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송대학교 사회복지ㆍ아동학부 아동복지전공 안내

  우송대학교 아동복지전공에서는 아동의 복리증진과 건강한 가족문화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학문적 기반과 
실천적 능력을 겸비한 전문 인력양성을 목표로 영유아 및 아동보육, 상담과 치료, 가족 및 아동복지 서비스
에 관한 이론과 기술을 겸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합니다.
  - 학과 사무실 : 042-630-9260

1. 
  ▶ 취업률 및 취업 우수사례
     취업률 : 80%(2018년 대학정보공시기준)
     
     아동복지전공 졸업생들의 취업 우수사례입니다. 귀댁의 자녀도 복학 후 졸업과 함께 유망한 
  사회복지 및 아동복지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학교와 학부 교수들이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사회복지·아동학부 아동복지전공 졸업생

2017년 졸업생

권○빈 외 29명 취업
(모아맘 충북대병원어린이집, Kinder Bosch 직장어린이집, 대전 국세청 우리누리어린이집, 대전 한화유성어린이집,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하늘꿈어린이집, 한국타이어동그라미어린이집, 푸르니 KNF 새빛어린이집, 사이언스 대덕어린
이집, 동구청 한솔어린이집, 한솔 코닝정밀소재어린이집, 코레일대전어린이집, 화성동부경찰서어린이집, 한국화학연구
소케미꿈나무어린이집, 롯데케미칼푸르니어린이집, 국방대학원 어린이집, 충남대학병원어린이집) 

이○준 졸업생 :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취업 등

2018년 졸업생

강◯선 외 34명
(사이언스신성어린이집, 서구청직장어린이집, 한국타이어동그라미대전어린이집, 충남대병원어린이집, 천안삼성어린이
집, KNF새빛어린이집, 카카오늘예솔어린이집, 정부세종청사라온어린이집, 푸르니한국전자통신연구원 ERTRI어린이집, 
KT&G어린이집, Kinder Bosch 직장어린이집, 정부세종청사 이든샘어린이집, 세종국공립도담꿈어린이집, 용운 데이지
어린이집, 샘머리어린이집, 현대모비스진천어린이집)

김◯균 졸업생 : 충남 서산시청 사회복지직 공무원 등



2.  

  사회복지ㆍ아동학부에서는 지난 10여년 
동안 우송대학교의 2+2 복수학위프로그램
을 통해 일본 오카야마현립대학 사회복지학
사 학위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우송대학교에서 2년을 마친 
후 남은 2년은 일본 오카야마현립대학에서 
학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3. 사회복지ㆍ아동학부 아동복지전공에서는 졸업생들의 우수한 기관 취업을 위해 공무원시험 준비반, 직장어
린이집 취업대비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동아리 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전공>
- 두드림 : 글로벌 시대에서 세계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영어(회화)실력과 글로벌 교양의식을 겸비한 보육교

사의 양성과 배출, 영미 동화 구연 및 동극을 중심으로 어린이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영어 
대본을 연구하고 창작하며 이를 통하여 아동교육지도에 대한 학술역량 제고와 글로벌 인재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동아리

- 다음세대 : 급속한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을 맞이하여 다양한 가정의 부모와 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 및 양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봉사활동을 통해 적용함으로써 아동복지 실천가로서의 소양을 
  쌓는 동아리
- 아이사랑 : 장애, 이혼, 가족 간의 재결합 등 아동들이 겪는 사회적 문제들을 내러티브화하여 
  사회적 편견에 대한 인식 개선과 문제 있는 아동의 치유를 목적으로 인형극을 제작하고 공연 및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동아리

▲ 두드림 영어 동극 활동
▲ 다음세대

어린이집 체육대회 봉사활동
▲ 아이사랑 연극 활동



●  2019년 사회복지ㆍ아동학부 아동복지전공 소식 ●

● 2019년 3월 4일 우송대학교 입학식
● 2019년 4월 7일 글로벌아동교육학과(아동복지전공) 워크샵
  - 학생들의 어울림을 지원하여 모두가 함께하는 글로벌아동교육학과(아동복지전공)를 만들기 위한 

