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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주요사항
Part 1,

S o c i a l  w e l f a r e



학과소개

우송대학교사회복지학과는
인권의 가치에 기반을 둔 전인적 인성을 토대로 글로벌 관점과

한국사회의 지역적 실천을 조화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미래 사회를 선도하는 사회복지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에 대한

가치 확립

교육목표

사회복지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체계화된

지식구조 확립

실무교육 강화를

통한 실천적

전문인 양성

아동과 청소년, 

성인 및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개발 및 적용



학과목표

문제해결 중심 사회복지 교육

학생경험 기반 실천적 교육

미래사회 사회복지 취업수요 예측

취업분야 발굴 및 다각화

지역복지기관과의 교류협력 확대

아시아 국가 및 해외 대학과의 교류

글로벌 관점과 지역적 실천을

조화시킬 수 있는 사회복지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1학년
사회복지학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현장의이해, 

자원봉사론(여름학기), 사회복지실천론, 영유아발달, 아동복지론

2학년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가족복지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행정론

트랙
(2학년)

사회복지 회계원리이해, ERP회계, 상담이론

아동복지 보육학개론, 보육과정, 아동미술

전선
(2학년 2학기)

사회복지 사회문제론

아동복지 영유아교수방법론



교육과정

3학년
사회복지정책론, 프로그램개발과평가,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복지현장실습, 정신건강론

트랙

사회복지 집단상담의기초, ERP인사, 심리측정및평가

아동복지 놀이지도, 언어지도, 수학지도

전선
(3학년 1학기)

사회복지 사례관리론

아동복지 아동권리와복지



교육과정

4학년
(전선)

공통교과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사회복지윤리와철학

사회복지
(트랙)

사회복지와인권, 정신건강사회복지론, 
학교사회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아동복지
(트랙)

아동관찰및행동연구, 아동생활지도,
보육실습, 보육교사인성론



교수진소개

김학만 / 전임교수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행정 전공

류한수 / 전임교수

보건복지학 전공

양병준/산학협력
중점교수

사회복지학 전공

김양은 / 전임교수
영유아발달,
유아교육전공



교수진소개

김은혜 / 초빙교수
사회복지학 전공

김동선 / 초빙교수
사회복지학 전공

김윤희 / 초빙교수
상담심리,

상담학 전공



동아리소개-솔아띠

‘솔’(소나무의순우리말) + ‘아띠’ (친구의순우리말)

= 소나무처럼 항상 같은 모습으로 곁에 있어주는 친구

⚫ 연계기관과의전문적인자원봉사활동을통해사회복지실천현장을이해하고

풍부한경험을쌓음으로써취업에필요한개인역량을준비하고강화시켜나가고자활동하는취업동아리

⚫ 동아리활동을통해이웃사랑의정신을실천하고남을존중할줄아는인성을개발함으로

자아를성장시켜나갈수있을뿐만아니라, 더불어살아가는사회에대해서배우고익히고자노력



동아리소개-솔아띠

굿네이버스
기관봉사 및 쉼터

봉사

우송대+대전대
+한남대 동아리

연합활동

초록우산
그린사이렌 홍보단

: 대전 지역 아동
후원자 개발

캠페인

대전청소년
위캔센터

소속 동아리 활동

: 어울림 마당 및
미세먼지 캠페인

활동

대전중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 다문화아동돌봄



동아리소개-만두레

우리나라 전통 미풍양속인 ‘만두레’ 정신과 오늘날의 ‘참여복지’ 정신을 합성한

복지공급체를 일컫는 대전광역시의 고유 브랜드

⚫ 재가복지를 통한 독거노인 어르신과의 유대감을 형성하여 현장경험을 쌓을 수 있어

사회복지사의 자질을 갖출 수 있고 여러 센터들과 연계를 통해 치매, 독거노인, 노인들이

현대사회에서 겪는 문제나 문제점들을 듣고 공부

⚫ 독거노인 어르신들의 생활과 노인들에게 다가가는 방법 그리고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게

