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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과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사무실 : 글로벌캠퍼스 교육대학원 509호 / 수여학위명 : 사회복지 석사
Office : Global Campu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Room #509호

수여학위명 : Social Work Master
TEL : 031-750-5964  FAX : 031-750-8719

1. 교육목표 / Academic Goals

▶ 사회복지학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연구능력을 겸비한 전문 인력 향상
▶ 사회복지현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도자 양성
▶ 전문가로서 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봉사할 수 있는 지성인 양성
▶ 능동적, 창의적 사고를 통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인재 양성

▶ Professional training that combines specialized knowledge and research skill related 
to social skill related to social welfare

▶ Fostering leaders that can play a leading role in the social welfare field
▶ Fostering intellectuals to serve the development of society and the country as 

experts
▶ Training of talented individuals that can create new knowledge through active 

thinking 

2. 학위과정 및 연구 분야 / Degrees and a Field of Study

    

학위과정 석사 Master

전공분야 사회복지학 Social Work

연구분야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정책
Social Work Practice,
Social Welfare Policy

3. 교수현황 / Professors

    

직급 성명 학위 전공분야 E-Mail

교수 남현주
사회경제학박사
오)Wirtschaft Universitaet Wien

사회복지정책, 노인복지 hjmnam@gachon.ac.kr

부교수 안재진
사회복지학박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실천 jjahn@gachon.ac.kr

부교수 유정아
사회복지학박사
미)Rutgers University

사회복지정책,
아동·청소년복지

jeongah91@gachon.ac.kr

조교수 송아영
사회복지학박사
미)Univ. of Southern California

주거복지, 홈리스 woodstock@gachon.ac.kr

조교수 유재언
인간발달가족학박사
미)Iowa State University

인간발달가족학 jejowa0205@gachon.ac.kr

조교수 최창용
사회복지 임상 및 서비스 철학박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 임상 및 서비스 choic7@vc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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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과내규

1) 입학

(1) 입학전형은 대학원 규정에 따라 서류전형, 구술시험 및 면접으로 한다.

(2) 서류전형과 구술시험 및 면접은 학과 교수들에 의해 실시된다.

(3) 구술시험은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실천 관련 내용에서 출제된다.

2) 지도교수

(1) 한 학기를 지나 6학점 이상의 교과목 이수가 끝나면 지도교수를 배정 받을 자격을 가진

다. 학생은 본인이 전공하고자 하는 분야의 교수와 연구계획을 상의하고 교수의 승인을

얻은 후 학과 교수회의에 제출하고 학과에서는 학과교수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1차

학기에 예비지도교수를 정할 수 있다.).

(2)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은 원칙적으로 두 번째 학기 종료 전에 신·구 지도교수

의 승인을 얻은 후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지도교수를 배정 받은 학생은 매 학기 연구계획서를 제출한다.

3) 학점이수

(1) 석사 과정 학생은 최저 24학점을 수료해야한다.

(2) 수강신청은 매 학기당 9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선수과목은 수강신청 학점에 포함되

지 아니한다.

4) 선수과목

(1) 전공분야가 학사과정과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학과에서 지정하는 학부 전공을 이수해야

한다. 타 전공 입학자의 선수과목은 다음과 같다.

과정 석사 비고

석사과정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 환경

5) 종합시험

(1) 이수과목 중 학과에서 지정하는 2과목

6) 논문지도

(1) 논문지도 교수를 배정 받은 후에는 매 학기 2학점씩의 논문지도 학점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2) 지도교수의 지도계획 하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적어도 논문 심사일로부터 6개월 이전

에 공개 발표해야 한다.

(3) 논문 심사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논문에 대한 예비발표를 해야 한다.

(4) 기타사항은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7) 학술발표

(1) 대학원 재학 중 1개 이상의 학회활동을 해야 한다.

(2) 대학원 재학 중 1개 이상의 연구논문을 학회에서 발표하거나 학회지에 게재하는 것을 권

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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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해설 / Courses and Syllabuses  

청소년복지론(Social Welfare with Youths) 
청소년기 발달 특성과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날 청소년들이 격고 있는 다양한 발달
적, 사회적 문제들을 다각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통해 기존 대책들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
방안을 찾아보는데 초점을 둔다. 또한 청소년 관련 이슈 및 문제들을 탐색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함
으로써, 청소년들을 보다 잘 이해하고 청소년들의 인권과 복지권을 향상시키는 보다 창의적인 해
결 방안을 모색하는 방법을 익힌다.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adolescent development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 
the focus is on analyzing the various developmental and social problems that young 
people are facing today from various perspectives and finding problems with existing 
measures and ways to improve them in the future. Also by exploring and critically 
analyzing issues and issues related to youth, they learn how to better understand the 
youth and find more creative solutions to improve their human rights and welfare 
rights.

