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과
(Department of Education)

1. 교육목표
교육의 제반이론과 실제를 연구하여 유능한 교육지도자 및 연구자로서의 자질과 연구능력을 함양케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전공분야
과 정
석 사
박 사

석·박사 통합

전공분야
교육과정, 교육행정·경영, 상담심리,
유아교육, 교육심리·측정평가, 영재교육
교육과정, 교육행정·경영, 상담심리,
유아교육, 교육심리·측정평가, 영재교육
교육과정, 교육행정·경영, 상담심리,
유아교육, 교육심리·측정평가, 영재교육

3. 교과목해설
DHKA13492 사회심리학(SOCIAL PSYCHOLOGY)

[3학점 3시간]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을 학습함으로써 상담자로서 인간행동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요인에 대한 이해가 상담 및 교육현장에 어
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학습한다.
DHKA18070 교육자치제도론(AUTONOMY OF EDUCATIONAL INSTITUTIONS)

[3학점 3시간]

지방교육자치제의 본질, 성격, 구성의 법적 근거, 교육청과 교육위원회의 구조, 운영, 구성원
등을 이론적으로 연구하고 외국의 교육자치제와 비교, 연구케 한다.
DHKA18075 교육정책론(EDUCATIONAL POLICY)

[3학점 3시간]

교육정책 분석을 위한 다양한 철학적 이념적 배경을 탐구하며, 교육정책의 의제설정, 정책결
정, 집행, 평가와 관련된 각종 분석기법을 배워 실제 교육정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DHKA19770 심리검사(PSYCHOLOGICAL ASSESSMENT)

[3학점 3시간]

성격검사, 지능검사, 흥미검사 및 각종 태도검사에 관한 여러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소개하고, 각 검사의 내용과 시행방법 및 결과의 정리에 대한 이해를 주며 아울러 그 결과를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DHKA29526 수학영재교육론(MATHEMATICS EDUCATION FOR THE GIFTED STUDENTS) [3학점 3시간]
수학분야에 영재성을 가진 학습자들을 판별하는 방법, 적절한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방법의
선정 기준 등 수학영재학생의 지도와 관련한 학문적, 실제적 능력을 습득하고, 관련 분야의
연구수행 능력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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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KA29582 교육과정사회학(SOCIOLOGY OF CURRICULUM)

[3학점 3시간]

사회학 가운데 학교교육의 내용을 사회학적으로 다루는 것으로 사회계층과 교육과정, 문화
재생산의 과정, 비사회화 집단의 문화생산과정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학교교육으로
내용을 밝힌다.
DHKA29589 교육과정이론연구(THEORIES OF CURRICULUM)

[3학점 3시간]

교육과정 연구의 이론적 모형을 검토한 다음, 평가설계와 타당성, 교수학습 평가자료에 대한
분석적 조작을 다룬다.
DHKA29591 교육과정철학(PHILOSOPHY OF EDUCATION CURRICULUM)

[3학점 3시간]

교육과정의 철학적 기초로써 인식론, 미학, 논리학, 윤리학, 과학철학, 현상학 등을 개괄하며
특히, 지식의 성격을 철학적으로 밝힌다.
DHKA29592 교육법규론(THEORY OF EDUCATIONAL LAW)

[3학점 3시간]

교육행정경영에 관련된 제법규, 즉 헌법, 교육3법, 교육3법시행령,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의 내용을 분석 연구케 한다.
DHKA29595 교육심리학세미나(SEMINAR IN EDUCATIONAL PSYCHOLOGY)

[3학점 3시간]

교육심리학의 각 영영별로 파생되는 연구분야를 중점적으로 탐구한다.
DHKA29598 교육의철학적기초(PHILOSOPHICAL FOUNDATIONS OF EDUCATION)

[3학점 3시간]

오늘날 교육현상에 대한 전체적(holistic) 안목의 개발과 교육에 대한 규범적(normative) 가
치의 분석적 성찰을 위하여 최근의 교육 철학적 관심과 논쟁을 소개하며 교육에 대한 다양
한 접근과 관점에 개방적일 수 있도록 한다.
DHKA29602 교육재정.시설론(EDUCATIONAL FINANCE AND FACILITIES)

[3학점 3시간]

교육재정 시설의 이론적 측면과 실제적 측면을 균형있게 취급하면서 교육재정 시설의 학문
적 체계를 확립 연구케 한다.
DHKA29603 교육정치학(THE POLITICS OF EDUCATION)

