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사회복지학부



□ 아동복지학전공 수강 신청 시 유의사항 □

 1. 아동권리와 복지

   아동권리와 복지 교과목은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필수과목입니다. 

 2. 아동복지 

   아동복지 교과목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과목입니다.

□ 사회복지학전공 수강 신청 시 유의사항 □

 1. 사회복지현장실습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과목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정한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에서 120시간 이상(2020년 입학생부터 160시간 이상) 실습을 하는과목입니다. 대부

분 방학 중 실습하며, 실습을 나가기 전 3회의 사전 오리엔테이션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고, 기말고사 즈

음에 사전 수강신청을 합니다. 따라서 학부 사무실에서 안내하는 사항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과목은 주로 3

학년 2학기부터 수강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수강신청 할 수 없습니다. 

 2. 사회복지개론

   가급적 1학년 1학기때 수강하기 권장합니다. 

 3.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을 수강한 후 이 과목 수강하기 권장합니다. 

 4. 사례관리론, 의료사회복지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을 수강한 후 이 과목 수강하기 권장합니다. 

 5. 자료분석론

   사회복지조사론을 수강한 후 이 과목 수강을 권장합니다. 

 6. 자격증 과목 반드시 확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필수 10과목과 선택 4과목(20학번부터는 7과목)을 확인하면서 

수강신청하기 바랍니다. 



□ 청소년학전공 수강 신청 시 유의사항 □

  1. 신입생을 위한 안내 

청소년학 전공에서 가장 기초 교과인 청소년심리, 청소년활동, 청소년레크리에이션지도 3개 교과는 

1학년 수강 권장과목입니다. 가급적 1학년 1학기 수강하시고 늦어도 1학년 2학기까지는 수강하시길 

권장합니다. (학부기초 과목은 4년 중 2개 과목을 수강하시면 되고 굳이 1학년에 수강하실 필요는 없

습니다.) 추후 전공설명회를 통한 안내와 교과목 로드맵에 따라 다음 학기부터 수강신청하시면 됩니다.

  2.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신청을 위한 수강신청 안내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을 위하여 4학년 1학기까지 필수이수과목을 이수할 것을 권장합니다. 

2021년 자격검정까지는 새로운 시행제도 유예기간이라서 4학년 2학기 이수해도 자격검정 접수 및 

취득이 가능

(2022년도 자격검정부터는 자격검정 신청하는 여름에 자격검정 필수과목을 모두 이수한 상태라야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접수가 가능해짐)

 3. 유소년스포츠 전공 과목

특이사항에“유소년스포츠전공생만 수강가능”으로 표기된 전공 과목은 스포츠과학부 유소년 스

포츠전공생만 수강가능 하므로 이외 전공은 신청 불가 합니다.

(1학기: 청소년심리, 청소년지도방법론.  2학기: 청소년복지론, 청소년문화)

□ 노인복지학전공 수강 신청 시 유의사항 □

 1. 사회복지사 자격증 필수 과목(10과목)

   타전공(사회복지전공)에서 개설되며 수강시 노인복지전공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2. 노인복지전공과목 개설

   노인복지전공에서 개설되는 과목은 대부분 연 1회만 개설됩니다. 즉, 1학기 때 개설된 과목은 2학기 

때 개설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수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보건교육사자격증 시험 과목

   보건교육사자격증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교부되는 국가자격증으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을 

보기 전에 필수과목(5개과목)과 선택과목(2과목)을 수강하여야 합니다. “노인보건학”,“지역사회 영양학”

을 먼저 수강한 다음에 “보건복지행정론” “보건교육학” “보건의료법규” 등을 수강합니다. 