사회복지조사론(Research Methods for Social Welfare)
과학적 방법으로서의 사회복지조사의 기본적인 개념들과 기초 이론들을 배우는데 중점을 둔다. 따
라서 먼저 과학적 방법, 사회과학 방법을 기본적으로 이해한 후에 사회복지조사의  일반적 절차인 
조사문제 선정, 가설설정과 개념정의, 조사 설계, 표집, 측정도구 개발, 자료 수집 및 자료 분석의 
일반화에 따른 기본 이론과 기법을 익힌다. 특히 실무에서의 실제적 응용을 목표로 하는 것을 감
안하여 가상적인 Project를 통해서 조사연습을 실시하도록 하고 조가계획서 및 보고서 작성요령
까지 학습하도록 한다.
This course focuses on learning the basic concepts and theories of social welfare 
research using scientific measures. Therefore, students should first understand the 
science, scientific measure, and social science methodologies. Then learn the basic 
theories and methods according to the each phase of social work research such as 
problem finding hypothesis and concept definition and research design sampling 
development of measurement tools, data collection and generalization of research 
results. Especially, considering that the aim of learning is the practical application in the 
field, students should exercise the research procedure through a virtual learning 
project, and learn writing tips of research plan and report.

사회복지정책론(Social Welfare Policy)
사회복지정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사회복지정책과 인접 
영역(경제정책, 사회복지계획 및 사회복지행정)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사회복지정책의 결과인 복지
국가에 대해 이해하고 사회복지정책에 영행을 미치는 다양한 이데올로기를 알아본다.
To better understand social welfare policy, students should learn the basic concepts of 
social welfare policy and its relationship with adjacent fields(i.e. economic policy, social 
welfare planning, and social welfare planning, and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Also 
students are required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welfare states, which is the 
products of social welfare policy, and various ideologies affecting social welfare policy.

아동복지론(Child Welfare)
아동복지에 관한 이론적 경향을 습득하고, 복지제도 및 실천방법을 탐구하고 아동복지현장의 사업
내용을 체계적으로 익힌다.
Students should learn the theoretical trends in child welfare, explore the welfare 
system and way of practice, and learn social work practice in child welfare field 
systematically.

사회복지실천론(Social Work Practice)
사회복지실천 전반에 대한 기초지식과 개인과 가족, 집단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 실천모델에 관
한 기초 지식을 통합적인 시각에서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사회복지 실천의 기초 기초철학과 가치, 
통합적 시각, 사회복지 실천관계론과 과정론, 사회복지실천 대상별 실천모델, 사례관리 들을 검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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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urse focuses on learning the basic knowledge about social work practice models 
targeting individual, family and group in an integrated perspective. Specifically, student 
review the basic philosophy and values of social work, practice, acquire integrated 
perspective, and learn the precess theory of social welfare, practice models for various 
targets, and care management.

사회복지행정론(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공적 및 민간 차원의 사회복지 정책을 사회복지 서비스로 전환하는 사회복지 조직과 이들의 연계
체계인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이해하고 사회복지 조직의 요원으로서 사회복지 조직을 관리, 운영하
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이해하도록 한다.
Social welfare organization that convert public and private social welfare policy into 
social welfare service as well as a linking system of social welfare transfer used by 
these organization are examined. Also, student should understand the knowledge and 
technology that are require in managing and operating the social welfare organization as 
an agent of the organizations.

사회보장론(Social Security) 
사회보장을 이해하기 위해 산업화된 현대사회의 대표적인 사회복지제도인 사회보장의 기본개념과 
의의, 사회보장의 형태 및 변화과정과 사회보장의 위치에 대해 알아본다. 현재 복지선진국과 한국
의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의내용을 살펴보고, 나아가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혁
의 흐름에 대해서 알아본다.
Social security, which is a main social welfare system in modern industrialized society, 
is examined in terms of its basic concept, significance, types, development process, and 
current status. In addiction, various social security system implemented in both 
developed countries and Korea are investigated on detail, and problem and progress of 
Korea`s social security system are identified.

