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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교육대학원 학사일정표1

※ 상기 일정은 추후 대학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할 예정임. ※ 상기 일정은 추후 대학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할 예정임.

기간(일자) 내용 비고

2018. 03. 02.(금) 1학기 개시(개강)일 야간제 및 계절제 공통 적용

03. 06.(화) ~ 1학기 야간제수업 시작일
교직과목(수), 

전공과목(화/목)

03. 05.(월) ~ 03. 09.(금)
1학기 종합시험 및 교직시험 면제 신청 기간

1학기 장학금 신청 기간

03. 05.(월) ~ 03. 12.(월) 1학기 수강신청 변경 및 포기기간 야간제 및 계절제

03. 05.(월) ~ 03. 16.(금) 논문계획서 제출 기간 야간제 3기, 계절제 4기 이상

03. 24.(토) 1학기 종합시험

03. 26.(월) ~ 04. 03.(화) 논문지도평가보고서 제출 기간

03. 31.(토) 1학기 학교현장실습 사전지도

04. 14.(토) 1학기 학교현장실습 중간지도

04. 09.(월) ~ 04. 20.(금) 청구논문 심사요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기간 2018년 8월 졸업예정자

04. 09.(월) ~ 05. 11.(금) 2018-2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서 제출 기간 개별 신청만 가능

04. 24.(화) ~ 04. 26.(목) 1학기 야간제수업 중간고사 시험 기간 수업 8주차

04. 28.(토) 1학기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1차)

04. 30.(월) 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1차)

05. 14.(월) ~ 06. 08.(금) 청구논문 심사 및 발표 기간

06. 04.(월) ~ 06. 11.(월) 1학기 야간제수업 강의평가

06. 09.(토) 1학기 학교현장실습 사후지도

06. 12.(화) ~ 06. 14.(목) 1학기 야간제수업 기말고사 시험 기간 수업 15주차

06. 15.(금) 청구논문 심사결과보고서 제출 마감일

06. 15.(금) ~ 06. 26.(화) 1학기 야간제수업 성적 입력 기간

06. 15.(금) ~ 06. 29.(금) 1학기 야간제수업 성적 공시 기간

06. 19.(화) ~ 06. 21.(목) 1학기 야간제수업 보강 기간(기말고사 시험 가능) 수업 결손 보충 기간

06. 22.(금) 하계방학 시작일

06. 25.(월) ~ 07. 06.(금)
청구논문 인쇄본 제출 기간

2018년 8월 졸업예정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및 서류 제출 기간

06. 27.(수) ~ 06. 29.(금) 1학기 야간제수업 성적 이의신청 및 정정 기간 야간제

07. 09.(월) ~ 2019-1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서 제출 기간 개별 신청

07. 24.(화) ~ 08. 13.(월) 1학기 계절제 수업기간
15일(월~토) / 
09:00~17:00

07. 23.(월) ~ 08. 03.(금)
2학기 복학 신청 기간 야간제 및 계절제

2학기 재입학 신청 기간 야간제 및 계절제

08. 02.(목) 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2차)

08. 04.(토) 1학기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2차)

08. 13.(월) ~ 08. 16.(금)
2학기 재학생 수강신청 기간 야간제 및 계절제

2학기 휴학 신청 기간 야간제 및 계절제

08. 17.(금) 후기 신입생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08. 17.(금) ~ 08. 22.(수) 후기 신입생 수강신청 기간

08. 21.(화) ~ 08. 24.(금) 2학기 재학생 등록 기간

08. 22.(수) 2017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기간(일자) 내용 비고

08. 27.(월) 2학기 개시(개강)일 야간제 및 계절제 공통 적용

08. 28.(화) 2학기 야간제수업 시작일
교직과목(수), 

전공과목(화/목)

08. 27.(월) ~ 08. 31.(금) 2학기 장학금 신청 기간

08. 27.(월) ~ 09. 03.(월) 2학기 수강신청 변경 및 포기 기간 야간제 및 계절제

08. 27.(월) ~ 09. 07.(금) 논문계획서 제출 기간 야간제 3기, 계절제 4기 이상

08. 27.(월) ~ 08. 31.(금) 1학기 종합시험 및 교직시험 면제 신청 기간

09. 15.(토) 2학기 종합시험

09. 17.(월) ~ 09. 21.(금) 논문지도평가보고서 제출 기간

09. 17.(월) ~ 11. 02.(금)
2019-1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서 
제출 기간(예정)

ㆍ배정 신청 : 09.17.~09.28.
ㆍ개별 신청 : 09.17.~11.02.

09. 29.(토) 2학기 학교현장실습 출석수업(예정)
2018-2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제출자

10. 04.(목) ~ 10. 17.(수) 청구논문 심사요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기간 2019년 2월 졸업예정자

10. 16.(화) ~ 10. 18.(목) 2학기 야간제수업 중간고사 시험 기간 수업 8주차

10. 18.(목) 개교 72주년 기념일(휴교)

10. 27.(토) 2학기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1차)

10. 29.(월) 2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1차)

11. 12.(월) ~ 12. 07.(금) 청구논문 심사 및 발표 기간

11. 26.(월) ~ 12. 03.(월) 2학기 야간제수업 강의평가

12. 04.(화) ~ 12. 06.(목) 2학기 야간제수업 기말고사 시험 기간 수업 15주차

12. 11.(화) ~ 12. 13.(목) 2학기 야간제수업 보강 기간(기말고사 시험 가능) 수업 결손 보충 기간

12. 14.(금) 청구논문 심사결과보고서 제출 마감일

12. 14.(금) ~ 12. 24.(월) 2학기 성적 입력 기간 야간제

12. 14.(금) ~ 12. 28.(금) 2학기 성적 공시 기간 야간제

12. 17.(월) 동계방학 시작일 야간제

12. 26.(수) ~ 2019. 01. 09.(금)
청구논문 인쇄본 제출 기간

2019년 2월 졸업예정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및 서류 제출 기간

12. 26.(수) ~ 12. 28.(금) 2학기 성적 이의신청/정정 기간 야간제

2019. 01. 07.(월) ~ 01. 25.(금) 2학기 계절제 수업 기간
15일(월~토) / 
09:00~17:00

01. 17.(목) 2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2차)

01. 19.(일) 2학기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2차)

01. 21.(화) ~ 02. 01.(금)   
2019-1학기 복학 신청 기간 야간제 및 계절제

2019-1학기 재입학 신청 기간 야간제 및 계절제

02. 08.(금) ~ 02. 18.(월)
2019-1학기 재학생 수강신청 기간 야간제 및 계절제

2019-1학기 휴학 신청 기간 야간제 및 계절제

02. 20.(수) 2018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02. 21.(목) ~ 02. 27.(수) 2019-1학기 재학생 등록 기간

02. 22.(금) 2019학년도 전기 신입생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02. 22.(금) ~ 02. 27.(수) 2019학년도 전기 신입생 수강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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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연도·전공별 졸업에 필요한 최소 이수학점표

2005학년도 이후 입학생

수료 이수 학점 논문/
사례연구

학점

졸업 
학점교직 전필 전선 계

상담심리(계·야) 6 12 8 26 4 30

진로진학상담(계) 6 12 8 26 4 30

유아교육(야) 6 12 8 26 4 30

국어교육(야) 6 8 12 26 4 30

영어교육(야) 6 8 12 26 4 30

수학교육(야) 6 8 12 26 4 30

디자인·공예교육(계·야) 6 8 12 26 4 30

체육교육(계·야) 6 8 12 26 4 30

음악교육(계) 6 8 12 26 4 30

미술교육(야) 6 8 12 26 4 30

영양교육(야) 6 8 12 26 4 30

※ 졸업시험 대상자는 논문/사례연구 4학점 대신 전공 4학점을 추가 이수함.

1. 전공학점 이수 방법
가. 전공필수 과목을 우선 수강하며, 미 이수 시 졸업이 불가함. 

나.   교원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원생은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별표 2 / 212쪽

~223쪽 참조) 위주로 수강함.

다.   미수강 과목, 누락 과목 등이 발행하지 않도록 졸업 1~2학기 전에 반드시 전공 주임

교수에게 교과목 개설을 요청하여야 함.

2. 교직학점 이수 방법
가.   교직과목 이수 시 교원자격증 취득에 필수적인 교직과목(교직이론 및 교직소양) 중  

6학점은 본 대학원에서 이수구분명이 ‘교직’으로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함(수강신청 
가능학점 내에서 수강신청한 경우에만 선수과목이 아닌 ‘교직’으로 이수됨)

        ※  다만, 현직교사 또는 2급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교직 6학점 대신  
전공과목 6학점으로 대체이수 가능하며, 교직학점을 전공선택으로 대체 이수할 
경우 전공선택 18학점(상담심리전공은 14학점)을 이수해야 함.

