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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 보

  서울 학교 국어교육연구소는 1994년부터 매년 2회씩 국어교육연구
를 발행해 오고 있으며, 이 학술지는 2011년에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선

정되었습니다. 제1집(1994년)부터 제35집(2015년)까지 소중한 논문을 투고

해 주신 국어교육학․한국어교육학 연구자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국어교육연구는 물론, 서울 학교 국어교육연구소가 주관하는 학술행

사 및 연구 사업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1. 2015년도 국어교육연구소 임원 구성

(1) 운 위원 명단

성 명 소 속 직 급 비 고

전태원 체육교육과 교수 당연직, 사범 학장

민병곤 국어교육과 부교수 당연직, 연구소장

김종철 국어교육과 교수 당연직, 연구소 기획관리부장

구본관 국어교육과 교수 당연직, 연구소 한국어교육연구센터장

윤 석 국어교육과 부교수
당연직, 연구소 연구개발부장, 

정보화연구부장(겸직)

민현식 국어교육과 교수 사범 학

윤여탁 국어교육과 교수 사범 학

고정희 국어교육과 교수 사범 학

이병민 어교육과 교수 사범 학

심봉섭 불어교육과 교수 사범 학

이호 언어학과 교수 인문 학

송철의 국어국문학과 교수 인문 학

정재호 외교학과 교수 사회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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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어교육연구 편집위원 명단

성  명 소  속

민현식 서울 학교 국어교육과

김종철 서울 학교 국어교육과

김성규 서울 학교 국어국문학과

이호 서울 학교 언어학과

천경록 광주교육 학교 국어교육과

김성룡 호서 학교 한국어문화학부

이성 춘천교육 학교 국어교육과

임지룡 경북 학교 국어교육과

최인자 신라 학교 국어교육과

2. 2015년도 상반기 학술 활동

(1) 2015년도 상반기 정기 학술 강연회 개최

  - 1차 : 정경량(목원 )

        <인문학과 문화예술이 융합된 (한)국어교육: 시와 노래를 중심으로>

         4월 30일, 서울 학교 교육정보관 501호

  - 2차 : 박진 (연세  국학연구원)

        <근  번역과 한국의 세계문학>

         6월 9일, 서울 학교 11동 1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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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5년도 하반기 학술 활동

(1) 2015년도 제3차 정기학술강연회

주제 : 어 논문 작성

강사 : Steven Ward(조선  전임강사, 에디티지)

일시 : 2015년 9월 24일(목) 15:00-18:00

장소 : 서울 학교 10-1동 507호

주관 : BK21+ 사업팀, 서울 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 2015년 한글날 기념 학술강연회

주제 : 한글 제자원리의 오해와 진실

강사 : 장윤희(인하 학교 교수)

일시 : 2015년 10월 8일(목) 16:00-18:00

장소 : 서울 학교 10-1동 101호

주관 : 서울 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서울 학교 국어교육과

(3) 제17회 국어교육연구소 국제학술회의

주제 : 리터러시 교육의 반성과 전망

일정 : 2015년 10월 23일(금) ～ 2015년 10월 24일(토)

본회의 : 2015년 10월 24일(토)

장소 : 서울 학교 

(4) 2015년 연구보고 회

주제 : 국어교육연구소 연구공모사업 중간 보고회

일정 : 2015년 12월 11일

(5) 국어교육연구 제36집 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