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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회교육과는 미래의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중·고등학교의 사회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학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규
범 등 제반 사회현상을 과학적으로 탐구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식, 가치와 태도 그리고
기능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83년 3월에 신입생 36명으로 출발하여 2017년 2월 현재 55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여 강원도 및 타시도 사회과 교사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에는 청소년의 민주시민교육 이외에도 성인과 유아의 민주시민교육, 다문화교육, 교육행정 공공서비스
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사회 지도자적 자질 함양 프로그램 개발에도 관심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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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교육,
교육과정 및
교수법

공공경제학,
환경경제학,
재정학

시민교육,
법규범교육

사회문화교육,
교실수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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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별 교육과정
1

경제탐구1, 인간과 사회, 정치탐구, 경제탐구2, 시민교육실습1

2

사회교육연구방법, 시민생활과 법1, 정치과정과 시민참여, 일반사회교육론, 인간과 문화, 정치사상과 시민교
육, 헌법과 시민교육, 시민교육실습2

3

일반사회 교재연구 및 지도법, 경제사상과 시민교육, 시민생활과 법2, 민주정치와 시민교육, 일반사회 논리 및
논술, 세계경제와 시민교육, 다문화교육의 이론과 실제, 일반사회수업연구, 시민교육실습3

4

정치교육론, 법교육론, 사회문화교재연구 및 지도법, 한국사회와 시민교육, 한국경제와 시민교육

전학년

꿈-설계 상담

학과(전공) 관련 추천 웹사이트 주소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일반사회교육과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kangwon.ssedu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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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진로

공공기관
중·고등학교 교사,
교육청 장학사, 대학교수

회문제를 바라보는 힘을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사
회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자신만의 관점으로 사회 문
제를 바라보는 능력을 키우고자 노력중입니다.

Q 자신의 꿈이나 장래 희망은 무엇인가요?
A 제 꿈은 사회 선생님 특히, EBS 사회강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대학교에 진학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꿈이에요. 저는 집안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못해서 EBS를 보며 공
부에 많은 도움을 얻었어요. 많은 내공을 쌓은 뒤에 EBS에 진출하여 제 수업이 많은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제 꿈입니다.

College of Education
Business Administration

진학
교육대학원, 일반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

Q 가장 관심 있는 분야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A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고등학교 때 배우는 교과서 내용뿐만 아니라 사

경영대학
사범대학

재학생 인터뷰

학과(전공) 관련 추천도서
일반기업
학원 강사, 일반기업체

청소년을 위한 국부론(두리미디어/애덤 스미스)
시민정부론(다락원/존 로크)
페더랄리스트 페이퍼(한울/알랜산더 해밀턴, 제임스 메디슨, 존 제이)

자랑스러운 동문
박상준(87학번) 전주교육대학교 교수

박인옥(90학번) 강원대학교 교수

임흥수(87학번) 춘천교육지원청 장학사

최원철(06학번) (주)삼성화재

이정우(87학번) 김포 장기중학교 교장

김희선(09학번) 교육행정직

최근 3년간 취업자
원민지(12학번) 거진중학교 교사

김성환(09학번) 교육행정직

이승영(10학번) 통계청(국가직 지역인재 7급)

허미르(07학번) 한국교직원공제회

김승래(08학번) KT

이런 학생이 오면 좋아요!
중·고등학교 사회 선생님이 되고 싶은 사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현상 또는 문제에 관심이 있고,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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