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전공안내 및 강의과목 해설

초등사회과교육(박사)
교
영역

교과목
코 드

한

글

목

명
영

개설시기
이수
학점

어

연도학기

203-601

초등사회과
교육과정연구

Studies in Elementary Social Studies Curriculum

3

1-①

203-602

초등사회과 교수
학습 연구

Studies in Elementary Social Studies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3

2-①

Studies in comparative Social Studies

3

2-②

203-603 비교사회과교육연구
203-604

한국사특강

SpecialStudiesofKoreanHistory

3

1-②

203-605

지구촌의 환경문제와
지역쟁점

Studies in Global Environmental Problems and Regional
Issues

3

2-①

203-606 사회과 통합교육연구

Integrative Approaches in Social Studies

3

1-②

203-607

역사학과 역사교육

History and History Education

3

1-①

203-608

초등사회과교육사

History of Social Studies Education

3

1-①

203-609

인권교육연구

Studies on Human-Rights Education

3

1-②

203-610

사료 학습

Study of Historical Materials

3

2-①

Studies i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3

1-②

Study of Historical Research

3

2-②

203-611 글로벌시민교육 연구
주전공

과

203-612

역사학 연구

203-613

사회과 평가론

Evaluations in Social Studies

3

2-②

203-614

사회과교재연구

study on socail studies textbooks

3

2-②

203-615

역사적 사고와
역사의식

historical thinking and historical consciousness

3

2-①

203-616

다문화교육 연구

Multicultural education

3

2-①

203-618

사회과 교사교육
연구

Studies on Social Studies Teacher Education

3

2-②

203-619

초등 사회 교과서
연구

Research in Elementary Social Studies Textbook

3

1-①

203-621 법교육 방법론 연구

Studies on the Methodologies for Law-related Education

3

1-①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203-622
문화다양성 연구

Research in UNESCO' s World Heritage and Cultural
Diversity

3

1-②

203-623

글로벌 논문연구
실습:메타지리적
성찰

Locating thesis in the global context: Meta-geographical
reflections on research

3

1-①

203-704

정치교육세미나

Seminar in Political Education

3

2-①

203-705

경제교육과
경제실험세미나

Exercises in Economic Education & Experiments

3

1-②

세미나 203-706

역사교육세미나

Seminar on History Teaching and Learning

3

2-②

203-707

인문지리학세미나

Seminar in Human Geography

3

1-①

203-709

경제학연구

Studies in Economics

3

2-②

학기
차

비고

1:홀수해
2:짝수해
①:1학기
②: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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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710

법교육 세미나

Seminar in Law-related Education

3

1-②

203-711

사회문화 세미나

Seminar in Society and Culture

3

1-①

203-712

초등사회문화교육
세미나

Seminar in Elementary Sociocultural Studies Education

3

2-①

203-713

경제 및 금융교육
세미나

Seminar on Economic & Personal Finance Education

3

2-①

203-714

한국사 세미나

Korean history seminar

3

1-②

203-715 초등지리교육세미나

Seminar in Primary Geography Education

3

2-②

203-701

초등사회과
연구방법론(1)

Research Methodology in Elementary Social Studies (1)

3

1-①

203-702

초등사회과
연구방법론(2)

Research Methodology in Elementary Social Studies (2)

