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대학원] 안내
■ 사회적경제대학원 설립 목적
사회적경제대학원은 ‘협동조합MBA전공’ 과 ‘마을공동체 전공’ 2개 전공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자 한
다.
‘협동조합MBA전공’은 협동조합의 실무자와 활동가의 역량을 개발, 증진하여 우리나라 협동조합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마을공동체 전공’은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도시 및 농어촌지역의 마을공동체운동과 관련된 체계적 학습을
통하여 지역사회 혁신을 이끌 실무자와 지도적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 전공별 학과특성 및 프로그램 개요
구분

학과
특성

프로그램
개요

협동조합 MBA전공
1. 협동조합의 인적결사체와 사업체로서
의 이중성을 균형있게 이해하는 실무
자를 양성한다
2. 현장 중심의 교육으로 실제 협동조합
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무자를
양성한다
1. 협동조합을 경영하고자하는 비전을 가진
경영자 및 중간관리자를 위한 프로그램
2. 본전공은 협동조합실무자들의 증대되고
있는 경영교육 수요를 반영하여 특수대
학원(야간)으로 운영
3. 협동조합MBA전공은 실무중심의 경영전
문성 강화를 위한 심화경영교육과정
(일반대학원 협동조합경영학과는 연구
중심의 프로그램)
4. 본 프로그램은 한국사회에서 협동조합의
규모와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고려
할 때, 협동조합조직들을 네트워크화하
고, 정보교환 및 협력의 기초를 쌓는
협동조합경영교육의 허브로서의 역할
예상

마을공동체 전공
1. 도시 및 농어촌지역에서 ‘공동체성’의
창조적 복원과 혁신을 이끌 실무자와
지도자를 양성한다
2. 이론학습과 실천현장의 유기적 연계를
도모하여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킨다
1. 도시 및 농어촌지역에서 마을공동체 활
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그런 전망을 가진
관리자 및 실무자를 위한 (재)교육 프로
그램
2. 마을공동체운동 및 정책 현장에 종사하
는 실무자들을 위해 특수대학원(야간)으
로 운영
3. 우리 시대에 지역사회에서 ‘열린 공동체
성’을 회복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
하는 실무자-기관(단체)들의 정보 교환
과 네트워크 구축

■ 전공별 교수 소개
구분

교수진

협동조합 MBA전공

마을공동체 전공

박윤규 교수 (경영정보시스템 전공)

김창진 교수 (정치학, 공동체와 협동조합)

이상훈 교수 (마케팅 전공)

유철규 교수 (경제학, 금융경제학)

장승권 교수 (조직이론 전공)

이상철 교수 (경제학, 산업경제학)

최우석 교수 (재무관리 전공)

장영석 교수 (사회학, 해외마을공동체)

박상선 교수 (생산운영관리 전공)

유창복 외래교수 (사회학, 국내마을 공동체)

이상윤 교수 (기업가정신 및 국제경영 전공)
김동준 연구교수 (경영학 전공)

■ 전공별 교과과정 소개 (학위취득 소개)
구분

협동조합 MBA

마을공동체

1. 수업연한: 2년

1. 수업연한 : 2년

2. 이수학점: 최소 24학점

2. 이수학점

▪경영학 필수: 총 8과목(16학점)

► 24학점(졸업논문 제출)

학위취득

▪사회적경제 필수: 총 2과목(4학점)

► 26학점(졸업시험 통과)

요건

▪사회적경제 선택: 총 2과목(4학점)

3. 외국어 시험은 실시하지 않음

3. 졸업시험 또는 연구보고서 제출

4. 졸업논문 또는 졸업시험 통과

4. 외국어시험은 실시하지 않음
5. 졸업논문 없음

■ 사회적경제대학원 교과과정 소개 (공통/전과목 필수 – 2과목)
구분

협동조합 MBA과정

공통

1. 협동조합론 (2학점)

마을공동체과정
2. 사회적경제와 마을 공동체 (2학점)

◆ 전공별 세부 교과과정
협동조합 MBA과정
영역

경영학영역
(6과목 /
필수)

과목명

▪협동조합 경영학 I (2학점)
▪협동조합 경영학 II (2학점)
▪마케팅관리 (2학점)
▪회계학 (2학점)
▪재무투자관리 (2학점)
▪조직/인사관리 (2학점)
▪MIS/생산관리(2학점)
▪경영전략 (2학점)

마을공동체 과정
영역

과목명

전공
과목

▪마을공동체의 역사와 사상 (2학점)
▪마을공동체와 지역사회개발 (2학점)
▪마을공동체와 사회복지 (2학점)
▪마을공동체와 교육·문화 (2학점)
▪마을기업론 (2학점)
▪마을공동체 사례연구 세미나 (2학점)
▪사회·연대금융론 (2학점)
▪사회연대경제와 공공정책 (2학점)

전공선택
과목
(2학점/4학점)

사회적경제
대학원 선택
(2과목)

▪동대학원 또는 관련 본교 타 대학
원 2과목 (각 2학점)
▪사전에 지도교수와 상의해서 결정

현장학습

❉ 개설 과목은 담당교수와 학기별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타 전공에서 수강 가능
▪연수 불참 대체 과목 수강
(지도교수와 사전 상의)
▪국내 연수
▪해외 연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