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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자체진단평가의 목적과 내용
1. 자체진단평가의 목적
○

○

○

사회복지전문대학원에 대한 자체진단평가의 목적은 전문대학원으로서 기본요건을 충
족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자체진단을 통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원
발전을 위한 기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교육부가 제시한 평가영역별 각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전문대학원의 전 분야
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함
자체진단평가를 통해 본 대학원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실무 중
심 전문․연구인력’을 양성이라는 목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교육과 연구역량, 교육여
건, 학사운영과 관리 등에 대한 질적, 양적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

○

자체진단평가 결과를 대학원 발전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결정의 자료로 활용함

○

자체진단평가 결과를 향후 대학원의 중장기 발전계획 및 특성화 정책수립에 반영함

○

○

자체진단평가를 하는 과정을 통해 대학원의 목표, 교육여건, 연구실적, 고급실무능력
등에 대한 대학원 구성원들의 주의를 환기시킴
자체진단평가 결과를 통해 사회복지전문대학원으로서 본 전문대학원의 교육목표, 정
체성과 위상 재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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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체진단평가의 내용
○

○

사회복지전문대학원에 대한 자체진단평가는 아래와 같이 교육부에서 제시한 6개의 평
가영역과 37개의 정량·정성평가지표에 따라 실시함
본 대학원의 자체진단평가는 1단계 정량지표(4개 평가영역, 11개 평가지표)와 2단계
정성지표(6개 평가영역, 26개 평기지표)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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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체평가 추진

○ 본 대학원은 대학원 교육의 자율적인 질 관리와 대학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체평가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였음
구 분
소 속
직 급
위원장 물류유통경영학과 교 수
부위원장 작업치료학과 부교수
위 원 사회복지학과 교 수
위 원 임상상담심리학과 교 수
위 원 정보보안학과 부교수

성 명
이규훈
허 명
이용교
김철민
이윤호

비고
대학원원장
대학원부원장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전공주임
보건복지교육대학부학장
취업 학생지원부처장

○ 실무위원은 자체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및 제공함
구 분
소 속
직 위
위 원
대학원
팀장
위 원
대학원
팀원
위 원
대학원
팀원
위 원
대학원
팀원

성 명
윤혜경
배은진
이형헌
이선희

○ 일반대학원 자체평가 추진일정
일정

구분

2018년 7월∼9월 준비단계
2018년
10월∼11월

시행 및
집필단계

2018년 12월

검토 및
보고단계

2019년 1월∼2월 활용단계

주요 추진 내용
자체평가추진 계획수립
영역별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확정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수립
자체평가 기초자료 준비
정량평가 항목별 세부 산출기준
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초데이터 취합
평가항목별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
자체평가보고서 검토 및 보완
자체평가보고서 감수
자체평가보고서 최종 수정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및 보고
대학원 자체평가 보고서 정보공시
자체평가보고서 결과 할용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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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자체평가위원회
대학원교학팀
자체평가위원
대학원교학팀
자체평가위원
자체평가위원회

Ⅱ. 정량지표
1. 학사운영 및 관리
1.1 신입생 충원율

◯ 최근 2년간 신입생 충원율
2016년
구분
(입학자/입학정원)
신입생 충원율(정원내)
100.0%(35/35)
신입생 충원율(정원내외)
100.0%(35/35)

2017년
(입학자/입학정원)
102.9%(36/35)
102.9%(36/35)

1.2 재학생 충원율

◯ 최근 2년간 재학생 충원율
2016년
구분
(재학생/학생정원)
재학생 충원율(정원내)
97.1%(68/70)
재학생 충원율(정원내외)
97.1%(68/70)
1.3 중도탈락학생 비율

2017년
(재학생/학생정원)
101.4%(71/70)
101.4%(71/70)

◯ 최근 2년간 중도 탈락 학생 비율(정보공시 기준년도)
2016년
2017년
구분
(중도탈락/재적학생)
(중도탈락/재적학생)
중도 탈락 학생 비율
5.3%(5/95)
2.3%(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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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 및 연구 역량
2.1 전임교원 연구 실적

◯ 전임교원의 논문실적
학 전임
년 교원 국내 국내
도 수 전문 국내
일반
2016 7 2 1
2017 7 4.5 1

논문 실적

교수당 논문 실적
국제
국내 국제
국제
국제
국내
국제
계 전문 일반 계
전문 전문
3 0 0 0 0.42 0 0.28 0
6.5 0 0 0 0.92 0 0.64 0

◯ 전임교원의 저․역서 발간 실적
전임교원
학년도
수
저서
2016
7
0.5
2017
7
0.39
◯ 연구비 수혜 실적
학 전임
과제 수
년 교원
도 수 교내 교외 계
2016 7 3 0 3
2017 7 3 0 3

저 역서 실적
역서
0
0
연구비지원
6,000
5,333

계
0.5
0.39

교수당
저 역서
실적
0.07
0.05

(단위: 천원)
교원 1인당 실적
교내
교외
과제수 연구비
연구비
0.42
857
0
0.42
762
0

2.2 입학생 대비 학위취득자와 졸업자 대비 논문발표 비율

◯ 입학생 대비 학위취득자 비율
입학정원
학년도
(A)
2016
35
2017
35

학위취득자
(B)
4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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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취득자 비율(%)
B/A × 100
117.1
51.4

◯ 졸업자 대비 논문발표 비율
학년도
2016
2017

졸업자 수(A)
41
18

졸업자 중 논문
발표자 수(B)
8
3

논문발표 학생 비율(%)
B/A × 100
19.5
16.7

3. 교육여건 및 지원체계
3.1 전임교원 확보

◯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당 학생수
학년도 재학생 수(A)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 수(B)
2016
68
7
2017
71
7
◯ 전임교원 강의 비율
학년도
총 개설 학점
20161)
138
20172)
81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당
학생 수(A/B)
9.7
10.1

전임교원
강의담당학점 비율
78
56.5
78
96.3

비전임교원
강의담당학점 비율
0
0
3
3.7

3.2 행정직원 확보

◯ 행정직원 및 전공 현황
학년도
재학생 수
2016
68
2017
71

전공 수
1
1

행정직원 수
4
4

1) 2016년 대학정보공시 강의담당 비율(%) 계산식 : (강의담당학점/총 개설 강의학점)×100
2) 2017년 대학정보공시 강의담당 비율(%) 계산식 : (강의담당학점/강의담당학점 총계)×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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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전공조교 확보

◯ 전공당 조교 수
학년도
2016
2017

학과 수(A)
1
1

대학원 조교 수(B)
2
2

대학원 조교 수(B/A)
2
2

3.4 대학원생 연구공간 규모

◯ 대학원생 연구공간
학년도
2016
2017

재학생 수(A)
68
71

연구공간
면적(㎡)(B)
909
966.6

학생 1인당 연구공간(㎡)
(B/A)
13.3
13.6

3.5 대학원생 장학금 규모

◯ 대학원생 장학금 규모
학년도
학기
1
2016
2
1
2017
2

등록금 총액(A)
271,892
227,168
268,699
233,319

장학금 총액(B)
106,853
98,059
103,860
95,638

(단위: 천원)
비율
(B/A*100)
39%
43%
39%
41%

3.6 대학원 재정 규모

◯ 대학원 운영 경비
학년도 재학생 수(A)
2016
68
2017
71

대학원 운영비
총액(B)
1,393,479
1,355,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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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대학원생 1인당
운영비(B/A)
20,492
19,091

Ⅲ. 정성지표
1. 사회복지전문대학원의 목표 및 계획
1.1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경영목표
■ 자체진단평가 결과
평가준거

진단근거

자체진단

교육이념 달성을 위한 명료한 교육목표를 설
1.1 대학원 목표 대학원은
정하고 있음

충족(P)

■ 자체진단근거
평가근거

대학정보공시

근거자료

대학원 발전 및 특성화계획

■ 자체 결과 분석 및 평가의견
1.1.1 광주대학교의 사명과 인재상, 교육목표

○ 광주대학교는 1980년 창설 이래 국가 사회의 요구와 교육수요자의 시대적 학문적 수
요 및 대학의 본질적 사명 구현을 반영한 ‘바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국가와 지
역사회발전에 기여함
○ 광주대학교는 ‘올바른 인성과 합리적 사고력 및 실용적 능력을 배양하여 지역·국가·세
계에 기여하는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해 고등교육법상 대학의 교육목적,
시대적·학문적 요구 및 설립자의 건학이념을 반영하여 인격도야, 국가·인류사회 기여,
학술이론 및 응용방법의 교수·연구, 4차 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융 복합적 역량을
갖춘 인재양성의 목적을 추구함
○ 광주대학교 교육목표는 공동체 의식 고취, 창의적 사고력 함양, 현장실무능력 배양이
고, 인재상은 인본지향 박애인, 미래지향 창의인, 실무지향 전문인이며, 핵심역량은 소
통협력 역량, 자기주도 역량, 문제해결 역량을 통해 ‘취업과 창업에 중심을 둔 교육명
문대학’을 지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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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광주대학교의 핵심역량, 인재상, 교육목표

1.1.2 사회복지전문대학원의 교육목표와 경영전략

1.1.2.1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육목표

광주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은 사회복지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함양한 사회복지
실천가, 사회복지의 보편적 가치와 윤리에 투철한 사회복지 지도자, 사회복지의 이론적
발전과 교육에 헌신하는 사회복지 연구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교육목표를
갖는다.
○ 민주적, 도덕적, 윤리적, 책임성 있는 실천정신을 기반으로 사회복지의 가치를 통합
하고 실현하는 능력이 있는 복지인을 양성한다.
○ 인간에 대해 폭넓은 이해를 위한 지식과 이론을 습득하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함양
하여 실천적 개입방법을 습득·개발함으로써, 복지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자질 있는
실천가인 박애인을 양성한다.
○ 개인, 가족, 집단, 조직, 정책과 제도적 체계들에 적용되어지는 서비스를 연구조사·
개발·제공·평가할 수 있는 종합적인 능력을 갖춘 창의인을 배양한다. 사회복지 지식
을 증진시키는 연구조사 능력의 배양은 물론 사회복지 정책 및 행정에 대한 업무분
석과 사회복지기관, 시설, 사회복지사의 실무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능력을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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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관련이론, 실천방법, 기획능력, 교육능력, 행정능력, 조사기술능력 등을 갖
춘 지도자와 끊임없는 탐구정신을 지닌 고급 전문인을 양성한다. 동시에 사회복지
실천에 필요한 과학적인 지식과 기술을 다양한 분야에 효율적으로 적용하는 실천
능력을 배양하여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의 사회적 책임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을 함양한다.
1.1.2.2 경영전략 : 학생 유치(목표 잠재 수요층)
○ 대학 졸업 후, 학문적 경력이나 실무 관련 전문 역량을 배양하고자 하는 동기가 높
아 취업·창업을 유보하고 있는 학생
○ 대학 졸업 후, 광주·전남지역에서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현장실무
자로서 사회복지전문지식과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에 욕구
가 있는 자
○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장년과 노년에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전문지식을 학습하여
자신의 사회복지실천에 활용하고자 하는 40-50대의 만학도
○ 본교 사회복지학부와 타 전공 재학생으로서, 사회복지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사회복
지전공 심화과정 또는 사회복지전공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역량강화 및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1.2.2.3 경영전략 : 재정적, 시간적 지원체계 구축
○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에 근무하거나, 공공기관이나 직장에 재직 중인 모든 학생에
게 등록금의 40∼50%를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풀타임으로 재학하는 학생이나 우수
연구를 진행하는 학생에게 연구장학금, 조교장학금 지원
○ 모든 학사 운영(수강신청, 외국어 시험, 종합시험 등)을 대학원 홈페이지나 사회복지
전문대학원원우회 카페와 모바일을 통해 one-stop으로 지원
1.2.2.4 경영전략 : 교육목표와 교육수요자의 욕구를 반영한 학사운영
○ 광주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은 개별사회사업을 중심으로 한 임상적 접근을 공
부하는 영역과 사회복지정책과 행정을 중심으로 한 정책적 접근의 전공과정을 개설
하고 있다.
○ 석사과정은사회복지실천방법과 사회복지정책으로 나뉘고, 박사과정은 관심 영역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행정, 정신보건·의료사회복지, 노인· 가족복지, 아동·청소년
복지, 재활·장애인복지 등 다섯 분야로 세분화하여 학사운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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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사회복지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대학원생의 전공 준비정도와 관심분야에 따
라 전문교육을 지도하고 있다. 즉 대학원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는 사람들은 학부
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심화 학습을 하기 위해서 입학하는 경우와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여 사회복지사를 취득하려는 사람으로 나뉠 수 있다. 광주·전
남·제주지역에 있는 많은 대학원은 학부에서 타 전공을 하고 대학원에서 사회복지
학을 전공하려는 사람들이 많지만, 광주대학교는 학부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사
람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교육과정은 크게 사회복지학에 대한 기초 교과목과 심
화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다.
○ 최근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는 사람 중에서 여성의 비율이 늘어나고, 건강가정지원센
터, 이주여성지원센터,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등 여성(과 가족)을 위한 기관이 늘
어나면서 ‘건강가정사’를 취득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
어서 대학원에서 건강가정사를 취득 할 수 있도록 관련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 사회복지의 활동영역이 세분화되고 특히 발달장애인을 포함하여 장애인복지의 현장
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기에 장애인 관련 강좌를 강화하고, 일본 리츠메이칸대학교
등 복지 선진국 대학교와 학술교류를 강화한다.
1.1.3 사회복지전문대학원의 연혁

1980. 12.
1983. 12.
1986. 12.
1988. 12.
1995. 10.
2000. 07.
2001. 08.
2001. 09.
2002. 03.
2002. 03.
2003. 03.
2004. 02.
2004. 03.
2004. 08.
2005. 02.
2005. 03.
2005. 08.

광주경상전문대학 설립인가
광주개방대학 설립인가(4년제 대학 승격)
학교법인 호심학원 설립
경상대학원 설립인가
경상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신설
경상대학원에서 산업대학원으로 명칭 변경
현재 115명 산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학위(M.A 문학석사) 수여
사회복지대학원 설립인가(전문대학원) 사회복지학석사 45명, 박사 5명
제1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장 경제학박사 이계수 취임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석사 45명, 박사 5명, 연구과정 9명 입학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석사 45명, 박사 5명, 연구과정 8명 입학
35명 석사학위 수여 : 학술석사(M.A) 4명, 전문석사(M.S.W) 31명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석사 35명, 박사 5명, 연구과정 5명 입학
4명 석사학위 수여 : 전문석사(M.S.W) 4명
27명 석사학위 수여 : 학술석사(M.A) 1명, 전문석사(M.S.W) 26명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석사 35명, 박사 5명, 연구과정 9명 입학
제2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장 경제학박사 오동탁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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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08.
2006. 02.
2006. 03.
2007.02.
2008. 08.
2008. 08.
2009. 02.
2009. 08.
2009. 08.
2010. 02.
2010. 08.
2010. 08.
2011. 02.
2011. 08.
2011. 08.
2012. 02.
2012. 08.
2012. 08.
2013. 02.
2013. 08.
2014. 02.
2014. 08.
2014. 08.
2014. 10.
2015. 02.
2015. 08.
2016. 02.
2016. 08.
2016. 08.
2016. 11.
2017. 02.
2017. 08.
2017. 08.
2018. 02.
2018. 08.
2018. 08.