노인복지론(Social Welfare with Elders)
노인복지는 사회복지정책과 틀 속에서 노화와 노인의 특성을 고료하려 적절한 정책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계획하고 실천하는 활동이다. 이를 위해 본 교과목에서는 노화현상을 생물학적, 심리학
적 및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고 노인문제의 구체적인 양상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사회 복지
적 개입방법을 개괄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Welfare for the aged is an activity of designing and implementing appropriate policy 
programs and services by considering the aging precess and characteristics of the aged 
under the social welfare policy and its frame. For this end, the aging is examined 
biologically, psychologically and sociologically, and the issues related to senior citizens 
are specifically investigated in this course in order to study a general intervention 
method based no social welfare.

지역사회복지론(Community Welfare & Practice) 
지역사회수준에서 사회복지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이해를 목표로 한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의 의
의, 지역사회복지의 역사적 배경(미국, 한국), 지역사회복지의 과정 등의 이론 등을 체계적으로 
익힌다. 특히 사회복지관, 재가복지봉사센터(노인, 장애인), 자원봉사, 사회복지협의회, 지역 공동 
모금제, 주민참여(주민자체센터 등), NGO 중심의 복지활동 지방행정기관의 복지지원활동 등을 
학습함으로써 실제현장에서의 실무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his course aims to help students in understanding the theory are reality of social 
welfare at a level of local community. therefore the students learn the theories 
community organization welfare in terms of its importance, historical background, and 
implementation procedure. More specifically, the functions of social welfare centers, 
home-based welfare volunteer centers(for the aged and the disabled). volunteer work, 
social welfare councils, community chests, resident participation(i.e. community centers), 
welfare activities led by non-governmental organization(NGOs), and welfare support 
activities of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were exa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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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실습(Social Welfare Practicum) 
현장실습을 통해서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 및 윤리·지식,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과정 및 기술을 실
제에 적용함으로써 전문직의 사명감과 실천능력을 겸비한 사회복지 실천가로 교육·훈련·양성함
과 동시에 사회복지교육 전반에 대한 현실적인 견해와 이해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교육한다. 
사회복지실습에 대한 기본지식으로 사회복지 현장실습의 개념과 목적, 실습교육의 구성 요소와 기
능, 사회복지 실습의 진행화정, 실습기록과 평가, 슈퍼비젼 개념 및 목적 등을 학습한다. 특히 실
습지도의 대상별·분야별(아동복지·노인복지·가족복지·개별지도·집단지도·지역사회조직)실
천기술을 사전실습을 통해 익힌다.
The process and technic of social work as well aw professional values, ethics, and 
knowledge are practically applies through field education in order to educate, train and 
foster student students to become professional social worker with excellent work 
capabilities. Also, the students are provided with the opportunities to develop their own 
insight and understanding of themselves as a prospective social worker.

사회복지법제와 실천(Social Welfare Legal system and Practice) 
법제화되어 있는 사회복지제도와 서비스들에 대해서 법적인 이념과 구성 원리를 파악하여 사회복
지법의 제반 문제를 검토하고, 발전방향에 대한 안목을 갖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일차적으로 총
론적 차원에서 사회복지법의 체계적 분석 방법과 복지권에 대해 고찰하며, 다음으로 주요한 사회
복지 개별 법률들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법적 전망을 갖게 한다.
This course aims to enable students to review the general problems of social welfare 
law and to develop a broad understanding of law and by identifying the legal ideology 
and constituting principle of legitimate social welfare system and services. Initially, a 
systematic analysis method of social welfare as well as welfare right are examined in 
general and then major individual laws in social welfare are analyzed in detail.

사회복지윤리와 철학(Social Welfare Ethics and Philosophy) 
사회복지에 유용한 가치에 대해 윤리적, 철학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사회복지실천에 있어 발생
할 수 있는 윤리적인 사회복지사가 실천 현장에서 활동하고 선택하고 행동할 때 필요한 윤리 기
준에 관해 논의해 본다. 이를 위해 다양한 사회 정의론에 관해 학습한 후 이를 한국사회에 적용해 
본다.
This course focuses on examining the critical values for social welfare ethically and 
Philosophically. Moreover, the ethical issues that might occur during social work 
practice as well as the ethical criteria required for social worker in the field are 
discussed. Foe this, various theories of social justice are studied and applied to the 
issues in Korea society.

