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입생인데 어떤 과목을 먼저 수강하는 것이 좋을까요?

 입학 후 졸업까지는 총 132학점(전공필수 18학점 + 전공선택 21학점 + 교양 30학점 포함)을 이수하셔야 하므로, 첫 학기에

는 수강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2학년에는 전공필수과목 및 전공기초과목과 교양과목을 먼저 이수하시길 

바라며 3, 4학년에는 전공선택과목 및 취득계획인 자격증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시길 바랍니다.

 졸업학점(132학점) - 전공학점(전공필수 18학점+ 전공선택 21학점) - 교양학점(30학점)= 63학점(21과목)은 전공, 교양 관

계없이 자유롭게 이수하시면 됩니다.

 전공 필수 과목은 1학년~3학년에 걸쳐 총 6과목(18학점)이 개설되어 있으며 이 과목은 졸업 전까지 반드시 이수하셔야 하므

로 아래에 안내해드리는 전공필수 과목을 빠뜨리지 않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전공필수 과목: 청소년학개론, 사회학개론, 청소

년이해론, 사회과학통계학, 청소년환경, 사회조사방법론)

 전공 선택 과목은 청소년상담학과 교육과정에 안내된 교과목 중 최소 7과목을 선택하셔서 이수하시면 됩니다. 청소년상담학과 

교육과정은 홈페이지-[학부,대학원]-[청소년상담학과]-[교육과정]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학기에는 청소년상담학과에 개설된 교과목 중 전공필수 기초과목을 우선 수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대표적인 기초과목으

로는 1학년 1학기에 개설되는 청소년학개론과 1학년 1학기와 2학기에 개설되는 사회학개론 과목이 있습니다. 청소년학개론 과

목은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과 연구들을 분야별로 살펴보는 개론 과목으로, 청소년학을 기초적으로 소개하는 과목입니다. 

사회학개론은 일반화된 사회학적 개념과 이론들, 개인과 사회관계망의 주된 요인들을 학습하는 기초교과목이므로 첫학기에 이수

하시면 전반적인 사회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공기초과목과 교양과목을 저학년에 우선 수강하시고, 3,4

학년에는 전공선택과목과 자격증 관련 교과목을 수강하시길 바랍니다.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다전공하고자 

하는 학과의 기초과목을 저학년에 수강하셔도 좋습니다.

■ 편입생인데 어떤 과목을 먼저 수강하는 것이 좋을까요?

 3학년 편입 후 졸업까지는 총 66학점(전공필수 18학점, 전공선택 21학점 포함)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66학점  전공학점39

학점 = 27학점은 전공, 교양, 일반 관계없이 과목 수강하셔서 학점을 채우시면 됩니다. 참고로 우리학교는 학년과 관계없이 수

강하실 수 있으므로 1, 2학년 교과목 중 해당학기에 개설된 전공필수 과목을 우선 수강하시길 바랍니다. (전공필수 과목: 청소

년학개론, 사회학개론, 청소년이해론, 사회과학통계학, 청소년환경, 사회조사방법론)

 전공 선택 과목은 청소년상담학과 교육과정에 안내된 교과목 중 최소 7과목을 선택하셔서 이수하시면 됩니다. 청소년상담학과 

교육과정은 홈페이지-[학부,대학원]-[청소년상담학과]-[교육과정]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어떤 과목을 수강해야 하나요? 선수강과목도 알려주세요.

 청소년지도사 필기시험 면제 전형 응시자격요건은 ‘자격증 관련 교과목을 모두 전공으로 이수한 자’입니다. 청소년지도사 2급 

자격증 관련 과목은 총 8과목으로 본교에는 유사인정과목을 포함하여 총 10과목이 모두 청소년상담학과 전공교과목으로 개설되

어 있습니다.

 2급 청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선수 이수과목은 없으므로 아래 안내해드리는 과목개설학기에 8과목을 이수하시면 되나,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 평가 과목은 청소년관련 조직 및 활동에 관한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기획하는 과목인 만큼 기초과목 이수 

후 수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청 소 년 상 담 학 과



1. 청소년문화 

2.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심리’, ‘청소년상담’이 개설되어 있으며 이 중 택1

3. 청소년문제와 보호 - ‘청소년문제’

4. 청소년활동 

5. 청소년지도방법론 

6. 청소년육성제도론 - ‘청소년정책론’. ‘청소년육성법규와 행정’ 이 개설되어 있으며 이 중 택1

7.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 평가 

8. 청소년복지(론)

■ 3학년 편입생으로 재학 중에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습니다.

 청소년지도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시려면 학사학위소지(예정)자로 자격증 과목을 모두 전공으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우리대학 

입학 전에 4년제 대학 졸업자로 학사학위가 있으신 경우는 3학년 편입 후 1, 2학기 동안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관련 교과목(8

과목)을 우선 수강하시면 재학 중에 청소년지도사 2급 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로 3학년 편입 후 

자격증 과목(7과목)을 이수하셨을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 3급 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과목 이수자는 필기시험 면제

이므로, 면접시험에 응시하신 후 합격하시면 자격연수를 거쳐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사 2급 과목

1. 청소년문화 

2.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심리’, ‘청소년상담’이 개설되어 있으며 이 중 택1

3. 청소년문제와 보호 - ‘청소년문제’

4. 청소년활동 

        5. 청소년지도방법론

6. 청소년육성제도론 - ‘청소년정책론’. ‘청소년육성법규와 행정’ 이 개설되어 있으며 이 중 택1

7.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 평가 

8. 청소년복지(론)

청소년지도사 3급 과목

1. 청소년문화 

2.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심리’, ‘청소년상담’이 개설되어 있으며 이 중 택1

3. 청소년문제와 보호 - ‘청소년문제’

4. 청소년활동 

5. 청소년지도방법론 

6. 청소년육성제도론 - ‘청소년정책론’. ‘청소년육성법규와 행정’ 이 개설되어 있으며 이 중 택1

7.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청소년지도사 안내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홈페이지  학부·대학원  청소년상담학과 - [청소년지도사 2급 상세보기]

2) 홈페이지  학생지원  자격증·수료증 - 청소년상담학과 - [청소년지도사 2급]

■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어떤 과목을 수강해야 하나요? 선수강과목도 알려주세요.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 요건은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청소년(지도)학  ㆍ교육학ㆍ심리학ㆍ사회사

업(복지)학ㆍ정신의학ㆍ아동(복지)학ㆍ상담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입니다. 우리 청소년상담학과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므로 학과 졸업 후 청소년상담사 3급 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

다. 3급 시험은 필기시험-면접시험-자격연수 순으로 진행되며, 필기시험과목이 본교에 개설되어 있으므로 수강하시면 자격증 취

득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시험과목은 총 6과목으로 필수5과목, 선택 1과목입니다.)

필수과목(총 5과목) 

1. 발달심리

2. 집단상담의 기초

3. 심리측정 및 평가

4. 상담이론

5. 학습이론  본교에는 ‘학습심리’로 개설됩니다.

선택과목

1. 청소년이해론

2. 청소년수련활동론  본교에는 ‘청소년활동’ 으로 개설됩니다.

 청소년상담사 안내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홈페이지  학부·대학원  청소년상담학과 - [청소년상담사 3급 상세보기]

2) 홈페이지- 학생지원  자격증·수료증  청소년상담학과 -[청소년상담사 3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