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력 서 

 

유성환(劉聖煥) 

 

출생 

1970년 부산 출생 

 

연락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71 한아름 현대아파트 1501동 1003호 (우: 14596) / 010-5796-9908 

 

학력 

1988-1995년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과 졸업 

 1995년 2월 25일 영어영문학 문학사 학위 취득 

1996-1999년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한영과 졸업 

 1999년 2월 26일 한-영 전공 문학석사 학위 취득 

2005-2012년 미 브라운(Brown) 대학교 이집트학과(Department of Egyptology & AWAS) 졸업 

 2012년 5월 7일 이집트학(Studiis Veteris Aegypti) 박사 학위 취득 

 

연구논문 

2012년 이히, 시스트럼 연주자 – 이히를 통해 본 어린이 신 패턴  

서울대학교 종교문제 연구소 <종교와 문화> 제 23호 

2013년 외국인에 대한 이집트인들의 두 시선 

한국서양고대역사문화학회 <서양고대사연구> 제 34집 

2016년 멤피스 창세신화 – 발화를 통한 창조행위의 비교종교학적 의미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종교와 문화> 제 31호 

2016년 아마르나 시대 예술에 투영된 시간관 – <베를린 석비>에 묘사된 왕실 가족의 정경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인문논총> 제 73권 제 4호 

2017년 『벤트라시 석비』 – 위작 역사기술 및 신화학적 분석 

한국서양고대역사문화학회 <서양고대사연구> 제 48집 

2018년 이집트에서 “영웅”의 탄생과 성장 – 어린이 신 호루스의 탄생 및 성장 신화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종교문제 연구소 <종교와 문화> 제 34호 

 

강의경력 (시간강사) 

2013-2020년: 서울대학교 아시아언어문명학부 

 고대 서아시아 문명의 이해 

 고대 서아시아 신화와 문학 

 고대 서아시아 언어의 세계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고대 종교 (영어 강의) 

2018년 (2학기):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고대 상형문자의 세계 (영어 강의) 

2013년 (1학기): 건국대학교 신산업융합과 

 고대 이집트 문화의 이해 

 

2011-2021년: 각종 대중강연 

○ 국립중앙박물관, 예술의 전당, 민속박물관, 고려대학교 박물관, 전남대학교 박물관, 서울대학교 

박물관 등에서 고대 이집트의 역사, 종교 및 문화 등을 주제로 강의 

○ 롯데백화점 본점 문화센터, 용산 아이파크 문화센터, 잠실 MBC 문화센터에서 고대 문명, 고대 

이집트, 그리스 신화, 고대 예술 등을 주제로 강연 

○ 예술의 전당 “2012년 한겨울의 인문학 시리즈” 강연 

 영원으로 가는 길 – 이집트의 예술과 건축 

 

연구경력 

2020-현재: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이집트 의학: 개론 및 의학 파피루스 한국어 번역 사업 

 

수상경력 

1994년  한국 외국어대학교 전국 대학생 영어경시대회 최우수상 수상 

1993년  미합중국 육군 제 8 군 Army Commendation Medal 수상 

1990년  부산대학교 영자신문 효원해럴드 주최 부산경남지역 대학생 영어경시대회 3위 입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