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박한교육학 2021년 연간 강의 계획

월별 강좌명 강� �의� �내� �용

1, 2월

신박한
정리과정

[기본이론]

수요일 업데이트

폭넓은� 교육학� 전체� 영역을� 최근� 임용시험의� 출제경향에� 맞게� 스마트

하게� 8개의� 영역으로� 분해하여,� 개념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해하는� 과

정으로,� 학습� 기본만들기가� 완성되는� 과정

-초시생,� 교육학� 이론적� 지식이� 필요한� 2~3학차� 대학원생,�

� 사범대� 2~3학년,� 교직� 이수자� 적극� 추천

3, 4월

신박한
심화과정

[심화이론]

화요일 업데이트

스마트한� 기본이론과정을� 통해서� 교육학의� 각� 영역별� 특징을� 이해하

고,� 교육학� 기출문제를� 베이스로� 문제로� 전환된� 이론의� 핵심개념들을�

파악하고,� 지각,� 파지를� 통한� 교육학� 이론� 마스터� 과정

-임용시험� 3회�이상�응시�경험자,� 교육학�점수가�생각보다�낮게�나오는�수

험생,� 신박한�정리과정�이수생,� 2021년도�응시예정자

5, 6월

쌈빡한
실전과정

[기출문제]

업데이트 추후공지

문제는� 시험점수!� 이론� 강의를� 잘� 들었다고� 해도� 실제� 시험에서� 점수

가� 낮제� 나온다면� 준비� 미흡.

실제� 시험에서�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난이도� 조절이� 필요한� 영역을� 확

실하게� 정리하고,� 논술의� 기본� 스킬과� 기출� 문제를� 연계하여� 공식처럼�

정리하고� 이론과정을� 마무리하는� 쌈빡한� 개념� 완성과정

-신박한교육학� 이론과정� 이수자,� 교육학� 점수� 올리는� 스킬을� 배우고�

싶은� 수험생,� 본인� 답안작성� 피드백(평가)이� 필요한� 수험생

7, 8월

신명나는 
문풀과정

[실전문제]

업데이트 추후공지

실제�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루는� 실전상황을� 가정하고� 그동안� 학습한� 이론

적인� 체계를� 모아서� 결론을� 도출하는� 학습과� 객관식� 주요한� 문제들을� 사

례별로�분석하여�학습자�스스로�내면화�할�수�있도록�진행하는�과정

-신박한교육학�이론과정�이수자,� 2021년�응시예정자,� 단기간�속성으로�

� 이론�정리가�필요한�수험생

9∼11월

전략적
모의고사

[실전모의고사]

업데이트 추후공지

모든� 시험은� 열심만으로� 고득점을� 받는데에� 한계가� 있는� 것을� 인식하

여,� 실전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신박한� 답안작성법과� 실전과� 동일한� 고

퀄리티� 모의고사� 문제로� 숙달된� 답안� 작성과� 개인첨삭을� 통해� 고득점�

답안� 작성을� 완성하는� 과정

-신박한교육학� 이론+심화과정� 이수자,� 단기간에� 교육학� 고득점을� 받고�

싶은� 수험생,� 2021년� 응시예정자

12월

완벽한
2차대비

[2차에서뒤집기]

세부일정 

추후공지

세부일정�추후공지

신박한교육학� 신명박사는� 임용고시� 수석합격자� 출신으로� 누구보다� 현장경

험이� 풍부한� 강사이며,� 교육정책학� 박사로� 2차� 면접에� 가장� 필요한� 교육

정책과� 최근� 경향을� 잘� 믹스하여완벽한� 2차시험을� 차룰수� 있도록� 진행하

는�과정

※ 일부 강좌는 출제방향 예측에 따라 강좌명과 강의기간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강의�세부�사항�및� 교재소개

단계�및�강의명 기간 강의�안내�및�특이�사항

신박한

정리과정

1-2월

<8주>

2021.01.12.(화) VOL.01-� 교육과정.

2012.01.19(화) VOL.01-� 교육방법�및�교육공학

2021.01.26(화) VOL.01-� 교육평가(교육연구�및�교육통계)

2021.02.02(화) VOL.01-� 교육행정�및�교육경영

2021.02.05(화) VOL.01-� 서양교육사�및�한국교육사

2021.02.09(화) VOL.01-� 교육심리학(생활지도,�상담)

2021.02.16(화) VOL.01-� 교육사회학(교사론)

2021.02.23(화) VOL.01-� 교육철학�및�교육의�이해

신박한

심화과정

3-4월

(8주)

2021.03.11(화) VOL.02-� 교육과정�심화이론� &�기출문제

2021.03.16(화) VOL.02-� 교육방법(교육공학)�심화이론� &�기출문제

2021.03.23(화) VOL.02-� 교육평가�심화이론� &�기출문제

2021.03.30(화) VOL.02-� 교육행정�심화이론� &�기출문제

2021.04.06(화) VOL.02-� 교육심리�심화이론� &�기출문제

2021.04.13(화) VOL.02-� 교육사회학�심화이론� &�기출문제

2021.04.20(화) VOL.02-교육철학�및�교육사�심화이론� &�기출문제

2021.04.27(화) VOL.02-� 이론�전�범위�종합�마무리�및�평가이론

쌈빡한

실전과정

5-6월

(8주)
 2021.05.03.(월) 세부일정�추후공지`

신명나는

문풀과정

7-8월

<8주>
 2021.07.05.(월) 세부일정�추후공지

전략적

모의고사

9-11월

<10주>
 2021.09.07.(월) 세부일정�추후공지

완벽한2차준비 12월  2021.11.21.(월)
현직� 교원� 출신으로� 채점관� 출신의� 현장감� 넘치는� 면

접�및�수연�실연과�지도안�작성법

신박한교육학�교재소개

신박한 교육학 교재의 특징은, 그동안 교육학 모든 영역을 빠짐없

이 장시간 동안 허비하게 가르쳐 온 기존의 노량진학원들의 교육

학 교재들과 달리, 논술형 교육학의 최근 트렌드에 맞게, 개념의 

일방 주입식 강의에서 벗어나, 논술형 시험을 두려움 없이 치룰 

수 있도록, 전체 영역을 8개로 과감하게 나누어, 주요한 과목은 

더욱 선명하게, 비중이 적은 과목은 시험에 맞게 분량을 줄이거나 

통합하여 교육학에 쏟는 비중을 최소한으로 하되, 실제 시험에서

는 이해력을 바탕으로 술술술 써나갈 수 있도록 구조화하고 반복

과 첨삭을 통해 고득점을 맞도록 구성하였다.

<강의 신청시 기본서 무료제공>   <정가 30,000원/ 도서출판 이지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