[3학점 3시간]

교육과 정치와의 관계 즉, 교육은 정치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정치적 발전에 공
헌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케 한다. 그리고, 세 가지 주요기능인 교육의 정치적 사회화, 교
육의 정치적 엘리트의 훈련과 선발, 그리고 국민의 정치적 의식확립과 정치통합에 기여하는
기능을 알아본다.
DHKA29608 교육지도성이론(THEORY OF EDUCATIONAL LEADERSHIP)

[3학점 3시간]

교육지도성의 개념, 지도성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 지도성 유형의 고찰, 지도성과 교육행정
과의 관계를 알아본다.
DHKA29615 교육행정.경영연구(RESEARCH ON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3학점 3시간]

교육행정 경영의 이론을 교육활동 현장에서 일어나는 실제적 현상과 연계, 각국의 교육행정
실제상황을 종합적으로 연구를 시도한다.
DHKA29625 상담심리세미나(SEMINAR IN COUNSELING PSYCHOLOGY)

[3학점 3시간]

상담심리의 최근동향, 각 영역별로 파생되는 연구분야를 중점적으로 탐구하고 토의한다.
DHKA29638 유아교사연구(STUDIE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3학점 3시간]

유아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유아교사의 자질과 자격, 그리고 역할을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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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한다. 유아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사양성교육과 현직교육, 그리고 발전방향에 대하
여 논의한다.
DHKA29641 유아교육과정연구(CURRICULUM STUDI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3학점 3시간]
유아교육의 제반이론을 토대로 하여 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탐색한다. 유아교육의
목적과 목표, 교육의 내용, 활동의 선정과 조직, 프로그램 운영 평가 등 전반적인 교육과정 요
소의 연구와 더불어 최근 국내외에서 적용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들에 대하여 살펴본다.
DHKA29642 유아교육비교연구(COMPARATIVE STUDI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3학점 3시간]
유아교육의 세계적인 추세를 탐색하기 위하여 세계 여러 나라 유아교육의 제도와 행정, 교육
과정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유아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본다.
DHKA29643 유아교육사상연구(EDUCATION PHILOSOPH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3학점 3시간]
유아교육의 목적과 내용을 철학적 사상적 관점에서 연구한다. 유아교육을 철학적으로 이해
하고 보다 나은 유아교육의 이념을 확립하는 데 기초가 되는 지식 및 능력을 학생들에게 부
여한다.
DHKA29644 유아교육세미나(SEMINAR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3학점 3시간]

유아교육 분야의 연구과제 및 현행 제 문제점을 연구한다. 몇 가지 토픽을 중심으로 진행되
는 세미나이다.
DHKA29645 유아교육연구(STUDI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3학점 3시간]

유아교육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모든 분야를 총괄적으로 다루는 기초 입문과정이다.
유아발달 및 학습의 특성과 유아교육기관의 환경, 교사의 역할, 교육영역별 지도에 대하여
탐색한다. 다른 수준의 교육과 비교할 때 뚜렷이 구별되는 유아교육의 특징을 중심으로 진
행된다.
DHKA29646 유아교육연구동향(TREND OF STUDI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3학점 3시간]
유아교육 연구분야에서의 최근 동향을 알아봄으로써 시대적 사회적 요구에 적절한 유아교육
의 방향을 탐색한다.
DHKA29648 유아교육운영관리세미나(SEMINAR IN ADMINISTRATION OF EDUCATIONAL INSTITUES
FOR YOUNG CHILDREN)

[3학점 3시간]

유아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련된 모든 원리와 실제를 다룬다, 특히 효과적인 인적, 물
적 자원의 경영에 초점을 둔다.
DHKA29651 유아문학세미나(SEMINAR IN CHILDREN’S LITERATURE)

[3학점 3시간]

문학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유아문학교육의 핵심적 자원인 그림
책의 교육적 활용에 대하여 연구한다.
DHKA29657 유아창의성개발연구(STUDIES OF CREATIVITY)

[3학점 3시간]

창의성의 제이론, 창의성 측정과 검사도구, 창의성 교육에 관련된 문헌을 고찰하고, 유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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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과정과 수업에서 창의성을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DHKA29665 인적자원개발연구(RESEARCH ON HUMAN RESOURCE DEVELOPMENT)

[3학점 3시간]

