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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국어 

· 대학영어 

. 중국어 

· 과학과기술글쓰기 

| 기초교육원사람들 | -
이번 학기부터 대학국어의 이종묵 교수(국어국문과)와 매학영어의 김명환 교수(영어영문과)가 

주임교수의 직을 밑게 되었다. 그리고 11 명의 전임대우강시와 1 명의 행정조교(신효정)가 새로 

임용되었다. 이번에 임용된 전임대우강시는 과목별로 대학국어 1 명， rH학영어 5명， 중국어 3명， 

과학과 기술 글스스기 2 명이다. 

각 전임대우강샤의 프로필은 다음과 같다. 

박기영 :서울대국어국분꽉과박사/서울대 인어교육원선임떤구원，열본 게이오대학강사 

Tricia Nicole Adkins : WiSC011sin 대 불운학학사， Mi n11 esow대 교육학 석사 / 

프량스 및 口l놔 ESL 교사 

Nicole Jean Averill : Wisconsin내 영이 · 정브통신학 희사， W isconsi11 내 정보통신 석사 / 

YBMECC 강사 Wiscα18m대 균쓰기조교 

Cara Cae Caddoo : Nev{ γork 대 동아시아 연구 핵-시， Columbia 대 미국핵- 석시 / 

Hun ter College 조교수 

Yin Judy : UCLA.. 마술사 학사， 서울내 외곽어교육학 석사 / 단곽매 TE::ìOL 깅사 

Johanna Leila Haas : McGill대 동아시아 연구 학사. Harvardl대 .ii1_육학 석사 / 

힌국정보통신대 영어강사 

랴 나 :증국 연변대 증국이꾀육핵사， 증묵 연변대 증국이언이문자학 석시. 서울대 국。l국문희괴 

녕r사 /중국어강의，교재개발. 중국어강사 

두염병 : 중국펴-경대 현대한。1 학시， 증〉국북경매 대외한이교희 석시， 서응대 중문괴 박사 / 

중국인민대 전임강사， 충북대 객원교수，시울대 중국어 강사 

임명신 : 서울대 증문학과 회사， 띨본 풍경 대 증문혁과 석 - 박사 / 서울대 증문핵괴 깅시 , 

경기도지사 비서실 대외판련입무‘ 사1껴]일보 펜접국 7]자 

정윤석 : 서올내 전학과 박사 /’ 서원매 전임 강사 세종내 초빙 교수 서올매 천핵 사싱연구소 선입 

연구워 

김재호 : 서울대 칠학파 석사， Síegen!:J1 칠학과 박사 / 서울대， 서울시립대， 가폼릭대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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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교과목 | 우수고따11 보고서 

2007년 2학기부터 글쿄별얀턴↑12 와 핵심...ii'.양교고}꼭우수과저1 !과λ，1 λ|상식이 8월 2fJ일(쉰 3 시 기초교육원회의실(61;장 2m회어 

KO l'P.illl Tx'1떠한국법의 이히11 j[택이 개선된다‘ 서 열렸~~I. 선정된우쥬파제 l，_I_고사는 cl유과 감껴 

균로별인턴십? 괴-적은 재학 증 국제적 실무 

정헌을 쌓을 수 있도록 해외에 제류승에 국제 

기구‘ 해외 NGO, 해외기 엽 등에서 관련 업P펙1 

잔여하며 현집학슴윤힌다‘ 정벽개발센터의시전 

교육(Globa↓ ’l'alp.nt Program)을 이수한 학부 

생이l 한-하여 수깅승F...:: 깃올 원칙으문 하지만 

2ω7년 2희-기이l 한.01이 수강신청 후 사훤고육 

을섣시한다‘ 

KoreanLaw는 후1국의 시법세도와 헨법， 민 

법‘ 형법의전반적이고핵심적얀 내용을법고때 

학의 3명의 교쉬조-=I~ 부교j키:‘ 관!영순 조교수. 

