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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 진로분야 | 취업 | 교육환경 | 제도 | 등록금 | 전공아르바이트

자녀의 진로상담

수험생 입학 및 전형상담

예비 유아교사를 위한 유아교육과OK상담센터

1. 모집일정

모집 접수기간 제출서류 마감 합격자발표 예치금납부 등록금납부
추가합격자
발표 및 등록

수시 1차 09.04(수)~09.30(월) 10.01(화) 10.25(금) 12.9(월)~
12.11(수) 2014. 2.4(화)~ 2.6(목)

12.12(목)~12.18(수) 21:00까지

수시 2차 10.28(월)~11.18(월) 11.19(화) 12.06(금)

정시 1차 12.23(월)~01.13(월) 01.14(화) 01.28(화) 2.6(목) - 02.19(수)

정시 2차 01.14(화)~02.17(월) 02.18(화) 02.20(목) 2.21(금) 2.21(금)~2.28(금)

※ 우리 대학은 수시 지원 6회 제한에 해당되지 않음 

스쿨 전공 입학
정원

수시1 수시2 정시1 정시2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
일반 특별 농어촌 기초 대졸자 일반 특별 일반 특별 재직자 외국인 일반

유아교육과 96 40 10 4 2 1 32 8 3 2 1 1 1

2. 모집인원 

2014 모집요강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청강가창로 389-94 청강문화산업대학교 www.ck.ac.kr
유아교육과 child.ck.ac.kr



➊ 현재관(1관) ➋ 현재관(2관) ➌ 현재관(3관) ➍ 정 문 ➎ 통학버스 승차장 

➏ 대운동장    ➐ 청현뜰 ➑ 인간사랑관 ➒ 뮤지컬하우스 ➓ 청강학사(여학생기숙사)  

 에듀플렉스(체육관)    청강홀(대학본부/만화역사박물관/청강역사관 비춤)  문화사랑관  어울림관

 전통가마  공작소   창작마을(CCRC) / 비전학사(남학생기숙사)  아람관(청강모바일아카데미)  

친환경 캠퍼스

청강문화산업대학교는 학교 설립 터 위에 자리잡았던 참나무들을 그대로 살려내 조성한 친환경캠퍼스입니다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금연캠퍼스로 운영되며 다람쥐, 딱다구리와  함께  캠퍼스를 둘러싼 건지산으로 통하는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남과 다른 생각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한발 앞선 행동이 미래를 앞당깁니다.

색다른 꿈을 꾸는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의 젊은 에너지가 세상을 더욱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스쿨버스 운행지역 및 소요시간

학업 편의를 위해 다양한 노선의 통학버스를 운영합니다. 시간, 승차장, 대중교통편은 홈페이지-교통안내를 참고하시면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색다르게 꿈꾸다

서울권 구리/광주권 안산권 용인권

천호역 광주 안산중앙역 동백

잠실역 곤지암 상록수역 용인

양재역 하남 양지

하계 구리 성남모란역

영등포 미금

신도림 죽전

수지

이천/여주권 수원권 평택/안성권 인천권

오천 신갈 죽산 인천

덕평 영통 백암 부천

여주 수원역 안성 송내

부발 평택 안양

이천 평촌

고천

소요시간

30분 이내

40분 이내

50분 이내

60분 이내

70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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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강문화산업대학교는 1996년 설립된 대한민국 최초의 문화산업특성화 대학교로 미래 핵심산업인 문화산업분야의 인재를 육

성하고, 대한민국 문화산업을 선도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진 대학교입니다.

청강문화산업대학교는 미래를 예측하고 기꺼이 변화를 주도하는 능동성을 갖추고 있으며 산업현장과의 단단한 연계를 통해 전

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최신 트렌드와 기본을 모두 만족하는 콘텐츠, 푸드, 패션, 뮤지컬, 모바일 5개의 스쿨과 유아

교육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이 현장이고 현장이 교육이 되는 융합형 교육을 실시하는 청강은 재학생들이 미래를 향해 화

려하게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건학이념

자연사랑 문화사랑

인간사랑

성과 및 실적

문화산업계에서 인정받는, 교육 역량이 우수한 상위권 대학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획득 (유효기간 : 2013.1.25~2018.1.24)

