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목명 강좌코드 강의실 교수명 과목명 강좌코드 강의실 교수명

교육학개론 EDGE7101-04 멀205 김준형 교육학개론 EDGE7101-05 멀205 김준형

교육사회 EDGE7107-02 멀304 최일선 교육평가 EDGE7104-02 멀304 박은숙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EDGE7105-02 멀302 남선우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EDGE7108-02 멀302 유경훈

교육심리 EDGE7106-02 멀512 한지수 교육철학 및 교육사 EDGE7102-04 멀311 이동윤

심리검사와 교육 EDGE7717-00 멀208 황임란

특수교육학개론 EDGE7201-04 멀602 김찬수 특수교육학개론 EDGE7201-05 멀602 김찬수

교직실무 EDGE7202-04 멀312 고삼곤 교직실무 EDGE7202-05 멀512 남기석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 EDGE7204-00 멀311 이동윤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 EDGE7204-01 멀206 강인식

학교현장실습 EDGE7301-03 멀513 예철해 학교현장실습 EDGE7301-04 멀513 최일선

학교현장실습(유아) EDGE7301-05 멀208 박영숙

기타교직 학생생활지도의 이해 EDGE7008-00 멀206 장정희

경기혁신교육의이해(2021학번) EDIN7002-00 멀407 심성보 혁신교육을위한교육철학(2021학번) EDIN7005-00 멀409 정해진

혁신교육의흐름과전망(2020학번) EDIN7013-00 멀409 정해진 교육과정 혁신(2020학번) EDIN7025-00 멀408 성열관

혁신교육 실행연구(2019학번) EDIN7006-00 멀408 성열관 교사리더십 개발(2019학번) EDIN7020-00 멀407 조윤정

과목명 강좌코드 강의실 교수명 과목명 강좌코드 강의실 교수명

교사리더십 교사리더십 함양을 위한 의사소통론 EDTL703-00 멀409 권은경
교사리더십 함양을 위한 교사 및 학생

이해론
EDTL704-00 멀409 김병찬

평생교육 성인학습 및 상담 EDLE7005-00 멀301 최일선 평생교육경영론 EDLE7006-00 멀301 최윤주

교육정책의 이론과 실제(2021학번) EDIN7007-00 멀407 백병부 수업과 평가의 혁신(2019학번) EDIN7027-00 멀408 김덕년

학생평가의새로운이해(2020학번) EDIN7028-00 멀408 김덕년

영어교과교육론 EDEN7901-00 멀603 성기완 영어학개론 EDEN7805-01 멀611 박경선

영어교과교수법 EDEN7910-01 멀604 안치현 멀티미디어영어교육론 EDEN7801-00 멀604 안치현

제2외국어습득론 EDEN7010-00 멀611 박경선

유아교육연구방법론 EDEC7001-01 멀512 한지수 영유아발달과교육 EDEC7807-01 멀512 이경돈

유아교과교수법 EDEC7905-01 멀513 박영숙 유아생활지도 EDEC7006-00 멀513 박영숙

유아사회교육 EDEC7813-00 멀602 방효국 유아교육과정 EDEC7803-00 멀602 방효국

색채학 EDDC7918-00 멀702 오정은 디자인교과교육론 EDDC7908-00 멀702 윤명화

디자인제도 EDDC7923-00 멀703 동희돈

중국어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EDCN7902-00 멀608 정회미 중국어문법 EDCN7907-00 멀608 박찬욱

중국어권문화 EDCN7908-00 멀609 이수연 중국고전시가연구 EDCN7001-00 멀609 노상균

한자교육론 EDCN7007-00 멀610 문병순

체육교과교수법 EDPE7907-00 멀302 제성준 체육교과교육론 EDPE7901-00 멀302 제성준

여가레크리에이션 EDPE7809-00 멀304 윤지인 운동생리학 EDPE7804-00 멀304 이재문

건강교육 EDPE7801-00 멀311 이준희 건강교육 EDPE7801-01 멀312 이준희

운동학습및심리 EDPE7806-01 멀312 전문규 운동학습및심리 EDPE7806-00 멀311 전문규

혁신교육

체육교육

영어교육

유아교육

디자인교육

중국어교육

2교시(20:00~21:20)

2021학년도 1학기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시간표

월요일

구분

1교시(18:30~19:50) 2교시(20:00~21:20)

교직이론

교육소양

혁신교육

목요일

교육실습

구분

1교시(18:30~19: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