사회복지학부(아동복지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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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교과군 279001 기독교와 사회복지 3 3 60 v 이현옥 화4,5,6  진리516 전공(60), 관계(40) 이현옥 화4,5,6

기초교과군 279002 기독교와 사회복지 3 3 60 v 박은선 화7,8,9  진리516 전공(60), 관계(40) 박은선 화7,8,9

기초교과군 279003 기독교와 사회복지 3 3 60 v 박은선 수4,5,6  진리516 전공(60), 관계(40) 박은선 수4,5,6

기초교과군 609601 사회과학의 이해 3 3 60 v 추병식 목4,5,6  진리516 전공(67), 혁신(33) 추병식 목4,5,6

기초교과군 609602 사회과학의 이해 3 3 60 v 추병식 목7,8,9  진리516 전공(67), 혁신(33) 추병식 목7,8,9

기초교과군 610001 현장실무통계 3 3 40 v 미지정 수4,5,6  진리307 전공(100) 미지정 수4,5,6

기초교과군 610002 현장실무통계 3 3 40 v 미지정 수7,8,9  진리307 전공(100) 미지정 수7,8,9

핵심교과군 148701 영유아발달 3 3 60 한미현 수7,8,9  진리311 전공(73), 소통(27)

핵심교과군 196201 아동권리와 복지 3 3 60 이영미 월7,8,9  진리304 혁신(80), 소통(20)

핵심교과군 389601 보육학개론 3 3 60 변미희 월4,5사1
진리311 

사이버강의실1
PBL, 
부분사이버

전공(50), 혁신(30) 변미희 월4,5사1

핵심교과군 389902 아동건강교육 3 3 60 이영미 화4,5,6

핵심교과군 398201 아동안전관리 3 3 60 이영미 화7,8,9

핵심교과군 398401 놀이지도 3 3 60 신경숙 화7,8,9

핵심교과군 398501 보육과정 3 3 60 이지호 수4,5,6  진리311
영유아발달 
선수강

전공(67), 혁신(33)

심화교과군 196301 아동상담론 3 3 60 한미현 수7,8,9

심화교과군 204101 가족복지론 3 3 50 이영미 화4,5,6  진리406 PBL 혁신(67), 관계(33)

심화교과군 223401 아동복지 3 3 60 변미희 목2,3사1

심화교과군 362002 가족상담 3 3 50 신경숙 화4,5,6  진리306 전공(53), 혁신(47)

심화교과군 389701 아동미술 3 3 45 신경숙 목7,8,9  진리212 혁신(64), 전공(36)

심화교과군 390303 언어지도 3 3 45 신경숙 목4,5,6  진리212
보육과정 
선수강

전공(60), 혁신(40)

심화교과군 398301 영유아교수방법론 3 3 50 신경숙 목4,5,6

심화교과군 610401 아동수학지도 3 3 45 신경숙 목7,8,9

응용교과군 204401 보육실습 3 3 40 변미희 금1,2,3  진리212
선수강
신청자 대상

전공(93), 섬김(7) 변미희 금1,2,3

응용교과군 278602 부모교육 3 3 50 미지정 수4,5,6

응용교과군 419802 정신건강 3 3 50 이영미 월7,8,9

응용교과군 589001
유아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3 3 45 미지정 수4,5,6  진리212
PBL, 아동복지
학전공 대상

혁신(67), 전공(33)

응용교과군 589101 유아교과교수법 2 2 50 미지정 월4,5

응용교과군 610601 보육교사론 3 3 60 이영미 화7,8,9  진리404 PBL 전공(60), 혁신(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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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교과군 781201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3 3 60 미지정 월7,8,9



사회복지학부(사회복지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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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교과군 279001 기독교와 사회복지 3 3 60 v 이현옥 화4,5,6  진리516 전공(60), 관계(40) 이현옥 화4,5,6

