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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시민교육(석사)
영역

전공
선택

교과목
코 드

교
한

글

109-202*
109-203*
109-204*
109-208*
109-209*

정치철학과 공직윤리
국가와 시민사회
국제정치의 패러다임
GO&SEE: 미국정치
GO&SEE: 유럽정치

109-211*
109-212*

목

명
영

어

이수
학점

개설시기
연도학기

Political Philosophy and Ethics of Public Office
State and Civil Society
Paradigm of International Politics
GO&SEE: American Politics
GO&SEE: European Politics

3
3
3
3
3

1,2-①,②
1,2-①,②
1,2-②,②
1,2-①,②
1,2-①,②

폭력예방과 평화연구

Prevention of Violence and Peace

3

1,2-①,②

시민교육 방법론

Teaching Methods of Civic Education

3

1,2-①,②

109-213*

생명·환경과 지속가능개발

Life-Environment and Sustainability

3

1,2-①,②

109-214*

정보사회와 스마트 시민

Information Society and Smart Citizen

3

1,2-①,②

109-216

수사학과 시사토론

Rhetoric and Current Affairs Debate

3

1,2-①,②

109-217*

GO&SEE: 다문화사례

GO&SEE: Case Study of Multiple Cultures

3

1,2-①,②

109-219*

시민성과 행복론

3

1,2-①,②

109-221*
109-223*
109-224
109-225*
109-226*

영화로 보는 정치
언론-여론-인터넷
글로벌 이슈와 심층 토론
정치 리더십
교사 리더십

Citizenship and Happiness
Politics in Movies
Press, Public Opinion, and Internet
Global Issues and Discussion
Political Leadership
Educator's Leadership

3
3
3
3
3

1,2-①,②
1,2-①,②
1,2-①,②
1,2-①,②
1,2-①,②

109-227*

GO&SEE: 정치·시민교육

GO&SEE: Political and Civic Education

3

1,2-①,②

GO&SEE: Cosmopolitan and Educational
Cooperation

3

1,2-①,②

109-228* GO&SEE: 세계시민과 교육협력
109-229*

정당과 의회

Parties and Parliamentary

3

1,2-①,②

109-230*

선거와 정치

Electoral Law and Administration

3

1,2-①,②

Korea’s Division-Structure and Peacebuilding

3

1,2-①,②

109-231* 한반도의 분단구조와 평화구축

논문
연구

과

109-232*

글로벌화와 위험사회

Globalization and Risk Society

3

1,2-①,②

109-234*

동양의 정치사상과 윤리

Eastern Political Thoughts and Ethics

3

1,2-①,②

109-235*

세계시민교육

Cosmopolitan Education

3

1,2-①,②

109-236*

문화예술과 정치

3

1,2-①,②

109-237

정치시민교육 세미나 1

Culture, Art and Politics
Seminar on the Education of politics and
citizenship 1
Seminar on the Education of politics and
citizenship 2
Rule of law and Democracy
Religions and Society
Western political thoughts and Ethics
Local decentralization and
Resident autonomy

1

1,2-①,②

1

1,2-①,②

3
3
3

1,2-①,②
1,2-①,②
1,2-①,②

3

1,2-①,②

Study for Thesis

3

5학기차

109-238

정치시민교육 세미나 2

109-239*
109-240*
109-241*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종교와 사회
서양의 정치사상과 윤리

106-242*

지방분권과 주민자치

109-301

논문연구

학기
차

교과목코드에 ‘ * ’가 붙은 교과목은 석/박사 공통과정으로 박사과정 대학원생의 수강이 가능(학점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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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홀수해
2:짝수해
①:1학기
②:2학기

