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 교육학과 교육과정 시행세칙
□ 학과명 : 교육학과
제1조(목적)
① 이 시행세칙은 상기 대학원 교육학과의 학위 취득을 위한 세부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학위취득에 관하여 대학원학칙, 대학원학칙시행세칙, 대학원내규에서 정한 사
항 및 본 시행세칙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제2조(교육목표) 학과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1. 교육학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전문 지식을 연구하여 교육학 발전에 기여하는 학문적 전문가를 기른다.
2. 국제화 시대와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처하여 학교 교육 및 평생교육 분야에서 교육을 선도할 수 있는 생
산적이고 건설적인 교육 전문가를 양성한다.
3. 각계, 각층의 교육 관련 기관에서 교육학의 전문적인 지식을 응용 · 적용하여 학문과 현장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균형 감각을 갖춘 교육 지도자를 배출한다.
제3조(진로취업분야) 학과의 진로취업분야는 다음과 같다.
1. 교육학 연구 및 교수 분야
2. 학교 교육 및 평생교육 분야
3. 각계, 각층의 교육 관련 기관
제4조(교육과정기본구조) 최소 학점 이수요건인 학과 교육과정기본구조는 다음과 같다.
[표1] 교육과정기본구조표
과정

전공필수

전공선택

공통과목

수료학점

석사

3학점

21학점

24학점

박사

6학점

30학점

36학점

석박통합

- 학점

- 학점

- 학점

비고

과정없음

제5조(교과과정)
① 교육학과 세부전공은 교육행정, 교수학습공학(교육공학, 예술공학), 교육측정·평가, 상담심리, 교육학(교육심
리, 교육과정, 교육철학, 교육사회), 평생교육 전공이며, 이에 따라 교육과정이 편성된다.
② 대학원의 각 학과에서는 학문의 발전과 사회의 변화에 부응하도록 4년에 1회 이상 교육과정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
③ 교과과정은 각 학과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개설한다.
④ 교과과정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차기 학기 개강 최소 3개월 전에 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⑤ 교과과정은 다음과 같다.
1. 교과과정 : <별표1. 교육과정 편성표> 참조
2. 교과목 개요 : <별표2. 교과목 개요> 참조
제6조(선수과목)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아래와 같이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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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자 : 전공명 상이 또는 특수대학원 졸업자
2. 선수과목 이수학점 : 석사과정 9학점, 박사과정 12학점
3. 선수과목 목록 : <별표3. 선수과목 목록표> 참조
제7조(타학과 과목 인정) 본 대학원 소속 타학과 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 이를 전공선택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대상자: 본 대학원 소속의 대학원생
2. 타 학과 과목 인정 최대학점: 12학점
제8조(학위청구논문의 제출자격)
① 석·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에 정하는 자격요건과 교육학과 내규
및 교육과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② 학위자격시험 1, 2, 3 은 전공시험으로 하며,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학위자격시험1~3에 합격
해야 한다. 전공시험은 각 과정별 교육과정에 포함된 과목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전공시험의 경우 석사과정은 2학기 이상 등록하고 12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 하며, 박사과정은 2학기 이
상 등록하고 18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응시할 수 있다.
2. 전공시험은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구술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3. 학위자격시험1은 본인 전공의 ‘전공필수’ 과목 중에서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으며, 학위자격시험2는 본인
전공의 ‘전공선택’ 과목 중에서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다. 학위자격시험3은 학위자격시험1, 2에서 응시한 과
목 외에 본 학과에서 개설한 과목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다. 다만, 학위자격시험 1~3의 모
든 과목은 본 학과 전임교원의 과목 중 본인이 이수한 과목으로 한정하며, 학위자격시험2와 관련하여 본인
전공의 과목 중 ‘전공선택’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전공필수’ 과목으로 대체 선택할 수 있다.
전공별 교과목의 이수구분은 <별표1>의 교육과정 편성표에 따른다.
4. 전공시험 응시자의 전공 및 선택과목을 고려하여 그 전공영역의 담당교수를 출제위원과 채점위원으로 위
촉한다.
5. 각 과목별로 80점을 기준으로 과목합격을 결정하되, 응시과목 전부에 대해서 합격해야 그 합격이 인정된
다. 과목합격은 그 과목합격을 받은 학기로부터 석·박사 재학 연한까지 유효하다.
6. 전공시험은 학기별로 실시하며, 불합격한 과목에 대해서는 다음 학기에 재응시할 수 있다.
③ 학위자격시험 4는 외국어시험으로 하며,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외국어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외국어 시험은 응시자의 전공을 고려하여 교육학과 전임교원(전공영역의 담당교수 또는 지도교수)이 출제하여
실시한다.
1. 외국어 시험의 경우 석사과정은 1학기 이상 등록하고 9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하며, 박사과정은 2학기 이
상 등록하고 18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응시할 수 있다.
2. 외국어 시험은 영어과목 만을 실시한다. 특별한 경우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의 내규에 따라 인정할 수
있다.
3. 대학원에서 인정하는 외국어시험 대체과목을 이수하고 해당시험에 통과한 학생은 이를 외국어시험으로
대신할 수 있다.
4. 학위자격시험4를 시행하기 전에 학위자격시험1~3을 모두 합격한 자는 추가로 학위자격시험4를 보지 아
니한다.
④ 학위자격시험(공개발표)에 합격해야 학위청구논문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공개발표 합격 결과는 공개발표를
