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편람은 사회복지사업법령에서 정한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와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절차에 관한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 법령개정 등으로 편람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변경된 경우는 개정 법령을 적용함
∎문의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본부: 02-786-0845 (lic.welfare.net)
- 보건복지 콜센터: 129번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044-202-3014, 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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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요 <<

장

제1절 사회복지사의 정의 및 등급
⧠ 사회복지사란
○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

⧠ 사회복지사의 자격 등급은 1, 2, 3급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 1급은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 2급은 대학원, 대학교,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일정 교과목을 이수한 자에게
○ 3급은 사회복지사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게 자격증 발급

⧠ 사회복지사의 수행업무
○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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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사회복지사업법령 중 사회복지사 제도 관련 조항
⧠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 법 제11조(사회복지사자격증의 발급등)
○ 시행령 제2조(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등) 제1항, [별표 1]
○ 시행규칙 제3조(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교과목), [별표 1]

⧠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 법 제11조
○ 시행령 제25조(권한의 위임･위탁) 제3항
○ 시행규칙 제4조(사회복지사자격증의 발급신청등)

⧠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 법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 법 제12조(국가시험)
○ 시행령 제3조(국가시험의 시행등), 제4조(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관리), 제5조(시험
위원), 제5조의2(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별표 2], [별표 3]
* 사회복지사업법령 자료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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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급별 자격기준 <<
장

제1절 일반적인 자격제한 기준
⧠ 다음의 자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음(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금치산자: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 한정치산자: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어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
○ 금고1)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을 받지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의 범위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
하여 형의 선고효력을 잃게 되기까지 사이의 자를 포함.(대법원 1998.2.13.선고 97누
18042 판결)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되지 않은 자의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은 불가함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1) 강제노동을 과하지 않고 수형자를 구치소에 구금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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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학력을 기준으로 한 등급별 자격기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1급 자격기준 ]
⧠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 2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2002년까지 취득하면 1급
자격 취득
○ 1998.7.16 현재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필수과목 4과목이상과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
○ 1998.7.16 이후 대학원에 입학한 자
: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필수과목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함)과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

제2장 사회복지사 등급별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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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급 자격기준 ]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면 자격 취득
※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
현장실습을 포함하여(개정된 사항: 2004. 7. 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함)과 선택
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하여야 함
▶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제외한 기타 전공자는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 대학이라함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으로 대학원 입학 이전에 해당 교과목을 대학
에서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인정함
○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필수과목 2과목, 선택과목 2과목까지 인정
▶ 참고
○ 대학원에서 수료나, 자퇴할 경우
1) 대학원을 졸업(학위취득)하거나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관련 [별표1]의 ‘다’목에 적용하여 대학원
에서 이수한 과목을 포함하여 필수10과목, 선택4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 다만, 시간제 등을 통해 이수한 교과목은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국가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마쳐야 함.
○ 사회복지(사업)학 전공자이나 정해진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하고 졸업한 경우
: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여 필수과목 6과목, 선택과목 2과목을 이수
하여야 함.
※ 다만, 대학원 ‘졸업자’ 중 자격증 발급 관련 학점을 채 이수하지 못한 자로 한정하며,
시간제 등을 통해 이수한 교과목은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국가평생교육
진흥원에 학점등록을 마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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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1급 자격기준 ]
⧠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 2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 1998. 7. 1. 현재 사회복지학과 또는 관련학과에 재학중인 자(휴학생 포함)
○ 졸업년도와 교과목이수 관계없이 학사학위를 취득하면 1급 자격 취득
※ 다만, 관련학과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함(관련
학과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이
전공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는 학과임)
▶ 1998.7.1 이후 사회복지학과 또는 관련학과에 입학(편입학)한 자
○ 2002년까지 학위를 취득하고 졸업하면 1급 자격 취득
※ 다만, 사회복지학과에 편입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학과 및 기타학과에 편입한
경우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제2장 사회복지사 등급별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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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급 자격기준 ]
⧠ 전공･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참고
○ 대학에서 정해진 필수과목 10과목, 선택과목 4과목을 이수하지 못하고 졸업한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항관련 [별표1]의 ‘다’목 적용
: 미이수한 교과목만 추가로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수업 등을 통하여 이수하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마쳐야 함
○ 편입 전 대학에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 편입한 대학에서 편입 전에 이수한 교과목에 대하여 학점인정을 할 경우 가능함.
이에 편입 전 성적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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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범위
○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자
○ 학력인정학교(각종학교) 졸업자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자
○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자
○ 기타 법령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자