•5년 연속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선정 (교육과학기술부. 2008~2012)

   문화산업계열 대학 유일, 2010-2012년 연속 사업결과 ‘우수’ 선정

•산업체경력없는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인가 (공연예술학과 40명, 만화애니게임학과 90명)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 교육기관” 선정 (노동부. 2008~2014)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육성사업 LINC” 선정 (교육과학기술부. 2012~2016)

•3년 연속 “청년취업아카데미” 선정 (노동부. 2011~2013) / 수도권 전문대학 유일

•7년 연속 “글로벌 현장학습사업” 선정 (교육과학기술부. 2007~2013)

•8년 연속 “산학연협력지원사업” 선정 (중소기업청. 2005~2012) / 8년간 53개 과제

•“중소기업 기술사관 육성사업” 선정 (중소기업청. 2009~2013)

•인재개발 우수기관(Best-HRD) 인증 (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 2010~2013)

•“학교기업지원사업 - 학교기업 CCRC” 선정 (교육과학기술부. 2009~2015)

•2년연속 창업교육 패키지사업 주관대학 선정 (중소기업청. 2011~2012)

•콘텐츠 융합형교육 프로그램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2012) / 전문대학 유일

해외취업 및 인턴십을 위한 에듀테이너형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를 향한 여러분의 꿈을 지원합니다.

내 일(Job)을 찾기 위한 청강인의 내일을 지원합니다. 구직 학생의 적성과 소질 개발 프로그램 및 지속 발전 가능한 업종 및 

직종 선택을 위한 가이드 등 전공 특성에 맞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년 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울림관에 위치한 어울목에는 PC방, 당구장, 다트장, 탁구장 등을 운영하고 복사, 인쇄, 제본 등을 할 수 있는 MBE와 수업

에 필요한 각종 문구와 교재를 판매하는 문구점 등이 있습니다. 또한 저렴하고 질 좋은 커피, 음료, 쿠키, 케익, 브런치 등을 

제공하는 ‘카페 몽가’를 운영합니다.

학생서비스센터에서는 장학 및 학자금대출, 제증명발급, 체육용품대여, 학생자치활동 지도 및 지원, 학생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

보건실에서는 체육 활동 중 부상 처치, 체성분 분석, 혈액검사, 금연/금주 프로그램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아성장센터, 취업정보센터,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정신적 성장과 인격적 성숙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직업심리검사, 적성

검사, 취업상담, 창업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국제교류 프로그램 

취업 지원 프로그램 

학생을 위한 종합 복지시설 및 프로그램

※ 자매결연현황

글로벌 현장실습 | 프로젝트실무와 현 지적응교육을 통해 자기주도적 경력 및 진로설계 지원프로그램

이천 영어마을 캠프 | 방학 기간을 활용한 합숙형 영어집중교육 프로그램

글로벌 엘리트 클래스 | 해외 취업 및 외국어 능력향상을 위한 인텐시브 글로벌 프로그램

TOEIC Speaking 대비반 | 학생 외국어 역량강화를 위한 자격증 대비반 운영

직장체험 프로그램 | 진로 탐색과 경력 형성 기회를 제공하여 노동 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 지원   

청년 취업 아카데미 |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학교 교육과 취업 현실간의 차이를 좁혀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

입사서류클리닉 | 취업 준비생이 작성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의 입사 서류를 수정, 보완하는 서비스

CK 취업 성공 프로그램 | 여타의 이유로 취업 의지가 부족한 학생들에게 취업 의지를 갖추게 하는 교양 선택 과목

취업 상담 | 진로와 취업에 대한 고민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집중 상담 지원

취업정보센터 Site운영 | 취업정보센터에서 진행되는 각종 프로그램과 취업 정보를 확인

졸업생 취업통계 | 기 졸업자의 취업 통계를 분석하여 졸업 예정자 취업 지원을 위한 자료로 활용

기관명 국가 특징 및 관련분야 

E.E.S.A 프랑스 프랑스 유일의 2년제 애니메이션 특수효과 전문학교

상해 예술종합학교 중국
상해 정부와 문화부 산하의 예술 공립대학으로 중국내 광고, 연극, 영화, 대중매체, 무용, 무대미술 관
련 많은 전문가를 배출하고 있음