한 학기를 포함하여 연속 5개 학기 동안 유효하다.
1. 공개발표자는 석사과정 경우 24학점 이상, 박사과정 경우 36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평균 등급 B(2.7)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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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자로 하며, 학위자격시험1~4 전 과목에 합격 및 선수과목을 이수 완료해야만 자격이 주어진다.
2. 공개발표는 석사과정 1회, 박사과정 1회로 한다.
3. 공개발표는 해당 학기에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예비논문을 대학원 교육학과 전체 교수와 학생을 대상으로
발표한다.
4. 공개발표 합격은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참석한 교수의 80% 이상이 찬성하여야 한다. 불합격한 논문은 재
발표 기회가 없고, 다음 학기에 다시 응시할 수 있다.
5. 공개발표의 심사 결과는 지도교수가 전체 교수의 심사내용 결과를 종합작성한 후, 학과장이 대학원에 제
출한다.
6. 공개발표 논문은 발표일 2주 전까지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공개발표 학위논문은 1장(서론)부터 3장(연구방법론)까지 완료하고, 설문지와 참고문헌이 첨부된 경우에
한하여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본 대학에서 결정하는 논문 제출 일시가 경과한 논문은 심사에서 제외된다.
⑤ 학위청구논문 제출을 위한 논문게재실적 충족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논문게재실적은 청구논문접수 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2. 석사과정의 경우 졸업요건으로서 2005학년도부터 2009학번까지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또는
SCI(E)급 이상의 논문지에 논문 게재를 신청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 2010학번부터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
보)지 또는 SCI(E)급 이상의 논문지에 논문 게재를 신청 또는 게재하거나, 국제학술대회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논문을 발행하는 학회의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여야 하며, 그 신청, 게재 또는 발표 증명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3. 박사과정의 경우 졸업요건으로서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또는 SCI(E)급 이상 학술지에 1편을 게재하는
것을 포함하여 <별표4>논문게재실적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실적 200%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단, 2010
학번부터는 게재예정일자가 확정된 논문의 경우에만 논문게재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학술지 신청 또는 게재 논문은 본교 입학일 이후 경희대학교 또는 경희대학교 대학원 소속으로 게재한
것만 인정된다. 단, 박사과정 2008학번까지는 소속과 등재지 여부에 관계없이 (별표2)에 의거한 200%를 충
족시켜야 한다.
제9조 (학위지도교수)
① 학위과정의 학위지도교수는 2학기 말 이전에 교육대학원의 전임교원 중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과장이
추천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② 지도교수는 담당 학생의 수강신청을 포함한 모든 학사업무와 논문에 대하여 지도하고 정확한 기록을 유지
해야 한다.
③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학과장 및 신규 지도교수의 승인서를 첨부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학생이 지도교수를 지원하고자 할 때 학생의 선택권은 존중됨과 동시에 교수들의 거부권도 있다.
⑤ 단, ①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과장이 추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학위지
도교수가 될 수 있다.
제10조 (논문심사위원회)
① 학위논문의 심사위원은 학위지도교수가 선정, 학과장이 추천하여 대학원장이 임명한다.
② 논문심사위원으로 석사과정은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본교 교육학과 소속 전임교원 2인이 포함되어야 한
다. 박사과정은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타 학과 전임교원 1인과 타 대학 전임교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
외의 위원은 본교 해당 학과 소속 전임교원, 타 학과 전임교원 또는 타 대학 전임교원 중에서 추천한다.
③ 학위논문심사의 합격은 석사과정의 경우 심사위원 2/3 이상, 박사과정의 경우 4/5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1조 (연구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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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 관련자(교원, 연구원, 대학원생, 학위지도교수,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등)는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학위청구논문과 학술지 게재 논문 또는 그 작성과정 등이 연구윤리를 위반하였을 경우 학위 취소를 비롯하
여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 (학과운영 및 개정보안) 본 시행세칙의 내용은 대학원 학칙과 대학원 전임교수의 회의 의결에 따라서
개정 또는 보안될 수 있다. 의결은 대학원 전임교수를 대상으로 회의를 거쳐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인 경우
에 한하여 결정한다.
제13조(기타)
① (공통과목 이수) 학과에서 개설하는 공통과목 이외의 대학원에서 전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공통과목”을
개설하는 경우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승인을 거쳐 수료(졸업)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② (입학전 이수학점 및 타대학원 취득학점 인정) 입학 전 동등학위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인정 및 국내외 타대
학교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인정 등은 경희대학교 대학원 학칙에 따른다.