10명 석사학위 수여 : 학술석사(M.A) 3명, 전문석사(M.S.W)7명
28명 석사학위 수여 : 학술석사(M.A) 3명, 전문석사(M.S.W) 25명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석사 35명, 박사 5명, 연구과정 7명 입학
제4회 석사학위 수여식(36명 총 141명)
제3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장 경제학박사 곽태정 취임
제5회 석사학위 수여식(27명 총168명), 박사학위(1명)
제6회 석사학위 수여식(18명 총186명), 박사학위(2명 총3명)
제4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장 이학박사 양종현 취임
후기 석사학위 수여식(11명 총197명)
제7회 석사학위 수여식(25명 총222명), 박사학위(2명 총5명)
제5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장 공학박사 오창수 취임
후기 사회복지전문대학원 학위수여식(석사 6명, 총228명, 박사 총5명)
제8회 사회복지전문대학원 학위수여(석사 25명, 총253명, 박사3명, 총8명)
제6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장 공학박사 김창원 취임
후기 사회복지전문대학원 학위수여(석사 7명, 총260명, 박사2명, 총10명)
제9회 사회복지전문대학원 학위수여(석사 26명, 총286명, 박사3명, 총13명)
제7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경제학박사 오동탁 취임
후기 사회복지전문대학원 학위수여(석사 10명, 총296명, 박사3명, 총16명)
제10회 사회복지전문대학원 학위수여(석사 24명, 총320명, 박사3명, 총19명)
후기 사회복지전문대학원 학위수여(석사 9명, 총 329명, 박사 2명, 총21명)
제11회 사회복지전문대학원 학위수여(석사 26명, 총355명, 박사 2명 총23명)
제8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장 김백준 교수 취임
후기 사회복지전문대학원 학위수여(석사 4명, 총 329명, 박사 3명, 총 26명)
석사과정 입학정원 30명 조정
제12회 사회복지전문대학원 학위수여(석사 26명, 총 355명, 박사 3명 총 29명)
후기 사회복지전문대학원 학위수여(석사 5명, 총 360명)
제13회 사회복지전문대학원 학위수여(석사 33명, 총 393명, 박사 3명 총 32명)
제9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장 사회학박사 정상양 취임
후기 사회복지전문대학원 학위수여(석사 3명, 총 396명)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창립 20주년 기념식 및 “사회복지전문대학원 20년사” 간행
제14회 사회복지전문대학원 학위수여(석사15명, 총 441명)
제10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장 디자인학박사 김창식 취임
후기 사회복지전문대학원 학위수여(석사4명, 총 445명, 박사 2명, 총34명)
제15회 사회복지전문대학원 학위수여(석사 30명, 총 475명)
제11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장 경영학박사 이규훈 취임
후기 대학원 학위수여(석사 3명, 총 47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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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회복지전문대학원 발전계획
■ 자체진단평가 결과
평가준거

진단근거

1.2 발전계획의 수 대학원의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은 미래사회 인재수요
립 및 특성화계획 및 대학원의 역량을 토대로 적절히 수립되어 있음
의 수립

자체진단

충족(P)

■ 자체진단근거
평가근거

대학정보공시

대학원 발전 및 특성화계획

근거자료

■ 자체 결과 분석 및 평가의견

1.2.1 사회복지전문대학원의 대내외 현황분석

1.2.1.1 사회복지전문대학원의 특성과 전망

○ 광주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은 호남지역에서 유일한 ‘사회복지전문대학원’으로 박
사과정과 석사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 광주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은 사회복지학에 대한 심화 학습 과정, 사회복지사 자
격증의 취득 과정, 건강가정사 자격증의 취득 과정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교육과정
을 개설하고 있다.
○ 사회복지전문대학원의 전임교수를 포함하여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의 전임교수진
이 대학원 강의를 함께 하여 전공 교수진의 인력이 매우 풍부하다.
○ 사회복지학을 이론적으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현장과 연계하여 현장실습, 라운드테
이블, 복지아카데미 등을 통해서 광주지역 사회복지학풍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 광주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진과 동문은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광주광
역시사회복지협의회, 광주복지재단, 광주복지연대, 사회복지리더스포럼, 광주복지공
감플러스 등 사회복지계를 대표하는 기관·단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여론을
수렴하여 시대에 맞는 복지의제 형성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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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과정의 특성 및 전망
광주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은 호남지역에서 사회복지학 박사과정 중 우수한 교
수진을 확보한 가장 경쟁력이 높은 대학원으로 인정을 받아서, 매년 입학 경쟁률을
유지 하고 있다. 재학생의 다수가 광주, 전남, 전북지역의 대학교 전임교수이거나 겸
임교수, 시간강사 등 교수 요원으로 활동하고, 재학생과 졸업생은 한국사회복지학회
등 학술단체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최근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에서 일하는 중견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학 박사학위
를 취득하려는 욕구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향후 몇 년 동안 박사과정에 대한 수요는
꾸준할 것이지만, 지원자 수가 추이를 반영한 탄력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 석사과정의 특성 및 전망
광주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은 학부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대학원생에게 심화
과정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가족복지학을 포함하여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광주, 전남, 전북, 제주지역의 사회복지현장에서 일하는 중견 사회복지사들이 다수 재
학하고 있기에 대학원생 상호간의 정보교류와 네트워크 형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석사과정은 학위논문 집필을 통한 학위취득과 대체과목 이수를 통한 학위취득으로 나
뉘어져 있어서 대학원생은 욕구에 따라 졸업할 수 있다.
1.2.1.2 대내외 현황분석
○ 광주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은 호남에서 유일한 사회복지전문대학원이기에 광주·
전남·전북과 경남·제주에서 지원자들이 찾아온다. 매 학기에 15개 내외 전문 강좌가
개설되고, 대학원 전임교수와 교수 등이 강의하기에 주목받고 있다. 사회복지학의 기
초를 배우고 사회복지사를 취득하는 과정, 사회복지학의 심화과정, 건강가정사를 취득
하는 과정 등이 모두 개설된다는 점에서 지원자는 꾸준하다.
○ 호남대학교 행정대학원은 1997년 10월 25일에 정원 20명을 배정받아 1998년 3월부터
입학생을 선발하였다. 2004년 11월에 행정대학원은 복지행정대학원으로 이름이 바뀌
고, 2016년 3월에 복지행정대학원과 산업경영대학원을 사회융합대학원으로 통합하여
명칭이 변경되었다. 사회복지학과 지원자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은 2000년 10월에 지역사회복지학과가 신설되었고, 2003년에
사회복지학과로 이름이 바뀌었다. 대학원에는 2006년 9월 1일에 사회복지학과(석사과
정)가 신설되었고, 최근 사회복지전공 교수진을 채용하였다.
○ 전남대학교는 2003년 2월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를 생활환경복지학과로 이름을 바꾸어 사회
복지학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2011년 2월에 사회복지학협동과정을 석사·박사과정으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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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또한 최근 사회복지전공교수진을 채용하고 석사과정 정원을 20명으로 확대하였다.
○ 광주여자대학교, 동신대학교 등 광주·전남에 있는 수많은 대학교가 대학원에 사회복지
학과를 개설하고 있다.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을 계기로 사회복지학과
지원자가 늘었지만,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이 점차 둔화되면서 지원자가 전반적으로 줄
어드는 추세이다.
○ 최근 사회복지전공교수가 전무하던 광주·전남지역 내 경쟁대학원들이 속속 사회복지
전공 교수진을 채용하고, 모집 정원을 늘리고 장학제도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1.2.1.3 사회복지전문대학원의 대내외 현황분석을 통한 SWOT
Strength(강점)
Weakness(약점)
▷ 광주전남지역 최초의 전공학과개설 ▷ 대학원 진학자원 감소
▷ 호남지역 최초의 사회복지전문대학원 ▷ 지역 경쟁대학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 대학원 졸업생의 다양한 사회복지분야 높은 등록금(박사과정)
리더 진출 및 광주전남지역의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운영예산 미확보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의 CEO 및 임원 ▷
▷ 다양한 사회복지전공 교수진 확보 ▷ 위탁운영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전무
Opportunity(기회)
Threat(위기)
▷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개원 20주년 기념
행사로 동문간 소통 강화
지역경쟁 대학원의 사회복지 전공교수진 확보
▷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에 의한 재정확 ▷
▷ 평가 시 연구비중 증가
대 가능성
▷ 최근 외국인 학위과정 입학문의와 ▷ 사회복지현장에서 대학원 진학 희망자의 감소
신입생 유치가능성
1.2.2 사회복지전문대학원의 발전 계획

1.2.2.1 교육과정 내실화를 통한 교육만족도 제고
○ 강의만족도 평가 및 평가결과 반영.
○ 대학원 재학생의 희망 강좌에 대한 욕구조사와 이를 반영한 교과과정개설
○ 학위논문 작성 희망자는 조사방법 관련 과목 이수 권장
○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의 사회복지학 교과목지침에 근거한 전공심화 교과과정 개설
○ 주 2일 출석으로 학기당 9학점 취득이 가능하도록 시간표 편성
1.2.2.2 학생복지 확충
○ 대학원 원우회를 통한 욕구조사와 반영
○ 학습모임과 동아리 활동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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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우회가 중심이 되어 간식 제공
○ 석사·박사과정 재학생의 학위논문 연구 공간 배정
○ 석사·박사과정 재학생의 장학제도
1.2.2.3 동문회 활성화
○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총동문회 임원 간담회를 통해 조직 활성화
○ 대학원 동문회와 원우회 임원간의 교류활동 활성화
○ 동문회와 원우회가 협조하여 ‘국제사회복지사업’에 참여
1.2.2.4 연구역량강화 및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 및 논문발표
○ 한국사회복지학회 등 전공 관련 주요학회에 적극참가 및 논문발표
○ 세계 사회복지대회 등 국제학술대회에 적극참가 및 논문발표
○ 석사·박사과정 재학 중 국내 공인학술지 논문게재 권장
○ 석사·박사과정 졸업생의 학위논문을 국제학술대회에 발표권장
○ 대학원 졸업생의 학위논문을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권장
○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재학생을 위한 연구윤리교육 강화
○ 사회복지연구소를 설치하여 전임교수, 학부교수, 명예교수, 재학생, 동문 등이
지역사회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실천적인 연구 수행
1.2.2.5 사회복지실천현장과 연계교육 강화
○ 강좌에 현장 전문가의 특강기회 부여
○ 사회복지계 동문과 협력하여 현장 탐방 강화
○ 노인복지연구회 등 현장지향 학습모임을 장려
○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기관 현장과 교육, 실습, 수련, 취업연계(정신보건사회복지사)
1.2.2.6 사회복지전문대학원 20주년 기념행사 개최와 후속사업
○ 사회복지전문대학원 20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2016.11.25)
○ 대학원 20주년 기념행사에 졸업생을 초대행사 개최
○ 기념행사를 계기로 동문회를 활성화시킴
○ 원우회와 동문회가 협력하여 교류활동과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
1.2.2.7 교육여건 개선계획
○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재학생의 수강욕구 파악
○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진의 사회복지계 동향과 최신지견을 반영한 교과목개설
○ 석사, 박사과정 논문준비 재학생의 연구실 공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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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학사구조개편
○ 현행 교과목 편성을 최근 사회복지계의 동향에 맞추어 개편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의 교과목 지침서의 개편에 맞추어 추진)
○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소속교수진의 사회복지전공심화과정 교과목 확대개설 및
교과과목편성 개편(2학기⇒4학기)
○ 필수과목을 기존 전공·대체 교과목으로 개편하여 선택의 폭 확장
○ 사회적 수요가 늘어나는 ‘장애인복지’ 관련 교과목 강화
1.2.2.9 연구역량 강화 및 국제화
○ 석사, 박사과정 대학원생의 연구역량 강화
○ 석사, 박사학위논문의 국제학술대회 참가 권장
○ 석사, 박사학위논문의 국제학술대회발표 권장
○ 석사, 박사학위과정 중 학술지 논문게재 권장
○ 석사, 박사학위논문의 국제학술지 투고권장
○ 일본 리츠메이칸대학교 생존학센터와 학술교류협력 MOU체결
○ 대학의 발전계획에 부합하도록 특성화, 지역화, 세계화를 통한 “지역과 함께 세계로
비상하는 광주대학교” 대학원이 되고자 하는 비전을 설정

<그림 2> 대학원 발전 목표 및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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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자체평가 및 환류체제
■ 자체진단평가 결과
평가준거

진단근거

자체진단

1.3 자체평가 및 대학원은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교육과 대학원에
환류체제
반영하고 있음

충족(P)

■ 자체진단근거
평가근거

대학정보공시

근거자료

대학원 자체평가보고서

■ 자체 결과 분석 및 평가의견
1.3.1 자체평가

○ 광주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은 호남지역에서 최초로 개설된 사회복지전문대학원으
로, 1988년에 인가받은 경상대학원은 1996년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과정을 개설하
고, 산업대학원을 거쳐 2002년에 사회복지전문대학원에서 박사과정과 석사과정을 개
설하여, 2018년 8월 현재까지 박사 34명과 석사 708명을 배출함
입학생 현황
졸업생 현황
학년도 석사과정 연구과정
박사과정 소계 석사과정 박사과정 소계

2016
2017

33
31

0
0

5
5

38
36

33
18

3
0

36
18

○ 과거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학생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학부에서 사회
복지학을 전공한 학생이 많아서 전공 심화강좌를 강화하면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취
득에 필요한 교과목도 설치 운영함
1.3.2 환류체제

