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pia 접속방법

전공수업을 위한 콘텐츠 길잡이

KRpia 온라인 브로슈어
과제 연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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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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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바로 연결되는
KRpia에서 이용하세요!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하세요

KRpia 링크를
클릭하세요

역사, 문학, 건축 전공 수업과제와 연구를 위한
KRpia 추천콘텐츠를 소개합니다

KRpia가 건축, 인물, 역사분야의
시리즈콘텐츠를 추천합니다.

콘텐츠 목록을 이미지보기와
리스트보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표지 위에 마우스를 올려
놓으면 콘텐츠 서지정보가
나타납니다

KRpia 주제분류

KRpia에서
콘텐츠를 이용하세요

역사

문학

건축

역사 전공 연구원이 추천하는
역사학 과제 연구 필독서

국문학 전공 교수가 추천하는
문학 과제 연구 필독서

현대건축사가 추천하는
건축학 과제 연구 필독서

KRpia 역사학 컬렉션은 고대뿐만 아니라
근현대사 역사서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사와 한국전쟁,
한국 현대도시개발사 등의 근 현대사 전공
필독서를 KRpia를 통해 온라인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KRpia 문학 컬렉션은 근 현대 문학, 작가연구,
문학비평 연구를 포함합니다. 근 현대 한국
여성문학과 현대시의 심연, 박경리 선생의 토지를
총체적으로 살피는 한국 문학 전공 필독서를
KRpia를 통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KRpia 건축학 컬렉션은 현대건축사의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서비스합니다.
세계 현대 건축 트렌드, 설계경기 공모전 작품,
포트폴리오 작성까지 건축학 전공자의 수업과
실습에 도움되는 콘텐츠를 KRpia를 통해
바로 확인해 보세요.

민족문제연구소 김진영 연구원께서
역사 분야 과제ㆍ연구 필독서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한성대 김동환 교수께서
문학 분야 과제ㆍ연구 필독서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한국독립운동사

한국 근 현대 여성문학 장의 형성

IAC 세계건축설계경기

박찬승 저 | 역사비평사

김양선 저 | 소명출판

현대건축사 편집부 저 | 현대건축사

일제강점기에 국내외 독립운동의 전개과정을
총망라한 책으로 독립운동사 과목과 연구를 위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 독립운동 진영의 출발과
재편, 분화와 결집 등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시기별로 독립운동의 전개과정을 체계적으로
서술한다.

근 현대 여성문학을 직시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
하는 연구서. 근대 초기부터 1960년대 말까지 한국
여성문학사의 형성과 전개과정을 총망라하고 있는
책으로 여성문학이 제도에 의해 가려져 있었을 뿐
사실 역동적인 문학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건축공모전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필독서. 젊은
건축가의 등용문이 되고 있는 국제 유수의
공모전 작품과 국내 공모전을 통해 발표된 공동
주택, 학교, 도시설계, 미래건축 등의 디자인을
분야별로 엮은 책이다.

원문보기

원문보기

한국전쟁에 대한 11가지 시선

원형 도상의 언어적 기원과 현대시의 심연

세계의 현대건축 작품 시리즈

역사문제연구소 외 저 | 역사비평사

조영복 저 | 소명출판

류춘수 저 ㅣ 현대건축사

한국전쟁은 냉전의 중심지였던 유럽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이 연구서는 한국과 독일의 연구자들이
함께 기획한 결과물로 근 현대사 연구자들에게 한국
전쟁에 대한 동 서독, 프랑스, 폴란드, 헝가리 등
유럽인의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원형도상의 개념을 시 언어, 공연물, 고대 신화 등의
문화콘텐츠와 연결해 설명하는 개념서. 문학의 이해
와 분석이 어려운 작업이 아니라 지적 훈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둘만한 저작.

세계 현대건축 A to Z. 한국건축의 현시점을 살피고,
세계의 현대건축 흐름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시리즈
기획물이다. 세계 유명건축가의 작품들을 용도별,
규모별로 분류하며 초고층 건물, 호텔부터 소규모
사무소 건축까지, 현대건축 작품을 7권의 책으로
소개한다.

원문보기

원문보기

한국현대도시의 발자취

토지의 문화지형학

Portfolio +

손정목 저 | 일지사

최유찬 외 저 | 소명출판

정철오 저ㅣ 현대건축사

현대 한국도시사 연구를 시작하면 반드시 읽어야 할
저작. 한국 도시계획의 산증인이었던 손정목은 인구,
주택사회, 도시계획 도시화 등 광범위한 도시현상과
도시가 처한 오늘의 실상과 미래상, 그 속에서 지켜가
야 할 인간회복의 문제를 다룬다.

한국 현대문학의 금자탑 『토지』의 총체적 이해를
위한 연구서. 토지가 독자에게 수용된 양상, 다른
장르로 변용된 양상, 작품의 공간에 대한 연구,
작가에 관한 기초자료, 연구결과의 교육적, 대중적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담고 있다.

유학과 건축 실무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포트폴리오 디자인 지침서. 총 7개의 챕터로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야기를 엮어나가며,
미국의 건축사무소에 취직한 건축학도들의
포트폴리오를 수록하고 있다.

원문보기

원문보기

현대건축사 편집국에서
건축학 분야 과제ㆍ 연구 필독서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원문보기

원문보기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