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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l number Title 

KOR mt 1 Hanʾguk ŭi tʻal 

The old mask of Korean 

한국 의 탈 

KOR mt 2 Hanʾguk hwapʻye pyŏnchʻŏn torok 

한국 화폐 변천 도록 

KOR mt 3 Photo-CD rŭl tʻonghae pon Hanʾguk yasaenghwa togam  

Photo-CD 를 통해 본 한국 야생화 도감 

KOR mt 4 Hanʾguk ŭi ko kŏnchʻuk : sachʻal 

Ancient architectures of Korea 

한국 의 고건축 : 사찰 

KOR mt 5 Kungnip Minsok Pangmulgwan : Hanʾguk ŭi minsok 

The National Folk Museum : Korean folk life 

국립민속박물관 : 한국 의 민속 

KOR mt 6 Hanʾguk hyŏndae munhak 100-yŏn 

Korean modern literature 100 years 

한국 현대 문학 100 년 

KOR mt 7 Hanʾguk u ̆i chŏntʻong chʻum 

한국 의 전통춤 

KOR mt 8 Hanʾguk u ̆i kŭrim 

한국 의 그림 

KOR mt 9 Hanʾguk u ̆i musok : kut  

Shamanism of Korea 

한국 의 무속 : 굿 

KOR mt 10 Munhwajae rŭl paeubsida : chungyo muhyŏng munhwajae 

문화재 를 배웁시다 : 중요 무형 문화재 

KOR mt 11 Nyusŭ hyŏndae Hanʾguksa 

뉴스 현대 한국사 

KOR mt 12 Taehan Minʾguk hyŏnhaeng pŏmnyŏng CD-ROM 

LawKorea 



대한민국 현행 법령 CD-ROM 

KOR mt 13 Choso ̆n sidae hoehwa myŏngpʻumjŏn 

조선 시대 회화 명품전 

KOR mt 14 Asura 

아수라(阿修羅)  

KOR mt 15 Misu ̆tʻo ̆ Changgo : Kim Tŏk-su 40-chunyŏn kinyŏm 

Mr. Chang-go 

미스터 장고 : 김덕수 40 주년 기념 

KOR mt 16 Yurasian ekʻojŭ 

Eurasian echoes 

유라시안 에코즈 

KOR mt 17 Hŏ Kyun ŭi Hanʾguk chŏntʻong misul chakpʻumnon 

허균 의 한국 전통 미술 작품론 

KOR mt 18 Pak In-ha ŭi manhwa ŭi ihae 

박인하 의 만화 의 이해 

KOR mt 19 Pom yŏrŭm kaŭl kyŏul kŭrigo pom 

Spring, summer, fall, winter ... and spring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봄 

KOR mt 20 Oldu ̆ boi 

Old boy 

올드 보이 

KOR mt 21 Yŏpkijo ̆gin kŭnyŏ 

My sassy girl 

엽기적인 그녀 

KOR mt 22 Arahan 

Urban martial arts action 

아라한 

KOR mt 23 Pŏnji cho ̆mpʻŭ rŭl hada  

Bungee jumping of their own 

번지 점프 를 하다 

KOR mt 24 Pʻailan 

Failan 

파이란 

KOR mt 25 Sarin ŭi chʻuŏk  



Memories of murder 

살인  의 추억 

KOR mt 26 Kongdong kyŏngbi kuyŏk JSA 

Joint Security Area 

공동 경비 구역 JSA 

KOR mt 27 Kyŏul yo ̆ngʾa  

Winter Sonata 

겨울 소나타 

KOR mt 28 Malatʻon 

Marathon 

말아톤 

 