[부칙1]
① 시행일 : 2014.03.01
② 경과조치 :
[부칙2]
① 시행일 : 2016.03.01
② 경과조치 :
[부칙3]
① 시행일 : 2017.03.01
② 경과조치 :
[부칙4]
① 시행일 : 2018.03.01
② 경과조치 :
[부칙5]
① 시행일 : 2020.03.01
② 경과조치 :
[부칙6]
① 시행일 : 2020.09.01
② 경과조치 :
[부칙7]
① 시행일 : 2021.03.01
② 경과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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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교육과정 편성표

번 이수 학수
호 구분 코드

과목명

1 전선 기존 교육과 재미론

수강
대상

수업유형
개설학기
학
점 석 박 이 실 실 설
짝수년
홀수년
사 사 론 습 기 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비고

3

○ ○ ○

○

○

교수학습공학

2 전필 기존 구성주의와 포스트 구성주의 3

○ ○ ○

○

○

교수학습공학

3 전필 기존 교수학습체제설계

3

○ ○ ○

○

○

교수학습공학

4 전필 기존 교육공학과 문화예술교육

3

○ ○ ○

○

○

교수학습공학

5 전필 기존 테크놀로지 기반학습
6 전필 기존 교육공학 연구방법론

3

○ ○ ○

○

○

교수학습공학

3

○ ○ ○

○

○

교수학습공학

7 전선 기존 교육공학 동향 연구

3

○ ○ ○

○

○

교수학습공학

8 전선 기존 IT 와 학습이론

3

○ ○ ○

○

○

교수학습공학

9

3

○ ○ ○

○

교육행정

10 전선 기존 장학론

3

○ ○ ○

○

교육행정

11 전선 기존 교육법특강

3

○ ○ ○

○

교육행정

12 전선 기존 교육조직론

3

○ ○ ○

○

교육행정

13 전선 기존 교육지도자론

3

○ ○ ○

○

교육행정

14 전선 기존 교육재정론

3

○ ○ ○

○

교육행정

15 전선 기존 교육정책론특강

3

○ ○ ○

○

교육행정

16 전필 기존 교육행정연구방법론

3

○ ○ ○

○

교육행정

17 공통 기존 질적연구방법론

3

○ ○ ○

○

○

공통과목

18 공통 기존 통계적방법 I

3

○ ○ ○

○

○

공통과목

19 공통 기존 통계적방법 II

3

○ ○ ○

○

○

공통과목

20 공통 기존 연구방법론

3

○ ○ ○

○

○

공통과목

21 전필 기존 심리측정세미나

3

○ ○ ○

22 전필 신규 교육평가세미나

3

○ ○ ○

23 전필 기존 교육평가연구방법론

3

○ ○ ○

24 전필 기존 교육평가이론

3

○ ○ ○

25 전필 기존 성인학습 이론 연구

3

○ ○ ○

○

평생교육

26 전선 기존 학습공동체론

3

○ ○ ○

○

평생교육

27 전필 기존 노인교육론

3

○ ○ ○

○

평생교육

28 전선 기존 인적자원개발론

3

○ ○ ○

○

평생교육

29 전필 기존 평생교육이론 세미나

3

○ ○ ○

○

평생교육

30 전선 기존 지역사회 평생교육

3

○ ○ ○

○

평생교육

31 전필 기존 평생교육 현장 연구

3

○ ○ ○

○

평생교육

32 전선 기존 평생교육 역사와 철학

3

○ ○ ○

○

평생교육

33 전필 기존 학습전략

3

○ ○ ○

○

교육심리

34 전필 기존 교육심리 연구방법론

3

○ ○ ○

○

교육심리

35 전선 기존 교육심리 세미나

3

○ ○ ○

○

교육심리

36 전선 기존 지능과 창의성

3

○ ○ ○

○

교육심리

37 전선 기존 교육심리 최신 논문강독

3

○ ○ ○

○

교육심리

38 전필 기존 심리검사 및 측정

3

○ ○ ○

○

교육심리

전필 기존 교육행정학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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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측정·평가

○

교육측정·평가

○

교육측정·평가

○

교육측정·평가

번 이수 학수
호 구분 코드

과목명

수강
대상

수업유형
개설학기
학
점 석 박 이 실 실 설
짝수년
홀수년
사 사 론 습 기 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비고