이우잉 조교수)가 강의짜는 영어강의교긴펙이 

녀. 희부콰짐에서 엠옵지은.0로 성하는학생의 

익장을 전제로 하기 매갚"'11 수깅';;<.1 전공을 저l한 

히 거니 선수파꽉을 설정하지 않는다‘ 

관악모둠강좌 

2007년 2학기어는 총 2새의 관약모둠강좌 

교고l목이 개실된다‘ 고은의 ;<.1 펑선(고은초빙 

.i1L쉬’ 애서는 우정:;:상회; 사량 이 시이 등 다양 

한주제에 대해탐구하게 띈다 다산정약용〈정 

일균 사회학콰 교쉬’ 은 다산 정약용의 시대 및 

그의 학문~ll계늘 r:l-.~다 관악lι등상적 .il괴꽉 

온가존벙식괴 동열하게 3학접 강조4이_:l~ 평가 

늑 S/U 방직P로 이루어진다 전 학년을 수강 

내상으츠응 하며， 수강성웬온 각각80냉이디 

국저힘술회의 

제 3회 서왈펙터 가순교양교육 국저1학술 

대회가 ‘'~l부 기~_íJL얀교육 개헥의 새 방향 탐 

색 이려는주제로 6웰 7'?:) 61농 320호에서 성 

황려에 개최되있다 이번 국새학술대회는 동경 

대와 고려대 응 국내외 60여 개 대호써l서 20J 

여 병 이잉닝l 잔7녀}였다 

세부 제흩자 

엉역 
수강쿄과목 제목 

~‘ι~느 성영 

생영과학부 오lgg 7 g4E 싱싱력과문화 때린다임의 정신운석 

문학과 사회교육과 흥지선 서양긍대문학의 01해 버지니아 울용， 21치|기의 여성문제를 01야기하다 

여술 
콜라。이른의 r후워온 자식」를 니체 철학으J 관 

법학부 버지여 문학과샤회 
접에서 바라보다 

지구환경과학부 E중휠 문엉 21 기월 
‘잃어버린 고리’ 라는 인시론적 장OH와 대안을 

역At외} 
등한욕복 

~~ 인문계열2 강영헌 동아시아21 효댁 고대사 놈쟁 쪽구들(올돌)문화를 를해붙 발해 

재료공학부 김셰댄 미학과예숱론 왜곡된 미의 추구와 oHLct 리츰 

으J류학과 길민징 전동과 일상의 효묵문화론 
흔인륙헝 불로그 씨이휠I의 인간관겨] 맺기 특성 

.A.f호j 오f 
에관한 연구 

01넘 경제학부 킬예횡 언어와사회 방언 01 가지는 가치와 」 보존 

믿문계열 E현아 한국정치의 분석과이해 2007 ‘ 한국 학생들의 사로운 과저 

사회과학계열 류기은 문영과수학 ‘문영 ’ 과 ‘수학’ 21 상호소통적 관계 

X앤 21 범칙부 하른 지구의이해 우주와 q: ‘지금 의 주인공， 나 
O펴H 

외계 생명체의 받견 및 소통 기늠성에 관한 칠 
얻어응!고t 박예정 인간과우주 

학적 접큰 

강의죠교원크숍 

강의조교 워크습이 200'1만 8월 24일(급J 오전 10사 30분과터 오파 5시까지 61통 320흐에사 열 

렸디 이 번 워크휴에 hl-t::- 핵식교양 장으↓조교틀을 cH--'-J안으료 글쓰기 및 상닦 ;<.1도에 대한 감으4와 분과 

별 질의 응 단 퉁이 이루어졌다 이어| 앞서 우까닥조교 사성- 및 우감초교의 활동 사례 빌퓨토 있었녀 분 

야별 우수조J끄는- 냐유과 짙다 

세부영역 
-。T-“1‘==-~ι~

교과목명 
소속 성영 

문학과여1술 인문대학 미학과 정혀|승 라틴아메~I 카 문학과 사회 

역사와 철회 인운대학 철학과 겨l굉수 서양철학21 이허 

λf흥|오f 01념 사회과학대략믿류학과 이수^I 언어와사회 

자연의 01해 
자연과학대학 접돔과점 과학 

신민철 역사속의과학 
사및 파학칠학전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