KOR mt 29 Tʻaegŭkki hwinallimyo ̆  

Taegukgi : two brothers in the war 

태극기 휘날리며 

KOR mt 30 Paramnan kajok 

Good lawyer's wife 

바람난 가족 

KOR mt 31 Ssibaji 

The surrogate womb 

씨받이 

KOR mt 32 Pingha : MBC chʻangsa tʻŭkchip chigu hwangyo ̆ng 

takʻyumentʻŏri 

Glacier 

빙하 : MBC 창사 특집 지구 환경 다큐멘터리 

KOR mt 33 Chumo ̆gi unda 

Crying fist 

주먹 이 운다 

KOR mt 34 Tonggam 

Ditto 

동감 

KOR mt 35 Rodu ̆ mubi : namja, namja rŭl sarang hada 

로드 무비 : 남자 남자 를 사랑하다 

KOR mt 36 Ellisium 



Elysium 

엘리시움 

KOR mt 37 Kʻollo ̆ ro ponŭn Hanʾguk chŏnjaeng 

Korean War in color 

컬러 로 보는 한국 전쟁 

KOR mt 38 Chigu ru ̆l chikʻyŏra 

Save the green planet 

지구 를 지켜라 

KOR mt 39 8-wo ̆l ŭi Kʻŭrisŭmasŭ 

Christmas in August 

8 월 의 크리스마스 

KOR mt 40 Oasisŭ 

Oasis 

오아시스 

KOR mt 41 Swiri 

Shiri 

쉬리 

KOR mt 42 Chip u ̆ro 

The way home 

집으로 

KOR mt 43 Kʻu ̆llaesik 

Classic 

클래식 

KOR mt 44 Yŏu kyedan yo ̆go kwoedam sebo ̆ntchae iyagi 

여우 계단 여고 괴담 세번째 이야기 

KOR mt 45 Changhwa, Hongnyŏn 

Tale of two sisters 

장화,홍련 

KOR mt 46 Pin chip 

3-iron 

빈집 

KOR mt 47 Kyŏrhon ŭn michʻin chit ida 

Crazy marriage 

결혼 은 미친 짓이다 



KOR mt 48 Chuhong kŭlssi 

The Scarlet letter 

주홍 글씨 

KOR mt 49 Yŏgo kwoedam tubŏntchae iyagi 

Memento mori 

여고 괴담 두번째 이야기 

KOR mt 50 Welkʻŏm tʻu Tongmakkol  

Welcome  to Dongmakgol 

웰컴투 동막골 

KOR mt 51 Chʻo ̆nguk ̆ui kyedan 

Stairway to heaven 

천국 의 계단 

KOR mt 52 Injŏng sajŏng polgŏt ŏpta 

Nowhere to hide 

인정 사정 볼 것 없다 

KOR mt 53 Chʻinʾgu 

Friend 

친구 

KOR mt 54 Nŏmbo ̆3 

No.3 

넘버 3 

KOR mt 55 Nŏ nu ̆n nae unmyŏng 

You are my sunshine 

너 는 내 운명 

KOR mt 56 Chʻinjo ̆rhan Kŭmjassi 

Sympathy for lady vengeance 

친절한 금자씨 

KOR mt 57 Hanʾguk chŏnjaeng kwa pʻoro 

Korean War 

한국 전쟁 과 포로 

KOR mt 58 Chʻinilpʻa 

친일파 

KOR mt 59 Hanʾguk u ̆i chinbo 

한국 의 진보 

KOR mt 60 Kukka poanpŏp 



국가 보안법 

KOR mt 61 Pʻaesyo ̆n70's 

Fashion seventies 

패션 70's 

KOR mt 62 Mian hada sarang handa 

미안하다,사랑한다 

KOR mt 63 Pʻul hausŭ 

Full house 

풀 하우스 

KOR mt 64 Wang ŭi namja 

King and the clown 

왕 의 남자 

KOR mt 65 Oseam 

오세암 

KOR mt 66 Konggong ŭi chŏk 

Public enemy 

공공 의 적 

KOR mt 67 Koemul 

괴물 

KOR mt 68 Achʻi wa Ssipʻak 

아치 와 씨팍 

KOR mt 69 Tʻatcha 

타짜 

KOR mt 70 Chuyuso sŭpkyŏk sakŏn 

Attack the gas station 

주유소 습격 사건 

KOR mt 71 Mari iyagi 

My beautiful girl, Mari 

마리 이야기 

KOR mt 72 Silmido 

실미도 

KOR mt 73 Waildu ̆ kʻadŭ 

와일드 카드 

KOR mt 74 Arŭmdaun sijo ̆l 



아름다운 시절 

KOR mt 75 Chŏpsok 

Contact 

접속 

KOR mt 76 Nae maŭm ŭi pʻunggŭm 

내 마음 의 풍금 

KOR mt 77 Nae saengae kajang arŭmdaun ilchuil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 

