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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원 행정서식   

석사학위 논문 심사원

( 전화 : )

주       소 :

성       명 : (한글) (한자)

학       번 :

학       력 : 20 년  월  일  서울대학교  대학원    학과 입학

20 년  월  일  서울대학교  대학원    학과 수료(예정)

논문 제목 :

논문 작성언어(해당란에 ∨표) : □한국어, □영어, □독어, □불어, □중국어,기타( )

본교 학위수여규정 제17조에 의거 석사학위 논문심사를 받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납 부 확 인
논문심사료 연구생부담금

재학생은 해당사항 없음

※ 해당란에 반드시 납부확인(○표)을 하여 주시기 바람.

상기자의 지도교수로서 학력, 인품, 태도 등으로 보아 석사학위 논문을 

제출하여도  좋다고 인정하여 추천합니다.

지 도 교 수 : (인)

서울대학교 ○○대학(원)장 귀하

(별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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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학위논문심사요지

1. 논 문 제 출 자 : 학과         전공  성명 :

2. 논  문  제  목 :

3. 성          적 :

4. 구술고사성적 :

5. 심  사  요  지 :

※ 1. 성적은 A, B, C로 구분하되 A, B 를 합격으로 한다.(이면계속)

2. 구술고사 성적은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20 년    월    일 

위 원 장  (인 )

부위원장                (인)

위    원                (인)

(별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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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

박사학위 논문 심사 요구서
  성  명(한글):

        (한자):

  학       번 :

  학       력: 2 0    년   월  일   서울대학교   대학원   학과 입학

2 0    년   월  일   서울대학교   대학원   학과 수료(예정)

  논 문 제 목:

  국       문:

  영 문(기 타):

 논문내용 작성언어 (해당란에 ∨표) : □한국어,  □영어,  □독어, □불어,

□중국어, 기타(   )

서울대학교  학위수여규정  제22조에  의하여  상기  논문을 (       )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논문 00부

2 0      년      월      일

신청인                     (인)
납  부  확  인

논문심사료 연구생 부담금
재학생은 해당사항 없음

※ 해당란에 반드시 납부확인(○표)을 하여 주시기 바람.

서울대학교대학원장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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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4)

지 도 교 수 추 천 서

박 사 학 위 논 문 제 출 자 인 적 사 항

            대학원           학과(부)           전공    학번

성  명 생년월일: 19  년  월  일

 추천내용

20     년      월      일

추천인 : 지도교수                  (인)

경  유 : 학과장                    (인)

          학 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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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5)

논문심사위원추천서

1. 논문 제출자

○ 소    속 : 대학원 ○○○○ 전공

○ 학    번 :

○ 성    명 :

○ 신청학위 : ○○○ 박사

○ 지도교수 :

○ 논문제목 :

2. 심사위원

※ 소속과 학위명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기재

예) ○○○학과 / ○○○학 박사 

20 년    월    일

( )대학(원) 대학원학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구 분 소  속 직  명 성 명 학  위 전공분야
비 고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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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원 입시안내

가. 석사 과정

1) 시험일시: 매년 5월(후기모집), 10월(전기모집)

2) 전형방법: 전공필기 + 면접 및 구술고사  

* 전형방법은 매학기 변경 가능하므로 해당모집요강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시험과목

구 분 내       용

 전공필기 교육행정 전공 2문제

 영    어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의 성적으로 기존 

TEPS 601점 이상, 개정 TEPS 327점 이상, TOEFL IBT 86 이상 

(단, 영어권 대학(원) 출신자는 영어성적 면제가능)

면접 및 

구술고사
전공 관련

4) 제출서류 :  출신대학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출신 학과의 교수추천서(자유양식)

자기소개 및 수학(연구)계획서

이력서(학과이력서, 홈페이지 참조)

학사학위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 보고서

5) 비고 : 전일제(집중수학)만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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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박사 과정

1) 시험일시 매년 5월(후기모집), 10월(전기모집)

2) 전형방법:  서류심사 + 면접 및 구술고사(전후기 동일)

* 전형방법은 매학기 변경 가능하므로 해당모집요강을 반드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 시험과목