무엇인지 현장에서 배우며 경험을 쌓는 동아리



동아리소개-만두레

독거어르신께

심리적, 물질적

도움제공

(말벗, 생활에필요한

물품등)

노인뿐아니라
재가복지

독거노인

방문 프로그램

노인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어르신들

활동보조와 청결관리



동아리소개-아고라

아고라

‘아이들의 고민들 들어라’

⚫ 청소년들의 장래희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제공하는 동아리

⚫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고민을 들으면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 마련



동아리소개-아고라

청소년의달행사

위캔센터, 다양한 동아리와
함께 각종 부스를

주관하며 많은 동아리를
대표하여 총괄

어울림마당

대표적인 사업으로
4월부터 11월까지

위캔센터와 협력하여
부스를 주관하며 행사 담당

대전광역시 청소년 동아리
연합 페스티벌

다양한 동아리들과 함께
부스를 운영하고

시설 관계자분들과 평가



동아리소개-푸른하늘

늘 푸른 커다란 마음

= 모든 동아리원들을 한 마음으로 포용하고 배려해주는 공동체

⚫ 연계기관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이외에도 개인별 관심 분야의 봉사를 하여,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아 역량을 준비해 취업에 대비하는 취업 동아리

⚫ 여러 봉사 경험들을 통해 본인의 적성에 맞는 분야를 찾고,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 알고 배울 수 있는 기회 제공



동아리소개-푸른하늘

팀제 운영을 통해

아동을 대상으로

연극이나 조 단위의

멘토링 실시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

다수기관과 연결



동아리소개–아이사랑
＇사회적 편견에 대한 인식 개선과 아동의 정서발달 및 치유’ 를

목적으로 인형극을 구성하여 공연 및 봉사활동, 

동화 구연 활동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동아리

⚫ 인형극 제작 – 영유아의 사회정서 발달을 위해

전래동화 및 창작동화를 극형식에 맞게 인형극으로 제작

⚫ 지역사회 봉사활동 – 지역사회 어린이집, 아동복지센터와 연계한 인형극 공연



동아리소개-아이사랑

지역사회 봉사활동

&

인형극 공연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

인형 제작



국제교류관련
Part 2,

I n t e r n a t i o n a l  e x c h a n g e



사회복지학과전공연수

내용 입력 내용 입력 내용 입력 내용 입력

▲ 2019년 일본 오카야마현립대학&오사카 ▲



사회복지학과전공연수

내용 입력 내용 입력 내용 입력 내용 입력

▲ 2019년 일본 오카야마현립대학&오사카 ▲



사회복지학과전공연수

내용 입력 내용 입력 내용 입력 내용 입력

▲ 2019년 일본 오카야마현립대학&오사카 ▲



해외연수

내용 입력 내용 입력 내용 입력 내용 입력



해외연수

내용 입력 내용 입력 내용 입력 내용 입력

2018. 2학기 중국 북경 외국어대학교 교환 학생 프로그램
(2018.09.01. ~ 2018.12.16.) 교환 학생 2명

2018. 겨울학기 제 3기 Sol Challenge 프로그램 일본
후쿠오카 클로버 프라자(2019.01.23. ~ 2019.01.28.) 

해외연수 참가자 3명

2019. 1학기 미국 미시시피대학교 교환 학생 프로그램
(2019.03.04. ~ 2019.06.18.) 교환 학생 1명

2019 사회복지학과 일본 오카야마현립대학교
(2019.12.15. ~ 2019.12.23.) 해외연수 참가자 10명



진로관련
Part 3,

C a r e e r  



취득자격증

국가 자격증
사회복지사 2급(졸업 시 취득), 사회복지사 1급(국가시험), 
보육교사 2급

의료사회복지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3급, 청소년지도사 2급

추가 학습을 통해
취득 가능한 자격증

심리상담사, 심리분석사, 아동심리상담사, 노인심리상담사, 
학교폭력예방상담사 등

민간 자격증



졸업후진로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공무원

⚫ 사회복지관련 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 사회복지기관(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의 사회복지사

