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차 산업혁명시대,  
세계의 변화에 맞는 인재를 만드는 
   

보건복지행정학과에 

오시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2018학년도 1학기 보건복지행정학과 소식지 



학기의 시작 3월,  
그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학교생활을 시작하는  

신입생 OT가  

이틀(2.28 ~ 3.1)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교수님들로부터 학과의 미래에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신입생과 재학생들은 

전공분야의 진로와 관련된 특강을 듣습니다. 
 
관련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연사를 모셔서  현장의 생생한 
경험과 정보를 듣는데요. 
이러한 특강은 진로설계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3월 20일 특강 (김정현,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원) 



또 3월에는 엠티가 빠질 수 없겠죠? 
 

교수, 학생 합동 워크샵(3.23 ~ 3.24)을  
통해서 학과구성원들의 친밀감을 높이고 
 
 교수님들로부터는  학과의 전망을 
    선배들로부터는  학교생활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3.26 ~ 3.30 

신입생 슈퍼위크(Super Week) 

   
한 주 동안 신입생들을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과 및 학교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본인의 진로를 설계하기 위한 기초를 형성하게 됩니다. 



슈퍼위크 동안에는 

 

개인의 진로를  
계발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적극적인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 2018학번 교과과정 설명회 
2. 진로탐색발표대회 



슈퍼위크 동안에는 

 
진로를 탐색하고 
학업에 대한 계획과 아울러 
 

학과 구성원들끼리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협력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1. 미니올림픽,  
2. 요리대회 차식당,  



(1) 일시 : 2018. 4. 13(금) 
(2) 대상 : 보건복지행정학과 3,4학년 23명 
(3) 장소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4) 담당교수 : 문창진 
(5)   내용 : 건강증진개발원 기관 소개, 금연사업, 
                 주요사업 설명, 질의 응답 등 
 

학교에서 특강을 듣는 것 외에도  
진로와 관련된 현장을  
직접 방문하기도 합니다. 



4월 30일 특강 (김민재, 경기복지재단 위촉 사회복지인권강사) 

현업 실무자를 초청하여 사회복지인원에 대한 다양한 사례
를 알아보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복지사업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실천현장으로 진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정보 및 이해
와 함께 실천현장에 대한 TIP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습
니다.   



    우리학교의 해솔축제 (5.23) 

    전체 학생이 모두 참여하는 축제입니다.  
    아래 세 가지 목적을 충족하는 즐길 거리는 학교생활을 즐겁게 합니다 
 
    1. 친목도모 및 소속감 증대      2. 안정적인 학교생활 적응     3. 교수와 학생이 자유롭게 어울리는 장 마련         



5월 29일 특강 (이정식, 포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우리학과에서 사회복지전공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현재 사회복지현장에서 일을 하는 책임자 분들의 특강을 듣
게 됩니다.  
 

학교의 수업만으로는 알기 힘든 정보나 TIP을 

가장 빠르게 얻기도 합니다. 



6월 12일 특강 (신동현,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무) 

우리학과의  

보건행정전공과 관련하여 

가장 큰 공기업으로 꼽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근무하는 연사(신동현 차장)의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설명 
사업 및 현장 분위기 등 
 
우리학과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보건복지 
행정학과  

소식지 
 
 
 
      
     “다음에 
           만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