○ 2018학년도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수립 시 교수진의 의견을
듣고 원우회 회의를 통합하여 의견수렴
○ 2018학년도 1학기/2학기 라운드 테이블 주제 및 초청강사를 원우회의 추천을 반영하
고 주임교수와 협의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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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학년도 1학기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석사·박사과정 재학생 중 학부에서 사회복지 비전공
학생의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욕구를 파악하여 하계방학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시행
하고 2학기에 사회복지현장실습 세미나 교과과정을 개설함
○ 2018년도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자체평가 실시 결과를 본 대학원 소속교수들에게 피드
백하여 신입생 홍보방안, 석사·박사과정 학위논문지도, 사회복지현장실습, 학위논문연
구, 전공 교과목 편성, 졸업대체과목 운용 방안 등을 모색하도록 함. 신입생 홍보를
위해서는 전공 교수님들이 외부 특강을 할 때 입시요강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페
이스북 등 SNS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함
○ 격년별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자체평가 실시 및 피드백 계획
- 2년 간격으로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광주전남지역 경쟁대학원
들과 경쟁력 제고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유도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신입생과 편입생 등의 모집정원을 탄
력적으로 운용
- 대학원 자체평가 결과를 교육부 지침에 따라 정보 공시
- 대학원 자체평가 시스템을 통해 자율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대학원 운영의 내실
화와 경쟁력을 제고 함
2. 사회복지전문대학원 학사운영 및 관리
2.1 학생선발 및 입학전형
■ 자체진단평가 결과
평가준거

2.1 학생선발 및
입학전형

진단근거

본 대학원은 신입생의 입학자격, 전형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있으며, 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선발함

■ 자체진단근거
평가근거

관련규정

근거자료

학칙(대학원)시행규칙, 입학전형규정

■ 자체 결과 분석 및 평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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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진단

충족(P)

2.1.1 입학전형

○ 사회복지전문대학원의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입학전형은 신입생, 편입생, 재
입학 전형으로 구분한다.
○ 입학전형은 매 학기 시작 전에 실시하며,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은 입학전형 기본계획,
모집요강 등으로 정한다.
○ 편입학의 경우 본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여석이 있을
때 모집하며, 편입학생의 학기 인정은 대학원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재입학 : 본 대학원에서 자퇴,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정원의 결원이 발생
했을 때에 한하여 모집한다.
2.1.2 입학자격 (학칙[대학원] 시행세칙; 2016.9.1일 개정)

제3장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 포함)
제9조(입학의 정의) 입학이라 함은 대학원의 각 전공학과에 신입학, 재입학 및 편입
학 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신입학의 자격) ①대학원 석사과정(연구과정을 포함)의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에 정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②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에 정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③제1항과 제2항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입학을 원할 때에는 별도의 전형을 거쳐 정
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편입학) ①본 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여석이 있을 때 편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계 여부와 학기 인정은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본 대학원 각 학위과
정의 편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개정 2010.7.26>
1. 석사학위과정 :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2학기, 3학기 이상 이수한 자
2. 박사학위과정 : 국내․외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2학기, 3학기 이상 이수한 자
②타 대학원에서 이미 취득한 학점은 석사과정은 18학점, 박사과정은 24학점 까지 인
정 할 수 있다.<개정 2010.7.26, 201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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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기타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개정 2016.9.1>
제12조(재입학) ①자퇴․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정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재입학생에 대하여는 이미 이수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제13조(입학전형) ①대학원에 입학을 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전형을 실시하며,
전형방법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②지원학과(전공)는 신입학의 경우에는 하위 학위과정의 전공에 구애 받지 아니한다.
2.1.3 모집유형

○ 사회복지전문대학원의 모집유형은 석사과정은 신입생 30명, 박사과정은 5명을 모집하
며, 편입생은 해당학기 결원을 모집한다.
○ 석사과정의 학위수여 세부전공은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실천방법, 박사과정의 학위
수여 세부전공은 사회복지정책·행정, 정신보건·의료복지, 노인·가족복지, 아동·청소년
복지, 재활·장애인복지로 구분된다.
○ 정원내 신입생은 입학자격에서 언급한 자격을 갖춘 자이며, 정원외 신입생은 교육부령
이 정하는 위탁학생, 북한 이탈 주민으로 등록된 자 및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 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
한 재외국인 및 외국인으로서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자
2.1.4 평가방법

○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편입생의 입학전형 평가 기준은 대학(원)
성적, 구술·면접, 재직(경력)기간이다.
○ 평가기준별 반영점수는 석사과정은 대학성적 50점, 구술·면접 40점, 재직(경력) 10점으
로 총 100점 만점이고, 박사과정은 대학성적 15점, 석사과정 35점, 구술·면접 40점, 재
직(경력) 10점으로 총 100점 만점이다.
○ 평가 기준 가운데 재직(경력) 기간별 배점표는 다음과 같음
적용대상
재직(경력) 기간
1년 이상∼4년 미만
산업체(공공기관)
근무(재직자), 자영업자 등
4년 이상∼8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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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1
2

적용대상

재직(경력) 기간
8년 이상∼12년 미만
12년 이상∼16년 미만
16년 이상∼20년 미만
20년 이상

배점
4
6
8
10

○ 평가 기준별 반영비율에 따라 산출된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동점자는 대학 성적 환산점수, 재직(경력)기간 순으로 선발
2.2 대학원생 유치 및 유지
■ 자체진단평가 결과
평가준거

진단근거

자체진단

2.2 대학원생 유치 대학원의 특성에 따라 유능한 학생을 유치하고 학생들
및 유지
이 학업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지도교수 등이 선정됨

충족(P)

■ 자체진단근거
평가근거

현장확인

근거자료

지도교수 배정 기준, 절차 및 방법

■ 자체 결과 분석 및 평가의견
2.2.1 적합한 인재 확보를 위한 유치 및 유지 전략

○ 사회복지전문대학원의 장학제도
- 본 대학교 출신자, 본교 출신자이여 가계곤란자, 관학협력기관 종사자에게는 4학기
동안 등록금의 50% 장학금 지급
- 산업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재직자 및 교역자(목사, 신부, 승려 등), 취업준비생, 본
교외 출신자, 본교외 출신자이며 가계곤란자에게는 4학기 동안 등록금의 40% 장학
금 지급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장학조교로 선발된 자에게는 등록금
100% 장학금과 월정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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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 장학규정(2016. 9.1일 개정)
제2장 장학금
제3조 (장학금의 구분)대학원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은 당 각호와 같이 장학금과 교외장
학금으로 구분한다.
1. 교내 장학금의 종류로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개정 2011. 12. 20>
가. 호심특별장학금
나. 호심장학금
다. 백인장학금
라. 매원장학금
마. 연구장학금
바. 입학장학금
사. 특별장학금
2. 교외 장학금은 국가, 공공기관, 기타 단체 또는 개인이 장학 대상자를 지명하거
나 그 선정을 의뢰하여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대학원동창회장학금
나. 산학협동장학금
다. 기타교외장학금
제3장 장학금의 선정
제4조(교내 장학생 선정) ① 교내 장학생의 선정은 매 학기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을 받
아 대학원장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② 교내 장학생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 (교외장학생의 선정) 교외장학생의 선정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외장학금의 기탁자가 학과와 인원을 지정하여 장학생 추천을 의뢰한 경우에
는 해당 주임교수의 추천과 대학원장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2. 교외장학금의 기탁자가 학과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이 교외 장
학금 수혜자의 전공간의 비율을 참작하여 배정하고, 전공주임교수의 추천과 대학
원장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3. 교외 장학금 기탁자가 수혜자를 지명하여 추천을 의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
가 없는 한 기탁자의 의견에 따른다.
제6조 (장학생 선정의 효력) 장학생 선정은 원칙적으로 당해 학기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제4장 장학금의 선정과 지급
제7조 (신청절차) ① 교내장학금은 대학원장이 전공별로 재학인원을 고려하여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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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배분된 장학금의 범위에서 전공주임교수는 대상자를 추천하여 추천서에 기재
하고 다음 각 호의 1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11.12.20>
1. 호심·백인·매원 장학 지급대상자 <개정 2016.9.1>
가. 취업자(사업자): 당해연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나. 미취업자: 4대보험 가입자 가입 내역서
다. 교역자(목사, 신부, 승려): 교역자 증명서
라. 외국인: TOPIK 자격증
마. 대회(예·체능계) 수상자: 상장
2. <삭제 2016.9.1>
3. <삭제 2016.9.1>
4. 연구장학 지급대상자: 학과·전공주임교수 추천서
5. 기타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그 선정에 필요한 서류
[별표] 교내 장학생 선정기준 <개정 2011.12.20., 2014.12.15., 2016.9.1., 2017.1.20.,
2018.5.9>
학위과정
장학명 석사
선발기준
박사
호심특별장학 ❍ ❍ 대학발전에 기여한 자
❍
관학 협력기관
❍
본교출신자, 본교출신자이며 가계곤란자
호심장학 ❍ ❍ TOPIK 4급 소지자(외국인),박사과정(외국인)
❍ 전문대학원 재학(입학)생
❍ 일반대학원 재학(입학)생
산업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재직자 및
백인장학 ❍
교역자(목사, 신부, 승려 등)
❍
예·체능계 수상자, 취업준비생
매원장학 ❍
본교 외 출신자,
본교 외 출신자이면서 가계곤란자
연구장학 ❍
장학조교
<삭제 2018.5.9.>
기타외부장학 ❍ ❍ 지정/봉사자, 기타
특별장학 ❍ ❍

장학내용
대학위원회 결정
등록금 50%
등록금 15% 학4
등록금 10% 기
적
용
등록금 40%
등록금
100%(＋월정액)
지정/봉사액

※ 가계곤란자 기준 : 3개월 평균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직장가입자 : 월10만원 미만, 지역가입자 : 월15만원 미만)
※ 대상자에게 유리한 단일항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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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입학 후 개별, 집단별 전문역량 제고를 위한 지도교수 배정

○ 광주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은 대학원생의 기초교육과 심화학습을 통해서 각 분야
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대학원생들은 자신의 관심분
야를 전공한 교수를 지도교수로 신청하여 지도교수와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논문을 집
필하기도 하고, 학위논문의 지도를 받는다.
○ 주임교수 또는 지도교수는 담당하는 대학원 학생들이 논문대체학점을 이수하여 졸업
을 원할 경우, 논문대체과목을 선정하여 학생들의 실무 및 전문 역량을 배양하고 개
인별, 집단별 과외 지도를 함
○ 사회복지전문대학원의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생들을 대상으로 각각 다음 “대학원 학과
(전공)주임교수 등에 관한 규정(2017.10.18일 개정)”에 근거한 지도교수제를 운용
제3조(지도교수 위촉) <개정 2013.09.24.>
① 학생의 논문 또는 작품발표 지도를 위하여 제2학기 초에 대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의 자격을 갖춘 교원을 학과(전공)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지도교수로 위촉한다.
1. 학생과 동일한 분야를 전공한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2. 학생과 동일한 분야를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3. 기타 대학원장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② 학과(전공)주임교수가 제1항에 따라 지도교수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학생의 희망과
전공교수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조(지도교수의 임무)
지도교수는 학생의 석사학위신청논문 작성 또는 작품발표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며
심사위원을 제청한다.
제5조(지도학생의 제한)
지도교수의 매 학기당 지도학생수는 4명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박사 1인, 석사 3
인). 단,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지도교수의 변경) <개정 2013.09.24.>
이미 위촉된 지도교수가 질병, 휴직, 또는 출국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학생을 지도
하기 어려울 경우 학과(전공)주임교수가 신․구지도교수와 협의를 거쳐 대학원장에
지도교수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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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는 논문 또는 작품발표의 지도에 지도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에는 학과(전공)주임교수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도중인 논문 또는 작품발표와
관련된 분야의 교수 3인 이상으로 지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3 학사운영 규정
■ 자체진단평가 결과
평가준거

진단근거

자체진단

대학원은 학사관리에 대한 제반 규정을 갖추고
2.3 학사관리 규정 본
있으며, 학사계획에 맞춰 진행함

충족(P)

■ 자체진단근거
평가근거

관련규정

근거자료

학칙, 학칙시행세칙, 학사관리규정(입학전형규정, 장학규정, 학위수여규
정, 논문작성에 관한규정,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외국어 및 종합시험
시행에 관한 규정)

■ 자체 결과 분석 및 평가의견

2.3.1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 사회복지전문대학원의 석사·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은 다음 학칙(대학원) 시행세칙에 근
거한다.
제6조(수업 및 재학 연한) ①석사·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 석사․박사통합
과정은 4년 이상으로 한다.<개정2014.1.15>
②수업연한을 포함하는 재학연한은 석사·박사과정은 4년이며, 학위취득연한은 재학연
한을 포함하여 석사과정은 7년, 박사과정은 9년 이내, 편입학자는 잔여 수업연한의 2
배로 하고 재입학자는 전적기간을 통산한다. 다만,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9.24, 2014.1.15, 2014.10.23>
③제2항에 따라 학위취득연한이 경과한 수료자를 영구수료자라 하며, 영구수료자가
학위취득을 위해서는 소정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학위취득연한은 석사
는 1년, 박사는 2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13.9.24.>
2.3.2 학점이수 현황 (학칙[대학원] 시행세칙; 2016. 9.1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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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교육과정 및 성적
제23조(학점) 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당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
으로 한다.
제24조(이수학점) ① 학칙 제39조 제2항에 의거하여 학위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최소이
수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사과정 : 24학점(연구과정 이수자는 12학점)
2. 박사과정 : 36학점
제25조(보충과목의 취득)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정규이수과목 외에 보충과목
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1. 각 학위과정 : 하위 학위과정의 전공이 지원학과의 전공과 다른 자
2. 기타 입학전형에서 보충과목의 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② 보충과목은 대학원 교과목 중에서 석사과정은 6학점, 박사과정은 9학점 이내로 한
다.
③ 보충과목 이수학점은 수료학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9.24>
제26조(재수강 및 학점취득 제한) ① 성적등급이 Ｃ+이하(Ｆ포함)인 자는 재수강을 할 수
있다.
② 재수강으로 취득한 성적은 이전에 취득한 성적보다 우수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제27조(학업성적의 평가) ① 학업성적은 출석,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하여 교과목
단위로 평가하되, 총 수업시간수의 1/3 이상을 결석한 경우에는 과목낙제(F)로 처리한
다.
②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단, 대체과목 평가는 70점이상 YP, 이하 NP)
등급
점수
평점
A+
95 - 100
4.5
A
90 - 94
4.0
B+
85 - 89
3.5
B
80 - 84
3.0
C+
75 - 79
2.5
C
70 - 74
2.0
F
69 이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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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3.1 교육과정 편성
■ 자체진단평가 결과
평가준거

진단근거

대학원의 교육과정은 발전하는 학계의 성과와 사회
3.1 교육과정 편성 요구를 반영하고, 교육목표달성을 위한 적절한 개편
방법과 절차를 갖춤

자체진단

미흡(w)