구 분 내       용

 전    공 서류심사 + 구술 및 면접고사

 영    어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의 성적으로 TEPS 

601점 이상, 개정 TEPS 327점 이상, TOEFL IBT 86 이상 (단, 

영어권 대학 출신자는 영어성적 면제가능)

4) 제출서류:   출신대학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출신 학과의 교수추천서(자유양식)

자기소개 및 수학(연구)계획서

이력서(학과이력서, 홈페이지 참조)

석사학위 논문

5) 비고 : 전일제(집중수학)만 모집

다. 교육학과 교육행정전공 석・박사 입시 필답고사 기출문제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홈페이지(http://learning.snu.ac.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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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문제출자격시험 기출문제

가. 2015년도 기출문제

1) 2015-1학기 석사 기출문제 

문제1. 학교 조직을 종합 예술의 장으로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이 

교사 양성 교육에 주는 시사점에 관해 논하시오.

문제2. 글로벌경제체제 도입이후 각국은 무한경쟁체제에 진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회 전반적으로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각국은 

다른 나라의 정책을 서로 벤치마킹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사

례들이 늘어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이론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이러한 벤

치마킹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들을 설명해 보시오. 

문제3. 교육의 수익률을 다음과 같이 회귀방정식을 이용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학업

년수(S)의 회귀계수(β1)를 교육의 수익률로 해석하고자 할 때 발생할 수 있

는 편의(bias)들을 설명하고, 이들을 제거하기 위한 측정전략(estimation 

strategy)들을 제시하시오.

           iii SY ebb ++= 10

      여기에서 Yi는 임금이고, Si는 학업년수, 그리고 εi는 잔차이다. 

문제4. 자신이 학위 논문으로 작성할 1) 논문의 제목,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3) 

연구문제(3개 정도) (이상 30점), 4) 문헌연구(40점), 5) 연구방법(30점) 등에 

대하여 2쪽 이내에서 설명하기 바랍니다. 문헌연구는 최소한 1쪽 분량이어야 함

(별도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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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5-1학기 박사 기출문제 

문제1. 진동섭의 학교컨설팅 이론과 하그리브스(Hargreaves)와 풀란(Fullan)의 전문적 자

본 이론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해 논하시오.

문제2. 다음의 두 문제 중에서 한 문제를 선택하여 논의하기 바랍니다.

   (문2-1)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배경과 그 특징을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 신자유주의

를 어떻게 해석하여 제도화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문2-2) 경합가치모형(competing value)에 입각하여 대학문화의 유형을 설명하고, 우리

나라의 “연구중심 국립대학”에서 나타날 수 있는 대학문화를 상정한 후, 그 문

화의 특징을 본인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진단해 보고, 만약 대학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그 문화를 바꾸고자 한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판단의 근거를 제시해 보시오.

문제3. 하버드대의 경제학자 Pritchett(2001)은 “Where has all education gone?”이라는 

논문에서 교육이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전통적인 생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

문을 제시하면서 회의적인 견해를 제시하였다.

    (1) 인지적 기술(cognitive skills)은 비생산적인 활동(non-productive activities)에 적용

되고 있다.

    (2) 교육을 받은 근로자(educated labor)에 대한 수요가 정체되어 있다.

    (3) 학교교육이 기술(skill) 획득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러한 Pritchett의 견해와 근거를 논리적으로 분석·검토하고, 교육의 경제성장 

기여도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문제4. 자신이 학위 논문으로 작성할 1) 논문의 제목,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3) 연구문

제(3개 정도) (이상 30점), 4) 문헌연구(40점), 5) 연구방법(30점) 등에 대하여 3쪽 

이내에서 설명하기 바랍니다. 문헌연구는 최소한 1쪽 분량이어야 함(별도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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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5-2학기 석·박사 기출문제

문제1.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 헌법 조항에서 교육의 형평성 개념을 도출하여 

정의하고, 이에 가장 부합하는 정책 사례와 부합하지 않는 정책 사례를 들어 그 

원리를 설명하시오(100점).

문제2. 최근 각국의 교육정책을 분석해 보면 유사성 속에서도 사회적 맥락에 맞게 제도

화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들을 제시하고

(50점), 그 이론들을 활용하여 각국 대학의 거버넌스 변화를 설명해 보시오(50점).   

 

문제3. 교장과 교사의 인간관계의 특징을 기술하고(50점), 양자 간 관계 개선을 위한 제

도적 장치를 구안하시오(50점).