교원자격증 취득3졸업학점 이수2

➊ 교원자격증 신청(무시험검정 신청) 요약 안내

1.   석사학위 취득예정자로 교원자격증[중등학교 정교사(2급), 부전공, 전문상담교사(2급), 
영양교사(2급)] 의 취득요건을 갖춘 자

2.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및 해당 서류를 해당 기간에 교학팀에 제출한 자(학사일정 참조)

3. 자격증은 학위수여일에 학위기와 함께 발부되며, 학위수여일 전 발급 불가함.
※ 학위를 받지 못한 수료자는 학위를 받는 학기에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해야 함.

4. 자격증 발급절차

소정의 기간 내에 신청서류 접수(6월, 12월) → 교육대학원 교학팀 무시험검정 → 교육 
대학원 운영위원회 → 교원양성위원회 → 교원자격증 수여(학위수여일 당일)  

※   전문상담교사(1급)의 경우 학위수여 후 현직 교원은 근무 학교 관할 시·도교육청으로,  
비현직 교원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 개별 신청하여 수령함.

➋ 중등학교 정교사(2급)·전문상담교사(2급)·영양교사(2급) 자격증 취득

1. 자격증 취득 대상자 
가. 취득 대상자 

1)   본 대학원 전공별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의 관련 학부(과), 전공 졸업자 
(복수전공, 부전공)

2)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의 관련 학부(과), 전공에서 전공 38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3) 영양교사(2급)의 경우 교육대학원 입학 전 영양사면허증을 소지한 자

나. 취득 불가자

1)  본 대학원 전공별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의 관련 학부(과), 전공을 졸업하지 아니한 자

2)  최종학력이 교육대학(4년제) 졸업인 초등교사(정교사 2급 이상) 
※ 유아교육전공은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함.

2. 학점 이수 방법
가. 교직학점 구성(별표 1 / 210~211쪽 참조)

1) 교직이론 : 12학점 & 6과목

2) 교직소양 : 6학점 & 3과목(특수교육론, 교직실무,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

3) 교육실습 :  4학점 & 2과목(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

나. 교직학점 면제(입학 시 제출한 학점인정서에서 승인받은 교직학점에 한함)

1)   교직이론 :  본 대학원 입학 전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대학에서 이수한 교직 
이론과목 면제(입학 시 제출한 학점인정서에서 승인 받은 교직과목에 
한함)

                     ※  교직소양 영역은 면제가 불가함.

구분

전공



206   |   2018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KOOKMIN UNIVERSITY  |   207

2)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 교육봉사활동)

가) 2급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학교현장실습 및 교육봉사활동 면제 가능함. 

나)   산학겸임교사·영어회화전문강사의 경우 동일분야에서 1년 이상 교육경력이  
있는 경우 학교현장실습 면제 가능함(단, 중·고등학교에서의 교육경력만 인정).  
※  교육봉사활동은 면제가 불가함.

다)   영양교사(2급),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관련 자격증 
(영양교사 : 영양사, 전문상담교사 :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2급 이상, 한국상담학회 2급 전문상담사)을 소지하고 유·초·중· 
고등학교에서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경우 학교현장실습을  
대체할 수 있으며, 반드시 경력인정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교육봉사활동은 면제가 불가함. 

다. 전공 학점 구성(본 대학원 20학점 이상 + 출신 대학 38학점 이상)

1) 본 대학원

구분 전공 전공필수 전공선택

중등학교정교사(2급)
국어, 영어, 수학, 미술, 디자인ㆍ공예,

체육, 음악
8 12

전문상담교사(2급) 상담심리 12 8
영양교사(2급) 영양교육 8 12

2) 출신 대학 : 38학점 이상

3)   공통사항 :  출신대학과 본 대학원 전공학점 50학점 중에는 반드시 기본이수과목 
14학점 & 5과목 이상을 포함하여 이수해야 함.

라. 전공학점으로 인정되지 않는 학점

1) 출신 대학에서 일반선택이나 교양으로 이수한 학점

2) 교육대학원 재학 중 타 대학, 방송통신대학 등에서 취득한 학점

3. 학교현장실습에 관한 사항 
가.   중등학교 정교사(2급), 전문상담교사(2급), 영양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자는 

수업연한 이내에 반드시 4주간의 학교현장실습을 하여야 함.

나. 학교현장실습 신청

1) 신청 당시 2기생 이상

2) 신청 학기 : 실습 이수 예정 직전 학기

3)  실습 이수 직전 학기까지 해당 전공의 ‘ㅇㅇ교육론’ 및 ‘ㅇㅇ교재연구및지도법’ 과
목(상담심리전공은 ‘상담이론과실제’ 및 ‘발달심리’ 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다. 학교현장실습 시기 
1) 1학기 실습

가) 4월 첫째 월요일부터 4주간

나) 5월 첫째 월요일부터 4주간

2) 2학기 실습 : 10월 첫째 월요일부터 4주간

라. 학교현장실습 신청서 및 동의서 제출 
1)   학교현장실습 신청서 및 동의서는 학교현장실습을 나가는 직전 학기 교학팀 제출 

2) 제출 기간

가) 1학기 실습자 : 학교현장실습 직전 학기 10월 중순 경
나) 2학기 실습자 : 학교현장실습 직전 학기 4월 중순 경
※ 휴학자 중 복학예정자는 재학생 신청 기간에 실습 신청을 해야 함.

마.   학교현장실습비 지원 : 실습동의서에 기재된 학교계좌로 최대 10만 원까지 교학팀에서 
일괄 지원함(실습비는 학교에 문의하여 금액을 확인한 후 실습동의서에 기재).

바. 학교현장실습 출석수업

1) 사전지도ㆍ중간지도ㆍ사후지도 총 3회 실시(교육대학원 홈페이지 학사공지에 게시)

2)   학교현장실습생은 반드시 참석하여 실습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반 유의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은 후 실습을 나가야 함.

3) 사전지도 종료 후 명찰, 실습일지를 배부함.

사. Best Student Teacher 경진대회 개최 및 시상

학교현장실습의 내실화를 기하고 교수능력 향상 및 교원임용경쟁시험 합격률 제고를 
위하여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시상함(장학금 및 상장 수여). 

4. 교육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가.  해당자 :  중등학교 정교사(2급), 전문상담교사(2급), 영양교사(2급) 자격증을 하려는 

자는 통산 6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해야 함.
             ※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교원자격증 미취득 희망자 제외함.

나. 이수 학점 및 시간 : 2학점(재학기간 중 총 60시간 / 1일 최대 8시간까지 인정 가능)

다.  성적부여 :  재학기간 중 봉사활동시간을 채운 후 학기 중 야간제 기말고사 기간에  
교육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하면 수강신청 제한학점과 상관없이 Pass/
Non Pass 방식으로 부여함.

라. 봉사활동 내용

1)  대상  :   대학원생이 가진 재능을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함.

2)  인정 활동 내용 :  교과목 지도, 초등돌봄교실, 방과 후 교실 지도, 학습부진아 지도, 
멘토링(진로 및 진학상담, 학습 상담, 학교생활 상담), 서울시 동행

프로젝트 프로그램 중 학교에서 진행하는 내용(교과목 학습지도, 
특기적성지도, 기초학력향상프로그램, 초등돌봄교실, 체험학습 
지원), 자유학기제 지도

3)  불인정 활동 내용 :  교재 제작 업무, 교사 업무 보조, 야간 자율 학습 감독, 오리엔테

이션, 평가회,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봉사활동

4) 인정 가능 활동 기관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 고등기술학교,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 외국인학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각종학교”로 인가된 대안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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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또는 학교

라) 타 법령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준하는 학교로 규정되어 설립된 학교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록된 기관 중에서 비영리기관 인가증 등을 보유한 
단체

마.  이수 절차 :  봉사활동 기관 직접 섭외 → 교육봉사활동 시작 전 교육봉사활동 계획

서 제출 후 내용 확인(교육대학원 홈페이지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게시

판에 작성) → 승인(게시판 답변) → 교육봉사활동 진행 → 교육봉사활

동 확인서 제출(야간제 수업 기말고사 기간) → 학점 인정(Pass/Non 
Pass로 성적 부여)

5.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신청서류
가.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1부

나. 학부 성적 증명서 1부(관련 전공에서 편입한 자는 편입 전 이수구분 표기된 성적표 포함).
다.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1부

라. 교원자격증 사본 1부(교원자격증 소지자)

마. 영양사면허증 사본 1부(영양교사 취득 희망자)

바. 경력인정증명서 및 관련 자격증 사본(학교현장실습 면제자)

6.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 2회 이상 적격판정 필수

7.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2회 이상 실습 이수

➌ 부전공 과목 표시에 관한 사항

1. 자격증 취득 대상자

중등학교 정교사 또는 특수학교(중등) 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본 대학원 입학 시부터  
졸업 시까지 현직교사(정규교원에 한함, 기간제교사 및 강사 제외)로 재직한 경우에만

기 소지 자격증에 본 대학원 이수 전공 관련 중등학교 정교사(2급) 부전공 과목을 표시함.
※  복수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현재 임용된 자격증에 부전공 표시과목을 부여함.