⚫ 의료사회복지사 및 정신보건사회복지사

⚫ 기업 사회공헌 분야

⚫ 사회복지 생활시설 사회복지사

⚫ 초〮중〮고등학교의 교육복지사 및 학교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연구자 등

⚫ 국공립 및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 아동발달 및 보육관련 전문가, 상담가

⚫ 대학원 진학



취업현황

취업률 및 현황 66.2% 
2021년도 12월 기준 취업률

송*엽, 조*빈 (20년도 졸업) 성심원

신*래 (21년도 졸업)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이*선 (21년도 졸업) 대전광역시노인복지관

문*이 (21년도 졸업)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장*희 (21년도 졸업) 보령명천종합사회복지관

최*지 (21년도 졸업) 성심원

이*민 (21년도 졸업) 산내종합사회복지관

이*겸 (21년도 졸업) 소나무심리상담교육원

박*정 (17년도 졸업)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주 (18년도 졸업) 굿네이버스

조*규, 김*아 (19년도 졸업) YMCA

김*신 (19년도 졸업)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엄*정 (20년도 졸업) 소나무심리상담교육원

송*수 (20년도 졸업) 판암사회복지관

김*지 (20년도 졸업)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이*원 (20년도 졸업) 충남대학교병원

우수 취업사례



취업사례

안녕하세요.

저는 13학번 사회복지학과 졸업생 이*진 입니다.

저는 졸업 전 우송대학교의 대표적 프로그램인

인턴십 프로그램과 일본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학기에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근무를 하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지식을

익히고 실천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사회복지학과 13학번
(일본 동지사 대학 대학원)

이*진
또한, 우송대학교의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일본의

사회복지 시설을 견학할 기회를 얻었고 일본에서의

유학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9년도 일본 교토의 동지사 대학교 입학시험에

통과하여 현재 대학원에서 일본의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송대학교의 다양한 교환학생 프로그램,

해외 실습,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더 넓은 세상에

서 다양한 사회복지를 배우고 경험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업사례

안녕하세요.

저는 14학번 사회복지학과 졸업생 황*빈 입니다.

우송대학교에서 동아리 “솔아띠“ 부회장을 맡으며

저소득층 아동, 다양한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며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나 현장에서 대상자들의 귀를

기울이는 것 또한 꼭 필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학과 14학번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황*빈

저는 정말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무엇인지 고민하였고

그 고민들이 현재 근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세종시 사회복지공무원으로 주민센터에서

기초수급자, 아동, 장애인 등 대상자들의 통합사례관리

를 하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종시의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좀 더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우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동아리 활동과 봉사활동 등

지역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더 좋은 경험을 하실 수 있

을 것입니다.



취업사례

안녕하세요.

저는 17학번 사회복지학과 졸업생 신*래 입니다.

재학시절 학과의 다양한 전공 수업과 학과 동아리를 통해

다양한 대상자에 대해 공부하고 만나 볼 수 있었으며,

교외에서 진행하는 캠페인, 서포터즈, 자격증 취득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학과와 체결된 협약 덕분에 대학교 3학년 때 일본 오카야

마현립대학교에 8박 9일의 해외연수를 다녀오기도 했습

니다. 일본의 사회복지와 한국의 사회복지를 비교해보고

일본에 있는 사회복지 시설에 방문하여 한국에는 없는

시설물 들을 직접보고 경험해 보기도 했습니다.

