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학년도 1학기 석사과정 강의시간표 

 서울캠퍼스

1. 전공과목 

- 이수구분 : 전공 이수구분 코드 : 05-선택과목,, 04-전공필수(교원양성과정 기본이수과목), 20-교직전선(교원양성과정 교과교육영역과목)
[전공]

요일  시간
 전공 

1~2교시 (18:30~19:50) 3~4교시 (20:00~21:20)
이수
구분 강좌코드 과목명 교수명 강의실 이수

구분 강좌코드 과목명 교수명 강의실

월

교육정책및리더십 05 EDPL701300 교육조직과리더십 조영하 청304호 05 EDPL700700 교육정책및리더십연구방법 조항로 청304호

교육방법및교육공학 05 EDMT700300 교수-학습이론 강인애 청710호 05 EDMT700700 프로그램 평가 최성경 청710호

교육심리 05 EDEP702600 학습코칭 양명희 청711호 05 EDEP702700 교육심리연구방법론 권재기 청711호

국어교육 04 EDKO750200 이해교육론 김향연 청202호 04 EDKO730200 국문학사 안영훈 청202호

물리교육 04 EDPH781100 파동및광학 김진교 청708호 04 EDPH780700 양자역학 김상욱 청708호

미술교육

04 EDFA780100 미술교육론 심영옥 청715호 05 EDFA702500 다문화미술교육 박진희 청706호

05 EDFA700800 미술재료와 매체연구 문주호 청704호 04 EDFA781100 현대미술론 유영운 청402호

04 EDFA780500 한국화 김현정 청705호 04 EDFA780500 한국화 박주열 청705호

04 EDFA780800 표현기법 김흥모 청402호 04 EDFA780800 표현기법 문주호 청704호

05 EDFA702000 미술실기교육방법론 이슬기 청706호 05 EDFA701900 미술교육연구방법론 심영옥 청715호

박물관·미술관교육 05 EDMG701600 박물관교육과평가 최성경 청403호 05 EDMG700100 박물관∙미술관학 홍혜주 청403호

보건교육 05 EDHE700300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오희 청204호 05 EDHE700400 보건학 신지애 청204호

상담심리 04 EDCP710300 진로상담 조경숙 청404호 05 EDCP720300 청년발달 이정 청404호

상업교육 05 EDCE780500 창업일반 김영로 청713호 04 EDCE780300 무역학개론 강인원 청713호

생물교육 05 EDBI700100 바이러스학 정용석 청712호 04 EDBI781300 생명과학교육론 유정칠 청712호

수학교육 04 EDMA780800 정수론 이상준 청503호 05 EDMA700100 미분방정식 박창훈 청503호

역사교육 04 EDHI710100 역사교육론 이선이 청709호 04 EDHI770100 한국근현대사 이하나 청709호

영양교육
04 EDNU730100 단체급식및실습 최은희 청201호 04 EDNU710100 영양교육및상담실습 안효진 청201호

04 EDNU730200 식품위생학 조유란 청203호 05 EDNU760700 임상영양학 김지영 청203호

영어교육 04 EDEN780500 영어학개론 김성아 청302호 05 EDEN701600 영문학특강 최지안 청302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04 EDKL730100 한국어교육개론(1,2기) 김세화 청502호 04 EDKL710100 국어학개론(1,2기) 조현용 청504호

04 EDKL730300 한국어교재론(3,4기) 김낭예 청504호 04 EDKL730600 한국어발음교육론(3,4기) 한윤정 청502호

유아교육

04 EDEC780700 영유아발달과교육 이상은 청309호 04 EDEC700300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한애향 청305호

04 EDEC780400 유아교육론 정수지 청301호 04 EDEC781200 유아놀이지도 김성희 청309호

04 EDEC781100 부모교육 한애향 청305호 05 EDEC700100 유아교육연구방법론 김유정 청301호

04 EDEC780100 유아과학교육 김성희 청308호 04 EDEC781600 유아안전교육 신지현 청308호

음악교육

05 EDMU700700 창작지도법 김은혜 청303호 05 EDMU701000 음악교육과정분석연구 이보림 청507호

05 EDMU702500 20세기음악 김승림 청205호 05 EDMU700800 매스컴음악연구 경미수 청205호

05 EDMU790500 음악교과서반주연구 박미숙 청307호 04 EDMU780700 화성법 고태암 청307호

05 EDMU701200 국악이론 김지연 청409호 05 EDMU703700 국악실습 김지연 청714호

04 EDMU781000 음악교수법 이지예 청507호 05 EDMU701100 전자음악교육 조영미 청303호

04 EDMU780400 장구반주법 김유진 청620

일반사회교육 04 EDSO780300 일반사회교육론 허주영 청707호 04 EDSO780200 인간과행정 김광구 청707호

화학교육 04 EDCH780600 무기화학 이제승 스B112 05 EDCH781700 화학교육특론 강대훈 스B112

목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 -　 04 EDKL750100 한국어교육참관및실습 천민지 청509호