만화애니메이션 전문학교 일본
NSG그룹 산하의 전문학교로 CG애니메이션, 디지털영상, 게임크리에이터 분야는 현직 최고 전문가를 
강사진으로 구성하고 있음

Neusoft 대학 중국
중국동북대학과 소프트웨어 기업인 Neusoft그룹이 공동 설립한 대학으로 IT계열, 경영, 예술계열이 특
화되어 있음

L’Avenir 국제 K.H College 일본
푸드코디네이터 코스, 플라워디자인 코스등 푸드스타일리스트 전문 양성 교육기관으로 본교 푸드스타
일리스트전공 졸업 후 편입 가능(수업료 감면 혜택)

문화학원대학
문화복장학원

일본 세계 5대 패션학교로 실무 위주의 수업이 핵심 강점

개교년도 1996년

건학이념  자연사랑, 인간사랑, 문화사랑

비     젼  문화산업의 발전을 선도하는 대표 최고 대학 Only One, Only the Best

미     션    잘 가르쳐서, 인성과 창의력을 갖춘 우수한 문화산업계 인재로 

 양성하여 개인의 꿈을 실현시키고 사회에 기여하도록 한다

학 생 수 3,562명 (2013년 4월 기준)

구     분 5개 스쿨, 15개 전공, 1개 학과, 2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     제 2년제, 3년제, 4년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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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발인원

각 실에는 개인별 책상, 침대, 옷장, 스탠드, 책장이 제공되며 교내 통화가 가능한 인터폰이 설치되어있습니다.

층별로 라운지, 샤워실, 세탁실, 주방, 세미나실, 휴게실, 전망 테라스등 쾌적한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이외 다수의 장학제도가 있으니 상세내용은 대학홈페이지 [대학생활]-[장학제도]를 참조 하십시오.

※ 교외장학은 지원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아성장센터에서는 기숙사 생활동안 좋은 습관을 바탕으로 삶의 가치를 높일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성취도에 

따라 기숙사비 면제, 장학금 혜택등을 부여합니다. (프로그램은 매학기별 변경)

2. 좋은습관 프로그램&서비스

프로그램분야 프로그램 및 강좌 (학기별 강좌교체)

능력신장 영상강좌, 독서장려프로그램, 영어동아리. 멘토프로그램, 인성특강

헬스케어 워킹, 축구 및 농구등 구기종목 강좌

인성 및 종교 선행 바이러스카드, 봉사활동 프로그램

구분 수용인원(명)
금액(한학기분)

형태 연락처 팩스
사용료 식사비(선택) 합계

청강학사(여자기숙사) 366

330,000

410,000(100%) 740,000

4인 1실

031-639-5766

031-639-5727
319,200(70%) 649,200

비젼학사(남자기숙사) 264
410,000(100%) 576,000

031-639-5739
미선택 330,000

가. 신청방법 : 원서작성시 신청

나. 선발방법 : 통학거리 (70%) + 입학성적 (30%)
다.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소년·소녀가장은 선발시 가산점 부여하며 지체장애자 우선선발

라. 기숙사 추가모집은 기숙사홈페이지 참조 (12월 중순 / 2월 초순)

학생들의 학업 안정화를 위해 세세하게 계층화된 장학시스템을 바탕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재원을 마련하여 성적, 특기, 경제적 형편, 소득등 다양한 자격기준에 따라 누구나 장학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합니다. 그 결과, 전년도는 약 64억원이 학생들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기숙사

