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

Superstar College

직업진로내비게이터 융합전공 안내   

2018. 7.

교 육 혁 신 본 부

융합교육지원센터



- 1 -

직업진로내비게이터 융합전공

1. 전공소개

전 공 명
직업진로내비게이터 융합전공

학 위 명
직업진로내비게이터 학사

Career Navigator Bachelor of Career Navigator

주임교수 재활학과 신숙경 교수 연 락 처 220-4636 (천잠관 305호)

 

전공소개
사회적 취약계층 특히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개발과 직업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 양성 인증과정

인 재 상
전문역량을 갖춘 창의적 인재 
공동체 발전을 위해 봉사 실천하는 인재
학문적 유연한 사고를 가진 문이과 융복합적 인재

교육목적

현재 의료기술의 발전 및 건강증진의 향상 등으로 평균수명의 연장, 또한 저출산 현상으로 
인구 고령화문제와 경제 둔화로 인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실업률과 빈곤율 상승이 사회적 문
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사회적 취약계층 특히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개발과 직업
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여 이 인증과정을 개설하고자 함

교육내용

- 취약계층 직업재활과 경영분야의 융합 전문가 양성 교육
- 사회적 경제와 창업을 중심으로 한 이론과 실무적 사례 교육 
- 의사소통능력 개발을 위한 기기 및 활용 교육
- 직업진로 데이터 관리를 위한 실무적 활용 교육

졸업 후 

주요진로

- 지역사회 복지관 실무자
- 기업체 사회공헌팀 실무자
- 특수학교 전환교육 담당 교사 
- 직업진로 관련 연구직
- 직업진로 관련 대학원 진학

관련

자격증

- 장애인재활상담사
- 직업상담사

교육과정

(교과목)

직업진로 
내비게이터
융합전공

- 보완대체의사소통
- 직업재활과 경영

- 사회적경제와 창업
- 직업진로데이터관리

재활학과

- 장애인의이해
- 재활심리학
- 직업재활개론
- 장애의의료적이해

- 독립(자립)생활
- 재활프로그램개발
- 사례관리

중등특수교육과

- 장애인의이해
- 시각장애학생교육
- 지체장애교육
- 정신지체아교육

- 학습장애아교육
- 정서행동장애아교육
- 의사소통장애아교육

참여교수
재활학과 - 신숙경  - 신현욱

중등특수교육과 - 박은영  - 이옥인  - 홍재영  - 채수정  - 신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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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교수 현황
■ 교내 참여교수

소 속 성 명 연락처 연구 및 강의 분야 비 고

재활학과
신숙경 220-4636 재활학(직업재활) 재활학과학과장

신현욱 220-3257 특수교육 및 재활학 전라북도보조기구센터장

중등특수교육과

박은영 220-3186 교육학(특수교육학) 교육과정평가센터장

이옥인 220-3295 교육학(특수교육학)

홍재영 220-2851 교육학(특수교육학) 중등특수교육학과장

채수정 220-4665 특수교육학(의사소통장애)

신미경 220-2298 특수교육학(학습장애)

■ 교외 참여인력 (산업체, 연구소 등)

소속 성  명 직무 및 연구 분야 비고

장수노인장애인복지관 김  진 장애인복지 및 행정

전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임경수 사회적경제 및 창업  

3. 교육과정
■ 교육과정 이수

구분 총
이수학점

주전공
중복인정 
학점

융합전공
신설학점

①

참여전공
이수학점

②

기타 
이수학점
(①&②)

비고

복수전공 36학점 12학점 이내 12학점 이상 9학점 이상 3학점
- 전필  0학점
- 전선 36학점

부전공 21학점 6학점 이내 9학점 이상 3학점 이상 3학점
- 전필  0학점
- 전선 21학점

비 고
* 본 융합전공과 웰니스케어 융합전공 중복 신청 시, 주 전공 외 참여전공(타전공) 이수 

과목이 동일할 경우 학점 중복 인정 불가  

■ 교육과정 편성표

구 분
이수
구분

학수
번호

교과목명 학년 학기 학점(시간) K S A

직업진로 
내비게이터
융합전공

전선 15497 보완대체의사소통 2 1 3(3) 4 4 2

전선 15565 사회적경제와 창업 2 2 3(3) 4 4 2

전선 - 직업진로데이터관리 3 1 3(3) 2 6 2

전선 - 직업재활과 경영 3 2 3(3) 4 4 2

재활학과
전선 14659 장애인의이해 2 2 3(3) 4 2 4

전선 11832 재활심리학 1 1 3(3) 4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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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이수체계도