기초교과군 279002 기독교와 사회복지 3 3 60 v 박은선 화7,8,9  진리516 전공(60), 관계(40) 박은선 화7,8,9

기초교과군 279003 기독교와 사회복지 3 3 60 v 박은선 수4,5,6  진리516 전공(60), 관계(40) 박은선 수4,5,6

기초교과군 609601 사회과학의 이해 3 3 60 v 추병식 목4,5,6  진리516 전공(67), 혁신(33) 추병식 목4,5,6

기초교과군 609602 사회과학의 이해 3 3 60 v 추병식 목7,8,9  진리516 전공(67), 혁신(33) 추병식 목7,8,9

기초교과군 610001 현장실무통계 3 3 40 v 미지정 수4,5,6  진리307 전공(100) 미지정 수4,5,6

기초교과군 610002 현장실무통계 3 3 40 v 미지정 수7,8,9  진리307 전공(100) 미지정 수7,8,9

핵심교과군 130001 사회복지개론 3 3 60 김승용 월1,2,3  진리402
사회복지학
전공우선신청

전공(80), 혁신(20) 김승용 월1,2,3

핵심교과군 130002 사회복지개론 3 3 60 최윤영 화7,8,9  진리410
사회복지학
전공우선신청

전공(80), 혁신(20) 염영옥 수7,8,9

핵심교과군 130003 사회복지개론 3 3 60 고기숙 금4,5,6  진리402
사회복지학
전공우선신청

전공(80), 혁신(20) 김혜숙 금4,5,6

핵심교과군 204102 가족복지론 3 3 60 이현정 월4,5,6  진리403 전공(78), 혁신(22) 이현정 목4,5,6

핵심교과군 204103 가족복지론 3 3 60 최경화 목7,8,9  진리402 전공(78), 혁신(22) 최경화 목7,8,9

핵심교과군 205501 장애인복지론 3 3 60 최윤영 수7,8,9  진리410 전공(67), 혁신(33) 최윤영 수7,8,9

핵심교과군 258101 여성복지론 3 3 60 이현정 화4,5,6  진리403 전공(73), 혁신(27) 이현정 화4,5,6

핵심교과군 281701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3 3 99 고기숙 사1,2,3 사이버강의실1 완전사이버 전공(78), 관계(22) 고기숙 사1,2,3

핵심교과군 281702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3 3 60 염영옥 수4,5,6  진리402 전공(78), 관계(22) 염영옥 수4,5,6

핵심교과군 281703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3 3 60 홍현방 월4,5,6  진리402 전공(78), 관계(22) 홍현방 월4,5,6

핵심교과군 284501 사회문제론 3 3 60 홍현방 화1,2,3  진리412 혁신(67), 전공(33) 홍현방 화1,2,3

핵심교과군 284502 사회문제론 3 3 60 홍현방 목7,8,9  진리403 혁신(67), 전공(33) 홍현방 목7,8,9

핵심교과군 285401 지역사회복지론 3 3 60 김승용 수1,2,3  진리402 전공(80), 혁신(20) 김승용 수1,2,3

핵심교과군 285402 지역사회복지론 3 3 60 이현옥 월7,8,9  진리412 전공(80), 혁신(20) 이현옥 월7,8,9

핵심교과군 285403 지역사회복지론 3 3 60 김혜숙 화4,5,6  진리402 전공(80), 혁신(20) 김혜숙 화4,5,6

핵심교과군 429701 학교사회복지론 3 3 60 고기숙 목4,5,6  진리402 전공(67), 관계(33) 고기숙 목4,5,6

심화교과군 129901 사회보장론 3 3 60 최윤영 화7,8,9

심화교과군 130601 사회복지실천론 3 3 60 염영옥 금1,2,3  진리401 전공(56), 혁신(22) 조성우 목1,2,3

심화교과군 130602 사회복지실천론 3 3 60 나임순 화1,2,3  진리410 전공(56), 혁신(22) 나임순 화1,2,3

심화교과군 130603 사회복지실천론 3 3 60 최경화 금4,5,6  진리407 전공(56), 혁신(22) 최경화 금4,5,6

심화교과군 282201 사회복지행정론 3 3 60 김승용 목1,2,3  진리402 전공(80), 혁신(20) 김승용 목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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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교과군 282202 사회복지행정론 3 3 60 김성철 월7,8,9  진리403 전공(80), 혁신(20) 김성철 월7,8,9