39 전필 기존 다변량 통계분석

3

○ ○ ○

○

교육심리

40 전선 기존 정서와 동기

3

○ ○ ○

○

교육심리

41 전선 기존 정의적 특성: 개념과 측정

3

○ ○ ○

42 전필 기존 교육과정개발

3

○ ○ ○

43 전선 기존 사회정의교육

3

○ ○ ○

44 전필 기존 교육과정이론

3

○ ○ ○

45 전선 기존 교육과정과 질적연구

3

○ ○ ○

46 전필 신규 상담・심리치료 이론과 실제

3

○ ○ ○

○

상담심리

47 전필 기존 심리검사

3

○ ○ ○

○

상담심리

48 전선 신규 발달심리학

3

○ -

○

○

상담심리

49 전필 기존 상담심리학 연구법

3

○ ○ ○

○

상담심리

50 전필 기존 집단상담과 치료

3

○ ○ ○

○

상담심리

51 전선 신규 부모교육과 상담

3

○ ○ ○

○

상담심리

52 전필 신규 아동・청소년 상담

3

○ ○ ○

○

상담심리

53 전필 신규 성격심리학

3

○ ○ ○

○

상담심리

54 전필 기존 진로상담

3

○ -

○

○

상담심리

55 전필 기존 이상심리와 정신병리

3

○ ○ ○

○

상담심리

56 전선 기존 문제별 상담 세미나

3

○ ○ ○

○

상담심리

57 전선 신규 위기상담

3

○ ○ ○

○

상담심리

58 전필 기존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

3

○ ○ ○

○

상담심리

59 전필 기존 상담자 수퍼비전

3

-

○ ○

○

상담심리

60 전필 기존 부부・가족치료

3

○ ○ ○

○

상담심리

61 전선 신규 심리검사 개발

3

○ ○ ○

○

상담심리

교육심리

○

교육과정

○

교육과정

○

교육과정

○

교육과정

<별표2> 교과목 해설
1. 교육과 재미론 (Education and Fun Theory)
'재미'라는 요소는 게임에서 비롯되었으나 점차 다른 영역까지 확장되어서, 현재는 교육분야에서 의미와 역
할, 기능을 한다. 본 수업에서는 '재미론'이 교육적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그 역할을 하는지 탐색해본다.
The factor of 'interest' originates at game, but it extended at another field and today it functions and
has meaning and role at the field of education.
2. 구성주의와 포스트구성주의 (Constructivism and Post-Constructivism)
20세기 말에 등장한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대표적 학습이론이자 그 시대의 인식론으로서의 구성주의를 이
해한다. 이어서 새로운 21세기의 시작과 더불어 다시금 구성주의를 재접근해보았을 때, 과연 여전히 구성주
의적 시각과 인식론은 유효한지를 논의해본다. 특히 21세기를 특징 지을 수 있는 대표적인 시대적 키워드,
곧, (1)디지털 테크널러지의 경우에는 e-Learning이라는 학습환경과 구성주의의 관계를 살펴보며, (2) 문화예
술 시대의 상상력이라는 키워드에서는 카니발 페다고지(carnival pedagogy)와 구성주의와의 관계를 살펴보
며, (3) 다문화 시대의 교육에서 다시금 논의되고 있는 비판적 이론을 구성주의와 관련시켜서 살펴보고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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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Understand constructionism as the representative learning theory and epistemology for the age of
postmodernism which appeared in the late 20th century. Also you will discuss that the constructive
viewpoint and epistemology is valid if we approach at constructionism again with the beginning of the
new 21th century.
3. 교수학습체제설계 (Instructional Design and Development)
교육체제개발과정과 관련된 교수학습이론에 대한 이해와 요구분석에서 설계, 개발 및 평가에 이르는 프로토
타입의 개발.
The development of the prototype which reach for plan, development, evaluation at comprehension for
teaching and learning theory and requirement analysis that has relation with process of developing
educational system.
4. 교육공학과 문화예술교육 (Education Technology and Art-Culture Education)
21세기는 가히 문화예술의 시대라 할만한 시기로서, 문화예술분야의 교육자가 되고 싶다면 문화예술의 트렌
드를 파악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이 강의의 목표는 우리가 향유 및 소비해왔던 문화예술의 트랜
드를 파악함으로써 문화예술 트랜드를 단순히 쫓아가는 소비자/생산자가 아닌, 문화예술 트랜드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준비된 교육자를 양성하는 데에 있다.
The goal of this lecture is training prepared educator who can penetrate into the fundamental of
cultural art trend, not consumer and producer who simply chasing cultural art trend, by comprehend
cultural art trend which we enjoy and consumed.
5. 테크놀러지 기반학습 (Technology-based Learning)
디지털 시대에 맞는 학습테크널러지를 활용한 다양한 학습모형, 각 모형의 특징을 살펴보고 ,특히 social
software의 대표적 도구인 블로그, 위키를 직접 활용을 통해 그 기능과 교육적 함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
다. You will search various learning model that applicate learning technologies which is fit at the age
of digital an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model, and experience the function and educational
implication of social software specially through practical use of blog and wiki which is its representative
tool.
6. 교육공학 연구방법론 (Education Technology Research Methods)
이 수업에서는 교육학 연구에 필요한 질적연구방법을 다룬다. 양적연구방법에 경도되었던 연구경향의 한계
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교육현상에 대한 총체적 파악에 있어서 질적연구방법의 적용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질적 연구의 철학적, 이론적 전통과 방법에 대한 텍스트 읽기와 개인 과제로 연구를 실제
진행해보는 과정이 병행된다.
In this lecture, we will treat qualitative method of study which is need for pedagogy research.
7. 교육공학 동향 연구 (Educational Technology Trends Research)
최근 교육공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 이슈들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세미나 과정이며, 이 수업을 듣기 위해
서는 교육공학 관련 기본 수업들을 듣고 난 뒤에 심화과정으로 듣기를 권장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the current hot issues in the fields of educational technology. For example, it
explores how new technologies or learning theories are applied for education. This course aimes for
advanced understanding and resesarch in this fields followed by introductory courses of educ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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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as prerequisites.
8. IT와 학습이론 (IT & Learning Theories)
20세기에 전개되어 온 새로운 매체로서 사진, TV, 컴퓨터, 인터넷 등을 활용한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와 더
불어 최근 계속 발전하고 있는 다양한 매체의 교육적 활용 방안에 대하여 학습한다.
We learn the way of practical use of various method which is continuously developing recently with the
comprehension of cultural art at the use of TV, computer, internet as a new method unfolded at 20th
century in this class.
9. 교육행정학특강 (Special Lecture on Educational Administration)
교육행정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원리와 이론들을 연구하고,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현장에서 교육행정 현상을
분석하는 방법을 연구한다.
Research various principles and theories related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method of analyse the
phenomenon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agency and scene of a school.
10. 장학론 (Advanced Studies on Supervision of Education)
장학에 관련되는 이론들을 연구하고, 중앙·지방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현장에서의 장학의 유형, 방법을 분석
하며, 장학담당자로서의 역할과 자질을 분석한다.
Researching theory related in encouragement, analysing type and method of encouragement in
central&provincial educational authority and scene of a school, and analysing role and qualification as a
person in charge of encouragement.
11. 교육법특강 (Special Lecture on Education Law)
교육법에 관한 이론들을 연구하고, 교육관계 법규의 주요 내용과 법규의 제정 및 시행과정을 분석하고, 교
육관계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You will research theory of education act, analayse main contents of regulations for education relation
and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nd enforcing regulation, and analyse the case of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for main contents of regulations in depth in this class.
12. 교육조직론 (Theory of Educational Organization)
교육조직의 개념과 특성 및 그 구성 요인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조직 풍토, 조직 건강, 조직 발전 등에 대해
연구하며, 효과적인 교육조직의 관리·운영 방안을 탐색한다.
In this class, you will analyse the definition, character, and relations among factors of educational
syndicate, research the climate, health, improment of that syndicate, delve the measure of management
and operation for educational syndicate.
13. 교육지도자론 (Educational Leadership)
교육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과 지도성에 관련되는 이론들을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행정 현장에서
교육지도자의 실제적인 역할과 지도성 행동을 심층적으로 연구한다.
In this class, you will research theories which have relations with the qualification and leadership that
guide of education must have, and based on that theories, you will research the practical role and
leadership behavior of the guide of education in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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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교육재정론 (Educational Finance)
교육재정의 개념과 제도, 교육예산의 편성 및 관리 등 교육재정에 관련되는 실제와 이론들을 연구하며, 우
리나라 교육재정에 관한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탐색한다.
In this lecture, you will research the realities and theories which have relations with finance for
education (for example : the definition and system of finance for education. & organization and
management for budget of education), also you will delve state of affairs and drawback and the way
of improvement for our country's educational finance.
15. 교육정책론특강 (Advanced Studies on Educational Policies)
교육정책의 개념 및 유형, 형성 배경, 형성 과정, 집행 효과에 관련된 이론과 실제를 분석하며, 우리나라 교
육정책의 개선방향을 탐색한다.
For this course, you will research theories and realities which has relation with the concept, type,
background of formation, process of formation, and effect of execution, and delve the way for
improvement of our country's educational policy.
16. 교육행정연구방법론 (Research Seminar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교육행정학 분야에서의 연구의 접근 방법과 원리, 연구의 범위, 연구 방법들의 특성과 유형, 연구 방법들의
절차와 유의점 등을 연구한다.