2. 이수학점
가.  전공학점 : 전공 30학점(전공필수 8학점, 전공선택 22학점(단, 진로진학상담전공은 

전공필수 12학점, 전공선택 18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며, 전공 30학점에는 기본이

수과목 14학점을 포함하여 이수해야 함.

나.  기타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2회 이상 적격판정,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 
실습 이수

※  가급적 재학 중 이수해야 하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은 재직중인 학교에서  
이수하고 이수확인서 제출 가능함.

3. 유의사항 :  초등학교교사, 유치원교사, 특수학교, 실기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전문상담

교사, 영양교사 등 표시과목이 없는 교사자격증에는 부전공 취득 불가함.

4. 부전공 과목 표시 신청서류
가.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

나.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교원자격증 원본 1부

다. 재직증명서 1부

➍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증 취득에 관한 사항

1. 자격증 취득 대상자
가. 신청자격

1)   입학전형 시 유치원,초등,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정교사(2급), 보건·사서·영양교사

(2급)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소지한 교원자격증의 해당 학교급에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본 대학원 재학기간 제외)이 있는 자(준교사, 실기교사 등은 취득 불가)

※  교육경력의 범위 : 정규교원 및 기간제교사 경력 포함, 강사 경력 제외, 유치원 교원자격이 
있는 사람이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은 교육경력으로 인정

2)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이수과목 학점을 모두 이수한 자

나. 이수과목 및 학점  

구분 이수영역 또는 과목
소요최저

이수학점

필 수
심리검사, 성격심리, 발달심리, 특수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진로상담, 상담이론과 실제

14학점

 & 7과목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 2학점

선 택

아동발달, 이상심리, 학습심리, 행동수정, 생활지도연구,  
청년발달, 영재아상담, 학습부진아, 사회변화와 직업의 세계,  
학교심리, 적응심리, 사이버상담, 성상담, 학습상담, 인지심리, 
심리학개론, 사회심리, 생리(생물)심리, 인간관계론,  
특수교육학개론, 학교부적응상담

4학점 
& 2과목 

이상

비 고 :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는 2종 이상의 사례연구·발표를 하고, 20시간 이상의 
실습을 하여야 함.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2회 이상 적격판정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 실습 이수

다. 무시험검정 확인 신청서류(교학팀 확인용)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 확인원서 1부

2) 교원자격증 원본 및 사본 각 1부(원본은 대조 후 반환)

3) 총 교육경력증명서 1부

4) 상담현장실습(20시간 이상) 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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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증 신청서류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교육청 서식)

2) 본 대학원 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3) 경력증명서(총 경력 기재) 1부 (또는 재직증명서)

4) 기 취득한 교원자격증 사본 1부

5)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이수증명서 (본교 교육대학원 발급)

마. 자격증 신청 및 발급 
1) 현직 교원 : 근무학교 관할 시·도교육청

2) 비현직 교원 : 서울시교육청

(별표 1) 교직과목 이수영역 과목표

영역

교직 교과목명 교직이수학점

비 고교육부 지정

과목
교육대학원 개설

’13
이

후

’12
이

전

교

직

이

론

교

직

필

수

교육학개론 현대교육이론 2

12
학

점

14
학

점

<일반교직이론>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영양교사(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직
필수과목임.

매 학기 전 과목 
개설.

교육행정및

교육경영
현대교육행정·경영론 2

교육심리학 교육의심리학적기초 2
교육철학및

교육사
교육의사·철학적기초 2

교육방법및

교육공학
현대교육방법·공학론 2

교육과정 현대교육과정론 2
교육평가 현대교육평가론 2

교육사회학 교육의사회적기초 2

현

직

교

사

과

정

-

교육현장사례연구 2
<기타교직>

(현직교사과정)

현직교사의 현장교육 
연계 교직과목으로 

졸업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됨. 
 (희망자에 한하여 

교직과목을 대체하여 
전공 6학점을 

이수할 수 있음)

생활지도와학교상담 2
현장교육연구방법 2
다문화 사회와 
교육리더십 2

난독증과 기초학습

부진 2

문이과 통합교육과정 2

영역

교직 교과목명 교직이수학점

비 고교육부 지정

과목
교육대학원 개설

’13
이

후

’12
이

전

교직

소양

특수교육론 2
6
학

점 

4
학

점교직실무 2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 2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교육

실습

학교현장실습 4주 2 4
학

점

4
학

점

선수과목으로 
인정됨교육봉사활동(60시간) 2

합      계 22 -

※ 참고사항 

1. 교직필수과목·교직소양과목·교육실습과목

가.    중등학교 정교사(2급), 전문상담교사(2급), 영양교사(2급)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

로 하는 원생이 이수해야 할 교직과목임(매 학기 전 과목 개설).
나. 입학연도별로 영역별 이수학점이 다르므로 수강신청 시 유의 바람.

2.   기타교직(현직교사과정)과목 이수 대상(교직이수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음)

가. 초등학교 정교사(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현직교사

나. 석사학위 취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교직원

다. 교직 이수자 중 교직 심화학습을 희망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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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교원자격 표시과목의 전공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적용표)

◇ 국어교육전공

이수구분 교과목 학점
기본이수

과목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전공필수

국어교육론 2 ○ (1)국어교육론

국어교재연구및지도법 2
국어교과논리및논술 2
국어문법론 2 ○ (2)국어문법론

전공선택

국어학개론 2 ○ (2)국어학개론

국어사 2 ○ (2)국어사

국문학개론 2 ○ (3)국문학개론

국문학사 2 ○ (3)국문학사

현대문학사 2 ○

시가교육론(현대) 2 ○

시가교육론(고전) 2 ○

소설교육론(현대) 2 ○
(4)문학교육론

소설교육론(고전) 2 ○

수필교육론 2 ○

희곡교육론 2 ○

표현교육론 2 ○
(5)의사소통교육론

이해교육론 2 ○

국어의미론 2
국어음운론 2
국어학특강 2
구비문학론 2
한국한문학 2
고전문학특강 2
논문세미나 2
한국문화와한국어교육론 2

※ (1)~(5)분야 중 각 분야에서 1과목 이상 이수

◇영어교육전공

이수구분 교과목 학점
기본이수

과목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전공필수

영어교육론 2 ○ 영어교육론

영어교재연구및지도법 2

영어교과논리및논술 2

영어교육평가론 2

전공선택

영어교육과멀티미디어수업 2

영어교육연구의제문제 2

영문학개론 2 ○ 영문학개론

영어학개론 2 ○ 영어학개론

영어말하기지도법 2 ○ 영어회화

영미문화 2 ○ 영미문화

영어음성음운론 2 ○ 영어음성음운론

영어문법지도법 2 ○ 영어문법

영어읽기지도법 2 ○ 영어독해

영어쓰기지도법 2 ○ 영어작문

영어역사와영어교육 2

영어교수법이론과수업 2

영상영어교육지도법 2

논문세미나 2

1과목

이상

이수

1과목

이상

이수

1과목

이상

이수

1과목

이상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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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교육전공

이수구분 교과목 학점
기본이수

과목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전공필수

수학교육론 2 ○ 수학교육론

수학교재연구및지도법 2

수학교과논리및논술 2

확률및통계 2 ○ 확률및통계

전공선택

확률론 2

현대대수학 2 ○ 현대대수학

선형대수 2 ○ 선형대수

해석학 2 ○ 해석학

복소해석학 2 ○ 복소해석학

기하학일반 2 ○ 기하학일반

미분기하학 2 ○ 미분기하학

집합론교육연구 2

조합및그래프이론 2 ○ 조합및그래프이론

수학사및수학교육사 2

위상수학 2 ○ 위상수학

곡면위상수학 2

정수론 2 ○ 정수론

논문세미나 2

◇미술교육전공

이수구분 교과목 학점
기본이수

과목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전공필수

미술교육론  2 ○ 미술교육론

미술교재연구및지도법 2

미술교과논리및논술 2

미술교육과정설계와평가 2

전공선택

한국화 2 ○ 한국화

서양화 2 ○ 서양화

조소 2 ○ 조소

디자인 2 ○ 디자인

한국미술사 2 ○

택1 미술사동양미술사 2 ○

서양미술사 2 ○

현대미술론 2 ○ 현대미술론

아동과청소년의미적발달 2

미술통합융합교육 2

논문세미나 2

미술감상교육연구 2

판화 2 ○ 판화

소묘 2 ○ 소묘

영상 2 ○ 영상

미술치료와교육 2

지역사회와미술교육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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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공예교육전공(2016학년도 이전 입학자)