사회문제론(Social Problems) 
사회복지제도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주된 사회적 대책이라는 관점에서 사회문제를 이론적으로 
접근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문제들 각각을 분석하여 사회적 예반 
대책 및 해결대책을 연구함과 아울러 구체적 사회문제 분석에 대한 연구 과제를 수행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learns to approach and analyze social problem in a theoretical 
wat based on the perspective that social welfare system is a main social measures to 
solve the social problems. Also students learn to analyze main social problem in Korea 
society to develop social prevention plans and solutions, and conduct research projects 
on analyzing specific social issues on detail.

사회복지실천기술론(Skills for Social Work Practice) 
개인과 가족, 집단의 사회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복지사가 알아야 할 다양한 실천기술, 기법 
등에 대해 연구한다. 특히 사례연구와 역할학습, 집단구성 등을 통해 직접학생들이 실천과 기법 
등을 실습할 수 있도록 한다.
Various practice techniques and methods that social workers should learn to increase 
the social capabilities of individuals, families, and groups are examined. Particularly, 
students are encouraged to practice diverse techniques by using methods such as case 
study, role playing learning, and group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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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복지론(International Social Welfare) 
사회복지는 국제화의 영향으로 사회복지 실천대상과 영역이 확정되어가고 있으며 사회복지사들은 
국제적 시각과 어학능력을 함양하여 국제 연대활동에 참여하고, 국제무대에서 사회복지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 과목은 국내외 사회복지의 동향 및 현안에 대한 이
해를 높이고, 국제사회복지실천의 기초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A range of practice objects and areas for social welfare is expanding due to the 
influence of globalization and social workers are facing with tasks of participating in 
internationally united activities by improving their international perspective and foreign 
language skills and performing their role as a social worker on the international stage. 
this course aims to help students to better understand the trend and issues of social 
welfare from international perspective and provide them with the basic knowledge of 
social welfare practice in international society.

의료사회복지론(Social Work in Health Care)
의료분야에 있어서 의료사회복지의 기능과 실천과정을 탐색하며, 특히 정신의료사회복지사에게 요
구되는 전문지식과 기술에 대해 학습한다.
The objective of this course is to introduce social work practice in health care settings. 
Students explores the knowledge and skill dimensions for clinical social work practice in 
health care settings and learn the practice skills and strategies relevant to health care 
settings.

정신건강사회복지론(Social Welfare in Mental Health)
정신위생 및 정신건강에 대한 일반적 이해와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 그리고 정신보건
체계에 있어서 사업복지사의 역할을 익힌다.
This course focuses on the development of knowledge and skills necessary for mental 
health professionals as well as general social workers for more competent social work 
practice across populations and practice settings.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Program Development and Evaluation for Social Welfare)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그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실천가로서
의 역량을 키운다. 
In this course, students develop their competence as practitioners who can plan 
programs that are needed in the field of social work practice and evaluate their 
effectiveness.

장애인복지론(Social Welfare with People with Disabilities)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장애인문제와 장애인복지에 관한 제반 이론 및 실천방법에 대해 
학습하도록 한다. 즉 장애에 접근하는 시각, 장애에 대한 가치와 이념, 장애문제에 대한 이해, 장
애인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 정책과 제도 등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In order to understand the disability correctly, we will learn various theories and 
practical methods related to the problem of the disabled and the welfare of the 
disabled. In other words, it deals with vision, value and ideology of disability, 
understanding of disability problems, social services for the disabled, policies and 
systems.

사례관리론(Case Management in Social Work)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의 사례관리 
및 상담사례, 개입에서 평가까지의 전 과정을 다룬다.
In order to provide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social welfare services, it deals with 
case management in the field of social welfare practice and the whole process from 
intervention to evaluation.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Cultural Diversity and Social Welfare)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다문화에 민감하고 유능한 사회복지실천 역량을 키운다.  문화
적 다양성에 대한 민감성을 개발하고, 다양한 문화집단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데 필요한 지식
과 기술을 습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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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develop social welfare practice with multicultural 
sensitivity and competency. Students develop sensitivity to cultual diversity and acquire 
the knowledge and skills necessary to interact effectively with diverse cultural groups.