■ 자체진단근거
평가근거

근거자료

관련규정

학칙과 학칙(대학원)시행세칙

■ 자체 결과 분석 및 평가의견

3.1.1 교과과정 편성 원칙

○ 사회복지전문대학원의 교과목 편성은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에서 간행한 당해년도
사회복지학 교과목 지침을 참조하여 편성함
○ 사회복지전문대학원의 교과 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당 15시간 이상의 수
업을 1학점으로 함
○ 사회복지전문대학원에 개설된 석사·박사과정의 모든 교과목은 3학점으로 편성하며, 대
학원 담당교수는 매 학기당 동일 학위과정에서 1과목을 초과하여 강의할 수 없음(단,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소속 교수진 매 학기 당 1과목을 개설할 수 있으며, 4학기
동안 2과목 또는 전공심화 교과목을 포함하여 3과목 이상 교과목을 개설가능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과과정
번
호
1

교과목명

국문명
사회복지학연구

학
교과목개요
점
영문명
The Study of Social 사회복지학을 학습하는데 가장 기본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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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3

번
호

국문명

교과목명

영문명
Welfare

2

사회복지실천
연구

The Study of Social
Work Practice

3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세미나

Seminar on Human
Behavior and the
Social Environment

4

사회복지조사론

Research Methods
for Social Welfare

5

사회복지정책론

Social Welfare Policy

6

사회복지행정론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7

지역사회복지론

Community Welfare
and Practice

8

사회복지실천
기술세미나

Seminar on Skills
and Techniques for
Social Work Practice

교과목개요
되는 과목으로서, 사회복지에 대한 이
론과 실제를 학습하여 복지사회의 구
현에 기여하도록 한다.
사회복지실천의 전문성을 뒷받침하는
주요 사회복지실천이론을 학습한다.
인간의 생리, 심리, 사회적 발달에 관
한 기초 이론과 유전과 환경 간의 상
호작용, 발달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에 관한 문헌고찰과 토론을
통해 ‘환경 속의 인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증진한다.
사회복지조사연구를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과목으로서, 과학적인
사회복지조사연구에 필요한 전반적인
개요를 다룬다. 사회복지연구과정을 단
계별로 살펴보고 주요 개념과 기법을
익힘으로써, 사회복지조사연구 결과에
대한 소비자로서, 나아가 사회복지조사
연구를 설계하고 수행할 수 있는 연구
자로서 기본 소양을 갖추도록 한다.
사회문제 인식 및 분석능력을 기르고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배경, 이론과
방법, 형태와 내용 등을 연구한다.
사회복지활동에 관련되는 조직, 조직관
리, 행정이론, 행정과정과 행정기술의
이론적 배경을 기반으로 형성된다.
사회복지실천의 장과 실천주체로서 지
역사회, 지역사회 분석을 위한 이론틀,
지역사회복지실천의 의미와 발달과정,
지역사회실천의 모형 그리고 원칙과
과정, 지역사회복지실천에서의 사회복
지사의 역할을 학습한다.
사회복지실천의 전문성에 대한 이해와
이러한 전문성을 뒷받침하는 주요 모
델과 개입기술을 습득한다. 특히 사회
복지실천의 대상이 되는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의 특성과 욕구를 이해
하며, 사례연구 및 역할연습을 통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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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점

시
간

3

3

3

3

3

3

3

3

3

3

3

3

3

3

번
호

국문명

교과목명

영문명

9

사회복지
현장실습

Social Work
Practicum

10

청소년복지론

Youth Welfare

11

사례관리론

Case Management

12

가족상담과 치료

Family Counseling
and Therapy

13

고급프로그램 개발과 Advanced Program
평가세미나
Development and
Evaluation Seminar

교과목개요
천기술과 기법, 상담, 관찰, 기록, 지침
등을 실천대상에게 적용한다.
학교교육에서 습득한 개념, 이론, 그리
고 개입모델과 방법론적인 기술을 사
회복지현장에 적용, 실천하게 함으로써
이론과 실제를 결합시키는 체험교육과
정이다.
청소년의 특성과 발달을 이해하고, 현
대사회에서 청소년이 직면한 다양한
복지욕구와 청소년문제를 학습하여, 청
소년복지 전문가로서 사회복지사의 역
량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장기적인 보호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의 재가서비스를 중심으로
서비스의 지속성과 통합성, 효율성과
효과성을 배경으로 등장한 사례관리의
발달과정, 필요성, 기본구조, 기능과 역
할에 대해서 살펴본다.
가족치료의 기본이론과 지식을 바탕으
로 하여 통합적인 가족치료의 모형개
발과 다양한 치료기법의 습득을 학습
목표로 한다.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평가의 윤리적 문제를 기본적으로 이해
한다. 욕구사정을 기반으로 평가의 질적
방법, 형성, 과정, 총괄, 단일사례조사설
계, 목표달성척도, C’t만족, 집단조사설
계, 비용-효과, 비용분석설계를 정리한
다. 측정도구와 전략, 도구제시와 개발의
예를 연습한다. 과정상의 실질적 이슈와
평가자료, 평가보고서 활용을 논의한다.
프로그램 작성, 평가척도, 수집된 자료의
통계적 분석, 보고서 작성 등의 전체적
인 과정을 실제 실습을 통해 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이해정도를 높여 숙지하도
록 한다. 또한 선택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된 자료를 통계프로그램(SPSS)으로
분석, 해석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실습하
고 실제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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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점

시
간

3

3

3

3

3

3

3

3

3

3

번
호

국문명

교과목명

영문명

14

가족과 젠더

Family and Gender

15

노인복지론

Social Services for
the Elderly

16

건강가정론

The Study of Health
Family

17

가족복지론

Social Work with
Families

18

사회복지자료분석론

Data Analysis for
Social Welfare

19

사회문제론

Social Problems

20

사회복지서비스전달론

Social Service
Delivery

21

노인문제와 위기개입

The Problem of
Older People and

교과목개요
상반기 6개의 주제와 하반기 6개의 주
제를 소개하되 연관시켜서 소개하여
수업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키며 가족
과 관련된 사람들의 삶이 성별 곧 젠
더와 아주 깊이 연관 되어있다는 점을
배우고 생각한다.
노화, 노인을 이해하고, 노인문제를
파악하여 각종 노인복지 정책 및 제
도와 함께 다양한 서비스 실천의 검토
를 통해 노인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
는 능력을 함양한다.
건강가정의 개념을 익히고 가족체계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학습하여 건강가
정의 개념을 실천현장에 적용할 수 있
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양
성한다.
현대사회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가족의
구조, 기능, 관계, 문제 등을 분석하여
가족개념의 재정립과 가족의 본질, 기
능 및 역할 변화의 원인을 이해한다.
사회복지조사론을 수강한 후, 사회복지
자료분석에 필요한 수학적 개념과 통
계적 방법의 기본원리를 이해함으로써
과학적인 사회조사의 기틀을 준비한다.
급격한 사회변화, 특히 현대사회의 특
징인 디지털 정보화생활환경에서 야기
되는 다양한 사회문제의원인과 실태를
고찰하고 사회복지학적 접근을 통한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연습이
다.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가 사회복지실천과정에 어
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 검토하며 학
생들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과 관련된
검증된 국내논문들을 읽고 사회복지
서비스전달과 관련된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분석한다.
치매노인 보호, 노인학대, 노인우울증
과 자살 과 같은 위기문제를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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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국문명

교과목명

영문명

Crisis Intervention

22

노인복지
세미나 I

Seminar on Social
Welfare with the
Aged I

23

노인복지
세미나 Ⅱ

Seminar on Social
Welfare with the
Aged Ⅱ

24

사회복지와 인권

Social Welfare and
Human Rights

25

학위논문연구

Dissertation Study

26

27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Society and
시민사회와 사회복지 Civil
Social Welfare
질적연구방법론

28

노인복지실천방법론

Social Work with
Older People

29

사회복지
실천방법

Seminar on Social
Work Practice

교과목개요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적 개입방법을
학습한다. 특히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
락에서 개입방법을 모색하는 데 초점
을 둔다.
새롭게 대두되는 저출산 고령사회의
노인케어문제와 대응전략을 다룬다. 노
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특성과
이로 인한 제 문제를 검토하면서 노인
장기요양문제를 강의의 핵심주제로 한
다.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영향을
준 일본개호보험제도의 도입배경, 내
용, 과제 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진행내용을 분석
하여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을 함양한다.
사회복지와 인권의 의미를 알고, 인권
에 부합하는 사회복지실천방법을 학습
하며 세계인권선언, 유엔인권헌장, 유
엔아동권리협약 등 인권에 대한 국제
적 동향을 이해한다.
사회복지학 논문을 읽고 비판적으로
논찬할 능력을 갖추고 학위논문(석사/
박사학위논문)을 쓸 능력을 갖추며 학
술지에 논문을 투고하고 발표할 능력
을 갖춘다.
질적 연구 논문에 관한 기초적인 학습
을 통하여 질적 연구방법과 논문에 대
하여 고찰해 본다.
시민사회의 의미와 시민사회단체의 영
역별 내용 학습을 통하여 이를 시민사
회복지에 접목시켜 본다.
전문적인 노인복지실천을 수행하기 위
해 필요한 기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다. 노인과 그 가족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실천방
법을 학습한다.
최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변화를 살펴
보고 이러한 변화가 사회복지실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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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30

31

32

33

교과목명

교과목개요
국문명
영문명
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 검토한
다. 또한 사회복지사들이 실천과정에서
Methods
I
세미나 I
여러 가지 형태로 경험하게 되는 윤리
적 딜레마와 실천경험의 본질을 검토
한다.
사회복지조직의 형성 원리에 관한 이
해를 돕도록 개념과 이론들을 정리하
고 사회복지시설/기관의 조직구성과
모형, 영역, 관련이론과 전개과정을 알
Social Welfare 아본다. 사회복지조직의 산물인 복지조
사회복지조직관리 및
Organization
직 관리상의 현실과 특성들을 논의하
지도자론
Management and 고 관련 이데올로기들을 정리한다. 사
Leadership
회복지조직의 지도자론을 정립해 보고
지도자 자질, 능력, 활동 및 양성에 관
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다. 실제 한국
사회복지 지도자와 지도력의 빈곤에
관한 문제들을 발전적으로 토론한다.
의료사회복지사가 환자와 가족을 대상
으로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발생한 문
제를 해결하도록 돕는데 필요한 전문
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데 목적을
둔다. 따라서 의료사회복지실천을 위한
Seminar
on
Medical
의료사회사업
기초이론과 주요 질환에 대한 이해를
Social
Work
세미나
토대로 심리사회적 사정과 개입방법을
학습하고,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역량
을 강화한다. 아울러 급변하는 의료 환
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의료사회복지실
천의 나아갈 방향을 전망하고 대응전
략을 탐색한다.
국제사회복지학을 이해하고, 다양한 국
제적 사회복지문제에 대책을 모색한다.
International
Social
국제사회복지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국제 엔지오
Work
와 국제지오의 활동을 알아보고, 국제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탐색한다.
현재 사회복지학은 매우 현장 중심적
in Social 이고 실천 지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
사회복지와 영성 Spirituality
Work
다. 제도화되고 관료제화되어가는 사회
복지현장의 현실 앞에서 인간이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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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명

교과목명

영문명

34

다문화사회
복지론

Theory of
Multicultural Social
Work

35

복지국가론

Theory of Welfare
State

36

and Theory
사회복지사상과 이론 Thought
of Social Welfare

37

장애학세미나

Disability Studies
Seminar

38

커뮤니케이션과
리더쉽세미나

Seminar on
Leadership and
Communication

교과목개요
인 사회복지 원래의 의미를 회복할 필
요성이 제기된다. 인간을 연구하는 사
회과학으로서 사회복지학의 학문적 위
상을 세우기 위해 인간의 영성에 주목
하여 사회복지와 영성의 관계를 정립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이론
및 방법론을 재정립하도록 한다.
다문화되어가는 한국사회의 미래는 다
문화가정을 우리사회가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느냐에 관건이 주어져 있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니라 하겠다. 다문화사회
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다문화 사회
통합을 위한 사회담론 및 복지정책에
대해 성인지적 관점에서 논하도록 한
다.
복지국가의 성립 배경을 이해하고, 현
대 복지국가의 유형 및 성격을 규명한
다. 또한 복지국가를 둘러싼 논쟁을 중
심으로 복지국가의 위기와 비판에 관
한 논쟁점을 고찰하고, 향후 한국의 국
가복지 방향에 대해 성인지적인 관점
에서 전망한다.
복지국가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사상
적 배경과 이론을 검토하고 복지국가
의 복지정책에 대한 성찰적 관점을 터
득함으로써 우리 실정에 맞는 사회정
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도록 한다.
장애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인 장애
학을 개관하고, 장애의 맥락을 구성하
는 장애모델, 정치경제, 장애문화, 장애
윤리, 장애역사의 관점에서 장애를 바
라보는 능력과 지식을 함양한다.
문제해결중심의 커뮤니케이션 방법론
을 학습하고 다양한 서번트리더쉽 모
델 연구를 통해 사회복지사의 새로운
역할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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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교육과정 개편 방법 및 절차
■ 자체진단평가 결과
평가준거

진단근거

교육과정 개정 및 절차를 교과과정 운영에
3.2 교육과정 대학원은
내규에 따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
개편방법 및 절차 관한
과정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자체진단

충족(P)

■ 자체진단근거
평가근거

관련규정
현장확인

근거자료

학칙과 학칙(대학원)시행세칙
대학원위원회회의록

■ 자체 결과 분석 및 평가의견
3.2.1 교육과정 개편 및 절차

○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의 개편은 소속 교수진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수회의의
의결을 통해 대학원 위원회에 개편(안)을 상정한다.
○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에서 간행한 사회복지학 교과목 지침서에 명시된 새로운 교과
목 등을 반영하여 개설할 수 있다.
○ 사회복지실천현장, 사회복지정책,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욕구 등 교육수요의 현실을 반
영하여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편할 수 있다.
○ 매 학기 개설할 교과목은 학과(전공) 주임교수가 소속교수들과 협의, 편성하여 매 학
기 개설 3개월 전에 대학원장에게 제출 함. 이때 현장과 교육수요의 흐름을 반영하여
기 편성된 교과목의 명칭 변경이나 신규 교과편성이 가능하고, 사회적 수요가 낮은
과목은 폐강 신청을 할 수 있다.
○ 교과목 신설, 명칭변경 시 교과목 개편 사유, 목적, 담당교수, 강의목표, 강의내용, 평
가방법, 교재 및 참고문헌, 영문 교과목 명칭 등을 명시하여 대학원장에게 서류로 제
출한다.
○ 사회복지전문대학원 학사구조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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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교과목 편성을 최근 사회복지계의 동향에 맞추어 개편
-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회의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전공심화과정의 교과목을 확대
개설하도록 담당교수진에게 권장하고, 기존 교과과목 편성을 각 교수별 2학기마다
2과목을 담당하던 교수진은 4학기에 심화과정 교과목을 포함하여 3-4과목을 편성
하도록 권장
- 학위논문 작성을 원하는 학생은 사회복지조사론과 사회복지자료분석론을 이수하도록
권장
○ 2018학년도 1학기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석사·박사과정 교과목 개설현황
순
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강좌
코드
3001
3002
3003
3004
3005
3006
3007
3008
3009
3010
3011
3012
3013
3014
3015
3016
3017
3018
3019
3020
3021
3022
3023
3024
3025
3026
3027
3028
4001
4002
4003
4004
4005
4006
4007
4008

