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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가족복지학전공은?

사회복지, 건강가정 및 가족상담, 보육 분야에 대한 전인적인 

교육을 통하여 휴먼서비스 현장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능력과 

전문지식 및 기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유능한 시니어·장애인·가족 

분야의 웰니스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다양한 교양과목과 

사회복지정책 및 실천, 건강가정 및 가족상담, 아동학 및 보육 

등 전공분야별 기초 및 심화 교과목을 이수합니다. 학사학위 

취득과 동시에 국가자격증인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2급, 

건강가정사를 취득함으로써 다양한 전공관련분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 시니어·장애인·가족 

분야의 웰니스 전문가

Child & Family Welfare

졸업 전 취득 가능한 자격증

웃음치료사 1급, 레크리에이션 1급,  

펀리더십지도사 1급, 

동화심리상담사 3급 등

졸업 후 취득 가능한 자격증

사회복지사 1·2급(보건복지부), 

건강가정사(여성가족부),  

보육교사 1·2급(보건복지부)

전공 더 깊이 알기

� www.hknu.ac.kr/sites/MajorofChild/index.do

� 031-670-5230

� 자연과학관 501호

웰니스산업융합학부•아동가족복지학전공

아동가족복지학전공

졸업 후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졸업 후 진로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관련 기관 및 시설,  

기업복지재단 및 공기업 사회복지관련 업무, 어린이집,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진흥원 등

1학년 1학기 -

2학기 웰니스생활융합과학

2학년 1학기 사회복지학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보육학개론, 건강가정론, 아동음악, 상담이론과실제

2학기 청소년복지론, 보육과정, 사회복지조사론, 가족과 문화, 장애인복지론, 언어지도

3학년 1학기 노인복지론, 영유아발달, 사회복지실천론, 가족상담및가족치료,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영유아교수방법론

2학기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 가족복지론, 아동안전관리, 사회복지정책론, 지역사회복지론,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4학년 1학기 청소년융합상담, 보육교사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아동수학지도, 사회복지행정론, 

보육실습

2학기 아동권리와복지, 사회복지법제와실천, 놀이지도, 정신건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융합·창업종합설계Ⅰ

전공동아리 

- 리더십아카데미, 작은사랑: 대표 학생동아리로서 학생들의 

취업역량 향상과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자원봉사, 기부,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활동을 실시합니다.

학생주도프로그램

- 영어 능력 배양을 위한 ATC(아가복토익캐슬)와 공기업 취업 

준비를 목적으로 한 NCS(나도 취업 성공할래)를 학습동아리로 

운영합니다.

대외활동 및 해외교류활동

-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제고와 맞춤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교내 학생해외연수, 해외봉사프로그램, 해외학점교류를 적극 

홍보 및 지원. 실제 미얀마, 베트남 등지로 해외봉사 체험, 한경대 

자매결연 해외 우수대학교에서 학점교류를 진행합니다.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지원 상담 제공

- 학생들이 학업, 대인관계, 진로 및 적성 등 학교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전공 교수들이 인·적성 

및 취업관련 면담을 실시합니다.

전공의 특별한 프로그램

학술활동

- 아동가족복지학(학술대회): 학생들이 개발한 

가족·보육·사회복지 프로그램, 현장실습 활동, 교내외 활동, 

동아리 활동 등을 발표·시상하는 학술활동으로 매년 개최합니다.

전공별 현장실습

- 사회복지현장실습: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기관에서 실습합니다. 

- 보육실습: 보육교사를 위한 준비과정으로 보육관련 시설 및 

기관에서 실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