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 동일과목 인정 현황
○ 동일과목 인정 기준
-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 법정(기준)교과목에 다음 명칭이 결합된 경우 동일과목으로 인정
~학, ~(개,원,총)론, ~세미나, ~연구, ~관리, 일반~, 기초~, 고급~, 응용~, ~Ⅰ, ~Ⅱ, ~( 및) 실(험, 습, 무),
~( 및) 연습, ~치료, ~연구

- 동일과목으로 인정된 과목은 개설연도에 관계없이 인정

○ 동일과목 인정 현황
구분

(2022.01.27.기준)

법정(기준)과목명

동일인정 과목명

인정대상 대학명(학과명)
대구대학교(직업재활학과)
전체대학(전체학과)

장애의 이해와 재활

통합재활론
장애인복지론
장애인복지와재활
장애인복지와재활의이해
장애인의 이해와 재활
재활복지론
장애인복지와재활
장애인복지와재활의이해
직업재활상담

재활상담

재활행정
재활정책
직업평가
직업상담
필수

직업재활상담I
재활상담의 기초
재활행정 및 정책
재활행정 및 정책
직업평가 및 상담
직업재활상담
직업재활상담
직업개발 및 배치
직업개발 및 배치

직무개발과 배치

직업개발과 배치론
직업개발 및 배치
직업개발 및 배치
재활론

직업재활개론

재활사례관리

재활실습Ⅰ

선택

재활의학

재활의 기초
재활학특강
재활상담과 사례관리
사례관리
사례관리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재활현장실습1
사회복지현장실습
재활현장실습1
특수재활교육실습
직업재활실습
재활실습
의료재활
의료재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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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학교(재활학과)
전주대학교(재활학과)
서울한영대학교(재활복지학과)
한신대학교(재활학)
가톨릭대학교(특수교육과)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직업특수교육전공)
평택대학교(재활상담학과)
대구대학교(특수재활교육학과)
가톨릭대학교(특수교육과)
평택대학교(재활상담학과)
대구대학교(직업재활학과)
한신대학교(재활학과)
한신대학교(재활학)
대구대학교(직업재활학과)
나사렛대학교(인간재활학과)
평택대학교(재활상담학과)
전주대학교(재활학과)
한신대학교(재활학과)
한신대학교(재활학)
영진사이버대학교(재활복지학과)
영진사이버대학교(특수재활복지학과)
대구대학교(특수재활교육학과)
나사렛대학교 대학원(재활학)
대구대학교(직업재활학과)
평택대학교(재활상담학과)
전체대학(전체학과)
한신대학교(재활학과)
한신대학교(재활학과)
한신대학교(재활학)
한신대학교(재활학)
대구대학교(특수재활교육학과)
전체대학(전체학과)
전체대학(전체학과)
대구대학교(직업재활학과)
나사렛대학교(인간재활학과)

구분

법정(기준)과목명

상담이론과 실제

동일인정 과목명

인정대상 대학명(학과명)

장애의 의료적 측면
장애의 의료적 이해

평택대학교(재활상담학과)
전주대학교(재활학과)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부 재활상담복지학전공)
전체대학(전체학과)
전주대학교(재활학과)
영진사이버대학교(특수재활복지학과)
영진사이버대학교(재활복지학과)
영진사이버대학교(재활상담복지학과)
나사렛대학교(인간재활학과)
전주대학교(재활학과)
전체대학(전체학과)
가톨릭대학교(특수교육과)
전체대학(전체학과)
나사렛대학교(인간재활학과)
한신대학교(재활학과)
한신대학교(재활학)
가톨릭대학교(특수교육과)
대구대학교(특수재활교육학과)
가톨릭대학교(특수교육과)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직업특수교육전공)

상담이론
장애영역별 특성과 직업재활
장애의 심리사회적 측면

장애영역별 특성과 재활
장애인복지론
직업적응훈련
전환교육
보호 및 지원고용
정신장애와 재활

직업훈련
직업전환교육
보호와 지원고용
지원고용
정신건강론
재활연구방법론

직업재활연구

보조공학의 이해

재활연구방법론
직업교육과 재활연구
보조공학
특수교육재활공학
특수교육공학

중증장애인재활

중도중복장애학생 교육과
재활
중복중증장애인직업재활

장애의 진단 및 평가
장애아 진단 및 평가
장애진단과 평가
행동재활윤리 및 철학
재활윤리와 철학
재활윤리와 철학
실습세미나
직업재활시설과 마케팅
직업재활시설론
재활시설론
재활시설론
노동법규

전체대학(전체학과)
서울한영대학교(재활복지학과)
영진사이버대학교(재활복지학과)
나사렛대학교(인간재활학과)
문경대학교(재활상담복지과)
문경대학교(사회복지재활과)
전체대학(전체학과)
대구대학교(직업재활학과)
평택대학교(재활상담학과)
대구대학교(특수재활교육학과)
대구대학교(직업재활학과)
평택대학교(재활상담학과)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직업재활교육전공)
가톨릭대학교(특수교육과)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직업특수교육전공)
전주대학교(재활학과)
대구대학교(특수재활교육학과)
전체대학(전체학과)
대구대학교(특수재활교육학과)
한신대학교(재활학과)
한신대학교(재활학)
나사렛대학교(인간재활학과)
대구대학교(직업재활학과)
평택대학교(재활상담학과)
대구대학교(특수재활교육학과)
나사렛대학교 대학원(재활학)
대구대학교(직업재활학과)

장애인부모교육 및 상담

전체대학(전체학과)

장애인가족상담

전체대학(전체학과)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재활프로그램개발

자립생활
진로개발과 상담

장애의 진단과 평가

재활윤리
재활실습Ⅱ
지역사회재활시설론
노동법규와 재활
장애인부모상담

가톨릭대학교(특수교육과)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프로그램개발과
평가(캡스톤디자인)
자립생활지도
장애인직업진로지도
직업과 진로개발
진로개발 및 상담
장애아 심리 및 검사
장애아 진단 및 평가
특수교육대상학생진단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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