조직구성원의 직무수행 향상과 조직의 생존, 번영을 위해 학습증진을 도모하려는 총체적 개
발을 시도한다.
DHKA29682 학습.동기이론(THEORIES OF LEARNING MOTIVATION)

[3학점 3시간]

학습동기에 관한 여러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소개하고 스스로 학습동기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DHKA32138 가족상담(FAMILY COUNSELING)

[3학점 3시간]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데 가족구성이 얼마나 중요하며, 부모의 역할, 자녀의 역할이 무엇인가
규명하며 가족이 개인행동에 미치는 영향, 주로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방법과 기술을 연
구한다.
DHKA32289 교육학연구방법론(EDUCATIONAL RESEARCH METHODOLOGY)

[3학점 3시간]

교육학 연구의 일반적 이론과 방법을 체득하고 그 범위를 발견하며 연구를 위한 양적 접근
방법과 질적 접근 방법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DHKA32609 영유아발달연구(STUDIES IN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3학점 3시간]

인간발달의 원리 및 이론을 알아보고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어린이들의 신체, 인제, 언어,
사회, 정서발달의 특성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하여 탐색한다.
DHKA32618 영재교육세미나(SEMINAR IN GIFTED EDUCATION AND TALENT DEVELOPMENT)
[3학점 3시간]
영재교육 분야의 최신 이론 및 동향을 연구논문과 교육현장의 실태를 중심으로 파악하고 향
후의 연구방향 및 교육실제에의 시사점을 찾는다.
DHKA32619 영재교육실습(PRACTICUM IN GIFTED EDUCATION)

[3학점 3시간]

수강생으로 하여금 교육현장에서 영재학생들을 판별하고, 수업을 통해 가르치는 활동을 경
험하도록 하고, 나아가 영재학생들을 위한 진로지도, 상담 등의 경험을 하도록 함으로써 향
후 영재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가 되거나 영재학생들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수
적인 현장 지식을 갖추도록 한다.
DHKA32735 인문사회영재교육론(LANGUAGE ARTS AND SOCIAL STUDIES FOR GIFTED CHILDREN)
[3학점 3시간]
인문사회과학 분야에 영재성을 가진 학습자들을 판별하는 방법, 적절한 교육과정 및 교수학
습방법의 선정 기준 등 인문사회과학분야 영재학생의 지도와 관련한 학문적, 실제적 능력을
습득하고, 관련 분야의 연구수행 능력을 제고한다.
DHKA32911 진로상담(CAREER COUNSELING)

[3학점 3시간]

진로와 관련된 제밥 이론 및 개념들을 이해하고, 진로상담의 이론과 기법들을 터득한다.
DHKA33077 행동수정(BEHAVIOR MODIFICATION)

[3학점 3시간]

행동주의 심리학을 기초로 하여 인간행동의 수정, 이론과 기법을 학습하여 효과적인 행동수
정양식을 터득하는 데 있다.
DHKA33163 상담윤리(ETHICAL ISSUES IN COUNSELING)

[3학점 3시간]

상담과 관련하여 윤리적 상담활동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한다. 또한 상담과 관련된 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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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윤리원칙들을 배우고 실제 상담 및 수퍼비젼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DHKA37697 교육계획.정책론(THEORY OF EDUCATIONAL POLICY AND PLAM)

[3학점 3시간]

교육계획의 연구, 정책개발의 필요성 그리고 그 본질 방법, 제조건 등을 다룬다. 특히, 사회
정의론적 접근을 시도한다.
DHKA44770 질적연구방법론(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3학점 3시간]

다양한 질적연구의 목적 및 기본 가정을 고찰하고, 질적 연구문제의 설정에서부터 실제연구
보고서 쓰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실습하여 질적연구수행을 위한 이론적 토대이해 및 실
제적 기능을 습득한다.
DHKA44956 상담감독(COUNSELING SUPERVISION)

[3학점 3시간]

상담훈련생을 훈련하고 감독하는 것과 관련된 제반 이론과 기법들을 학습한다.
DHKA44957 상담연구방법(RESEARCH METHODS IN COUNSELING)

[3학점 3시간]

상담연구방법을 개관하고 관련 쟁점사항들을 학습한다.
DHKA44958 비교교육제도연구(COMPARATIVE STUDY OF EDUCATIONAL SYSTEM)