문제4. 본인이 학위 취득을 위하여 제출하고자 하는 1) 논문의 제목, 2) 연구 목적 및 필

요성, 3) 연구 문제(3개 정도), 4) 문헌 연구, 5) 연구 방법 등에 대하여 2쪽 이내

에서 설명하시오(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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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16년도 기출문제

1) 2016-1학기 석·박사 기출문제

1. 인공 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의 발달이 가져올 학교 경영의 변화에 관해서 

논하시오.

2. 교육정책 A는 전체 국민이 아닌 특정 소집단(예: 차상위 계층이하 저소득층, 

편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교육정책 A의 효과를 인과관계 추

정(causal inference)하기 위한 연구설계(research design)를 하고자 한다. 비

실험적인(non-experimental) 방법과 준실험적인(Quasi-experimental) 방법을 

각각 활용하여 정책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3. 정책수립자들은 자신들이 고안한 정책이 교육현장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긍정

적인 전망을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교육현장의 변화는 실제로 미미한 수

준에 머물거나 혹은 오히려 부작용만 양산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현상을 

이론적인 관점을 활용하여 설명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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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17년도 기출문제

1) 2017-1학기 석·박사 기출문제

1. 교육인적자원행정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 의미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구

체적 과업(혹은 기능) 하나를 선택해서 논의하시오.

2. 교사 전문성에 관한 현재까지의 이론적 논의를 설명하고, 향후 이론적 발전

방향을 논하시오.

3. 자신이 작성하고자 하는 학위 논문 주제에 대하여 연구목적, 연구필요성, 연

구문제, 선행연구방법 등에 대하여 석사 2쪽 이내, 박사 3쪽 (한글, 글자크기 

10포인트) 이내로 서술하시오. 

*분량초과 시 감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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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7-2학기 석·박사 기출문제

1. 교사의 전문성은 무엇을 의미하며, 전문성 향상을 위한 훈련수요를 어떻게 

도출할 수 있는가? 

2. 신제도주의 관점을 활용하여 교육행정을 연구할 경우, 기존의 교육행정 연구

와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되는가? 

3. 자신이 작성하고자 하는 학위 논문 주제에 대하여 연구목적, 연구필요성, 연

구문제, 선행연구방법 등에 대하여 석사 2쪽 이내, 박사 3쪽 (한글, 글자크기 

10포인트) 이내로 서술하시오. 

*분량초과 시 감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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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18년도 기출문제

1) 2018-1학기 석·박사 기출문제

1. 행태과학적 접근과 제도론적 접근이 교육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논하시오.  

2. 첨부의 문서는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18년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 

지원계획”의 보도자료이다. 글을 잘 읽고, 먼저 (1) 제시된 정책의 목표와 

수단의 관계를 분석하고, (2)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3) 정책이 의도하지 않는 결과로 예상 또는 우려되는 것들을 

제시하시오. 

3. 자신이 작성하고자 하는 학위 논문 주제에 대하여 연구목적, 연구필요성, 

연구문제, 선행연구방법 등에 대하여 석사 2쪽 이내, 박사 3쪽 (한글, 

글자크기 10포인트) 이내로 서술하시오. 

*분량초과 시 감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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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2019년도 기출문제

1) 2019-2학기 석사 기출문제

1. 최근 고등교육정책의 변화 동향을 아시아 국가의 거버넌스에 초점을 두어 

설명하시오.

2. 교육정책의 분석에 있어 정책문제의 인식과 정의는 분석의 첫 단계이다. 잘 

구조화된 정책문제와 잘 구조화되지 못한 정책문제를 각각 최근 교육정책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3. 조직의 계획된 변화(Educational Change)를 설명하는 세 가지 전략을 밝히고, 

우리나라 교육의 최근 대표적인 정책 또는 제도를 선택하여 위 세 가지 

전략과 연관지어 그 성공 또는 실패 요인들을 분석하시오.

4. 자신이 작성하고자 하는 학위 논문 주제에 대하여 연구목적, 연구필요성, 

연구문제, 선행연구방법 등에 대하여 2쪽 이내 (한글, 글자크기 10포인트) 

이내로 서술하시오. 