1. 교내장학금

2. 교외장학금

장학금 종류 지급대상 장학금액 

신입생 성적우수장학

전체수석 학년 등록금 감면

전화 : 031-639-5724~5
팩스 : 031-637-9696

전체차석 학기 등록금 감면

전공수석 학기 수업료 감면

전공차석 학기 150만원 지급

재학생 성적우수장학

전공수석 학기 등록금 감면

전공차석 학기 등록금 70% 감면

전공차차석 학기 등록금 50% 감면

전공성적우수 스쿨별 장학기준에 의해 차등지급

성적향상자 성적오름 정도에 따라 차등지급

스쿨집행장학 스쿨내 우수활동 각 스쿨규정에 의해 차등지급

근로장학 특정부서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학생 시급 6,000원

형제자매장학 형재자매가 동시에 재학중인 경우 개인별 50만원

공로장학 학생회 간부 직책별 차등지급

교직원가족장학 재직자의 자녀 및 배우자 학비감면 혜택

보훈장학 보훈대장자 및 자녀 본인 등록금 전액, 자녀 50%감면

외국학생장학 외국인 입학자 학기 등록금 30% 감면

전공심화과정장학 전공심화과정생 학기 등록금 30% 감면

장애학생 및 다문화가정장학 장애 및 다문화가정 학생 학기 등록금 30% 감면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동문장학 산학협력장학금 유니베라UP장학금 농어촌희망재단 전문대우수학생장학금

제천소방서 형애장학 스쿨유치장학금 쌍용곰두리장학 ㈜동방 삼원장학재단

이천시민장학 교수장학금 기업(관)장학금 속초소방서 서울국제장학재단 국제로타리장학

국제로타리장학 장애학생도우미장학 과천시애향장학회 하나은행장학 우리식품제조협인협회 케이플러스

KT경기남장학금 본솔김종한장학 철원소방서

3. 학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을 이용하시면 농어촌자녀학자금(무이자), 취업후상환학자금(연2.9%), 일반상환학자금(연2.9%)등 저리의 다양한 

학자금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 1666-5114(www.kosaf.go.kr)

정보관 http://library.ck.ac.kr

정보관은 8만권 도서를 소장하고 있는 자료열람실, 300여종의 정기간행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정기간행물

실, 학생의 독서와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북카페, 영상물 관람을 위한 멀티미디어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U-library 추세에 맞게 전자책, 전자잡지, 어학강좌를 포함한 다양한 웹 콘텐츠를 구입하고 있으며, 앱으

로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만화역사박물관 http://museum.ck.ac.kr

청강만화역사박물관은 잊혀지고 버려졌던 만화자료들을 근대 문화유산으로써, 수집, 보존(Archive)하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학예, 연구(Research)시스템을 구축하여, 여러 전시를 통해 만화교육, 문화교육

을 목표로 2002년 개관하였습니다. 1종 전문 박물관으로서 20,000여점의 한국만화 유물을 보유하고 잃

어버린 한국만화의 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만화영상도서관 http://library.ck.ac.kr

1998년 국내 최초로 개관한 만화영상도서관은 만화•애니메이션•게임 분야에 요구되는 교육시설의 전문화, 특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체계적인 만화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바탕으로 만화책, 만화 관련 참고서, 해외 전문서적 등을 교내구성원 및 외

부 이용자에게 무료로 개방합니다. 

청강창조센터CCRC http://ccrc.ck.ac.kr

CCRC(Chungkang Creative Research Center)는 국내 최대 규모의 시설과 최첨단 장비를 갖추고 550여명의 교수, 연구

원 및 재학생들이 외부 전문가와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3개 스튜디오(만화, 애니메이션, 게임)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CCRC는 

다양한 산학협력을 통해 애니메이션, 입체영상, 모바일 게임, 체감형 게임, 모바일 만화 등의 상용화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경기게임상용화지원센터 (GTOS)

중소 게임 개발사가 “보다 가치있는 게임”, “보다 재미있는 게임”, “보다 안전한 게임”을 만들 수 있도록 경기도 최대 게임QA 전문

센터를 2009년도에 설립하였으며, 테스트 지원 외에 게임QA 세미나 개최, 게임성 평가항목 연구 및 게임 테스트 표준 모델 개발 

등 게임 QA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건실

보건실에서는 학생 건강 관리를 위해 일상 생활 중 상처치료, 혈압, 혈당, 빈혈 측정, 적외선 요법 치료, 

안정실 운영, 건강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건강 습관 프로그램으로 비타민데이, 장건강의 날, 건강체

크의 날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카페 몽가

카페 몽가는 단순히 휴게 공간 기능만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내에서 외식업체와 똑같은 환경으로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구

성되어 있습니다. 푸드 스쿨의 OJT 수업의 일환으로, 조리수업을 통해 나온 결과물을 판매함으로써 학생들에게는 현장 실습의 기

회를, 교내 학생과 교직원들에게는 친절한 서비스와 다양한 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 안내



유아교사란 무엇인가요?