심화교과군 282203 사회복지행정론 3 3 60 최경화 금1,2,3  진리403 전공(80), 혁신(20) 최경화 금1,2,3

심화교과군 284701 사회복지실천기술론 3 3 60 김연수 월6사1,2
진리407 

사이버강의실1
부분사이버
/실천론선수강

전공(78), 관계(22) 김연수 월6사1,2

심화교과군 284702 사회복지실천기술론 3 3 60 김혜숙 금1,2,3  진리412
사회복지실
천론선수강

전공(78), 관계(22) 김혜숙 금1,2,3

심화교과군 284703 사회복지실천기술론 3 3 60 김혜숙 금4,5,6  진리412
사회복지실
천론선수강

전공(78), 관계(22) 고기숙 금4,5,6

심화교과군 284801 사회복지정책론 3 3 60 김진이 화6사1,2
진리407 

사이버강의실1
전공(80), 혁신(20) 김진이 화6사1,2

심화교과군 284802 사회복지정책론 3 3 60 김진이 수6사1,2
진리407 

사이버강의실1
전공(80), 혁신(20) 김진이 수6사1,2

심화교과군 284803 사회복지정책론 3 3 60 김욱 목7,8,9  진리407 전공(80), 혁신(20) 김욱 목7,8,9

심화교과군 284901 사회복지조사론 3 3 60 백경원 목1,2,3  진리412 전공(67), 관계(33) 홍현방 목4,5,6

심화교과군 284902 사회복지조사론 3 3 40 노재현 수1,2,3  진리307 전공(67), 관계(33) 미지정 수1,2,3

심화교과군 284903 사회복지조사론 3 3 60 홍현방 목4,5,6  진리403 전공(67), 관계(33) 백경원 월4,5,6

심화교과군 429501 의료사회복지론 3 3 60 김연수 목1,2,3  진리407
PBL과목/
실천론,기
술론선수강

전공(56), 혁신(22) 김연수 목1,2,3

심화교과군 429601 사회복지법제론 3 3 60 김욱 월4,5,6  진리410 전공(73), 혁신(27) 김욱 월4,5,6

심화교과군 429602 사회복지법제론 3 3 60 나임순 화4,5,6  진리410 전공(73), 혁신(27) 나임순 화4,5,6

심화교과군 429603 사회복지법제론 3 3 60 나임순 수4,5,6  진리410 전공(73), 혁신(27) 이은정 수4,5,6

심화교과군 497201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3 3 60 나임순 수7,8,9  진리412 전공(67), 관계(33)

심화교과군 497202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3 3 60 최경화 목4,5,6  진리412 전공(67), 관계(33) 나임순 수7,8,9

심화교과군 497203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3 3 60 염영옥 금4,5,6  진리401 전공(67), 관계(33) 최경화 목4,5,6

심화교과군 944601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캡스톤디자인)

3 3 40 조성우 월1,2,3

응용교과군 131201 사회복지현장실습 3 3 30 김연수 화7,8,9  진리306 OT필수참여 관계(51), 전공(49) 김연수 화7,8,9

응용교과군 131202 사회복지현장실습 3 3 30 이현정 목4,5,6  진리305 OT필수참여 관계(51), 전공(49) 이현정 수4,5,6

응용교과군 131203 사회복지현장실습 3 3 30 최명민 목1,2,3  진리306 OT필수참여 관계(51), 전공(49) 최명민 목1,2,3

응용교과군 131204 사회복지현장실습 3 3 30 최명민 목4,5,6  진리306 OT필수참여 관계(51), 전공(49) 염영옥 금4,5,6

응용교과군 131205 사회복지현장실습 3 3 30 고기숙 수7,8,9  진리402 OT필수참여 관계(51), 전공(49) 고기숙 수7,8,9

응용교과군 131206 사회복지현장실습 3 3 30 박은선 월7,8,9

응용교과군 195801 자원개발과 모금 3 3 60 조성우 화7,8,9

응용교과군 206101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3 3 60 박은선 월7,8,9  진리410 PBL과목 전공(67), 소통(33)

