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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교육(석사)
교
영역

교과목
코 드

한

글

203-108* 역사수업의 이론과 실제

목

명
영

이수
학점

어

개설시기
연도학기

Theory and Practice in History Teaching

3

2-②

203-111

초등지리교육의 이해

Research in Elementary Geography Education

3

2-①

203-116*

젠더와 지리교육

Gender and Geography Education

3

1-②

203-119*

사회과교육의 이론과
실제

Theories and Practices in Social Studies

3

2-①

203-120*

사회과교육학 연구

Advanced Study in Social Studies

3

1-①

사회과교재연구

Development of Teaching Materials for Social
Studies

3

2-①

사회과교수법연구

Teaching Methods of Social Studies

3

1-①

203-121
교과
교육학 203-122
203-123

Social Studies Education and Media

3

1-②

203-124 사회과교육과 양적연구법

Quantitative Method Research in Social Studies

3

2-②

203-125* 사회과교육과 질적연구법

Qualitative Method Research in Social Studies

3

사회과교육과 미디어

1-②
2-②

203-126

사회과교육과 이슈

Social Studies and the Issues

3

203-127

역사적소양과 역사교육

Historical Literacy and Teaching of History

3

1-①

203-128

사회과교육 세미나 1

Seminar in Social Studies 1

1

1,2,-①,②

203-131

사회과교육 세미나 2

Seminar in Social Studies 2

1

1,2,-①,②

203-202*

경제학 세미나

Seminar in Economics

3

1-①

203-204*

인간과 역사

History and Human Journey

3

1-②

203-205

지리학 특강

Topical Seminar in Geography

3

1-②

203-211

사회문화 특강

Topical Seminar in Society and Culture

3

1-①

203-212*

민주시민교육 세미나

Seminar in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3

2-②

203-213*

한국사연구방법론

Research Methodology in Korean History

3

2-①

교과
내용학 203-216

논문
연구

과

한국사 세미나

Seminar in Korean History

3

2-②

203-219

정치와 교육

Politics and Education

3

1-②

203-220*

세계지리의 이해

Seminar in World Regional Geography

3

2-②

203-221

역사교육 특강

Topical Seminar in History Education

3

1-①

203-222

경제교육 세미나

Seminar in Economic Education

3

2-①

203-223

사회문화교육 특강

Topical Seminar in Sociocultural Studies Education

3

2-①

001-301

논문연구

Study for Thesis

3

5학기차

학기
차

비고

1:홀수해
2:짝수해
①:1학기
②:2학기

06.3~
17.8.
입학생
적용

교과목코드에 ‘ * ’가 붙은 교과목은 석/박사 공통과정으로 박사과정 대학원생의 수강이 가능(주전공 학점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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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과정】
▐ 교과 교육학
1. 역사 수업의 이론과 실제(203-108)
효과적인 역사수업을 위한 역사이론 및 역사수업 이론을 이해하고 수업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실질적인 방법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세기 이후 역사인식
론과 방법론의 변화를 살펴보고, 역사인식론 변화와 역사교육계의 변화 속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역사 수업 이론의 동향을 파악하며, 교실에서 실행할 수 있는 역사 수업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볼 기회를 가진다.
2. 초등지리교육의 이해(203-111)
지리교육학은 교육적인 목적을 위하여 지리학의 내용과 성과를 빌려오거나 교수학적
으로 변환하는 분야이다. 이 강좌에서는 지리교육의 의미와 가치, 목적과 목표, 교육과
정, 교수-학습 방법, 평가에 대해 이해하고 탐구한다.
3. 젠더와 지리교육(203-116)
탐험과 발견의 시대의 지리학은 남성적인(masculine) 학문으로 인식되어 왔고, 모더니즘에
근거한 지리교육에서는 남성중심적인 내용과 시각이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본 강좌에서는 최근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여성주의 지리학의 이론과 실천을 통해
그 동안 당연시되어 왔던 지리교육의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지리
