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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일본의 환경외교 - 기후변화교섭과 글로벌 거버넌스
카노우다케히로 지음; 박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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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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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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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동아시아의 산업변동과 로컬리티 성공회대학교 노동사연구소 한국학술정보 2015-06-29 9788926870266 307.332 社会学

6 동아시아의 산업변동과 생활세계 성공회대학교 노동사연구소 한국학술정보 2015-06-29 9788926870280 307.332 社会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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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북핵위협시대 국방의조건 박휘락 한국학술정보 2014-10-24 9788926867051 327.1747 政治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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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동아시아 통합전략 3 : 협력의 심화⋅확대와 새로운 도전
한국개발연구원 전홍택, 박명

호
한국학술정보 2014-04-28 9788926861479 338.95 経済学

11 시진핑 시대의 중국몽 : 부강중국과 G1
공봉진, 박미정, 최낙창, 조윤

경, 최재수, 심지언, 이강인
한국학술정보 2014-01-31 9788926854020 306.0951 社会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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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동아시아 통합전략 1 : 성장·안정·연대의 공동체 구축
한국개발연구원, 전홍택, 박명

호
한국학술정보 2013-07-12 9788926842577 338.95 経営学

14 동아시아 통합전략 2 : 한·중·일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전홍택, 박명

호
한국학술정보 2013-07-12 9788926842591 338.95 経済学

15
북핵 위협과 대응 : 국방전문가가 말하는 북한 핵무기의 오해와 진

실
박휘락 한국학술정보 2013-06-14 9788926843444 320.9519 政治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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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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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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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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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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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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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2011 동아시아 평화와 협력을 위한 구상 Ⅱ: 전환기의 대응전략(JPI

정책포럼 시리즈)
제주평화연구원 한국학술정보 2011-12-31 9788926837153 327.172 政治学

23
2011 동아시아 평화와 협력을 위한 구상 Ⅰ: 전환기의 대응전략(JPI

정책포럼 시리즈)
제주평화연구원 편 한국학술정보 2011-12-31 9788926837139 327.172 政治、外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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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유럽의 사회통합과 사회정책 한국유럽학회 한국학술정보 2011-10-07 9788926827055 320.94 政治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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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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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독도 영유권 분쟁 :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이진호 한국학술정보 2011-07-20 9788926823934 951.9 [341.42] 歴史

28 유럽연합의 전개 조정남·김용찬 한국학술정보 2011-02-07 9788926819364 337.142 政治学

29 동북공정의 해부 조정남·나영주 한국학술정보 2011-01-28 9788926819142 951.901 政治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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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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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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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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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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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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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한일 교류의 기억 : 근대 이후의 한일 교류사 이수경 한국학술정보 2010-04-09 9788926808986 306.4 社会学

37
(2009 JPI 정책포럼 시리즈)동아시아 평화의 미래 : 안보와 다자협

력·인간안보·동아시아 지역연구·북한과 통일
제주평화연구원 편 한국학술정보 2010-02-26 9788926808436 327.5 政治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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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현대 중국의 여성 젠더를 말하다 : 분리와 배재, 왜곡과 은폐 이영자 한국학술정보 2009-11-20 9788926805510 305.40951 社会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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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일본인류학과 동아시아 : 도리이 류조, 최남선, 이하 후유의 ‘제국의

식’
전성곤 한국학술정보 2009-09-04 9788926803813 952 社会科学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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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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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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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한중 사회의 이해 하영애 한국학술정보 2008-10-01 9788953403024 951.06 社会科学

46 국제정치와 외교정책 강석찬 한국학술정보 2008-03-07 9788953483163 327 政治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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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북방정책과 한국정치의 정책결정 임춘건 한국학술정보 2008-01-21 9788953480278 327.519 政治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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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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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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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한국의 Affirmative Action 정책 연구 최무현 한국학술정보 2005-04-11 9788953422612 331.59 社会学

52
대한민국을 말한다 : Issue &Issue 변화와 혁신의 갈등 속에서 우리

의 미래는?
최창렬 이담북스 2012-03-26 9788926832110 320.9519 政治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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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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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学生向け一般書 54点 614,520 円(8% 税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