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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고려대학교(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석사)

서울대학교(학사)

주요경력

현재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겸임 정교수

현재 일본 국제관광진흥기구(JNTO) 자문

현재 일본관광청 VJC 위원회 위원

현재 한일교류한마당 실행위원회 위원

현재 사단법인 동아시아문화교류협회 고문

현재 한국 일본학회 상임이사

현재 시사일본어사 명예이사

전한국 일본문화학회 이사

전 한일교류한마당 운영위원회 고문

전 한국 문화관광체육부 정책자문위원

전 한국 해외문화홍보원 자문

연구실적

2013.05.20.夏目漱石の國家主義に對する態度についての一考察(1) 

한국일본학회 발행 95호

2012.12.31.夏目漱石の日露戰爭に對する態度についての一考察

한국일본사상사학회 발행 23호

2012.02.29.夏目漱石の戰爭觀に對する一考察 - 趣味の遺傳を中心として - 

고려대학교 일본연구센터 발행 17호

2011.09.01.夏目漱石の「趣味の遺傳」の厭戰觀に對する一考察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2011.05.08.「日韓の新しい100年」に對する展望と課題

동아시아문화교섭학회 (Society for Cultural Interaction in East Asia)

2011.03.09.현대문화일본어,형설출판사

2011.03.01.韓國における日本大衆文化の調査硏究(10).

靜岡大學敎育學部硏究報告(人文·社會·自然科學篇) 발행 61호

tel:02-961-0840
https://hot.khu.ac.kr/kor/page.php?navi=EE05000000&target=poe@khu.ac.kr/%20poe21@hotmail.com


2010.10.10.한일 신연극성립기 창작담론과 영향관계 연구

한국극예술학회 발행 32호

2010.06.30.夏目漱石の『趣味の遺伝』の構造に対する一考察

한국일본사상사학회 발행 18호,

2009.12.30.夏目漱石文學における個人主義の位相に對する考察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발행 42호

2009.10.01.한일 고전설화의 연극화와 현대화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극예술학회 발행 30호

2008.09.20.日韓交流お祭りの展望と課題に對する私的考察

アドニス書房　河出書房新社

2008.03.01.日韓兩國の少子、高齡化の進行に伴う社會システム再構築への課題　

敎育システムの問題を中心に日本國立　靜岡大學　敎育學部 발행 39호

2007.12.30.夏目漱石『道草』の中心事件と主題性に對する一考察

전국규모의심사제학술지,한국학술진흥재단(등재)게재 발행 1권 34호

2007.11.01.2009,2010년도에 어려워질 전망인 한일관계와 문화교류를 축으로 한 갈등 완화 방법론

한일문화교류회의 발행 1권 1호

2006.03.01.韓國における日本大衆文化の調査硏究 (9)

國立靜岡大學敎育學部 발행 1권 56호

2005.08.31.나쓰메소세키(夏目漱石)『마음』의주제성대한고찰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발행 1권 20호

2005.05.01.日韓社會科敎育比較考(5)

國立靜岡大學敎育學部 발행 1권 36호

2005.05.01.韓國における日本大衆文化の調査硏究 (8)

國立靜岡大學敎育學部 발행 1권 55호

2005.03.13.韓日靑少年交流の今後の課題と展望

동아시아문화교류협회 발행 1권 1호

2004.03.01.韓國における日本大衆文化の調査硏究 (7)

日本國 靜岡大學 敎育學部 발행 54호

2004.02.25.夏目漱石文學の主題硏究

고려대학교대학원

2003.09.22.夏目漱石の『門』の主題論

동아시아일본학회 발행 9권

2003.03.31.むくげと櫻 -日韓姉妹交流のあゆみ

帝京大學福岡短期大學 國際交流委員會

2003.03.03.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 『봇찬』(坊つちやん)론

동아시아일본학회 발행 8권2003.03.01.韓國における日本大衆文化の調査硏究 (6)

日本國 靜岡大學 敎育學部 발행 53호

2003.03.01.韓國における日本文化開放についての調査硏究

日本國 靜岡大學 敎育學部

2002.10.11.夏目漱石『坊ちゃん』論

동아시아일본학회

2002.08.15.夏目漱石『野分』主題論

한국일본문화학회

2002.04.27.夏目漱石『野分』論



한국일본문화학회

2002.03.01.韓國における日本大衆文化の調査硏究(5)

日本國立靜岡大學敎育學部 발행 52호

2001.12.28.韓國語を知らなくても韓國に行く（한일 대역판 여행회화 교재）

시사일본어사

2001.03.01.韓國における日本大衆文化の調査硏究（４）

日本國 國立 靜岡大學 敎育學部 발행 51권

2000.10.28.夏目漱石『野分』主題論.

韓國日本近代學會

2000.08.01.夏目漱石『吾輩は猫である』主題論 .

韓國日本文化學會 발행 9권

2000.07.05.고급일본어활용Ⅱ [현대문화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발행 2권

2000.04.29.夏目漱石『吾輩は猫である』主題論

韓國日本文化學會

2000.03.01.韓國における日本大衆文化の調査硏究(3)

靜岡大學校敎育學部靜岡大學校敎育學部硏究報告(人文,社會科學編). 발행 6권 50호

2000.01.25.고급일본어활용Ⅰ[비지니스문화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발행 1권

1999.12.31.나츠메소세키의[虞美人草]論

한국일본어교육학회 발행 16호

1999.12.01.나츠메소세키 [虞美人草]論.

한국일본어교육학회 발행 16호

1999.09.01.나츠메소세키 연구.

한국일본문학회 발행 1호

1999.09.01.나츠메소세키의[산시로]論.

한국일본문학회

1999.03.01.韓國에 있어서 日本 大衆文化의 調査 硏究(1).

靜岡産業大學 발행 49호

1999.03.01.韓國에 있어서 日本大衆文化의 調査硏究(1)

日本國立靜岡大學校 발행 49호

1999.02.01.나츠메소세키[도련님]의 주제

경희호텔경영전문대학 호텔경영연구소 발행 20호

1997.12.01.김달수 [현해탄]고찰

한국국어교육학회 발행 95호

1997.08.01.일본말 몰라도 일본 간다. (일본여행 회화교재 및 여행가이드 북) 

시사일본어사

1997.02.01.대학일본어작문

경희호텔경영전문대 출판부

1996.10.01.일한 사회과교육 비교考 3 

일본국립시즈오카대학교 교육학부 발행 28호

1996.03.01.현대일본청년의 노동의식과 그 실태에 대한 조사연구

경희호텔경영전문대학 발행 17호

1995.10.01.일본에서의 공민교육 성립과 전개 -일한 사회과교육 비교고 2-



일본국립시즈오카대학교교육학부 발행 27호

1995.03.01.나츠메소세키문학의 [봇짱]考 -속물의 설정과 그 모티브에 관하여-

경희호텔경영전문대학 발행 16호

1994.12.01.대학교양일본어 -기초문법의 정리와 완성- 

형설출판사

1993.10.01.일한 사회과교육 비교考 1 

일본국립시즈오카대학교 교육학부 발행 26호

1993.10.01.한국과 일본에서의 학교와 교실 문화의 비교 연구

일본국립시즈오카대학교교육학부 발행 44호

1993.06.01.나츠메소세키문학의 교육관 고찰 - [봇짱]을 중심으로- 

한국국어교육연구회 발행 48호

1992.03.01.일본과 한국에서의 청소년 문화와 의식구조의 비교연구 1-새로운 양국의 상호이해교육의 기초 작업으

로서- 일본시즈오카학원 단기대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