*분량초과 시 감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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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9-2학기 박사 기출문제

1. 정부 정책에 대한 대학들의 대응양식과 그 정책들이 대학문화에 끼친 영향을 

설명하시오.

2. 교육정책이 추구하는 공공의 가치(public values)에 따라 의도한(intended) 

정책목표의 달성과 의도하지 않은(unintended) 결과(consequences)로 

구분하여 정책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최근 교육정책의 사례를 들어 (1) 

추구하는 공공가치, (2) 의도한 정책효과, 그리고 (3)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각각 설명하시오.

3. “학교는 안정적인 기술과 환경에 처해 있어서 명확한 과업, 방법, 

직무기술을 특징으로 하다.” vs. “학교는 불안정하고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처해 있는 조직이다.”라는 두 주장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선택하고, 

이와 관련하여 자신이 선택한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을 바탕으로 

한국의 학교(K-12)의 상황을 함께 설명하시오.

4. 자신이 작성하고자 하는 학위 논문 주제에 대하여 연구목적, 연구필요성, 

연구문제, 선행연구방법 등에 대하여 2쪽 이내 (한글, 글자크기 10포인트) 

이내로 서술하시오. 

*분량초과 시 감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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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2020년도 기출문제

1) 2020-1학기 석사 기출문제

1. 박사학위과정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박사학위 취득 이후 진로와 

관련하여 설명하시오.

2. 공공정책 결정의 합리적 선택 모형과 사이버네틱 모형을 최근 교육정책 

사례를 들어 각각 설명하고, 두 개의 의사결정 모형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여 논하시오.

3. Todd Whitaker는 그의 저서 <Dealing with Difficult Teachers>에서 다루기에 

힘든 ‘곤란한 교사’를 관리하는 원칙을 몇 가지 제시한 바 있다. (1) 일부 

‘곤란한 교사’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와 (2) Todd Whitaker가 

제시한 관리원칙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3) 우리나라 학교현장에서의 

적용가능성을 분석하시오.

4. 자신이 작성하고자 하는 학위 논문 주제에 대하여 연구목적, 연구필요성, 

연구문제, 선행연구방법 등에 대하여 2쪽 이내 (한글, 글자크기 10포인트) 

이내로 서술하시오. 

*분량초과 시 감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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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2학기 석사 기출문제

1. 알파세대의 등장이 교육에 주는 영향을 설명하고, 교육적인 시사점을 

논하시오.

2. 교육행정의 공공 가치인 효율성(efficiency)과 형평성(equity)의 관점에서, 

교육과 경제성장(economic growth)의 관계에 대해 논하시오. 

 

3. Likert의 조직체제이론(System Theory)에서는 조직의 수준을 System 1~4까지 

범주화한 바 있다. (1) Likert의 조직체제이론에 의할 때, 조직의 수준을 

구분하는 기준들에 대해 설명하고, (2) 한국의 거시적·미시적 차원의 교육 

갈등을 관리하는데 있어 System 4 단계가 시사하는 바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시오.

4. 자신이 작성하고자 하는 학위 논문 주제에 대하여 연구목적, 연구필요성, 

연구문제, 선행연구방법 등에 대하여 2쪽 이내 (한글, 글자크기 10포인트) 

이내로 서술하시오. 

*분량초과 시 감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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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0-2학기 박사 기출문제

1. 박사학생들이 향후 경험하게 될 경력단계를 설명하고, 각 경력단계별로 

발달시켜야 할 역량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 공공정책 결정의 합리적 선택 모형과 사이버네틱 모형을 최근 교육정책 

사례를 들어 각각 설명하고, 정책 환경의 불확실성 하에서 두 개의 의사결정 

모형의 활용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3. Elton Mayo는 <Management and the Worker>라는 저서에서 소개한 

Hawthorne 실험에서 조직구성원의 인간관계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인터뷰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1) 본 실험에서 인터뷰 프로그램이 

가지는 의의를 설명하고, (2) 인터뷰 결과를 분석하는 개념으로서 

긴급성(Urgency)과 성향 또는 태도(Tone)의 개념을 Mayo가 연구에서 어떻게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는지를 소개하시오. 또한, (3) Hawthorne 실험의 전 

과정을 통해 나타난 내용적(이론과 실천)·연구방법적인 시사점들을 

우리나라 학교조직에 적용할 때, 그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하시오. 