과목
코드
1334
5102
4945
4940
5097
4941
5099
5195
4963
5237
4972
4507
5279
1334
5102
4945
4940
5097
4941
5099
5195
4963
5237
4972
4507
5279
5182
5182
5182
1334
5102
4945
4940
5097
4941
5099

과목명
학위논문연구
커뮤니케이션과 리더쉽세미나
사회복지실천방법세미나I
건강가정론
사회복지학연구
지역사회복지세미나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세미나
사회복지조사론1A
사회복지와영성
정신보건사회복지세미나
사회복지조사론B
사회복지조직관리 및 지도자론
치매노인케어론
학위논문연구
커뮤니케이션과 리더쉽세미나
사회복지실천방법세미나I
건강가정론
사회복지학연구
지역사회복지세미나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세미나
사회복지조사론1A
사회복지와 영성
정신보건사회복지세미나
사회복지조사론B
사회복지조직관리 및 지도자론
치매노인케어론
사회복지사상과 역사
사회복지사상과 역사
사회복지사상과 역사
학위논문연구
커뮤니케이션과 리더쉽세미나
사회복지실천방법세미나I
건강가정론
사회복지학연구
지역사회복지세미나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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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명
김창곤
정희경
김소정
서선희
이용교
함철호
최준영
김순흥
김미경
김창곤
이경미
정태신
조미경
김창곤
정희경
김소정
서선희
이용교
함철호
최준영
김순흥
김미경
김창곤
이경미
정태신
조미경
정상양
정상양
정상양
김창곤
정희경
김소정
서선희
이용교
함철호
최준영

이수
구분
전공
전공
전공
전공
전공
전공
전공
전공
전공
전공
전공
전공
전공
대체
대체
대체
대체
대체
대체
대체
대체
대체
대체
대체
대체
대체
전공
대체
전공
전공
전공
전공
전공
전공
전공
전공

과정 학점
석사과정 3
석사과정 3
석사과정 3
석사과정 3
석사과정 3
석사과정 3
석사과정 3
석사과정 3
석사과정 3
석사과정 3
석사과정 3
석사과정 3
석사과정 3
석사과정 3
석사과정 3
석사과정 3
석사과정 3
석사과정 3
석사과정 3
석사과정 3
석사과정 3
석사과정 3
석사과정 3
석사과정 3
석사과정 3
석사과정 3
석사과정 3
석사과정 3
박사과정 3
박사과정 3
박사과정 3
박사과정 3
박사과정 3
박사과정 3
박사과정 3
박사과정 3

순
번
37
38
39
40
41
42

강좌
코드
4009
4010
4011
4012
4013
4014

과목
과목명
코드
5195
사회복지조사론1A
4963
사회복지와 영성
5237
정신보건사회복지세미나
4972
사회복지조사론B
4507 사회복지조직관리 및 지도자론
5279
치매노인케어론

교수명
김순흥
김미경
김창곤
이경미
정태신
조미경

이수
구분
전공
전공
전공
전공
전공
전공

과정 학점
박사과정 3
박사과정 3
박사과정 3
박사과정 3
박사과정 3
박사과정 3

○ 2018학년도 2학기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석사·박사과정 교과목 개설현황
-기존 필수 이수교과목이었던 사회복지자료분석론을 타 교과목과 동일하게 전공이수
교과목으로 개설
- 사회복지 비전공 재학생을 위해 사회복지정책세미나, 사회복지행정세미나, 사회복지
현장실습세미나 교과목 개설
순
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강좌
코드
3001
3002
3003
3004
3005
3006
3007
3008
3009
3010
3011
3012
3013
3014
3015
3016
3017
3018
3019
3020
3021
3022
3023
3024
3025
4001
4002
4003
4004
4005
4006

과목
학
과목명
교수명 이수
코드
구분 과정 점
4935
복지국가론
김미경 전공 석사과정 3
4935
복지국가론
김미경 대체 석사과정 3
4013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최준영 전공 석사과정 3
4013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최준영 대체 석사과정 3
4979
장애학세미나
정희경 전공 석사과정 3
4979
장애학세미나
정희경 대체 석사과정 3
4946
사회복지서비스전달론
김소정 전공 석사과정 3
4946
사회복지서비스전달론
김소정 대체 석사과정 3
5260 호스피스완화의료사회복지세미나 김창곤 전공 석사과정 3
5260 호스피스완화의료사회복지세미나 김창곤 대체 석사과정 3
4964
국제사회복지론
이용교 전공 석사과정 3
4964
국제사회복지론
이용교 대체 석사과정 3
1689
사회문제론
김순흥 전공 석사과정 3
1689
사회문제론
김순흥 대체 석사과정 3
4957
가족과 젠더
김선미 전공 석사과정 3
4957
가족과 젠더
김선미 대체 석사과정 3
4313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정태신 전공 석사과정 3
4313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정태신 대체 석사과정 3
4916
사례관리론
함철호 전공 석사과정 3
4916
사례관리론
함철호 대체 석사과정 3
4966
질적연구방법론Ⅱ
조미경 전공 석사과정 3
4966
질적연구방법론Ⅱ
조미경 대체 석사과정 3
4703
가족상담과 치료
옥경희 전공 석사과정 3
4703
가족상담과 치료
옥경희 대체 석사과정 3
4004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용교 전공 석사과정 3
4935
복지국가론
김미경 전공 박사과정 3
4013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최준영 전공 박사과정 3
4979
장애학세미나
정희경 전공 박사과정 3
4946
사회복지서비스전달론
김소정 전공 박사과정 3
5260 호스피스완화의료사회복지세미나 김창곤 전공 박사과정 3
4964
국제사회복지론
이용교 전공 박사과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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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32
33
34
35
36
37

강좌
코드
4007
4008
4009
4010
4011
4012

과목
코드
1689
4957
4313
4916
4966
4703

과목명
사회문제론
가족과 젠더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사례관리론
질적연구방법론Ⅱ
가족상담과 치료

교수명
김순흥
김선미
정태신
함철호
조미경
옥경희

이수
구분
전공
전공
전공
전공
전공
전공

과정
박사과정
박사과정
박사과정
박사과정
박사과정
박사과정

학
점
3
3
3
3
3
3

3.3 수업계획서 배포 및 휴·보강 관리
■ 자체진단평가 결과
평가준거

진단근거

수업계획서 작성을 통해 교수 학습의 효과
3.3 수업계획서 배포 대학원은
높이고 전산에 휴 보강관리를 통해 충실한 수업
및 휴 보강 관리 를
을 운영함

자체진단

충족(P)

■ 자체진단근거
평가근거

현장확인

근거자료

강의계획서 및 휴 보강계획서

■ 자체 결과 분석 및 평가의견

3.3.1 수업계획서(강의계획서) 온-오프라인 배포

○ 교과목 담당교수는 강의계획서를 당해학기 개강 전에 대학원 온라인행정 시스템을 통
해 입력하고, 수강생은 온라인행정을 통해 강의계획서를 열람하고 있음
○ 개강 전 해당 기한까지 온라인행정 시스템에 강의계획서를 입력하지 않은 담당교수들
에게는 대학원 교학팀에서 담당교수의 이메일과 모바일을 통해 입력하도록 권고함
○ 강의계획서에는 강의교재, 한 학기동안 강의시간계획·강의내용, 평가방법, 강의개요와
강의목표, 주별 강의계획, 참고문헌 등을 세밀하게 기술하도록 함
3.3.2 휴강 및 보강 관리

○ 본 사회복지전문대학원에서는 해당 학기에 개설된 교과목의 휴강과 보강에 대해 사회
복지전문대학원의 자율 또는 담당교수의 재량에 맡겨 운영하였으나 2016년부터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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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담당교수의 개인적 사정(출장)에 의한 휴강, 공휴일 휴강에 대해 해당교수가 보강
계획서를 제출하고 보강하도록 하고 있음
○ 본 대학교에서는 학부 개설교과목의 휴강, 보강에 대해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출장복
명서와 보강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교원업적평가에 반영하고 있음
3.4 강의평가 및 강의평가 결과활용
■ 자체진단평가 결과
평가준거

진단근거

수강생들에게 강의평가 문항을 개발하여
3.4 강의평가 및 대학원은
실시하고 강의평가 결과를 수업 개선에
강의평가 결과 활용 강의평가를
반영하고 있음

자체진단

미흡(w)

■ 자체진단근거
평가근거

현장 확인

자율적인 평가와 피드백

근거자료

■ 자체 결과 분석 및 평가의견

3.4.1 강의평가 실시 현황

○ 본 대학교에서는 학기 종강 1주일 전부터 성적 열람 시까지 대학의 홈페이지 온라인
행정시스템을 통해 교과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참여율
을 높이기 위해 강의평가를 완료해야만 성적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본 대학원의 개설교과목에 대한 강의평가는 학부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학과(전공)의
담당교수와 대학원생간 자율적인 평가와 피드백에 의존하고 있음
○ 학부의 강의평가시스템과 본 대학원의 강의평가를 연동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대
학원위원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음
3.4.2 강의평가 결과 활용

○ 본 대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강의평가는 중간과 기말로 강의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수
업개선보고서를 통해 다음 학기 강의준비와 계획에 반영하고 있음. 강의평가 결과 우
수강의 교원을 선정하여 시상을 하고 있으며 강의평가 점수 하위 10% 교원은 교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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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에 참석하도록 조치하고 있음
○ 본 사회복지전문대학원에서는 학부와 같은 강의평가시스템이 도입되지 않고, 사회복지
전문대학원 원우회 밴드와 대학원원우회를 통해 강의평가가 간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소속 교수진들의 학생면담 및 연구회, 졸업동문들을 통한
제언 등을 교수회의시 논의하여 이를 반영하고 있음
3.5 대학원 교수법 향상 프로그램 운영
■ 자체진단평가 결과
평가준거

3.5 교수법 향상
프로그램

진단근거

교수학습 개선을 위하여 교수법 향상 프로그램을 운
영하고 교수 방법을 개발 적용하여 교수 학습 성과
를 제고함

자체진단

충족(P)

■ 자체진단근거
평가근거

관련규정
현장확인

교수학습연구원 운영 규정
교수법 프로그램 내역

근거자료

■ 자체 결과 분석 및 평가의견

○ 본 대학교에서는 대학생 교수법 향상을 위해 한 학기에 4회 이상 교수 워크숍을 진행
하고 있으며, 참여 교수에게 인센티브로 교육업적평가 점수를 부여하고 있음. 나아가
강의영상을 촬영하여 피드백하고 재정적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음
○ 본 대학원에서 교수법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대학원 관련한 연구계
획서 작성, 자료 분석을 통한 고급통계 등 교수학습연구원에서 실시하는 교수법 향상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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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대학원생 학습법 향상 프로그램 운영
■ 자체진단평가 결과
평가준거

진단근거

자체진단

3.6 대학원생 학습법 대학원생 학습 개선을 위하여 학습법 향상 프로그램
향상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다.

충족(P)

■ 자체진단근거
평가근거

현장확인

근거자료

대학원생 학습법 향상 프로그램 운영내역

■ 자체 결과 분석 및 평가의견

○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재학생들 대부분은 현장 실무자들로 야간 수업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개설 교과목 수강시간외에 학습법 향상 프로그램이 운영되더라도 정규 수업시
간이 아니라면 참여하기 힘든 여건임. 그러므로 온라인을 통한 강의(KOCW와
K-MOOC)를 통해 학습법 향상 프로그램을 대체하고 있음
○ 사회복지전문대학원의 세부전공 교수진이 주도하여, 노인복지(정상양교수), 장애인복지
(정희경교수), 청소년복지(이용교교수), 사례관리(함철호교수), 정신보건사회복지와 의
료사회복지(김창곤교수), 여성복지와 가족복지(김미경교수)에 대한 연구회(노인복지연
구회)와 학술모임, 학술세미나, 협회 및 학회와 연합 학술행사를 통해 세부 전공별 학
습법 향상 프로그램을 운용
○ 사회복지전문대학원의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입학 및 편입학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대학원 생활을 알차게 하는 방법”을 통해 대학원 학습법 등의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으며, 실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대학원 생활을 알차게 하는 방법”
1. 수강신청을 잘 하기 바랍니다. 본인이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증, 전문적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분야를 잘 선택하여 신청하기 바랍니다. 과목명과 함께 담당 교수님의 지도방식도 고려하여 수
강하기 바랍니다.
광주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은 사회복지사 취득과정, 건강가정사 취득과정, 사회복지사
심화과정 등으로 코스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즉, 학부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사회복지사 심화과정과 건강가정사 취득에 관심을 가져보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
는 사람은 매 학기 사회복지사 취득에 꼭 필요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중심으로 수강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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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바랍니다.
2. 결석을 하지 말고 보고서를 잘 쓰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적으로 연결됩니다. 대개 15주
혹은 16주로 되어 있는데, 결석을 하지 않고 열심히 출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목마다
평가방법이 다르지만, 대개는 출석, 과제물, 중간고사, 기말고사입니다. 시험 대신에 논문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으니 ‘강의계획서’를 잘 보기 바랍니다.
3. 어학시험, 종합시험 등 시험을 적극 대비하기 바랍니다. 가급적 일찍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룬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학교의 규정에 따라 어학시험을 빨리 보고, 종합
시험도 단번에 합격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바랍니다. 한번 떨어지면 다음 학기까지 기다려야
하고, 동기들보다 늦게 졸업할 수도 있습니다.
4. 가급적 휴학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휴학이 꼭 필요하면 1년 단위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
히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휴학을 하지 않는 것이 좋고, 해야 한다면 1년 단
위로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과목이 1년 단위로 개설되기에 한 학기만 휴학하면 수강할 과목이
마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대학원 원우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기 바랍니다. 원우회의 활동과 함께 다른 원우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바랍니다. 졸업 후에도 큰 자산이 됩니다. 광주대 사회복지대학원생은 다음에 카
페가 있으니 꼭 가입하기 바랍니다.
6. 사회복지라운드테이블에 적극 참여하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각 분야를 대표하는 학자들로부
터 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한 학기에 1-2회 하는데, 참석하면 참으로 좋습니다.
7. 대학원이나 원우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적극 참여하기 바랍니다. 이미 실습비나 원우회비를
냈기에 행사에 참여하면 할수록 나의 이익이 됩니다.
8. 대학원 입학부터 졸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바랍니다. 논문을 써야 한다면 가급적 1학기
부터 연구분야, 연구제목을 정해서 준비하기 바랍니다. 광주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의 경우 석
사과정은 논문을 쓰고 졸업하는 과정과 ‘논문대체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박사과정은 반드시 논문을 써야 졸업할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일찍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9. 언행에 조심하기 바랍니다. 서로 연령이 다르고 사회적 지위가 다르더라도 누구나 적절한
‘대우’를 받길 희망합니다.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수가 낮다는 이유로 말실수를 하지
말고 특히 조교, 원우회 임원 등 역할을 맡고 계신 분은 늘 섬기는 자세로 일해주기 바랍니다.
10. 혹 어려움이 있으면 담당교수님과 상의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대학원 주임교수와 상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안 되는 일을 제외하고는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광
주대학교의 석사과정은 2년 박사과정은 2년(다른 대학교는 박사과정은 3년인 경우도 있음) 동
안 열심히 공부하면 누구나 학위를 마칠 수 있습니다. 다소 힘들더라도 혹은 속상한 일이 있더
라도 나를 이기고 즐겁게, 알차게 생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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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위수여체제
4.1 졸업시험 절차 및 통과 기준
■ 자체진단평가 결과
평가준거

