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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상/담

■학과장ㅣ김민희 교수 (062) 940-5529
  •E–mail : 2014146@honam.ac.kr

■입학담당ㅣ윤민아 교수 (062) 940-5413
  •E-mail : 2018015@honam.ac.kr

■학과사무실ㅣ조교 (062) 940-5035

진로 및 취업

성  명 전공과목 연락처

유승우 교수 교육과정, 교육평가 (062) 940-5272

김지영 교수 유아 수, 언어교육 (062) 940-5531

채영란 교수 유아놀이지도, 유아사회교육 (062) 940-5532

김태영 교수 부모교육, 장애아통합교육 (062) 940-5530

김민희 교수 교사론, 교수학습방법 (062) 940-5529

박연정 교수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062) 940-5357

윤민아 교수 영유아발달, 교직실무 (062) 940-5413

학과교수소개

교과과정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유아교육학과

# 교육목표

•   유아의 조화로운 발달과 성장을 돕는 유아교육 전문가 양성

•   학급운영 및 기관 운영에 유능한 유아교육 전문가 양성

•   유아의 다양한 요구를 고려한 교육제공 및 가족상담·지원 능력을 

갖춘 유아교육 전문가 양성

•   지역사회와의 연계활동 및 다양한 현장체험을 통한 실무능력을 

갖춘 우수한 유아교육 전문가 양성

호남대학교 유아교육학과는

학교의 폭넓은 지원! 학과 교수들의 열성적인 지도!

활기찬 학생들로 넘쳐나는 곳입니다.

학과소개

■3주기, 4주기 연속 교직양성평가 우수학과 선정

■유아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   인성, 전공이해력, 실무전문성 신장을 위한 학년별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   비교과 프로그램 예: 그림책을 활용한 인성예술 프로그램, 

에티카 프로그램, 다지&다감 프로그램, 꿈꾸는 교사, 놀이 체험 

프로그램, 안전교육 프로그램, 맞춤형 취업 특강 및 One+ 

멘토링 프로그램 등

■자율적 학생활동의 폭넓은 기회 제공

- 미동 : 유아 율동 및 동작 개발 동아리

- 꿈꾸는 아이 : 동극 기획 및 공연 동아리

- 나누리 : 유아교육 관련 기관 봉사 동아리

- 아이솝 : 동화개작과 구연동화 개발 동아리

- i-song : 유아 동요 부르기 및 개발 동아리

- 튜터링 및 스터디 프로그램 : 유아교육 전공 심화 학습활동

■지역 사회 연계 및 협력을 통한 실무전문성 신장 기회 제공

-   광주광역시교육청과 MOU 체결 및 공동 사업 진행 : 처음학교로 

적응 지원 사업, 빛고을 놀이샘 등

-   지역 사회 대학과의 연계 협력 프로그램 개발 및 유아교육기관 

재능 기부

-지역 사회 다수 유아교육기관과 MOU 체결

■폭넓은 해외대학 및 기관 연수

- 교환학생 : 미국 University of West 등

1학년

기악 I·II, 영유아발달, 유아교육론,

유아음악교육, 교육학개론, 유아사회교육,

교육철학 및 교육사, 유아미술교육

2학년

놀이지도, 보육교사론, 아동건강교육, 언어지도, 아동동작, 

특수교육학개론, 아동문학교육, 아동과학지도, 

유아안전교육, 교육과정, 교육심리

3학년

영유아교수방법론, 영유아보육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유아교과 논리 및 논술, 유아수학교육,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부모교육, 유아교육과정,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교육봉사활동, 교육평가,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

4학년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유아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정신건강론, 교직실무, 아동권리와 복지, 아동생활지도, 

유아교과교육론, 학교현장실습

■2011년~2019년까지 공립유치원 임용고시 합격자 다수 배출

■전국의 우수한 사립유치원, 직장어린이집 다수 취업

■희망자 전원 취업 가능

■취업 분야

 유치원 교사, 보육교사, 유아교육진흥원 유아교육사, 

보육전문요원, 교육공무원, 방과 후 교사,

아동문학 작가, 인형극 연출가 등

■지역 유아교육기관 위탁 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

광주 5개 어린이집 위탁 운영(광주지방경찰청, 광주시립보둠이나눔이, 

광주북구청, 광주서구청, 광주시립 초록나무 어린이집)

2014년 학과 개설 이후 지역사회 유아교육의 메카로

우뚝 선 호남대학교 유아교육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