4. 자신이 작성하고자 하는 학위 논문 주제에 대하여 연구목적, 연구필요성, 

연구문제, 선행연구방법 등에 대하여 2쪽 이내 (한글, 글자크기 10포인트) 

이내로 서술하시오. 

*분량초과 시 감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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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2021년도 기출문제

1) 2021-1학기 석사 기출문제

1. COVID-19이 가져온 고등교육의 변화를 기술하고, 그러한 변화가 앞으로 

계속될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는지 자신의 견해를 주장해 

보기 바랍니다.

2. 교육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데 있어 그 평균적 효과(average treatment 

effect)를 분석함과 동시에, 정책 대상자의 특성이나 학교/집단 또는 지역에 

따른 차별적 효과(differential effects)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인 

정책 사례를 들어 차별적 효과 분석을 자세히 설명하고, 그 분석 결과로부터 

어떠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3.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의 주요 내용 및 특징을 

기술하고, 우리나라 학교현장 및 Covid-19 상황에서의 적용가능성을 

분석하시오.

4. 자신이 작성하고자 하는 학위 논문 주제에 대하여 연구목적, 연구필요성, 

연구문제, 선행연구, 연구방법 등에 대하여 2쪽 이내 (한글, 글자크기 

10포인트) 이내로 서술하시오.

*분량초과 시 감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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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1학기 박사 기출문제

1. 최근 고등교육의 변화동향을 기술의 발전이 고등교육에 미친 영향과 

고등교육 거버넌스의 변화에 초점을 두어 설명해 보기 바랍니다.

2. 교육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데 있어 인과적 추정(causal inference)은 

필수적이다. 인과적 추정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는 정책의 내생성(policy 

endogeneity)을 구체적인 정책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인과적 추정의 방법을 1개 제시하시오.

3. 리더십 이론 전개에서 특성, 기술, 행동적 접근들과 비교할 때 상황적 

접근법이 가지는 특징을 강점과 비판점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적응적 리더십 

이론 모형에 근거하여 Covid-19 상황 직면한 학교장의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시오.

4. 자신이 작성하고자 하는 학위 논문 주제에 대하여 연구목적, 연구필요성, 

연구문제, 선행연구, 연구방법 등에 대하여 2쪽 이내 (한글, 글자크기 

10포인트) 이내로 서술하시오.

*분량초과 시 감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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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2022년도 기출문제

1) 2022-1학기 석사 기출문제

1. 교육정책이 추구하는 공공가치에 대해 논하고, 실제 교육정책의 사례를 들어 

공공가치들 사이의 관계 유형(상호 보완적인 또는 서로 상충하는 관계)에 

대해 설명하시오.

2. 대학의 교육과 연구가 어떻게 다르며, 그 사이에 괴리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설명하기 바랍니다.

3. 근거이론에서의 패러다임 모형에 대해 설명하고, 질적 연구에서 해당 모형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장단점과 연구자가 패러다임 

모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4. 자신이 작성하고자 하는 학위 논문 주제에 대하여 연구목적, 연구필요성, 

연구문제, 선행연구, 연구방법 등에 대하여 2쪽 이내 (한글, 글자크기 

10포인트) 이내로 서술하시오.

*분량초과 시 감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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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1학기 박사 기출문제

1. 교육정책의 효과성 분석과 관련하여, 정책이 의도하고자 하는 정책효과(policy 

effects)와 정책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정책으로 유발되는 결과(unintended 

consequences)가 존재한다. 최근 교육정책의 사례를 들어 정책효과와 정책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설명하고 교육정책이 추구하는 공공가치의 관점에서 

서로 비교 형량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시오. (When analysing the 

outcomes of education policy, one ends up encountering pure policy effects 

and its unintended consequences. Please provide a policy example and 

compare from a perspective of public policy values both its policy effects 

and unintended outcomes to draw clear-cut policy implications.

2. 학문의 전문화와 분화는 학문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지만, 반대로 학문 

분야들 간의 교류를 어렵게 하고, 결과적으로 융합적 교육과 연구에 커다란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 대학의 융합적 교육연구를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기 바랍니다.

