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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유아교육학회 광주∙전남지회는 광주∙전남지역 대학의 유아교육과 교수/유  

   치원 원장/어린이집 원장으로 구성된 광주∙전남지역의 유아교육학회입니다. 

● 광주∙전남지역의 유아교육 학문 및 유치원∙어린이집의 미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학술활동 및 홍보활동, 사회참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미래 직업의 안전벨트 유아교육학과를 꽉 붙잡으세요.

   - 분홍빛 미래를 꿈꾸십니까? 

   - 그렇다면 망설이지 말고 미래 직업의 안전벨트 유아교육학과를 꽉 붙잡으세요.  

   - 한국유아교육학회 광주전남지회가 자신감과 진정성을 갖고 3학년 고등학생 여러분의 

     유아교육학과 선택을 지지하고 격려합니다. 

   - 유아교육학과가 궁금하세요?

   - 유치원교사 • 어린이집교사 직업의 매력 10가지를 알고 있나요? 

   - 광주∙전남지역 15개 대학 유아교육학과 사이트를 한 곳에 모아 놓은 곳을 알고 있나요?      

   - 광주∙전남지역 15개 대학 유아교육학과, 2023년도 신입생 모집정원을 한 장으로 정리하여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게시한 사이트를 알고 있나요?

   - 고등학교 3학년을 위한 <유아교사 직업의 매력>, <유아교육과 홍보동영상 >, <졸업후 자격증     

     취득/취업/진학>, <유아교육학과 진학상담실>이 있는 사이트를 알고 있나요? 

   - 광주∙전남지역의 유아교육학과 교수,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교사, 대학원생, 유아교육학과 학생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유아교육 홍보, 유아교육 학술활동, 사회봉사활동 등을 수행하는 <한국유아교  

     육학회 광주전남지회>학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 지금 바로 구글 검색창에서 한국유아교육학회 광주전남지회 를 입력하고 클릭해 보세요 

 ♣ 홈페이지에서 <15개 대학 유아교육학과 정보>를 클릭하여 아래의 내용을 탐색해 보세요. 

1. 대입 유아교육학과
     홍보 리플렛 ► 2. 15개 대학 유아교육과

    사이트 주소 ► 3. 대입 신입생 모집정원 
 (수시 1차, 2차, 정시모집) ► 4. 15개 유아교육과 

  대입 홍보 동영상  

► 5. 유아교사 직업의 
    매력 10가지 ► 6. 유아교사 직업의 

 매력(동영상 보기) ► 7. 졸업후 취득자격/
   취업/진학 정보 ► 8. 유아교육학과

   진학상담실 

► 9. 3년제 유아교육학과 교육과정(교과목 예시) ► 10. 4년제 유아교육학과 교육과정(교과목 예시)

    ★ 유치원/어린이집교사 직업의 매력 10가지
        1) 높은 보수(3월 초봉 250~270만원)          2) 정확한 퇴근시간(워라벨 라이프 가능)
        3) 정규직 100% 취업 가능                    4) 균형잡힌 간식 및 점심 제공
        5)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6) 새롭고 흥미로운 숲 체험 교육활동 운영
        7)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자격증 동시 취득     8) 승진 및 진로의 다양한 기회 
        9) 자녀교육 도움 및 자녀직장동행 근무 가능  10) 삶의 보람과 만족도 및 사회공헌도 높음   
    ★ 유치원/어린이집교사의 교육활동 모습(직업의 매력 10가지 클릭하면 사진 볼 수 있음)
        1) 손인형을 활용하여 유아와 대화하는 교사      2) 그림책을 읽어주면서 유아와 상호작용하는 교사
        3) 시이소오를 안전하게 타도록 도와주는 교사    4) 유아의 블럭쌓기 활동을 촉진하는 교사
        5) 자유선택활동 조형영역에서 유아활동          6) 나뭇잎으로 유아의 다양한 활동을 유도하는 교사  
        7) 유아의 쌓기놀이에 함께 참여하는 교사        8) 텃밭에 심은 감자 수확의 즐거움을 맛보는 유아들...
    ★ 유치원/어린이집교사 직업의 매력(동영상 보기)
        1) 유치원교사란 어떤 직업일까?                2) 현직교사가 예비유아교육학과 학생에게 보내는 메시지 
        3) 유치원 다문화교육 최우수상 정은주 선생님   4) 분홍앞치마 남자 유치원 선생님 
        5) 보육교사 직업의 장단점                     6) 신나는 손유희(햄버거 아저씨와 핫도그 아저씨)
        7) 동화구연(등장인물 목소리 흉내내기)          8) 놀이중심 환경구성 유아교사 브이로그
        9) 전국 최초 놀이중심 유치원

     ♣ 고3 학생의 대학입시 유아교육과 진학상담은 유아교육학과 진학상담실에 글을 남겨 주세요.  
      ♣ 고3 학생의 상담 및 문의사항 연락처: gcksece@daum.net / 062-958-7674 / 010-9347-0899

http://www.gcksece.or.kr
mailto:gcksece@daum.net


                     <졸업 후 자격증 취득/취업/진학>

  
■ 유아교육기관 취업

 - 국공립(단설 및 병설) 유치원교사/원감/원장/ 
 - 사립 유치원교사/원감/원장
 - 국공립 어린이집교사/원장
 - 민간 어린이집교사/원장
 - 직장어린이집 교사/원장
 - 특수 어린이집교사
 - 교육청 유치원담당 장학사/유치원 장학관
 - 유아교육진흥원
 - 육아종합지원센터
 
■ 유아교육 관련 산업체 취업(출판사/인형극단/교구제작회사 등)

 ▲ 유아교육 잡지 및 학습지 관련 출판사

   - 꼬망쇠(주)
   - 월간유아(주)
   - 웅진 스마트올키즈(주)
  
 ▲ 인형극단 취업

   - 인형극단 푸른고래
   - 인형극단 꼬꼬마
   - 인형극단 꼭두
   - 인형극단 콜럼버스
   - 인형극단 별
   - 인형극단 친구들
   - 인형극단 사과나무
   - 인형극단 하늘꿈
   - 민들레 인형극단
   - 반디 인형극단   

 ▲ 유아교구 제작 및 제품 개발회사(유아용 책걸상 및 비품/교구/놀잇감/유아교수자료 등)

   - 교연교구(주)
   - 보육사(주)
   - 다원몬테소리 교구(주)
   - 한국몬테소리(주)
   - 프뢰벨 하우스(주)
   - 프뢰벨 유아교구사(주) / 프뢰벨 영유아 교재 및 교구 연구원
   - 공간팩토리 유아교구회사
   - 깨비퀴즈 유아교구회사 

     ■ 2개 자격증 취득                 ■ 졸업 후 진학  

-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 - 전공심화과정 입학 가능

(유아교육 학사학위 취득과정 → 3년제 유아교육과 졸업자 해당)

- 대학원 입학 가능

(유아교육 석사학위 취득과정 → 4년제 유아교육과 졸업자 해당)
- 보육교사 2급 자격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