 한국학술정보 2009-10-05 9788926804131 324.2519 政治学

63 개화기의 한국과 미국 관계 : Historical Focus 이민식 한국학술정보 2009-10-05 9788926804193 327.519073 政治学

64 한국과 독일의 통일 그리고 정치 정흥모 한국학술정보 2009-11-06 9788926805091 320.95193 [320.943] 政治学

65 양안 통일이 시작되었다 : 중국 · 대만 교류 협력 정책 및 법제 이종훈 한국학술정보 2009-11-13 9788926804735 327.519051 政治学

66 표류하는 동아시아 공동체 조재욱 한국학술정보 2009-12-10 9788926805350 320.95 政治学

67 현대 테러리즘과 국제정치 : 핵 테러리즘의 이론과 실제 이태윤 한국학술정보 2010-01-04 9788926806111 327.16 政治学

68
중동지역 분쟁과 중동테러리즘 : 중동 분쟁의 역사적 기원·원인, 중동
테러리즘 생성 배경으로부터 전망까지

조상현 한국학술정보 2010-01-10 9788926806661 327.1 政治学

69 한국국회론 김현우 한국학술정보 2010-02-26 9788926807729 328.519 政治学

70 (2009 JPI 정책포럼 시리즈)동아시아 평화의 미래 : 안보와 다자협력·인간안보제주평화연구원 편 한국학술정보 2010-02-26 9788926808436 327.5 政治学

71 21세기 한국의 정치 : 쟁점과 전망 한국사회연구원 편, 신정현,도재숙,이기선 외 공저한국학술정보 2010-04-30 9788926807125 320.9519 政治学

72 담론에서 실천으로 : 한국적 정치학의 모색 김영명 한국학술정보 2010-07-09 9788926812495 320.9519 政治学

73 지속 가능한 평화론 : 동북아의 평화체제 구축 모델과 방안 장영권 한국학술정보 2010-08-30 9788926814628 327.5 政治学

74 지구화와 자본주의 국가(개정증보판) 송백석 한국학술정보 2010-09-01 9788926813027 321 政治学

75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길 김승국 한국학술정보 2010-11-10 9788926816608 320.9519 政治学

76 동아시아 평화와 협력을 위한 구상.1(2010 JPI 정책포럼 시리즈) 제주평화연구원 한국학술정보 2010-12-31 9788926829141 327.172 政治学

77 동아시아 평화와 협력을 위한 구상.2(2010 JPI 정책포럼 시리즈) 제주평화연구원 한국학술정보 2010-12-31 9788926829165 327.172 政治学

78 2008년 촛불시위와 프레임 전쟁 김인영 한국학술정보 2011-01-15 9788926818503 323.47 [070.44] 政治学

79 미래 지향적인 한·일 해군협력 임한규 한국학술정보 2011-01-18 9788926818442 327.17[355.033552] 政治学

80 동북공정의 해부 조정남·나영주 한국학술정보 2011-01-28 9788926819142 951.901 政治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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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유럽연합의 전개 조정남·김용찬 한국학술정보 2011-02-07 9788926819364 337.142 政治学

82 주민청원과 미국의 지방자치 박용만 한국학술정보 2011-03-11 9788926820469 352.140973 政治学

83 북한학(제5개정판) 홍승원 한국학술정보 2011-03-15 9788926820544 951.9 政治学

84 세계화와 국가안보 :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전망하면서 신정현 한국학술정보 2011-04-05 9788926820971 951.9 政治学

85 한미동맹 갈등사 : 70년대를 중심으로 황수현 한국학술정보 2011-07-01 9788926823606 327.519073 政治学

86 한반도 평화 : 이론·구상·전략 장영권 한국학술정보 2011-07-20 9788926824542 327.172 政治学

87 (일제강점기)진실의 문 : 병합 후 반세기 역사왜곡 비판 이선배 한국학술정보 2011-07-22 9788926822449 320.9519 政治学

88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변화와 한국의 선택 변창구 한국학술정보 2011-07-29 9788926824221 320.95 政治学

89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요인 : 거버넌스적 시각을 바탕으로 강병준 한국학술정보 2011-08-23 9788926825020 338.7 政治学

