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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학 연계전공

   □ 교육과정 편성

      (1) 이수기준    

구분 학번
총 

이수학점

주전공
중복인정 
학점

참여전공
이수학점

비고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복수
전공

2013학번 이전 36학점 이상 15학점 이내 21학점이상 2013학번 이전 15 21

2014학번 이후 51학점 이상 21학점 이내 30학점 이상
2014~2016학번 21 30

2017학번 이후 39 12

 

   □ 교육과정 이수기준 표(2013학번 이전)

전 공 명

보육학 연계전공

학 위 명

보육학사

Child Care & Education
Bachelor of Child Care & Education 
Teacher's License 

주임교수 가정교육과  임양미 교수 연 락 처 220-2338 (교수연구동 212호)

 

전공소개

- 보육학은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영유아보육법시행령 21호 8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보육교
사 2급 자격자 양성교육을 제공한다.  

- 2학년 과정은 기초과목, 3학년 과정은 전공 핵심과목, 4학년 과정은 보육실습으로 점차 심화시켜가는 교육
과정으로 구성된다.

인 재 상
- 인간 대상 서비스에서 요구되는 사회적 윤리성

- 종합적 응용능력 및 실무능력을 바탕으로 한 전문성

교육목적
- 가중되는 취업률을 개선하고 학생들에게 제2의 커리어를 갖추게 함으로써 취업 경쟁력과 학과 경쟁력을 개

선시키며, 또한 신입생 충원율 등 제반지표를 개선

교육내용
1. 14 ~ 16학번: 보육필수, 발달 및 지도, 영유아교육, 건강, 영양 및 안전,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보육실습

2. 17학번 이후: 교사인성, 보육지식과 기술, 보육실무

졸업 후 

주요진로
- 어린이집 교사 - 어린이집 원장

관련

자격증

- 보육교사 2급  - 보육교사 1급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업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이 정하는 승급
교육을 받은 사람)

영 역 교 과 목(중앙정부) 이 수 과 목

보육기초 아동복지(론), 보육학개론, 아동발달(론), 보육과정 4과목 (12학점) 필수

발달 및 지도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아동생활지도, 아동상
담(론), 특수아동지도

1과목 (3학점) 이상 선택

영유아교육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문학, 아동음악과동작, 아동미술, 아동수·과학
지도, 영유아프로그램개발과평가, 영유아교수방법(론) 

3과목 (9학점) 이상 선택

건강, 영양 및 안전 아동건강교육, 아동간호학, 아동안전관리, 아동영양학, 정신건강(론) 2과목 (6학점) 이상 선택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등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보육정책
(론), 어린이집운영과관리, 보육교사(론), 자원봉사(론)

1과목 (3학점) 이상 선택

보육실습 보육실습 1과목 (3학점) 필수

전체 12과목 (36학점) 이상



   □ 교육과정 이수기준 표(2014학번~2016학번)

   □ 교육과정 이수기준 표(2017학번 이후)

    

    (2) 교육과정 편성표 

영 역 교 과 목(중앙정부) 이 수 과 목

보육필수 아동복지(론), 보육학개론, 영아발달, 유아발달, 보육교사론, 보육과정 6과목 (18학점) 필수

발달 및 지도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아동생활지도, 아동상담
(론), 특수아동이해, 장애아지도

1과목 (3학점)이상 선택

영유아교육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문학, 아동음악,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
학지도, 아동과학지도, 영유아프로그램개발과평가, 영유아 교수방법
(론)

6과목 (18과목)이상 선택

건강, 영양 및 안전 아동건강교육, 아동간호학, 아동안전관리, 아동영양학, 정신건강(론) 2과목 (6학점)이상 선택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등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보육정책
(론), 어린이집운영과 관리

1과목 (3학점)이상 선택

보육실습 보육실습 1과목 (3학점) 필수

전체 17과목 (51학점) 이상

영 역 교 과 목(중앙정부) 이 수 과 목

교사인성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2과목 (6학점) 필수

보육지식과 기술(필수)
보육학개론, 보육과정, 영유아발달, 영유아교수방법론, 놀이지도, 언어
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
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9과목 (27학점)) 필수 

보육지식과 기술(선택)

아동건강교육, 영유아 사회정서지도, 아동문학교육,  아동상담론, 장
애아 지도, 특수아동이해, 어린이집 운영 관리, 영유아 보육프로그
램 개발과 평가, 보육정책론, 정신건강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
동간호학, 아동영양학,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
회복지론 

4과목 (12학점) 이상 선택

보육실무 아동관찰및행동연구, 보육실습 2과목 (6학점) 필수

전체 17과목 (51학점) 이상

구 분
이수구분
(2014-

2016학번)

이수구분
(2017학번)

학수
번호

교과목명 학년 학기
학점
(시간)

담당교수

보육학 연계전공
전선 전필 12611 언어지도 4 2 3(3) 이은미

전선 전필 15605 아동과학지도 2 2 3(3) 이은미

가정교육과

전필 전필 13068 보육학개론 1 2 3(3) 임양미

전필 전필 15656 아동관찰및행동연구 2 2 3(3) 임양미

전선 전선 09808 부모교육론 3 2 3(3) 임양미

사회복지학과 전선 전선 06750 인간행동과사회환경 1 2 3(3) 정수경

상담심리학과 전선 전필 14173 영유아교수방법론 2 2 3(3) 미정

작업치료학과 전선 전선 14725 정신건강론 2 2 3(3) 미정

재활학과
전선 전필 15733 아동안전관리 2 2 3(3) 신숙경

전선 전선 11835 정신건강론 3 2 3(3) 신현욱

예술심리치료학과 전선 전필 12693 놀이지도 3 2 3(3) 최지혜

합계 33



※ 교육과정 편성표의 이수구분은 보육학 연계전공 졸업을 위한 이수구분(전필: 필수, 전선: 선택)으로, 학생의 소속학과의 

이수구분하고 다를 수 있음(2014-2016학번, 2017학번 이수구분이 다르므로 각각 제시함)

※ 2017학번부터 ‘영유아발달’ 이수가 원칙이나, ‘영아발달’과 ‘유아발달’을 모두 이수한 경우에 한해서  

‘영유아발달’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며, 6학점이 아닌 3학점으로 인정됨(학생의 소속학과 졸업사정 시에는 

6학점으로 인정)

※ 영유아발달(전필) 과목의 경우 가정교육과와 작업치료학과에서 개설된 과목이 동일과목이므로 이 중 1과목만 이수 

※ 보육학 연계전공 과목수강은 참여학과 학생이 우선이며 비참여학과 학생이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관학과 

주임교수님과 상담 후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