KOR mt 78 Sŏp`yŏnje 

서편제 

KOR mt 79 YMCA yagudan 

YMCA baseball team 

YMCA 야구단 

KOR mt 80 Koyangi rŭl putʻakʻae 

Take care of my cat 

고양이 를 부탁해 

KOR mt 81 Choyonghan kajok 

Quiet family 

조용한 가족 

KOR mt 82 Chʻunhyang chŏn 

춘향전 

KOR mt 83 Taenso ̆ ŭi sunjŏng 

댄서 의 순정 

KOR mt 84 Hanʾguk u ̆i yŏngtʻo, Tokto 

Korean territory, Dokdo 

한국 의 영토, 독도 

KOR mt 85 Param ŭi pʻaitʻo ̆ 

Figher in the wind 

바람 의 파이터 

KOR mt 86 Miryang 

Secret sunshine 

밀양 

KOR mt 87 Kŭ nom moksori 

그 놈 목소리 



KOR mt 88 Kyŏngu ̆isŏn 

경의선 

KOR mt 89 12-wo ̆l ŭi yŏltaeya 

Tropical night in December 

12 월 의 열대야 

KOR mt 90 Kamun ŭi yŏnggwang 

Marrying the mafia 

가문 의 영광 

KOR mt 91 Kaŭllo 

가을로 

KOR mt 92 Konggong ŭi chŏk 2 

Public enemy 2 

공공  의 적 2 

KOR mt 93 Gŭrin roj̆u 

Green rose 

그린 로즈 

KOR mt 94 Kŭ nom ŭn mŏt issŏtta 

그 놈 은 멋있었다 

KOR mt 95 Talma ya nolja 

달마야 놀자 

KOR mt 96 Robo ̆tʻŭ TʻaekwŏnV 

로보트 태권 V 

KOR mt 97 Mulkogi chari 

Pisces 

물고기 자리 

KOR mt 98 Minyo ̆ nŭn koerowŏ 

Two hundred pounds beauty 

미녀 는 괴로워 

KOR mt 99 Pŏmjoe ŭi chae kusŏng 

Big swindle 

범죄 의 재 구성 

KOR mt 100 Siwo ̆rae 

Il Mare 

시월애 



KOR mt 101 Ŏmma ŏmnŭn hanŭl area 

엄마 없는 하늘 아래 

KOR mt 102 Yŏmyŏng ŭi nuntongja 

Eyes of Dawn 

여명 의 눈동자 

KOR mt 103 Ol in 

All in 

올인 

KOR mt 104 Changgun u ̆i adŭl 

General's son 

將軍 의 아들 

KOR mt 105 Changmi pit insaeng 

Vie en rose 

장미빛 인생 

KOR mt 106 Chopʻok manura 

My wife is a gangster 

조폭 마누라 

KOR mt 107 Chopʻok manura 2 

My wife is a gangster 2 

조폭 마누라 2 

KOR mt 108 Tʻusabu ilchʻe 

투사부 일체 

KOR mt 109 Hanoi sinbu 

Bride from Hanoi 

하노이 신부 

KOR mt 110 Hanʾguk tanpʻyŏn yonghwa 21-sŏn 

2003 KAFA short films collection 

한국 단편 영화 21 선 

KOR mt 111 Hŏ Chun 

허준 

KOR mt 112 Tae Chang-gŭm 

大長今 

KOR mt 113 Korean arts & lifestyle 

KOR mt 114 Hwaryo ̆han hyuga 



화려한 휴가 

KOR mt 115 Maegyong 2008-yon 1000 tae kiop 

매경 2008 년 1000 대기업 

KOR mt 116 Jeju onggi 

제주 옹기 

KOR mt 117 Twaeji ka umul e ppajin nal 

돼지 가 우물 에 빠진 날 

KOR mt 118 Kim Su-hwan chʻugigyŏng chʻumo yŏngsang komapsŭmnida sarang 

hamnida 

김 수환 추기경 추모 영상 고맙습니다 사랑 합니다 

KOR mt 119 Koyohan achʻim ŭi nara esŏ 

Im land der morgenstille 

고요한 아침 의 나라 에서 성 베네딕도회 한국 진출 100 주년 기념 

KOR mt 120 Hangeul 

한글 

KOR mt 121 Kungnip Kugagwo ̆n Minsok Hapchudan yŏnjugok chip 

Instrumental music played by Folk Music Ensemble of the Korean 

Traditional Performing Arts Center 

국립 국악원 민속 합주단 연주곡집 

KOR mt 122 KBS sojang chakko myŏngin charyojip 

KBS  소장 작고 명인 자료집 

KOR mt 123 Su wun jab bang 

KOR mt 124 Kugyo ̆k yŏjidoso ̆ saegin 

국역  여지도서 색인 國譯與地圖書索引 

KOR mt 125 Korean business directory 

  

