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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쿄육원사람들 | 

기초교육원 소속의 전임대우강사 7명이 새로 임용되었다 이번에 임용된 전임대우강사는 과목별로 대학국어 1 명， 

대 학영어 4명， 수학 1 명， 사회과학 글쓰기 1 명이다. 각 전임대우강사의 프로필은 다음과 같다. 

김옥성 : 서울대 종교학과 학사 서울대 국문파얻r사. 서울대 서올산업대 한양대 강사. 공국대 박사후연구원 

Iρrne G re gory Ru ff ell : 웨스딘 온타랴오 대학 학λh 토본토 대혁 영문학 석사， 서올대 효빙교수， GEDS, 

BCM감사， 상균핀대， 고피 때， 사울대 인어교육원 강사 

황윤희 : 이화여대 영문학학시 ‘ 보스톤 대학 응펑-언어학 빅λL 서올대 초빙 괴[수， 이화여대， 동국대 강시 , 

ILF연구소프로그램개받텀장 

An gela S. Lytle : McMaster대 얀뷰학 한사， 101'αt。대 교육 한 석사. 고려 대 강사 

Dara Slleahaη :U미versity College Dubliη 영문학 석시 ‘ 경북-대 초빙 쿄원， 아영 랜드 r;SL 강시 

김영 득 : 서울대 수학과 석사， SUNY Stony Brook 수학과 박사， 

서윌-뎌IRK7.1 수라고1.학시 업딘 · 서울대 수학연구소 빅시-후연구원， 서울-대 강시 γale Univ. 강시-

• 사회과학글쓰기 
f--

박현회 : 이화여대 정지외교꽉파학사. 서올대 정지한과 박사. 서올대， 명지대 강사. 

서윌-대 시회괴학연」1L원 한낙정치연구소(상난연구원) 

교과목소식 

• 학생자율교육프로그램 워크숍 

2008년도 1학기 〈학생자율교육프료]램〉 워 :':L숍이 침이학생피 지도교수른 대상으료 2008년 2월 22일 

{긍) 오후 3시부터 5시끼지 61통 120호애서 얼렸다. 이밴이선정뭔학생자율교과뜩은다음과같다. 

교과옥 쁜효 강죄헌호 학생 지도교수 연우제옥 

국제결혼 O[주여성의 출산늘 툴러싼 사회적 

001 정민우(사회 05) 외 2명 배은경 (사회) 관껴에 대한 연우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어떻 게 
흔댁사회의 일원이 되는가? 

009.030 002 최윤정(O[학 05) 외 2영 김진엽(미학) 예술과 설학의 만남 : 콕시상추의를 중심g록 

(학생자율 003 이지은(영문 04) 손영주(영문) Fairy Tales(동화)와 달식민주의의 만닝 
연뉘) 치상위 계층에 대한 임매추택정잭 전달 및 전딜 

004 이의훈(지2104) 외 1영 김용칭(:.1: [리) 만족토에 대한 연구 다가구 매입 입[H정책을 

증심므로 

005 최수련(교육 04) 최'è!철 (심리) 주관석 헝목감과 긍성 지각과의 관계 

001 김통훈(독문 02) 외 2영 정철수(체육.~육〉 움직임 놀이와 상성력 표현 

009.032 002 이흔줄(교육 03) 외 2명 이종재(교육학) 칩여정부주요 교육개혁정책에 매한평가 

(학생자율 003 김우랍(바이오소재 05) 외 2엉 박종신(바이오소재 스포츠 레저 섬유의 현재와 미러 
세미나) 

이증정기 개발과 전앙 O[종장기의 발전과 문 
004 김투현(수의대수의학 05 외 2영 성제경(수의학) 

제에 관한학제적 접급 

• 제 1호| 학샘자율교육프로 
그램 심포지엄 

잣 벤쩌 학생;;<，}옳교육 표로~L랜 심보 

지염 이 오는 3월 14일(금요일) 오후 

”사부터 6사까시 61동 :3?0호이1서 

연련디. 