[3학점 3시간]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와 각국의 교육제도를 비교 연구한다. 그리고 국가발전과 학제를 진단
한다. 특히 교육 자치제도를 심층적으로 다룬다.
DHKA45521 성격심리학(PSYCHOLOGY OF PERSONALITY)

[3학점 3시간]

인간의 성격에 대한 제반 심리학적 이론에 대해 학습한다.
DHKA45522 집단상담의이론및실제(GROUP COUNSELING:THEORY AND APPLICATIONS)
[3학점 3시간]
집단상담의 제반이론 및 기법들을 학습한다.
DHKA45525 학교조직행위론(THEORY OF SCHOOL ORGANIZATIONAL BEHAVIOR)

[3학점 3시간]

학교 조직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조직행동에 관한 이론들, 예컨대 동기부여, 리더쉽 등등의
이론을 학교교육현장의 실제와 비교, 분석 이해케 한다.
DHKA47022 교육과정개발(CURRICULUM DEVELOPMENT)

[3학점 3시간]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여러 모형들을 검토하고, 모형에 근거한 실제 교육과정 개발의 경험을
통하여 모형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한계점을 분석한다.
DHKA47023 교육과정개혁사례연구(CASE STUDY ON CURRICULUM REFORM)

[3학점 3시간]

국내·외의 교육 및 교육과정 개혁의 동향과 관련한 쟁점 및 문제점을 각국의 사례를 중심
으로 분석하여 교육과정 개혁에 있어서의 국가특수적인 맥락과 동향 그리고 세계적 동향과
맥락을 심층적으로 이해한다.
DHKA47024 교원양성교육과정(CURRICULUM FOR TEACHER EDUCATION)

[3학점 3시간]

교사는 반성적 실천인이란 관점에서 교육현장을 중심으로 교사의 전문성 개발이 어떻게 이
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실제를 중심으로 한 이론을 중심으로 탐
구한다.
DHKA47025 교육과정평가(CURRICULUM EVALUATION)

[3학점 3시간]

교육과정 개발과 적용에 이르기까지 평가의 영역과 요소를 연구·추출하고 그 적합성에 대
해 검토한다.
DHKA47026 교육과정과교수이론(CURRICULUM AND INSTRUCTIONAL THE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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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점 3시간]

현대 교수이론과 교육과정과의 관계를 검토하고 교수이론을 토대로 교육과정을 분석·개발한다.
DHKA47027 통합교육과정이론및개발(THEORY AND DEVELOPMENT OF THE INTEGRATED
CURRICULUM)

[3학점 3시간]

통합교육과정 개발의 이유를 분석하고, 다양한 통합교육과정 개발 이론에 근거하여 실제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경험을 해 봄으로써 통합교육과정에 대한 이론적·실제적 기초 및 능
력을 기른다.
DHKA47029 교육인사행정국제비교(COMPARATIVE STUDY OF EDUCATIONAL PERSONNEL
ADMINISTRATION)

[3학점 3시간]

교육 인사 행정의 현상과 행위를 종합적으로 기술, 설명,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문제점을 진
단, 그 해결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교원, 교육전문직, 교육행정가 등에 도움이 되는 이론
과 실제를 경험케 한다.
DHKA48896 발달심리학(DEVELOPMENTAL PSYCHOLOGY)

[3학점 3시간]

인간의 심리학적 발달에 관한 여러가지 이론의 소개, 발달심리학상의 교육적인 제문제를 다
룬다.
DHKA49253 교육측정의이론과실제(THEORIES AND TECHNIQUES OF EDUCATIONAL MEASUREMENT)
[3학점 3시간]
인간의 인지적, 정의적 특성을 측정하는 데 기본이 되는 측정 이론으로서 고전검사이론과 문
항반응이론의 기본적인 개념 및 원리, 그리고 이러한 이론들이 적용되는 다양한 상황에 관해
소개하고, 이와 관련된 최근의 연구 동향 및 이슈 등에 관해 탐구한다.
DHKA49254 심리검사의제작및활용(CONSTRUCTION AND USE OF PSYCHOLOGICAL TESTING)
[3학점 3시간]
인간의 인지적, 정의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각종 심리 검사 및 시험을 제작하는 데 기본이
되는 원리와 이론적 기초, 바람직한 심리 검사의 활용을 위한 조건 등에 관해 종합적으로 다
룬다.
DHKA49255 문항반응이론(ITEM RESPONSE THEORY)

[3학점 3시간]