-

In this lecture, you will research the way for approaching & principle of the domain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the scale of the research, the character and type of the way for research, the process
and attention point of the way for research.
17. 질적연구방법론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대학원생들이 질적 연구방법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질적 방법의 인식론적 기초를 제공
하기 위한 것이다. 이 과목을 통해 학생들은 현상학적 글쓰기, 내러티브, 해석학, 근거이론, 사례 연구 등 다
양한 질적 연구방법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provide graduate students with a robust understanding of qualitative
research method and a strong introduction to the epistemological foundation of it. The course will
prepare students in research skills to undertake qualitative research using various approaches such as
phenomenological writing, narratives, hermeneutics, ground theory, and case study.
18. 통계적방법 I (Statistical Methods I)
교육 연구에 필요한 기초적인 통계 이론과 분석방법들을 소개한다.

-

This course will introduce basic stational theory and analysis methods for research in education.
19. 통계적방법 II (Statistical Methods II)
교육 연구에 필요한 통계적 방법들 중에서 특수한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인 기법들을 소개한
다.
This course will introduce specialized techniques for solving the problem of special situation among the
statistical methods for research in education.
20. 연구방법론 (Methodology for Research)
연구의 개념 및 가치를 고찰해보도록 하고, 연구 수행을 위한 제반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도록 한다.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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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단계별로 연구수행능력을 개발하도록 한다. 즉, 본 강좌는 연구에 관한 이론
적 지식과 함께 실제 수행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Try to consideration the concept and value of research, and learn the prerequisite knowledge and skills
for conducting research.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 study procedure, develop the ability to do
research by stages.
21. 심리측정세미나 (Seminar in Psychometrics)
인간의 심리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이론들로서 고전검사이론과 문항반응이론을 소개하고, 이러한 이론들
을 이용한 심리측정방법들을 소개한다.
This course will introduce classical test theory and item response theory as measuring human's
psychological character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method using these theories.
22. 교육평가세미나 (Seminar in Educational Evaluation)
교육평가 현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평가 상황을 탐구하고 분석해보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평가 상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적용 가능한 연구방법을 모색하고 원리에 대한 이해를 습득
하도록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교육평가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발견하고 제시할 수 있는 지식
과 실습능력을 개발하도록 할 것이다.
The course develops the skill and knowledge of developing a report or a paper in the field of
educational evaluation.
23. 교육평가연구방법론 (Research Methods for Educational Evaluation)
교육평가 현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평가 상황을 탐구하고 분석해보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평가 상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적용가능한 연구방법을 모색하고 원리에 대한 이해를 습득
하도록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교육평가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발견하고 제시할 수 있는 지식
과 실습능력을 개발하도록 할 것이다.
The course develops the skill and knowledge of developing a report or a paper in the field of
educational evaluation.
24. 교육평가이론 (Theories of Educational Evaulation)
평가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강의하고, 실제 교육현장에서 효과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실습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학생들의 학습 평가를 담당하는 교사로서 교육평가의 현안들을
토의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들을 모색해보도록 함으로써, 교육현장에서 평가를 수업과 학습 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Lecture an theoretical knowledge about evaluation and the spot of education provides an opportunity
to practice the ability to conduct an effective evaluation and use in actual educational abilities.
25. 성인학습 이론 연구 (Adult Learning Theory and Research)
자기주도학습, 경험학습, 전환학습, 비판학습, 상황학습 등 각종 성인학습 이론과 연구 동향을 검토한다. 또
한 비교적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성인기 학습을 개념화하기 위한 각종 관점을 검토한다.
It reviews various adult learning theories and research trends, including self-directed learning, experience
learning, conversion learning, critical learning, and situation learning. It also reviews various perspectives
to conceptualize adult learning, which has been relatively re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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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학습공동체론 (Lifelong Community Theory and Practice)
학습조직의 개념, 등장배경, 핵심 성공요인, 문제점 등을 이해하고, 학습조직의 5 가지 원리를 체계적으로 이
해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학습공동체, 실천공동체의 개념, 이론, 실제를 이
해하고 프로그램으로 기획하는 능력을 함양한다.
The concept of learning organization, key background, key success factors, issues such as five learning
organization, to understand and systematically to foster the ability to understand and apply the
principle.The objective. In addition, the idea of learning communities, communities of practice, theory, to
understand reality program planning, the ability to build.
27. 노인교육론 (Study on Educational Gerontology)
노인들의 신체, 심리, 사회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맞는 노인들의 학습방법과 효과적 교수법에 대해서 학
습한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학습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understand the phys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and learn about the learning methods and effective teaching methods for the elderly. Students
will learn about various topics related to elderly education in an aging society.
28. 인적자원개발론 (Human Resource Development)
인적자원과 인적자원개발의 개념, 조직체의 구성원의 교육과 훈련, 조직체 비구성원의 개발, 기업조직의 교
육훈련, 교육훈련 프로그램기획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또한 현 국가 및 사회 단위의 인적자원에 관한 정
책을 평가하고 대안정책을 제안하는 논의를 한다.
This course focuses on the concept of human resources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education
and training of members of the organization, development of non-organizational members, education
and training of enterprise organizations, and planning of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also
evaluates policies current national and social unit

