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학박사
성명 국적 전공 논문제목 지도교수

왕신 중국 한국사학
한민족의 주권(主權) 인식 연구

 -개항부터 『대한민국 임시헌법』(1919.9.11.)제정까지-
권희영

그리시나 다리아 러시아 한국사학
Min Yeong-ik’s activities as a reflection of Gojong’s policy:

 focusing on rapprochement with the Russian Empire, 1882-1909
권희영

야쿱 파베우 크쇼섹 폴란드 국어학·국문학(국어학)
한국어 은유적 벌레명의 언어상

 -벌레에 대한 통속과학적 자료를 중심으로-
안예리

김미란 대한민국 국어학·국문학(국문학) 朝鮮 後期 北漢山 遊記 硏究 조융희

김해인 대한민국 인류학·민속학(민속학)
조선시대 국가의례의 음식문화 연구

 - 길∙가례 음식구조를 중심으로 -
김일권

김현종 대한민국 인문정보학·인문지리학 조선시대 경기도의 군현경계 인식과 재현 연구 정치영

□ 철학박사
성명 국적 전공 논문제목 지도교수

김정철 대한민국 철학 남계 박세채의 『범학전편(範學全篇)』 연구 한형조

오일훈 대한민국 철학 곽상 『장자주』 사상 연구 최진덕

김원형 대한민국 종교학
생명의 기원과 실재에 관한 지적설계론의 종교신학적 의의:

슈첸버거의 기능적 복잡성 개념을 중심으로
이상훈

□ 교육학박사
성명 국적 전공 논문제목 지도교수

다와더르즈 바트치멕 몽골 교육학

퇴계와 칸트의 교육론 비교

-'경(敬)'과 '자유의 강제(die Verbindung der Freiheit mit dem Zwang)' 개념

을 중심으로-

이길상

□ 사회학박사
성명 국적 전공 논문제목 지도교수

노선희 대한민국 사회학 하와이 사진신부의 일상과 자기보호 김원

퍼흐 데 빠즈 아나이스 가브리엘라 과테말라 사회학
Argentine Tango Communities in South Korea:

A Neo-Tribal Approach
한도현

<2021년도 후기 학위수여자 현황(박사)>



□ 문학석사

성명 국적 전공 논문제목 지도교수

미르하미도바 노일라 우즈베키스탄 한국사학
한국 역사 교과서 속 서역 서술의 맥락과 특징

 -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중심으로 -
구난희

야마모토 나루미 일본 한국사학
일본인의 조선인식 변화(1876-1894):

「인근의 동맹」과 「진보의 유계」사이
정영순

쿠트비디노바 모히라혼 파히리든 키 우즈베키스탄 한국사학 발해 지역 호무스의 유래와 역사적 의의 구난희

유지은 대한민국 고문헌관리학
양주 해주정씨 가문의 思陵 관리와 陵域內 분묘 수호

 -종가 소장 고문서를 중심으로-
박성호

곰보도르즈 잔단치멕 몽골 국어학·국문학(국문학) 채만식 단편소설의 식민지 현실 인식 연구 김병선

대배운 중국 국어학·국문학(국문학) 김현승 시어 연구 -계량적 분석을 중심으로- 김병선

장혜문 중국 국어학·국문학(국문학) <周生傳>의 중국 고전 수용 양상 연구 임치균

임홍철 대한민국 인류학·민속학(민속학)
대한제국기 덕수궁 빈례를 통한 입식 문화 연구

-『대한예전』과 『예식장정』을 중심으로-
김일권

김창규 대한민국 미술사학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訓鍊都監習陣圖》 연구 박정혜

박희연 대한민국 미술사학
근대기 미국 선교사 호레이스 알렌의 한국 문화재 컬렉션과

대리수집 활동 연구
박정혜

이세정 대한민국 미술사학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揭鉢圖〉 병풍 연구 박정혜

을드름 윰뮤한 터키 경제학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경제적 가치

 -조선왕릉, 선릉과 정릉의 비 시장가치 평가를 중심으로-
전성호

벤넷 빅토리아 루씨 영국 사회학
한국 거주 다문화 가족의 성역할 분담 연구

-가사노동의 분담을 중심으로-
김경일

제인 완지루 음바가라 케냐 사회학
Aspects of Social Interaction During the Pandemic:

Focused on Foreign Residents in Haebang-chon, Seoul
한도현

카비셰바 굴잔 카자흐스탄 사회학
작은 도서관의 커뮤니티 활동과 사회적 가치:

경기도 용인 '느티나무 도서관' 사례
한도현

이트카 스코츠도볼러바 체코 한국문화학
The Effect of Cultural Traits on Consumer Materialism and Conspicuous

Consumption in South Korea
소원현

크하치코브스카야 마리야 러시아 한국문화학
한강 소설에 나타난 나무 변신 모티프 연구

-「내 여자의 열매」와 『채식주의자』를 중심으로-
서승희

<2021년도 후기 학위수여자 현황(석사)>



□ 한국학석사

성명 국적 전공 논문제목 지도교수

세브류긴 세르게이 러시아 종교학
한국종교와 근대성 형성의 상호 관계에 관한 연구

- 동학, 개신교, 정교회를 중심으로 -
조현범

어용치멕 한드수랭 몽골 교육학 1980년대 교원임용고시 도입 논쟁 이길상

람딘 델게르 몽골 교육학
한국과 몽골 수학 교과서에 나타난 잠재적 교육과정

 -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를 중심으로 -
이길상

애나스타시아 트레이닌 미국 교육학
한국 대안교육운동의 역사적 뿌리와 현황

 - 비인가 대안학교를 중심으로 -
이길상

슐레 누르 달클르츠 터키 한국문화학
Confucian Feminism and Islamic Feminism in South Korean and Turkish

Societies
우정연

레 티 하잉 베트남 한국문화학 한국어 칭찬 표현에 대한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의 인식과 반응 이정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