전선 13223 직업재활개론 1 1 3(3) 6 2 2

전선 12530 장애의의료적이해 1 2 3(3) 4 2 4

전선 14229 독립(자립)생활 2 1 3(3) 4 2 4

전선 14727 재활프로그램개발 3 2 3(3) 4 2 4

전선 12807 사례관리 3 2 3(3) 4 2 4

중등특수교육과

전선 14873 장애인의이해 1 1 3(3) 4 2 4

전선 15429 시각장애학생교육
(구, 시각장애아교육) 1 2 3(3) 4 3 3

전선 12871 지체장애교육 2 2 3(3) 4 4 2

전선 15430 지적장애학생교육
(구, 정신지체아교육) 1 2 3(3) 4 4 2

전선 12678 학습장애아교육 2 1 3(3) 4 4 2

전선 13088 정서행동장애아교육 3 1 3(3) 2 3 5

전선 12873 의사소통장애아교육 3 2 3(3) 2 3 5

합 계 68 57 55

※ 융합전공 교육과정의 이수구분(전필/전선)은 융합전공 복수‧부전공을 위한 이수구분이므로 각 
참여학과의 교과목 이수구분(전필/전선)과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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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과목 설명
■ 전공선택

구분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 / Descriptions

직업진로 
내비게이터
융합전공

보안대체 의사소통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구어 의사소통 시 장애로 인한 문제 뿐 
아니라 구어부족, 발음 부정확, 다양한 
신체 기관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의사
소통 문제들의 어려움을 겪는 장애아동 
및 성인들을 위한 보완대체의사소통 분
야의 최근 연구동향 및 실제 적용을 위
한 진단 및 평가, 다양한 교육 및 중재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보완대체 의사소
통의 개념과 유형, 참여모델에 입각한 
평가 및 중재, 서비스제공 과정을 자세
히 다룬다.

This class study recent research trends and 
practical applications in the field of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adults who 
suffer difficulties in communication problems. 
It also includes the diagnosis and evaluation, 
various education and intervention methods, 
concept and type of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evaluation and 
mediation based on participation model, and 
service provision process for them.

사회적경제와 창업 Social economy and entrepreneurship

본 교과목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사례를 학습하고, 학습자가 직접 비즈니
스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구체화하는 과
정을 통하여 창업실무 역량을 강화하도
록 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provide students 
with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social 
economy and learn how to create and shape 
business ideas.

직업재활과 경영 Vocational rehabilitation and management

본 교과목은 취학계층 특히, 노인과 장
애인을 대상으로 한 노동시장 및 고용동
향을 분석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직
업재활 기관과 배치 사례를 소개하며 경
영학적 세부 영역과 이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This course will analyze the labor market and 
employment trends for the elderly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perspective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and issues of business 
administration. 

직업진로 데이터 관리 Career data management

이 교과목은 빅데이터 기반 지능정보사
회 전반을 이해하고 진로와 직업에서 빅
데이터의 활용 실태를 파악하고 빅데이
터 활용 방안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
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빅데이터 개
념과 발전과정을 융합의 시각에서 배우
고 빅데이터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초 능력을 기른다. 

This course is aimed to understand the big 
data-based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in 
general, to understand the use of big data in 
career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and to 
examine how to use big data. Students will 
learn the concept of big data and 
development process us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from the point of 
view of convergence and develop basic ability 
to understand and utilize big data.

재활학과

장애인의 이해 Understanding for people with disavilities

장애의 개념 및 범주, 장애유형별 정의, 
원인, 특성 및 지도방법과 함께 장애인
과 관련된 시책 및 제도 등에 관한 기초

The class contains the disability regulations 
regulations as well as comprehensive 
information about people with diabilities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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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지식을 제공함으로서 장애인에 대
한 학문적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한다.

that students can enhance academic 
understanding in rehabilitation.

재활심리학 Rehabilitation Psychology

본 교과목은 한 개인 혹은 집단의 행동 
유형과 심리, 정신적 태도 등에 대한 학
문인 심리학의 기본 원리와 내용에 대해 
학습하며, 장애인재활과 심리학의 관계
에 대한 최근의 연구 성과 등에 대해 학
습한다.

This course is to know basically of the 
Psychology that is the scientific study of the 
mind, mental attitude and associated behaviour 
characteristic of a certain individual or group. 
This course also provides the recent 
investigations about the relations between 
psychology and rehabilitation.

직업재활개론 Introduction to Vocational Rehabilitation

이 과목은 직업재활의 기본적인 이론과 
실제는 물론 역사와 철학, 그리고 관련
정책에 대해 알고, 직업재활서비스과정
과 지역사회 자원과 기관에 대해 학습한
다.

This course addresses theory and practice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as well as the history, 
philosophy and legislative basis for the 
programs and profession. Also the process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s is discussed, 
along with the impact people with disabilities 
have upon the nation’s economy, and 
community resources and agencies are 
explored.

장애의의료적이해 Medical Aspects of Disability

장애의 의료적인 특성 및 진단과 평가에 
관한 이론 및 방법을 습득하여 직업재활
과정에서 장애인의 신체적, 심리적 측면
에 대해 보다 깊게 이해하고 최적의 직
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This course let student increase understand of 
medical aspects of disability by learning about 
theory and method of the diagnosis and 
evaluation for disability, Through 
understanding medical aspects of disability, 
students cultivate the capacit

독립(자립)생활 Independent Living Study

자립생활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기회
균등 및 자기 준중의 개념을 담고 있는 
철학이자 운동이다. 이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은 자립생활의 철학적 개념과 내
용 그리고 한국의 장애인 운동사 등 다
양한 자립생활 이슈를 다루게 된다.