human resource and discusses proposing alternative

policies.
29. 평생교육이론 세미나 (Lifelong Education Theory Seminar)
평생교육의 이론적 배경과 그것의 발전과정을 고찰하고 이를 학습자 개별적인 관심 영역에 적용하여 평생
교육의 이론과 실천을 통합하여 평생교육 현황을 반추하고 평생교육의 변화방향을 모색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explore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lifelong education and its development
process, and apply it to individual areas of interest of learners to integrate the theory and practice of
lifelong education to reflect the current status of lifelong education and explore the direction of
change in lifelong education.
30. 지역사회 평생교육 (Lifelong Education for Community Development)
평생교육이 지역사회에서 실시되는 상황맥락을 분석하고 지역사회 주민들의 지역운동을 위한 평생교육의
쓰임새를 모색한다. 또한 학생은 지역사회의 자원과 역사적 배경, 경제적 발전에 따른 평생교육의 역할을
살펴보고 지역사회 토착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analyze the situation context of lifelong education in the community and seek
the use of lifelong education for the local movement of the community. Students will also look at the
role of lifelong learning in the context of community resources, historical background, and economic
development and develop indigenous community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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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평생교육 현장 연구 (Lifelong Education Field Research)
평생교육현장에 참여하여 관찰하고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며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평생교육 관리자의
이론과 현장의 연계 능력을 증진시킨다.
In this course, the student participates in lifelong education, observes the situation, analyzes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and finds ways to improve it.
32. 평생교육 역사와 철학 (History and Philosophy of Lifelong Education)
평생교육이 학문의 영역으로 발전하는 과정과 그 과정에 제기된 이슈들을 평생교육의 철학적 역사적 관점
에서 다룬다. 또한 이 과목은 평생교육의 발전에 영향을 주었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요인들을 분석하고
그것이 평생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the process of developing lifelong education into the field of learning and the
issues raised in the process from the philosophical and historical point of view of lifelong education.
This course also analyzes the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factors that have influenced the
development of lifelong education and analyzes its impact on the theory and practice of lifelong
education.
33. 학습전략 (Learning strategy)
학습전략에 대해 이해하고 실제 학습장면에서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는지 파악해본다. 더불어 학습장면에서
확인되는 다양한 학습 문제들과 학습자 특성이 학습전략과 어떠한 관련성을 보이는지 경험과학적인 연구들
을 중심으로 논의해보고 시사점을 도출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4. 교육심리 세미나 (Seminar on Educational Psychology)
본 수업은 최근 교육심리학 분야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핵심 적인 이슈나 쟁점뿐만 아니라, 최근 연구동향
및 주제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통해 교육적 함의와 시사점을 확인하고 도출해낸다.
35. 교육심리 연구방법론 (Research Methods for Educational Psychology)
교육심리 연구를 위하여 연구대상의 선정부터 연구설계, 자료수집, 자료분석, 결과해석 및 결론 도출에 이르
기까지 연구자로서 갖추어야할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한다.
36. 지능과 창의성 (Intelligence and Creativity)
본 연구는 대표적인 지적 능력인 지능을 중심으로 하여, 창의성과는 어떻게 다르며, 이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대안적 지능들, 정서지능, 성공지능 다중지능들을
포함하여 인간의 인지적 능력에 대한 심도 깊은 탐색을 진행한다. 수업은 매주 review 자료를 읽어오고, 토
론식으로 진행될 것이며, 논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비판적 입장을 정리함으로써 인지적 능력으
로 제안된 다양한 심리적 구인들을 정리하고 통합하여 이해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학생
들은 매주 읽기자료를 철저하게 읽고, 이를 바탕으로 수업시간에 질의응답을 통해 인간의 지적 능력에 대한
많은 이론과 기나긴 역사를 이해하고 자신의 관심에 맞추어 적용해보도록 한다.
37. 교육심리 최신 논문강독 (Intensive readings on Educational Psychology)
본 수업은 교육심리학 분야에서 다루는 다양한 주제를 살펴봄으로써 교육심리학을 역사적으로 조망하는 동
시에 최근의 교육심리학에서 다루고 있는 쟁점과 데이터분석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고찰하는데 주목적이 있
다. 따라서 교육심리학 분야의 중요 주제를 다루고 있는 논문들과 최신 서적들을 강독하게 될 것이다. 논문
은 주로 Journal of Educational l Psych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등의 해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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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이 대상이며 최근의 해외서적도 포함됨. 뿐만 아니라 다양한 데이터분석을 위해 data bank 의 자료
들을 실제로 다루게 될 것이다. 학생들은 수업자료를 미리 검토, 정리하여 수업 전에 제출하고 수업시간에
는 이에 대한 논의나 검토를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한다.
We provide the theoric view of educational process to students. The theory of educational profess has
interest on the knowledge of school and the political and historical aspect for process of educational
development.
38. 심리검사 및 측정 (Psychological and Measurement)
인간행동 특성을 연구하기 위해 이러한 특성들을 측정할수 있는 방법들을 이해하고, 실제 적용해보는 과정
을 거친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심리검사들의 개발 및 활용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39. 다변량 통계분석 (Advanced Statistics Analysis)
다양한 다변량 통계분석에 대한 이론을 학습하고 이를 실제 연구과정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며, 더 나아
가 이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소논문을 써보도록 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40. 정서와 동기 (Emotion and Motivation)
본 수업에서는 동기이론과 정서간의 접목을 시도하면서 교육상황에서 동기가 어떻게 정서와 관련되어 있는
지를 교육심리학적 안목을 통해 조망한다. 이를 위해 수강자들은 동기와 정서에 관련된 국내외 논문과 문헌
을 적극적으로 찾아봄으로써 이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본 수업의 목표로 삼고자 한다.
In this lecture, we will survey how motive is related with emotion at educational situation through
attempting to graft motive theory and emotion with educational psychologic discernment.
41. 정의적 특성: 개념과 측정 (Affective Characteristics:Concepts & Measurement)
지능이나 적성과 같은 인지적 특성과는 달리 정의적 특성은 인간의 정서와 감정이 결부된 다양한 내적인
심리적 특성들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행동에 에너지를 부여하고, 만족감과 행복감을 결정하는 중요한 심리
적 특성이다. 이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형성하고 있는 정의적 특성이란 무엇이며 어떠한 종류들이 존재하며,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를 다룰 것이다. 학습자의 흥미, 적응, 동기, 성격 등의 정의적 특성들을 어떻게 이
해하고, 측정할 수 있으며 객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과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42. 교육과정개발 (Curriculum development)
이 과목은 학생들에게 학교교육에서 교육과정의 관점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전
략, 설계, 목표 설정, 내용 선정 및 조직, 평가 등에 대한 주요 지식과 능력을 기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보다 변화를 지향하는 교육과정 개발 전략을 습득하게 한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provide students with the understanding of the school curriculum, by
focusing on the perspectives of curriculum, educational objectives, content organization, and evaluation.
Students are required to attain the skills for developing the curriculum based on the pedagogy for
social change.
43. 사회정의교육 (Social justice education)
이 과목은 교육의 불평등 문제의 원인, 과정, 결과에 대해 파악하고, 이를 교정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설계하
고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 배운다. 이를 위해 사회정의이론에 대해 살펴보고, 각 이론이 교육에 어떤 시사점
을 제공해 주는지 알아본다. 이러한 학습을 통해 종국에는 사회정의원리에 부합하는 교육목표, 교육과정, 수
업방법, 평가방법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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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교육과정이론 (Curriculum theory)
이 과목은 학생들에게 교육과정의 이론적 관점을 제공한다. 교육과정 이론은 학교지식과 교육과정 개발 과