사회복지쟁점과 이슈 (Issues in Social Welfare) 
현대 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쟁점들을 파악하고 분석한다. 이를 통해 사회변화와 사회문제에 대한 
적응능력을 높이고,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해본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identify and analyze various social issues in modern 
society. Students increase their ability to adapt to social changes and social problems, 
and seek more flexible and creative solutions.

사회복지연구방법론(Social Welfare Research Methodology)
사회복지 분야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양적·질적 연구방법을 이해하고, 이들 방법을 활용한 연구에
서의 조사 설계, 자료수집 과정 및 분석 방법을 익힌다.
The aim of this course is to understand various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used in social welfare field and learn the research design, data collection, and 
data analysis methods in social welfare research using these research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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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과 발전계획

1) 학과 비전 및 발전계획 수립

(1) 학과의 비전

“미래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창의적 전문인력 양성”

사회복지학은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탐구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법을 

모색하여 실천함으로써 인간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일반대

학원 사회복지학과는 인간과 사회 그리고 사회문제들의 해결방법에 대한 과학적 지식과 

실천기술을 교육함으로써 미래사회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창의적 전문인력을 양성하

고자 한다.

(2) 교육목표

① 사회복지학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연구능력을 겸비한 전문인력 향상

② 사회복지 현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도자 양성

③ 전문가로서 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봉사할 수 있는 지성인 양성

④ 능동적, 창의적 사고를 통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인재 양성

(3) 과정 및 연구 분야

학위과정 석사 Diploma

전공분야 사회복지학과 Master of Social work

연구분야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정책

Social work practice, 

Social welfare policy

① 사회복지학과는 사회문제에 대한 다양한 사회이론을 습득하며 사회현상을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효과적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사회복지전문가를 양성한다.

② 사회복지정책 분야에서는 개인과 사회 전체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사회문

제의 해결을 사회정책 및 관련 복지제도 연구를 통해 도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③ 사회복지실천 분야에서는 사회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개인, 가정 및 지역사회에 효과

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실천 전문 지식 및 실천 역량과 더불

어 타 전문직과의 협업능력을 양성한다. 

(4) 학과 발전계획

① 사회복지를 전공한 우수 신입생 유치

대학원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학부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한 우수한 학생

들을 대학원에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공자들을 유치하고 이들의 학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부와는 다른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교육과정이 마련

되어야 한다. 이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과과정을 점차 연구 및 현장 중심으로 개편하

고, 교내외 장학금 확충, 다양한 연구프로젝트 참여 기회 제공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우수 신입생을 유치하고자 한다.

② 실천 현장 중심 교과과정 개편

재학생들의 실천 역량을 강화하고 졸업 후 현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해 현장에 기반 한 교과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최근 사회복지의 역할



- 9 -

이 광범위해지면서 사회복지실천현장의 상황과 요구가 매우 복잡다양해지고 있다. 이

러한 현장의 어려움과 실제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현장 기반 교과목을 신설하고, 

다양한 현장 전문가의 강의 및 특강 등을 통해 현장과의 지속적인 연계를 도모한다. 

③ 학생수요자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 

본 대학원 재학생은 크게 사회복지를 처음 접하는 입문자들과 학부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전공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입문자들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과 전

공 기초역량을 강화하는 교과목 이수 과정을, 전공자들은 전문성을 강화하는 전공 심

화 교과목 이수 과정을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높은 전임교원 강의 비율, 대학원 연구실 확보, 학생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진로 및 취업지도 등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 환경을 개선하고 수요자 중

심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④ 체계화된 학사관리

대학원 학생들의 학업을 돕고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체계화된 학사관리를 진

행하고자 한다. 우선 학과 교수, 재학생,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과과정을 

개편하고, 개편된 교과과정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입학 시부터 

지도교수를 배정하여 학생과 교수 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학생의 

특성과 요구에 맞도록 함께 교과목을 설계하고, 휴학이나 중도탈락 없이 졸업할 수 있

도록 학사관리를 강화하고자 한다. 