3

2-①

Action Research in Elementary Social Studies Education

3

1,2-②

연구
방법

현장
연구
논문
연구

203-703 초등사회과 현장연구
002-301

논문연구1

Study for Thesis 1

3

5학기차

002-302

논문연구2

Study for Thesis 2

3

6학기차

【박사과정】

▐ 주전공
1. 초등사회과 교육과정연구(203-601)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의 역사를 통해 시대적 요구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배운다.
교육과정개발과정연구를 통해 교육과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배운다. 교육과정의
목표, 내용구성과 조직, 교수-학습방법, 평가 등이 어떻게 조직되는지를 배운다. 실제
학교현장에서 실현되기 위한 교육과정의 재구성 방법도 배운다.
2. 초등사회과 교수 학습 연구(203-602)
초등 사회과의 목표와 교수 학습 방법의 변화와 발전 과정을 배운다. 사회과 내용에
따른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을 모색한다. 교수 학습 모형의 이론적 배경과 효과 등을
연구한다. 사회과의 교과적 특성에 적합한 모둠을 활용하여 교수 학습하는 방법을
배운다. 교수 학습 방법의 효과를 검증하는 방법을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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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교사회과교육연구(203-603)
본 강좌는 다른 나라들의 사회과교육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 사회과교육의
현주소와 특징을 파악하고 향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본 강좌에서는 다른 나라들의 사회과교육 혹은 관련 교과교육의 역사, 성격,
목표, 체계, 내용, 방법, 평가 등에 대해 주로 살펴본다. 이를 통해 각 나라의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사회과교육 현상을 이해하고 우리나라의
현실에 보다 적합한 사회과교육의 모습을 설계하고 실천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4. 한국사특강(203-604)
연구 논저의 정리와 사료 강독 및 활용 능력을 배양하여 우리 역사의 주요 주제와
쟁점에 대한 심화 연구를 수행한다.
5. 지구촌의 환경문제와 지역쟁점(203-605)
세계화와 지역화 현상이 더욱 속도를 내면서 세계 각 지역의 환경문제와 지역쟁점이
지금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과 매우 밀접해지고 있다. 이 과목은 세계 각
지역이 서로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입장에서 지구촌이 당면한 환경문제와 지역쟁점에
접근한다. 특히 해당 환경문제나 지역쟁점에 관련된 주체들이 누구인지, 주요 요인과
경과, 그리고 지구촌의 다른 주체나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탐구
하게 된다. 이 강좌를 통해서 수강생들은 지구촌의 환경문제와 지역쟁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세계시민으로서의 바람직한 인식과 태도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6. 사회과 통합교육연구(203-606)
사회과 교육에 접목 가능한 통합적 접근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교과 내외를 포함
하는 다양한 통합(융복합) 방법을 연구 실행하는 능력을 함양한다. 이를 통해 사회과
교육의 지평을 확대하고 21세기 역량의 관점에서 민주시민으로서 핵심적 자질을 탐색
한다.
7. 역사학과 역사교육(203-607)
국내외 역사 이론과 연구 동향을 파악한다. 역사교육의 관점에서 역사 이론과 역사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그에 비추어 초등 역사교육을 기획하고 구상하는 능력을 함양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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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초등사회과교육사(203-608)
국내외 초등 사회과교육 이론과 실천의 종단적 탐구를 통해 현재 사회과교육의
정체성과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9. 인권교육연구(203-609)
학교 인권교육의 의미, 필요성, 교육과정과 수업 방법 등 인권교육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와 더불어 인권교육 실천을 위한 방안 등을 연구한다.
10. 사료 학습(203-610)
역사학은 ‘사료’를 통해 시대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사료를 분류하고 그 특징을 이해
하는 동시에 역사적 맥락에 따라 읽어내는 과정은 역사학의 학문적 정체성과 이데올로
기적 특성과 깊이 연관되어있다. 따라서 사료 독해는 역사학의 가장 기초적이며 중요한
연구 방법론이다. 사료학습을 통해 사료가 무엇인지 이해할 뿐 아니라 역사학이 사료를
둘러싼 복잡한 맥락을 최대한 고려하는 언어적이며 윤리적 작업임을 알 수 있다.
11. 글로벌시민교육 연구(203-611)
세계화 시대에 요구되는 글로벌 시민 개념을 파악하고 글로벌 시민 교육의 원리와
실제적인 방법을 탐색하고 적용한다.
12. 역사학 연구(203-612)
역사학 연구의 기본방법론을 익히고 스스로 새로운 논문 및 저서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기존 연구 성과의 정리 및 이해, 사료 비판과 정리방법을 탐구
한다.
13. 사회과평가론(203-613)
사회과 평가의 원리와 유형을 이해하고 사회과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평가
