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귀한 한국학 고전과 
역사, 문학, 건축 분야의 
전공 필독서부터 
인문교양 콘텐츠까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바로 연결되는 
KRpia에서 이용하세요!

소속학교가 KRpia를 구독하고 있다면,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KRpia의 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KRpia 접속방법

KRpia 주제분류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하세요

KRpia 링크를 
클릭하세요

KRpia에서 
콘텐츠를 이용하세요

인문   교양 콘텐츠 길잡이

KRpia 온라인 브로슈어 
인문  교양편

문화가 담긴 시대별 역사교양서와
여성과 과학사를 다룬 KRpia 추천콘텐츠를  소개합니다.

KRpia가 건축, 인물, 역사분야의 
시리즈콘텐츠를 추천합니다.

콘텐츠 표지 위에 마우스를 올려 
놓으면 콘텐츠 서지정보가 
나타납니다

콘텐츠 목록을 이미지보기와 
리스트보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국고대사부터 인물현대사까지.
KRpia가 서비스하는 역사교양서로 
고대, 중세, 현대의 역사와 문화사를  
온라인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유사역사학계에 대한 역사학계의   
체계적 비판서로 한국 고대사에 
대한 38개 물음에 대해 팩트체크
를 내놓는다. 

한국 고대사 산책
한국역사연구회 저ㅣ역사비평사

김승구 저ㅣ책과함께

일제강점기 ‘영화’는 어떻게 받아
들여지고 있었을까. 당시의 일간
지나 잡지 등에서 찾아낸 영화 
마니아들의 삶이 생생하게 펼쳐
진다.

식민지 조선의 또 다른
이름, 시네마 천국

남과 북에서 정치, 언어, 문학, 법조, 
과학, 역사, 영화, 무용이라는 여덟 
개 분야의 기본 골격을 만들어간 
인물들을 비교한다.

17세기 말부터 19세기에 걸쳐, 
조선에서 양반이 되려고 했던 
어느 노비 집안의 멀고도 험난한 
여정을 추적한 콘텐츠. 

노비에서 양반으로,
그 머나먼 여정
권내현 저ㅣ역사비평사

남과 북을 만든 라이벌
역사비평 편집위원회 저ㅣ역사비평사

여성의 삶은 KRpia 인문교양 콘텐츠의 
대표적인 테마입니다. 조선왕실의 궁궐속에서, 
고전문학의 곳곳에서, 일제강점기 새로운 시대의 
풍경에서 나타난 여성의 삶을 KRpia를 통해 
더욱 깊게 접해보세요.

조선시대 왕실을 지탱해 온 궁궐 여성들의 생활상을 
담은 책이다. 왕실 여성으로서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죽음까지, 후궁들의 삶부터 궁중 일꾼까지
하나로 모아지지 않는 여러 빛깔과 명암의 삶들이
펼쳐진다.

조선의 역사를 지켜온 왕실 여성
국립고궁박물관 외ㅣ글항아리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고전문학 작품들을 여성주의
적 관점에서 해석해보면 어떠할까.
단군신화, 장화홍련전, 사씨남정기, 시조와 소설에 
이르기까지 여성주의 관점으로 새롭게 탄생한 
고전문학을 접할 수 있는 책이다.

고전문학과 여성주의적 시각
정출헌 저ㅣ소명출판

1920-3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 신여성이라는 
새로운  인간은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을까. 공식적인 
교육이 허용됐고 여성운동 이념과 사상이 수입된 당시 
신여성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사회구조, 신여성 범주의 
갈래와 형상 등 신여성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돌아본다.

신여성, 근대의 과잉 
김수진 저ㅣ소명출판

인문교양 콘텐츠 플랫폼 KRpia는 과학분야의
교양콘텐츠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인물로 
보는 한국과학사의 흐름, 의학의 결정적 장면, 
전근대 중국 우주관의 역사적 흐름을 KRpia를 
통해 온라인으로 바로 만나보세요.

우리 과학계에 업적을 남긴 한국과학자 92명과 
세계과학자 63명을 고루 다룬, 과학사 콘텐츠. 
1권에서는 장영실부터 현대 과학자까지 
한국 과학자의 삶과 업적을 다루며 2권에서는 
세계과학자가 한국과학사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지 
두루 확인할 수 있다.

인물 과학사
박성래 저ㅣ책과함께

이 책은 동서양 의학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을 
포착해낸 의학 교양서이다. 의학의 시작점이 된 
히포크라테스와 프랑스 과학자 파스퇴르, 동의보감의 
저자 허준까지, 의학자들의 이뤄놓은 학문적 업적과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가득하다.

의학 오디세이
강신익 외 저 ㅣ역사비평사

중국인들의 우주관은 어떻게 변화되어 왔을까. 
고대 중국부터 청까지 중국의 전통적 우주론의 변화
양상을 다룬 기념비적인 명저. 저자는 17세기를 
기점으로 중국전통의 우주관의 일대 혁명적인 전환이
일어난다고 밝히며, 전근대 중국의 우주론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일관되게 서술한다.

중국의 우주론과 청대의 과학혁명
존 헨더슨 저 ㅣ 소명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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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rpia.co.kr/product/main?plctId=PLCT00007110&utm_source=krpia&utm_medium=broch&utm_campaign=event
http://www.krpia.co.kr/product/main?plctId=PLCT00007023&utm_source=krpia&utm_medium=broch&utm_campaign=event
http://www.krpia.co.kr/product/main?plctId=PLCT00007357&utm_source=krpia&utm_medium=broch&utm_campaign=event
http://www.krpia.co.kr/product/main?plctId=PLCT00007078&utm_source=krpia&utm_medium=broch&utm_campaign=event
http://www.krpia.co.kr/product/main?plctId=PLCT00007340&utm_source=krpia&utm_medium=broch&utm_campaign=event
http://www.krpia.co.kr/product/main?plctId=PLCT00007691&utm_source=krpia&utm_medium=broch&utm_campaign=event
http://www.krpia.co.kr/product/main?plctId=PLCT00007591&utm_source=krpia&utm_medium=broch&utm_campaign=event
http://www.krpia.co.kr/product/main?plctId=PLCT00006516&utm_source=krpia&utm_medium=broch&utm_campaign=event
http://www.krpia.co.kr/product/main?plctId=PLCT00007052&utm_source=krpia&utm_medium=broch&utm_campaign=event
http://www.krpia.co.kr/product/main?plctId=PLCT00007576&utm_source=krpia&utm_medium=broch&utm_campaign=ev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