아주 특별한 교육과정과 핵심가치 

      교육과정의 특징과 프로그램 

1
2
3
4

5
6

Best
Care

Best
Education

Best
Relationship

3B 
Teacher

3년제 학과로서 심화된 통합교육

각 교과목에서 배운 내용들을 주제와 상황에 맞게 적절히 통합하여 활용할 수 있는 능력 향상

   

영아교육과 유아교육의 연계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되면서 영ㆍ유아교육을 함께 실행할 수 있는 보육, 유아교육 프로그램 강화 

탄탄한 실습 교육

학교현장실습(유치원 실습), 보육실습을 각 4주간씩 밀도있고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현장감각을 

익히고 유아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 향상 

3B를 실천하기 위한 인성교육 강조

3B Teacher 양성을 위해 3년간 자기인식, 자존감 향상 취업준비 중심의 체계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악기 연주능력 향상

피아노 및 국악 교육을 커리큘럼에 포함하여 유아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도 

문화적 자질 및 교양강화

생각의 폭을 넓히고 인간적 소양을 함양하기 위하여 교양교육 및  봉사활동 실시

· 신입생 중도탈락방지 프로그램 실시 : 1일 출결 관리

· 시스터(sister) 활동을 통한 선·후배 간 결속 도모 

· 학생 자치 활동 활성화 : 자치 활동비 결산 공개보고, 행사 사전 예약제, 학생회 활동 평가 보고회 등

· 비쥬(종이접기), 빨간 모자(동화 구연)등 전공동아리 활동과 자격증 취득과의 연계

· 학생 상담 : 년 2회 정기 상담 외 실습 전, 후 상담, 취업 상담 등 

아이들이 엄마 품을 벗어나 제일 처음 만나는 선생님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선생님입니다. 행복한 아이

가 행복한 어른이 되듯이 어린이가 어린이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랑과 지혜, 따듯함으로 교육하고 돌보

아 주는 유아교사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직업입니다. 

우리대학 교육과정의 핵심 목표는 3B Teacher (Best Education, Best Care, Best Relationship)를 

실천하는 교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유아교육론, 유아발달, 유아교육과정, 보육과정 등의 전공 이론, 아동

미술, 아동동작 등의 실기와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실습을 통해 교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섬세한 교육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인성, 감성, 지성을 함양하는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유아교육과는 92.9%의 취업률을 달성하였습니다. 92.9%

훌륭한 교사는 “어린이를 사랑할 줄 아는 교사입니다”

EARLY CHILDHOOD 
EDUCATION 

CHUNGKANG COLLEGE 
OF CULTURAL INDUSTRIES

EARLY CHILDHOOD 
EDUCATION 

CHUNGKANG COLLEGE 
OF CULTURAL INDUSTRIES

전공관련 문화적 소양과 감각향상을 위해 매학기별 다양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에 대한 자신감과 학업의지를 갖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장감각을 익히고 유아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 향상하기 위해 227개의 유치원, 

어린이집과 산학협정을 체결하여 현장실습과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유치원 정교사 2급(교육부) : 97.5% 취득        · 보육교사 2급(보건복지부) : 100% 취득

국가적으로 인구감소기에 대비하여 여성근로자 확대를 위해 정부에서는 유아의 무상교육, 저소득층  

유아의 교육비 지원, 종일반 운영지원 정책등을 단계적으로 추진중입니다. 따라서 분야별 유치원교사의 

인력수요가 높습니다.   

평균임금 1,885만원, 일자리 23% 증가예상 (Worknet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전망)

목  표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유아교육전문가를 꿈꾼다

      유아교육관련 취득자격증 
우리대학은 학기별로 구성된 교육과정만으로도 국가기술자격증 및 민간공인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진로설계 로드맵 

입학후 입체적인 취업/진로상담을 통해 개인의 능력과 적성을 바탕으로 취업과 진로를 함께 고민합니다.  

