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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보건교사(2급급)
- 대상학과 : 간호학부
- 신청자격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기준
우리 대학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 졸업여건을 갖춘 자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 (입학정원의 10%)
교과 이수기준에 적합하게 교과를 이수한 자
전공 평균성적 75점 이상 및 교직 평균성적 80점 이상인 자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인 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충족
성인지 교육 4회 이상 실시(2021학년도부터 적용)
교사 자격 취득 결격사유 해당 여부 파악(2021년 6월부터 시행)
- 성범죄 이력 (경찰서 공문 발송을 통한 확인)
- 중독여부 관련 (신청자가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한 자

- 신청기간 : 4학년 2학기 기말고사 기간 내 (학과사무실로 신청)
- 신청서류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
성적부 1부.
간호사 면허증 사본 1부. (취득 후 제출)

교과교과 이수이수 기준기준
교직과목 이수기준(22학점 이상)

영역영역 과목과목 이수학점이수학점

교직이론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기타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12학점 이상 
(6과목 이상)

교직소양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이상)
교직실무 (2학점 이상)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2학점 이상)

6학점 이상

교육실습
학교현장실습 (2학점 이상)
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내)

4학점 이상

전공과목 이수기준 (50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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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목 이수기준 (50학점 이상)

영역영역 과목과목 이수학점이수학점

교직이론

보건교육론

간호관리학

기본간호학

상담이론과 실제
기초건강과학

강사정 및 실습
학교보건 및 실습
아동간호학 및 실습
성인간호학 및 실습
정신간호학 및 실습
지역사회간호학 및 실습
응급간호학 및 실습
모성간호학 및 실습

기본이수과목 21학점
이상 (7과목 이상) 포

함

유치원유치원 정교사정교사(2급급)
- 대상학과 : 유아교육과
- 신청자격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기준
우리 대학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 졸업여건을 갖춘 자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
교과 이수기준에 적합하게 교과를 이수한 자
전공 평균성적 75점 이상 및 교직 평균성적 80점 이상인 자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인 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충족
성인지 교육 3회 이상 실시(2021학년도부터 적용)
교사 자격 취득 결격사유 해당 여부 파악(2021년 6월부터 시행)
성범죄 이력 (경찰서 공문 발송을 통한 확인)
중독여부 관련 (신청자가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

- 신청기간 :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기간 내 (학과사무실로 신청)
- 신청서류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
성적부 1부.

교과교과 이수이수 기준기준
교직과목 이수기준(22학점 이상)

영역영역 과목과목 이수학점이수학점

교직이론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기타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12학점 이상 (6과목
이상)

특수교육학개론 (2학점 이상)



교직소양 교직실무 (2학점 이상)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2학점 이상)

6학점 이상

교육실습
학교현장실습 (2학점 이상)
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내)

4학점 이상

전공과목 이수기준 (50학점 이상)

영역영역 과목과목 이수학점이수학점

기본 이수

유아교육론

유아교육과정

영유아발달과교육

유아언어교육

유아사회교육

유아과학교육

유아수학교육

유아미술교육

유아음악교육

유아교사론

유아동작교육

유아놀이지도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아동복지

부모교육

유아건강교육

유아관찰 및 실습

기본이수과목 21학점
이상 (7과목 이상) 포

함

교과 과목

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논리 및 논술에 관한 교육
기타 교과교육 영역

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 (3과목 이상) 포

함

실기교사실기교사

대상학과대상학과

뷰티디자인과

신청자격신청자격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기준

우리 대학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 졸업여건을 갖춘 자
교과 이수기준에 적합하게 교과를 이수한 자
전공 평균성적 75점 이상 및 교직 평균성적 80점 이상인 자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인 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충족
성인지 교육 2회 이상 실시(2021학년도부터 적용)
교사 자격 취득 결격사유 해당 여부 파악(2021년 6월부터 시행)
성범죄 이력 (경찰서 공문 발송을 통한 확인)
중독여부 관련 (신청자가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

신청기간신청기간

졸업학년 2학기 기말고사 기간 내 (학과사무실로 신청)



신청서류신청서류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
성적부 1부.

교과교과 이수이수 기준기준
교직내용영역 : 50학점 이상
교직과목 : 2과목 이상, 4학점 이상

학과명학과명 과목과목(학점학점)

대상학과 공통 교육학개론 (2학점), 실기교육방법론 (2학점)

기본이수과목 : 2과목 이상, 6학점 이상

학과명학과명 / 전공명전공명 표시과목표시과목 기본이수과목명기본이수과목명 비고비고

뷰티디자인과뷰티디자인과 실기교사(미용) 미용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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