[ 1급 자격기준 ]
⧠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 2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 2급 자격기준 ]
⧠ 대학 졸업자 또는 동등학력자(전공･학과 불문)로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 수업 등을
통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국가평생교육
진흥원에 학점등록 한 자
▶ 참고
○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일부 교과목을 이수
하고 졸업한 경우
: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여 이수하지 못한 교과목을 추가로 이수하되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수업 등을 통하여 이수한 교과목은 「학점인정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마쳐야 함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1년 이상 사회복지실무경력이 있는 재직자 중 보건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2)에서 12주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2) 명지대학교(서울소재, 02-300-1805, http://ice.mju.ac.kr), 경남정보대학(부산소재, 051-320-1590,
http://www.kit.ac.kr)

제2장 사회복지사 등급별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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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1급 자격기준 ]
⧠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 2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졸업한 후 시험일 현재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
무경험이 있어야 국가시험 응시 가능
▶ 1998. 7. 1. 현재
○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3년 이상이면 1급
취득
○ 3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 3년 이상으로 2급 자격 승급 후 다시
3년의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3년 이상 있으면 1급 취득

※ 실무경험: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에 상근직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를 말한다.(겸직이
허용되지 않는 상근직임이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의 증빙서류 예시: 4대보험 가입
증명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주20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제 근로자 경력 산정 기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연간 52주,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총2,080시간을 1년으로 산정

[ 2급 자격기준 ]
⧠ 전공･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3급 자격기준 ]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1년 이상 사회복지실무경력이 있는 재직자 중 보건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3)에서 12주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3) 명지대학교, 경남정보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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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범위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학사학위 취득자
○ 고등교육법에 의해 대학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
※ 증명서류: 학력인정확인서(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로도 대체 가능)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전문학사학위 취득자
○ 기타 법령에 의한 전문학사학위 취득자

[ 1급 자격기준 ]
⧠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 2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전문대학 졸업 또는 학점등록을 한 후 시험일 현재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으면 시험 응시 가능

[ 2급 자격기준 ]
⧠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동등학력자(전공･학과 불문)로 국가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
수업 등을 통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국가평생
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한 자
※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일부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 전문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여 이수하지 못한 교과목을 추가로 이수하되 평생
교육시설 또는 시간제수업 등을 통하여 이수한 교과목은「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하여야 함

제2장 사회복지사 등급별 자격기준

11

[ 3급 자격기준 ]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1년 이상 사회복지실무경력이 있는 재직자 중 보건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4)에서 12주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4) 명지대학교, 경남정보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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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1급 자격기준 ]
⧠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 2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험일 현재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으면
시험 응시 가능
▶ 1998. 7. 1. 현재
○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3년 이상이면 1급
취득
○ 3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 3년 이상으로 2급 자격 승급 후 다시
3년의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3년 이상 있으면 1급 취득

[ 2급 자격기준 ]
⧠ 3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는 자

[ 3급 자격기준 ]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1년 이상 사회복지실무경력이 있는 재직자 중 보건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5)에서 24주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5) 명지대학교, 경남정보대학

제2장 사회복지사 등급별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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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중퇴 이하 학력자

[ 1급 자격기준 ]
⧠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 2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험일 현재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어야 국가시험 응시 가능
▶ 1998. 7. 1. 현재
○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3년 이상이면 1급
취득
○ 3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 3년 이상으로 2급 자격 승급 후 다시
3년의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3년 이상 있으면 1급 취득

[ 2급 자격기준 ]
⧠ 3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는 자

[ 3급 자격기준 ]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3년 이상 사회복지실무경력이 있는 재직자 중 보건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6)에서 24주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6) 명지대학교, 경남정보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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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 근거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관련〔별표1]의 비고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급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1. 외국학교 졸업자에 대한 적용기준
□ 해당국 교육관련 법규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 또는 대학원이어야 함
□ 외국대학의 국내 분교일 경우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학교이어야 함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제도와 같은 사회복지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복지 관련학을 전공할 것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에
준하는 교과목을 이수할 것
※ 외국대학의 사회복지학을 ‘통신과정’으로 이수한 자는 사회복지사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
함(대법원 2003.4.9. 선고 2002두13017 판결)

2. 자격증 발급 절차 등
□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제출서류를 확인 후 국내 대학졸업자에 준하여 자격증을 발급
하되 사실 확인 등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조회 확인 후 발급
□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청문절차 등을 거쳐 자격을 취소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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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취득 관련 <<
이수교과목

