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통사회교육전공               (英文 : Major of Common-Social Education)

□ 교육목표
(1) 사회교과교육 영역의 최신 이론과 방법적 원리의 교수-학습을 통한 현장 교사들의 교과교
육 전문성 신장
(2) 공통사회 교과교육과 인성교육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유능하고 창의적인 공통사회 
교과교육 담당교사 양성
(3) 교육전문직 수행에 요구되는 투철한 교육철학과 교직관 확립

구 분 학수번호 교   과   목 학점 교 육 부 고 시
기본이수과목

전공선수

13402001 법일반론
General Theory of Law 2

13402002 경제학원론
Principle of Economics 2

13402003
정치행정론
The Theories of Politics and Public 
Administration

2

교과교육학

13403001 공통사회교육론
Study on Common-Social Education 2 공통사회교육론(1)

13403002
공통사회과교재연구및지도법
Material&Methods in Teaching 
Common-Social Education

2 교과교육영역

13403003
공통사회교육논문설계연구
Thesis Design of Common-Social 
Education

2

13403007
공통사회교육연구방법론
Research Methods in Common-Social 
Education

2

13403009
공통사회교과교육론
Subject in Teaching Common-Social 
Education

2 교과교육영역

13403010 정치와사회
Politics and Society 2 정치와사회(2)

13403011 경제와사회
Economy and Society 2 경제와사회(2)

13403012 법과사회
Law and Society 2 법과사회(2)

13403013 공통사회논리및논술
Logic&Enunciation in Common-Social 2 교과교육영역



교과내용학

13404003 사회학
Sociology 2 사회학(2)

13404005 한국사개론
Introduction to History of Korea 2 한국사개론(3)

13404006 역사학개론
Introduction to Historical Science 2 역사학개론(3)

13404007 인문지리학
Human Geography 2 인문지리학(4)

13404008 세계지리
World Geography 2 세계지리(4)

13404009 행정학
Administration 2

13404010 사법일반이론
General Theory of Private Law 2

13404011 국제경제특강
International Economy Seminar Study 2

13404012 한국정치특강 
Korean Politics Seminar Study 2

13404013 한국지리
Korea Geography 2 한국지리(4)

13404014 동양사개론
The Introduction of Oriental History 2 동양사개론(3)

표시과목 관련학부(전공) 기본 이수과목 또는 분야 비   고

공통사회 사회교육, 일반사회교
육, 지리교육, 역사교
육, 공통사회교육전공 
및 관련되는 학부(전
공․학과)

(1)공통사회교육론(또는 사회교육론)
(2)정치와사회(또는 정치학), 경제와사회
(또는 경제학), 문화와사회(또는 사회학), 
법과사회(또는 법학), 인간과사회(문화인
류학)
(3)한국사개론, 동양사개론, 서양사개론, 
역사학개론, 문화사(한국문화사, 동양문화
사, 서양문화사)
(4)자연지리학(개론), 인문지리학(개론), 
한국지리, 세계지리, 지도학

(1) 분야에서 
1 과 목 , 
( 2 ) - ( 4 )분야 
중 각 분야에
서 3과목 이
상 이수(주전
공 표시과목 
해당 분야 제
외)



 ❚ 교과목 해설

l 법일반론(Genera l Theory of Law)

법학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과 이론의 파악을 위한 법학의 개괄적인 학문을 익히고 이를 토
대로 하여 법학에 대한 학문적 지식을 습득한다.

l 경제학원론(Principle of Economics)

경제학에 대한 기초지식을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습득을 위해 경제학에 대해 전반적으로 학
습한다.

l 정치행정론(The Theories of Politics and Public Administra tion)

사회가 전문화ㆍ과학화됨에 따라 정치와 행정의 불균형은 행정주도국가를 초래하게 되었고, 
관료들이 정치체제를 지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정치와 행정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견제와 균형체제가 확립된 민주주의 국가를 수립하는 능력을 향상한다.

l 공통사회교육론(Study on Common- Socia l Education)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사회과학 전반을 조망하고 고찰한다. 특히, 이들 분야간 상호 
관계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l 공통사회과교재연구및지도법(Materia l&Methods in Teaching Common- socia l Education)