06.3~
17.8.
입학생
적용

Ⅲ. 전공안내 및 강의과목 해설

▐ 전공선택
1. 정치철학과 공직윤리(109-202)
교사, 공무원, 정치인 등 공직에 종사하는 시민들이 알아야 할 정치철학과 윤리에
대해 탐구한다. 공동체의 가치를 사유하는 정치철학은 삶의 태도인 윤리와 연관되어
있다.
2. 국가와 시민사회(109-203)
국가란 무엇인가? 시민사회란 존재하는가?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시민사회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등의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국가와 시민사회에 관한 사상과 현실을
다루면서 그 관계를 파악한다.
3. 국제정치의 패러다임(109-204)
전쟁은 왜 일어나는가? 평화는 어떻게 구축되는가? 국제관계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국제관계에서는 전쟁과 평화가 반복해서 일어난다. 이 강의는 국제정치의
주요 현상을 이론적 관점에서 다루며, 펠로폰네소스 전쟁으로부터 한국전쟁까지의
국제관계를 탐구 한다.
4. GO&SEE: 미국정치(109-208)
이 강좌는 Washington DC, New York에 소재한 정치기관을 방문하면서 미국정치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 현장에서 미국의 의회가 작동하는 방식, 대통령의
역할, 정당의 기능, 교육정책, 외교정책, 사회정책. 정치시민교육의 현황 등을 연구한다.
5. GO&SEE: 유럽정치(109-209)
이 강좌는 유럽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Swiss: Bern, Zürich의 정치 관련 기관을
방문하며 유럽정치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직접민주주의를 가장 이상적으로
구현하는 국가로서 스위스에서는 시민의식은 물론 정치적 사안에 대해 투표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경험할 수 있다.
6. 폭력예방과 평화연구(109-211)
폭력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평화는? 학교는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폭력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나아가 분단이라는 폭력구조에 직면하여 폭력예방과 평화에 대한
사색은 필요하다. 이 강좌는 시민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폭력예방에 대해 탐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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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민교육방법론(109-212)
이 강좌는 학교 안팎에서의 시민교육 방법론을 경험적 자료에 기초하여 학습한다.
아이들과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으로 시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한다.
8. 생명 ․ 환경과 지속가능개발(109-213)
이 강좌는 UN의 개발목표인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생명/환경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깨끗한 환경의 유지와 생명의 보존은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 세대의
책무라고 볼 수 있다. 민주시민과 세계시민이 실천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에 대해
논의한다.
9. 정보사회와 스마트 시민(109-214)
정보사회란 어떤 사회일까? 정보란 무엇일까? 스마트한 시민이라면 정보를 어떻게
요리해야 할까? 이 강좌는 정보를 다루는 태도, 정보를 체계화하여 분석하는 시민성을
기른다.
10. 수사학과 시사토론(109-216)
말을 잘하는 능력과 상대를 설득하는 능력은 민주시민과 세계시민의 기본적 자질이다.
수사학은 정치에서도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이 강의는 타자와의 토론은 물론 대중을
향한 연설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다양한 스킬을 습득하고 수련한다.
11. GO&SEE: 다문화사례(109-217)
다문화사회에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견지하며 살아야 하는가? 이 강의는 현장 체험
학습으로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타자와 공존하는 시민성을 미국(LA)에서 배운다.
12. 시민성과 행복론(109-219)
이 강좌는 시민으로서 공동체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덕목을 함께 사색하며 찾아간다.
시민의 덕성은 무엇인가? 시민 되기가 공동체에서 행복을 실현하는데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행복을 가능하게 하는 내면적 요소로서 시민적 덕성을 다양한 사상에 입각하여
성찰한다.
13. 영화로 보는 정치(109-221)
이 강좌는 영화 속에 투영된 정치의 속성과 과정, 정치인의 상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양한 영화 속에 투영된 정치의 모습을 포착하고 정치의 현실, 이상적인
264 ∥ 경인교육대학교교육전문대학원 요람