교육의 관점과 내용을 구성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몸(body)과 가정, 교실, 학교를 포함한
일상생활 공간에서 시작하여 세계 각 국의 성 격차 지수(Gender Gap Index)와 환경 문제에
이르기까지 젠더의 문제는 인간 생활과 관련된 모든 공간에 잠재되어 있으므로 지리적
으로 다양한 장소와 스케일에서 젠더 이슈를 탐색한다. 또한 어린이 문학작품과 각종
교육(미디어) 자료, 컴퓨터 게임, 어린이 놀이 문화를 포함한 대중문화를 젠더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이동성(mobility), 패션 및 라이프스타일, 음식 지리(food geographies),
감성 지리(emotional geographies)를 비롯한 지리학의 새로운 관점을 도입함으로써 초등학교
현장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흥미로운 교육적 전략을 개발한다.
4. 사회과교육의 이론과 실제(203-119)
통합사회과의 입장에서 사회과교육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소양과 능력을 익힌다.
이를 위해 사회과 교육과정의 특성, 사회과교육의 특성과 발전 방안, 사회과와 타 교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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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성, 사회교육의 분야별 지도 방법, 사회과의 통합원리와 지도의 실제 등을 탐구한다.
5. 사회과 교육학연구(203-120)
사회과교육의 본질과 기저 및 사회과교육의 실체와 절차에 관한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그 학문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사회과 교육학 탐색의
방향, 외국의 사회과교육학의 연구 경향, 사회과교육의 학문 ․ 철학적, 사회․문학적, 심리적
기저, 사회과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의 기본 원리를 탐구한다.
6. 사회과 교재연구(203-121)
사회과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회교과의 교재에 대한 연구 방법을 배운다.
이를 위해 사회과 교재분석법, 사회과 교재의 특성과 원리, 공간․ 시간 ․ 사회 영역별 내용
구조, 교재의 재구성 방법 등을 탐구한다.
7. 사회과 교수법연구(203-122)
사회과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교육방법을 연구한다. 이를 위해 사회과 교육과정
운영의 일반 원리, 사회과 수업구성의 논리를 탐구하고 이를 통해 사회과 수업현상을 분석,
이해한다.
8. 사회과교육과 미디어(203-123)
사회과에서 신문 활용 교육의 방법을 연구한다. 이를 위해 사회과의 교수 - 학습 자료의
특징을 살펴보고 미디어 활용 교육의 역사와 개념, 미디어 활용 교육의 세계적 동향,
사회과와 미디어 활용 교육의 관계, 미디어 활용 교육 교수-학습 방법, 미디어 활용 교육의
평가 등을 탐구한다.
9. 사회과교육과 양적연구법(203-124)
대학원에서 연구를 행하는 과정에서 양적 연구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양적
연구방법의 철학, 사회과교육 양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는 주제, 양적 연구설계와 통계처리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룬다.
10. 사회과교육과 질적연구법(203-125)
대학원에서 연구를 행하는 과정에서 질적 연구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질적
연구방법의 철학, 사회과교육 질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는 주제, 질적 연구설계와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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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회과교육과 이슈(203-126)
사회과교육의 교육 대상인 다양한 사회 현상으로서 이슈를 언급하고, 이슈와 관련한
논의, 수업방법, 자료 구성, 교사의 역할 등을 자유롭게 다루면서, 사회과교육 관련 논의와
연구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하는데 초점을 둔다.
12. 역사적소양과 역사교육(203-127)
역사적 소양이란 무엇인가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역사적 소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론적으로 탐구하고, 역사적 소양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역사 교육과정, 교재, 수업,
평가 등 역사교육의 전반적인 문제를 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3. 사회과교육 세미나 1(203-128)
사회과교육의 주요 개념과 이론, 최근 쟁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리, 역사, 일반
사회 등 세부 관심 영역의 전문 지식과 사고 기능을 익힘으로써 사회과교육 연구자로서의
전문적 연구 역량을 함양한다.
14. 사회과교육 세미나 2(203-131)
사회과교육의 주요 개념과 이론, 최근 쟁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리, 역사, 일반
사회 등 세부 관심 영역의 전문 지식과 사고 기능을 익힘으로써 사회과교육 실천가로서의
현장 실천 역량을 함양한다.