이수구분 교과목 학점
기본이수

과목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전공필수

디자인교육론 2 ○ 디자인공예교육론

디자인교재연구및지도법 2

디자인교과논리및논술 2

스케치기법 2

전공선택

기초도자 2 ○ 도자공예

장신구 2 ○ 금속공예

실내디자인 2 ○ 실내디자인

공업디자인연구 2 ○ 공업디자인

시각디자인 2 ○ 시각디자인

색채학 2 ○ 색채학

제품디자인 2 ○ 제품디자인

컴퓨터그래픽 2 ○ 컴퓨터그래픽

공예론 2 ○ 목공예

소셜디자인론 2

디자인심리학 2

첨단기술적용디자인연구 2

논문세미나 2

이수구분 교과목 학점
기본이수

과목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전공필수

디자인교육론 2 ○ (1)디자인교육론

디자인교재연구및지도법 2

디자인교과논리및논술 2

스케치기법 2 ○ (1)스케치기법

전공선택

색채학 2 ○ (1)색채학

조형 2 ○ (2)조형

디자인제도 2 ○ (2)디자인제도

컴퓨터그래픽 2 ○ (2)컴퓨터그래픽

3D모델링 2 ○ (2)3D모델링

실내디자인 2 ○ (3)실내디자인

시각디자인 2 ○ (3)시각디자인

제품디자인 2 ○ (3)제품디자인

소셜디자인론 2

디자인심리학 2

첨단기술적용디자인연구 2

논문세미나 2

◇디자인·공예교육전공(2017학년도 이후 입학자)

※ (1)분야 3과목 필수, (2)분야 택3, (3)분야 1과목 이상 이수



218   |   2018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KOOKMIN UNIVERSITY  |   219

◇음악교육전공

이수구분 교과목 학점
기본이수

과목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전공필수

음악교육론 2 ○ 음악교육론

음악교재연구및지도법 2

음악교과논리및논술 2

피아노반주법 2 ○ 피아노반주법

전공선택

현대음악입문및교육론 2

서양음악사 2 ○ 서양음악사

국악개론 2 ○ 국악개론

음악분석및형식론 2 ○ 음악분석및형식론

작곡지도법 2

편곡지도연구 2

시창·청음 2 ○ 시창·청음

음악감상지도법 2

논문세미나 2

음악소프트웨어지도입문 2

국악가창지도법 2 ○ 국악가창지도법

한국음악사 2

화성법 2 ○ 화성법

◇체육교육전공

이수구분 교과목 학점
기본이수

과목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전공필수

체육교육론 2 ○ 체육교육론

체육교재연구및지도법 2

체육교과논리및논술 2

학교체육프로그램개발및평가 2

전공선택

운동생리학 2 ○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2 ○ 스포츠사회학

체육사ㆍ철학 2 ○ 체육사·철학

건강교육 2 ○ 건강교육

체육측정평가 2 ○ 체육측정평가

운동학습및심리 2 ○ 운동학습및심리

특수체육 2 ○ 특수체육

운동역학 2 ○ 운동역학

운동실기 2 ○ 운동실기

여가레크리에이션 2 ○ 여가레크리에이션

무용교육 2 ○ 무용교육

체육경영론 2

체육논문세미나 2

응급처치와심폐소생술 2 ○ 응급처치와심폐소생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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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심리전공

이수구분 교과목 학점
기본이수과목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1급 2급

전공필수

집단상담 2 ○* ○ 집단상담

가족상담 2 ○* ○ 가족상담

심리통계 2

상담이론과실제 2 ○* ○ 상담이론과실제

상담슈퍼비전Ⅰ 2

발달심리 2 ○* 발달심리

전공선택

상담심리세미나 2

심리검사 2 ○* ○ 심리검사

성격심리학 2 ○* ○ 성격심리학

상담실습 2 ○* ○

상담실습및

사례연구(1급)

상담실습(2급)

진로상담 2 ○* ○ 진로상담

이상심리학 2 ○ ○ 이상심리학

행동수정 2 ○ 행동수정

학습심리학 2 ○ ○ 학습심리

청소년심리 2 ○ ○
청년발달(1급)

청소년심리(2급)

생활지도연구 2 ○ 생활지도연구

학습상담 2 ○ 학습상담

사이버상담 2 ○

학교부적응상담 2 ○

위기상담의이론과실제 2

심리치료세미나 2

심리학개론 2 ○ 심리학개론

상담면접의기술 2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증 취득 : ○* 표시과목 모두 필수 이수

이수구분 교과목 학점
기본이수

과목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전공필수

진로교육개론 2 ○ 진로교육개론

진로진학상담교육론 2

진로진학상담교재연구및지도법 2

진로진학상담교과논리및논술 2

청소년진로특성진단및활용 2 ○
청소년진로특성

진단및활용

진로진학지도프로그램활용및

운영
2 ○

진로진학지도프로그램

활용및운영

전공선택

진로진학지도기법의이론과실제 2 ○
진로진학지도 

기법의이론과실제

진로진학상담세미나 2

학습상담 2

직업세계와직업정보탐색 2 ○
직업세계와

직업정보탐색

진로체험과지역사회 2 ○ 진로체험과지역사회

학부모진로진학지도상담 2 ○
학부모진로진학

지도상담

기업가정신과진로개발 2

진로교육과정평가 2

학생진로진학포트폴리오지도 2

청소년심리 2

심리검사 2

학교심리 2

진로상담 2

◇진로진학상담전공

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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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육전공

이수구분 교과목 학점
기본이수

과목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전공필수

영양교육및상담실습 2 ○ 1분야

생애주기영양학 2 ○ 2분야

급식위생관리와HACCP실습 2

보건통계학및실습 2

전공선택

영양학 2 ○ 2분야

단체급식및실습 2 ○ 3분야

식품위생학 2 ○ 3분야

영양판정및실습 2 ○ 4분야

식사요법및실습 2 ○ 4분야

식품학 2 ○ 5분야

조리원리및실습 2 ○ 5분야

영양교육교재연구 2

영양상담기법연구 2

아동및청소년영양관리 2

임상영양학특론 2

지역사회영양학특론 2

식생활과문화특론 2

식품구매및평가특론 2

건강기능성식품특론 2

영양소대사 2

매스미디어와식생활 2

환경과영양 2

영양과성장발달 2

비만관리와영양 2

급식정보관리 2

영양교육세미나 2

영양교육사례연구 2

최신영양문제연구 2

※1분야에서 1과목,  2·3분야에서 각 2과목 이상, 4·5분야에서 각 1과목 이상 이수

◇유아교육전공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

이수구분 교과목 학점 비고

전공필수

유아교육원론 2

유아교육과정설계실습 2

유아교육방법의이론과실제 2

놀이지도의이론과실제 2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2

유아발달의이론과실제 2

전공선택

연구방법론 2

학습이론 2

인지발달이론 2

부모교육 2

유아교사교육론 2

유아상담이론 2

특수아교육 2

유아발달의평가와측정 2

유아교육철학 2

유아교육세미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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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학사 안내4

➊ 수업 및 수강신청에 관한 사항
1. 수업 방식 

가. 야간제 : 수업연한은 2년 6월(5학기)이며, 학기 중 수업을 실시함.
나. 계절제 : 수업연한은 3년(6학기)이며, 하계·동계방학 중 수업을 실시함.

2. 학기 구분
가. 1학기 : 매년 3월 초 ~ 8월 말
나. 2학기 : 매년 9월 초 ~ 익년 2월 말

3. 2018학년도 수업 안내
가.  교육대학원 모든 학생의 학사일정은 학사일정 개시일부터 적용되며, 계절제 학생의 
경우도 야간제와 동일한 학사일정이 적용됨.

나. 학사일정 개시일 : (1학기) 2018.03.02(금) / (2학기) 2018.08.27(월)

다. 수업기간 및 시간

구 
분

학기
분반 교시 및 수업시간 비고

1학기 2학기
야
간
제 (

화
수
목)

2018.03.02(금) 
~06.14(목)

2018.08.27.(월) 
~12.6(목)

01
02

10,11교시

(18:30 ~ 20:10)

12,13교시

(20:20 ~ 22:00)

15주

(주3일 
수업)

전공 : 화/목
교직 : 수

계
절
제

2018.07.24(화) 
~ 08.13(월)

2019.01.07(월) 
~ 01.25(금)

81, 82
91, 92 

1,2교시

(09:00 ~ 10:40)

3,4교시

(10:50 ~ 12:30)

6,7교시

(13:30 ~ 15:10)

8,9교시

(15:20 ~ 17:00)

15일

(월~토 
수업)

※  전산상 강의시간과 교육대학원의 실제 수업시간이 상이함.

4. 2018학년도 수강신청 (계절제/야간제 학생 모두 적용)

가. 기간

구분 1학기 2학기

재학생, 복학생, 
재입학생 2018.02.05(월) ~ 02.13(화) 2018.08.13(월) ~ 08.16(금)

신입생 2018.02.23(금) ~ 02.27(화) 2018.08.17(금) ~ 08.22(수)

변경기간 2018.03.05(월) ~ 03.12(월) 2018.08.27(월) ~ 09.03(월)

※  계절제 추가변경기간은 계절제 수업 시작 1달 전에 본 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할 예정임.

나. 방법 

1) 인터넷 수강신청

가)  종합정보시스템(ktis.kookmin.ac.kr) → 로그인(ID : 학번, PASSWORD : 
최초 접속 시 본인인증 후 비밀번호 변경) → 수강정보 → 수강신청 및 저장 → 
수강신청내역 출력·확인

나) 수강신청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수강신청이 되지 않음.

