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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배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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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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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홍근 “까우띨리-야(Kautilīya)와 한비: 인도와 중국의 정치
사상에 대한 비교연구”, 1-59
박정석 “케랄라의 귀환이주자: 이주과정과 소비행위를 중심으
로”, 61-99
오세정

“인도,

중국,

미국의

로맨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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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샹까라의 수행관과 식(識, vijñāna)”, 227-266

102

― 한국인도학회

Gargesh, Ravinder “Stylistics and Stylistic Analysis o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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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권 1호 (2008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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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구 “쁘렘짠드 단편소설에 나타난 무슬림 인물에 관한 연
구”,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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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권 1호 (2009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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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ian

Script

in

Hindi-Ur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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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성 “카스트 불평등이 도시전문직 취업에 미치는 영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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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협, 서대교, 조충제 “인도 주별 효율성 및 생산성 분석”, 45-81
고태진 “힌디어에 나타나는 코드 스위칭에 관한 연구”, 8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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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호, 구하원 “볼리우드 영화의 결혼식에 나타난 인도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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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미 “요가수련에서 5요소(Pañca-Mahābhūta)의 의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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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델리의 따지아 행진에 나타나는 순니파와 시아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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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39-67
정채성 “인도 신중간계급의 사회경제적 성격 및 ‘기타후진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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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빤짜 꼬샤(Pañca Kośa)와 인드라망(Indra’s Net)을
통한

메를로-퐁티(Merleau-Ponty)의

몸철학

이해”,

43-74

제22권 1호 (2017년 5월)
오화석 “마르와리(Marwaris)의 성공요인 연구: 기존 연구 고
찰 및 마르와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분석”, 1-56
박효엽 “우빠니샤드의 이야기에 대한 다양한 읽기의 가능성:
나찌께따스 이야기의 사례”, 57-84
이거룡 “가락국(駕洛國)과 고대 남인도(南印度)의 문화적 접
촉에 관한 고찰: 물고기숭배를 중심으로”, 8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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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권 2호 (2017년 11월)
박정석 “달리트(Dalit) 정체성과 이름의 이중성: 네팔 산록
달리트를 중심으로”, 1-36
서대교

“인도

생명보험시장의

효율성

및

생산성

분석”,

37-70
손연우, 고태진 “힌디어 일간 신문 기사표제 유형 분석: 텍스
트성 및 구성적 특징을 중심으로”, 71-108
신민하 “인도 근대경제단체 형성의 기원에 관한 연구: 벵갈상
업회의소의

설립과

초창기

활동을

중심으로

(1834-1853)”, 109-156
권서용

“화이트헤드의

파악(prehension)과

다르마키르티의

인식(pramāṇa)에 관한 비교연구”, 157-185
김성옥 “『밀린다빵하』 윤회의 해명과 12연기”, 187-216

제23권 1호 (2018년 5월)
구하원 “인도의 역사교과서 논쟁과 시기별 역사교과서에 나
타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대한 서술”, 1-34

제23권 2호 (2018년 10월)
신민하 “1910년대 초반 뉴델리 식민정부 건물 건축양식 선정
과정에 내재된 정치적 함의에 관한 연구”, 1-53
박수영 “바르뜨리하리의 행위(kriyā)와 존재(sattā) 개념: ‘행
위편(Kriyāsamuddeśa)’을 중심으로”, 55-89

제24권 1호 (2019년 4월)
권기철 “인도의 국가 농촌 고용 보장 사업(NREGS)이 농촌
임금에 미친 영향 분석”, 1-37
서대교 “인도 손해보험시장의 효율성 및 생산성 분석: 확률적
프론티어 모형을 중심으로”, 3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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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하 “1910년대 초반 영령 인도의 신수도 뉴델리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나타나는 식민지 근대성에 대한 고찰”,
71-120

제24권 2호 (2019년 10월)
이동원 “다름비르 바르띠의 『까누쁘리야』에 나타난 라다
상(像)의 실존주의적 변용”, 1-44

제25권 1호 (2020년 4월)
박소영 “인도-파키스탄 분리 독립에 관한 인도 역사교과서의
서술 특징 분석”, 1-39
박정석 “시민권과 정체성 이동: 네팔 테라이 달리트 무사하르
(Musahar)를 중심으로”, 41-80
신민하 “국가(國歌) 제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인도의 국가 정
체성 형성에 관한 고찰”, 81-131
이지은 “『인도 센서스』에 나타난 힌두이즘의 개념과 인종
주의에 대한 고찰”, 133-1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