제1절 이수과목 수
⧠ 대학원(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자)
○ `98.07.16. 현재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
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필수 4과목 이상과 선택 2과목 이상을 이수
○ `04.07.31. 이전 입학생: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중 필수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선택 2과목 이상 이수
○ `04.07.31. 이후 입학생: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
복지관련 교과목」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하여 필수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선택 2과목 이상 이수

⧠ 대학･전문대학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필수 10
과목, 선택 4과목 이상 이수
※ ‘이수’의 범위: 「고등교육법」,「평생교육법」,「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
기관에서 해당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자 또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을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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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이수과목 내용
⧠ 2009년까지 입학생
필수
과목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총
10과목

선택
과목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중 4과목 이상

※ 비고: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 2010년 이후 입학생
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및 학점
구분

교과목

이수과목(학점)
대학원

대학･전문대학

필수
과목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6과목 18학점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이상

선택
과목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2과목 6학점 4과목 12학점
(과목당 3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이상

※ 비고: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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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의 내용 동일여부 인정 기준
○ 심의범위: 사회복지학과 또는 관련학과에서 개설한 교과목
※ 사회복지학과 또는 관련학과 외의 학과에서 개설한 과목 중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않은
교과목의 경우 동일교과목으로 인정되지 않음
○ 심의기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내 자격제도위원회
○ 제출서류
- 동일과목 심의요청 공문
- 사회복지학 교과목 동일과목 심의 요청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lic.welfare.net에서 다운로드) 1부
- 해당 학과의 커리큘럼 및 강의계획서(해당 교과목 이수연도) 각 1부
- 해당 과목 담당 교수 프로필 1부
- 기타 교과목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문의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본부 02-786-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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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사회복지현장실습 관련 기준
⧠ 법적기준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1]
－ 실습기관 기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 시설, 기관
및 단체
－ 실습지도자 기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
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실습시간 기준: 이수학점 3학점, 120시간 이상 실습 진행
⧠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방식
○ 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등록
○ 적정 실습 비: 실습생 1인당 10만원 내외(실습 비 이외의 ‘후원금’, ‘실습 이외의 교육비’
등을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해서는 안 됨)
○ 실습지도자 1인당 실습지도 인원: 1회기 기준 5인 이내로 하며, 연간 20명을 초과할
수 없음(실습지도자가 대표자인 경우, 상근임을 증명해야 함)
○ 실습지도교수 기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로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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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석사학위 소지자: 교육과정 중 최소 한 학기 이상 실습을 받은 경험이 있거나,
사회복지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면서 실습지도의 경험이 있는 자
② 박사학위 소지자: 교육과정 중 최소 한 학기 이상 실습을 받은 경험이 있거나,
사회복지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면서 실습지도의 경험이 있는 자
※ 현장 실무경험이 풍부한 실습지도 전임교수를 채용하여 가능한 한 전임교수가 실습
지도를 담당하도록 권장함
○ 실습지도교수 1인당 실습지도 인원: 한 학기당 40인 이내,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연간
160명을 초과할 수 없음을 권고함
○ 사회복지현장실습 1일 이수시간: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이하(실습이수시간 중
아침･점심･저녁 식사시간은 제외). 실습계획에 의거 프로그램 특성상 기준을 넘기는
실습시간 등은 실습생, 실습기관, 학교(교육기관)가 상의하여 실습계약과 실습계획에
의거 결정하여야 하며, 상의하여 결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자격심사시 별도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실습기관, 실습지도자, 실습시간에 대한 법정기준 미충족 시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불가(학교(교육기관)측이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에 대한 학점을 부여한 것과 별개임)
⧠ 사회복지현장실습 유의사항
○ 자격증 발급 신청 시 별첨양식의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실습
확인서 양식은 실습을 이수한 해당연도 이전 양식으로 제출할 수 없음. 실습 당시 또는
현행 양식으로 제출하여야 함)
－ 실습확인서 재발급 시 확인 날짜는 재발급 받은 날짜로 작성(양식은 실습 당시
또는 현행 양식으로 제출하여야 함)
－ 기관폐쇄로 인한 실습확인서 재발급 불가능시, 다음 각 호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① 학교(교육기관)측이 소장한 원본이 있는지 확인하여, 그 사본을 원본대조필
받아 제출(원본대조필은 사본 제출에 대한 사유, 해당사무담당자 성명과
연락처, 학과장 직인이 모두 있어야 인정)
② 사업장 폐쇄를 증명할 서류(시설폐쇄증명서, 사업장폐쇄신고서 등) 중 하나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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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지도자나 실습지도교수의 부재(사망, 퇴사 등)로 인한 서명 확인 불가능
시, 실제 지도받은 이의 성함을 명시하고, 서명만 다음 각 호에 따라 대리 서명
① 실습지도자 부재시, 기관대표자 또는 현행 실습지도자가 대리 서명하고, 대리
서명한 곳 옆에 대리 서명 사유를 자필로 명시한 뒤 서명자 이름과 함께 서명자
개인도장 날인
② 실습지도교수 부재시, 학과장이 대리 서명하고, 대리 서명한 곳 옆에 대리 서명
사유를 자필로 명시한 뒤 학과장 직인(개인도장은 인정 안 됨) 날인
－ 실습확인서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실습지도자, 실습기관, 실습지도
교수 서명은 모두 확인돼야 함(복사하거나 스캔 받아 인쇄한 서류 등은 인정하지
않으며, 사본제출시 다음 각 호에 따라 원본대조필 확인을 받은 것만 인정)
① 기관에서 원본대조필을 받을 경우: 원본대조필 도장, 사본 제출에 대한 사유,
해당사무담당자 성명과 연락처, 기관 직인이 모두 있어야 인정
② 학교(교육기관)에서 원본대조필을 받을 경우: 원본대조필 도장, 사본 제출에
대한 사유, 해당사무담당자 성명과 연락처, 학과장 직인(개인도장은 인정 안
됨)이 모두 있어야 인정
○ 동일 직장 내에서 실습을 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만, 실습지도자를
지정하여 실습생 근무부서와 다른 부서 또는 근무시간 이외에 실습을 시행한 경우는
심사를 통하여 인정할 수도 있음. 심사 시 실습계획서, 실습일지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실습이수 중 실습지도자를 중간에 변경할 경우 법적 기준에 맞는 실습지도자가 지도
하여야 하며 실습확인서는 전･후 지도자에게 각각 확인받아야 함(총2장 이상)
○ 군인, 공익근무요원 등 관계 법령에 의거 특별한 신분을 갖고 있는 자는 해당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실습을 시행할 수 있음
○ 해외의 사회복지시설에서 현장실습은 인정되지 않음
○ 자원봉사 활동이나 단순 기관방문, 마을 축제 방문 등은 사회복지현장실습에 포함되지
않으며, 실습생이 실습기관에 출석하지 않고 알선업체를 통한 허위 실습을 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한 실습은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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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기관예시는 참고사항이며, 실습기관 선정은 실습지도자, 실습시간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학교(교육기관)와 상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등)
－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학교, 시민단체 등