진단근거

목표한 교육적 성과의 질 관리를 위해 재
4.1. 졸업시험 절차 대학원은
졸업시험 절차와 통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운
및 통과기준 학생의
영하고 있음

자체진단

충족(P)

■ 자체진단근거
평가근거

관련규정
현장확인

근거자료

학칙(대학원)시행규칙 제31조
외국어 및 종합시험시행에 관한 규정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 운영현황

■ 자체 결과 분석 및 평가의견

4.1.1 논문제출 자격시험 시행

○ 사회복지전문대학원에서 석사·박사학위신청을 위하여 논문제출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
는 석사학위는 24학점, 박사학위는 36학점 이상을 취득하거나 취득예정인 자로서, 기
취득한 학점의 평점평균이 B(3.0)이상이며,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의 요
건을 갖추어야 한다.
○ 사회복지전문대학원의 석사과정생과 박사과정생에 준용되는 “외국어 시험 및 종합시
험 시행에 관한 규정(2016. 9. 1일 개정)”에 근거하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외국어 시험 및 종합시험 시행에 관한 규정(2016. 9. 1일 개정)

제2조(응시자격)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응시 자격을 부
여한다.
1. 외국어시험 : 석사·박사과정에서 1학기 이상 등록한 자<개정 2014.1.15.>
2. 종합시험
가. 각 학위과정에서 외국어시험에 합격하고 석사과정은 24학점 취득 및 취득예정자, 박사과정은
36학점 취득 및 취득예정자
나. 기 취득한 학점의 총 평점 평균이 B(3.0)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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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응시절차) ①외국어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기일 내에 응시원서를 제출
하고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종합시험에 응시하고 하는 학생은 전공 주임교수와 교학
팀장의 승인을 받아 소정의기일 내에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시험일정) ①외국어시험은 매년 3월과 9월에 실시할 수 있다. ②종합시험은 매년 4월
과 10월에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출제위원)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의 출제위원은 본교 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제6조(외국어시험) ①외국어시험은 영어, 일어, 중국어, 한국어 중에서 응시자가 택일한 외국
어의 독해능력의 유무를 평가 한다. <개정 2013.9.24.>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외국
어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1. 재학중 대학원에서 개설한 외국어 시험 대체강좌를 수강한 자
2. 최근 2년 이내에 국가공인 외국어 시험에서 영어는 토익 690점, 토플 PBT:474
점, CBT:210점, IBT:84점, 중국어는 HSK(구6급, 신4급), 일어는 JLPT2급, 한국어는 TOPIK
4급 이상에 해당하는 점수를 취득한 증명서를 제출한자 <개정 2013.09. 24>
3. 박사학위 소지자 및 외국 학위 소지자등 대학원위원회에서 면제 판정을 받은 자
제7조(종합시험) 종합시험과목은 각 학위과정에서 이수 또는 이수 중 인 과목 중 석사과정은
2과목 이상, 박사과정은 3과목 이상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과목은 학과(전공)주임교수와 협
의한 후 정한다.<개정 2013.9.24., 2014.10.23>
제8조(합격기준) ① 외국어시험에 대한 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하며, 70점 이상 취득한 자를
합격으로 한다.
② 종합시험에 대한 성적은 각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며, 70점 이상 취득한 자를 합격으로
한다.
제9조(재시험) ① 외국어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회수에 관계없이 재응시 할 수 있다.
②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총 3회 까지 재응시 할 수 있으며, 일부과목에 합격된 자에 대
하여는 차후 2회에 한하여 합격한 과목의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 대학원 학위수여 규정(2017.10.18일 개정)에 근거
제2조(석사학위신청 논문제출 및 작품발표 등의 요건) 석·박사학위신청을 위하여
논문제출 및 작품발표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석사학위는 24학점 이상, 박사학위는 36학점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
2. 기 취득한 학점의 평점평균이 B(3.0)이상인 자
3.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4. 외국인은 TOPIK 4급 자격증(한국어 능력시험 성적증명서) 제출(테솔학과 제외)
<개정2012.10.25.,2016.9.1>, <전문개정 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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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논문지도 방법, 발표, 심사 절차 및 심사위원 구성
■ 자체진단평가 결과
평가준거

진단근거

4.2 논문지도방법, 대학원의 논문지도방법, 논문발표, 심사절차 및 심사
발표, 심사절차 및 위원을 적절하게 운영하고 구성함
심사위원 구성

자체진단

충족(P)

■ 자체진단근거
평가근거

관련규정
현장확인

근거자료

학칙(대학원)시행규칙 제31조
대학원 학위수여 규정, 대학원 학위논문 작성에 관한 규정
지도교수 배정, 논문발표 실적, 대학원 논문 심사 절차 및 심사위원 구성

■ 자체 결과 분석 및 평가의견

4.2.1. 논문지도 방법

○ 사회복지전문대학원의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생 중 학위논문을 작성하고자 하는 자의
논문을 지도하기 위해 2학기 초에 지도교수를 위촉하여 지도하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석사학위논문은 3인, 박사학위논문은 5인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논문 심사를 실시
○ 석사과정생은 논문대체와 학위논문 중 선택, 박사과정생은 반드시 집필해야 함
○ 논문계획서 제출(지도교수는 학생이 원하는 교수로 하되, 전공분야를 고려하여 권유할
수 있음)
- 어학시험, 종합시험은 모든 학생에게 필수
- 석사는 4학기에, 박사는 4학기 이후에 논문을 심사함
- 논문 제출은 기일을 넘기지 않고 해당 기일 내에 재출해야 함
○ 지도교수의 상시 지도를 받아 작성된 대학원생의 연구계획서와 석사학위청구논문 발
표를 통해 논문의 질을 향상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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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논문 공개발표 방법 및 실적

○ 대학원 학위수여 규정(2017.10.18일 개정)에 근거
제3조(학위신청논문연구 및 작품발표 계획서 제출) 석·박사학위신청논문 작성 및
작품발표를 하고자 하는 자는 석사와 박사는 제3차 학기 초, 석·박사통합과정은 제7
차 학기 초에 학위신청논문연구 및 작품발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9.24.,
2014.1.15>
제4조(석·박사학위신청논문 작성 제출 및 작품 발표 절차) ①논문 작성은 학위논문
작성세칙에 따라 작성하되, 국한문으로 작성할 때에는 영문초록을, 외국어로 작성한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학위신청논문을 외국어로 작성할 때에는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작품발표는 세칙에 의해 시행한다.
②석·박사학위신청논문 및 작품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기일내에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9.24>,
<개정 2014.1.15>
1. (석, 박사)학위신청논문 연구계획서 (3학기차)
2. (석, 박사)학위신청논문 심사위원 제청서 (4학기차)
3. (석, 박사)학위신청논문제출 지도교수추천서(4학기차)
4. 심사용 논문 (석사 3부, 박사 5부) 및 작품 (4학기차)
5. (석, 박사)학위 논문연구윤리 준수 확인서<별지서식 3> (4학기차)
<전문개정 2013.9.24., 2014.1.15>
제5조(논문제출 또는 작품발표의 시기 및 기한) ①석·박사학위신청논문의 제출과
석·박사학위신청 작품발표의 시기는 5월 또는 11월로 한다.
②제1항의 논문제출․작품발표는 석·박사과정 수료 후 석사는 3년, 박사는 5년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학원의 심의를 거쳐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병역의무로 인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 사회복지전문대학원은 학위논문이 졸업요건의 필수 사항이 아니므로 매 학기 진행되
지는 않음. 그렇지만 논문공개 발표를 통해 교수와 선․후배 간에 전공 관련 연구 주
제를 공유, 논의, 심사하면서 연구 역량을 향상시키고 있음
○ 추진 절차
-논문 심사 계획 수립 및 안내(4월, 10월)
-심사용 석사학위청구논문 및 서류 접수(5월, 11월)
-논문 심사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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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심사(3심, 논문 발표)
-심사 결과 보고(6월, 12월)
-학위논문 파일 등록(7월, 1월)
-학위논문 인쇄본 접수(7월, 1월)
-대학원위원회 논문 심사결과 및 학위수여 여부 심의(8월, 2월)
-학위수여식(8월, 2월)

2018년 하반기 논문중간발표회
번호 발표자 지도교수 과정(석사/박사)
1

박영란

이용교

석사

2

이세연

김창곤

석사

3

이상아

김창곤

석사

2018.11.3.

논문제목
저소득층 부모 양육태도가 초등학교 저학년
의 스마트폰 중독성향에 미치는 영향-지역아
동센타를 이용하는 아동을 중심으로광주광역시 사회복지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
와 소진의 관계에서 영성이 미치는 영향
긍정심리 집단프로그램이 여중생의 자아존중
감, 학교생활 적응 및 우울에 미치는 효과

4.2.3 논문심사 절차 및 논문 심사위원 구성

제6조(논문 또는 작품발표의 심사) ①논문 또는 작품발표의 심사(구술시험 포함)는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3인(석사과정) 또는 5인(박사과정) 이상의 심사위원이 행하되,
심사의 진행은 심사위원 중 대학원장이 지정하는 심사위원장이 주재한다. 단, 논문
지도교수는 자동적으로 심사위원이 되고, 심사위원 중 석사학위는 1인, 박사학위는 2
인을 외부인사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0.>
②논문 또는 작품발표의 심사결과 100점 만점에 평균 70점 이상을 취득하고, 심사위원
2/3 이상이 찬성하면 합격으로 인정한다.
제7조(심사위원의 자격) 석·박사학위신청논문 또는 작품발표의 심사위원으로 제청·위
촉될 수 있는 자격은 본교의 부교수로 한다.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대학원장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외의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
할 수 있다. <개정 2013.9.24.>
제8조(심사기간 및 결과보고) 논문 또는 작품발표의 심사 개시 후 심사위원장은 6주
이내에 그 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에 의해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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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개정 2010.11.11., 2013.9.24>
1. (석, 박사)학위 신청논문 지도확인서
2. (석, 박사)학위 신청논문 심사 결과표
3. 논문 (석사 4부, 박사 4부), 논문 한글 파일 및 작품. <개정 2013.9.24, 2015.8.26>
제10조(재심사)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한 심사결과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 심사신청자는
논문 또는 작품발표를 보완하여 다음 학기에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제11조(학위수여의 결정) 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된 논문을 제출하거나 작품발표를 행한
자에 대하여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한다.
○ 사회복지전문대학원 학위논문 작성 및 대체과목 이수절차
1. 연구계획서 제출: 연구계획서 제출자격(제2조)
- 석사학위 24학점, 박사학위 36학점 이상을 취득한자 또는 취득예정자
- 기 취득한 학점의 평점 평균이 B(3.0)이상인 자
- 외국어 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사회조사론 포함)
2. 제출: 석사/박사 3학기 초
3. 지도교수 선정
4. 중간발표(1차 논문심사)
-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자의 석사/박사학위 1차 논문 심사
- 발표: 4월, 10월
- 1차 논문 심사위원: 논문지도교수를 포함한 대학원 교수진
5. 석사/박사 학위 논문심사
- 학위논문신청논문의 제출/발표의 시기: 5월, 11월
- 학위논문심사 절차: 석사(3차 심사)/ 박사(5차 심사)
- 심사위원(제6조) 석사논문심사: 3인(1)/ 박사논문심사: 5인(1)
- 합격기준: 심사결과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 심사위원 2/3이상 찬성
6. 석사학위 논문대체과목 이수: 2과목 6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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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전문대학원 학위논문 실적
1. 석사학위 논문 (2016년- 2018년)
No. 졸업연도 성 명
석사학위 논문 제목
1 2016.02 양선애 알코올사용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한 변화단계프로그램의 효과
2 2016.02 이홍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가 독거장애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3 2016.02 임주화 나눔교육강사의 자원봉사 참여 동기가 활동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4 2016.02 전현정 농촌 독거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우울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5 2017.02 김란효 공공후견인의 발달장애인 지원 활동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6 2017.02 박은순 근로지원인 서비스 이용자의 일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7 2017.02 윤태진 양극성장애 환자의 입원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8 2018.02 문종선 노인 요양시설 시설장의 시설운영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9 2018.02 유진경 ALS(루게릭)장애인 배우자의 삶의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10 2018.02 이영화 장애인 당사자의 장애인운동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간의 관계
11 2018.02 장미영 정신보건시설
에서 긍정심리자본이 미치는 영향
기반으로 한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이 조현병
12 2018.08 김복희 마음챙김을
환자의 자아존중감, 스트레스자각 및 우울감에 미치는 효과
대상으로 한 Art Brut Therapy의 효과:
13 2018.08 유미희 여성정신장애인을
리빙뮤지엄을 중심으로
2. 박사학위 논문 (2016년- 2018년)
No. 졸업연도 성 명
박사학위 논문 제목
1 2016.02 김행란 사회복지노동자의 노동조합 활동 경험 연구
2 2016.02 서정성 공적개발원조 보건의료사업의 개발효과성에 관한 연구
3 2016.02 홍미연 알코올중독자의 회복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종사자의 감정노동이 조직헌신에 미치는
4 2017.08 정상진 노인장기요양기관
영향요인 연구 –사회적지지와 근무환경의 매개효과5 2017.08 김연진 부모이혼을 경험한 자녀의 삶에 대한 질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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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 및 연구 역량
5.1 연구실적의 전공 적합성
■ 자체진단평가 결과
평가준거