KOR mt 126 Di wo ̆ =D-War  

 디 워  

KOR mt 127 Madŏ = Mother 

 마더 

KOR mt 128 Pukkuk ŭi nunmul 

 북극의 눈물 

KOR mt 129 Haeundae 

                         해운대 



KOR mt 130 Namja iyagi 

 남자 이야기 

KOR mt 131 Kkamgŭni ŏmma 

 깜근이 엄마 

KOR mt 132 On eŏ = On Air 

 온 에어 

KOR mt 133 Chʻallanhan yusan 

                           찬란한 유산 v.1-2 

KOR mt 134 Kʻain kwa Abel 

 카인과 아벨 

KOR mt 135 10-ŏk 

 10 억 

KOR mt 136 Kyongsong sŭkʻaendŭl 

 경성 스캔들 

KOR mt 137 Kukka taep'yo 

                         국가대표 

KOR mt 138 Kukkyŏng ŭi namtchok 

 국경의 남쪽 

KOR mt 139 Kŭrimja sarin 

 그림자 살인 

KOR mt 140 Yu Hyŏn-mok k'ŏlleksyŏn = Yoo Hyeon Mok collection 

 유현목 콜렉션 

KOR mt 141 Kkot poda namja = Boys over flowers 

                         꽃보다 남자 

KOR mt 142 Natsul = Daytime drinking 

 낮술 

KOR mt 143 Dooly o ̆rŭmbyŏl tae moho ̆m 

 둘리의 얼음별 대모험 

KOR mt 144 Ttongpʻari = Breathless 

                          똥파리 

KOR mt 145 Maljuk Ko ̆ri chanhoksa 

 말죽거리 잔혹사 

KOR mt 146 Maenbal ŭi chʻŏngchʻun 



 맨발의 청춘 

KOR mt 147 Musa 

                          무사 

KOR mt 148 Palguldoen kwago ̆ 

 발굴된 과거 

KOR mt 149 Paegyahaeng 

 백야행 

KOR mt 150 Sampʻo kanŭn kil = The road to sampo 

                          삼포 가는 길 

KOR mt 151 Sŏndo ̆k Yŏwang 

 선덕여왕 v.1- 3 

KOR mt 152 Sikkaek = The grand chef 

 식객 

KOR mt 153 Adul 

                         아들 

KOR mt 154 Airisu ̆ 

 아이리스 

KOR mt 155 Annyo ̆ng, hyŏnga = Hello, brother 

 안녕, 형아 

KOR mt 156 O! pŭradŏsŭ = Oh! brothers 

                          오 브라더스 

KOR mt 157 Kkoreeng 2495 

 꼬레앙 2494 

KOR mt 158 Itʻaewŏn sarin sakŏn 

 이태원 살인사건 

KOR mt 159 Insa-dong sŭkʻaendŭl 

                          인사동 스캔들 

KOR mt 160 Chakchŏn 

 작전 

KOR mt 161 Changgŭmi ŭi kkum 

 장금이의 꿈 Vol.1-3 

KOR mt 162 Tcho ̆n ŭi chŏnjaeng 

                           쩐의 전쟁 



KOR mt 163 Chʻugyo ̆kcha 

 추격자 

KOR mt 164 all about Tongbang Sinʼgi 

 All about 東方神起 Season 3 

KOR mt 165 B-hyŏng namja chʻinʾgu = My boyfriend is type-B 

                          B 형 남자친구 

KOR mt 166 Siti hol = The city hall 

 시티 홀 

KOR mt 167 Hwangsanbo ̆l 

 황산벌  

KOR mt 168 Kamun ŭi yŏnggwang =  Glory of the family 

                           가문의 영광 

KOR mt 169  Chʻamyo ̆ chŏngbu 5-yŏn ŭi kirok e-book 

 참여정부 5 년의 기록 e-book 

KOR mt 170 Kwihyang = A blind river 

 귀향 

KOR mt 171 Hellou mai lobu ̆ = Hello my love 

 헬로우 마이 러브 

KOR mt 172 Pʻŭrun kang ŭn hŭllo ̆ra = Let the blue river run 

 푸른강은흘러라 

KOR mt 173 Kŭdu ̆l i sanu ̆n sesang = Worlds Within 

 그들이 사는 세상 

KOR mt 174 Sikkaek :  Kimchʻi chŏnjaeng 

 食客= 식객 :김치전쟁   

KOR mt 175 T'aeyang ŭl samk'yŏra = Swallow the sun 

 태양을 삼켜라 

KOR mt 176 Chou ̆n nom nappŭn nom isanghan nom = Good, the bad, the weird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KOR mt 177 Chŏn U-chʻi  = The taoist wizard 