제2절 사회복지현장실습 등록제
⧠ 시행 기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시행 목적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한 사회복지현장실습 법적기준에 충족된 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 정보제공
○ 사회복지현장실습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 주요내용
○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 및 실습지도자 등록
－ 등록시스템 홈페이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http://lic.welfare.net)
－ 등록내용: 법적 요건(실습시간, 실습지도자, 실습기관), 실습계획, 실습비, 실습
지도인원 등
※ 사회복지현장실습 고시 제정을 통하여, 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 등록 의무화 시행 예정
○ 기관등록시 첨부서류
① 시설신고증(법인의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정관)
② 실습지도자 경력･재직증명서
③ 실습계획서(실습총시간이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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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 부적절하거나 부실한 실습 운영 사항이 적발될 경우, 시정권고 또는 한국사회복지사
협회의 실습기관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내 실습등록제 관리운영위원회를 통한 심의절차 진행
○ 등록기준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
②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 사단법인･재단법인: 관청의 허가를 받은 단체로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비영리
단체
*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 ‘정의’를 말함
- 공공기관: 자원봉사센터 등
-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상담소, 학교, 교정기관, 조사연구기관, 시민
사회단체 등
※ 관할 관청의 인･허가를 받은 상태 또는 신고된 상태여야 함. 설치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록 불가. 심사시 정관, 실습계획서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력 인정범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관련 법령에 의해 신고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일부터의
경력만 인정)
※ 시설신고증, 경력･재직증명서, 업무분장표, 정관 등을 통해 심사하며, ‘사회
복지사’ 직종이 아닌 경우 별도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실습지도자의 경우 상근직으로 근무해야 하며 직위가 대표일 경우 상근임을
증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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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제도 연혁
○ 1997.08.22.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1급 자격기준을
학위 취득 제도에서 시험제도로 변경

○ 2003.04.

제1회 시험 실시

제2절 시험 관리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121호, `08.10.23.)
○ 다만, 응시자격 서류접수 및 심사관련 업무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담당함.

