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문사회부터 기술과학까지

필수 전공서와 수업교재, 참

고자료 수록

전문적인 학술자료부터 인문

교양함양을 위한 기초, 인문

소양 자료 수록

9개 분야의 방대한 양적, 질

적으로 우수한 대표 연구 원

문자료 수록

남과 북의 핵심학술자료를

모아 비교연구 할 수 있도록

상세한 원문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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