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봉 미 미 교수 

 

 

 

  교수  소개  

 

봉미미 교수는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컬럼비아대학교에서 

교육공학 전공 석사학위를, 미국 남가주대학교(USC)에서 교육심리·교육공학 전공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고려대학교 부임 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하였다. 주요 연구관심은 자기효능감과 

성취목표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 학습자의 동기와 자기조절학습이다. 1997-2001년 

기간 동안 교육심리학 분야 우수국제학술지 게재 연구업적 세계 8위로 수록되기도 

하였으며, 2006년에는 미국심리학회(APA)로부터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내의 

소장학자 중 분야에 대한 공헌도가 큰 1인을 선정하여 수여하는 ‘Richard E. Snow 

교육심리학 초기 연구업적상’을 수상하였다. AERA Open,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Child Development,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Educational Psychologist,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Educational 

Researcher,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Journal of Experimental 

Education, Theory Into Practice 등 다수 국제학술지 편집위원과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부편집위원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교육심리연구' 

편집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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