제3절 응시자격(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4조)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하여(2004.7.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과목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
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과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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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
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
다.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라.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상기 가호 및 나호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마.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험일 현재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
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 사회복지사 3급 자격 취득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제5장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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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시험과목 및 문항수(배점)
과목

영 역

문항

사회복지기초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50문항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75문항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론

75문항

시험방법

객관식
5지 선택형
(영역별 25문항 총200문항)

제5절 합격자 결정
⧠ 매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한 자

제6절 기타사항
⧠ 응시료(`15년 기준): 25,000원
⧠ 시험시기: 매년 1∼2월 중(연 1회)
⧠ 시험일시･시험장소･시험과목･응시원서의 제출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험 공고 시
(시험일 30일 전까지)에 발표
⧠ 시험관리 기관은 합격자 성명 및 주소, 시험합격번호 및 합격연월일을 한국사회복지사
협회에 통보
⧠ 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결격사유가 발견
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 함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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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목 적
⧠ 사회복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사회복지사업의 전문화 및 사회복지서비스 수준의 향상

제2절 교육과정
구분

민 간 인

공 무 원

교육
대상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
(고졸 미만자: 3년 이상) 사회복지실무경력이 있
에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으로 3년 이상 종사한
는 재직자 또는 경력자
경력이 있는 재직 공무원
※ 경로당, 보육시설 제외
※ 기능직 공무원 포함

교육
기간

◦고졸이하: 24주 과정
◦전문대졸이상: 12주 과정

◦6주 과정

선발
방법

◦필기시험 및 면접

◦필기시험 및 면접

취득
자격

◦대졸이상: 2급
◦전문대이하: 3급

◦3급

교육
기관

◦명지대학교(서울소재, 02-300-1894, http://ice.mju.ac.kr)
◦경남정보대학(부산소재,051-320-2086, http://www.kit.ac.kr)

※ 교육대상 및 교육기간 등은 양성교육기관의 교육방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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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자격증 발급업무 흐름도
업무내용

담당기관

비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시･도 지회

수시

◦구비서류 검토 및 보완
◦신원조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부서)

7일

◦자격증 발급(우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부서)

◦자격증 발급신청서 접수 및 수수료 수납

제2절 자격증 발급 신청 방법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해당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시･
도 지회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신청자별 구비서류: <참고 1>, <참고 2>
○ 수수료: 1만원
－ 납부방법: 현금, 계좌입금, 신용카드
○ 시･도 지회 주소 및 전화번호: <참고 3>
※ 회원가입을 강제하거나 가입비･연회비 미납 또는 납부거부를 이유로 자격증 미발급
또는 지연 발급할 수 없음
※ 사회복지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수수료의 50% 감면되며, 신청
자별 구비서류와 ‘수급자 증명서’ 첨부하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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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자격증 발급
⧠ 제출된 발급신청서와 구비서류 내용 검토 후 자격이 인정될 경우 자격증 발급
○ 민원처리기간: 7일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따라 신원조회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음(7일 초과시 지연내용을 사전 안내함).
⧠ 신원조회 또는 사실조회 실시 후 부적격자는 사안에 따라 자격증 발급 취소 또는 무효
처분

제7장 자격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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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신청자별 구비서류
신규 및 승급 발급 신청자
1.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공통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4 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본증명서 1부(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 대학에서 석사･박사･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각 1부
2.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각 1부
3.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최종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각 1부
※ 학점은행제･시간제를 통한 교과목 이수자는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전문)대학에서 일부 과목을 이수하고 (전문)학위를 취득한 자는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부

별도
구비
서류

4. 외국대학 졸업자
: 외국대학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원본 각 1부(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첨부)
: 외국대학 학력인정 확인서(국가별 주한 해당국 대사관 등에서 발급)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원본
각 1부
: 출입국사실증명서 원본 1부
: (외국대학 국내분교 졸업 시) 교육부의 대학인가 확인서 사본 1부
5.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
- 6주 과정 이수자
: 이수 확인서(수료증 사본),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각 1부
- 12주, 24주 과정 이수자
: 이수 확인서(수료증 사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각 1부
6. 사회복지사 자격 승급 신청자
- 자격증 승급에 소요되는 실무경력이 나타나는 재직(경력)증명서
※ <참고2> 경력(재직)증명서 종류 참조
- 경력산정 이전 발급된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 기타 경력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 이전 자격증 원본

※ 참고
○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의 경우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을 제출
하여야 함.
○ 수수료 감면 대상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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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급 신청자(분실, 성명변경, 주민등록번호변경 등에 한함)
1. 사회복지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 1부
공통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4 센티미터) 사진 1매
3. 사회복지사 자격증 원본 1부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별도
구비
서류