정의 정치적, 역사적 측면에 관심을 가진다. 이에 이 과목은 학생들이 학교 교육과정의 존재론적, 가치론적,
인식론적 특성을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등과 같은 주제들에 대한 고찰을 통해 민주주의
와 시민교육의 관계에 관한 이해를 도모한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provide students with theoretical perspectives on the curriculum. The
curriculum theories concern with historical and political aspects of school knowledge and the process of
curriculum making. Therefore, the course is to provide students with opportunity of investigating the
ontological, axiological, and epistemological characteristics of school curriculum.
45. 교육과정과 질적연구 (Curriculum theory and qualitative studies)
교육과정 이론은 다양한 방법론으로 연구된다고 볼 수 있으나, 가장 주요한 방법은 질적 연구라 할 수 있
다. 이에 본 강의는 현상학, 해석학, 근거이론, 담론분석, 컨텐츠 맵, 비판이론, 문화기술지, 자서전적 방법 등
교육과정 연구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질적 연구방법을 다룬다. 이를 통해 교육과정 또는 교육연구자들이 질
적 데이터의 수집, 분석, 해석을 통해 자신의 연구주제를 탐구할 수 있도록 한다.
In this lecture, we deal with various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which is utilized at research for
educational process(for example : phenomenology, analytics, grounded theory, discourse analysis,
contents map, criticism theory, ethnography, autobiographical method).
46. 상담・심리치료 이론과 실제 (Theories and Practice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상담자로서 효과적인 개인상담에 필요한 주요 상담 및 심리치료의 이론적 접근방법과 심리적 과정 및
적용 방안을 다룬다.
Introduction to counseling theories and psychological processes involved in individual counseling.
Analysis of research and intervention strategies developed and used by counseling psychologist.
Historical and current trends in content and methodology.
47. 심리검사 (Psychological Testing)
내담자의 표준화 검사 및 비표준화 검사 자료에 대한 전문적인 해석에 필수적인 통계, 심리측정, 사회
측정, 그리고 임상 원리를 고찰 및 분석하고 개인차에 관한 최근 자료와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며, 상담
장면에서 흔히 사용되는 심리검사를 사용해 보고 해석방법을 연습한다.
An analysis of statistical, psychometric, sociometric, and clinical principles crucial to professional
interpretation of standardized and nonstandardized data regarding individual clients. Current
issues/controversies about ethnic, sex, cultural, and individual differences will be examined.
48. 발달심리학 (Developmental Psychology)
인간의 행동발달 특히 지적 발달, 정서적 발달, 사회성 발달, 성격 발달 및 발달장애 현상 등을 개관하
며 연령별 행동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청소년 행동을 이해하고 상담하는데 필요한 기초소양을 다룬다.
An examination of a topic in developmental psychology which has been examined in the
laboratory and is central to developmental theories. Extension of these analyses to practical and
social issues in the daily life of the developing individual.
49. 상담심리학 연구법 (Research Methods in Counseling Psych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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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연구문제의 선정과 계획 수립, 연구의 설계, 자료수집과 분석방법 등을 포함한 연구방법의 기술적
인 실제 문제를 다룬다.
An introduction and orientation to inquiries in counseling psychology; review and critical analysis
of research reports in counseling psychology; and examination of supervised research experience.
50. 집단상담과 치료 (Group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집단상담의 심리학적, 이론적 기초와 집단의 분석과 역동성을 다룬다. 집단지도력의 이론과 집단상담
기법의 통합을 시도한다. 집단상담의 절차, 집단역동성, 집단과정, 집단상담 전문가의 윤리강령, 수퍼바
이저와의 소집단 실습이 포함된다.
Psychological and theoretical foundations of group counseling. Analysis of the dynamics of groups.
A theoretical and applied basis for group leadership, intervention techniques. professional ethics,
small group simulations, and close supervision.
51. 부모교육과 상담 (Parent Education and Counseling)
성숙한 부부관계, 부모-자녀 관계, 그리고 가족관계 형성을 위한 상담 기법 및 전략, 부부치료 및 가족
치료 관련 선행연구, 그리고 윤리적, 사회적 관심사를 분석, 연구함으로써 학생 문제에 대해 폭넓은 이
해를 꾀하고, 다양한 학생상담 전략을 모색한다.
Analysis of historical context, theoretical formulations, counseling techniques/strategies, research
findings, treatment issues, and ethical/social concerns in parent education and counseling.
52. 아동・청소년 상담 (Counseling for Children and Adolescence)
발달과정에 있어서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대한 이해를 꾀하는 한편, 임상 실습을 통해 이 시기에 흔히
나타나는 발달, 정서, 행동상의 문제들을 중재하는 상담 기법 및 전략들을 익힌다.
Understand childhood on developmental stages. Practice intervention techniques and strategies to
help children deal with developmental disorders and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53. 성격심리학 (Psychology of Personality)
인간의 성격에 관한 이론들을 고찰하면서 성격의 정의, 발달, 측정, 그리고 바람직한 성격에 관한 이론
적 측면을 고찰, 연구한다.
An advanced treatment of the major research, concepts, and theoretical formations of personality,
emphasizing integration of personality concepts with concepts from other areas such as learning
and social psychology.
54. 진로상담 (Career Counseling)
진로발달과 진로상담에 관한 제반 이론을 이해하고 조력 방법을 습득함으로써 내담자로 하여금 진로
결정의 중요성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인식하며, 탐색하고, 선택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방법을 연구한다.
An introduction to career development theory, psychological assessment for career planning, and
sources and uses of career information in counseling psychology. Examination of psychological
basis and theoretical approaches to vocational development; review of research relevant to career
development and career counseling.
55. 이상심리와 정신병리 (Abnormal Psychology and Psychopath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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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와 아동 및 청소년기의 발달장애, 인지장애, 정신장애, 물질관련 장애, 기분장애, 정서장애, 성 장
애, 섭식장애, 수면장애, 적응장애, 그리고 인격장애 등과 같은 인간의 정신병리 현상을 이해하고,
DSM-IV와 ICD-10을 통한 진단법을 익히고, 그 원인과 유형에 따른 문제행동의 예방법 및 치료방법을
다룬다.
A consideration of the psychological factors in behavior disorders. The problems of recognizing,
understanding, treating, and preventing these disorders are surveyed. Special emphasis on relating
assessment to therapeutic intervention based on DSM-IV and ICD-10.
56. 문제별 상담 세미나 (Seminar in Counseling Issues)
상담 장면에서 흔히 발생하는 내담자들의 정서적, 행동상의 문제들을 중심으로 주제별로 살펴보고, 선
행연구와 문헌 등을 통해 문제 발생의 원인과 조력방안 그리고 예방 및 해결 전략을 분석, 연구한다.
An examination of etiology, resolution, treatment, and prevention strategies of students'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often occurring in school setting.
57. 위기상담 (Crisis Counseling)
위기 발단 사건의 충격을 감소시켜 현재의 위기에 잘 대처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한순간의 위급한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으로는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자기상 신뢰, 확신 등의 인격적 자원들을 보충하고 강화시
켜 위기 이전의 수준보다 더 나은 상태로 성장할 수 있게 돕는 상담방법과 전략을 다룬다.
58.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 (Practicum in Counseling and Case Studies)
상담 수퍼바이저의 지도하에 정신건강 관련 기관이나 학교현장에서 상담을 실습한다. 상담 실습자는
상담 장면을 녹화/녹음 또는 축어록을 통해 사례지도를 받고, 사례발표를 통해 자신의 상담 능력을 평
가받는다.
Closely supervised counseling practice with clients in the department's counseling laboratories or in
approved field sites in schools or agencies. Intensive supervision is provided.
59. 상담자 수퍼비전 (Counselor Supervision)
상담자 수퍼비전의 제반 이론과 기법을 이해하고, 실습의 일환으로 상담심리학 연습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상담연습을 지도한다.
Closely directed experience in supervising Master's level students in counseling practice in a
laboratory, a school, or an agency.