▐ 교과 내용학
1. 경제학 세미나(203-202)
경제의 기본 원리 및 경제 개념을 실생활과 관련지어 이해하고 이를 초등 경제교육과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이를 위해 경제학의 기본 원리, 경제학의 기초 경제 개념,
경제적 사고방식과 합리적 의사결정, 주변 생활 속에 숨어있는 경제 원리 및 개념을
이해하고 신문의 경제 기사를 분석해 본다.
2. 인간과 역사(203-204)
사회과에서 한국사, 세계사를 포함한 역사 영역의 내용 분석 및 구성, 교재의 개발을
위해 필요한 기본 지식과 능력을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한국사와
세계사 연구 성과를 검토하고, 그러한 연구 성과를 교육적으로 구성하여 제시하는 방안을
탐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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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리학 특강(203-205)
인문 ․ 사회과학적인 측면에서 지리학의 성격과 구조를 규명하고, 지표공간의 현상을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학문적 소양을 기른다. 이를 위해 지리학의 본질, 지리학의
기본 개념과 분야, 지리학의 연구 방법 등을 탐구한다.
4. 사회문화 특강(203-211)
사회학 및 문화인류학 연구방법과 새로운 연구 경향을 파악하고, 사회과에서 취급하는
사회학 및 문화인류학의 기본요소를 이해한다. 이를 위해 사회학 및 문화 인류학의 연구
동향 및 연구방법론, 사회과에서 취급하는 사회학 및 문화인류학의 기본요소들을 살펴본다.
5. 민주시민교육 세미나(203-212)
현대 민주주의와 민주시민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이해하고, 민주시민교육의 현황을
분석하고, 방법을 탐색하여 민주시민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함양한다. 이를 위해 현대
사회의 특징에 따른 민주시민교육의 과제 및 초등학교 민주시민 교육의 현황 등에 대해
탐구한다.
6. 한국사 연구방법론(203-213)
한국사를 연구하는데 필수적인 사료를 직접 강독하고 설명함으로써 자료를 충실히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기본 사료에 해당하는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및 각종 문집 등의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 관련 사료를 비교,
대조해 본다.
7. 한국사 세미나(203-216)
한국사의 여러 분야에 관한 다양한 이론과 내용을 소개하고 발표를 통해 주제에 해당
하는 자료를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8. 정치와 교육(203-219)
정치와 교육의 관계 및 현대 정치이론과 한국 정치현실을 파악하고, 정치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탐색하여 이를 사회과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이를 위해 현대
정치이론과 정치과정, 한국 정치 현실과 과제, 학교 정치교육에 대해 탐구한다.
9. 세계지리의 이해(203-220)
세계화, 다문화를 맞이하여 사회과에서 세계지리가 갖는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인식하는
데에 본 강좌의 목표를 둔다. 이를 위해, 우선 지역 개념과 지역지리가 갖는 교과내용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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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파악하고,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 구분을 위한 여러 가지 관점 및 방법을
이해한다. 나아가, 세계 각 지역에 관한 지역지리학적 성과들과 최근 자료를 탐구하고
세계 각 지역이 처한 시 ․ 공간적 상황을 고려함으로써 세계지리의 맥락적 이해를 시도한다.
10. 역사교육 특강(203-221)
역사를 교수-학습하는 행위를 연구대상으로 하며, 그것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며 역사
교육의 이론적 기초와 연구 경향 등을 체계적으로 이해하여 역사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11. 경제교육 세미나(203-222)
경제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제교육의 시발점으로서의 경제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선진국 경제교육의 연구 추세 및 수업 전략을 이해한다. 이를 위해 경제 교육의
연구 동향과 선진국의 다양한 경제교육 수업 전략과 프로그램을 검토, 우리나라 경제교육
프로그램의 개선 방안 등을 탐구한다.
12. 사회문화교육 특강(203-223)
사회 및 문화 현상의 변화와 이에 대한 사회학 및 문화인류학의 새로운 연구경향을
파악하여, 미래사회 대비를 위해 사회과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이를 위해
사회 및 문화교육의 연구동향, 미래사회의 문화 등에 대해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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