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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국어, 대학영어, 수학, 글쓰기를 담당할 계약제 전임대우강사가 새로 임용되었다. 새로 임용된 전임대우강
사는 과목별로 국어 5명, 대학영어 4명, 수학 2명, 글쓰기 2명이다. 그리고 시인 고은이 초빙교수로서 새로 개
설된 관악모둠강좌를 담당하게 된다. 각 전임대우강사 및 초빙교수의 프로필은 다음과 같다.

● 초빙교수
고은 : 1958년 처녀시 발표 이래 시집∙소설∙평론집 등 저서 130여권 간행 / 해외 16개 국어로 저서 30여권 출판
1992년 민족문학작가회의 회장
1999년 미국 하버드대 엔칭 특별연구교수
2005년 세계평화시인대회 대회장
2006년 국내 문학상 100개 수상
국외 문학상 스웨덴 시카다상 수상, 노르웨이 비외른손 훈장

● 대학국어
곽명숙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 / 고려대 BK21 연구단 연구전임강사, 한국과학기술원 대우 교수
서재길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 / 일본 동경외국어대 외국인 연구원, 공군사관학교 교관 및 전임강사
이경하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 /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연구원
한길연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 /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연구원
한성우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 /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객원 연구원

● 대학영어
Albert Hahn : Yale 정치학 학사, Havard 정부학 석사, UC Berkeley 박사과정 수료 / 한국학 연구원, 외교부
영어연설 담당관
Heather Gregg : Dordt College 언론학 학사, Minnesota Tesol 석사 / ESL 강사
Shepherd, Paul : Sheffield대 영문학 학사, Reading대 TEFL 석사 / 연세대 외국어 학당 영어강사
정은귀 : 한국외대 영어영문학 학사,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 석사, SUNY Buffallo대 영문학 박사 / 서울대
시간강사

● 수학
정경훈 : 서울대학교 수학과 박사 / 연세대, 포항공대, 고등과학원, 서울대 연구원
최형규 : 서울대학교 수학과 박사 / 학술진흥재단 Post Doc(기하위상 연구과제 수행)

● 글쓰기
김상현 : 서울대학교 철학과 박사 / 서울대, 서울시립대, 서강대 시간강사
오윤선 :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

26

Faculty of Liberal Education

관악모둠강좌

양‘자연의 이해’영역 개선 방안 ▲ 학생연

늘어난다.

구참여 프로그램의 운영과 성과 ▲ 학생들

핵심교양 영역에‘인간 복제와 문학’
,‘소비

이 본 핵심교양 수강소감 실태 등 총 5개 주

자와 시장’
이 신설되고, 일반교양 영역에

2007년 1학기에는 총 3개의 관악모둠강좌

제에 대한 학사협의와 함께 민은기 기초교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for

교과목이 개설된다.‘엘니뇨 : 세계를 바꾼

육원 예술학문분야 주임교수의 핵심교양

Sustainable Development(지속가능한 개

기후 현상(김경렬 교수∙지구환경과학부)’
,

‘문학과 예술’강의사례 발표가 있었다. 이

발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가 신설된다.

‘생물학적 관점에서 본 생명과 사회(김선영

밖에 핵심교양 우수과제보고서에 대한 포상

이 중‘소비자와 시장’
은 기존의 일반교양

도 있었다.

교과목을 핵심교양으로 전환한 것으로서,

교수∙생명과학부)’등 기존에 이어지던 2
개 강좌에 신설 강좌‘우리들의 안과 밖’
이

소비자의 역할 및 소비문화와 관련된 문제

추가된다. 관악모둠강좌 교과목은 기존 방
식과 동일하게 3학점 강좌이고, 합격∙불합

강의조교 워크숍

격 방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전 학년을

들을 심도 있게 다루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은 영어로 진행

수강대상으로 하며, 수강정원은 각각 80명

강의조교 워크숍이 2007년 2월 23일(금) 오

되는 수업으로,‘지속가능한 개발’개념에

이다.

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61동 회의실과 세

대한 이해 도모와 장차 의사 결정자가 될 학

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핵

생들의 책임의식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사협의회 개최
동계 학사협의회가 2007년 2월 22일(목) 오

심교양 조교들을 대상으로 글쓰기 지도 방
법에 대한 강의 및 분과별 글쓰기 지도 실습

기존 핵심교양 교과목 중에도 2007년 1학기

이 이루어졌다. 우수조교 시상 및 우수조교

에 영어로 진행되는 교과목이 있다. 격 학기로

의 사례 발표도 있었다.

영어 강의로 진행되던‘자연과학의 세계’
는

후 2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61동 320호

이번 학기부터 매학기 영어로 진행되며‘동

(교수학습개발센터 멀티미디어 강의실)에서
열렸다.

교양강좌 소식

양철학의 이해’
는 이번 학기부터 영어로 강
의가 진행된다.

이번 학사협의회에서는 ▲ 전임대우강사 제
도 개선 및 겸임교수 활용방안 ▲ 핵심교양

2007년 1학기에는 핵심교양 및 일반교양 3

교과목 운영의 실제와 개선방향 ▲ 핵심교

과목이 신설되고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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