1.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 주민등록표 초본

<참고 2> 경력(재직)증명서 종류
발급기관

내

용

행정기관

∙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명의로 발급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경력증명서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명시
- 사회복지관련 업무자는 담당부서가 명시되어야 하며, 인사기록카드 (또는 업무분장표)사본을
첨부하도록 함
※ 총 근무경력 기간 중 사회복지업무 관련 경력만 인정
※ 사회복지 관련업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말함

사회복지
법인･시설

∙ 법인 이사장 또는 시설장 명의로 발급, 근무부서 및 직위를 명확히 기재
- 이사장의 경우 상임이사에 한해 경력이 인정되며, 경력증명서는 해당관청(시･군･구)에서 발급
받을 것
※ 경력산정 이전 발급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첨부

보육시설

∙ 원장이 발급 (※ 경력산정 이전 발급된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첨부)
- 해당관청(시･군･구)에서 발급시 신고증 미제출

복지관

∙ 복지관장명의로 발급받고 근무부서 및 직위를 명확히 기재

병원

∙ 의료사회사업가의 경력만 인정
※ 서류 제출시 정관이나 운영규정, 직제표 등을 같이 제출

기타

∙ 시민단체 및 기타의 단체(시설)는 해당관청의 허가를 받은 단체(시설)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
으로 비영리사업을 하는 단체일 경우에 한해 경력 인정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정관,
운영규정, 기구표 등을 제출
※ 사회복지 실무경력 인정여부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내 자격제도위원회의 논의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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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사회복지사 자격 승급시 해당 자격증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경력을 산정함
☞ 조건부시설의 경우 조건부시설신고증에 표기된 2002년 이후의 날짜부터 2005년
7월 31일까지의 근무경력만 인정됨
☞ 재직(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는 원본제출
※ 관공서 팩스민원 및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는 원본으로 인정함
☞ 모든 증빙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를 인정함
※ 인터넷 발급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경우에 인정함
☞ 사회복지법인･시설의 경우 경력인정 분야
: 시설장, 총무, 생활지도원, 직업훈련교사, 보육사 등
※ 간호사, 간호조무사, 시설관리, 운전직, 영양사, 등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제출 해당자: 전문대학･대학교･대학원의 경우는 2010년
(편)입학생부터, 학점은행제 등 평생학습자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2010년부터 이수한 경우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는 해당 실습연도의 실습확인서 양식으로 제출해야 인정(단, 재발급
시 재발급 연도의 신청양식으로 제출해야 함, 실습 이전 연도의 실습확인서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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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시･도 지회 주소 및 전화번호
지회명

주 소

전화번호

강원도사회복지사협회

강원도 춘천시 서부대성로 65, 3층

033-262-4254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1동 75-1 호산나빌딩 2층

031-252-7554

경상남도사회복지사협회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18번길 6-8 알뜰주유소 2층

055-299-1518

경상북도사회복지사협회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학로 1040, 2층

053-814-8611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76, 삼호빌딩 306호

062-524-7932

대구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대구광역시 동구 해동로 177, 대구은행동촌지점 2층

053-986-9881

대전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8층 806호

042-254-7109

부산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12, 로윈타워 603

051-507-1285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71, 금강펜테리움IT타워 206호

세종특별자치시사회복지사협회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장안길 97-7

02-783-2962
044-868-6004

울산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동 126-1번지 1층

052-246-9561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사회복지회관 401호

032-886-5411

전라남도사회복지사협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74 남악도청프라자 1211호

061-287-5659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

전라북도 전주시 적진구 전주천동로 483, 전북사회복지회관 3층

063-252-3994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2동 363-26 기경빌딩 4층

064-726-2154

충청남도사회복지사협회

충청남도 아산시 삼동로 50, 엣지오피스텔 1004호

041-541-5598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402호 043-232-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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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련 자주하는 질문
>> 자격증 신청방법
Q : 자격증 신청은 언제, 어디에 해야 하나요?
A : 자격증 신청하는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하는 곳은 본인의 자택 또는 직장에서 가까운 17개 시･도사회복지사협회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자격증 신청 후 자격심사 합격일이 자격증 취득
일이 됩니다.