90 유럽의 사회통합과 사회정책 한국유럽학회 한국학술정보 2011-10-07 9788926827055 320.94 政治学

91 유럽연합의 법, 정치와 대외관계 한국유럽학회 한국학술정보 2011-10-07 9788926827031 320.94 政治学

92 유럽연합의 통상과 산업정책 한국유럽학회 한국학술정보 2011-11-01 9788926827093 337.142 政治学

93 유럽 각국의 정치 한국유럽학회 한국학술정보 2011-11-01 9788926827079 337.142 政治学

94 난을 치다, 난장을 치다 최주철 한국학술정보 2011-12-02 9788926828380 320.9519 政治学

95
2011 동아시아 평화와 협력을 위한 구상 Ⅰ: 전환기의 대응전략(JPI
정책포럼 시리즈)

제주평화연구원 편 한국학술정보 2011-12-31 9788926837139 327.172 政治学

96
2011 동아시아 평화와 협력을 위한 구상 Ⅱ: 전환기의 대응전략(JPI
정책포럼 시리즈)

제주평화연구원 한국학술정보 2011-12-31 9788926837153 327.172 政治学

97 좌우를 넘는 공감의 정치 장성호 한국학술정보 2012-01-02 9788926829516 320.02 政治学

98 헬싱키 프로세스와 동북아 안보협력 박경서, 서보혁 외 6인 한국학술정보 2012-02-10 9788926830727 327.5 政治学

99 중앙아시아 분쟁과 이슬람 장병옥 한국학술정보 2012-02-17 9788926831700 327.17 政治学

100 군부와 민주화 정치 : 이론과 사례 양동훈 한국학술정보 2012-02-28 9788926832912 321.09 政治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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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해체와 노스탤지어 : 포스트소비에트 문화와 소비에트 유산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
터 러시아·유라시아 연구사업

한국학술정보 2012-02-29 9788926833780 320.947 政治学

102 의회민주주의의 남태평양적 변용 : 피지와 바누아투의 사례
김웅진,김면회,김지희,김형기,

안승국,홍재우
한국학술정보 2012-06-25 9788926835166 320.9611 政治学

103 정치지도자론 : 정치와 정치가가 나아가야 할 길 이진호 한국학술정보 2012-07-20 9788926836231 320.1 政治学

104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를 위한 새로운 도전 : 제주프로세스 구상 강병철 한국학술정보 2012-08-10 9788926835715 327.174 政治学

105 (민주주의를 향한)북한의 정부혁신론 김정훈 한국학술정보 2012-08-27 9788926837238 320.9519 政治学

106 대한민국의 길 한반도선진화재단 편 한국학술정보 2012-10-26 9788926838693 320.9519 政治学

107 라틴아메리카 인종과 정치 김기현 한국학술정보 2012-11-30 9788926839010 323.4 政治学

108 박정희 독재와 민주화운동 그 실체와 허구성 이진호 한국학술정보 2012-11-30 9788926839256 320.9519 政治学

109 한반도 블루오션, 선진통일 : 5년 준비, 10년 완성 한반도선진화재단 한국학술정보 2013-02-15 9788926840917 320.9519 政治学

110 대변환의 패러다임을 찾아서 박영렬, 김용학, 김종철 외 한국학술정보 2013-02-28 9788926841518 320.9519 政治学

111 민주주의의 기술 : 미국의 온라인 선거운동 조희정 한국학술정보 2013-03-08 9788926841457 324.7 政治学

112 평양과 프라하 : 프라하의 봄, 평양의 미래 김정훈 한국학술정보 2013-04-01 9788926842263 320.95193 政治学

113 이슬람국가론과 지대국가론 정상률 한국학술정보 2013-05-13 9788926842935 327.17 政治学

114 북핵 위협과 대응 : 국방전문가가 말하는 북한 핵무기의 오해와 진실 박휘락 한국학술정보 2013-06-14 9788926843444 320.9519 政治学