교육현장에서 필요한 사회과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이론을 토대로 실제수업을 실시하여 봄
으로써 교재의 분석과 지도방법 등을 익힌다.

l 공통사회교육논문설계연구(Thesis Design of Common- Socia l Education)

전공분야의 문헌을 수집․정리하여 연구계획을 수립하고 스스로 논문을 작성할 수 있는 방법
을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한다.

l 공통사회교육연구방법론 (Research Methods in Common- Socia l Education)

공통사회교육의 교과 및 학문적 특성에 바탕하여 학위논문 및 교육현장연구 논문 작성에 
필요한 지식과 기법을 익힌다. 특히, 공통사회교육전공 분야 논문의 체제를 비롯하여 연구주
제의 설정 방법, 연구의 설계방법,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방법, 논문의 평가방법 등을 교수-학
습한다.

l 공통사회교과교육론(Subject in Teaching Common- Socia l Education)

공통사회교과를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효율적인 교수활동을 하기 위하여 정치ㆍ
경제사회ㆍ문화 등의 기초 이론 및 교수ㆍ학습지도 방법 및 평가, 사회과 교육과정 내용과 구
성 등 교과교육 전반에 대하여 학습한다.



l 정치와사회(Politics and Society)

정치사상의 발전에 준거한 현대 정치이론을 소개하고 정치와 사회의 관계를 탐구한다.

l 경제와사회(Economy and Society)

경제학의 일반이론을 소개하면서 경제와 사회의 관계를 논의한다.

l 법과사회(Law and Society)

본 과목은 법에 관한 기초적, 일반적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법과 사회의 관계를 탐구한다.

l 공통사회논리및논술(Logic&Enuncia tion in Common- Socia l)

사회에서 나타나는 정치, 경제, 행정, 사회구조,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현상, 이론, 법칙들에 
대한 이해와 비판을 위해 논리적 접근이 필요하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사회과학전반을 
이해하고 분야 간 상호관계를 정확히 규정하기 위한 논리적 분석과 연구가 중요하다. 따라서 
본 교과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에 걸친 사회과학문제들에 관한 논리와 논술을 개발하고 
연구한다.

l 사회학(Sociology) 

본 과목은 사회학의 기본지식을 소개하여 사회현상을 이해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반 사회 현상을 기본 패러다임과 기초이론에 맞추어 다각적으로 분석한다.

l 한국사개론(Introduction to History of Korea) 

한국사의 원시생활부터 현대까지의 한국사를 분석하고, 각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이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l 역사학개론(Introduction to Historica l Science) 

역사학의 성립과정을 살펴보고 역사와 역사학의 개념을 정리해 본다. 또한 역사연구와 서술
방법론을 고찰하고 실습을 통해 역사 탐구와 기술의 능력을 신장시킨다.

l 인문지리학(Human Geography) 

중등학교 인문지리교육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해야 할 공간구조 및 패턴과 과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종합적․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l 세계지리(World Geography) 

세계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상호 연계시켜서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연구하고, 세계 각 지
역의 지리적 현상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l 행정학(Administra tion) 



행정학의 기초적 이론을 개관하고, 행정학의 관리적 이론과 실제를 소개하며, 정책의 형성, 
집행 그리고 평가 등을 다룬다.

l 사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Priva te Law) 

인간의 사적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의 지도원리와 일반이론을 연구한다.

l 국제경제특강(International Economy Seminar Study) 

국제경제정책의 개념, 목표와 수단을 소개하고, 외환정책, 수출입정책, 국제경제협력기구에 
관련한 정책들을 다룬다.

l 한국정치특강(Korean Politics Seminar Study) 

한국정치의 과거와 현재를 조명하고 인지하며, 미래 한국정치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전망
한다.

l 한국지리(Korea Geography)

한국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상호 연계시켜서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연구하고, 한국 각 지
역의 지리적 현상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l 동양사개론(The Introduction of Orienta l History)

동아시아 문화의 중심인 중국을 위주로 그 문명의 발생과 발전의 과정을 시간적 흐름에 따
라 정리함으로써 동아시아 역사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