 전우치 

KOR mt 178 Ritʻŭn = Written 

 리튼 

 



KOR mt 179 Yŏgo koedam 5 : Tongban chasal = A blood pledge 

 여고괴담 5 : 동반자살 

KOR mt 180 Seri wa Harŭ = Seri & Harr 

 세리와하르 

KOR mt 181 Panʾgaun sarinja = Murder 

 반가운살인자 

KOR mt 182 Yi Man hŭi, Yi Man hŭi k'ŏlleksyŏn = Lee Man Hee collection 

 이 만희, 이 만희 컬렉션 

KOR mt 183 Kongbu u ̆i sin = ‡b Master of study 

 공부의 신 

KOR mt 184 Ch'uno: tomang nobi rŭl tchotta 

 추노: 도망노비를 쫓다 

KOR mt 185 Chiphaengja = The executioner 

 집행자 

KOR mt 186 Ŭi hyŏngje = Secret reunion 

 의형제   

KOR mt 187 Panghwang u ̆i naldŭl = In between days 

 방황의날들 

KOR mt 188  Abuji = My father  

 아부지 

KOR mt 189 Yŏ paeudu ̆l = Actresses 

 여배우들  

KOR mt 190 Appa ka yŏja rŭl choahae = Daddy likes woman 

 아빠가여자를좋아해 

KOR mt 191 Chʻinjo ̆ng ŏmma: musik hago sikkŭrŏpko chʻonsŭrŏpko kraedo na 

man pomyŏn unnŭn 

 친정엄마 :무식하고 시끄럽고 촌스럽고 그래도 나 만 보면 웃는 

KOR mt 192  Namu ŏmnŭn san = Treeless mountain 

 나무없는 산 

KOR mt 193 Hŏsuabidŭl ŭi ttang = Land of scarecrows 

 허수아비들의땅 

 



KOR mt 194 Na to chal morŭjiman 

 나 도 잘 모르지만 

KOR mt 195 Nae kkangpʻae katŭn aein 

 내 깡패 같은 애인 

KOR mt 196 Iut chip namja 

 이웃 집 남자 

KOR mt 197 Hong Kil-tong ŭi huye 

 홍 길동 의 후예 

KOR mt 198 Kkŭm ŭn iruŏjinda : sasang chʻoyu Wŏldu ̆kʻŏp pimil chakcho ̆n 

 꿈 은 이루어진다 : 사상 초유 월드컵 비밀 작전 

KOR mt 199 Potʻu ̆ : tu namja ŭi wiho ̆mhan kŏrae 

 보트 : 두 남자 의 위험한 거래 

KOR mt 200 Cheppangwang Kim Tʻak-ku 

 제빵왕 김 탁구  

KOR mt 201 Pongha maŭl 144 sigan ŭi kirok 

 봉하 마을 144 시간 의 기록 

KOR mt 202 Pimujang chidae = The DMZ 

 비무장 지대  非武裝地帶 = The DMZ 

KOR mt 203 Pangja chŏn 

 방자전 

KOR mt 204 Ajŏssi 

 아저씨 

KOR mt 205 Sirano; yŏnae chojaktan  

 시라노 연애 조작단 

KOR mt 206 Uri mannanjŏk innayo = Try to remember 

 우리 만난적 있나요 

KOR mt 207 Han-Il pyŏngtʻan 100-yŏn tʻŭkchip yo ̆ksa chŏnjaeng 

 한 일 병탄 100 년 특집 역사 전쟁 

KOR mt 208 So wa hamkke yŏhaeng hanŭn pŏp 

 소 와 함께 여행 하는 법 

KOR mt 209  Chʻoehu u ̆i Tʻundŭra 

 최후 의 툰드라 



KOR mt 210 Apʻŭrikʻa u ̆i nunmul 

 아프리카 의 눈물 

KOR mt 211 Mujo ̆kcha 

 무적자 

KOR mt 212 Sŏnggyun'gwan sŭkaendŭl 

 성균관스캔들 

KOR mt 213 Han namja rŭl kajin tu yŏja 

 한 남자 를 가진 두 여자 

KOR mt 214 Maeri nŭn oebak chung  = ‡b Marry me, Mary! 