Participation in seminar discussion of the theory and practice

of supervision.
60. 부부・가족치료 (Couple and Family Therapy)
부부 및 가족치료의 다양한 이론적 모형에 따라 부부와 가족구성원들 간의 역동성과 상호관계에서 야
기되는 문제를 조망하고 실제 상담 장면에서의 기법들을 다룸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건전한 가정생활
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방법을 연구한다.
This course focuses on treatment models and specific counselor skills in the assessment and
treatment of intergenerational family problems. The course presents strategies and tactics for family
counseling. Students are supervised in the use of these tactics and strategies.
61. 심리검사 개발 (Psychological Test construction)
임상 장면에서 필요한 심리검사 제작에 관한 제반 이론과 기법들을 이해하고 검사를 직접 제작하고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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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방법을 실습한다.
Understand

theories

and

techniques

of

constructing

psychological

tests.

Construct

various

psychological tests useful in school setting and apply them to students. Practice administration of
psychological tests.

<별표3> 선수과목 목록표
번호

과목명

개설학과

학점

인정이수구분

대상학위과정

비고

1

교육학 개론

교직과 교직과정

2

선수과목

석,박사

학부과목

2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직과 교직과정

2

선수과목

석,박사

학부과목

3

교육심리학

교직과 교직과정

2

선수과목

석,박사

학부과목

4

교육사회학

교직과 교직과정

2

선수과목

석,박사

학부과목

5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직과 교직과정

2

선수과목

석,박사

학부과목

6

교육과정

교직과 교직과정

2

선수과목

석,박사

학부과목

7

교육평가

교직과 교직과정

2

선수과목

석,박사

학부과목

8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직과 교직과정

2

선수과목

석,박사

학부과목

9

교육통계 및 측정

교직과 교직과정

2

선수과목

석,박사

학부과목

10

특수 교육학개론

교직과 교직과정

2

선수과목

석,박사

학부과목

11

생활지도 및 상담

교직과 교직과정

2

선수과목

석,박사

학부과목

12

평생교육론

교직과 교직과정

2

선수과목

석,박사

학부과목

<별표4> 논문게재실적
목록 및 게재인원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나
국내외 논문집에 게재된 논문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
지에 게재된 논문

저서

인정내역
단독

1편당 200%

2인

1편당 160%

3인 이상

1편당 120%

단독

1편당 100%

2인

1편당 80%

3인 이상

1편당 60%

단독

1편당 50%

2인

1편당 40%

3인 이상

1편당 30%

*단, 저서의 경우 총 100%를 초과할 수 없다.

SSIC 또는 A&HCI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교내외 발간되는 연구소 및
학교 논문지에 게재된 논문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에서 발표
한 논문

단독

1편당 300%

2인

1편당 240%

3인 이상

1편당 180%

단독

1편당 80%

2인

1편당 60%

3인 이상

1편당 40%

단독

1편당 30%

2인

1편당 20%

3인 이상

1편당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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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본교 교수와 공저인 경우
가산점 (20점)을 부과할 수
있다.
2. 한 학회지나 논문지에 2편
이상 게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