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학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비고

국어
Korean

Language

국어교육, 국어국문
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 학과)

국어교육론, 국어학 개론, 국문학 개론, 국어사, 국문

학사, 국어문법론, 소설론(또는 시론, 또는 희곡론, 또

는 수필론, 또는 의사소통론)

 

수학
Mathematics

수학교육, 수학, 전산
통계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수학교육론, 정수론, 복소해석학, 해석학, 선형대수, 

현대대수학, 미분기하학, 위상수학, 확률 및 통계, 이

산수학

 

물리
Physics

과학교육, 물리교육, 
물리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물리교육론, 역학, 전자기학, 양자물리, 열및통계물리, 

파동및광학, 전산물리, 현대물리학
 

화학
Chemistry

과학교육, 화학교육, 
화학 및 관련되는 학

부(전공·학과)

화학교육론, 물리화학및실험, 유기화학및실험, 무기화

학및실험, 분석화학및실험
 

생물
Biology

과학교육, 생물교육, 
생물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생물교육론, 세포생물학, 발생생물학, 생리학, 유전학, 

분류학, 생태학, 분자생물학, 형태학, 생화학, 미생물

학

 

일반사회
Social 
Studies

사회교육, 일반사회
교육 및 관련되는 학

부(전공·학과)

일반사회교육론, 정치와사회(또는 정치학), 경제와사

회(또는 경제학), 문화와사회(또는 문화인류학), 법과

사회(또는 법학), 사회과학방법론, 인간과사회(또는 사

회학)

 

역사
World 

&Korean 
History

역사교육, 역사학 및 
관련되는학부(전공· 

학과)

역사교육론, 역사학개론(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고대사(한국고대사, 동양고대사, 서양고대사),

중세사(한국중세사, 동양중세사, 서양중세사),

근대사(한국근대사, 동양근대사, 서양근대사),

현대사(한국현대사, 동양현대사, 서양현대사)

 

지리
Geography

지리교육, 지리학 및 
관련되는학부(전공· 

학과)

지리교육론, 자연지리학, 인문지리학, 도시지리학(또

는 촌락지리학), 경제지리학(또는 자원지리학),문화지

리학(또는 역사지리학), 지형학, 기후학, 환경지리학, 

한국지리, 세계지리(또는 지역지리), 지도학(또는 지리

정보론 및 원격탐사론, 또는 계량지리학), 인구지리학

(또는 정치지리학) 

 

교사자격종별 및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2005~2008학년도 입학자

□  교사자격종별 및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1. 중등학교 교사자격 중 보통교과 관련 표시과목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학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비고

체 육
Physical

Education

체육교육, 체육학, 무
용(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스포츠교육학, 체육원리, 체육사, 운동학습 및 심리, 

스포츠 사회학, 운동생리학, 운동역학, 운동실기, 체육

측정 평가, 보건론, 한국무용

음악
Music

음악교육, 음악 및 
관련되는학부
(전공·학과)

음악교육론, 서양음악 실기(또는 전공실기), 화성법, 

대위법, 시창청음, 국악개론, 국악실기, 작곡, 지휘, 한

국음악사, 서양음악사, 음악형식론, 장구반주법, 피아

노반주법

미술
Fine Arts

미술교육, 미술 및 
관련되는학부
(전공·학과)

미술교육론, 소묘, 소조, 디자인, 색채학, 수묵화(또는 

한국화 표현기법), 유화(또는 서양화 표현기법), 미술

학, 조소, 공예, 영상, 판화, 조형(또는 서예), 한국미

술사, 동양미술사, 서양미술사

영어
English

영어교육, 영어영문
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학과)

영어교육론, 영어학개론, 영문학개론, 영어문법, 영어

회화(또는 실용영어), 영어작문, 영어독해, 영어응용음

성학, 영미문화

 

중국어
Chinese

중국어교육, 중어중
문학 및 관련되는 학

부(전공·학과)

중국어교육론, 중국어학개론, 중국문학개론, 중국어문

법, 중국어회화, 중국어작문, 중급중국어, 고급중국어, 

중국현대문학강독, 한문강독

 

일본어
Japanese

일어교육,일어일문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

공·학과)

일본어교육론, 일본어학개론, 일본문학개론, 일본어문

법, 일본어회화, 일본어작문, 일본어강독, 일본문화
 

가정
Home

Economics

가정교육학 및 관련
되는 학부
(전공·학과)

(1) 가정과교육론,

(2) 영양학, 식품과 조리,

(3) 의복재료와 관리, 의복디자인과 구성,

(4) 주거와 실내디자인,

(5) 가정경영, 소비자학,

(6) 아동학, 가족학

(1)분야와 (2)～(6)
분야 중 각 분야
에서 1과목이상 
14학점이상 이수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학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비고

상업정보
Commercial 
Information

상업교육, 상경학 및 
관련되는학부(전공 ·

학과)

상업정보교육론, 회계원리, 회계이론, 경영학원론, 무

역영어, 무역실무, 전자계산개론(또는 프로그래밍), 

전자계산실무(또는 컴퓨터그래픽), 경영정보론(또는 

비서학개론), 상업경제, 마케팅관리론, 재무관리

2. 중등학교 교사자격 중 전문교과 관련 표시과목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학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비고

디자인·공예
Design &

Craft

디자인학, 공예학, 산
업공예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디자인·공예교육론, 기초 소묘, 기초 소조, 색채학, 그

래픽 디자인, 시각디자인, 영상 디자인, 공업 디자인, 

제품 디자인, 실내 디자인, 가구 디자인, 공간 디자

인, 디스플레이, 공예론, 금속공예, 목공예, 기초도자, 

장신구, 공예제도, 재료학, 공예실습 

자격종별
관련학과 

또는 학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비고

유치원 정교사
(2급)

유아교육학, 아동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

공·학과)

유아교육론, 유아교육과정, 영유아발달과교육, 유아

놀이지도, 유아관찰및실습, 유아언어교육, 유아사회

교육, 유아과학교육, 유아수학교육, 유아미술교육, 유

아음악교육, 유아동작교육, 부모교육, 유아교육기관

운영관리, 아동복지

영양교사
(2급)

영양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1)영양교육및상담실습

(2)생애주기영양학,영양판정및실습,식사용법및실습

(3)식품학,조리원리및실습

(4)단체급식및실습,식품위생학

(1)분야에서 1과
목,
(2)분야에서 2과
목 이상, (3),(4)
분야에서 각각 
1과목 이상 

3. 유치원 교사, 초등학교 교사, 그 밖의 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