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학과-청소년 행복교육 전문가 CDR의 목표
청소년에 대한 전인적 이해와 사랑을 바탕으로 교육적 돌봄을 실천하는 청소년 행복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함.

CDR 목표

청소년상담전문가
청소년활동가(공공/민간)
청소년관련 전문기관-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CDR
대상직업군

2. 교육학과-청소년 행복교육 전문가 CDR 직업수요분석
1. 청소년의 학업중단. 일탈과 비행, 정신적, 신체적 장애는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국가에 많은 희생과 비용을 초래하
고 있음.
2. 향후 10년간 연 평균 취업자 수 증가율 상위 30대 직업중 1위(청소년 지도사 및 상담 전문가)로 조사됨.(고용노동
부 고용정보원, 2011-2020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
3. 최근 광역 및 기초자치 단체별로 '청소년 지원센터'증의 설립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단위학교 역시 상담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임.

현 황

1. 청소년 상담가: 청소년 및 부모의 삶 모두 상담할 수 있는 상담가
2. 청소년교육 콘텐츠 개발자: 온라인 및 오프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 교육 콘텐 츠 개발자
3. 청소년 유관 교육행적직 공무원: 청소년에 해당하는 초？중등 및 고등교육의 교육정책 및 행정 뿐 아니라, 평생
교육까지 이러지는 정책적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교육행정직 공 무원
4. 청소년 평생교육전문가: 평생교육기관에서의 청소년교육뿐 아니라 부모교육도 함께 담당 할 수 있는 평생교육
전문가
5. 청소년교육 연구자: 교육학 전공으로 석？박사 학위 후 청소년교육 연구수행 가능한 정 부출연기관의 교육 연구
자
6. 청소년 대상 HRDer: 고졸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재 산업체 현장의 청소년 취업자들 을 이해하고 적절한 교
육을 담당할 수 있는 HRD 전문가

수요예측

3. 교육학과-청소년 행복교육 전문가 CDR 교육과정
학
년

학
교육학과 학과(전공) 교육과정
기

중점과목

교육학개론(3/3)
인간발달의이해(3/3)
교육과법(3/3)

교육학개론(3/3)
인간발달의이해(3/3)

교육사(3/3)
교육심리(3/3)
다문화교육론(3/3)
청소년활동(3/3)

교육심리(3/3)
청소년활동(3/3)

교육철학(3/3)
교육행정(3/3)
평생교육론(3/3)
교육학연구방법(2/2)
청소년지도방법론(3/3)

교육철학(3/3)
교육행정(3/3)
청소년지도방법론(3/3)

교육사회학(3/3)
교육공학(3/3)
한국학교교육의역사와문제(2/2)
교육복지론(3/3)
전공과창업(교육)(1/1)
교육학교과교육론(3/3)

교육사회학(3/3)
교육공학(3/3)
교육복지론(3/3)
교육학교과교육론(3/3)

1

1
학
년

2

1

2
학
년

2

연계선택과목

학
년

학
교육학과 학과(전공) 교육과정
기

중점과목

원격교육론(e-learning)(3/3)
교육통계(3/3)
교육과정(3/3)
기업교육론(3/3)
청소년복지(3/3)
교육학교과교재및연구법(3/3)

교육과정(3/3)
청소년복지(3/3)
교육학교과교재및연구법(3/3)

교수.학습이론(3/3)
교육평가(3/3)
교육정책론(2/2)
교육학교과논리및논술(3/3)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3/3)

교육평가(3/3)
교육학교과논리및논술(3/3)

평생교육방법론(3/3)
청소년문화(3/3)
청소년문제와보호(3/3)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평가(3/3)
상담심리학(3/3)

청소년문화(3/3)
청소년문제와보호(3/3)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평가(3/3)
상담심리학(3/3)

청소년심리및상담(3/3)
청소년육성제도론(3/3)
현장실습(인턴쉽)(1/1)
디지털학습콘텐츠설계및개발(캡스

청소년심리및상담(3/3)
청소년육성제도론(3/3)

1

3
학
년

2

1

4
학
년

2

연계선택과목

학
년

학
교육학과 학과(전공) 교육과정
기

중점과목

1

전

체

2

66/66

연계선택과목

4. 교육학과-청소년 행복교육 전문가 CDR 자율프로그램
구분

개인

그룹

꿈 오디션(진로 발표 및 멘토 조언),
TA로부터의 학습지원
HEY STAR 우수 학생 장학금
핵심역량모델링(핵심역량 진단 및 분석？피드백 제공
스마트 패드 지원(강의실 안팎에서 학습콘텐츠를 활용
수 있는 디바이스 지원)

산학연계 교과목 수강(현장실무연계수업？현장전문
초정 등)
미래인재포럼(현장 전문가 초정 세미나)
핵심역량 강화 스터디(청소년 상담사,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취득 스터디 지원)

지역사회 청소년 기관 인턴십(청소년기관,
청소년상담기관, 평생교육기관에서의 인턴십)
행복학교 인턴십(학교에서의 비교과 활동？교육복지
관련 인턴십)

해외인턴십(해외 청소년 현장 시찰 및 글로벌 역량 강
교육현장탐방(청소년 유관 기관 방문)
청소년 행복교육 캠프(지역 청소년 대상 캠프 운영)

교내

교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