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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Soung Ho (예성호/芮晟豪) 
 
Academic employment  

 

March 2015-Current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Chinese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Seoul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orea 

 

May 2014-Current                    Director, Korea-China Culture & Enterprise Development  

Research Institute, Nanjing University of Finance and Economics, 

China  

  

July 2018 - June 2019              Guest Professor, College of International Education, Nanjing  

University of Finance and Economics, China 

 

August 2008– March, 2014     Full-time lecturer,  Nanjing University of Finance and Economics,  

College of Journalism& College of  International Education, China 

 

Qualifications 

 

2008  Fudan University, Literature, Ph.D.     

2005  Seoul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terpretation&Translation Studies, M.A. 

2003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Chinese Studies, B.A. 

 

 

 

Publications: Journal articles and Books 

 

Forthcoming    『중국과 대만의 한국학 지식지형도: 경제·경영 분야 학술 데이터 분석』, 

한국학술정보(단독)  

 

2021              “한중수교 이전 조선족 기업가 중개자 역할분석: 재중동포 서신 DB 텍스트  

마이닝을 중심으로”, 《中國과 中國學》 제 43 호(단독)  

 

2020            “사회네트워크 관점으로 살펴본 조선족 기업의 경쟁력 분석: 중개자 유형별  

분석틀을 중심으로”, 《中國과 中國學》 제 39 호(단독) 

 

2019           『재중 한국인 사회의 형성과 초국가주의적 생활 경험』, 한국학술정보(2 인 

공저) 

 

2019         “중국의 한국학 지식지도 연구:1992 년-2016 년 경제⋅경영 분야의 학술논문  

키워드 연결망 분석”, 《中國學硏究》 제 90 집 (단독) 

 

2018        "Mining Semantic Tags in a Content Analysis System for a Letter Database of Ethnic 

Koreans Living in China“, Lecture Notes in Electrical Engineering, 

2018(21)(with Hyon Hee Kim et al.) 
       

2018  『이민행정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국제비교』, 한국이민학회(6 인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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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erence Presentations 

 

“중국 지식인의 조선족 연구 동향 분석: 학술 DB 텍스트 마이닝을 중심으로”, 동덕여대 

한중미래연구소 국제학술대회, 2021/05/22(Zoom 온라인회의) 

 

“중국 지식인의 ‘한중 김치논쟁’ 인식구조 연구: 학술 DB 텍스트 마이닝을 중심으로”, 

제 114 차 중국학연구회 정기학술대회 2021/05/15(Zoom온라인회의) 

 

“한국의 ‘한국학’ 지식구조 파악 연구 - 한국의 대표적 한국학 학술지 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제 113 차 중국학연구회 정기학술대회, 2020/11/28(한국외대) 

 

“중국의 대만 연구동향 분석 – 학술논문 키워드연결망 분석을 중심으로”, 2020 년 

공동국제학술대회, 2020/08/28 일(부경대) 

 

“한중수교 이전 시기 조선족의 초국가적 비즈니스 특징분석”,  제 112 차 중국학연구회 

정기학술대회, 2020/08/20(평택대학교) 

 

“재중 한국인의 정치·경제·사회 분야 초국가주의적 생활경험”,  2020 년도 춘계연합 

학술대회, 2020/07/11(부산) 

 

“중국 조선족의 이산(디아스포라)과 재구성 그리고 정체성 찾기”, 제 111 차 중국학연구회 

정기학술대회 발표자료,2019/10/26(한국외대) 

 

“사회네트워크 이론으로 살펴 본 중국 조선족기업의 경쟁력 분석”, 2019 대외경제정책 

연구원(KIEP)신흥지역연구 통합학술대회, 2019/10/18 

 

“중국의 일본학 지식지형도 연구: 1924 년-2018 년 CNKI 경제·경영 분야의 논문자료를 

대상으로 한 키워드 연결망 분석”, 한국동북아경제학회 하계학술대회, 

2019/08/23(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재중동포 비즈니스 연구’의 성과와 과제”,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영남대 춘계학술대회, 

2019/05/03(영남대) 

 

“재중동포 서신 DB 구축과 데이터분석-인문·사회과학적 이론 함의와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중국조선족역사연구에서의 사료활용과 협동연구 

학술회의, 2019/08/11(중국연변대) 

 

“중국의 한국학 지식 지형도 분석”, Research on Korean Studies in Greater China 

국제학술대회, 2019/02/22(동덕여대) 

 

“중국의 한국학 지식지형도분석-어문,역사,철학 분야를 중심으로”, 제 10 회 한국학 

국제학술회의, 2018/12/23(중국 길림대 주해캠퍼스) 

 

“경제·경영분야에서의 조선족 연구-1957-2017 년 연구논문 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학토대(재중동포서신)사업단 국제학술대회, 2018/8/8(중국 연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