115 (증보판) 한국 외교 어제와 오늘 김창훈 한국학술정보 2013-08-30 9788926845721 327.519 政治学

116 오바마케어의 복지정치 김성수 한국학술정보 2014-01-27 9788926854655 362.1 政治学

117 부마항쟁과 민중 차성환 한국학술정보 2014-04-11 9788926861653 320.9519 政治学

118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중국과 한반도 박동훈 한국학술정보 2014-06-25 9788926861592 327.510519 政治学

119 유럽통합과 안보질서 이종광 한국학술정보 2014-06-25 9788926866696 327.4 政治学

120 북핵위협시대 국방의조건 박휘락 한국학술정보 2014-10-24 9788926867051 327.1747 政治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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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스위스에서 정치를 묻다)분권적 국가개조론-Machtteilung in der
Schweiz

이기우 한국학술정보 2014-11-11 9788926867358 320.98 政治学

122 한미동맹과 한국의 군사적 자율성 장용구 한국학술정보 2014-12-12 9788926867419 327.1747 政治学

123 (개정판) 권력의 역사와 파벌 전원근 한국학술정보 2015-12-11 9788926871287 324.2519 政治学

124 조영식과 평화운동 : 유엔 세계평화의 날 제정의 원류를 찾아서 하영애 한국학술정보 2015-12-31 9788926871560 327.172 政治学

125 중국의 기후변화대응과 외교협상 간쥔센 저 ; 박덕영 외 역 한국학술정보 2016-02-15 9788926871669 327.17 政治学

126 우리들의 정부 : 시민 속의 정부만이 사람을 위한 정책을 만든다 이도형 한국학술정보 2016-02-27 9788926871867 320.01 政治学

127 일본의 환경외교 - 기후변화교섭과 글로벌 거버넌스
카노우다케히로 지음; 박덕영

외 옮김
한국학술정보 2016-04-30 9788926874264 327.17 政治学

128 시진핑 시대, 중국 정치를 읽다 공봉진 한국학술정보 2016-08-26 9788926876060 320.951 政治学

129 대만을 생각한다 : 대만의 여성과 문화 그리고 정책 하영애 한국학술정보 2016-12-30 9788926878347 320.9519051 政治学

130 (개정판) 테러리즘과 대테러시스템의 재조명 권정훈 한국학술정보 2017-01-02 9788926878408 303.625 政治学

131 민주주의의 전환: 온라인 선거운동의 이론‧사례‧제도 조희정 한국학술정보 2017-03-15 9788926878743 321.8 政治学

132 조영식과 민간외교 하영애 한국학술정보 2017-05-18 9788926879405 327 政治学

133 조영식과 이케다 다이사쿠의 교류협력과 문명융합 하영애 한국학술정보 2017-08-08 9788926881095 327.17 政治学

134 중국을 생각한다 : 한중여성의 교류와 정치참여 하영애 한국학술정보 2017-08-10 9788926881224 320.9519051 政治学

135 두만강에 평화가 흐를 때, 통일은 대박이다 이헌근 한국학술정보 2017-08-28 9788926881354 327.172 政治学

136 아랍의 언어와 정치 사희만 한국학술정보 2017-12-31 9788926882481 327.56 政治学

137 민주주의와 시민 정헌영 한국학술정보 2018-02-28 9788926882672 320.51 政治学

138 (촛불 혁명, 그 후) 마을 민주 공화국 김승국 한국학술정보 2018-04-02 9788926883440 323.042 政治学

139 알기 쉬운 남북관계 읽기 박상익 한국학술정보 2018-06-29 9788926884614 320.9519 政治学

140 중국의 민족정치와 조선족 우병국 한국학술정보 2018-11-30 9788926886656 320.951 政治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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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조영식과 이케다 다이사쿠의 평화사상과 계승 하영애 한국학술정보 2018-12-31 9788926886571 327.172 政治学