컴퓨터 적응검사, 검사 동등화, 문제은행 구축, 심리 검사 개발 등의 다양한 맥락에서 활용
되는 문항반응이론의 원리에 관해 학습하고 각 분야의 최근 연구 동향 및 이슈들에 관해 논
의한다.
DHKA49256 일반화가능도이론(GENERALIZABILITY THEORY)

[3학점 3시간]

오차원의 다국면성을 고려한 측정 이론인 일반화가능도 이론의 개념 및 원리에 관해 소개하
고 수행평가 및 신뢰도 추정 등 다양한 맥락에서의 응용력을 기른다.
DHKA49257 검사동등화와척도화(TEST EQUATING AND SCALING)

[3학점 3시간]

검사 간의 통계적 특성 차이를 보정하기 위한 검사 동등화의 다양한 방법 및 절차, 다양한
검사 척도 개발 방법 등에 관해 소개하고 실제 데이터를 활용한 실습을 통하여 응용력을 기
른다.
DHKA49258 실험설계와분산분석(EXPERIMENTAL DESIGNS AND ANALYSIS OF VARIANCE)
[3학점 3시간]
사회과학 연구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실험설계 방법 및 각종 분산분석 방법에 관해 다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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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연구 문제에 가장 적합한 실험 설계 방법 및 데이터 분석 방법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응용력을 기른다.
DHKA49259 다변량통계분석및구조방정식모형(MULTIVARIATE STATISTICAL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학점 3시간]

변수들 간의 복잡한 인과 관계를 다루는 다변량 통계 분석 및 구조방정식 모형의 기본적인
개념 및 원리에 관해 소개하고, 실제 연구 사례를 통하여 이러한 방법들의 적용 및 해석 능
력을 함양한다.
DHKA49260 다층자료분석(ANALYSIS OF MULTILEVEL DATA)

[3학점 3시간]

위계적인 속성을 가지는 데이터 및 종단 자료 등을 분석하는 데 사용되는 통계적 기법에 관
해 소개하고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적용 및 해석 능력을 함양한다.
DHKA49261 교육측정세미나(SEMINAR IN EDUCATIONAL MEASUREMENT)

[3학점 3시간]

교육 측정 분야에서 최근 이슈가 되는 연구의 동향 및 주제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탐구하고
토의한다.
DHKA49262 심리치료이론(THEORIES OF PSYCHOTHERAPY)

[3학점 3시간]

심리치료와 관련된 다양한 이론의 개념을 이해함으로써, 다양한 특징을 가진 내담자의 문제
들과 이에 대응하는 치료적 접근을 통하여 치료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현장 전문인으로
서 능력을 갖춘다.
DHKA49273 영재교육학원론(FUNDAMENTALS OF GIFTED EDUCATION)

[3학점 3시간]

영재와 영재교육의 개념, 영재교육의 역사, 영재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 영재교육의 전반적인
측면을 다룸으로써 영재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추구한다.
DHKA49274 영재교수학습이론(TEACHING STRATEGIES FOR GIFTED LEARNERS)

[3학점 3시간]

영재학생을 위한 교수학습방법을 이론과 실제의 양 측면에서 탐구하고, 다양한 학교급 및
재능영역별로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의 선정 및 실천 능력을 갖춘다.
DHKA49275 지능및창의성이론(INTELLIGENCE AND CREATIVITY)

[3학점 3시간]

학습자의 개인차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서의 지능과 창의성에 대해 관련 이론들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중심으로 영재교육 실제에 대한 시사점을 찾는다.
DHKA49276 사회성및정서발달(SOCIO-EMOTIONAL DEVELOPMENT OF GIFTED LEARNERS)
[3학점 3시간]
영재학생들의 사회적, 정서적 특성을 관련 연구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파악하고, 영재학생들
이 사회적, 정서적으로 건강한 발달을 이루어가도록 하기 위한 교육적 처방에 대해 학습한다.
DHKA49277 영재교육프로그램개발(PROGRAM DEVELOPMENT FOR GIFTED LEARNERS) [3학점 3시간]
영재학생을 지도에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내용을 선정하고 최적의 교수학습방법을 반
영한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이론적, 실제적 지식을 습득한다.
DHKA49278 과학영재교육론(TEACHING SCIENCES FOR GIFTED LEARNERS)

[3학점 3시간]