기 관 운영기관 내용

아미어린이집 유아교육과 전국 최초 24시간 3교대 어린이집

이천시 보육정보센터 유아교육과 보육정보 제공, 보육시설 조력,  보육문화 사업 수행

취 업 사립 유치원 교사 공립 유치원 교사 유아교육 관련 회사 국공립/사립 어린이집 교사  

취업후 

·정교사

·원감/ 원장

·유치원 운영

·정교사

·원감/ 원장

·장학사  

·영유아 관련 잡지 기자

· 유아교육, 보육기관  

운영 컨설팅

·유아 대상 방송작가

·정교사

·원감/ 원장

·어린이집 운영

·유아발달

·유아교육론

·유아언어교육

·피아노 반주법 등

·교육학개론 

·교육평가

·교육심리 등

·영아발달 

·보육학개론

·아동미술 등 

유치원 교사
보육교사  

전공 관련 과목 교직 관련 과목

2013년 신규 협정체결 유치원 및 어린이집

유정유치원 행복유치원 아미어린이집

도곡렉슬유치원 예그랑유치원 군포시립금정동어린이집

새롬어린이집 광주성모유치원 연세유치원

성체유치원 이천유치원 그외 18곳

국가공인자격증 민간자격증

유치원 정교사 2급(교육부) 동화구연지도사

보육교사 2급(보건복지부) 아동국악지도사

유아체육레크레이션지도사

종이접기지도사

응급처치사 수료

산학협정체결기관 : 국공립, 사립 227개관

국공립 어린이집, 정보센터 운영

      졸업후 진로

      산학협력 기관

      유치원교사 취업 전망 및 연봉수준

기초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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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유아교육과정

· 놀이지도

· 유아과학교육

· 유아수학교육

· 전통유아교육 등

·교육사회

·특수아동의 이해

·교육방법 및 교육 공학 등

·아동복지

·아동간호학

·보육과정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등

· 사립 유치원 교사 

· 공립 유치원 교사(임용고시)

· 국공립/사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 영유아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 부모교육

·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등

· 학교현장실습 

· 교직실무

· 교육봉사 Ⅰ,Ⅱ 등

· 보육실습  

· 아동생활지도 등

·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 ·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심화과정 

적용과정 

취득 
자격증 

취 업  

취업후   
· 정교사

· 원감/ 원장

· 유치원 운영 / 장학사

·정교사

· 원감/ 원장

· 어린이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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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가르치나요?

학생을 사랑할 줄 알며 인성, 감성, 지성이 충만한 교수님이 

여러분의 마지막 선생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유아교육과 이런 점이 궁금하셨죠?

진로설계에 있어 중요한 내용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상담/문의사항은 뒷표지에 안내된 분야별 상담연락처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A

• 중앙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과 (문학박사)

• (전) 송원 유치원 교사

• (현) 국공립 아미어린이집 자문교수

• 저서 -   유아교육과정(공저). 교육과학사

                유아과학교육(공저). 문음사

• 중앙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박사)

• (현) 한국변형영유아교육학회 공동대표

• (현) HRD 센터장

유대근김영주 

• 중앙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과 (문학박사)

• (전) 중앙대학교 부속유치원 교사

• (현) 평생교육원 원장

• 저서- 나뭇잎 수학놀이. 창지사

             영유아 놀이지도. 양서원

• 중앙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과 (문학박사) 

• (전) 파랑새 유치원 교사

• (현) 이천시 보육정보센터 운영교수

• 저서- 교직실무. 파란마음/ 유아교사론. 정민사 

황정숙이명순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 박사)

• (전) 서울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 연구원 

• 저서- 교육학 개론. 동문사(출판예정)

              유아컴퓨터교육. 동문사(출판예정)

• RHODE ISLAND OF DESIGN, 

    TEXTILE DESIGN (미술학사)

•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산업공예학과

    (미술석사)

• (전) 경방상사 소재디자인팀 팀장

• 저서- 보육교사를 위한 에코 D.I.Y. 강현출판사

김태현인치희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과 (문학박사)

• (전) 성모유치원 교사

•     (전) 유치원 기본과정 내실화를 위한 

    인성 교육프로그램(교육과학기술부) 연구원

고여훈

Q  유아교사는 월급도 작고 일도 많다고 기피 직종이라면서요?

