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전공안내 및 강의과목 해설

전공별 교육과정표 및 과목 해설
교육행정·교육사회(석사)
영역

교과목
코 드

101-102
전공
110-102
필수
110-103

전공
선택

교
한

글

과

목

명
영

이수
학점

어

개설시기
연도학기차
학기

교육행정의 이론과 실제

Educational Administration

3

1,2-①

혁신교육론

Education Theory for Innovation

3

1,2-①

혁신교육연구 방법론

Research Methods in Education for Innovation

3

1,2-①

101-215

교육제도론

Study on Educational System

3

1-①

101-216

교직문화연구

Understanding Culture of School Teachers

3

2-①

101-218

학교조직과
사회문화적 변화

School Organization and Sociocultural
Change

3

2-②

101-219

교육행정 연구방법

Research Methods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3

1,2-①,②

101-221

교육인사행정론

Personnel Management

3

2-①

101-224

학교경영론

School Management

3

2-①

101-225

교육정책분석론

Educational Policy Analysis

3

1-②

101-227

교육행정세미나

Seminar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3

1-①

101-230

세계화시대의 교육변화

Educational Change in Global Era

3

2-①

101-232

비교교육론

Comparative Studies on Education

3

1-②

101-233

학교교육계획

School Based Management Planning

3

2-②

101-234

수업장학

Instructional Supervision

3

2-②

101-235

인간행동과 교육행정

Human Behaviors and Educational
Administration

3

2-②

101-237

교육평등과 교육복지

Educational Equality and Educational Welfare

3

1-①

101-238

학교컨설팅

School Consulting

3

2-①

101-239

학교와 교육문화연구

School and Educational Culture
Administration

3

2-②

101-240

교육행정의 철학적 이해

Philosophical Understanding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3

1-①

101-241

교육혁신 사례연구

Case Study on Educational Innovation

3

1-②

101-242

교육법의 이해

Understanding of Education Law

3

1-②

101-244

교육행정 연구방법
심화1(양적연구)

Quantitative Study on Educational
Administration

3

1,2-①
,②

101-245

교육행정 연구방법
심화2(질적연구)

Qualitative Study on Educational
Administration

3

1,2-②

101-246

학교 효과론

Study on School Effectiveness

3

1-①

Introduction to Educational Finance and
School Accounting

3

1-①

Research Seminar 1

1

1,2-①,②

101-247 교육재정과 학교회계의 기초
101-248

연구 세미나 1

비고

1:홀수해
2:짝수해
①:1학기
②: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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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교과목
코 드
101-249
101-250

교
한

과

글

목

명
영

어

이수
학점

개설시기
연도학기차
학기

연구 세미나 2

Research Seminar 2

1

1,2-①,②

감성교육행정론

Theory of Emotion, Education and Public
administration

3

1,2-②

110-221

학교조직과 문화

School Organization and Culture

3

1,2-①

110-222

교육과정 및 평가 혁신론

Innovation in Curriculum and Evaluation

3

1,2-①

110-223

수업혁신론

Innovation Theory For Teaching and Learning

3

1,2-②

110-224

교사문화와 교원정책

Teacher Culture and Policy

3

1,2-②

110-226

교육법의 이해를 통한
교육혁신 탐색

Search for Innovation Through
Understanding of Education Law

3

1,2-②

110-227

학교와 지역교육 공동체

School and Local Education Community

3

1,2-②

110-228

교육혁신사례 분석

Analysis of School Innovation Cases

3

1,2-②

110-229

혁신교육의 철학적 이해

Philosophical Understanding of
Education for Innovation

3

1,2-②

110-230

대안교육의 이해

Understanding of Alternative Education

3

1,2-①

110-231

교육혁신 국제비교론

Educational Equality and Welfare for
Innovation

3

1,2-②

110-232

혁신교육정책 분석론

Innovative Educational Policy Analysis

3

1,2-①

110-233

혁신을 위한 교육리더십

Educational Leadership for Innovation

3

1,2-①

110-243

교육복지의 이해

Understanding of Educational Welfare

3

1,2-②

110-244

교육재정과 학교회계
혁신의 기초

Introduction to Innovation of Educational
Finance and School Accounting

3

1,2-①

110-245

혁신교육 세미나 1

Innovative Education Seminar 1

1

1,2-①,②

110-246

혁신교육 세미나 2

Innovative Education Seminar 2

1

1,2-①,②

논문연구

Study for Thesis

3

5학기차

논문
001-301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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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06.3~
17.8.
입학생
적용

Ⅲ. 전공안내 및 강의과목 해설

【석사과정】
▐ 전공필수
1. 교육행정의 이론과 실제(101-102)
교육행정 이론의 발달과정을 고찰하고 특히 초등교육행정 현상을 기술, 설명, 예언
하는데 있어서 각 이론이 갖는 특징과 제한점을 연구한다.
2. 혁신교육론(110-102)
혁신교육의 기본 개념과 가치, 혁신교육의 등장 배경, 현황, 쟁점, 성과와 전망 등
혁신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3. 혁신교육연구 방법론(110-103)
혁신교육의 현상과 문제를 규명하고 다양한 연구법을 이해하며, 석사학위논문의
체제와 연구방법을 위한 실제적인 준비 교육이다.