이번 심Et지 언에서는 지난 겨을제 점 

학시 학생 사율교육프로그랙에 깎여 

하였던 학생늘 숭 우수연구와 우수 

세미나쿄 선밥된 학생들이 연구결과 

릎발표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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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초교워크숍 • 학시협의회 

강의조교 워C:=L숍이 2008년 2월 22일 (금)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61동 

320호에서 열렸다. 이번 워크휴에서는 핵심.ù!.양 강의조교의 역힐그냐 임부， 취 삭 

지도 망볍， 표질 등에 관힌 강의 및 우수소교 사례 발표가 이무어졌다. 선정된 

우수조.w_는 디음파 같디→. 

2008년노 상만기 학사혐의회가 

오는 3월 11열(회요일) 3시부터 

6시까지 61등 320호에사 열런대. 

이번 학사협의회는 사회봉사 쿄파 

목파 학생자융프파그램， 지12외국 

어iil.육 등의 운영 현황에 대한 발 

표 및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 이다. 

세부영역 
~、- ι 「‘느 

우수￡교 

성 영 
교과목영 

운학과예술 인운대학불어불운학과 고혀1 선 상상럭과 운화 

역사와절학 인문LH학 칠학과 이해입 효F국칠학의 이해 

사S잉와 01념 업과매하 업하부 이석민 시장경제외 업 

자연의이해 자연과학대학 물리 전문학부 최현정 인간과우주 

• 우수과제보고서 

핵심교양: 교파목 우수과제브고서 사싱 삭이 2008년 2월 22잉(금) 10시 30분 61동 207호에서 개최되었다. 선정뭔 

우수과제 분피서는 다음과같다. 

세부 져}흘지 

영역 
수감교괴옥 찌|옥 

-λ 쇼 「 성 몽 

경영대학경영학과 이윤강 문학과정t맏석 문ξ때| 대한 정신분석적 접큰의 믿미 

룬학과 
객관적인것괴후관적인것으j 콕적인 화해를모색하며 

예술 사회대학 경져|학부 김아영 상상력파문화 
-L염1 '여성 ’괴 만나기 

경영대학경영학과 이지홍 리틴아메리카의 문학과 사회 어|스테반을위한 변영 

E믿대학인문계열2 박f얀유 미학과예술론 용E균인의 미의석과 전통， 그<'-I.....!. "1*1 

역사와 사회대학사회학과 지희균 운영으171원 
‘오2. 1엔할리즘’과그극붐에 관한 논QI 

철학 
- 영화 (300)올 중심P로 -

법과대학법학부 김우석 한국전통문화와큐정각 
한일병합조약 묻섬실롤에 급거한 한일기본조악의 

문저j점과 그해길병안 

농대응용생묻화학부 연은실 
공대 기겨|항공공학부 이헌진 

;<:1역과환경 
철월 DMZ와 민통선 지역의 인간휠동에 따른 생태계 

사대윤리교육파 서혀|지 변화와 이읍 고려한 바람직 한 생태계 보전 방안 

사회대 인류지리학괴운 박용현 

사효j와 
시흥|대 사회과학껴1얼 섭~.ζg<;。며 f낀깐생활과 경제 테러리 즙에 대한 경제적 분석 

。|녕 간호대학 간호학과 김나은 

간호대학간호학과 신지윤 
흔믿대 영어영문학과 백진아 

믿권， NGO， 서게시 민Áf，회 성DHoH 없는 세상 ‘이룸‘ 방문 보고서 
사대윤리교육과 오아롱 
겸영대학겸임학과 점상민 

겸영대학경영학과 • ~~~ 

시범대학 외국어교육계열 진해연 콘충고f '21간 ‘학습자’로서의 콘충에 대한연구 및그 가치 

실힘을통해온일상속의 과학 

자연의 ξ믿대학영어영문학과 01하냐 미시세계와커시세계 | 부메랑에 대한 과학석 고찰 

OI<lH 11 , ^I히철의 가속력 

사회대 학 사회과학겨|얼 오헌추 식물과생활 
로킬푸르 - 건강한 생태계 공동치를 우1한 식물과 

인간의 관겨| 중심의 탐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