과학 분야에 영재성을 가진 학습자들을 판별하는 방법, 적절한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방법의
선정 기준 등 과학영재학생의 지도와 관련한 학문적, 실제적 능력을 습득하고, 관련 분야의
연구수행 능력을 제고한다.
DHKA49602 유아사회교육연구(SOCIAL STUDI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3학점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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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의 사회적 행동의 발달과정과 특성 및 사회적 행동이 발달되는 환경적 요인들에 대하여
탐색하며 바람직한 사회성 발달을 위한 교육방법을 알아본다. 유아사회교육과 관련된 이론
과 최근 연구경향을 살펴보고, 유아를 위한 사회교육내용, 다양한 사회교육 교수방법 및 교
사의 역할과 교수자료에 대해 탐색한다.
DHKA49620 유아언어교육연구(LANGUAGE AND LITERAC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3학점 3시간]
언어발달의 이론들을 비교, 검토하고 유아의 음성언어와 문자언어 발달과정에 대하여 탐색
한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언어행태별 지도방법과 더불어 교육현장에서의 언어 발달
평가방법에 대하여 논의한다. 피아제 및 비고스키의 인지발달이론과 그 이론의 유아교육과
정에의 적용을 논의한다.
DHKA49763 부모가족지원세미나(SEMINAR IN PARENT AND FAMILY SUPPORT)

[3학점 3시간]

부모들의 자녀양육 실행의 질을 높이기 위한 부모 및 가족지원 관련 이론, 정책, 프로그램을
모색한다.
DHKA49764 상담사례실습및지도(COUNSELING PRACTICUM)

[3학점 3시간]

기본적인 상담기술과 사례개념화, 상담목표 및 전략선정 등에 관해 학습하고, 모의상담과정
을 통해 터득한다.
DHKA49765 영유아놀이연구(STUDIES IN CHILD PLAY)

[3학점 3시간]

유아교육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핵심적인 교육방법으로서 놀이의 가치를 알아보고 놀이의 이
론과 더불어 각 발달영역과 놀이의 관계, 그리고 지도방법을 알아본다.
DHKA49766 인지발달과교육연구(STUDIES OF COGNITIVE DEVELOPMENT & EDUCATION)
[3학점 3시간]
인지발달의 이론들을 비교·검토하고 유아의 인지 및 논리적 사고력의 발달과정과 특성에
대하여 탐색한다. 인지발달 이론을 토대로 영유아의 인지 발달적, 교육적, 문화적으로 적합
한 교수·학습 방법을 탐구한다
DHKA49767 정신병리및진단(PSYCHOPATHOLOGY AND DIAGNOSIS IN COUNSELING) [3학점 3시간]
아동, 청년의 이상행동을 이해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치료방법을 연구한다.
DHKA49768 학교상담(SCHOOL COUNSELING)

[3학점 3시간]

학생들의 잠재능력개발, 현명한 선택과 적용, 문제해결, 자아실현을 위한 연구분야로 각급학
교 생활지도 문제와 해결방안을 탐구한다.
DHKA49769 교육감및교육장론(SUPERINTENDENCY)

[3학점 3시간]

교육감 및 교육장의 역할, 자격, 임용방식을 탐구하고, 각급 학교와 교육청의 자율적인 운영
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전략을 탐색한다.
DHKA49770 유아예술교육연구(STUDIES IN CREATIVE ARTS FOR YOUNG CHILDREN) [3학점 3시간]
유아기 예술교육의 이론과 최근의 경향을 살펴보고 현장에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한다.
DHKA49771 학교개선과변화(SCHOOL IMPROVEMENT & CHANGE)

[3학점 3시간]

단위학교의 발전을 위한 교장의 리더십, 교사의 참여,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협력과정을 변
화, 혁신, 개선, 발전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로 재해석하여 실질적인 학교개선에 도움이 되는
과정을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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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KA49772 학교컨설팅및수업장학(SCHOOL CONSULTING & INSTRUCTIONAL SUPERVISION)
[3학점 3시간]
단위학교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학교구성원들의 참여를 중심으로 한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탐색한다. 기존의 장학 이론 가운데 수업장학을 중심으로 교수-학습에
도움이는 되는 전략을 탐색, 적용한다.
DHKA49773 다문화상담(MULTICULTURAL COUNSELING)

[3학점 3시간]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뿐 아니라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심리적 사회적 문제들을 이해하고 그 문제를 상담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DHKA49775 아동청소년상담(COUNSELING CHILDREN AND ADOLESCENTS)

[3학점 3시간]