다) 수강신청 시 개인정보(주소,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변경사항을 수정하여야 함.

   ※ 수정방법

         종합정보시스템(ktis.kookmin.ac.kr) → 로그인(ID : 학번, PASSWORD : 최초 
접속 시  본인인증 후 비밀번호 변경) → 학적정보 → 주소변경 → 확인 및 저장

2) 강의시간표 및 수업계획서 조회

가)   종합정보시스템(ktis.kookmin.ac.kr) → 로그인 → 수강정보 클릭 → 강좌 
조회 클릭(반드시 해당 학년도, 학기를 설정 후 검색)

나) 수업계획서는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다운받을 수 있음.

다. 유의사항

1) 학기별 수강신청 및 선수과목 신청 가능학점

구분

학기별

수강신청

가능학점

선수과목 추가

(선택)사항
비고

1과목 
신청시

2과목 
신청시

계
절
제

일반학생 6학점 8학점 10학점
•  ’08이전 학생: 선수과목은 
학기당 1과목 이내 
(졸업까지 통산 15학점  
이내 수강 가능)

•  ’09이후 학생: 선수과목은 
학기당 2과목 이내 
(졸업까지 통산 20학점  
이내 수강 가능)

수업연한

단축자
8학점 10학점 12학점

야
간
제

일반학생 8학점 10학점 12학점

수업연한

단축자
8학점 10학점 12학점

※   선수과목이란 교원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직학점이 부족한 경우, 학부 주간 또는 
본 대학원 선수과목으로 수강하는 교직과목을 말함.

※   학교현장실습 대상자는 선수과목 수강신청가능학점 중 2학점을 남겨두어야 하며,  
학교현장실습은 선수과목으로 저장되고 교학팀에서 일괄 입력함.
① 선수과목은 본인의 최대 수강신청 가능학점을 충족했을 때 신청 가능함.

② 교직선수과목은 교육대학원 또는 본교 학부에서 이수할 수 있음.

③   졸업에 필요한 교직 6학점을 초과한 부분 교직 또는 선수과목 중 택하여  
이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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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선수과목 이수학점은 졸업학점에 가산되지 않고 전체 성적 평점평균에 가산

되지 않음.

⑤ 선수과목도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교직과목 이수 여부에 포함하여 인정함.

◆ 선수과목 신청 방법(종합정보시스템 이용 시) ◆

1. 신청 방법 :   수강신청 가능학점을 모두 충족했는지 확인 →  충족한 상태에서   
교직 과목을 추가하면 선수과목으로 자동 저장됨.

2. 주의사항

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을 충족하지 않으면 선수과목으로 저장되지 않고,  
‘교직’으로 저장됨.

나. 선수과목이 저장된 후에는 다른 과목을 삭제 또는 변경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선수과목을 먼저 삭제해야 함.

다.   다른 과목의 변경, 삭제를 모두 마친 후 저장해야 함.

2) 교차 수강신청 
①   야간제 학생이 계절제 수업을, 계절제 학생이 야간제 수업을 교차하여 수강

신청이 가능함(전공, 교직, 선수과목 모두 가능).

② 학기별 수강신청 가능학점 중 4학점 이내 가능함.

5. 선수이수과목 연구과제물 
가. 대상 : 신입생 중 전공 주임교수로부터 선수이수과목 연구과제물을 지정받은 원생

나. 연구과제물 제출기한 
1) 야간제 : 3학기 야간제 수업 종료 2주일 전까지

2) 계절제 : 4학기 야간제 수업 종료 2주일 전까지

다. 유의사항 :  선수이수과목 연구과제물을 교학팀에 제출하여 해당 교수로부터  
평가받아 통과되어야 수료 및 졸업(학위수여, 교원자격증 발급)할 수 있음.

라. 제출 결과 확인 :  개별통보는 하지 않으며, 제출자가 해당 학기 수업종료일 이후에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성적 입력 결과를 직접 확인 가능함.

➋ 성적에 관한 사항
1. 성적확인 절차 :  수강과목 강의평가 → 성적확인(수강과목에 대한 “강의평가”를 해야만 

성적을 확인 할 수 있음)
가. 강의평가 :   종합정보시스템(ktis.kookmin.ac.kr) → 로그인 → 강의평가/성적정보 

→ 강의평가

나. 성적확인 :    종합정보시스템(ktis.kookmin.ac.kr) → 로그인 → 강의평가/성적정보 
→ 성적조회(현 학기)

※ 전체학기 성적조회는 강의평가/성적정보 → 전체성적조회

2. 성적평가 :  절대평가 실시

등급 평점

A+ 4.5

A0 4.0

B+ 3.5

B0 3.0

C+ 2.5

C0 2.0

F 0.0

 

3. 기타 안내
가. 성적 정정 :   매 학기 지정된 성적 정정 기간에만 가능하며, 해당 기간 종료 후에는 성적 

정정 불가함(성적 정정은 담당교수에게 e-mail 등 수업계획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요청).

나. 재수강 : C+ 이하를 받은 교과목에 한하여 재수강 가능함.

다. 기타 :   F를 받은 과목의 경우에도 성적증명서에 기재되고 전체 성적 평점에 반영되므

로 수강신청 시 유의하여야 함. 

※ 성적 정정은 야간제 수강과목만 가능하며, 계절제 수강과목은 불가함.

➌ 종합시험에 관한 사항

1. 종합시험 출제과목 및 범위 : 교육대학원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2. 종합시험 요강

가. 시험일시 및 장소

구분 1학기 2학기

신청 기간

(교직면제포함)

2018. 03. 05(월) 
~ 03. 09(금)

2018. 08. 27(월) 
~ 08. 31(금)

시험일자 2018. 03. 24(토) 2018. 09. 15(토)

시험장소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및 시험 당일 북악관 입구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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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험시간표

구분 시험과목 시험시간 비고

1 교시 전공 Ⅰ 14:00 ~ 14:50

2 교시 전공 Ⅱ 15:10 ~ 16:00

3 교시 교직 16:20 ~ 17:10

다. 응시자격

과목 등록 취득학점 비고

교직 3기 이상 등록 12학점 이상 교직과목 성적에 따른 면제 가능  

전공 4기 이상 등록 18학점 이상 전공 2과목 

※  야간제 수업연한 단축 신청자는 3기 이상 등록 및 18학점 이상 수강 시 전공시험 응시 가능함.

라. 교직시험(과목) 면제 요건 

구분 면제 요건 내용 비고

교원자격증

기소지자
전면 면제 면제 교원자격검정령  기준 內

교원자격증

취득희망자

신청 
직전학기까지

교직필수과목 중
5과목 이상을

A학점 이상으로 
취득한 자

면제 

현대교육이론 
현대교육행정·경영론 
교육의심리학적기초 
교육의사·철학적기초 
현대교육방법·공학론 
현대교육과정론

교육의사회적기초

현대교육평가론

교직시험 면제요건에

충족되지 않은 자
시험

실시

학기별로 제시된 
교직과목으로 시험 실시

자격증 
非 취득자

신청직전학기까지

교직과목 중 1과목

이상을 A학점 이상

으로 취득한 자

면제 
교직 필수/소양과목 대상 
1과목 이상 A학점

(교육실습 제외)

교직시험 면제요건에

충족되지 않은 자
시험

실시

학기별로 제시된 
교직과목으로 시험 실시

마. 응시 방법 : 인터넷 접수(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지 참조)

바. 시험과목 및 응시료

과목 시간 응시료 비고

전공 Ⅰ 50분 15,000원

전공 Ⅱ 50분 15,000원

교직 50분 15,000원

※ 시험과목은 매 학기 개강 직전에 접수기간 공지와 함께 공지됨. 

사. 합격 점수 : 각 과목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함.

아. 결과 확인

1)   종합정보시스템(ktis.kookmin.ac.kr) → 로그인 → 졸업정보 → 각종시험신청 
→ 검색 클릭 → 합격 내역

2)   종합정보시스템(ktis.kookmin.ac.kr) → 로그인 → 졸업정보 → 시험 및 논문 
결과 조회 → 검색 클릭(지정된 기간에만 조회가능)

자. 유의사항

1) 불합격 과목은 다음 학기에 재응시할 수 있음(응시료는 재납부 해야 함). 
2) 인터넷 원서접수 후 응시료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됨.
3) 종합시험 불합격 시 청구논문 심사요청이 불가함.