3. 근거이론에서의 패러다임 모형에 대해 설명하고, 질적 연구에서 해당 모형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장·단점과 연구자가 

패러다임 모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4. 자신이 작성하고자 하는 학위 논문 주제에 대하여 연구목적, 연구필요성, 

연구문제, 선행연구, 연구방법 등에 대하여 2쪽 이내 (한글, 글자크기 

10포인트) 이내로 서술하시오.

*분량초과 시 감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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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공 영문소개

Graduate Program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Department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Introduction 

The Basic tasks of the Educational Administration at the Department 

of Education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is practicing research on 

theories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improving practice of 

education. The major areas of research are Educational Policy, 

Educational Finance, and School Organization. Research topics on the 

school system and its organization and operation are shared with the 

Department of Education.

 We have 3 professors and approximately 30 graduate students – 
including masters and doctoral students – who carry out their 

research on Educational Administration. Our program alumni are 

currently making notable contributions in many important fields of 

Korean society. 

 * Faculty:  Professor Shin, Jung‐cheol     (Ph.D.)
Professor Jeong, Dong-wook   (Ph.D.)

Professor Eom, Moon-young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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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am 

1. Main Research Area 

Distinction Research Area 

Function of

Administration

∙ Educational Planning
∙ Educational Organization
∙ Educational Contentsㆍ
Supervisory Administration 
∙ Student Administration
∙ Personnel Management

∙ Educational
FinanceㆍEducational 
Economics
∙ Educational Facilities 
Management
∙ ResearchㆍEvaluation 
Management

Subjects of 

Education

∙ Administr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Administration of 
Elementary Education 
∙ Administration of 
Secondary Education
∙ Administration of 
Higher Education

∙ Administration of Social 
Education
∙ Administration of 
Private School
∙ Administration of 
Special Education

Unit of 

Educational 

Administrative

District

∙ Central Educational 
Administration
∙ Provincial Educational 
Administration

∙ Administration in School 
Un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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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urses offered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Course 
Number

Course Title
Course 
Number

Course Title

701.548 Theories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701.874 Higher Education

701.551 Theories of Educational 
Leadership 

701.909 Research Methods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701.556 Educational Policy 701.981 Comparative Studies in 
Educational Sytems

701.563 Educational Economics 701.687 Studies in Supervision 
Theories

701.681 Educational Finance 701.793A Seminar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701.684A Human Resource     
Management of Education

701.873 Seminar in Educational 
Policy

701.685 School Administration 701.877 Human Relations in 
Education

701.804 School Consulting 701.899 Education Policy Analysis
701.805 Higher Education Policy 701.900 Seminar of Higher 

Education
701.871 Educational Law 701.987 School Reform : Theories 

and Practices 
701.872 Teacher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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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mmon Courses for Graduate Students

Course Number Course Title
Degree 
Program

Remark

701.916
Advanced Statistical 
Method for Educational 
Research

Master's 
Quantitative research 
methodology

701.584
Empirical Research 
Methods

Master's 
Quantitative research 
methodology

701.822A
Multivariate Statistical 
Methods

Combined 
Masters/ 
Doctorate

Quantitative research 
methodology

701.629
Field Based Research and 
Qualitative Analysis

Master's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701.821
Seminar in Ethnography 
of Education

Doctorate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701.698A
Education and Life 
History Research 
Methodology

Combined 
Masters/ 
Doctorate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701.850B
Comparative Education 
Research Methodology

Combined 
Masters/ 
Doctorate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701.898
Research Methods of Case 
Study

Combined 
Masters/
Doctorate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701.956 Oral History Master's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701.826A
Educational Studies and  
Philosophical 
Methodologies

Combined 
Masters/
Doctorate

Research methodology

701.803 Dissertation Research
Combined 
Masters/ 
Docto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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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quirements for Graduation

  (common requirements for Department of Education)

A. Completion of Basic Courses

1) Master's students who did not major in Education in their 

undergraduate studies and Doctoral students who did not major in 

Education in their Master's course should complete more than 

three Basic Courses in Education. (See <Table 1> below)

2) Master's students should take undergraduate courses or Master’s 

courses and Doctoral students are recommended to take Master's 

courses. When Master’s students and Doctoral students take 

graduate courses, the students must take courses other than their 

major field of study. (Amended on Feb. 29, 2008.)

