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전자책 목록
간도와 한인종교┃고병철 외
간옹우묵┃이기 지음/신익철 외 옮김
京畿道 歷史地名 事典┃동아시아역사연구소 편
『고려사』의 자연학과 오행지 역주┃김일권
고려 재조대장경과 동아시아의 대장경┃유부현 외
고려 초조대장경과 동아시아의 대장경┃유부현 외
고지도와 사진으로 본 백두산┃이서행, 정치영 편
구사론 계품·근품·파아품-신도 영혼도 없는 삶┃이종철 역주
근대 한국 종교문화의 재구성┃강돈구 외
근대 한국과 일본의 공공성 구상 1, 2┃ 박광수 외
근사록-덕성에 기반한 공동체, 그 유교적 구상┃ 한형조 외
기각한필-조선 사대부 여성 기각의 한시집┃임치균 외
낙성비룡-현대어본┃임치균 외
낙천등운-현대어본┃임치균 외
대한민국의 건국-시선의 교차┃권희영 외
동국여지승람 제영 사전-군현편┃김건곤 외
문무를 갖춘 양반의 나라┃김강식
문장풍류삼대록-현대어본┃임치균 외
박문수, 18세기 탕평관료의 이상과 현실┃김백철
발해 유적 사전-중국편┃구난희 외
밭 가는 영조와 누에 치는 정순왕후┃한형주
백두산-현재와 미래를 말한다┃김정배
부끄러워할 줄 아는 선비┃김백희
삼국시대 국가의 성장과 물질문화1, 2┃ 오강원 외
서양윤리학에서 본 유학┃도성달
세종 리더십의 핵심 가치┃정윤재
승총명록으로 보는 조선후기 향촌 지식인의 생활사┃전경목 외
시권: 국가경영의 지혜를 듣다┃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심경 철학 사전┃이창일 외
심경: 주자학의 마음 훈련 매뉴얼┃한형조 외
18세기 연행록 기사 집성: 서적, 서화편┃신익철 외
譯註 光陵誌┃장서각 편, 김동석·이태희 역주
역주 삼국사기 1~5┃정구복 외
역주 용비어천가 상, 하┃박창희 역주
譯註 莊陵誌續編-附 莊陵誌補遺┃장서각 편찬, 김덕수 역주
영·정조대 문예중흥기의 학술과 사상┃김문식 외
영이록-현대어본┃임치균 외
영조 대의 무신란, 탕평의 길을 열다┃장필기
영조 대의 양역정책과 균역법┃정연식
영조 대의 의궤와 미술문화┃이성미
영조 대의 잔치 그림┃박정혜
영조 대의 한양 도성 수비 정비┃ 노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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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 시대를 만든 사람들┃박광용
영조 대 과학의 발전┃구만옥
영조어제 해제 1~10, 목록
영조와 사도세자 이야기┃최봉영
영조의 과거, 널리 인재를 구하다┃ 이남희
영조의 국가정책과 정치이념┃정만조 외
영조의 독서와 학문┃정재훈
영조의 딸과 사위┃지두환
영조의 어머니, 숙빈 최씨┃이영춘
영조의 정통성을 묻다-무신란과 모반 사건┃고성훈
영조의 청계천 준설┃신병주
영조의 통치이념과 개혁┃신명호
예천 맛질 박씨가 일기 7┃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학술적 글쓰기┃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한국문화학당
용비어천가와 세종의 국가경영┃박병련 외
용을 그리고 봉황을 수놓다┃이민주
우리에게 민족은 무엇인가-신학, 종교, 그리고 민족┃이상훈
원측 『해심밀경소』의 승의제상품 연구┃이종철 외
원측 『해심밀경소』의 심의식상품 연구┃이종철 외
윤리, 세상을 만나다┃도성달
윤리학, 그 주제와 논점┃도성달
윤보선과 1960년대 한국정치┃해위학술연구원 편
이동하는 조선족┃권향숙, 신종원 옮김
21세기 디아스포라 북한이탈주민┃김복수 외
장서각에서 옛 기록을 만나다┃옥영정 외
장수한 영조의 식생활┃주영하
정미가례시 일기 주해┃황문환 외
정순왕후, 수렴청정으로 영조의 뜻을 잇다┃임혜련
제국 일본이 그린 조선 민속┃주영하 외
조선 시대 과거 제도 사전┃원창애 외
조선 왕실의 가례 2┃강제훈 외
조선 왕실의 제향 공간-정제와 속제의 변용┃이욱
조선의 국가 제사┃한형주 외
조선의 백과지식-대동운부군옥』으로 보는 조선시대 책의 문화사┃옥영정 외
족보, 왜 사대부에게 꼭 필요했는가┃권기석
종교교육 비교연구┃강돈구 외
증보사례편람 역주본┃문옥표 외
지리산 역사문화 사전┃정치영 외
징세비태록-현대어본┃임치균 외
창의경제와 문화예술의 역할┃전택수 외
천수석-현대어본┃임치균 외
청백운-현대어본┃임치균 외
청소년을 위한 세종 리더십 이야기┃정윤재 외
태원지-현대어본┃임치균 외
통신사, 동아시아를 잇다┃김현영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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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근대 여성 63인의 초상┃김경일
한국 근현대 100년과 민속학자┃김일권 외
한국 사회 문화 변동과 생태 담론┃이상훈
한국 왕실여성 인물사전┃김창겸 외
한국 종교교단 연구 Ⅰ~Ⅸ┃강돈구 외
한국문화와 그 너머의 아리랑-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본 아리랑┃신대철 외
한국 문화전통과 배려의 윤리┃황금중 외
한국의 경제발전 70년┃이제민 외
한국의 다문화 상황과 사회통합┃김병조 외
한국의 문화 70년┃정진석 외
한국의 민족주의와 탈민족주의┃정영훈 외
한국의 불교 성지┃고병철 외
한국의 산림녹화 70년┃이경준 외
한국의 외교 안보와 통일 70년┃이상우 외
한국의 정치 70년┃진덕규 외
한국의 교육 70년┃이돈희 외
한국인의 소비와 여가생활┃문옥표 외
한글편지에 담긴 사대부가 부부의 삶┃백두현
한류 그 이후-한류의 저력과 향후 과제┃이상훈 외
한반도 분할의 역사┃이완범
한반도 통일론과 통일윤리┃이서행
한조삼성기봉-현대어본┃임치균 외The Center for International Affaris
『해동문헌총록』과 고려시대의 책┃김건곤
현대 중국의 한국종교┃강돈구 외
현대 한국의 종교와 정치┃강돈구 외
현대시와 문학통계학┃김병선
혜경궁 홍씨, 회한의 궁중생활 칠십 년┃정병설
호서지방의 고문서┃전경목
혼인, 세상을 바꾸다-조선시대 혼인의 사회사┃정진영
화문록-현대어본┃임치균 외
화상찬으로 읽는 사대부의 초상화┃고연희
After Hallyu-The Potential and Future Task┃이상훈 외
Arirang in Korean Culture and Beyond-Arirang from Diverse Perspectives┃신대철 외
Exploring Korean History through World Heritage(Second Edition)┃The Center for
International Affairs
KOREAN VILLAGES AND THEIR CULTURES┃The National Trust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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