142 세계화의 진전과 도전 안상욱 한국학술정보 2019-01-07 9788926886922 320.51 政治学

143 근대한국의 대외관계와 해양정책 신명호 한국학술정보 2019-02-20 9788926887240 327.519 政治学

144 21세기 미국의 동북아 정책과 한반도 평화 김동수 한국학술정보 2019-02-25 9788926888018 327.1747 政治学

145 글로벌 시대 중국과 동북아 국가 관계 리단 한국학술정보 2019-02-25 9788926888162 327.510519 政治学

146 통일한국을 위한 고독한 산책 이헌근 한국학술정보 2019-08-30 9788926895788 320.9519 政治学

147 중국 개혁개방과 지역균형발전
박범종, 공봉진, 장지혜, 박미
정, 김태욱, 이강인, 조윤경,

한국학술정보 2019-09-03 9788926895467 320.951 政治学

148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1: 사고 조사 및 원인 규명(상) 한국학술정보 편집부 한국학술정보 2019-11-01 9788926895863 327.02 政治学

149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2: 사고 조사 및 원인 규명(중) 한국학술정보 편집부 한국학술정보 2019-11-01 9788926895887 327.02 政治学

150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3: 사고 조사 및 원인 규명(하) 한국학술정보 편집부 한국학술정보 2019-11-01 9788926895900 327.02 政治学

151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4: 대국제기구 조치(상) 한국학술정보 편집부 한국학술정보 2019-11-01 9788926895924 327.02 政治学

152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5: 대국제기구 조치(하) 한국학술정보 편집부 한국학술정보 2019-11-01 9788926895948 327.02 政治学

153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6: 유엔 안보리 제기 교섭(상) 한국학술정보 편집부 한국학술정보 2019-11-01 9788926895962 327.02 政治学

154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7: 유엔 안보리 제기 교섭(하) 한국학술정보 편집부 한국학술정보 2019-11-01 9788926895986 327.02 政治学

155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8: 유엔 안보리 대책 및 조치(상) 한국학술정보 편집부 한국학술정보 2019-11-01 9788926896006 327.02 政治学

156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9: 유엔 안보리 대책 및 조치(하) 한국학술정보 편집부 한국학술정보 2019-11-01 9788926896020 327.02 政治学

157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10: ICAO 국제회의(상) 한국학술정보 편집부 한국학술정보 2019-11-01 9788926896044 327.02 政治学

158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11: ICAO 국제회의(하) 한국학술정보 편집부 한국학술정보 2019-11-01 9788926896068 327.02 政治学

159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12: 국별 반응 및 대북한 대응 조치 교
섭: 유럽지역(상)

한국학술정보 편집부 한국학술정보 2019-11-01 9788926896082 327.02 政治学

160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13: 국별 반응 및 대북한 대응 조치 교
섭: 유럽지역(하)

한국학술정보 편집부 한국학술정보 2019-11-01 9788926896105 327.02 政治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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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14: 국별 반응 및 대북한 대응 조치 교
섭: 미주지역

한국학술정보 편집부 한국학술정보 2019-11-01 9788926896129 327.02 政治学

162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15: 국별 반응 및 대북한 대응 조치 교
섭: 아시아지역

한국학술정보 편집부 한국학술정보 2019-11-01 9788926896143 327.02 政治学

163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16: 국별 반응 및 대북한 대응 조치 교
섭: 아프리카지역

한국학술정보 편집부 한국학술정보 2019-11-01 9788926896167 327.02 政治学

164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17: 국별 반응 및 대북한 대응 조치 교
섭: 중동지역

한국학술정보 편집부 한국학술정보 2019-11-01 9788926896181 327.02 政治学

165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18: 국별 반응 및 대북한 대응 조치 교
섭: 미국, 오스트리아

한국학술정보 편집부 한국학술정보 2019-11-01 9788926896204 327.02 政治学

166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19: 국별 반응 및 대북한 대응 조치 교
섭: 일본

한국학술정보 편집부 한국학술정보 2019-11-01 9788926896228 327.0 政治学

167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20: 북한 동향 한국학술정보 편집부 한국학술정보 2019-11-01 9788926896242 327.02 政治学

168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21: 재외 공판 조치(상) 한국학술정보 편집부 한국학술정보 2019-11-01 9788926896266 327.02 政治学

169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22: 재외 공판 조치(하) 한국학술정보 편집부 한국학술정보 2019-11-01 9788926896280 327.02 政治学

170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23: 일일 보고 및 청와대 보고 한국학술정보 편집부 한국학술정보 2019-11-01 9788926896303 327.02 政治学