3) The basic courses mentioned in 1) are listed in <Table 1>.

4) The credits of the basic courses in Education are not included in 

required credits.

5) In case of international students, Clause 1) can be eased only if it 

is approved by their advisory professors and the chief professor of 

the department. (Newly Inserted on May 29, 2016.)

6) Exemptions for taking the basic courses in Education

a) Completion of the course in teacher education through 

undergraduate or Master’s Degree course

b) Completion of similar courses listed in <Table 1>.

(Approval for completion of similar courses must be discussed with 

the chief professor of the Department after permission of 

admission. The completion of primary courses is confirmed by the 

chief professor of the department after comple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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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asic Courses in Education

Course 

Number
Course Title

Undergraduate Courses

700.109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Education

700.110 Education Psychology

701.205 Philosophy of Education 

701.206 Sociology of Education

701.207 Anthropology of Education 

701.208 Educational Administration

701.211 Curriculum in Education

701.218 Teachers and Teaching Profession 

701.219 Reading Classics in Education

701.220 Korean Education Introduced in English 

701.306 Comparative Education

701.307 Educational Evaluation

701.308 Educational Technology

701.315A Life-long Education

701.318A The Systems of Korean Education 

701.321A
Teaching Materials of the study of Education 

and the Research Methods

701.322 School and Classroom Management

701.323A Logic and essay of the study of Education

701.411A History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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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se 

Number
Course Title

Undergraduate Courses

701.422 Contemporary Educational Thoughts

701.423A
Post-Knowledge Society and Well-Rounded 

Education

701.424 Theories of Instruction

701.426A Measurement and Testing in Education

701.427A Theories of the study of Education

701.428 Human Development and Learning

701.429 Guidance and School Counseling

701.430 Statistics for Educational Research

701.431 The Methodology of Adult Education

701.432A Theories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701.433 E-learning and Theories of Distance Education

Graduate 

Courses

Education 

Major

701.503 Studies in Korean History of Education

701.535 Studies in Anthropology of Education

701.571 Theories of Educational Evaluation 

701.574A Pro-seminar in Sociology of Education 

701.584 Empirical Research Methods

701.612 History of Educational Thoughts in the West

701.629 Field Based Research and Qualitativ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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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se 

Number
Course Title

Graduate 

Courses

Education 

Major

701.632 Learning & Cognition 

701.5004 Creativity and Education

701.730 Theories of Cultural Transmission

701.760 Historical Research in Curriculum 

701.813 Studies in Modern Philosophies of Education

701.821 Seminar in Ethnography of Education

701.826A
Studies in Education and  Philosophical 

Methodology

701.859 Topics in History of Education 

701.938 Seminar on Historical Sociology of Education 

701.939 Topics in Korean History of Education

701.941 The Making of Modern Education in Korea

701.956 Oral History

701.990 Seminar in Curriculum Development 

701.991 Seminar in Curriculum Theories

701.993 Learning Motivation Research

Educational 

Technology 

Major

701.943 Computer-Mediated Learning

701.945A Theories of Distance Education and E-learning 

701.680A Foundations of Educational Technology

School 

Counseling/

Special 

Education 

Major

701.923 Methodology of Counseling Research

701.965A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Testings

723.701 Applied Behavior Analysis and Single Cas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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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se 

Number
Course Title

School 

Counseling

Special 

Education 

Major

723.507 Theories of Educating Learning Disabilities

723.509A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 and 

Educational Counseling

Educational 

Administration 

Major

701.548 Theories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701.556 Educational Policy 

701.872 Teacher Education

Life-long 

Education 

Major

701.732A Studies in Life-long Education

701.696B Studies in Adult Learning Theories

701.691 Introduction to Business & Industry Education



부록

전공편람� �❙ 141

B. Master’s Program

1) Candidates must complete the minimum of 27 graduate credits 

on the Master’s  program. (3 credits for paper study can be 

included.)

2) Candidates must register more than 4 and less than 6 

semesters and take 3~12 credits each semester. 

3) Candidates can ask for the authorization of the credits that 

they acquired at other colleges in the range of 50% of 

completion requirements when approved by their advisory 

professors and the dean of the College of Education. 