➍ 학위논문, 사례연구보고서, 졸업시험에 관한 사항

    가. 학위논문 

◆ 학위논문 절차 ◆

논문계획서 제출(지도교수 배정) → 논문지도평가(1학기 이상) → 논문지도평가서 제출 
→ 청구논문 심사요청 및 관련서류 제출 → 본심사 → 논문 심사 합격 → 학위논문 전자

파일 제출(dcollection) → 논문 인쇄 → 논문 인쇄본 제출 → 학위수여

    나. 사례연구보고서 :  학위논문 대신 사례연구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받아 합격한 후  
학위수여를 받고자 하는 자(진로진학상담전공)

◆ 사례연구보고서 절차 ◆

학위논문 면제 신청서 및 사례연구계획서 제출(지도교수 배정) → 사례연구 지도평가 
(1학기 이상) → 사례연구 지도평가서 제출 → 사례연구보고서 심사요청 및 관련서류 
제출 → 본심사 → 사례연구보고서 심사 합격 → 사례연구보고서 인쇄 → 사례연구보

고서 인쇄본 제출 → 학위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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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졸업시험 :   학위논문 대신 졸업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후 학위수여를 받고자 하는 자
(상담심리전공 및 체육교육전공)

◆ 졸업시험 절차 ◆

학위논문 면제 신청서 제출(3기) → 전공선택 추가 4학점 이수 → 졸업시험 신청 → 졸
업시험 응시(3과목) → 졸업시험 합격(3과목) → 학위수여

1. 논문 
가. 논문계획서 제출 

1)  제출자격 
가. 계절제 : 4기(수업연한단축졸업신청자 3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 
나. 야간제 : 3기(수업연한단축졸업신청자 2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

2)  논문 지도교수 배정 :  제출된 논문계획서를 토대로 전공별 발표 또는 심사를 거친 
후 논문 지도교수를 배정함.

나. 논문 지도평가서 제출

1)   논문계획서 제출 후 지도교수를 배정받은 자는 1학기 이상 논문에 대한 지도 및  
평가를 받고 논문 지도평가서를 제출함.

2) 지도평가 기간 : (1학기)3월~8월, (2학기)9월~2월

3)  논문 지도평가서를 합격해야 논문 심사요청이 가능함.

다. 논문 심사요청서 제출

1) 제출자격

    가)  계절제 6기(수업연한 단축 졸업 신청자 5기), 야간제 5기(수업연한 단축 졸업  
신청자 4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

    나) 종합시험(전공 2과목 및 교직 1과목)에 합격한 자

라. 논문 본심사 : 심사일은 전공별로 상이할 수 있음.

마.  합격기준 :  심사위원 3분의 2의 찬성을 득하고 학위청구논문과 구술시험에 대한  
심사위원별 점수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바. 학위논문 전자파일 제출

1) dcollection사이트에 논문 완성파일 등록 후 승인

2) 승인 이후 구비서류 출력

사. 논문 인쇄본 제출기간 : (1학기) 6월 / (2학기) 12월 
(해당 기간 중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학사공지 참조)

2. 사례연구보고서 
가. 학위논문 면제 신청서 및 사례연구계획서 제출 

1)  제출자격 
가. 계절제 : 4기(수업연한단축졸업신청자 3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 
나. 야간제 : 3기(수업연한단축졸업신청자 2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

2)  사례연구보고서 지도교수 배정 :  제출된 사례연구계획서를 토대로 전공별 발표 또는 
심사를 거친 후 사례연구보고서 지도교수를 배정함.

나. 사례연구 지도평가서 제출

1)   사례연구계획서 제출 후 지도교수를 배정받은 자는 1학기 이상 사례연구에 대한 
지도 및 평가를 받고 사례연구 지도평가서를 제출함.

2) 지도평가 기간 : (1학기)3월~8월, (2학기)9월~2월

3)  사례연구 지도평가서를 합격해야 사례연구보고서 심사요청이 가능함.

다. 사례연구보고서 심사요청서 제출

1) 제출자격

    가)  계절제 6기(수업연한단축졸업신청자 5기), 야간제 5기(수업연한단축졸업신청

자 4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
    나) 종합시험(전공 2과목 및 교직 1과목)에 합격한 자

라. 사례연구보고서 본심사

마.합격기준 : 심사위원별 점수가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바. 사례연구보고서 인쇄본 제출

3. 졸업시험
가. 학위논문 면제 신청서 제출

1)  계절제 : 4기(수업연한단축졸업신청자 3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

2) 야간제 : 3기(수업연한단축졸업신청자 2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

나. 수료학점 외에 전공과목 4학점 추가 이수

다. 졸업시험 응시

1) 신청 자격

    가)  계절제 6기(수업연한단축졸업신청자 5기), 야간제 5기(수업연한단축졸업신청

자 4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
    나) 소정의 수료학점을 취득하고 전공선택 추가 4학점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 중인 자
    다) 종합시험(전공 2과목 및 교직 1과목)에 합격한 자

2) 응시 과목 : 전공과목 중 주임교수가 지정한 3과목

3) 합격 기준 : 과목별 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  불합격 과목의 경우 해당 학기에 1회에 한하여 재응시 할 수 있으며, 재시험에

도 탈락한 경우 다음 학기에 응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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➎ 수업연한 단축 졸업에 관한 사항

1. 수업연한 단축 졸업
졸업이수학점(교원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자는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제반 이수학점 포함)을 
조기에 취득하여 1개 학기 단축 졸업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원생으로서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입학일 전 “수업연한 단축 신청서”를 제출하고 추가 등록금을 납부한  
원생에 한함.

가. 수업연한 단축 졸업 신청 대상자

1) 석사학위 취득만을 원하는 자(교원자격증 취득을 원하지 않는 자)

2)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 소지자로서 본 대학원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 동일한 
관련 학부(학과, 전공)를 다시 졸업하고,  본 대학원에서 입학하여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추가 취득하고자 하는 자

3)   대학에서 교직과목(교과교육론 및 교재연구지도법 제외)으로 10학점 이상 이수하

고, 본 대학원에서 교원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자 
※  학부 재학 시 교원자격검정령 등에 의한 교직과목으로 인정된 과목으로서 출신학

교에서 교직과목으로 개설된 과목에 한하여 인정되며(교과교육론 및 교재연구및

지도법 제외), 교직과목을 일반선택이나 교양으로 이수한 경우 교직과목으로 개설

되었다는 확인서를 출신대학에서 발급받아 첨부하여야 인정됨

※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취득 희망자 및 현직교원으로서 “부전공 과목표시” 
희망자(단, 진로진학상담전공 제외)는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학점이수 관계상 수업

연한 단축 신청이 불가함. 

※ 유아교육전공은 전공 특성상 수업연한 단축 신청이 불가함.

나.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 :   8학점까지 수강신청 가능 (계·야 동일 / 8학점 외 선수과목  
4학점까지 추가 신청 가능)

다. 수업연한

1) 계절제 : 6학기에서 5학기로 1학기 단축 졸업

2) 야간제 : 5학기에서 4학기로 1학기 단축 졸업

라.   등록금(입학금 제외) 납부 방법 :  수업연한 단축에 따른 한 학기분 등록금을 재학 중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추가 납부해야 함.

1) 계절제 : 1학기부터 5학기까지 매 학기 수업료의 20% 추가 납부

2) 야간제 : 1학기부터 4학기까지 매 학기 수업료의 25% 추가 납부

마. 유의사항

1)   입학 시 수업연한 단축 졸업 신청 및 포기서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단축 졸업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할 수 없음.

2)   “수업연한 단축 졸업 신청자”가 마지막 학기까지 졸업이수학점(교원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자는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제반 이수학점 포함)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본교 ‘수업연한 초과자 등록금 책정표’에 의거하여 등록금을 추가 납부

해야 함.

➏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1. 수료자격
가. 계절제 6학기(단축 졸업 신청자 5학기), 야간제 5학기(단축 졸업 신청자 4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

나. 선수이수과목 과제물을 제출하고 평가에 합격한 자(해당자에 한함)

다. 수료학점을 취득한 자

수료학점 논문/
사례연구학점

졸업학점

합계교직학점 전공학점 소계

6 20 26 4 30

※ 전공학점은 해당 전공별 전공필수 학점이 포함되어야 함.

2. 수료
가.   논문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수료학점을 취득한 경우 수료로 처리됨.

나. 입학 시 지정받은 선수이수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 수료할 수 없음. 

3. 졸업(학위수여) 
청구논문심사, 사례연구보고서 또는 졸업시험에 합격한 자(기 수료자 포함)에게는 교육학 
석사학위를 수여함.

4. 유의사항(교원자격증 취득 희망자)
재학 중 마지막 학기 등록자가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충족하면 교원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학점 이수 여부와 관계없이 수료자로 처리함. 따라서 교원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학점이 부족한 경우 졸업사정 전(전기 졸업 12월 말, 후기 졸업 6월 말)에 해당 사항을 교학팀

에 알려 수료 처리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1학기 이상 추가 등록을 해야 함.

➐ 장학금에 관한 사항

장학금의 수혜는 원칙적으로 한 종류에 한함(중복수혜 불가). 
현직 교원 및 교육공무원 장학금, 교육기관 교직원 장학금, 본교 교직원 및 직계가족 장
학금, 면학보조(육아장려) 장학금, 국민희망장학금은 해당 재학생이 소정 기간 내에 장학

금 지급 신청서와 관련 증명서를 매 학기마다 제출하여야 함(기간 경과 후 신청 불가).