진단근거

자체진단

5.1 연구실적의
전공적합성

대학원생의 연구 참여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음

충족(P)

■ 자체진단근거
평가근거

관련규정

근거자료

학칙과 학칙(대학원)시행세칙

■ 자체 결과 분석 및 평가의견

○ 사회복지전문대학원 대학원생의 연구 참여 활성화 지원 및 연구역량강화
-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생을 잘 지도하여 논문을 쓰고 그 결과를 학술
지에 게재하도록 지도하고, 단행본을 열심히 준비하여 출판하도록 지도 및 지원
- 한국사회복지학회 등 전공 관련 주요학회에 적극참가 및 논문발표
- 세계 사회복지대회 등 국제학술대회에 적극참가 및 논문발표
- 석사·박사과정 재학 중 국내 공인학술지 논문게재 권장
- 석사·박사과정 졸업생의 학위논문을 국제학술대회에 발표권장
- 대학원 졸업생의 학위논문을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권장
-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재학생을 위한 연구윤리교육 강화
- 석사·박사과정생과 졸업생의 단행본 출판지도 및 지원
- 사회복지연구소를 설치하여 연구방법 지도, 세미나, 학술대회 장려
○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석사·박사과정 재학생 및 졸업생 국제학회 논문발표현황
(2016-2018년)
No 일시 발표자
논문제목
학술대회명
2016 Joint
양선애,
The
Effects
of
the
Stages-of-Change
2016년 김한석, Program for Patients with Alcohol
World
Conference of
1 6월 김창곤
Use Disorders
Social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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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세계
사회
복지
연맹

No 일시 발표자

논문제목
The Effects of Personal Assistance
Service on the Quality of Life for the
Disabled People Living Alone
-Focusing on People with Physical
Impairments and Cerebral Palsy in
Gwangju
성인 화상 경험자의 사회복귀 경험과
지원방안

학술대회명
2016 Joint
World
Conference of
Social Work

주최
세계
이홍진,
2016년 정희경,
사회
2 6월 김창곤
복지
연맹
2018년 김은채,
2018 한림 화상 한림
국제 컨퍼런스 재화상단
3 6월 조미경
○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석사·박사과정 재학생 및 졸업생 논문발표실적(2016-2017)
국내학술지 게재
국제학술지 게재 학술대회발표
학년도 소
연구재단등재 기타국내발간 SCI급 기타국제발간 국내학 국제
계 지(후보지포함)
일반학술지 /SCOPUS 일반학술지 술대회 학술대회
2016년 2
2
2017년 1
1
☆ 세계사회복지대회참가(SWDS 2016) 석사학위 졸업논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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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PM 2018 - The 18th Congress of the Asian College of Psychosomatic
Medicine 석사학위 졸업논문 발표

5.2 직무역량교육의 효과성
■ 자체진단평가 결과
평가준거

진단근거

자체진단

직무역량교육

대학원생의 직무역량교육 향상을 위해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공이 지원학과의 전공과 다를 경
우 보충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음

충족(P)

■ 자체진단근거
평가근거

관련규정

근거자료

학칙과 학칙(대학원)시행세칙

■ 자체 결과 분석 및 평가의견

○ 사회복지실천현장과 연계교육 강화로 직무역량교육의 효과성 강화
- 강좌에 현장 전문가의 특강기회 부여
- 노인복지연구회 등 현장지향 학습모임을 장려
-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기관 현장과 교육, 실습, 수련, 취업연계 (정신보건사회복지사)
- 2016년 6월 4일에 시행한 라운드테이블에 현장실무자로서 표경흠(세상에 작은 변화
를 꿈꾸는 비영리 컨설팅<Welfirm>) 상임대표를 초청하여, “네트워크 시대의 새로운
사회복지실천의 패러다임과 실천전략”을 주제로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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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일시

69회 2016/6/4
70회 2016/11/25
71회 2017/06/17
72회 2017/11/25
73회 2018/04/28
74회 2018/10/30

강사

주제

표경흠
(세상의 작은 변화를 꿈꾸 네트워크 시대의 새로운 사회복지
는 비영리 컨설팅(Welfirm)
패러다임과 실천 전략
상임대표
김영란
어업하는 여성의 삶에 대한 보고:종속과
(목포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독립의 회색지대
서정성(아이안과 원장, (사) 5・18 광주정신과 ODA(공적개발원조)
희망나무이사장)
-캄보디아 ‘광주진료소’를 중심으로김조설(일본 국립 신슈대학 해방 후 한국사회복지 정책의 흐름
교교수)
김용목(실로암사람들 대표)
광주장애인 운동의 역사
노영주(가족친화전략연
청소년 미혼모의 삶과 정책
구위원)

- 2017년 6월 17일에 시행한 라운드테이블에는 서정성 아이안과 원장,
(사)희망나무이사장을 초청하여, “5・18 광주정신과 ODA(공적개발원조)
-캄보디아 ‘광주진료소’를 중심으로” 주제특강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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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1월 25일에 시행한 라운드테이블에는 김조설 일본국립 신슈대학교 교수를
초청하여, “해방 후 한국사회복지 정책의 흐름”을 주제로 특강

- 2018년 04월 28일에 시행한 라운드테이블에는 김용목 실로암사람들 대표를 초청하여,
“광주장애인 운동의 역사”를 주제로 특강

- 2018년 10월 30일에 시행한 라운드테이블에는 노영주 가족친화전략연구위원을
초청하여, “청소년 미혼모의 삶과 정책”을 주제로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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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7월 17일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임상사회복지연구회 창립총회 및 발족

회차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일시

발표자
주제
1부 “잦은자살시도를 하는 주요 우울장애환자”
1부
최권태
“정신건강예방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스트레스
2017.08.18 2부 고하늘 2부
대처, 학교생활 적응력에 미치는 효과 –대안교실
청소년 중심으로“강박증과 우울증을 동반하고 있는 자살 환자”
이상아 1부
2017.09.15 1부
2부
손혜란 “사회인지재활프로그램이 조현병 환자
2부 손혜란 의 사회인지와
사회기술에 미치는 영향”
2017.10.13 1부 은성수 1부 “편집성 조현병 환자”
이상아 1부 “강박장애 환자”
2017.12.22 1부
2부 최권태 2부 “학위논문 작성과정에서 학회지 투고까지”
1부 고하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추정 진단)”
2018.01.25 2부 유미희 1부
2부
“학위논문 계획서 발표”
김복희
1부 “조현병을 앓고 있는 환자”
1부
유미희
2018.03.16 2부 이상아 2부 “또래상담훈련프로그램이 또래상담자의 공감
(감정이입)과 도움행동, 방관적 태도에 미치는 효과”
편양금
2018.04.28 정주영
김은채 학위논문계획서 발표회
1부 최권태
“조현병을 앓고 있는 환자”
2018.05.24 2부 김복희 1부
유미희 2부 “조현병을 앓고 있는 환자”
1부 “조현병을 앓고 있는 환자”
1부 이상아 2부 “여성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Art Brut의 영향
2018.06.29 2부 유미희 –리빙뮤지엄을 중심으로-”, “마음챙김을 기반으로
김복희 한 인지행동치료프로그램이 조현병환자의 자아존중
감, 스트레스 자각 및 우울감에 미치는 효과”
1부 김창곤 1부 “최근 정신건강복지계의 변화와 대응 전략”
“다중진단과 입원적합성 심사”
2018.08.31 2부 은성수
유미희 2부 “ACPM 2018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졸
장미영 업논문 발표”, “긍정심리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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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 자아존중감, 행복감, 학교생활적응에 미
이상아 생의
치는 효과”
1부
박화진
“음주문제가 있는 조현병 환자”
11회 2018.10.05 2부 장미영 1부
2부 “자살 현황 및 상담사례”
- 2017년 7월 17일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임상사회복지연구회에서는 1부 사례발표, 2부
Research Meeting으로 제 1회 월례집담회 시행

- 2017년 9월 15일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임상사회복지연구회에서는 1부 사례발표, 2부
Research Meeting으로 제 2회 월례집담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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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0월 13일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임상사회복지연구회에서는 1부 사례발표로 제
3회 월례집담회 시행

- 2017년 12월 22일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임상사회복지연구회에서는 1부 사례발표, 2부
Research Meeting으로 제 4회 월례집담회 시행

- 2018년 01월 25일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임상사회복지연구회에서는 1부 사례발표, 2부
Research Meeting으로 제 5회 월례집담회 시행

- 58 -

- 2018년 03월 16일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임상사회복지연구회에서는 1부 사례발표, 2부
Research Meeting으로 제 6회 월례집담회 시행

- 2018년 04월 28일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임상사회복지연구회에서는 학위논문계획서
발표회로 제 7회 월례집담회 시행

- 2018년 05월 24일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임상사회복지연구회에서는 1부 사례발표, 2부
Research Meeting으로 제 8회 월례집담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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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06월 29일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임상사회복지연구회에서는 1부 사례발표, 2부
학위논문발표로 제 9회 월례집담회 시행

- 2018년 08월 31일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임상사회복지연구회에서는 1부 특강 및
사례발표, 2부 ACPM 2018 참가보고 및 논문발표로 제 10회 월례집담회 시행

- 2018년 10월 05일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임상사회복지연구회에서는 1부 사례발표, 2부
Research Meeting으로 제 11회 월례집담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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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학년도 2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이수를 위해 석사과정생 4명을 대상으로
지역아동센터, 노인요양시설,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현장실습을 수행함
- 매년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소속 재학생, 휴학생, 졸업생과 사회복지학부 졸업생을 대상
으로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 자격시험에 대한 특강 시행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 자격시험대비 특강 시행

- 광주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노인복지연구회 회칙

광주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노인복지연구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광사노연(광주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노인복지연구회)약칭한
다.
제2조(목적) 본회는 노인복지실천현장에 종사하고 있거나 노인복지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상호
정보교환을 통하여 노인복지인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친교를 다져 이웃과 지역공동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구성
제3조(회원) ① 본회의 회원은 광주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출신으로서 노인복지실천현장
에 관계하고 있거나 관심 있는 사람으로 하고, 광주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님을 광주
대학교사회복지전문대학원노인복지연구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함은 물론,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③회원의 자격 및 의무는 다음과 같다
- 1년 이상 회비를 내지 않은 회원은 자동 탈퇴하는 것으로 한다.
- 신입회원의 입회비는 100,000만원으로 한다.
- 잔액회비는 신입회원, 구회원 모두 동등하게 사용한다.
제4조(임원) ① 본회의 목적달성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 부회장, 총무와 감사1인씩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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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회무를 총괄 관장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을 대리하여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관장한
다.
④ 총무는 회장을 보필하고 회무를 관장한다.
제5조(임원선출) ①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제적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2/3이
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 제4조 ①항의 임원 중 회장과 부회장만 선출하고 나머지 임원은 회장이 부회장과 협의하
여 임명할 수 있다.
제6조(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임원
중 결원으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장 회의
제7조(회의) ① 본회는 월례회와 정기총회, 임시회를 갖는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며 회칙개정, 예․결산보고, 사업보고, 임원선출, 차년도 사
업계획 수립 등의 안건을 심의. 처리한다.
③임시회는 회원들의 요구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제8조(의결) 임원선출을 제외한 본회의 모든 안건은 재적회원 과반수이상의 참석과 참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재정과 사업
제9조(재정) ① 본회의 목적달성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매월 금 2만원을 갹출하여 회의경비
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비축한다(단, 년회비 입금할 경우 금 200,000만원으로 한다)
② 본회의 재정은 공공의 재산이며 회원 각자의 지분을 주장할 수 없다.
제10조(사업) 본회는 다음의 사업을 한다.
① 노인복지실천현장의 정보공유를 위한 사례발표
② 노인복지실천의 효과성증대를 위한 선진시설 견학
③ 지역사회와 어려운 이웃에 도움이 되는 일 등
④ 회원 상호간의 애·경사 참여
제5장 부칙
1. 시행일 : 본 회칙은 2007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 준용규정 : 본 회칙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들은 일반적인 관습과 관례를 준용한다.

