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복지(Elderly Welfare) 전공
교과목
학년 학기 이수
구분 번 호

교과목명

학 점 개설학과 학년/
학기

4106009 노인건강관리론
3-3-0
(Health Management for the Elderly)
7707004 가족관계(Family Relations)
3-3-0
1 전선 7707032 사회복지개론(Introduction to Social Welfare) 3-3-0
7717066 은퇴 및 상속 설계
3-3-0
(Planning of Retirement & Inheritance)
7716018 환경심리행태론(Environmental Psychology & Behavior) 3-3-0
2

3

4

4106001 노인의 식품과 영양
(Food and Nutrition for the Elderly)
7707036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Human Behavior & Social Environment)
2 전선 7707072 지역사회복지론(Community Welfare)
7716018 환경심리행태론
(Environmental Psychology & Behavior)
7716082 주거실내환경론
(Theory of Housing Indoor Environment)

노인복지
아동복지 2/1
아동복지 1/1
소비자 2/1
주거환경 2/1

3-3-0 노인복지
3-3-0 아동복지 1/2
3-3-0 아동복지 3/2
3-3-0 주거환경 2/2
3-3-0 주거환경 2/2

1 전선 4106010
7707047
2 전선 7419085
7707063

노인케어복지론(Care Work for the Elderly) 3-3-0
가족상담 및 치료(Family Counseling & Therapy) 3-2-2
건강과 운동처방(Health and Exercise Prescription) 3-2-2
사회복지행정론(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3-3-0

노인복지
아동복지 3/2
체육교육 3/2
아동복지 3/2

7419109
1 전선 7707070
7707068
7716059

운동발달과 노화(Motor development and Aging) 3-3-0
사회복지현장실습(Field Practicum)
3-1-4
노인복지론(Social Welfare for the Aging)
3-3-0
시설공간디자인(Facility Design)
3-2-2

체육교육
아동복지
아동복지
주거환경

4/1
4/1
4/1
4/1

7716099
2 전선 7716100
4106011
7707069

시설공간디자인Ⅰ(Facility DesignⅠ)
시설공간디자인Ⅱ(Facility DesignⅡ)
실버산업(Silver Industry)
장애인복지론(Social Welfare for the Disabled)

주거환경
주거환경
노인복지
아동복지

3/2
3/2
4/2
4/2

전공





1-1-0
2-0-4
3-3-0
3-3-0

필수 ․ 과목 ․ 학점
선택 20 과목 60 학점
계 20 과목 60 학점
연계전공 _865

● 교과목 개요
노인의 식품과 영양(Food and Nutrition for the Elderly)
노인의 식생활 특성 및 이에 따른 영양관리방안과 복지시설에서의 급식영양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과 이론을 습득한다.
노인건강관리론(Health management for the Elderly)
노인의 건강과 질병치료를 위한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기술을 익히며 노인건강증진을 위
한 신체적 기능강화와 포괄적 노인신체관리 기법을 익히게 된다. 노인질환자 관리를 위
한 프로그램 개발 및 수행을 위한 실질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노인케어복지론(Care Work for the Elderly)
노인의 생리와 변화에 대한 지식 및 케어 매니지먼트의 내용을 숙지하고 행동에 불편이
있는 노인의 간병 수발에 필요한 이론적인 지식과 실용적인 기술을 습득하여 전문적인
기술로써 그들의 일상생활을 돕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실버산업(S ilver Industry)
경제적 여유가 있는 노인이 급증하는데 따른 노인의 새로운 욕구 충족을 위한 노인관련
산업에 대한 현황과 금후의 전망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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