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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소개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1991년 설립된 이래 다양한 사회문제를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해결

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7명의 교수진이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글로벌한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사회복지 정책과 실천분야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학과 미션
우리 학과의 미션은 미래사회에 나타날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주체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사회

복지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며, 혁신, 국제화, 사회적 임팩트의 배양을 통해 미션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학과 활동

● 우리 학과는 2017년도부터 Brain Korea 21 Plus 사업에 참여하여 교수 및 학생들의 

연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한 결과 양적, 질적으로 우수한 연구 업적을 달성하였습니다.

● 2020년도 9월부터는 「사회혁신에 기반한 사회서비스 협력개발 교육연구팀」을 

구성하여 BK21 FOUR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사회혁신을 기반으로 4차 산업혁

명의 도래와 함께 나타나는 새로운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Brian Korea 21 FOUR 교육연구팀

● 2003년 신설된 사회복지연구소는 사회문제 및 사회현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프로그램 및 정책 개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사회복지연구소에서는 취약 계층의 사회적 문제를 포함하여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 

및 실천 아젠다를 발굴하고 연구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우수한 연구 성과를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변화하는 사회에 적합한 교육과 연구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 산업체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특강 및 비교과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새로운 사회문제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연구의 선순환 구조

● 우리 학과는 우수한 외국인 학부생 및 대학원생들을 확보하여 국제적 역량을 갖춘 

인재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 전 세계 여러 국가의 유수 대학들과 글로벌한 협력 관계를 활용하여 다수의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사회복지 분야에서 글로벌 리딩 학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교류 

● 학생회에서는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동료 멘토링을 제공하고, 사회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공유하는 전공 학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동문회와 연계하여 사회복지

실천 및 정책 현장의 동문을 초청하는 진로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회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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