4) Candidates can take 3 credits of undergraduate courses per 

semester at the most only if it is approved by their advisory 

professors. These courses can be approved as graduate 

credits when authorized by their advisory professors and the 

dean of the College of Education.

5) When candidates wish to authorize credits from taking 

doctoral courses, approval of the professor in charge of each 

course is needed.  

6) Candidates must take at least 6 credits of the research 

methodology courses that each major designates;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spects should be considered 

when taking the courses. (Amended on Aug. 2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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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octoral Program

1) Candidates must complete the minimum of 66 graduate credits 

in the doctoral program including the credits acquired from 

the Master’s program. (9 credits for paper study can be 

included.)

2) Candidates must register more than 4 and less than 8 

semesters and take 3~12 credits each semester. (Graduate 

students who are concurrently working cannot take more 

than 9 credits per semester.) 

3) Candidates can ask for the authorization of the credits that 

they acquired at other colleges in the range of 50% of 

completion requirements when approved by their advisory 

professors and the dean of the College of Education.(The 

credits acquired in undergraduate programs cannot be 

authorized.)

4) Authorization of the credits that the candidates acquired from 

the Master’s course in other universities or colleges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must follow the regulation of "The 

Committee of School Affairs for Graduate Students." 

5) Candidates must take at least 12 credits of the designated 

research methodology courses (including the courses they 

took in their Master's program);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spects should be considered when taking the 

courses. (Amended on Aug. 22, 2013)

 ※ Further details about 'The regulations for credits and course 

requirement' are in Education Department online site. 

(http://learning.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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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istrative Policy of the Department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1. General Policy

A. Every graduate student should submit his/her study plan for 

each semester with reference to the curriculum of the program 

under the guidance of his/her advisory professor. It should 

contain a list of the courses that he/she is going to take, 

including his/her intention and course plan. 

B. Assignment of advisory professor is adjusted and assigned when 

the student submits the research plan with the consent of 

his/her advisory professor. 

C. All graduate students should participate in autonomous activities 

and read papers published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journals 

during their summer and winter vacations.

D. Each graduate student should participate in seminars and/or 

attend conferences for his/her research activities.

(note) Seminar: Graduate students should present their research 

results more than twice a year among following 1)~3).

1) Seminars for student under advise

· Seminars are held weekly or biweekly.

· Research subject is mainly about common interests of the group 

or projects.

· Research is aimed at publishing in academic journals.

2) Seminars for all graduate students

· Seminars are held once a month, eight times every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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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minars are held on a fixed date every month.

· Seminar is used as an opportunity to present their research or 

thesis plan for those who received degree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or abroad. 

· Invite well-known researchers and participate in special lectures.

3) Academic Workshop

· Workshop is held twice every year in summer and winter 

vacations.

· Present the research results from the seminars for student 

under advise or review internationally renowned journals. 

E. Create and use internet website for Educational Administration 

major.

   (http://learning.snu.ac.kr/edadmin)

2. Commitment of the study(applied from 2007)

A. Masters and Doctoral students are required to maintain full-time 

student status throughout their program. 

B. If the student cannot meet the requirement of the full time 

status due to unavoidable circumstances, then the student is 

required to obtain a permission in advance from the chief 

professor of the department. (In this situation the chief 

professor of the department seeks opinion of the advisory 

prof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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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quirements for Graduation(applied from 2009)

A. Master’s Program

1) Minimum of one domestic/international journal. (Co-authorship 

included.)

2) Minimum of 2 presentations in domestic/international 

conferences. (Co-presentation included.)

B. Doctoral Program

1) Minimum of 2 domestic/international journals. (Co-authorship 

included.)

2) Minimum of 3 presentations in domestic/international 

conferences. (One presentation must be in an international 

conference.) (Co-authorship included.)

* Determination of international journals and international 

conferences will be made by the advisory professor or the 

chief professor of the department. 

4. Requirements to complete CITI Program

A. CITI Program(Collaborative Institutional Training Initiative Program)

1) CITI Program: 9course (approximately 3hours)

2) http://www.citiprogram.org → Create your account → Register courses

3) Curriculum (Social&Behavioral Research) :

- Register the basic course of Social Behavioral and Education

  Research(Researcher/Investig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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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you already have the experience, then take the Refresher course

4) Language : Korean and English

5) Reference : Seoul National University IRB (http://irb.sn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