응용교과군 259001 사례관리론 3 3 60 김연수 수1,2,3  진리407
PBL과목/
실천론,기
술론선수강

전공(56), 혁신(22) 김연수 수1,2,3



사회복지학부(사회복지학전공)

이수구분
과목

코드
과목명

시

수

학

점

제한

인원

신입

생

1학기 2학기

교수명 요일/교시 강의실 특이사항 핵심역량(비율) 교수명 요일/교시

응용교과군 907002 가족상담및가족치료 3 3 60 김혜숙 화7,8,9  진리403 전공(67), 혁신(33) 김혜숙 화7,8,9

응용교과군 907201 정신건강사회복지론 3 3 60 최명민 화7,8,9  진리407 전공(100) 최명민 화7,8,9



사회복지학부(청소년학전공)

이수구분
과목

코드
과목명

시

수

학

점

제한

인원

신입

생

1학기 2학기

교수명 요일/교시 강의실 특이사항 핵심역량(비율) 교수명 요일/교시

기초교과군 279001 기독교와 사회복지 3 3 60 v 이현옥 화4,5,6  진리516 전공(60), 관계(40) 이현옥 화4,5,6

기초교과군 279002 기독교와 사회복지 3 3 60 v 박은선 화7,8,9  진리516 전공(60), 관계(40) 박은선 화7,8,9

기초교과군 279003 기독교와 사회복지 3 3 60 v 박은선 수4,5,6  진리516 전공(60), 관계(40) 박은선 수4,5,6

기초교과군 609601 사회과학의 이해 3 3 60 v 추병식 목4,5,6  진리516 전공(67), 혁신(33) 추병식 목4,5,6

기초교과군 609602 사회과학의 이해 3 3 60 v 추병식 목7,8,9  진리516 전공(67), 혁신(33) 추병식 목7,8,9

기초교과군 610001 현장실무통계 3 3 40 v 미지정 수4,5,6  진리307 전공(100) 미지정 수4,5,6

기초교과군 610002 현장실무통계 3 3 40 v 미지정 수7,8,9  진리307 전공(100) 미지정 수7,8,9

핵심교과군 240301 청소년심리 3 3 60 설인자 월4,5,6  진리304
청소년학전
공 우선 신청

전공(100) 설인자 월1,2,3

핵심교과군 240302 청소년심리 3 3 60 설인자 수4,5,6  진리304
청소년학전
공 우선 신청

전공(100) 설인자 수4,5,6

핵심교과군 240303 청소년심리 3 3 50 최정경 화1,2,3  진리305
유소년스포츠
전공생만 
수강가능

전공(100)

핵심교과군 361701 성격심리 3 3 50 조주영 목1,2,3  진리305
선수:
청소년심리

섬김(67), 전공(33) 조주영 목1,2,3

핵심교과군 392701
청소년상담
(이론과실제)

3 3 60 김호영 월7,8,9  진리401
선수:
청소년심리

전공(78), 관계(22) 김호영 금4,5,6

핵심교과군 392702
청소년상담
(이론과실제)

3 3 60 김호영 금4,5,6  진리403
선수:
청소년심리

전공(78), 관계(22)

핵심교과군 401101 청소년문제와 보호 3 3 60 유성렬 목1,2,3  진리403
선수:
청소년심리

전공(62), 혁신(27) 유성렬 수1,2,3

핵심교과군 401102 청소년문제와 보호 3 3 50 최정경 화1,2,3

핵심교과군 401201 청소년활동 3 3 60 양은일 월1,2,3  진리301 섬김(60), 전공(40) 박철웅 월7,8,9

핵심교과군 401202 청소년활동 3 3 60 양은일 목7,8,9  진리301 섬김(60), 전공(40) 박철웅 목4,5,6

핵심교과군 482101
청소년
레크리에이션지도

3 3 55 이승렬 월4,5,6  진리B102 전공(56), 혁신(44) 미지정 월4,5,6

심화교과군 170102 진로상담 3 3 60 김호영 수7,8,9  진리403

선수:청소년
상담, 청소년
프로그램개
발과평가

전공(56), 소통(44)