▐ 전공선택
1. 교육제도론(101-215)
공교육제도의 형성과정을 살펴보고, 한국과 타국가의 교육제도를 비교해 봄으로써
한국의 교육제도가 지니고 있는 특성을 이해한다.
2. 교직문화연구(101-216)
교직의 직업적 성격을 논의하고, 교사의 성장과정 및 문화적 특성을 탐구함으로써
교직문화에 대한 이해와 성찰의 기회를 가진다.
3. 학교 조직과 사회문화적 변화(101-218)
초등학교 조직의 특성, 구조 및 형태를 분석하고, 나아가 사회 문화적 변화와 관련
하여 초등학교 조직의 발전 및 개선방향을 탐색한다.
4. 교육행정 연구방법(101-219)
초등교육행정 현상과 문제를 규명하고 다양한 연구법을 이해한다. 또 석사학위
논문의 체제와 연구방법을 위한 실제적인 준비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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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인사행정론(101-221)
교육인사 행정의 개념을 고찰하고 초등교육인사의 임용, 능력개발, 사기문제 등을
분석한다.
6. 학교경영론(101-224)
학교경영의 개념 및 원리를 이해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학교경영의 기법을 학교
조직의 특수성에 비추어서 적용하며, 현황 및 쟁점의 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탐색한다.
7. 교육정책분석론(101-225)
교육정책의 개념과 이론을 이해하고 한국의 주요 초등교육정책의 배경, 형성 과정,
현황 및 쟁점 등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탐구한다.
8. 교육행정세미나(101-227)
초등교육행정과 관련하여 현실적인 이슈를 중심으로 세미나를 통해 보다 다양하고
심층적인 접근을 모색한다. 세미나Ⅰ에서는 초등교육행정의 기초적 이론이나 실제적
문제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세미나Ⅱ에서는 초등교육행정과 관련된 문제에 대
해 보다 심층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본다.
9. 세계화시대의 교육변화(101-230)
오늘날 급변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세계화라는 큰 흐름에 따른 교육변화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다른 나라의 교육변화와 관련하여 우리 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본다.
10. 비교교육론(101-232)
비교교육학적 관점에서 여러 국가의 교육제도, 학교 문화 및 교육개혁 동향을 살펴
보고, 나아가 우리나라 교육에 주는 시사점 및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11. 학교교육계획(101-233)
단위학교경영을 위한 학교교육계획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여, 학교교육계획 역량을
함양한다.
12. 수업장학(101-234)
수업장학의 개념과 발달과정을 파악하고 교육을 위한 장학의 유형, 특징, 방법을
분석하여 장학담당자의 역할과 자질을 탐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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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인간행동과 교육행정(101-235)
행정의 실제 행위자인 인간의 전형적인 행동특성을 파악하고 이러한 행동특성이
교육행정의 실제에 미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분석한다.
14. 교육평등과 교육복지(101-237)
교육복지의 개념 및 원리와 교육복지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주요교육복지정책과
학교 안팎의 교육복지실천사례 등을 분석함으로써 교육복지에 대한 이해와 실천능력을
제고한다.
15. 학교컨설팅(101-238)
교육컨설팅의 성격과 의의, 방법과 절차, 효과적인 전략 수립과 컨설팅 방안 등을
이해하고, 학교경영의 개선과 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학교경영 컨설팅 능력을 함양한다.
16. 학교와 교육문화연구(101-239)
교육열과 같이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독특한 교육문화와 학교사회의 문화적 특성을
이론적으로 탐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교육문화와 학교문화에 대한 이해력과 통찰력을
제고한다.
17. 교육행정의 철학적 이해(101-240)
행정행위는 순수하게 가치중립적이거나 기술적인 행위만은 결코 아니다. 행정행위
에는 철학이라는 이유가 있으며, 교육의 정책과 행정은 그 어떤 가치를 추구한다. 이
강좌는 교육행정의 토대가 되고 교육행정가가 추구해야 하는 이념과 가치와 원리를
철학적 안목에서 규명하고 분석한다.
18. 교육혁신 사례연구(101-241)
국내외 주요 교육혁신 사례들을 찾아서 분석하고 성찰함으로써 교육혁신에 대한
이해도와 실천력을 제고한다.
19. 교육법의 이해(101-242)
우리나라의 교육법 체계를 이해하고 교육 분야(영역) 및 교육이슈에 대해 법적인
접근을 함으로써 교원의 교육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20. 교육행정 연구방법 심화1(양적연구)(101-244)
교육행정영역의 연구문제를 탐색해나가기 위한 방안 중 양적연구방법에 대한 이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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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를 학습한다.
21. 교육행정 연구방법 심화2(질적연구)(101-245)
교육행정영역의 연구문제를 탐색해나가기 위한 방안 중 질적연구방법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학습한다.