학부 워크샵 행사
● 2019년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 사랑 나눔 큰 잔치 
● 2019년 5월 16~17일 우송대학교 체육대회
● 2019년 9월 우송제 
● 2019년 11월 글로벌아동교육학과(아동복지전공) 학술제 ‘같이의 가치’ 개최 
● 교내 각종 경진대회 수상
 -2018학년도 상반기 창의적종합설계 우수작품 전시 및 경진대회 단정상(2등), 독행상(3등) 수상
  : 박◯슬 외 3명, 옹◯림 외 3명
 -2018학년도 2학기 한·중 청소년 교류 우수파견단 선발 수상 :윤◯현
 -2018학년도 2학기 Sol Challenge 프로그램 우수선발팀(65팀 중 15팀 선발) 선정 : 김○겸 외 8명  
  → 미국, 싱가포르 해외연수(9박 10일)
 -2019학년도 1학기 언어지도 Learning Concert 우수작품 전시 및 경진대회 자립상(1등),단정상(2   
  등),독행상(3등)
  :공◯지 외 3명, 김◯현 외 3명, 양◯빈 외 3명    
 -2019학년도 1학기 언어지도 Learning Concert 우수작품 전시 및 경진대회 자립상(1등),단정상(2   
  등),독행상(3등)
  :주◯민 외 2명, 박◯현 외 2명, 서◯수 외 3명  
● 2019학년도 Sol Career Academy 실시 ● 2019학년도 사회복지·아동학부 새 소식 

 ㆍ취업지도, 취업상담, 취업계획, 취업처 알림 실시 
 ㆍ학생경력개발센터 주최 리더십 프로그램 실시 
 ㆍ2016학년도 겨울학기, 2017학년도 여름학기 취업캠프 
 ㆍ취업특강 및 컨설팅을 통한 취업기술, 전략에 대한 
   전문적 지도 실시 
 ㆍ복학생을 위한 복학 유형별 Pre-adaptive Program 
   진행 예정

 ㆍ2019년 대전 및 세종지역 10개 어린이집과의 MOU 산학  
   협력식
 ㆍ일반대학원 석/박사과정 운영
    석사 : 사회복지학 석사 (MSW, Mater of Social Work) 
    박사 : 철학 박사 (Ph.D., Doctor of Philosophy)  
 ㆍ졸업한 선배들과의 면담 및 취업연계 프로그램 실시 
 ㆍ우송고시반을 통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양성 
 ㆍ세종정부청사 이든샘 어린이집 위탁운영
   (정원 215명)
 ㆍ한솔어린이보육재단 및 지역 보육기관과의 MOU 체결
 ㆍ대전 동부지구 어린이집 연합회 19개 기관과의 
   MOU 체결

우송대학교아동복지전공



● 2018년 아동복지전공 소식 ●

● Sol Challenge 해외연수 프로그램
   대상 : 1차 서류 심사 – 면접 – PPT발표로 선정된 학생
   기간 : 2019.01.14.(월)~2019.01.26.(토)
   장소 : 미국, 싱가포르            

미국-미국의 다문화 역사 이해 및 미국과 한국의 저소득층   
 다문화가정의 아동 교육정책 이해 및 비교

싱가포르-싱가포르의 영유아 교육기관과 놀이시설을 방문하
여 한국과 싱가포르의 영유아 안전을 비교해봄으로써 아
동복지전문가로서의 역량 강화

▲ 미국 해외연수 ▲ 싱가포르 해외연수

● 2019학년도 1학기 ‘Learning Concert’ 경진대회 ● 2019학년도 글로벌아동교육학과 학술제 

대상 : 사회복지·아동학부 아동복지전공 2학년 41명
일시 : 2019.05.30.(목) 17:00~18:00
수상 : 자립상, 단정상, 독행상 수상 – 총 12명 수상 
Learning Concert 경진대회를 통하여 수업참여의 적극성과 
미래 보육교사의 역량을 향상시켜 취업 경쟁력을 강화시킴.

일시 : 2019.11.06.- 11/07. 09:00~18:00
수상 : 자립상, 단정상,독행상, 최우수상, 우수상 수상 
-총 6팀 수상
전공과목을 바탕으로 학술제를 진행하며 유아의 창의성·인성 
및 우수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유아 중심 교육의 새로
운 방향 탐색 및 보육교사로서의 자질 향상. 

● 2019년 아동복지전공 소식 ●

● 2019학년도 대전 및 세종지역 어린이집과 
글로벌아동교육학과의 MOU협약식

● 2019학년도 대전 및 세종지역 어린이집과 
글로벌아동교육학과의 MOU협약식

일자 : 2019.10.24.(목) 15:00-16:00
우송대학교 글로벌아동교육학과와 관저더샵제이어린이집 교류를 
협약하고, 상호교류를 통해 재학생들의 인턴쉽 연계 및 취업률 
향상에 기여

일자 : 2019.10.30.(수) 15:00-16:00
우송대학교 글로벌아동교육학과와 정부세종청사꿈샘어린이집 교
류를 협약하고, 상호교류를 통해 재학생들의 인턴쉽 연계 및 취
업률 향상에 기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