171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24: 홍보 활동 및 각국 언론 보도(상) 한국학술정보 편집부 한국학술정보 2019-11-01 9788926896327 327.02 政治学

172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25: 홍보 활동 및 각국 언론 보도(하) 한국학술정보 편집부 한국학술정보 2019-11-01 9788926896341 327.02 政治学

173 Trans-Pacific Imagination 정해조 한국학술정보 2020-02-24 9788926898581 327.16 政治学

174 공수처법 필리버스터 한국학술정보 기획편집팀 한국학술정보 2020-03-02 9788926898604 328.519 政治学

175 21세기 환태평양지역의 문화변동과 글로벌리제이션 박상현 외 한국학술정보 2020-04-29 9788926899342 327 政治学

176 통일은 체제의 선택이다 이기우 한국학술정보 2020-05-14 9788926899328 320.9519 政治学

177 기층문화와 민족주의 : 파라과이 민족 정체성과 과라니 문화 구경모 한국학술정보 2020-08-14 9791166030567 320.54 政治学

178 동구권 국교수립 1 : 동구권 관계 개선 및 교섭 창구공관 지정 한국학술정보 편집부 한국학술정보 2020-09-30 9791166031175 327.02 政治学

179 동구권 국교수립 2 : 헝가리 1 - 관계 개선 및 수교 수친 한국학술정보 편집부 한국학술정보 2020-09-30 9791166031182 327.02 政治学

180 동구권 국교수립 3 : 헝가리 2 - 상주대표부 개설 교섭 및 설치 한국학술정보 편집부 한국학술정보 2020-09-30 9791166031199 327.02 政治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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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동구권 국교수립 4 : 헝가리 3 - 외무부차관 방문 한국학술정보 편집부 한국학술정보 2020-09-30 9791166031205 327.02 政治学

182 동구권 국교수립 5 : 헝가리 4 - 국무비서 방한 및 국내외 반응 한국학술정보 편집부 한국학술정보 2020-09-30 9791166031212 327.02 政治学

183 동구권 국교수립 6 : 헝가리 5 - 국무비서 방한 및 국내외 반응 한국학술정보 편집부 한국학술정보 2020-09-30 9791166031229 327.02 政治学

184 동구권 국교수립 7 : 이라크 1 - 관계 개선 및 수교 추진 한국학술정보 편집부 한국학술정보 2020-09-30 9791166031236 327.02 政治学

185 동구권 국교수립 8 : 이라크 2 -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상) 한국학술정보 편집부 한국학술정보 2020-09-30 9791166031243 327.02 政治学

186 동구권 국교수립 9 : 이라크 3 -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하) 한국학술정보 편집부 한국학술정보 2020-09-30 9791166031250 327.02 政治学

187 동구권 국교수립 10 : 폴란드 1 - 관계 개선 및 수교 추진 한국학술정보 편집부 한국학술정보 2020-09-30 9791166031267 327.02 政治学

188 동구권 국교수립 11 : 폴란드 2 - 실무 대표단 방한 및 사전 교섭 한국학술정보 편집부 한국학술정보 2020-09-30 9791166031274 327.02 政治学

189 동구권 국교수립 12 : 폴란드 3 - 정부 대표단 방한 및 국내외 반응 한국학술정보 편집부 한국학술정보 2020-09-30 9791166031281 327.02 政治学

190 동구권 국교수립 13 : 유고슬라비아 1 - 국교 수립 관련 정부 동향(상) 한국학술정보 편집부 한국학술정보 2020-09-30 9791166031298 327.02 政治学

191 동구권 국교수립 14 : 유고슬라비아 2 - 국교 수립 관련 정부 동향(하) 한국학술정보 편집부 한국학술정보 2020-09-30 9791166031304 327.02 政治学

192 동구권 국교수립 15 : 유고슬라비아 3 - 대사 방문 및 외무장관 회담 한국학술정보 편집부 한국학술정보 2020-09-30 9791166031311 327.02 政治学