Independent Living is philosophy and a 
movement of people with disabilities who 
work for self-determination, equal 
opportunities and self-respect. So this course 
provides information about its philosophy and 
the history of the movement in Korea to our 
students.

재활프로그램개발 Development of Rehabilitation Program

프로그램의 기획, 관리, 운영기술 및 평
가 등 프로그램 전 과정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다루며, 이론 및 사례 연구를 통
하여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의 프로그
램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방법을 연구하
며, 실습을 통하여 프로그램 계획, 설계, 
편성, 실행, 관리, 평가를 수행할 수 있
는 기술을 습득한다.

This course provide the theory and practice 
about the hole process such as plan, 
management, operation skill of program. 
Through research about theory and case, 
students learn about the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programs. Also students gain the 
skill to plan, construct, operation, management 
and evaluation of program by practic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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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 Case Management

직업재활과정에서 내담자 개별 사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학습하여 
내담자 상담, 정보수집, 평가, 재활프로
그램 계획 및 운영, 직업배치 등의 서비
스를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능력
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The object of this course is to obtain the 
capacity on the effective management such as 
counseling, collection of information, 
evaluation, plane and operation of 
rehabilitation programs through learning about 
the method on manage effectively individual 
client cases in vocational rehabilitation 
process. 

중등특수교
육과

장애인의 이해 Understanding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장애의 개념 및 범주, 장애유형별 정
의·원인·특성 및 지도방법과 함께 장
애인과 관련된 시책 및 제도 등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을 제공함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학문적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한다.

The class contains the disability regulations as 
well as comprehensive information about 
people with disabilities so that students can 
enhance academic understanding in 
rehabilitation

시각장애학생교육 Education for Children with Visual Impairments

시각장애교육 전반에 대하여 학습한다. 
시각손상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시각손상의 원인과 예방, 시각장애 관련 
여러 정의들, 시각장애 교육의 발전과 
역사, 시각장애교육 전달체계, 시각손상
학습자 사정, 시각장애 영유아 및 중복
장애아 교육, 그리고 시각장애 관련 진
로교육과 특수교육재활공학 등의 주제를 
학습한다

Students learn about education for children 
visual impairments generally. Students have 
the knowledge how the visual impairment 
affect on the child development, cause and 
prevention of visual impairment, variety 
definition related visual impairment, 
development, history service delivery system 
of education for children with visual 
impairments, assessment of students with 
visual impairments, education of infant with 
visual impairment and multiple disabilities, 
career education related visual impairment and 
assistive technology.

지체장애교육
Education for Children with Physical 
Disabilities

지체장애의 개념과 특성, 진단 및 평가, 
교수전략 수립, 효율적인 교슈방법 등을 
습득하여 지체장애의 교육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This course provide an instruction on the 
concept, characteristic, diagnosis and 
evaluation, plane of instruction strategy and 
efficiency instruction method for people with 
physical disability. This instruction is the 
opportunity for management of education for 
people with physical disabilities.

지적장애학생교육
Education for Children with Mental 
Retardation

정신지체아의 유형 및 특성을 이해하고 
정확한 진단과 평가를 할 수 있으며, 개
별화된 교육프로그램 작성을 위한 기본
지식과 기술을 탐색한다. 

This course provides a knowledge about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children with 
mental retardation. Students receive the 
training for diagnosis and evaluation of mental 
retardation and making out the individua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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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plan.

학습장애아교육
Education for Children with Learning 
Disabilities

학습장애아동의 정의와 원인 및 특성을 
이해하고 학습장애아동을 위한 적절한 
교수이론을 습득한다.

The object of this course is to understand on 
the definition, cause and characteristics about 
children with learning disabilities and to learn 
about the appropriate teaching theory for 
children with learning disabilities. 

정서행동장애아교육
Education for Children with Emotional or 
Behavioral Disorders

정서·행동장애아의 학습상 특성과 심리
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적절한 최
근의 교육적 원리를 탐색한다.

Students understand on the characteristics of 
learning and psychology of children with 
emotional or behavioral disorders and search 
the appropriate recent principle of education.

의사소통장애아교육
Education for Parent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언어발달과 발성-발어기관의 원리를 탐
색하고, 의사소통장애학생의 언어적 특
성을 이해하고 의사소통장애 학생의 특
성을 고려한 교수-학습방법을 습득하여 
교육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The object of this course is to explore the 
principles of language development and 
speech organs and understand language 
characteristics of students with communication 
disorder and acquire the teaching-learning 
method to be considered the characteristics of 
students with communication disorder. And 
students can apply these in education fiel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