사회복지학과 17학번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신*래

현재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소속 복지관에서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특성상 현장에서 직접 아동 혹은 클라이언트를

만나며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과 사례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송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의 4년 덕분에 현재 저는

현장에서 많은 대상자들을 만나며 보람을 느끼고

사회복지사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후배들도 이 학과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즐겁고 후회 없는 학교생활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입학정보관련
Part 4,

W o o s o n g U n i v e r s i t y a d m i s s i o n  



입시준비 tip

전공 관련 교과목

사회문화 정치경제 철학 영어
수학

(통계학)



입시준비 tip

학과적합 인·적성

인간의 복지와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갖고 있는 학생

사회문제에 대한 고민을 갖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학생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학생



입시준비 tip

전공관련활동

봉사활동
예 : 복지기관, 복지시설

인간과 사회를
탐색할 수 있는

다양한 독서 활동



입시준비 tip

권장도서

존경받는 부자들
(이미숙)

나눔은 사랑의
시작이다
(정하성)

산타가 만난 아이들
(윤철수)



입시준비 tip

권장도서

할머니 의사
청진기를 놓다

(조병국)

국경 없는 의사회
(데이비드 몰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은행가

(무하마드 유누스)



입시준비 tip

권장도서

세계미래보고서
2055

(박영숙, 제롬 글렌)

인권의 발명
(린 헌트)

타인의 고통
(수전 손택)



입시준비 tip

재학생이 추천하는 입시 관련 도서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장 지글러)

사회복지사가
말하는 사회복지사

다르게 사는 사람들
(윤수종)



입시관련Q&A

Q. 면접 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기출문제 및 전공가이드북, 학과홈페이지를 통해 면접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5개년 기출문제는 ‘우송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 입시정보 → 입시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사회복지학과 실습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사회복지현장실습은 다양한 분야 중 학교와 연계되어 있는 기관 또는 학생이 직접 선택하여 많은 곳으로 실습을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실습을 실제로 나간 기관들은 ‘우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홈페이지
→학과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입시에 도움이 될 만한 학교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나요?

A.  찾아가는 전공체험, 찾아가는 교수특강, WSU 대학탐방, 전공체험 및 수시면접 대비 학과장 토크쇼가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우송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 고교-대학연계’ 또는 입학처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시관련Q&A

Q. 우송대학교 사회복지학과만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Q. 우송대학교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무엇인가요?

A. 저희 우송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비교과 연계 창의융합 경진대회’를 통해 1,2학년은 지역사회문제해결 포스터
제작, 3학년은 프로포절을 전문 심사위원 앞에서 발표하며 학생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학문을 펼칠 수 있는 기회
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A. 우송대학교는 입학-졸업-취업 전 과정의 ‘생애주기 학생 지원 시스템’ 을 갖춘 대학입니다. 학생들이 직업 생태계
변화에 적응하고 급변하는 사회에 필요한 인재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졸업 이후 까지를 고려한 생애 주
기 학생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송대학교는 글로벌에 중점을 둔 교육체계를 갖고 있어 외국어 수
업과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입시관련사이트

대학 알리미 : www.academyinfo.go.kr

커리어넷 : www.career.go.kr

오르비 : orbi.kr

진로 진학 입시 사이트 : ipsi.jinhak.or.kr

https://search.naver.com/p/crd/rd?m=1&px=256&py=166&sx=256&sy=166&p=hQhS8sp0YidsskBl9Jlssssssy4-355305&q=%EB%8C%80%ED%95%99+%EC%95%8C%EB%A6%AC%EB%AF%B8&ie=utf8&rev=1&ssc=tab.nx.all&f=nexearch&w=nexearch&s=q7Q0a0rD2ErG1Li9FICibw%3D%3D&time=1643517429712&a=vsd_bas.purl&r=1&i=a00000fa_9891ea85b0fdba6c790413b2&u=https://www.academyinfo.go.kr/&cr=1
https://www.career.go.kr/
https://search.naver.com/p/crd/rd?m=1&px=145&py=158&sx=145&sy=158&p=hQhTXdp0Jy0ssFM2Fnlssssst44-088424&q=%EC%98%A4%EB%A5%B4%EB%B9%84&ie=utf8&rev=1&ssc=tab.nx.all&f=nexearch&w=nexearch&s=q7Q0a0rD2ErG1Li9FICibw%3D%3D&time=1643517634889&a=vsd_bas.purl&r=1&i=a00000fa_c2d20388feaacc1ff94faa09&u=https://orbi.kr/&cr=1
https://ipsi.jinhak.or.kr/


Social welfare

사회복지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