○ 비전공자 선수과목 이수 제도 운영
- 학사과정의 전공이 지원학과의 전공과 다를 경우, 사회복지사 1급/2급 자격 취득 관
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을 이수하도록 권장.
- 학칙(대학원) 시행세칙
제25조(보충과목의 취득)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정규이수과목 외에
보충과목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1. 각 학위과정 : 하위 학위과정의 전공이 지원학과의 전공과 다른 자
2. 기타 입학전형에서 보충과목의 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② 보충과목은 대학원 교과목 중에서 석사과정은 6학점, 박사과정은 9학점 이내로 한다.
③ 보충과목 이수학점은 수료학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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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어 학습 지원
- 대학원생의 외국어 역량 향상을 위해 외국어 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수험 및 회화
강좌 수강료 일부 지원(수강료의 20%)
○ 교수-학습 지원
- 교수-학습연구원에서 실시하는 교수,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대학원생의 실무 및 연구 역량 강화 지원
○ 학과에서 자체적으로 대학원생의 학술대회 및 논문발표 참가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학
술활동을 활성화함
○ 지역사회를 연계한 사회봉사(지적 자원봉사활동: 지적 재능기부활동) 지도 및 권장.
5.3 전임교원 연구지원 규모
■ 자체진단평가 결과
평가준거

5.3 전임교원
연구지원 규모

진단근거

대학원은 연구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전임교원에 대
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함

자체진단

충족(P)

■ 자체진단근거
평가근거

관련규정

연구 및 학술활동 지원 규정

■ 자체 결과 분석 및 평가의견

근거자료

○ 연구 지원
- 단과대학 부설연구소를 통해 전임교원에게 연구비를 지원함으로써 전임교원이 연구와
교육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함
-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전임교원의 논문실적
논문실적
교수당 논문실적
전임
국내
국제
국제
학년도 교원수
국내 국내 계 국제 국제 계 국내 국제 국내
전문 전문
전문 일반
전문 일반
2016
7
2.5 3 5.5 0 0 0 0.79 0 0.36 0
2017
7 0.66 3 3.66 0 0 0 0.52 0 0.0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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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대학교 교학규정
- 전임교원 연구지원을 위한 운영 지침(연구 및 학술활동 지원규정)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지급세칙에 별도로 정한다.<개정
2008.1.23>
1. 전임교원의 연구진흥지원
2. 전임교원의 연구ㆍ학술 활동지원
3. 부설연구소의 자체 연구 및 학술행사
○ 연구활동 강화
- 연구년 지원을 통해 연구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교수 업적평가제도를 개선하여 연구업적을 점차 강화해 나가고 있음
5.4 교육만족도
■ 자체진단평가 결과
평가준거

진단근거

자체진단

5.4 교육만족도

대학원생들에게 교육만족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만족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함

미흡(w)

■ 자체진단근거
평가근거

현장확인

교육만족도 조사

근거자료

■ 자체 결과 분석 및 평가의견

○ 사회복지전문대학원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학과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
를 교육, 현장, 연구 개선에 적용하고 있음
○ 대학원 원우회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와 교육 및 연구에 대한 협의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교육만족도 향상을 위해 대학의 교과목 평가와 연계하여 교육만족도 평가에 의무적
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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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여건 및 지원체계
6.1 대학원생 상담 및 진로 취업 지도체제
■ 자체진단평가 결과
평가준거

진단근거

자체진단

6.1 상담 및
진로취업 지도

대학원은 대학원생의 학업활동과 진로, 취업에 대한
지도 체제를 구비하고 운영함

충족(P)

■ 자체진단근거
평가근거

현장확인

근거자료

대학생활상담센터 및 취업진로지원센터 시설 및 인력배치

■ 자체 결과 분석 및 평가의견

○ 사회복지전문대학원에서는 지도교수제도를 통해 대학원생 상담 및 진로 취업 지도를 시행
○ 취업진로지원 센터에서 취업교육프로그램, 취업상담, 직업분석, 재교육 등을 통해 체계
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구분
학과 지도교수 취업진로지원센터
대학생활상담센터
인원
7
4
2
○ 사회복지 비전공 학생들을 위한 1급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건강가정사, 청소년 상담사
등의 자격취득을 위한 상담 및 취업지도가 시행되고 있음
○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회의와 원우회 회의 및 개인교수진의 수업과 학생면담 시 수
강욕구 및 학습욕구를 파악하고, 최근 사회복지계 동향과 최신지견을 반영한 교과목
개설 및 교육여건에 반영
6.2 대학원생 인권보장 제도
■ 자체진단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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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준거

진단근거

자체진단

대학원생
인권보장 제도

대학원은 대학원생의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를 마련하고 운영함

충족(P)

■ 자체진단근거
평가근거

현장확인

근거자료

대학원생의 권리장전

■ 자체 결과 분석 및 평가의견

○ 사회복지전문대학원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고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학교, 교수, 대학원생이 함께 노력하고 있음
○ 대학원생의 인권 및 복지 여건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향상하기 위한 규정 및 제도
등의 제정이 요구됨
○ 대학원생 권리보장 제도 추진 계획
-대학원생 인권보장 분위기 조성
-대학원생 권리보장 제도 구축을 위한 설문 조사 실시
-권리장전 작성 및 공표
-대학원 내 인권 존중과 보장을 위해 필요한 여건 구축
○ 광주대학교 대학원생의 권리장전을 2018년 5월 10일에 제정하여 공지하였으며 대학원
생 인권보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6.3 대학원생 연구윤리 교육
■ 자체진단평가 결과
평가준거

진단근거

자체진단

6.3 대학원생
연구윤리교육

대학원은 대학원생의 연구윤리를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기회를 제공함

충족(P)

■ 자체진단근거
평가근거

관련규정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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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자료

■ 자체 결과 분석 및 평가의견

○ 사회복지전문대학원에서는 석사학위논문 및 박사학위논문을 작성하고자 하는 대학원
생을 대상으로 지도교수가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과과정 중 매 학기에 개설하고 있는 학위논문연구 교과목(3학
점)을 주임교수가 맡아 학위논문작성방법과 연구윤리 등을 포괄적으로 1학기에 걸쳐
강의하고 있음
○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재학생 중 석사 및 박사학위논문을 작성하고자 하는 자와 연구윤
리에 관심이 있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연구윤리”에 대한 특강 시행
○ 학위수여 여부 심의의 필수 조건으로 유사도검사 결과 제시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2018년도부터 대학원생들에게 온라인교육(질병관리본부 교육시스템)을 실시하고 수료
증을 제출하고 있음
6.4 대학원생 복지시설 현황
■ 자체진단평가 결과
평가준거

진단근거

자체진단

6.4 대학원생
복지시설

대학원은 대학원생의 교육과 연구를 위한 다양한 복
지시설을 구비하고 운영해야 함

충족(P)

■ 자체진단근거
평가근거

현장확인

근거자료

복지시설 구비 현황 및 운영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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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 결과 분석 및 평가의견

○ 대학생활 안전메뉴얼 제공(대학 홈페이지에 탑재)
-행사 및 MT 진행시 행정 절차 안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사고 발생 시 행동 강력
-사고 발생 시 비상 연락망 체계도
-응급처치 가이드
○ 경비 요원의 24시간 교내 순찰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서비스 제공
○ 교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운영
○ 학생 생활상담 지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1대 1 개인 상담 지원
-대인관계 향상 프로그램,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 등 상담교육 프로그램 제공
-표준화된 심리검사를 통해 자신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심리 평가를 위한 정보 제공
○ 건강 상담 지원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응급 처치, 건강 상담 및 진료 제공
○ 성희롱고충상담 지원
- 교내 성차별을 근절하고 양성평등 문화를 정착시켜 광주대학교 구성원이 성폭력 및
성희롱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예방하고, 성 평등한 교육환경과 대학문화 확립을 위한
서비스 제공
○ 장애학생 지원
-장애학생들의 교육과 편의 제공
○ 기숙사 입사정책 및 현황
- 기숙사에 대학원생 몫으로 할당되어 있는 경우는 없으나 기숙사 사용을 원할 경우
입사 가능함
6.5 대학원생 자치조직 구성 현황 및 지원
■ 자체진단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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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준거

진단근거

6.5 대학원생 대학원은 대학원생의 자치조직을 구성하여 자율적으
자치조직 구성 현황 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및 지원
■ 자체진단근거
평가근거

현장확인

근거자료

대학원생 자치활동 운영 실적 자료

■ 자체 결과 분석 및 평가의견

○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자치조직은 원우회를 구성하여 운영
○ 원우회 임원명단 (2016년-2018년)
15대 원우회 임원명단 (2016년)
☆ 회장 김주환
☆ 부회장 오승수, 조찬휘
☆ 총무 이영화, 재무 박은순, 홍보 김상민
☆ 운영위원 김연옥, 유인정, 전진오, 배태랑, 서지우
☆ 자문위원 이경미, 이병만, 최영호
☆ 감사 홍미순, 편양금
16대 원우회 임원진 명단 (2017년)
☆ 회장 조찬휘
☆ 부회장 조지연, 문영태
☆ 총무 김주영, 재무 박수선, 홍보 정만석
☆ 운영위원 이승현, 유인정, 전진오, 배태랑, 서지우
☆ 자문위원 김동훈, 명 진, 황인경, 김미은, 최권태
☆ 감사 강유석, 문 희,
17대 원우회 임원진 명단 (2018년)
☆ 회장 문영태
☆ 부회장 정진희, 박지영
☆ 총무 구세라, 재무 국윤정, 홍보 김도준
☆ 운영위원 변제청, 송효원, 이상아
☆ 자문위원 한종연, 임영자
☆ 감사 문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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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진단

충족(P)

○ 사회복지전문대학원 동문회 활성화: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총동문회 임원 간담회를 통해 조직을 활성화하고 대학원
동문회와 원우회 임원진 간의 교류활동 활성화
○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2016년 11월 25일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창립 20주년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
였고, 이를 계기로 대학원 졸업동문, 총동문회, 그리고 재학생 원우회간에 교류가 활
성화되었음
대학원 원우회와 동문회가 함께 참가하는 야유회, 사회복지현장탐방, 캄보디아에 있는
광주진료소에서 국제사회복지활동을 함께 실천함

사회복지전문대학원 20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No.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직 책
위원장
총괄위원
편집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성 명
정상양
김창곤
이용교
김태금
김미정
안성심
박귀서
안정옥
황복순
서정성
나흥덕
김경수
서상원
김주환
이영화
장미영
김도연
배태랑

사회복지전문대학원장
주임교수
교수
원우회 총동문회 회장
원우회 총동문회 총무
(1기)
(정신보건사회복지)
(노인복지)
(의료사회복지)
(국제사회복지)

학 번

06741116
05741111
96519124
02741201
07741110
06741105
07742202
08741117
(노인복지)
04741116
(광주사회복지사협회) 11741130
원우회 회장
15741110
원우회 총무
15741101
(전)조교
14741121
조교
15741118
조교
16741112

○ 사회복지전문대학원 20주년 기념행사 개최(2016.11.25)
- 사회복지전문대학원 20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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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현 근무처
광주대학교
광주대학교
광주대학교
광주대학교
꽃메요양원
혜민병원
청심병원
광주노인보호
전문기관
화순전남대병원
아이안과
엥겔리온
심리상담센터
고흥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협회
새울림교회
실로암사람들
국립나주병원
광주대학교
광주대학교

- 대학원 20주년 기념행사에 졸업생을 초대행사 개최
○ 2016년 11월 25일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창립 20주년 기념식과 20년사 출판기념식을
시행함
(장소: 광주대학교 호심기념도서관, 일시: 2016년 11월 25일 14시)
-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창립 20주년 기념식
- 사회복지전문대학원 20주년 기념 세미나(라운드테이블)
- 사회복지전문대학원 20년사 출판기념 연찬회
☆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창립 20주년 기념식 초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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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전문대학원 20주년 기념 세미나(라운드테이블)

☆ 사회복지전문대학원 20년사 출판기념 연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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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대학원, 산업대학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역대 원우회 임원진
구분
회차 임기 회장
임원진
제1대 1996 박남옥 강길현, 임향신
제2대 1997 윤승웅 부회장; 박종천
경상대학원 제3대 1998 박종천 총무: 권재환
제4대 1999 조광석 부회장:류성봉 총무:김선구
제5대 2000 김영석 부회장:최정원 총무:김성훈
산업대학원 제6대 2001 김동수 부회장:장수현, 김영현 총무:성정모
제1대 2002 박영근 부회장:권오성, 임해선 총무:한창권
제2대 2003 정종철 부회장:이석룡, 김은미 총무:전미경
제3대 2004 박병영 부회장:김경혜, 이민석 총무:박종민
제4대 2005 오정근 부회장:전숙경, 나경남 총무:김수경
제5대 2006 나형남 부회장:손언희, 안규춘 총무:서상기
제6대 2007 안규춘 부회장:김용식, 이선화 총무:김연정
제7대 2008 김상균 부회장:이선화, 서인호 총무:구원미
제8대 2009 윤영균 부회장:정점숙, 홍기오 총무:박민수
사회복지 제9대 2010 임동헌 부회장:한귀례 총무:김영곤
전문대학원
제10대 2011 박미옥
제11대 2012 홍기오 부회장:문희정
총무:김희철
제12대 2013 김경수 부회장:김광현, 문희정 총무:이명룡
제13대 2014 박상원
제14대 2015 배용태 부회장:조성민, 이영이 총무:장미영
제15대 2016 김주환 부회장:오승수, 조찬휘 총무:이영화
제16대 2017 조찬휘 부회장:조지연, 문영태 총무:김주영
제17대 2018 문영태 부회장:정진희, 박지영 총무:구세라
○ 사회복지전문대학원 학술활동
- 사회복지 라운드테이블: 매학기 1회 개최(토요일, 오후 2시-4시), 참석시 사회복지조사
론 가산점인정
- Study Group(소모임): 노인복지: 정상양교수/ 장애인복지: 정희경교수/ 정신보건사회복지:
김창곤교수/ 사례관리: 함철호교수/ 청소년복지: 이용교교수
- 학술대회/ 세미나: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 추계 학술대회/ 사회복지분야 및 임상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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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국제학술대회 및 세미나
○ 대학원을 졸업한 동문들은 기수별 동문회와 총동문회를 통해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각 기수별로 공식적인 모임을 일 년에 한두 차례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일
부 동기들은 매월 혹은 격월로 소모임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 동문회는 매년 열리는 신입생 환영회에 참석하여 신입생을 격려하고, 졸업생 환송회에
참석하여 선배와 후배간의 유대를 형성하고 있다.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후원금이나
장학금을 주어서 격려하고, 후배들은 선배들과 유대관계를 형성하면서 관계의 폭을
넓히고 있다.
○ 동문회는 단순한 친목 도모를 넘어서 학술활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다. 즉
광주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동문과 재학 중인 사람들에서 노인복지에 관심 있는 사
람들이 정상양 교수를 지도교수로 하여 노인복지연구회(초대 회장 안규춘, 현 회장 안
정옥)를 만들어서 노인복지시설 탐방과 노인복지 현안에 대한 강의와 간담회 등을 통
해서 전문성 함양과 친목을 도모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 광주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원우회 카페는 2009년 2월 17일에 개설되어 소통의 공
간이 되고 있다. http://cafe.daum.net/g-welfare
6.6 강의실 확보와 배정
■ 자체진단평가 결과
평가준거

진단근거

자체진단

6.6 강의실 확보와 대학원은 교육활동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강의실
배정
을 확보하고 적절하게 배정해야 함
■ 자체진단근거
평가근거

현장확인

근거자료

대학원 수업을 위한 강의실 확보 및 배정 현황

■ 자체 결과 분석 및 평가의견

○ 대학원 수업을 위한 강의실 확보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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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P)

-강의실 활용 현황 및 전용공간
학년도
2016
2017

대학원생 전용공간 수용인원
수용인원 면적(㎡) 1인당 면적
75.75
909
13.3
80.55
966.6
13.6

강의실 수 재학생 수
4
68
4
71

6.7 실험실습실 확보 및 운영
■ 자체진단평가 결과
평가준거

진단근거

자체진단

교원 및 대학원생의 교육과 연구에 필요한
6.7 실험실습실 확보 대학원은
실험실습을 확보하고 적절하게 운영해야 함
■ 자체진단근거
평가근거

현장확인

대학원 실험실습실 목록

근거자료

■ 자체 결과 분석 및 평가의견

○ 실험실습을 위한 실습강의실 확보 및 활용
학년도
실습강의실 수
2016
1
20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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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강의실
호1509호
호1509호

충족(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