 매리는 외박 중 

KOR mt 215 Sikʻu ̆rit kadŭn = Secret garden 

 시크릿 가든 

KOR mt 216 Ku yoja : na ui haengbok ul pagodunun wihom, nomu nujo apun 

sarang = She : peril penetrating into your happinness, heart-

breaking belated love 

 그 여자 : 나의 행복 을 파고드는 위험, 너무 늦어 아픈 사랑 

KOR mt 217 Pada tchok ŭro han ppyŏm tŏ : chamdŭn maŭm ŭl kkaeunŭn Spring 

romaensŭ 

 바다 쪽 으로 한 뼘 더 : 잠든 마음 을 깨우는 Spring 로맨스 

KOR mt 218 Pullyang namnyŏ : 2010 ponkyŏk kʻomik hyŏltʻugŭk 

 불량 남녀  : 2010 본격 코믹 혈투글 

KOR mt 219 Angma rŭl poatta 

 악마 를 보았다 

KOR mt 220 Ichʻu ̆ng ŭi aktang 

 이층 의 악당 

KOR mt 221 Simjang i ttwinda 

 심장 이 뛴다 

KOR mt 222 Kim Chong-uk chʻatki : chʻŏt sarang chatki samuso 

 김 종욱 찾기 : 첫 사랑 찾기 사무소 

KOR mt 223 Torikʻilsu o ̆mnŭn : ai ka sarajin hu pŏmin ŭn itko chinsil ŭn o ̆pta 

 돌이킬수 없는 : 아이 가 사라진 후 범인 은 있고 진실 은 없다 

KOR mt 224 Uljima Tʻonju ̆ : Sudan ŭi Syubaichʻŏ ko Yi Tʻae-sŏk sinbu = Don't cry 

for me Sudan 



 울지마 톤즈 : 수단 의 슈바이처 故 이태석 신부 = Don't cry for me 

Sudan 

KOR mt 225 Hellou kosŭtʻŭ =  Hello ghost 

 헬로우 고스트  

KOR mt 226 Tomangja plan B 

 도망자 plan B 

KOR mt 227 Sajin chakka Pae Pyŏng-u wa sonamu =Photographer Bae Bien-U 

and the pine tree 

사진작가배병우와 소나무  

 사진작가배병우와 소나무 

KOR mt 228 Yŏksa ŭi sup Chosŏn wangnŭng = Royal tombs of the Joseon 

Dynasty  

 역사 의 숲 조선 왕릉  

KOR mt 229 Ogam ŭro Hanʾguk ŭl nŭkkida = Experience Korea through your five 

senses  

 오감 으로 한국을 느끼다 

KOR mt 230 Maenbal ŭi kkum  

 

 맨발의꿈 

KOR mt 231 Nae maŭm i tŭllini?  = Listen to my heart?  

 내마음이 들리니? 

KOR mt 232 Tongi = Dong Yi  

 동이 

KOR mt 233 Mr. aidol  

 