193
동구권 국교수립 16 : 유고슬라비아 4 - 기타 국내외 반응 및 동구권
정무 일반

한국학술정보 편집부 한국학술정보 2020-09-30 9791166031328 327.02 政治学

194 동구권 국교수립 영인본 전 16권(SET) 한국학술정보 편집부 한국학술정보 2020-09-30 327.02 政治学

195 韓中수교 20년 (1992-2012)
공봉진,최낙창,이상숙,박미정,

이강인,오혜정
한국학술정보 2012-10-19 9788926838495 327.510519 政治、外交

196 이어도 해양분쟁과 중국 민족주의 고충석,강병철 한국학술정보 2013-04-19 9788926842201 327.174 政治、外交

197 북한자료의 수집과 활용 송승섭 한국학술정보 2011-12-01 9788926827734 025.17 北韓学

198
미국은 왜 한국전쟁에서 휴전할 수밖에 없었을까 : 미국의 새로운 국
가안보체제하의 전쟁정책과 전쟁지도를 중심으로

남정옥 한국학술정보 2010-03-05 9788926808542 355.03109519 軍事学

199 軍人事法 Ⅰ(군인사법 1) 임천영 한국학술정보 2010-05-17 9788926810248 343.01 軍事学

200 대륙국가의 해군력 증강 김정현 한국학술정보 2005-08-30 9788953430655 359 国防、軍事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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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MBTI와 군생활 김정진 한국학술정보 2005-11-05 9788953439375 355.1 国防、軍事学

202 일본의 군사력 증강정책 연구 신경식 한국학술정보 2007-03-10 9788953464834 355.033552 国防、軍事学

203 전쟁사 주시후 한국학술정보 2007-08-10 9788953471474 355.02 国防、軍事学

204 남북한 군사정책과 한국전쟁 19451950 양영조 한국학술정보 2007-10-05 9788953475915 355.0330519 国防、軍事学

205 전력화지원요소 이론과 실제 김영기 한국학술정보 2007-10-30 9788953476158 355.82 国防、軍事学

206 21세기 미국의 국방전략
박기련, 김재엽,김연철,김종

하,김동원,양완식
한국학술정보 2008-07-28 9788953498211 355 国防、軍事学

207 국가안보와 군대윤리 박균열 외 7인 공저 한국학술정보 2008-07-31 9788953498280 174 国防、軍事学

208 병영문화와 인권친화리더십
김창주 유명덕 이원봉 박균

열 공저
한국학술정보 2008-07-31 9788953498099 174 国防、軍事学

209 마르크스의 「전쟁·평화」론 김승국 한국학술정보 2008-08-20 9788953498785 355 国防、軍事学

210 종합군수지원:야전운용제원 수집과 활용모델 조용선 한국학술정보 2008-10-08 9788953402362 355.8 国防、軍事学

211 파로호의 젊은 함성 송창훈 한국학술정보 2009-02-20 9788953412248 355.1 国防、軍事学

212 이렇게 준비하면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 김도수 한국학술정보 2009-02-20 9788953412453 355.8 国防、軍事学

213 쉽게 읽는 전쟁이야기 이준희 한국학술정보 2009-04-20 9788953413955 355.47 国防、軍事学

214 (정치사의 범주 내에서)병법사 1 : 제 1편 고대 그리스와 로마 한스 델브뤼크 ; 민경길 역 한국학술정보 2009-07-20 9788926800935 355.42 国防、軍事学

215 (정치사의 범주 내에서)병법사 2 : 제 2편 게르만족 한스 델브뤼크 ; 민경길 역 한국학술정보 2009-07-20 9788926800959 355.42 国防、軍事学

216 (정치사의 범주 내에서)병법사 3 : 제 3편 중세 한스 델브뤼크 ; 민경길 역 한국학술정보 2009-07-20 9788926800973 355.42 国防、軍事学

217 (정치사의 범주 내에서)병법사 4 : 제 4편 근대 한스 델브뤼크 ; 민경길 역 한국학술정보 2009-07-20 9788926800997 355.42 国防、軍事学