심화교과군 173001 청소년문화 3 3 60 추병식 화7,8,9  진리401 전공(67), 혁신(33) 박자경 화7,8,9

심화교과군 173002 청소년문화 3 3 60 추병식 금4,5,6

심화교과군 173003 청소년문화 3 3 50 미지정 목1,2,3

심화교과군 207702 심리검사 3 3 60 박자경 금4사1,2
진리516 

사이버강의실1

부분사이버
, 선수:현장
실무통계,
청소년심리

전공(100) 조주영 월1,2,3

심화교과군 224002 집단상담 3 3 55 조주영 월1,2,3  진리B102
선수:
청소년심리

전공(56), 관계(44) 김호영 수4,5,6

심화교과군 240601 청소년지도방법론 3 3 50 김종국 목1,2,3  진리406
유소년스포츠
전공생만
수강가능

전공(100) 김영호 화1,2,3

심화교과군 240602 청소년지도방법론 3 3 60 김영호 화4,5,6

심화교과군 240701 청소년복지론 3 3 60 황진구 수1,2,3  진리401
선수:
청소년심리

전공(100) 박자경 월7,8,9

심화교과군 240702 청소년복지론 3 3 60 박자경 월7,8,9  진리311
선수:
청소년심리

전공(100) 미지정 수1,2,3



사회복지학부(청소년학전공)

이수구분
과목

코드
과목명

시

수

학

점

제한

인원

신입

생

1학기 2학기

교수명 요일/교시 강의실 특이사항 핵심역량(비율) 교수명 요일/교시

심화교과군 337202 학습심리 3 3 50 조주영 월4,5,6  진리305
선수:
청소년심리

혁신(67), 전공(33) 조주영 목4,5,6

심화교과군 362002 가족상담 3 3 50 조주영 월4,5,6

심화교과군 393301 특수청소년상담 3 3 60 박자경 화4,5,6  진리412
선수
:청소년상담

전공(100) 박자경 목7,8,9

심화교과군 401301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3 3 50 최정경 화4,5,6  진리305 전공(100) 김영호 목1,2,3

심화교과군 401302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3 3 60 김영호 목4,5,6

심화교과군 678601 청소년예술치료 3 3 55 윤주리 수4,5,6  진리B102 전공(67), 혁신(33) 미지정 수7,8,9

응용교과군 393001 청소년현장 및 상담실습 3 3 40 설인자 금1,2,3  진리301 섬김(60), 전공(40) 설인자 금1,2,3

응용교과군 401401 청소년육성제도론 3 3 60 한도희 수1,2,3  진리301
선수:
청소년활동

전공(100) 한도희 수1,2,3

응용교과군 401402 청소년육성제도론 3 3 60 한도희 수4,5,6  진리301
선수:
청소년활동

전공(100)

응용교과군 678301
청소년현장역량
강화세미나

3 3 60 미지정 월4,5,6

응용교과군 784801 직업세계와 관련법규 3 3 60 김인기 화4,5,6  진리304 전공(87), 혁신(13) 김인기 화4,5,6

응용교과군 784901 심리측정과 평가의 실제 3 3 60 조주영 목4,5,6  진리410
선수:
심리검사

혁신(67), 전공(33)