2) 교과과정 개편 연구

(1) 학과별 교과과정 개편 방향 

가. 교과과정 개편 방향  

① 전공 학문 동향 

최근 저출산, 고령화, 소득양극화 등 급속한 사회변화로 인해 다양한 사회문제가 나타

나고 있다. 이로 인해 복지의 대상과 욕구가 다양화되고, 사회복지의 영역 또한 광범

위해지고 있어 사회복지와 사회복지 전문직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사회복지

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부실한 자격제도로 인해 전문성이 약화되는 문제

는 뼈아픈 대목이다.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을 개정(2018)하여, 사회복지

사 자격제도 개선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학계

의 변화에 발맞추어, 본 학과에서도 사회복지 전공 교과목의 기초 및 심화 학습을 통

해 학생들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②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복잡성 증가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새로운 욕구가 증가하는 만큼 이에 대응하는 사회복지 정책

과 실천 현장 또한 다변화하고 있다. 일반적인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대상별, 문제 상

황 별 서비스 주체와 공급방식이 복잡·다양해지고 있어 실천 현장에 대한 폭넓은 이

해가 필수적이다. 또한 의료, 학교, 정신건강 등 전문화된 영역에서는 해당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적 역량을 필수로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학생들의 현장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실천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과목 운영을 통해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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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사회문제 해결 역량 요구 증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새로운 사회문제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위험

들, 사회복지제도가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의 문제는 기존의 접근방식으로는 효과적인 

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사회문제나 현상에 접근하는 기존의 틀을 점검하고,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문제해결역량을 갖추는 것이 더욱 중

요해지고 있다. 본 학과에서도 교과과정 개편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적응 능

력을 높이고 보다 창의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연구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

원할 필요가 있다. 

④ 학생의 교육 만족도  

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학생들은 크게 사회복지를 처음 접하는 입문자들과 

사회복지 자격증을 이미 취득한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는 입문자들과 전공자들

의 교육과정 욕구가 매우 상이하다는 점이다. 사회복지 입문자들은 사회복지 관련 자

격증 취득과 전공기초 역량을 키우는 필수교과목 운영이 요구되는 반면, 학부 전공자

들은 보다 전문화되고 심화 된 교과목 운영이 요구된다. 재학생 대비 강의 개설 수 제

한으로 인해 양측의 욕구를 모두 충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최대한 학생들의 특

성과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나. 새로운 교육목표

① 우수한 역량을 갖춘 사회복지 전문인력 양성 

인간중심의 철학을 기반으로, 인간과 사회 그리고 사회문제 해결방법에 관한 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우수한 전문가를 양성한다. 

② 실천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현장적합형 인력 양성

실천 현장의 변화와 실제적 요구를 이해하고, 졸업 후 실무에 바로 적응하여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천역량을 갖춘다. 

③ 창의적 사회문제해결 역량을 갖춘 전문가 양성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 방법을 연구하여 실천 현장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다. 

④ 글로벌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 

글로벌 환경에 부응하여 다문화감수성을 배양하고 글로벌 업무능력을 갖춘다. 

(2) 교과과정 개편(안)

가. 중점 개편사항

① 우수한 역량을 갖춘 사회복지 전문인력 양성

사회복지를 처음 접하는 입문자들은 사회복지 기초/필수 전공지식을 습득하여 전문가

로서의 기초역량 강화한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이미 취득한 전공자들은 보다 심화/

전문화된 교과목 이수를 통해 다양한 문제 상황을 이해하고 연구함으로써 실천가로서

의 전문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교과과정을 개편하여 입문자 과정과 전공자가 과

정으로 구분하고, 학생들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교과목 이수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

하도록 맞춤형 지도한다.



- 11 -

② 실천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현장적합형 인력 양성

학생들이 실천 현장의 변화와 요구를 이해하고 졸업 후 실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현장 연계형 교과목을 운영하여 실천 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사례관리론 등 실

천 현장의 실제적 요구에 부응하는 교과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현장에 대한 이해

를 높이고 실무적응능력을 배양한다.

③ 창의적 사회문제해결 역량을 갖춘 전문가 양성

사회문제나 현상에 대해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틀을 점검하고, 사회 변화와 문제

를 유연하게 분석하고 보다 창의적으로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문제해결력을 갖추도록 

한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 쟁점과 이슈’와 ‘사회복지연구방법론’ 등 학생들의 

다양한 관심사와 욕구를 포괄하는 교과목을 신설하여, 사회변화와 사회문제에 대한 적

응 능력을 높이고 보다 창의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④ 글로벌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 

동남아권 외국인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입학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자신의 문화권의 

이해도가 높은 외국인 학생들이 다문화 또는 글로벌 복지현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도

록 육성한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국제사회복지론 등 다문화/국제화 관

련 교과목을 운영한다.

