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학년도 사회복지대학원 교과과정

1. 목적과 개요

2. 세부 전공 및 영역
본 사회복지대학원은 사례관리·상담, 노인보건·복지 및 전문사회복지실천의 세부 전공을  
두고 있으며 전공별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사례관리·상담 전공
사례관리·상담 전공에서는 현대사회의 복잡·다양화 되어가는 개인 및 가족이 경험하는 어려
움에 대처하기 위하여 사례관리 및 상담분야 이론과 실무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사례관리·상담 
현장실무형 사회복지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2. 노인보건·복지 전공  
노인보건·복지 전공에서는 다양한 노인관련 문제 및 이슈들에 대한 효과적 대책, 노인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기술을 배양함으로써 고령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노인보건·복지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3. 전문사회복지실천 전공
전문사회복지실천 전공에서는 변화하는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제반 실무 능력을 함양하고 지식·기술·태도를 겸비한 섬김의 리더십을 갖춘 사회복지실천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3. 교육과정
 1) 총 이수학점

* 매학기 최대 이수학점 : 12학점 

전 공 
졸업

이수학점
교과목구분 학 점 비  고

사례관리·상담전

공

29

 1. 공통필수

 2. 전공필수

 3. 전공선택

 4. 논문학점

  2 학점

  3 학점

 18 학점 이상

  6 학점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원하

는 경우 전공선택 II 모든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 논문 작성자는 논문학점

(논문세미나 I, II)을 이수해야 함

- 비논문자는 전공과목 6학점을 추가 

이수해야 함

노인보건·복지 

전공

전문

사회복지실천

전공

 1. 공통필수

 2. 전공과목

 3. 논문학점

  2 학점

 21 학점 이상

  6 학점

- 전문사회복지실천 전공은 학부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한 경우 선택 가능함

- 논문 작성자는 논문학점

(논문세미나 I, II)을 이수해야 함

- 비논문자는 전공과목 6학점을 추가 

이수해야 함

한국성서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은 본교 설립이념인 밀알정신을 바탕으로 사회복지 전문 인
력을 양성하는데 교육의 목적을 둔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실천적 지식과 창의적 능력을 발
휘할 수 있는 전문실천 능력과 기독교 정신에 기반한 사회복지 학문의 연구 능력을 갖추도
록 함으로써 한국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이수구분별 교육과정

  * 기독교 기초의 이해 이외 모든 교과목은 3학점임.
  *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분류 사례관리·상담전공 노인보건·복지전공
전문사회복지실

천 전공

공통필수 

(2학점)
기독교 기초의 이해(2학점), 밀알훈련(P/F)

전공필수

(3학점)

사회복지상담/

사례관리세미나 중 택1

노인복지연구/

노인보건과 장기요양 중 택1

- 논문작성자 : 

21학점 이상+

논 문 세 미 나 Ⅰ , 

Ⅱ

- 비논문자 : 

27학점 이상

전공선택I

정신건강연구

상담 및 심리검사

사례관리와 커뮤니티실천

가족상담 및 치료

고령사회이슈세미나

노인복지시설경영

은퇴와 노후생애설계

노인정신건강과 치매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노인심리와 상담, 사회복지지도감

독론, 가족복지연구, 다문화복지론, 사회자본과 네트워킹, 

위기개입연구, 사회복지법제연구, 기독교사회복지론, 연구

논문작성법, 논문세미나Ⅰ,Ⅱ

전공선택

Ⅱ

사회복지실천세미나, 사회복지정책세미나, 사회복지행정세

미나, 사회복지실천기술세미나, 사회복지조사세미나, 사회

복지현장실습, 사회복지윤리와철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