응용교과군 785001
청소년프로그램 및 
기관평가의 실제

3 3 60 박철웅 수7,8,9

응용교과군 785101
청소년프로그램
개발의 실제

3 3 60 한도희 수4,5,6

응용교과군 785201 위기청소년 지도와 상담 3 3 60 박자경 수7,8,9  진리516
선수:청소년
지도방법론

전공(100) 최정경 화4,5,6

응용교과군 785701 청소년성교육-종합설계 3 3 40 설인자 화7,8,9  진리301
선수:청소년
프로그램개
발과평가

전공(100) 설인자 화7,8,9

응용교과군 785702 청소년성교육-종합설계 3 3 40 설인자 월7,8,9  진리301
선수:청소년
프로그램개
발과평가

전공(100)



사회복지학부(노인복지학전공)

이수구분
과목

코드
과목명

시

수

학

점

제한

인원

신입

생

1학기 2학기

교수명 요일/교시 강의실 특이사항 핵심역량(비율) 교수명 요일/교시

기초교과군 279001 기독교와 사회복지 3 3 60 v 이현옥 화4,5,6  진리516 전공(60), 관계(40) 이현옥 화4,5,6

기초교과군 279002 기독교와 사회복지 3 3 60 v 박은선 화7,8,9  진리516 전공(60), 관계(40) 박은선 화7,8,9

기초교과군 279003 기독교와 사회복지 3 3 60 v 박은선 수4,5,6  진리516 전공(60), 관계(40) 박은선 수4,5,6

기초교과군 609601 사회과학의 이해 3 3 60 v 추병식 목4,5,6  진리516 전공(67), 혁신(33) 추병식 목4,5,6

기초교과군 609602 사회과학의 이해 3 3 60 v 추병식 목7,8,9  진리516 전공(67), 혁신(33) 추병식 목7,8,9

기초교과군 610001 현장실무통계 3 3 40 v 미지정 수4,5,6  진리307 전공(100) 미지정 수4,5,6

기초교과군 610002 현장실무통계 3 3 40 v 미지정 수7,8,9  진리307 전공(100) 미지정 수7,8,9

핵심교과군 204101 가족복지론 3 3 60 강기정 월7,8,9

핵심교과군 204701 자원봉사론 3 3 60 송현애 목4,5,6  진리404 전공(93), 섬김(7) 송현애 목7,8,9

핵심교과군 205502 장애인복지론 3 3 60 김성철 금7,8,9

핵심교과군 258401 노년학 3 3 40 김혜경 월4,5,6  진리303 혁신(36), 소통(33)

핵심교과군 284401 노인복지론 3 3 60 김성철 화7,8,9  진리412 전공(100)

핵심교과군 678701 건강가정론 3 3 60 강기정 월3사1,2
진리311 

사이버강의실1
부분사이버 전공(73), 혁신(27) 강기정 월3사1,2

핵심교과군 678801 노인보건학 3 3 40 백경원 목1,2,3

심화교과군 196801 케어복지와 기술 3 3 40 최영숙 수4,5,6  진리303 전공(73), 소통(20)

심화교과군 497201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3 3 50 김성철 화7,8,9

심화교과군 611301 지역사회영양학 3 3 60 백경원 화4,5,6

심화교과군 679401 가족노인생활교육 3 3 60 강기정 수2,3사1
진리311 

사이버강의실1

건강가정사
핵심과목, 
부분사이버

전공(69), 관계(31)

심화교과군 907001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3 3 40 최영숙 월7,8,9  진리303 전공(67), 관계(33) 송현애 목4,5,6

응용교과군 196601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2 3 3 40 김욱 금4,5,6  진리303 전공(100)

응용교과군 196901 고령친화산업과 경영 3 3 60 송현애 목7,8,9  진리404 혁신(67), 전공(33)

응용교과군 197001 호스피스와 웰다잉 3 3 40 최영숙 수4,5,6

응용교과군 679001 보건교육학 3 3 40 백경원 화4,5,6  진리303

보건교육사 
필수과목, 
선수강: 
보건학 또는 
노인보건학 

전공(100)

응용교과군 679101 보건의료법규 3 3 40 김욱 목4,5,6

응용교과군 679301 전공심화현장실습 2 2 40 김혜경 월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