218 6.25전쟁시 예비전력과 국민방위군 남정옥 한국학술정보 2010-03-05 9788926808566 355.33 国防、軍事学

219 평화와 국방 박휘락 한국학술정보 2012-03-31 9788926832295 355.03 国防、軍事学

220 한국전투기사업의 정책결정 배영일 한국학술정보 2012-05-30 9788926833698 327.519 国防、軍事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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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한국 국방의 도전과 대응 국방전문가포럼 한국학술정보 2012-08-10 9788926836347 355.009519 国防、軍事学

222 (합동군사대학교 교수가 들려주는)군사전략론 황성칠 한국학술정보 2013-03-29 9788926841969 355.4 国防、軍事学

223 한반도 교전규칙 기윤서 한국학술정보 2013-10-31 9788926853221 355.43 国防、軍事学

224 국가와 시민 : 시대를 넘어, 경계를 넘어 박재창 이담북스 2009-10-30 9788926804810 320.9519 政治学

225 반미를 해부한다 : 누가, 왜 미국을 증오하는가? 심양섭 이담북스 2010-01-18 9788926807347 327.17 政治学

226 품격있는 보수를 꿈꾸다 : 고 김일영 교수 칼럼집 김일영 이담북스 2010-05-25 9788926810644 320.02 政治学

227 박정희의 실상, 이영희의 허상 박정진 이담북스 2011-04-05 9788926820957 320.09 政治学

228 (정치체제로서의)포퓰리즘 김영섭 이담북스 2011-07-25 9788926824443 320.02 政治学

229 차베스와 베네수엘라 혁명 Hugo Rafael Chavez Frias 안태환 이담북스 2012-02-01 9788926830901 320.987 政治学

230 한국정치의 안과 밖 : 그 허상과 반칙을 넘어서 정웅교 이담북스 2012-02-01 9788926830888 320.9519 政治学

231
대한민국을 말한다 : Issue &Issue 변화와 혁신의 갈등 속에서 우리의
미래는?

최창렬 이담북스 2012-03-26 9788926832110 320.9519 政治学

232 숨 쉬는 인권 송영현 이담북스 2012-04-05 9788926832639 323.4 政治学

233
추첨민주주의 이론과 실제 : 직접·대의민주주의를 보합하는 새로운
시민정치 패러다임의 모색

이지문 이담북스 2012-05-31 9788926834039 321.8 政治学

234 99%가 행복해지는 정치 조승헌 이담북스 2012-05-31 9788926833971 320.02 政治学

235 그레샴 법칙의 나라 : 빼앗긴 이명박 5년의 기록 오홍근 이담북스 2012-07-05 9788926835326 320.9519 政治学

236 진정으로 한국을 걱정하다 김경수 이담북스 2012-07-20 9788926835678 320.9519 政治学

237 언론자유와 언론개혁 : 김대중 정부의 세무조사를 중심으로 김영재 이담북스 2012-07-20 9788926835838 323.443 [070] 政治学

238 다문화 시대의 도전과 정치통합의 전략 심승우 이담북스 2013-07-31 9788926844298 320.51 政治学

239 시진핑 제국 - 중국정치 7룡, 習황제와 6대신 강효백 이담북스 2019-05-24 9788926888148 320.951 政治学

240 외교관 국제기구 공무원 실전 로드맵 민동석 이담북스 2019-08-01 9788926889084 327.02 政治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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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세계를 품은 외교관: 외교관을 꿈꾸는 이들을 위한 스토리 가이드북 민동석 이담북스 2019-12-20 9788926897300 327.02 政治学

242 진보도 싫고, 보수도 싫은데요 이동수 이담북스 2020-03-02 9788926898703 320.9519 政治学

243 군대 눈높이 멘토링 : Troop Mentoring 가정처럼 화목한 군대생활 류재석 이담북스 2010-11-12 9788926816622 355.33041[658.3] 軍事学

244 군대생활에서 성공하는 리더십 : 군 간부를 위한 성공 지침서 손규석 이담북스 2010-09-17 9788926815168 355.33041 国防、軍事学

245 레바논의 블루헬멧: UN 군의관이 레바논에서 보낸 8개월의 기록 권민관 이담북스 2020-05-31 9788926899762 355.03 国防、軍事学

学生向け一般書 245点 1,960,200円 (10%税込み)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