아동 및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문제들을 이해하고 그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상담 방법을 학
습한다. 아동 및 청소년들은 그들의 발달단계상 성인과는 다른 문제들을 경험하게 되고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 방법 또한 성인들과 달라야 한다. 따라서 아동 및 청소년들에 적합
한 상담기법을 학습함으로써 그들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게 된다.
DHKA49776 알코올및약물중독(ALCOHOL AND DRUG ADDICTION)

[3학점 3시간]

알코올 및 약물 중독의 원인 및 증상들을 이해하고 제반 관련문제들을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상담기법을 학습한다. 또한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자들의 가족이 경험할 수 있는 어려
움도 이해하고 그들을 상담하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한다.
DHKA49777 유아교육현장연구(FIELD STUD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3학점 3시간]

유아와 교사, 유아와 유아 및 유아와 교구간의 상호작용을 관찰하고 이를 분석해봄으로써 유
아교육현장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유아교육이론이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는 지를
분석하고 평가한다.
DHKA49778 유아수학과학교육연구(STUDIES IN MATH AND SCIENCE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3학점 3시간]

유아들의 인지발달 과정에 기초하여 수학과학교육에 대한 이론, 프로그램, 교수-학습방법을
연구한다.
DHKA49779 인간행동의생물학적기초(BIOLOGICAL UNDERSTANDING OF HUMAN BEHAVIOR)
[3학점 3시간]
인간의 행동을 형성하는 생물학적 기반들을 이해한다. 특히 정신건강 문제와 뇌의 관계는
오랫동안 연구되어 오고 있으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상담자로서
인간의 행동을 형성할 수 있는 생물학적 또는 신체적 특징들을 이해함으로써 내담자의 문제
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조력하도록 학습한다.
DHKA49780 지능검사(ASSESSMENT OF INTELLIGENCE)

[3학점 3시간]

지능을 구성하는 요소들과 지능의 개념을 이해하고 각 지능의 요소들을 측정하는 방법을 학
습한다. 또한 지능검사를 통하여 개인의 행동을 이해하는 방법을 학습하고 교육현장에서 뿐
아니라 정신건강 분야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DHKA49785 교육통계분석론(STATISTICAL METHODS IN EDUCATIONAL RESEARCH)

[3학점 3시간]

교육학 연구에서 주로 활용되는 통계적 방법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
로 실제 논문작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분석 방법의 응용 및 해석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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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KA51105 영유아특수통합교육연구(STUDY OF INCLUSIVE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3학점 3시간]
장애를 가진 영유아를 위한 통합교육의 교육적 의의를 살펴보고 효과적인 교수방법과 교실
운영, 교재교구 및 교사의 역할 등 교육프로그램의 실제에 관해 최근 연구물을 중심으로 탐
색한다.
DHKA51107 다문화교육연구(MULTICULTURAL EDUCATION)

[3학점 3시간]

다문화주의의 철학적 배경, 다문화교육의 주요 원리를 고찰하고 다문화교육이론에 근거하여
이를 학교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한다.
DHKA51108 학교, 가정, 지역사회 협력연구(SCHOOL, FAMILY, AND COMMUNITY PARTNERSHIP)
[3학점 3시간]
이 강좌에서는 학교개혁의 주요 변인으로서 학교-가정-지역사회 협력관계 역할을 탐색한다.
가정과 지역사회가 학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학교-가정-지역사회의 협력을 위한 이
론적 배경과 실천적 전략을 탐색한다.
DHKA51109 교원단체와학교발전(TEACHERS' UNION AND SCHOOL IMPROVEMENT)

[3학점 3시간]

교원단체 소속 교사와 학교관리자의 학교발전을 위한 단체협상, 갈등발생시 효과적인 해결
을 위한 전략을 강의와 사례연구를 통해 분석한다.
DHKA51110 고급심리치료이론(ADVANCED THEORIES OF COUNSELING)

[3학점 3시간]

심리치료와 관련된 고전적 이론들 뿐 아니라 최근의 이론들에 대한 심화된 학습을 함으로써
심리치료이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뿐 아니라 이론을 평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또한 상담심리 전문가로서 자신의 이론을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
게 된다.
DHKA51111 고급진로발달이론(ADVANCED THEORIES OF CAREER DEVELOPMENT)

[3학점 3시간]