방법을 구안하고 적용한다.
14. 사회과교재연구(203-614)
사회과 수업에서 사용하는 교과서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위한 강좌이다. 교수자
로서 교과서 이해와 더불어 연구자로서 교과서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는 강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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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역사적 사고와 역사의식(203-615)
역사적 사고와 역사의식에 대한 이론을 검토하고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16. 다문화교육 연구(203-616)
이 강좌의 목적은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는 한국 사회의 특징을 고찰하고 그러한 변화를
선도적으로 주도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견인할 수 있는 교육적 노력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 사회의 다문화적 변화, 다문화교육의 현실, 다문화교육의 개선
방향과 방법 등을 살펴볼 것이다.
17. 사회과 교사교육 연구(203-618)
사회과 교사전문성과 관련한 국내외 교사교육의 동향과 이론을 탐색하고, 사회과
교사 전문성의 요소를 검토한다. 전문성 있는 사회과 교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을
중심으로 관련 이슈를 사회과 교육현장의 실천적 사례와 관련하여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사회과 교사교육과정과 관련 정책을 평가하고 교사교육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 수행 능력을 기른다.
18. 초등 사회 교과서 연구(203-619)
초등 사회 교과서의 역사적 계보 속에서 내용 구성 체제의 변화 논리와 특징을
살펴보고 현장 교사와 학생들에게 좋은 사회과 수업을 가능케 할 사회 교과서의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한다.
19. 법교육 방법론 연구(203-621)
법률전문가를 위한 법학교육과 대비되는 법교육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전제 속에서
실천적 의미를 가지는 법교육 방법론을 모색한다. 이제까지 초중등 교육 현장 및
시민사회에서 새로운 법교육 필요성에 관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식 전수 중심의
법학교육 방식을 활용해 왔다는 문제인식에 기반 하여, 구성주의적 관점을 투영한
새로운 법교육의 내용과 방법론을 고찰한다. 특히 이 강좌는 새로운 법교육 방법론을
교육 현장과 접목할 수 있는 대안을 구성해 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문화다양성 연구(203-622)
국제연합(UN) 산하의 전문 기관 중 하나인 유네스코(UNESCO)는 세계 평화와 국제
협력을 목표로 인류 전체가 관심 가져야 할 시 대적 주요 쟁점들을 제기하고, 그 해결을
위해 세계유산, 세계시민, 문화다양성, 지속 가능 발전, 인권과 평화와 같은 인류의 보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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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두들을 던지면서 그동안 국내외의 교육, 과학, 문화 부문의 연구 및 실천 동향에 큰
영향을 주었다. 무엇보다 세계유산은 문화다양성의 증진과 지속 가능 발전을 표상하는
지리적 실체이다. 이 강좌에서는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의 지정 배경과, 선정기준, 주요
범주와 지리적 분포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서 세계유산이 함축한 이념, 문화, 교육,
환경 등의 다층적 의미를 탐구한다.
21. 글로벌 논문연구 실습 : 메타지리적 성찰(203-623)
자신이 선택한 주제를 중심으로 국내외 다양한 자료와 논문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배우고 특히 글로벌 관점에서 자신의 연구 주제와 논문을 맥락화시키고 구조
화할 수 있는 능력, 메타지리적 성찰(meta-geographical reflection)을 수행한다. 국내
도서관 뿐 아니라 국제 학술지 데이터베이스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와 논문을
찾아내고 자신의 연구 주제에 맞게 논지를 구성하고 논문을 작성하는 능력을 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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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미나
1. 정치교육세미나(203-704)
현대 정치와 법 이론 및 민주시민교육으로서 정치교육과 법교육의 실제를 이해하고
이를 21세기 민주시민교육의 과제와 방향과 연계하여 탐구한다.
2. 경제교육과 경제실험세미나(203-705)
학교 경제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현장에서 요구하는 경제교육 교재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계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서 경제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습득하며, 경제교육의 수월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최근의 연구 동향을 파악한다.
아울러 학생 수준에 맞게 경제실험을 수정, 개발, 적용하는 연습을 한다.
