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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로진학상담전공(Career Education & Guidance)

● 교육목표

• 초·중·고등학생들의 적성과 흥미 및 학교생활적응을 진단하고, 다양한 진로지도 프로그램
을 기획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진로진학상담교사로서의 전문성을 기른다. 

• 급변하는 직업세계의 변화와 새로운 창업/창직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현실성 있고 효율
적인 진로 교육과 상담서비스를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한다.

• 개인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진로진학교육 컨텐츠를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
록 한다. 

• 주요 이론과 이론에 기초한 전략과 기법들을 익히고 실습한다. 

● 교육과정의 특성

• 진로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핵심역량과 관련성이 높은 교과목과 비교과 활동을 순차적으
로 배치하여 핵심역량을 집중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

• 현장 사례중심의 토론 및 실습위주의 교육을 지향하고, 정기적인 워크숍 참여와 현장경험
체험을 통해 생동감 있는 현장 밀착형 강의를 제공한다.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시․도 교육청과 기업체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체계를 강화하여 다양
한  프로그램 및 진로체험활동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정규 교육과정에 학생 대상 진로지도실습과 전문가 슈퍼비전 참여를 의무화하여 진로진학
상담교사로서의 전문성을 함양한다. 

  
● 전임교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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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옥한 조교수 교육학박사 교육학 진로교육개론
진로체험과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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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영 겸임교수 철학박사 교육학 진로진학프로그램활용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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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구분 교 과 목 강의
시간 학점 비고

전공필수

진로교육개론 2 2

진로진학상담교육론 2 2

진로진학상담교재연구및지도법 2 2

진로진학상담교과논리및논술 2 2

청소년진로특성진단및활용 2 2

진로진학지도프로그램활용및운영 2 2

전공선택

진로진학지도기법의이론과실제 2 2

진로진학상담세미나 2 2

직업세계와직업정보탐색 2 2

진로체험과지역사회 2 2

학부모진로진학지도상담 2 2

기업가정신과진로개발 2 2

진로교육과정평가 2 2

학생진로진학포트폴리오지도 2 2

청소년심리 2 2

심리검사 2 2

진로상담 2 2

학습상담 2 2

학교심리 2 2

● 교과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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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개요

진로교육개론(Introduction to Career Education)
중고등학생의 심리적, 발달기적 특징을 이해하고, 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진로교육 및 상담

이론에 대한 소개와 적용방안을 모색 한다.

진로진학상담교육론(Theories in Career Education and Guidance)
중고등학생의 심리적, 발달기적 특성을 이해하고, 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진로진학교육 및 

상담이론에 대한 소개와 적용방안을 모색 한다.

진로진학상담교재연구및지도법(Teaching Methodologies for Career Education and Guidance)
진로와 직업 교과목의 교재 내용을 분석하고 이에 적합하고 효과적인 지도방법을 탐색 한다.

진로진학상담교과논리및논술(Logic and Writing in Career Education and Guidance)
진로진학상담 및 교육 관련 이슈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바라볼 수 있도록 논리적 시각을 

넓히고 관련 문제들에 대해 균형 있게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는 방법을 습득 한다.

청소년진로특성진단및활용(Diagnosis of Adolescent's Career Characteristics and Application)
효율적인 진로지도를 위하여 동반되는 심리검사 및 진단도구에 대한 이론적 이해, 해석과 

활용에 대해 탐색 한다.

진로진학지도프로그램활용및운영(Application of Career Education and Guidance Programs  
     in the Middle/High School)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진로지도 및 고등학교 진로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진로진학프로그램에 대한 이론적인 이해를 돕고,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
을 위한 전문성을 함양 한다.

진로진학지도기법의이론과실제(Theories and Practice of Career Education and Guidance)
대학입시전형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실제와 효과적인 준비과정을 안내

하여 진로진학지도에 활용하도록 한다.

진로진학상담세미나(Seminar on Career Education and Guidance)
학습자들이 관심 대상 집단 혹은 학교급에 따라 개인별 혹은 그룹별로 진로진학에 대한 사

례와 정보를 집중적으로 탐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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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세계와직업정보탐색(Exploration of Occupations and Employment Information)
진로 탐색과 지도를 위한 현실세계 직업의 변화를 소개하고, 희망하는 직업을 선택하기 위

하여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고 안내 한다.

진로체험과지역사회(Work Experience and Community)
자유학기제 운영에 따른 다양한 직업 및 진로에 대한 체험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자

원을 발굴하여 실제적인 진로지도의 가능성을 탐색 한다.

학부모진로진학지도상담(Career Education and Guidance for Parents)
학부모들로 하여금 대학입시전형과 직업세계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의 특성

에 맞는 진학설계와 진로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 한다.

기업가정신과진로개발(Entrepreneurship)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진로와 직업을 탐색하고 결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식되고 

있는 기업가정신과 이를 기반으로 한 진로개발의 의미, 방법, 사례 등을 탐구 한다.

진로교육과정평가(Curriculum and Evaluation of Career Education)
진로교육과정에 적합한 다양한 평가전략과 방법을 탐색 한다.

학생진로진학포트폴리오지도(Guidance of Students’ Career and Learning Portfolio)
적성에 맞는 진로설계과정에서 학생들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기

록하도록 지도할 수 있는 전략, 방법, 사례 등을 탐구 한다.

청소년심리(Psychology of Adolescents)
청소년기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와 통합적인 관점에서 청소년기의 학업, 대인관계, 진

로 및 생활적응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한다.

심리검사(Psychological Testing)
심리검사의 이론, 특성과 결과해석 능력을 길러 학교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심리검사의 

실시와 해석의 전문성을 함양 한다.

진로상담(Career Counseling)
학생들의 진로지도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진로발달 이론, 직업준비교육의 내용, 

진로지도의 원리와 실제에 대한 이해를 통해 교사의 진로지도 전문성을 함양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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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상담(Counseling for Learning)
학습의 주요 원리와 구체적 양상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학습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다양한 

학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담전략을 탐색 한다.

학교심리(School Psychology and Multi-cultural Issues)
다문화사회에서 학교심리학자가 담당해야 할 핵심주제, 전문적 역량 및  윤리적 책임을 다

루며, 학교심리학자, 학교상담자 및 학교행정가가 학생들과 부모를 돕고 지원하기 위한 실제
적인 지침을 제공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