22. 학교 효과론(101-246)
학교 효과연구에 대한 이론적 틀을 통해 학교 교육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들을 살펴봄으로써 학교교육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23. 교육재정과 학교회계의 기초(101-247)
교육재원의 확보, 배분, 관리 등과 제도와 실제를 탐구하고, 단위학교 회계제도와
실제를 탐구하여 교육재정과 학교회계에 대한 지식과 역량을 강화한다.
24. 연구 세미나 1(101-248)
교육행정 관련 논문 주제를 탐구하고 구체적인 연구 내용별 주요 연구 과정과 방법,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적용한다.
25. 연구 세미나 2(101-249)
교육행정 관련 논문 주제를 탐구하고 구체적인 연구 내용별 주요 연구 과정과 방법,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적용한다.
26. 감성교육론(101-250)
감성 교육행정의 토대가 되는 이론적 기초로 감성 관련 개념(감성, 감성화, 감성지능,
감성교육, 학교 교육환경 등), 감성 이론, 감성의 요소와 종류, 감성의 역할을 이해하고,
감성과 교육의 관계를 진단한다.
27. 학교조직과 문화(110-221)
기존 학교 조직과 문화의 특징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새로운 학교조직과
문화의 지향점으로서 배움과 돌봄, 공동체주의, 민주주의 등에 대해 논의하고 구현을
위한 실천방안을 탐구한다.
28. 교육과정 및 평가 혁신론(110-222)
학교의 교육과정과 평가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살펴보고,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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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과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과정과 평가 방안을 탐구하고 사례를 공유한다.
29. 수업혁신론(110-223)
수업장면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소외 현상의 원인을 찾아보고, 이론적 탐구와
실천 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30. 교사문화와 교원정책(110-224)
다양한 교사의 문화적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교사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넓히고, 교원
능력개발, 임용 전보 승진 정책 등에 대해 알아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31. 교육법의 이해를 통한 교육혁신 탐색(110-226)
우리나라 교육법의 특징을 알아보고, 주요 법규와 판례를 분석함으로써 교육법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한다.
32. 학교와 지역교육 공동체(110-227)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기존
관계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며,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 협력 방안을 탐구한다.
33. 교육혁신사례 분석(110-228)
학교 혁신의 주요 사례들을 분석하여, 학교혁신의 실천과정에서 나타난 성과와
과제들을 도출함으로써 학교 혁신의 실천 역량을 제고한다.
34. 혁신교육의 철학적 이해(110-229)
혁신교육의 철학적 배경이 되는 이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통해 혁신교육에 대한
철학적 안목을 형성한다.
35. 대안교육의 이해(110-230)
대안교육의 등장배경 및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대안교육의 개념과 이론을 탐구하며,
주요 대안학교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대안교육에 대한 이해도와 실천역량을 제고한다.
36. 교육혁신 국제비교론(110-231)
주요 국가의 교육혁신 동향과 사례들을 비교하여 살펴보고, 한국교육에 주는 시사
점을 찾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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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혁신교육정책 분석론(110-232)
교육정책의 개념과 이론을 이해하고, 한국의 주요 교육정책의 배경, 형성과정, 현황
및 쟁점 등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탐구한다.
38. 혁신을 위한 교육리더십(110-233)
교육리더십의 개념과 이론, 실제를 살펴보고 혁신교육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새로운 교육리더십의 모델을 탐색한다.
39. 교육복지의 이해(110-243)
교육복지의 개념과 정책분석을 통해 혁신교육의 실천에 있어서 교육복지의 정책적
흐름을 이해하고, 중요한 교육복지 의미를 이해한다.
40. 교육재정과 학교회계 혁신의 기초(110-244)
교육재원의 확보, 배분, 관리 등과 제도의 실제를 탐구하고, 단위학교 회계제도와
실제를 탐구하여 교육재정과 학교회계에 대한 지식과 역량을 강화한다.
41. 혁신교육 세미나 1(110-245)
교육행정에서의 혁신교육 관련 논문 주제를 탐구하고 이와 관련된 이론을 고찰하여
구체적인 연구 내용과 절차를 선정 및 구상하고 계획한다.
42. 혁신교육 세미나 2(110-246)
교육행정에서의 혁신교육 관련 논문 주제를 탐구하고 구체적인 연구 내용별 주요
연구 과정과 방법,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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