Q : 자격증을 처음으로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 공통서류와 별도 구비서류가 구분됩니다. 아래를 참조하세요.
<공통서류>
1.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 × 4 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본증명서 1부(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
<별도 구비서류>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 대학에서 석사, 박사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각 1부
2.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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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최종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각 1부
※ 학점은행제･시간제를 통한 교과목 이수자는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전문)대학에서 일부 과목을 이수하고 (전문)학위를 취득한 자는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부
※ 기타 교과목 이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외국대학 졸업자
: 외국대학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원본 각 1부(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첨부)
: 대학 학력인정확인서(국가별 주한 해당국 대사관 등에서 발급) 또는 아포스
티유 확인서 원본 각 1부
: 출입국사실증명서 원본 1부
: (외국대학 국내분교 졸업 시) 교육부의 대학인가 확인서 사본 1부
5.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
- 6주 과정 이수자: 이수 확인서(수료증 사본),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각
1부
- 12주, 24주 과정 이수자: 이수 확인서(수료증 사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각 1부
※ 참고: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의 경우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을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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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자격증 승급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1.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4 센티미터) 사진 2매
3. 자격증 승급에 소요되는 실무경력이 나타나는 재직(경력)증명서
: 경력산정 이전 발급된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 기타 경력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 이전 자격증 원본

Q : 외국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졸업한 경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1.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 × 4 센티미터) 사진 2매
3. 외국대학 졸업자
: 외국대학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원본 각 1부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첨부)
: 대학 학력인정확인서(국가별 주한 해당국 대사관 등에서 발급)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원본 각 1부
: 출입국사실증명서 원본 1부
: (외국대학 국내분교 졸업 시) 교육부의 대학인가 확인서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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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 취득방법
Q : 대학원에서 필수 6과목, 선택 2과목 이상을 이수하지 못하고 졸업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여 필수과목 6과목, 선택과목 2과목 이상 이수
하여야 함. 다만 시간제 등을 통해 이수한 교과목은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www.cb.or.kr/1600-0400)에 학점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Q : 대학에서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이수하지 못하고 졸업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여 이수하지 못한 교과목을 추가로 이수하되 평생
교육시설 또는 시간제수업 등을 통하여 이수한 교과목은「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www.cb.or.kr/1600-0400)에 학점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Q : 대학(전문대학) 타전공 졸업생인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학점은행제･시간제(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을 통해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Q : 학점은행제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은데, 인정되는 교육기관은 어디인가요?
A :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은 학점은행제 주관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
교육훈련기관검색(www.cb.or.kr, 1600-04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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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교과목과 명칭이 다른데, 비슷한 내용의 수업을 한 경우 인정받을 수
없나요?
A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하면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인정됩니다.
동일 교과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격증 발급 위탁기관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심사요청을 합니다.
○ 제출서류
- 동일과목 심의 공문
- 사회복지학 교과목 동일과목 심의 요청서(lic.welfare.net에서 다운로드) 1부
- 해당 학과의 커리큘럼 및 강의계획서(해당 교과목 이수연도) 각 1부
- 해당 과목 담당 교수 프로필 1부
- 기타 교과목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Q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
시설에 재직 중인 종사자’이거나 ‘복지업무에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입니다.
2015년 현재 교육훈련기관은 명지대(서울 소재, 02-300-1894), 경남정보대학(부산
소재, 051-320-2086)이며, 교육기관별 교육일정은 해당 교육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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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인터넷을 통해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과목 이수 등 모든 대행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곳을 통해 교과목을 이수해도 됩니까?
A : 최근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
기관을 연결해주는 사설기관(대행업체)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설기관에서 이수 교과목
등에 대한 안내를 잘못 받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사설기관은 국가평생교육
진흥원 및 교육부로부터 인정받은 학점은행제 관련기관이 아니므로 잘못된 상담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설기관을 통한 학점은행제 이용은
하지마시고 학점은행제의 경우 반드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www.cb.or.kr/ 1600-0400)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교육부는 원격대학 학사운영관리지침에 따라 위탁 대행업체 등에 의한 시간제
등록생 모집 및 알선 수수료 지급 행위를 금지한바 있습니다.

Q :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제출시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것도 인정가능한가요?
A : 관공서 팩스민원 및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는 원본으로 인정가능하나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서류는 직인과 원본표시가 표기되어있어야 합니다. 인터넷 발급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졸업한 후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 가능
합니다. 졸업예정증명서, 학위기 사본, 졸업일자 이전 성적증명서 등은 인정되지 않습
니다.

>> 사회복지현장실습
Q : 사회복지현장실습에 대한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 사회복지현장실습에 대한 기준은 2010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의 경우는 2010년 입학생부터 적용되며 학점은행제 등 평생학습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2010년부터 이수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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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실습지도자 자격기준을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
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하고 있는데, 사
회복지실무경험을 언제부터 산정해야 하나요?
A : 사회복지실무경험은 자격증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법제처 2014. 12. 22.
회신 14-0783 해석례)
또 실습지도자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이미 충족한 경우는 실습지도자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즉, 1급 자격증을 소지한 후,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없지만, 이전에 2급 자격증을 소지한 후,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으므로 실습지도자
자격에 해당됩니다.