 Mr. 아이돌 

KOR mt 234 Posŭ rŭl chikʻyŏra  

 보스 를지켜라 

KOR mt 235 Ojik kŭdaeman  

 오직 그대만 

KOR mt 236 Uri iut ŭi pŏmjoe  

 우리 이웃 의 범죄 

KOR mt 237 Ch'aemp'ŭ  



 챔프 

KOR mt 238 P'ŭrŭn sogŭm = Blue Salt  

 푸른 소금 

KOR mt 239 P'ungsan'gae  = Poongsan  

 풍산개 

KOR mt 240 7 kwanggu = Sector 7  

 7 광구 

KOR mt 241 Kojijŏn  

 고지전 

KOR mt 242 Togani  

 도가니 

KOR mt 243 Musan ilgi = The journals of Musan  

 무산 일기 

KOR mt 244 Mianhae, komawŏ 

 미안해, 고마워 

KOR mt 245 Susanghan iuttul  

 수상한이웃들 

KOR mt 246 Sisŏn nŏmŏ = If you were me 5  

 시선 너머 

KOR mt 247 Simya pyŏngwŏn  

 심야병원 

KOR mt 248 Ssŏni = Sunny  

 써니 

KOR mt 249 Ŭiroein  

 의뢰인 

KOR mt 250 Chŏnhu ŭi p'unggyŏng = Landscape after the war  

 전후 의 풍경 

KOR mt 251 Ch'oego ŭi sarang = Best love  

 최고 의 사랑 

KOR mt 252 Choejong pyŏnggi hwal = War of the arrows  

 최종병기 활 

KOR mt 253 P'ohwa sok ŭro = 71-Into the fire  



 포화 속으로 

KOR mt 254 Hanŭl kwa pada = Sky and Sea  

 하늘 과 바다 

KOR mt 255 Tokto, Korea  

 독도, Korea 

KOR mt 256 2010 Tamunhwa tonghwa kuyŏn = Multicultural storytelling, 2010 

 

 2010 다문화 동화 구연 

KOR mt 257 Uri ttang Tokto: 365-il ŭi kirok  

 우리 땅 독도: 365 일 기록 

KOR mt 258 Uri mal uri kŭl. Kyoyuk p'yŏn  

 우리 말 우리 글. 교육 편 

KOR mt 259 Tokto rŭl nŏmboji mara  

 독도 를 넘보지 마라 

KOR mt 260 Mianhada Tokto ya  

 미안하다 독도 야 

KOR mt 261 Tokto ya  

 독도 野 

KOR mt 262 Hallyu : songs from Korea 

 한류 

KOR mt 263 Han'guk misul 2. Che 1-pʻyŏn, Tabotʻap kwa Sŏkkatʻap  

 한국미술 2. 第一篇, 다보탑과석가탑 

KOR mt 264 Han'guk misul 2. Che 2-pʻyŏn, A! Sŏkkuram  

 한국미술 2. 第二篇, 아!석굴암 

KOR mt 265 Han'guk misul 2. Che 3-pʻyŏn, Koryŏ chʻŏngja iyagi  

 한국미술 2. 第三篇, 고려청자이야기 

KOR mt 266 Han'guk misul 2. Che 4-pʻyŏn, Koryŏ Pʻalman Taejanggyŏng  

 한국미술 2. 第四篇, 고려팔만대장경 

KOR mt 267 Wangjo ŭi kkum tʻaepʻyŏng sŏgok = Music of peace dream of the 

dynasty : royal court banquet music 

 왕조의꿈태평서곡 

KOR mt 268 Explore Korea  Part 1, Korean children 



  

KOR mt 269 Explore Korea Part 2, Korean national holidays 

  

KOR mt 270 Han'guk tongnip undongsa  

 한국 독립 운동사 

KOR mt 271 Han'gŭl, nara orŭda = Hangeul, rise up on the world  

 한글, 날아 오르다 

KOR mt 272 Toyo sangsŏl kugak kongyŏn. Uri umak uri ch'um [electronic 

resource] = Saturday regular performance of Korean music & dance 

 

 토요상설국악공연. 우리음악우리춤 

KOR mt 273 Han'guk ŭi umak kwa muyong = Korean music & dance 

 

 한국의음악과무용 

KOR mt 274 Secrets behind Korea's economic success: Secrets behind Korea's 

economic success  

  

KOR mt 275 Dynamic Korea  

  

KOR mt 276 Maŭm ŭi kohyang = A hometown in heart  

 마음의고향 

KOR mt 277 Iryo tak'yu san: kungnae myŏngsan p'yŏn = Documentary mountain 

 일요 다큐산 :국내 명산 편 

KOR mt 278 Chongmyo cheryeak [sound recording]: yŏngwŏn ŭi sori: chŏngjo 

cheryeak = Jongmyojeryeak (royal shrine music)  

 종묘제례악:영원의 소리 

KOR mt 279 Korean cinema unleashed  

  

KOR mt 280 Kyujanggak sojang Parhaesa charyo [electronic resource]  

 규장각소장발해사자료 

KOR mt 281 Taejŏn hoet'ong [electronic resource]  

 대전회통 

KOR mt 282 Kugyŏk Chŭngbo munhŏn pigo [electronic resource]  



 국역증보문헌비고 

KOR mt 283 Chosŏn chonggyo munhak chipsŏng [electronic resource]: Pulgyo 

p'yŏn  

 