구분 장학금 신청 기간

2018-1학기 2018.03.05(월) ~ 03.09(금)

2018-2학기 2018.08.27(월) ~ 08.31(금)

1. 현직 교원 및 교육공무원 장학금(수업료의 30%)
가.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유치원, 초·중·고교 현직 정규교원(휴직기간 제외)

나. 교육공무원(교육기관장, 학사, 연구사 및 6급 이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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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기관 교직원 장학금(수업료의 15%)
가. 어린이집 교사 및 직원

나. 유치원, 초·중·고교 교원 및 직원 
다. 대학교 교직원 
※   기간제, 임시직 포함하며, 단 주당 근무시간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에 한함.

3. 우수학생 추천장학금(일정액)
정규학기 재학생으로서 성적, 봉사활동, 애교심 등 타의 모범이 되거나 또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중 전공별 인원 배정기준에 의거 전공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   별도의 신청서 제출 필요 없음.

4. 본교 교직원 및 직계가족 장학금
본교 및 학교법인에 재직하는 교직원 및 직계가족이 입학할 경우 신분에 변동이 없는 한  
매학기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지급함.

가. 교직원(비정규직 포함, 행정인턴 제외) 본인 :  수업료의 75% 지급함.
나. 교직원(정규직에 한함) 직계자녀 및 배우자 : 수업료의 50% 지급함.
다. 명예교수 직계자녀 : 수업료의 50% 지급함.

5. 동문장학금 (수업료의 50%) 
본교 출신 졸업자가 입학할 경우 입학한 최초 학기(1학기)에 한하여 수업료의 50%를  
장학금으로 지급함.

6. 연구조교·산학협력조교·교육조교 장학금
연구조교·교육조교로 근무하는 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지급함.

구분
연구 및 산학협력조교

교육조교
연구 및 산학협력조교 A 연구 및 산학협력조교 B

장학금액 수업료 100% 수업료 70% 수업료 50%

근무시간 주당 20시간 주당 15시간 주당 10시간

※ 근무 부서 사정에 따라 근무 시간은 달라질 수 있음.

7. 면학보조(육아장려)장학금
개강일 기준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자로 학기별 50만 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함.

8. 국민희망장학금 :   정규학기 재학생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장애인(1~4등급)

으로 등록된 자

- 장애 1~2등급 : 150만 원

- 장애 3~4등급 : 100만 원

9. 학교사랑 장학금
미술교육전공 주임교수가 추천한 자로 학기별 150만 원을 지급함. 

10. 외부장학금 :  장학생 선정 및 지급은 각 장학재단에서 정한 바에 의함.

➑ 휴학, 복학 및 제적에 관한 사항

구분 2018-2학기 2019-1학기

복학 2018.07.23(월) ~ 08.03(금) 2019.01.21(화) ~ 02.01(금)

휴학 2018.08.13(월) ~ 08.16(목) 2019.02.08(금) ~ 02.18(월)

1. 휴학 : 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함.
가. 가사휴학

1) 신청 대상 : 개인사정으로 휴학하는 자
2) 신청 방법 :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3) 1회에 1학기 단위로 하고, 통산 4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나. 입영휴학

1) 신청 대상 :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학하는 자
2) 신청 방법 : 휴학 신청 후 입영통지서 사본 1부를 교학팀에 제출해야 함.
3) 입영휴학은 통산 휴학학기에 산입하지 않음.

다. 임신·출산·육아휴학

1) 신청 대상 : 만 8세 이하의 자녀 양육 또는 여학생이 임신·출산으로 인해 휴학하는 자
2) 신청 방법

-  만 8세 이하의 자녀 양육 :  휴학 신청 후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를 
교학팀에 제출해야 함.

- 임신으로 인한 휴학 : 휴학 신청 후 임신진단서 1부를 교학팀에 제출해야 함.
3)  1회에 1학기 또는 1년 단위로 하고 4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 휴학학기에    

산입하지 않음.

라. 질병휴학 
1) 신청 대상 : 본인의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휴학하는 자
2)  신청 방법 :  휴학 신청 후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내용이 기재된 종합병원에서   

발행된 진단서 1부를 교학팀에 제출해야 함.
3) 1회에 1학기 단위로 하고, 통산 4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마. 기타휴학

1) 신청 대상 : 기타 부득이한 사유(직장 원거리 근무 등)로 휴학하는 자
2) 신청 방법 : 휴학 신청 후 관련 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교학팀에 제출해야 함.
3) 최대 4학기 까지 통산 휴학학기에 산입 하지 않음.  
※  2017학년도부터 휴학자는 등록금을 납부할 수 없으며, 등록 후 개강전에 휴학할 경

우 납부한 등록금은 전액 반환 됨. 단, 개강 후 휴학할 경우 본교 ‘등록금 반환 규정’

에 의거하여 등록금 반환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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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학 : 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함.
※  입영휴학자가 복학할 경우 복무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되는 학기에 복학

신청을 해야 함.

3. 제적
가. 매 학기 소정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나. 휴학기간이 만료된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다. 본인의 원에 의해 자퇴원서를 제출한 자

➒ 학생증, 제증명 발급 및 예비군에 관한 사항 

1. 학생증 발급
가) 은행카드 겸용

      1) 종합서비스센터(본부관 1층)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2) 신입생은 일괄 발급(학기 초에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학사공지 확인)

나) 모바일 학생증(아래 3가지 앱을 모두 설치해야 함)

      1)  안드로이드폰은 Play store, 아이폰은 App store에서 “국민대학교 모바일학생증” 
검색 후 앱 설치

      2) K·PUSH 앱 설치

      3)  우리은행 관련 앱(원터치개인) 설치종합서비스센터(본부관1층)에서 신청서를 작성

하여 제출 

2. 제증명서 발급(수수료는 변경될 수 있음) 
가. 위 치 : 종합서비스센터(본부관 1층) 
나. 수 수 료 : 국문 500원(단, 졸업생, 수료생, 제적생은 1,000원), 영문 1,000원 
다. 발급방법 

1)  인터넷 발급 : www.kookmin.ac.kr > 학사행정 > 학사정보서비스 > 증명서 조회/신청 
2) 방문 : 종합서비스센터 방문하여 무인발급기 이용 

라. 문의전화 : 02) 910-4046, 4050 / 팩스 : 02) 910-4049 

3. 예비군 업무 
가. 위 치 : 병무지원팀 (종합복지관) 
나.  예비군 편성신고 : 학생종합정보시스템 > 학생 예비군정보 > 예비군 편성신고 / 확인 
      (국민대학교 홈페이지 학사공지 참조) 
다. 문의전화 : 02) 910-4891 / 팩스 : 02) 910-4068 

기타 시설물 이용안내5

➊ 교육대학원 멀티미디어실 이용 안내

1. 장소 : 북악관 10층 1003호

2. 이용시간

구 분 월, 금 화, 수, 목 비고

야간제 수업기간 09:00 ~ 17:00 14:00 ~ 21:30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계절제 수업기간 09:00 ~ 17:00 점심시간 이용 가능

방학 기간 09:30 ~ 16:00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3. 이용안내
- A4용지 : 하루에 최대 20장 제공(교학팀 방문 대장에 작성 후 수령)

- PC / 프린터 / 복사기 사용가능

➋ 성곡도서관 이용 안내

1. 이용시간 

구분 일반도서실

디자인도서관,

정기간행물실, 
참고도서실

멀티미디어

정보실
자유열람실

월~금
09:00 

~ 21:00 09:00 ~ 21:00 09:00
~ 21:00

05:00
~ 23:00

토요일
09:00 

~ 17:00 09:00 ~ 17:00 휴실
05:00

~ 23:00

일요일
09:00 

~ 17:00
휴실 휴실

05:00
~ 23:00

공휴일
09:00

~ 17:00
휴실 휴실

05:00
~ 23:00

방학중
09:00

~ 16:00 09:00 ~ 16:00 09:30
~ 16:00

05:00
~ 23:00

※ 유의사항 :   방학기간 중 대청소, 소독작업, 자료배열작업, 정기간행물 제본작업 등으로  
인한 실별 휴실이 있습니다.

2.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성곡도서관 홈페이지(http://lib.kookmin.ac.kr)에서 확인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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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전산실 이용 안내

1. 건물별 전산실 안내 

공동

전산실명
위치 내선

학기 중 방학 중

평일
주말 / 
공휴일

평일
주말 / 
공휴일

북악관 
공동전산실

북악관 
215호

4298
강의시간

외 개방

강의시간 
외 개방

휴무

북악관 
509호

4983

9:00
~22:00

9:00
~17:00

북악관 
511호

9:00
~22:00

9:00
~17:00

과학관 
공동전산실

과학관 
321호

4727 9:00
~22:00

9:00
~17:00

조형관 
공동전산실

조형관 
221호

4586
강의시간

외 개방

9:00
~17:00

공학관 
공동전산실

공학관별관

B106호
4659 9:00

~22:00
토) 9:00
~17:00

9:00
~17:00

경영관 
공동전산실

경상관 
504호

4516 9:00
~22:00

토) 9:00
~17:00

9:00
~17:00

예술관 
공동전산실

예술관 
226호

4339 9:00
~22:00

9:00
~17:00

7호관 
공동전산실

7호관 
449호

5111 9:00
~22:00

9:00
~17:00

법학관 
공동전산실

법학관

102호
5045 9:00

~22:00
9:00

~17:00

2. 이용 방법
공동전산실 이용 시 학생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출력은 유료임.