진로발달과 관련된 고전적 이론들 뿐 아니라 최근에 개발된 이론들에 대한 심화된 학습을
함으로써 진로발달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뿐 아니라 진로발달이론을 평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또한 상담심리 전문가로서 진로발달에 대한 자신의 이론을 개발
하고 적용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게 된다.
DHKA51112 긍정심리와교육(POSITIVE PSYCHOLOGY AND EDUCATION)

[3학점 3시간]

본 강좌는 긍정심리학의 최신 이론 및 연구를 기초로 학생들의 긍정적인 발달과 성장을 돕
는 다양한 강점과 보호요인을 탐색하고 이를 강화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용
에 대해 논의함
DHKA51113 학교부적응의이해와교육(UNDERSTANDING OF SCHOOL MALADJUSTMENT AND
EDUCATION)

[3학점 3시간]

본 강좌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겪는 다양한 학교부적응 행동의 원인과 양상, 영향요
인 등을 살펴보고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교육 실천 및 처치들을 모색할 것임.
DHKA51114 선진외국의영재교육(GIFTED EDUCATION IN OTHER COUNTRIES)

[3학점 3시간]

선진 외국에서는 영재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의 영재교육과의 비교를 통해 영재교육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찾아본다.
DHKA53665 특수아동지도론(SEMINAR ON EDUCATING LEARNERS WITH SPECIAL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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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점 3시간]
영재아, 장애아 등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특수 학습자를 대상으로 각 학습자의 특수한 교
육적 요구를 파악하고, 그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교육활동에 대해 살펴본다.
DHKA53666 내러티브탐구(NARRATIVE INQUIRY IN EDUCATION)

[3학점 3시간]

교육과정 현상에 대한 심층적 탐구를 위하여 내러티브 탐구 관련 이론 및 방법을 이해하고
내러티브 탐구 방법을 활용한 연구 능력을 기른다.
DHKA53667 교육학개별연구(INDIVIDUAL STUDY IN EDUCATION)

[3학점 3시간]

개인의 흥미에 따라 교육학의 특정분야를 선택하도록 하여 그 분야를 연구할 수 있도록 개
별지도한다.
DHKA53668 교육및심리측정세미나(SEMINAR IN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3학점 3시간]

교육 및 심리측정 분야의 다양한 연구 주제 및 최근 연구 동향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탐구한
다. 각종 측정이론에 근거하여 인간의 개인차를 측정하는 방법, 심리검사 개발 및 타당화 연
구와 관련된 이슈들이 주로 다루어진다.
DHKA53669 중독상담(ADDICTION COUNSELING)

[3학점 3시간]

다양한 중독의 종류와 중독으로 인한 증상들을 이해하고 이러한 중독이 나타나는 원인을 탐
색하여 상담자들이 중독자들을 상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전략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중독자들의 가족이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도 이해하여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
을 학습한다.
DHKA53670 고급심리검사(ADVANCED PSYCHOLOGICAL ASSESSMENT)

[3학점 3시간]

지능검사, 인지검사, 또는 투사적 검사 등 구체적인 심리검사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실제 임
상장면에서 심리검사 활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검사결과 해석에 대한 수퍼비젼을 실시
하여 심리검사가 보다 정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DHKA53671 상담기법(COUNSELING SKILLS AND INTERVENTIONS)

[3학점 3시간]

상담의 구체적 기술 및 기법을 학습하여 상담실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상담기법
과 관련된 이론과 연구결과들을 학습함으로써 상담실제에서 보다 효과적인 활용이 되도록
한다.
DHKA53672 심리치료세미나(SEMINAR ON PSYCHOTHERAPY)

[3학점 3시간]

심리치료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심화된 학습을 하도록 한다. 심리치료에 대한 최
근 연구동향 뿐 아니라 새로운 이론과 심리치료 기법들을 탐색함으로써 과학적인 근거에 기
반한 심리치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DHKA53673 진로상담세미나(SEMINAR ON CAREER COUNSELING)

[3학점 3시간]

진로상담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심화된 학습을 하도록 한다. 진로상담에 대한 최
근 연구동향 뿐 아니라 새로운 이론과 심리치료 기법들을 탐색함으로써 과학적인 근거에 기
반한 진로상담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DHKA53674 상담연구세미나(SEMINAR ON COUNSELING RESEARCH)

[3학점 3시간]

최신 상담연구 동향을 탐색할 뿐 아니라 중요한 상담관련 연구 주제를 선정하여 깊이 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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