<참고> 실습지도자 중 등급이 조정된 경우(2급에서 1급으로 승급)
○ 1급 취득 후 경력기간에 관계없이 2급 자격증을 발급 받은 날로부터 5년 이상 사회복지
사업 실무경험이 있으면 실습지도 가능
※ 예) 2급 취득 후 4년의 실무경험이 있고, 1급을 취득하여 1년의 실무경험이 있는
경우, 2급 취득 후 5년의 경력으로 인정 가능

Q : 실습등록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기관에서 실습을 해도 되나요?
A : 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의 법적기준이 충족되어 있는 기관에서의 실습은 인정 가능하나,
사회복지현장실습교과목을 이수하는 교육기관과 반드시 상의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실습 이수 후, 법적요건 미충족 부분이 발견되었을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에
제한이 있으므로, 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실습
등록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실습기관에서 실습을 이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48

2015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지침

>> 실무경험 인정기준
Q : 자격증 승급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되나요?
A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이외의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시민단체 및
기타의 단체(시설)는 해당관청의 허가를 받은 단체(시설)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비영리사업을 하는 단체일 경우에 가능하며, 당사자의 업무내용 등을 검토한 다음
인정여부를 판단합니다.
Q : 청소년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등 청소년 관련 경력도 인정되나요?
A : 청소년관련법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청소년기관의 주요사업과
당사자의 업무내용 등을 심사하여 인정여부를 판단합니다. 현재까지 인정되는 범위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거한 청소년 쉼터,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정받은 청소년성문화
센터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거한 청소년수련관은 사회복지사 이외의 직책에서 근무한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1급 국가시험
Q : 1급 국가시험은 언제 시행되나요?
A : 국가시험 일정은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www.q-net.or.kr/1644-8000)이
계획하며, 매년 일정이 조금씩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략 10, 11월 정도에 시험공고가
발표되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 시험에 응시하고 싶은데, 어떻게 접수해야 하나요?
A : 시험응시원서 접수는 한국산업인력공단(www.q-net.or.kr)에서 가능하며, 관련서류
종류 및 제출방법은 해당연도 시험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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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사회복지사 관련 법령 개정사항
<1998년도>
⧠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2003년부터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부여
⧠ 학부제, 복수전공제 등 교육제도의 변화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요건을 학과 중심에서
이수교과목 중심으로 조정
○ 2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
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하고, 대학원은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
하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필수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과 선택 2과목 이상 총 8과목이상을 이수
⧠ 사회복지사 자격등급을 상향 조정
○ 고등교육법에 의한 각종학교(학력인정교) 졸업자 2급 ⇒ 1급(2002. 12. 31까지)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 3급 ⇒ 2급
⧠ 사회복지사 상위등급(3급 ⇒ 2급, 2급 ⇒ 1급) 취득요건 중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
기간을 축소 (5년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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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 2003년부터 시행하는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여 시험관리업무를 위탁하는 시험관리기관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정함
⧠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을 확대하여 2년제 원격대학 졸업자,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자 등 평생학습과정의 이수자에게도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유도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의 응시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자격증 발급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함

<2004년도>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항 관련 [별표1]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 기준 중
사회복지사 2급의 자격기준란 가목 중 “필수과목 6과목이상”을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하여 필수과목 6과목이상”으로 개정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3]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 제1호 중
“필수과목 6과목이상”을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이상”으로 개정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3조제3항 관련 [별표2] 사회복지사국가시험과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필수 3과목)
1. 사회복지기초(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을 말한다)
2. 사회복지실천(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을 말한다)
3.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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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 대통령령에 규정된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는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 또는 경제
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이므로 법률에 직접 규정

<2007년도>
⧠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정비
○ 파산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에서 제외하고,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를 결격사유에 추가

<2008년도>
⧠ 사회복지 교과목별 학점, 사회복지현장실습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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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관련)
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및 학점
구분

교과목

이수과목(학점)
대학원

대학･전문대학

필수
과목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6과목 18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선택
과목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2과목 6학점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과목당 3학점)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이상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4과목 12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비고: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2.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가. 실습기관 :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로
한다.
나. 실습지도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가 실습을 지도
하여야 한다.
다. 실습시간 : 현장실습시간은 120시간 이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