A  유아교육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여수준도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으며 Worknet(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에 의하면 평균 연봉 1,885만원, 일자리 전망 23% 

증가로 성장가능성 있는 안정적인 직종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Q  초중등 교사와 유치원 교사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국가가 부여하는 교사 자격증은 동일하며 교육대상이 유아, 초등, 중고등 학생에 따른 차이일 뿐입니다. 초, 중

등학교는 대부분이 공립이나 유치원은 사립이 많아 급여체계가 아직 안정적이지 않지만 이 점도 점차 향상되

고 있습니다.

Q  유아교육과 졸업 후 유아교사로 취업은 잘 되나요?

A 2012년도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취업률 자료에서 전문대학 여성 취업률이 놓은 전공은 유아교육, 재활, 비서 

순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유아교육과 취업률은 건강보험 DB근거로 2013학년도 3월 

기준 92.9% 취업률을 달성하였습니다.

Q  유아교사도 전문직인가요?

A  아이를 키우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잘 키우는 것은 영유아의 발달 특성과 학습하는 

과정을 알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행복해하는지를 가슴과 머리로 

이해하는 사람만이 유아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유아교육과 3년 과정 동안에 교육부는 유치원 

정교사 자격을 위해 전공 50학점 이상, 교직 22학점 이상, 학교현장실습 4주, 교육봉사활동 60시간을 요

구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보육교사 자격을 위해 51학점 이상을 취득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아교

육과에 들어와 위와 같은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 후 전문적인 2개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ARLY CHILDHOOD 
EDUCATION 

CHUNGKANG COLLEGE 
OF CULTURAL INDUSTRIES

Q  유아교사는 남자도 할 수 있는 건가요?

A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여자교사 뿐만 아니라 남자 교사도 필요하며 유아교육과 남자 졸업생들이 교사로서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Q  유아교사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요?

A 영유아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영유아의 행동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 영유아들에

게 좋은 모델이 되어 줄 수 있는 사람, 영유아의 언어를 들어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영유아들이 독립적으

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허락하고 기다려 주는 사람, 영유아와 어른의 차이를 알고 수용하는 사람, 건강하고 긍정

적인 사람, 동료와 팀워크를 즐길 수 있는 사람, 지속적으로 배우고 자기 발전을 위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이

러한 인성 특성을 가진 학생이 유아교육과에 입학하면 유아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을 배우고 익히게 됩니다.

Q  유아교육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A 3년간 기초과목/ 유아교육론, 아동발달, 유아교육과정, 놀이지도, 피아노 반주법, 아동미술 등, 적용과목/ 학교

현장실습, 보육실습 등 전공 50학점 이상, 교직 22학점 이상, 학교현장실습 4주, 학교봉사활동 60시간, 보육

관련 51학점 이상을 이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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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아교육과, 보육과, 아동 복지과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유아교육과 졸업자는 필수교과를 이수하고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면 유치원 정교사 2급과 보육교사 2급 자

격증이 부여됩니다. 보육과, 아동복지과 등은 보육교사 자격증과 학과 성적이 상위 10%만이 유치원 정교사 2

급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유아교육과만의 교육과정은 무엇인가요?

A 유아교육과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최신 유아교육 트렌드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통 유아교육, 프로

젝트 접근법, 몬테소리 교육, 영아보육, 생태 유아교육, 컴퓨터 활용, 국악반주법, 인형제작 및 공연능력과 관련

된 이론과 실제를 교육과정에 도입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유아교육과 졸업

자라면 ‘유아중심교육’이 무엇이며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즉 유아교육 본질을 명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이 다른 대학 졸업자와의 차별성입니다.  

Q  인구감소로 인해 유아교사의 수도 감소된다고 하던데요?

A 우리나라는 출산률 저하로 영유아 수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미래 인재 육성 및 복지에 관심을 

가지면서 부모소득에 관계없이 보육 및 교육비 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국가가 교육과 양육에 책임을 가진

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수요자가 많아짐에 따라 유아교사의 수요도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아이를 좋아하는데 정작 아이에 대해 잘 몰라요.  

그리고 피아노도 그림도 자신없어요.

A 유아교사가 되기 위한 내용, 피아노 반주법, 국악 반주법, 아동 미술지도 등 기초부터 모두 학교에서 차근차근 

배우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