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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방침

가. 모든 학생은 강의 개설 일정을 참고하여 전공이수 프로그램을 지도 

교수의 지도하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전공이수 프로그램에는 이수교과목, 

교과목 이수계획, 과정 이수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나. 지도 교수의 배정은 학생의 선택을 존중하여 지도 교수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면 조정ㆍ배정한다.

다. 학생들은 자율적인 학술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하ㆍ동계 방학 중 

해외의 교육행정 저널의 논문을 강독한다.

라. 전공에서는 학생들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과에서 진행하는 

세미나, 전공 관련 학회 참석을 의무화한다.

(비고) 세미나 : 이하 1)~3) 중에서 年2회 이상 연구결과를 발표해야 함

1) 지도학생별 세미나

ㆍ 매주 또는 격주로 실시한다.

ㆍ 연구 주제는 그룹의 공통 관심사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다.

ㆍ 연구는 저널 또는 학회지에 실을 것을 목표로 한다.

2) 전공 전체 세미나

ㆍ 매 학기 2회(연 4회) 실시한다.

ㆍ 전공 세미나는 매 학기 일정한 날에 실시한다.

ㆍ 본교나 해외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들의 논문 발표 및 논문계획서 발표의 

기회로 활용한다.

ㆍ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특별 강연을 듣는다.

3) 학술 워크샵

ㆍ 동계 방학을 이용하여 연 1회 실시한다.

ㆍ 지도학생별 세미나를 통해서 나온 결과물을 발표하거나 해외 우수 저널을 

읽고 그에 대한 비평을 한다.       

마. 교육행정 전공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활용한다.

(전공 홈페이지 ⇒ https://eduadmin.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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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업 전념 의무

가. 교육행정전공 석사 및 박사과정 학생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과정을 

전일제(full-time)로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전일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공주임 교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이 경우 전공주임 

교수는 해당 학생의 지도교수의 의견을 듣는다.) 

    ※ 학업전념의무 이행여부는 지도교수가 논문자격시험 원서 제출 시 확인

3. 학술대회 발표 및 논문게재 의무

전공학생들의 학술활동을 장려하고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졸업 

요건으로 다음과 같이 학술대회 발표 및 논문게재 의무 및 권장 사항을 제시한다. 

학술대회 발표 및 논문게재의무 충족여부의 확인은 지도교수가 최종논문 심사 

전까지 확인한다. 다만, 외국인 학생은 지도교수와 전공주임의 상의 하에  

학술지 게재의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의무를 부여받을 수 있다. 

 

가. 석사과정

1) 국내․외 학술지 1편 이상 권장 (공동저술 포함) 

2)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2회 이상 의무 (공동발표 포함) 

나. 박사과정

1) 국내․외 학술지 2편 이상 의무 (공동저술 포함) 

2)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3회 이상 의무(국제학술대회 1회 참여, 공동발표 포함)

  ※ 국제 학술지 및 국제 학술대회의 범위는 전공주임 또는 지도교수가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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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윤리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이수 의무
전공학생들의 학술활동을 장려하고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졸업 

요건으로 다음과 같이 연구윤리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CITI Program; 유효기간 

2년) 이수에 대한 의무 사항을 제시한다. 연구윤리 교육 프로그램 이수 여부에 

대한 확인은 지도교수가 최종논문 심사 전까지 확인한다. 다만, 연구윤리 

교육 프로그램의 유효기간이 최종논문 심사 전에 끝날 경우, 재이수를 통해 

교육이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가. CITI Program(Collaborative Institutional Training Initiative Program)

1) CITI Program: 9강좌(총 소요시간 약 3시간)

2) 경로: http://www.citiprogram.org → 회원가입 → 강의수강

3) 이수과정(Social&Behavioral Research) :

- Social Behavioral and Education Research(Researcher/Investigator) 코스의 

Basic course 수강

- 이전에 수강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Refresher course 이수

4) 언어 : 한국어, 영어 모두 지원

5) 참고 사이트 : 서울대학교 IRB (http://irb.sn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