3. 역사교육세미나(203-706)
역사교육학계의 교육과정, 교수학습 방법, 평가 등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 성과를
검토하고, 새로운 연구 주제를 모색한다. 특히 초등 역사교육의 연구 현황을 분석하고
그 과제에 대해 토론한다.
4. 인문지리학세미나(203-707)
인문지리학은 지표에서 이루어지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탐구한다. 이 강좌는 두
가지 상반된 시선으로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접근하는 세미나 강좌이다. 하나는 지표에
남겨진 문화, 도시와 촌락, 산업, 교통, 지역개발 등의 가시적 경관들을 논의의 매개로
삼아 인간-자연의 관계를 보편성과 일반화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각 지역이 처한 특수한 자연 환경, 문화와 역사, 지역 사회 등의 지역적 맥락에 주목
하면서 세계 각 지역별로 다양하게 전개된 인간-자연의 관계를 엿보는 것이다. 이
강좌를 통해 수강생들은 한국지리와 세계지리에 두루 걸치는 흥미로운 사례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고, 학교 현장의 지리교육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실험하고 구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5. 경제학 연구(203-709)
주요 경제학자의 사상을 이해하고 기본 경제 이론을 습득하여 현실의 경제 문제를
분석하는 능력과 학교에서의 경제교육에 적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6. 법교육세미나(203-710)
법의 이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법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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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회문화 세미나(203-711)
현대의 다양한 사회 현상과 문화 현상을 분석하고 이를 관련 개념 및 이론과의
관계 속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한다.
8. 초등사회문화교육 세미나(203-712)
초등 사회과에 수업에서 사회문화 관련 내용을 효과적으로 교수하기 위한 원리와
방법을 파악하고 이를 적용한다.
9. 경제 및 금융교육 세미나(203-713)
경제와 개인 금융에 대한 기본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경제교육과 금융교육의
국내외 동향, 이슈, 교육과정 등을 파악한다. 더 나아가 학교에서 경제교육과 금융
교육을 실천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10. 한국사 세미나(203-714)
한국사 연구의 최근 동향을 탐구한다. 해당 분야의 최신 연구 성과들이 기초하고
있는 문제의식과 연구방법론에 대해 학습하고 토론한다.
11. 초등지리교육세미나(203-715)
2009 개정 초등사회과 교육과정(2012. 12)에 제시된 초등사회과의 목표는 ‘사회의
여러 현상과 특성을 지리적 환경, 역사적 발전, 정치 ․ 경제 ․ 사회적 제도 등과 관련지어
이해한다.’(목표 1)고 하면서, 특히 지리 영역과 관련해서 ‘지표 공간의 자연 및 인문
환경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지역에 따른 인간 생활의 다양성을 파악하고, 지리적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여 지리적 문제를 해결한다.’(목표 2)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초등
사회과 지리 영역의 목표에 근거하여, 본 강좌는 지리교육의 목표, 내용, 교수 ․ 학습
방법, 평가 등을 중심으로 지리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탐구하고 토론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 연구방법
1. 초등사회과 연구방법론(1)(203-701)
이 과목에서는 초등사회과교육 연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기초적인 연구
방법을 익혀서 연구계획을 짜고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에 초점을
둔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초등 사회과교육연구를 수행하는데 실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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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등사회과 연구방법론(2)(203-702)
이 과목에서는 초등사회과교육 연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고급 연구 방법을 익히는
것에 초점을 둔다. 연구 설계와 자료 분석 등과 같은 구체적인 현상에 초점을 두어
실제적인 연구 수행 과정을 지도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이를 통해 수강생들이 독자
적인 연구 계획에 기반하여 구체적인 연구 결과물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 현장연구
1. 초등사회과 현장연구(203-703)
초등사회과 현장연구 강좌는 사회과 이론의 현장 실천 맥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상황과 쟁점, 딜레마 등에 대한 양상 정리와 원인 진단, 대안 모색을 통해 초등
현장을 기반으로 한 사회과 교육 이론의 정련화와 대안적 사회과교육 창출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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