Ⅲ. 전공안내 및 강의과목 해설

정치의 모습 등을 비교하며 탐구한다.
14. 언론 - 여론 - 인터넷(109-223)
언론의 정치적 방향성과 언론윤리의 관계, 나아가 여론조사의 방법을 탐구한다.
나아가 현대 인터넷의 성격을 이해하며, 현대인의 사고에 영향을 주는 뉴스의 패턴에
대해 분석한다.
15. 글로벌 이슈와 심층 토론(109-224)
지구촌에는 다양한 이슈가 있다. 예컨대, 난민문제, IS와 테러의 문제, 금융위기의
문제, 빈곤의 문제,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의 문제 등이 있다. 다양한 글로벌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한다.
16. 정치리더십(109-225)
정치와 공직의 세계에서 요청되는 리더의 덕목 및 자질을 이해하고 습득한다. 고위
공직자가 가져야 할 리더십, 정치인이 가져야 할 리더십, 대통령이 가져야 할 리더십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17. 교사리더십(109-226)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가져야 할 리더십을 이해한다. 학교라는
공간은 지식을 가르치고 인격을 함양하게 한다. 교사는 어떠한 리더십이 있어야 하는가?
아이들이 좋은 인성과 시민의식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가르쳐야 하는가?
18. GO&SEE: 정치 ․ 시민교육(109-227)
이 강좌는 Germany: Bayern München 등을 방문하여 정치교육 현장을 탐방하며 정치
교육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바이어른 주 정치교육원, 정당 정치교육원, 학교의
정치시민교육 현장을 탐방하며 독일의 정치시민교육에 대하여 연구한다.
19. GO&SEE: 세계시민과 교육협력(109-228)
이 강좌는 우리가 한 국가의 민주시민을 넘어 지구촌의 세계시민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경험을 제공한다. 국제교육협력의 일환으로 동남아와 유럽 등을 방문하여
교육봉사는 물론 교육관련 세미나를 통해 세계시민성을 함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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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정당과 의회(109-229)
시민이라면 기능, 조직, 정책개발, 정치인 배출 등의 관점에서 정당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이 강좌는 의회정치의 작동방식과 더불어 미국과 유럽의 정당 및 의회정치
사례를 다룬다.
21. 선거와 정치(109-230)
이 강좌는 선거의 매커니즘과 선거법, 나아가 선거관리의 노하우를 분석하며 이해
한다. 민주주의는 선거에 의해 유지된다. 따라서 선거의 의미와 선거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강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파견 강사와 더불어 진행된다.
22. 한반도의 분단구조와 평화구축(109-231)
시민이라면 남북한 관계를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북한사회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북한은 어떠한 나라인가? 이 강좌는 북한의 정치체제, 경제현황, 군사, 사회문화 등에
대하여 탐구한다. 분단극복 및 통일과 관련하여 북한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구가
라고 볼 수 있다.
23. 글로벌화와 위험사회(109-232)
우리는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면서 살아가고 있다. 위험이란 무엇인가? 시민으로서
위험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정치는 위험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본 강의는 다양한 국내, 세계적 위험에 대처하는 세계시민의 태도를 기른다.
24. 동양의 정치사상과 윤리(109-234)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동양의 정치적 사유와 정치인의 윤리를 고전을 통해 살펴
보는 교과목이다. 공자, 맹자, 순자, 한비자, 이이, 이황, 정약용 등 동양의 거대한
사상가의 정치적 사유를 원전을 읽어보며 현재의 국가와 개인의 삶, 그리고 정치인의
윤리적 수준에 대해 성찰한다. 나아가 동양적 맥락에서 정치인과 시민이 가져야 하는
역량을 살펴본다. 국가와 개인의 관계, 국가의 역할, 좋은 정치인의 모습 등을 고찰한다.
25. 세계시민교육(109-235)
우리는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국가시민은 국가의 경계를 넘어 상호 연계된 지구촌
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시민의 개념, 새로 대두되는 세계시민의
개념 등을 알아보고, 세계시민이 지녀야 하는 지적 역량과 행동적 역량을 성찰한다.
초국가적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려는 태도를 함양한다. 나아가 교육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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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아이들이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과정에 대해 연구한다.
26. 문화예술과 정치(109-236)
예술은 우리의 삶의 무대를 재현한다. 문학, 음악, 미술은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예술의 한 형태로 그 사회 현상을 가장 명확하게 들여다보게 한다. 본 수업에서
는 다양한 시대와 장르의 문학, 음악, 미술작품을 분석해 봄으로써, 현재 우리사회와
그 속의 자신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27. 정치시민교육 세미나 1(102-237)
정치시민교육전공 수강생이 자신의 석사논문, 프로젝트 보고서를 준비할 수 있는
세미나 수업이다. 깊은 논의를 통해 논문과 프로젝트 보고서를 준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
28. 정치시민교육 세미나 2(102-238)
정치시민교육전공 수강생이 자신의 석사논문, 프로젝트 보고서를 준비할 수 있는
세미나 수업이다. 깊은 논의를 통해 논문과 프로젝트 보고서를 준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
29. 법치주의와 민주주의(109-239)
법이란 자유를 확보하는 장치이며, 민주주의는 법치의 기반위에서 꽃피울 수 있다.
이 강좌에서는 법치주의의 기원과 이론을 살펴보며, 그것이 민주주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고전 텍스트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생활 속에서 실현가능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도
살펴본다.
30. 종교와 사회(109-240)
기술이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왜 종교는 계속해서 인류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일까?
종교의 본질은 무엇일까. 사회에서 종교의 역할은 무엇일까. 종교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 사람들은 특정한 가치를 믿고 살아간다. 이 강의에서는 사람들의 종교생활에
대해 논의한다.
31. 서양의 정치사상과 윤리(109-241)
서양의 정치사상은 플라톤으로부터 시작된다. 정치와 윤리는 하나로 묶여있었다. 그래서
정치는 아름다운 행위였다. 정치와 윤리와 결합된 고전적 의미의 정치를 중심으로 해서,
나아가 정치와 윤리가 분리된 형태의 이론 등 다양한 서양의 정치이론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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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지방분권과 주민자치(109-242)
우리나라는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현재의 지방자치의 수준을 살펴보고, 선진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지방자치의
이상적인 모습을 그려본다. 나아가 주민자치의 다양한 제도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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