➍ 생활관(기숙사) 이용 안내

1. 대  상 : 계절제 수업 대상자

2. 신청방법 : 계절제 수업시작 전(6월 말, 12월 초) 교육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함.

3. 이용료 기준 :  2인 1실 기준으로 1일 12,600원(2018년 3월 기준)

4. 입실시 유의사항

가. 준비물 :   생활관에는 침대, 옷장, 책상, 정수기, 세탁기, 건조기 등이 갖추어져 있으며, 
기타 개인용품은 각자 준비하여야 함.

1) 침구류(침대시트, 이불, 베개) 
2) 옷걸이 
3) 세면도구(비누, 칫솔, 치약, 수건 등) 
4) 세탁도구(세탁비누 등), 청소도구(손걸레 등) 
5) PC 소지 가능 (랜 케이블은 개인 지참)

나. 입실 시 반입 금지물 
1) 화기 및 전열기구 
2) 애완동물 
3) 기타 공동생활에 있어서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다. 출입 : 관내 출입은 정면 현관문으로만 통행, 반드시 카드키 사용

1) 현관문 개방시간 : 5:30~24:00
2) 카드키 : 입실 시 별도 지급되며 분실·훼손 시 재발급 받아야 함(재발급비용 12,000원). 

단, 퇴실 시에는 카드키를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라. 퇴실조치 및 금지사항

1) 카드키 무단복제사용 및 대여행위

2) 타인의 방에 무단침입하거나 외부인 입실 및 숙식제공 행위

3) 생활관 기숙과 무관한 판매행위(홍보 포함)

4) 관내 앰프사용 및 취사행위

5) 낙서, 부착물의 첨부, 광고물을 무단전시 및 배포하였을 때

6) 관내 제한물품 반입 및 배포행위 

7)   관내 음주,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사용, 폭행, 흡연, 도박, 타인의 사유물 절취,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하였을 때

8) 각종 기물을 파손, 분실, 무단이동 등 개조하였을 때

9) 전열 기구를 사용하였거나 소지하였을 때

마. 입실 시 제출서류 
1) 건강진단서 1부 
2) 생활관 입실서약서 1부 
3) 반명함판 사진(3㎝×4㎝) 2매 

바. 문의전화 : 910-4884(생활관 사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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➎ 편의시설 이용 안내 

1. 식당

매장명 위치 내선
학기 중 방학 중

평일 주말/공휴일 평일 주말/공휴일

학생

식당

종합

복지관 
1층

4959 08:00
~19:00

08:30
~14:00

08:30
~18:00

08:30
~14:00

학울

식당

법학관 
지하1층

4975 08:30
~19:00

휴점
11:30

~18:00
휴점

교직원

식당

종합

복지관 
1층

4974 11:30
~18:30

휴점
11:30

~14:00
휴점

생활관

식당

생활관

남자동 
1층

5240 08:00
~19:00

08:00
~19:00

휴점 휴점

청향
법학관 

5층
5370 11:30

~19:30

11:30
~14:00

(일요일 휴점)

11:30
~19:00

11:30
~14:00

(일요일 휴점)

2. 매점

매장명 위치 내선
학기 중 방학 중

평일 주말/공휴일 평일 주말/공휴일

공학관 
매점

공학관 
별관1층

4979 08:30
~21:00

토)09:00
~18:00

일/공휴)09:00
~18:00

09:00
~18:00

09:30
~18:00

과학관

매점

과학관 
지하1층

4956 08:30
~18:00

휴점
10:00

~16:00
휴점

법학관

매점

법학관 
1층

4957 08:30
~19:00

토)09:00
~18:00

(일요일 휴점)

09:00
~18:00

토)09:30
~15:00

복지관

매점

종합

복지관 
1층

4963 08:30
~21:00

토)09:00
~18:00

(일요일 휴점)

09:00
~18:00

토)09:30
~18:00

북악관

매점

북악관

1층
4976 08:30

~21:00
휴점

09:00
~18:00

휴점

생활관

매점

생활관

C동

지하1층
5970 10:00

~익일 01:00

토)11:00
~익일 01:00
그 외)11:00 

24:00

10:00
~24:00

11:00
~24:00

예술관

매점

예술관 
1층

4968 08:00
~21:00

토)08:00
~20:00

일/공휴)08:00
~19:00

08:00
~20:00

토)08:00
~19:00

일/공휴)08:00
~18:00

3. 의무실 (위치 : 종합복지관 401호)

기간 평일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학기 중 09:00~17:00
휴무 휴무

방학 중 09:30~16:00

※ 문의처 : 910-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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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내서점 (위치 : 종합복지관 1층)

기간 평일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학기 중 08:30~19:00 휴무 휴무

방학 중 09:30~17:00 휴무 휴무

※ 문의처 : 910-4964

5. 복사 및 제본 (Document Service Center)
가. 장소 : 북악관 1층 로비

나. 이용시간 : 08:30 ~ 20:00
다. 문의처 : 910-4977

6. 은행 (우리은행)
가. 장소 : 종합복지관 2층

나. 이용시간 : 09:00 ~ 16:00(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휴무)

다.   CD기 이용 :  경상관 1층, 본부관 1층, 도서관 1층, 과학관 2층, 북악관1층,  
7호관 4층, 종합복지관 2층

라. 문의처 : 910-4971

7. 우편취급국 (위치 : 종합복지관 2층)

기간 평일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하절기 09:00~18:00 휴무 휴무

동절기 09:00~17:00 휴무 휴무

※ 문의처 : 910-4970

8. 주차장 이용안내 (정기권 또는 일일주차권 이용 가능)

구분 주차요금 이용 방법

정기권

월 3만 원
한학기 
12만 원

주차관리실에 해당 신청서 제출

(양식은 주차관리실에 방문하여 수령함.)

일일 주차권 1일 3천 원
 주차관리실에서 할인주차권 구입 후 
사전정산기를 이용하여 
출차 전 정산

※   주차관리실 : 주차장 입구

※   주차요금 사전정산기 : 주차장 엘리베이터 1층 계단 및 주차장 입구에 위치

※ 문의처 : 910-5115

➏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이용 안내 

※ 유의사항 ※ 

학사공지는 교육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되오니, 수시로 접속하여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접속방법
가. 인터넷 주소창에 홈페이지 주소 직접 입력 :  http://edu.kookmin.ac.kr

나.   국민대학교(http://www.kookmin.ac.kr) : 대학/대학원 → 특수대학원 
 → 교육대학원 →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클릭

2. 홈페이지 내용
가. 대학원 소개 :   원장 인사말, 연혁, 교육목적 및 목표, 조직 및 기구, 학칙 및 규정,  

캠퍼스맵, 찾아오시는 길
나. 전공안내 : 교직과정 및 전공별 주임교수, 교과과정 안내

다. 학사안내 :   학사일정, 학사안내책자, 요람, 휴·복학, 재입학, 장학금, 종합시험,  
졸업논문, 수료 및 학위수여, 학교 편의시설 정보

라. 입학 : 모집요강, 입학문의

마. 교원자격 :  교원자격 요건 및 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등 관련 
안내

바. 게시판 : 학사공지, 졸업사정, 서식함, Q&A

※  교육대학원의 다양한 소식은 네이버 블로그(http://blog.naver.com/kookmin_edu)  
또는 인스타그램(http://www.instagram.com/kookmin_education)을 통해 확
인할 수 있음. 교육대학원의 다양한 입학 홍보를 위해 네이버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홍보를 바람.



교내 지도

교내 주요 전화번호

부서 및 기타시설 전화번호

교육대학원 교학팀

(북악관 1002호)

수업, 논문, 장학 02) 910-5903

휴·복학, 입학 02) 910-5904

졸업, 종합시험 02) 910-5905

실습 02) 910-5906

Fax 02) 910-5900

정보통신처(교내전산망-Wifi이용관련) 02) 910-5512

정보시스템팀(종합정보시스템 문의) 02) 910-5417

종합서비스센터(학생증, 증명서발급) 02) 910-4060, 4050, 4046

공동전산실(북악관) 02) 910-4298(2층), 4983(5층)

성곡도서관 (대출·반납) 02) 910-4195

법학도서관 (대출·반납) 02) 910-5357

디자인도서관(대출·반납) 02) 910-4885

주차장 관리실 02) 910-5115

생활관 사감실 02) 910-4884

예비군 연대 02) 910-4722

경상관

국제관

경영관

과학관

후문(수위실)

명원 민속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