 조선 종교 문학 집성 [electronic resource] : 불교 편 

KOR mt 284 Han'guksa chonghap nonjŏ mongnok [electronic resource] = 

Bibliography of Korean history  

 한국사종합논저목록 

KOR mt 285 Hoam Misulgwan myŏngp'um torok  

 湖巖美術館名品圖錄 

KOR mt 286 Sukchongjo kiroyŏn, yŏmin tongnak [videorecording] : konggyŏng 

kwa nanum = Royal court banquet for seniors, enjoying with the 

people : reverence and sharing 

 숙종조기로연, 여민동락 [videorecording] : 공경과나눔 

KOR mt 287 Intro Korea [electronic resource]: 2008 electronic catalog of 

materials on Korea 

  

KOR mt 287-

1 

Intro Korea [electronic resource]: 2008 electronic catalog of 

materials on Korea 

  

KOR mt 289 Intro Korea [electronic resource]: an electronic catalog of materials 

on Korea 

  

KOR mt 290 Korea viewfinder [electronic resource] / [compiled by] The Center 

for Information on Korean Culture of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KOR mt 291 Han'guk ŭmsik ege mal ŭl kŏlda: ch'usŏk t'ŭkchip dak'yu 2-pujak  

 한국음식에게말을걸다 [videorecording] : 추석특집다큐 2 부작 

KOR mt 292 Segye sok ŭi Han'gugŏ  

 세계속의한국어 

KOR mt 293 Kŭmdan ŭi ttang Tokto [videorecording]  

 금단 의 땅 독도 



KOR mt 294 Tokto ro kanŭn kilmok  

 독도 로 가는 길목 

KOR mt 295 Tokto tobal Ilbon ŭi sinario nŭn?  

 독도 도발 일본 의 시나리오 는? 

KOR mt 296 A 50-year history of the Confucian movement (in Korea) [electronic 

resource] 

  

KOR mt 297 Kabi: arumdaun tok (tok) = Gabi  

 가비 :아름다운 독 

KOR mt 298 Kyŏul nabi  

 겨울 나비 

KOR mt 299 Ryanggang-do aidŭl= Merry Christmas north  

 량강도 아이들 

KOR mt 300 Manch'u = Late autumn  

 만추 

KOR mt 301 Pŏmjoe wa ŭi chŏnjaeng: nappŭn nomdŭl chŏnsŏng sidae = 

Nameless Gangster  

 범죄 와의 전쟁 : 나쁜 놈들 전성 시대 

KOR mt 302 Pudang kŏrae  

 부당거래 

KOR mt 303 Purŏjin hwasal  

 부러진화살 

KOR mt 304 Wandŭgi 

 완득이 

KOR mt 305 Ch'umch'unŭn tongmurwŏn  

 춤추는동물원 

KOR mt 306 T'ŭksubon  

 특수본 

KOR mt 307 P'eisŭ meikŏ = Pacemaker  

 페이스 메이커 

KOR mt 308 Haulling : nŭktaegae yŏnswae sarin  

 하울링 : 늑대개 연쇄 살인 



KOR mt 309 Hwach'a  

 화차 火車 

KOR mt 310 Pom, nun  

 봄, 눈 

KOR mt 311 Hyŏlmaek = Bloodline  

 혈맥 

KOR mt 312 Sŏul Tongnip Yŏnghwaje 2011 besŭtŭ kŏlleksyŏn tok = Seoul 

Independent Film Festival 2011 best collection  

 서울 독립 영화제 2011 베스트 컬렉션 

KOR mt 313 Ŭn'gyo  

 은교 

KOR mt 314 Kanʾginam  

 간기남 

KOR mt 315 Kŏnchʻukhak kaeron  

 건축학 개론 

KOR mt 316 P'ap'a  

 파파 

KOR mt 317 P'ŏpʻektʻŭ keim = Perfect game  

 퍼펙트 게임 

KOR mt 318 Hayan nabi: kkum kwa sarang ŭl chonnŭn chʻŏngchʻundŭl  

 파파: 꿈 과 사랑 을 좇는 청춘들 

KOR mt 319 Kʻoria: 46-il kan ŭi ttŭgŏun tojŏn  

 

 코리아 : 46 일 간 의 뜨거운 도전 

KOR mt 320 Korae rŭl chʻannŭn chajŏnʻgŏ: hŭimang ŭl mannanun mujigae pit 

yŏhaeng 

 고래 를 찾는 자전거: 희망 을 만나는 무지개 빛 여행 

KOR mt 321 Chʻŏnsa ŭi sumsori   

 천사 의 숨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