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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3-011호

2023년도 제21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 합격(예정)자 공고

2023년도 제21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 합격(예정)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5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합격(예정)자 발표 및 시험 성적 확인 방법 

가. 합격(예정)자 전체 수험번호 및 개인별 시험성적을 큐넷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welfare) 발표서비스(합격자 발표)에

게재합니다.

○ 홈페이지 게재기간 : 2023. 2. 15.(수) 09:00부터 60일간 

○ 합격(예정)자 전체 수험번호 및 개별 시험성적 조회 방법

  [합격(예정)자 전체명단 확인] [개별 시험성적 조회]

사회복지사1급 홈페이지 로그인
(http://www.Q-Net.or.kr/site/welfare)

사회복지사1급 홈페이지 로그인
(http://www.Q-Net.or.kr/site/welfare)

▼ ▼
합격자발표 조회 합격자발표 조회

▼ ▼
국가전문자격(탭 이동) 

- 발표 중인 사회복지사1급
시험 선택

국가전문자격(탭 이동) 
- 발표 중인 사회복지사1급

시험 선택
▼ ▼

전체 합격자 보기 개인별 득점조회
▼ ▼

사회복지사1급(종목명 선택 클릭)
※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수험번호 정보만 제공 수험번호 클릭(평균점수 공개) 

나. 개별 합격여부는 2023. 2. 15.(수) 09:00부터 4일간 자동응답전화(ARS,

유료) 1666-0100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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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 시행현황

가. 시험일시 : 2023. 1. 14.(토) 09:30 ～ 13:50(1.7배 시간 연장 수험자 16:43)

나. 시행지역(12개 지역)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대전, 전북, 제주, 경남

다. 시험장소 : 강명중학교 등 78개 시험장

라. 합격(예정)자 발표일시 : 2023. 2. 15.(수) 09:00

마. 발표내용 : 개인별 합불 여부, 과목별 득점 및 총득점

바. 합격(예정)자 결정기준

○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예정자로 결정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 합격예정자에 대해서는 한국사회

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심사결과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응시자격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격예정을 취소함

사 . 시행ㆍ채점 및 합격(예정)인원

(단위: 명, %)

구 분 대상 응시 결시 응시율 합격 합격률

계 30,544 24,119 6,425 79.0 9,826 40.7

※ 단, 대상인원은 사후환불 처리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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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른 고지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청구인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피청구인을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제기의 유무 및 그 전후에 관계없이 제기

할 수도 있습니다.

4. 응시자격서류접수 및 심사

가. 서류제출 대상 : 제21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 합격예정자

나. 제출서류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1부

-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welfare)

      · 자료실 → 2023년도 제21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 심사신청서’(다운로드)

※해당양식외인정불가

○ 응시자격 유형별 제출서류 각 1부

- 큐넷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2023년도 제21회 사회복지사1급 국가자격시험 

공고’및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다. 접수처 및 접수기간

○ 접수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http://lic.welfare.net)

∙ 주소 : (0729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20길 60(문래동 3가, 메가벤처타워)
4층, 409호(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지원본부)

∙ 전화번호 : 02-786-0845

※증빙서류 등기우편 발송 시 겉봉투에 ‘2023년 제21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제출서류’ 라고

반드시표기하여야함

http://www.Q-Net.or.kr/site/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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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2023. 2. 15.(수) 09:00 ~ 3. 2.(목) 18:00까지(토, 일, 공휴일 제외)

라.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 접수마감일(2023. 3. 2.(목), 18:00) 도착분까지 유효함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하여 방문 접수는 받지 않음

5.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가. 최종합격자 발표

○ 발표기간 : 2023. 3. 15.(수) 09:00부터 60일간

○ 발표방법

- 한국산업인력공단 사회복지사 1급 큐넷 홈페이지 

(http://www.Q-Net.or.kr/site/welfare)

나. 자격증 발급

○ 발급대상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 최종합격자

○ 자격증 발급기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02-786-0845)



지역
1차 합격자

대상 응시 합격

총계 30,544 24,119 9,826

강원 1,136 899 363

경기 7,409 5,877 2,503

경남 1,857 1,462 628

경북 1,659 1,319 512

광주 1,071 852 312

대구 1,538 1,242 498

대전 987 780 296

부산 1,983 1,574 685

서울 5,273 4,221 1,824

세종 177 128 44

울산 693 539 215

인천 1,675 1,308 503

전남 1,100 816 291

전북 1,183 930 351

제주 480 360 149

충남 1,226 950 336

충북 1,068 836 308

기타 29 2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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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23년 제21회 사회복지사 1급 자격시험 통계자료

지역별



성별
1차 합격자

대상 응시 합격

총계 30,544 24,119 9,826

여성 22,415 17,709 7,516

남성 8,129 6,410 2,310

연령별
1차 합격자

대상 응시 합격

총계 30,544 24,119 9,826

20대 11,605 10,113 5,077

30대 5,754 4,060 1,256

40대 7,074 5,159 1,878

50대 5,074 3,938 1,393

60대 987 805 215

70대 47 41 6

80대 3 3 1

- 6 -

성별

연령



지부, 지사
1차 합격자

대상 응시 합격

총계 30,544 24,119 9,826

서울지역본부 8,878 7,012 2,981

부산지역본부 2,506 1,999 876

대구지역본부 3,029 2,447 967

인천지사 2,507 1,974 768

광주지역본부 2,194 1,671 599

울산지사 748 589 235

경인지역본부 3,354 2,734 1,227

강원지사 1,611 1,239 456

대전지역본부 2,778 2,173 812

전북지사 1,189 938 354

경남지사 1,265 976 408

제주지사 485 367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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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지부, 지사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