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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육과는 1974년 국사학과로 출발하여 1978년 역사교육과로 개명하였다. 사범대학 역사교육과는 중·고등학교의
역사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를 양성하는 동시에 역사와 역사교육 연구에 종사할 전문연구자를 육성하는 학과이다. 이에
본 과는 역사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역사적 지식은 물론, 오늘날의 한국이나 세계의 형성을 인식하고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
할 수 있는 역사의식과 역사관을 가진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강좌를 개설·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문헌 위주의 역사
학습을 보완하고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주요한 역사 현장에 대한 고적현장실습(학술고적답사)을 매년 봄과 가을에 시행
한다. 또한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적합한 예비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리더십 배양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내 역사
교육의 트렌드를 이끄는 ‘전국 중·고등학교 역사UCC 경연대회’를 10년째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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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별 교육과정
1

고적현장실습Ⅰ, 서양사탐구, 한국고대사, 동양사탐구, 서양사교육강독

2

고적현장실습Ⅱ, 한국중세사, 동양고대사, 서양고대사, 한국사학사, 한국근·현대사탐구, 동양사교육강독, 동
양중세사, 서양중세사, 한국근세사, 한국고·중세사교육특강, 한국사교육강독

3

고적현장실습Ⅲ, 역사교육론, 한국현대사, 동양근세사, 서양근세사, 한국고고학, 역사교재연구및지도법, 동
양현대사, 서양현대사, 한국근·현대사교육특강, 동양의 역사서술과 역사인식, 동남아세아사, 역사교육연습

4

역사과논리및논술, 일본사, 서양의 역사서술과 역사인식, 서양사교육특강, 글로벌한국사, 동양사교육특강, 한
국사의제문제, 동양사의제문제, 서양사의제문제

전학년

한국사탐구, 외국인을 위한 한국사, 꿈-설계상담

학과 자랑거리
우수한 교수진 : 교원선발임용시험 및 수능·모의고사 다수 출제
동문의 열성적인 장학금 지원 : 1년에 7명에게 180만원씩 지급. 총 지급액 1억원 돌파
학교 및 학과 생활의 원활한 적응을 위한 <멘토-멘티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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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진로

공공기관

정을 통해서 세계여행을 하는 듯한 간접적인 체험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흥
미로워요.

Q 자신의 꿈이나 장래 희망은 무엇인가요?
A 역사교사가 되고 싶어요! 고등학교 때 역사 선생님께서 지루할 수도 있는 역사를 재미
있고 쉽게 가르쳐 주셔서 역사에 대한 흥미가 생겼고, 선생님처럼 아이들에게 쉽고 재
미있게 역사를 가르치고 지도해주는 역사교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역
사교육과에 진학했고, 앞으로도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국·공립 및 사립
중·고등학교 교사

College of Education
Business Administration

진학
일반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Q 가장 관심 있는 분야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A 세계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과

경영대학
사범대학

재학생 인터뷰

학과(전공) 관련 추천도서
일반기업
문화재연구소 연구원, 학예
연구원, 박물관 교육전문가,
기록관리사, 역사학자, 고고
학자, 문화유산해설사, 통역
가이드, 언론계, 출판계, 학
원강사 등

역사,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까 (휴머니스트/전국역사교사모임)
청소년을 위한 한국사 (휴머니스트/백유선 지음)
청소년을 위한 세계사 - 서양 편 (휴머니스트/이강무 지음)
청소년을 위한 세계사 - 동양 편 (휴머니스트/우경윤 지음)

자랑스러운 동문
위동준(74학번) 북원여자고등학교 교장

김상태(86학번) 국립춘천박물관장

권오신(76학번) 강원대학교 사학과 교수

이상철(87학번) 강원도교육청 장학사

원정식(78학번) 강원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남상구(87학번) 국사편찬위원회

이 건(84학번) 강릉여자중학교 교감

정인식(98학번) 역사에듀 대표이사

최근 3년간 취업자
임부현 (07학번) SK플래닛

류정현 (08학번) 곤지암중학교 교사

양세현 (07학번) 태백교육청(교육공무원)

황은지 (08학번) 강릉 중앙고등학교 교사

이초희 (10학번) 원주교육문화관(공무원)

강석빈 (10학번) 속초 설악고등학교 교사

이런 학생이 오면 좋아요!
역사 전반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 학생
다양한 학문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와 안목을 가진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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