상담심리 04 EDCP710800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 강진령 청402호



- 교과교육영역 과목(이수구분 코드 20/ 교직전선), 교직과정 이수자만 수강신청 [전공]

요일  시간
 전공

1~3교시 (18:30~20:30)
비고이수

구분 강좌코드 과목명 교수명 강의실

수

국어교육 20 EDKO790400 국어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정상원 청705호

미술교육 20
EDFA790700 미술교과교수법 심영옥 청620호

EDFA790701 미술교과교수법 이슬기 청409호

상업교육 20 EDCE780900 상업교육론 고재윤 청303호

수학교육 20 EDMA791100 수학교과교수법 권창욱 청608호

유아교육 20
EDEC790100 유아교과교육론 장슬하 청305호

EDEC790500 유아교과교수법 이상은 청207호

음악교육 20

EDMU790100 음악교과교육론 이보림 청307호

EDMU790101 음악교과교육론 이지예 청309호

EDMU790400 음악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김유진 청308호



2. 교직과목(이수구분 06-교직), 기타(이수구분 00-기타) (교직/공통)

요일
 시간

 전공

1~2교시 (18:30~19:50) 3~4교시 (20:00~21:20)

이수
구분 강좌코드 과목명 교수명 강의실 이수

구분 강좌코드 과목명 교수명 강의실

목

교직이론

06 EDGE710200 교육철학및교육사 우정길 청407호 06 EDGE710201 교육철학및교육사 우정길 청407호

06 EDGE710203 교육철학및교육사 이진영 청205호

06 EDGE710300 교육과정 김성수 청502호 06 EDGE710301 교육과정 김영실 청502호

06 EDGE710400 교육평가 지은림 청711호 06 EDGE710401 교육평가 지은림 청711호

06 EDGE710500 교육방법및교육공학 김현미 청710호 06 EDGE710501 교육방법및교육공학 김현미 청710호

06 EDGE710600 교육심리 이윤옥 청712호 06 EDGE710601 교육심리 이윤옥 청712호

06 EDGE710700 교육사회 유영학 청507호 06 EDGE710701 교육사회 유영학 청507호

06 EDGE710800 교육행정및교육경영 이영희 청308호 06 EDGE710801 교육행정및교육경영 이영희 청308호

06 EDGE710900 생활지도및상담 윤소민 청203호 06 EDGE710901 생활지도및상담 윤소민 청203호

06 EDGE710100 교육학개론 김준형 청301호 06 EDGE710101 교육학개론 김준형 청301호

06 EDGE710102 교육학개론 전선숙 청302호 06 EDGE710103 교육학개론 전선숙 청302호

교직소양

06 EDGE720100 특수교육학개론 주재연 청309호 06 EDGE720101 특수교육학개론 주재연 청309호

06 EDGE720102 특수교육학개론 심성용 청504호 06 EDGE720103 특수교육학개론 심성용 청504호

06 EDGE720402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남순임 청403호 06 EDGE720403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남순임 청403호

06 EDGE720404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박병용 청303호 06 EDGE720405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박병용 청303호

06 EDGE720200 교직실무 조항로 청307호 06 EDGE720201 교직실무 조항로 청307호

교육실습

06 EDGE730300 교육봉사활동 김병찬 서울 06 EDGE730301 교육봉사활동 양명희 서울

06 EDGE730100 학교현장실습 박천기 청201호 06 EDGE730101 학교현장실습 박천기 청201호

06 EDGE730102 학교현장실습(유아) 한애향 청207호

기타 
교직*

06 EDGE701800 인성교육의이론과실제 한석훈 청404호 06 EDGE700400 교직의철학적탐색 한석훈 청404호

06 EDGE701300 교육의통계적이해 조성희 청709호 06 EDGE700500 논문작성법 조성희 청709호

06 EDGE771300 에듀테크트렌드워크샵 남선우 청204호 06 EDGE700900 스마트러닝과뉴미디어기반학습 남선우 청204호

06 EDGE701600 재미기반학습 정준환 청713호

06 EDGE771600 학교현장의변화흐름과최근동향 임종헌 청304호

기타
교직필수

00 EDGE740500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실습1 석소현 청 715호

00 EDGE740600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실습2 석소현 청 715호

00 EDGE740200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1 양명희 청 408호

00 EDGE740300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2 양명희 청 408호

종합시험/
졸업논문

44 EDGE770100 종합시험(전공) 종합시험 자격을 갖춘 학생 (4기 이상, 교직 6학점이상 이수(평점평균 80점 이상)

전공 12학점이상 이수, 전체평균평점 (80점 이상)44 EDGE770200 종합시험(교직)

43 EDGE760400 논문지도  논문지도 이수 자격을 갖춘학생(5기 이상, 공개발표 통과자)

※ 강의실 안내 : 청 – 청운관

※  : 교직이수자의 필수교과목임

※ ‘기타 교직’ 은 교원자격증 취득과 관련한 교직이론 과목이 아님

※ 개설 강좌는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수강신청 전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