나. 개편 교과과정(안)

구 분 1차수 2차수 3차수 4차수

전문성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현장적합성

의료사회복지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사회보장론 사례관리론

노인복지론 아동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청소년복지론

창의적 

문제해결력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 

쟁점과 이슈
사회복지연구방법론

글로벌 역량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국제사회복지론

계(교과목수) 6 개 5 개 6 개 5 개

(3) 개편 교과과정의 특징 

가. 교과목 변경 현황 

① 과목 폐지

폐지 과목 폐지 사유
가족복지론 2013년 이후 개설 수요 없음 
가족상담 2013년 이후 개설 수요 없음
학교사회복지론 2011년 이후 개설 안함
노인복지연구세미나 사회문제해결세미나 신설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연구방법론 신설
질적연구방법론 사회복지연구방법론 신설
다문화관리론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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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학은 거의 모든 교과목이 사회복지사 2급 국가자격 취득과 연계되어 있기 때

문에, 큰 폭의 교과과정 개편이 어려움. 다만, 2급 자격 취득과 무관하고, 최근 몇 년간 

개설 수요가 없었거나, 신설 교과목으로 대체 가능한 교과목에 대해 폐지를 신청함

② 과목 신설 

신설 과목 신설 사유
사례관리론 실천현장에서 사례관리 중요성 증가 
사회복지 쟁점과 이슈 전공자들의 다양한 관심과 욕구를 포괄하는 교과목 필요
사회복지연구방법론 자료 수집 및 분석, 중급통계 등 다양한 연구방법 습득 필요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실천현장에서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효과적 실천의 필요성 증가

최근 실천현장에서 사례관리와 다문화 민감성의 중요성 증가하고 있음. 졸업 후 현장

에 투입되어 실무에 잘 적응하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사례관리와 다문화에 대

한 이해가 필수적임.

본 대학원은 사회복지를 처음 접하는 입문자들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없음), 그리고

학부에서 이미 2급 자격을 취득한 전공자들로 구성되어 있음. 입문자들의 재학 비율이

높아서 자격 취득에 필요한 필수교과도 개설해야 함과 동시에 전공자들의 관심사와 욕구

를 고려한 심화 교과목 개설도 함께 요구됨. 교과목 개설 수 제한으로 인해 양측의 요구

를 모두 충족하기 어려움에 따라, 전공자 개개인의 관심사를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회복지 쟁점과 이슈’와 ‘사회복지연구방법론’ 개설이 요구됨.

나. 국가자격 (또는 민간 자격) 연계 과목 

과목 연계 자격증 구(舊) 교과과정 개편 교과과정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론
지역사회복지론 지역사회복지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사회복지현장실습 사회복지현장실습
의료사회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노인복지론 노인복지론
아동복지론 아동복지론 아동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청소년복지론 청소년복지론 청소년복지론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보장론 사회보장론 사회보장론
국제사회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사회복지와 문화다양

성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례관리론 사례관리론

가족복지론
학교사회복지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기본적으로 사회복지학은 국가자격 취득이 필수인 분야임. 따라서 거의 모든 교과목이

‘사회복지사’ 국가자격과 연계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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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업체(현장) 요구를 반영한 교과목 현황 

교과목명 주요 특성 

사례관리론 실천현장에서 사례관리의 중요성 증가. 사례관리 실무능력 필요

사회복지연구방법론 사회문제/대안을 분석하는 다양한 연구조사 및 자료분석 방법론 탐구

사회복지 쟁점과 이슈 다양한 사회적 쟁점을 다루고 창의적 해결방법 모색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민감성 개발을 통해 효과적 실천역량 강화

라. Code-sharing 교과목

개설 학과 code-sharing 가능 교과목 사유

유아교육학과 질적연구방법론 다양한 연구방법에 대한 이해 필요

유아교육학과 기초통계1 자료분석에 대한 기초 지식 필요

유아교육학과 고급통계1 자료분석에 대한 심화 지식 필요

행정학과 고령화와 복지정책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이해 제공

7. 학과소개

사회복지는 모든 사람이‘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유능하고 실천에 강
한 사회복지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뿐 아니
라, 지역사회의 우수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실습 및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현장교육을 실시
한다.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social welfare is to improve quality of life and 
establish a welfare society through the creation of a system and conditions that 
will allow all human being to live a “human life. To produce competent and 
practical social workers, we not only systematically teaches the major social 
welfare course, but also conduct field education through practicum and volunteer 
services in collaboration with prestigious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with 
commun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