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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혁신융합전공
빈곤, 교육격차, 환경오염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지속가능 솔루션을 제시하는 글로벌 인재양성 융합전공으로,
사회혁신센터에서 주관한다.
영문명: MAJOR IN SOCIAL INNOVATION
학위명 : 사회혁신학사 (Bachelor of Arts in Social Innovation)
이수조건 : 주 전공 36학점 + 융합전공 36학점(전공핵심 21학점+전공심화6학점 포함)
신청대상 : 1학기 이상 유효한 성적이 있는 서울캠퍼스 학생(단, 학칙에 의해 다중전공 신청이 불가한 학생
제외)
사회혁신융합전공 학생이 아니어도 교양과목으로 수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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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혁신이란
산적한 사회문제는 새로운 사고체계와 자원연계로 해결할 수 있으며, 이를 사회혁신이라 명명할 수 있다. 사
회적경제를 포함해 사회혁신은 한국사회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창의적인 문제해결의 전과정을 포
함하며, 이를 통해 높은 효율성과 효과성, 그리고 지속가능성과 공정성을 발휘할 수 있다. 세상을 지금보다 더
낫게 변화시키는 체인지메이커로서의 자질함양과 실천역량의 강화에 도움이 됨직한 다양한 학문영역과 전공
지식과의 융합을 지향한다.

교육목표
사회혁신융합전공은 사회적경제 및 사회혁신의 전문지식과 실천능력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융합적인
인재양성을 지향하며, 다양한 사회생태계를 더 나은 방식으로 기획·연계·실현하는 사회적기업가정신을 육
성하는 목표를 갖는다.

연혁
2020-1학기로 5기째로 맞이하고 있으며 복수 or 부전공 or 일반 교양 과목으로도 신청 학생들이 점차 증가
하는 추세이며 2020-1학기에는 모든 학생들의 관심사일 수 있는
취업을 위한 자기주도형 학습 공유 클럽인 취업 Sharing Club (마음의 멘토: 전) LG전자 김상경 본부장) 과
다양한 창업을 위한 자기 주도형 학습 공유 클럽인 창업 Sharing Club (재능기부 멘토: 스타트업 "모두의 주
차장 앱" 김동현 대표님 )
을 발족하여 참여 학생들이 교실에서 배울 수 없는 자발적인 인사이트 개발을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
위 두 Sharing Club은 추후 별도 모집 공지 예정.

전공특징
1.
2.
3.
4.

PBL 중심 교육과정
학기제 장기 인턴십 연계활용 : 성수밸리 및 국내외 NGO 등과 연계(체인지메이커액션러닝, 15학점)
사회혁신 비교과과정 참여 우선권 부여
교육과정 자문그룹 : 사회혁신 관련 국내외 전문가의 교육 및 창업 관련 자문 협력 지원

모집
모집시기: 매학기 5/11월 포털에서 신청 가능 (사회혁신융합전공 설명회 개최)
설명회
2019년도 설명회[1]
1. 일시 : 2019.02.04
2. 장소 : 박물관 세미나실

교육과정

사회혁신융합전공 교육과정 및 커리어패스 맵
비교과-학부-대학원-재직자 커리어 성장단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사회혁신 융합전공(학부과정) - 학석사연계과정 - 사회혁신 대학원 과정
2018년 학부학위과정 운영 (연 40명 선발) : 사회혁신 기초이론, 사회문제 해결실습, 학기제
현장실습

석사과정(연 15명 선발) 글로벌사회경제학과
박사과정(연 5명 선발) 글로벌사회경제학과

사회혁신 인재양성 비교과 프로그램
1.
2.
3.
4.
5.
6.
7.
8.

한양 사회봉사 교과목
사회혁신 리더그룹(희망한대)(희망한대 리더그룹) 활동
Asia Pacific Exchange 참가
Social Venture Competition
소셜벤처 동아리 활동
글로벌 소셜벤처 공동 창업
LINC+ 체인지메이커 그룹 프로젝트 참여
사회적경제리더과정(학부/재직자)

교과목
학수번호 INV로 시작되는 교과목은 사회혁신융합전공 자체 개발 과목이며 INV로 시작하지 않는 그 외과목은
타과 코드 쉐어 과목이오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과목리스트는 실제 수강신청기간때 학과나 교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 실제 수강신청 기간때 시스
템에서 학수 번호로 조회 후 실제 수강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
대체적인 추세로는 1학기 보다는 2학기에 개설되는 사회혁신융합전공 과목들이 더 많이 개설되오니 학업계
획 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제 수강신청시 유의 사항:
1. 국제개발협력의이해, 체인지메이커십 위 2과목은 창의 융합교육원을 통해 개설되어 사회혁신융합전
공자 학생분들의 경우 "다전공 신청기간"에는 신청이 안되기에 반드시 "자신의 학년별 수강신청기
간"때 수강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2. 사회혁신센터 소속의 개설과목(학수 번호 INV..)은 사회혁신융합전공 학생분들이 자신의 "학년별 수
강신청기간" 과 "다전공 신청기간" 둘다에 신청하실 수 있도록 이수제한을 풀었습니다.

2020-1학기 개설 교과목
INV3002 전공핵심 사회혁신캡스톤디자인을위한창의적문제해결론
INV3001 전공심화 사회적경제와미래혁신
INV2008 전공핵심 지속가능한도시와소셜리빙랩
INV2004 전공심화 CSR과 사회혁신
INV2001 전공핵심 국제개발협력의이해
APS4016 전공핵심 사회혁신의이해
INV2006 전공핵심 체인지메이커십

2019-2학기 개설 교과목
DIS2003 전공핵심 Introduction to Business Administration
DIS2002 전공핵심 Introduction to Economics
MOT0004 전공핵심 디자인과기술혁신
CUL1119 전공핵심 인구변화와미래복지
INV2004 전공심화 CSR과사회혁신
DIS2022 전공심화 International Organizations
BUS1003 전공심화 재무회계1

PAD2056 전공심화 지방자치론
EDU2058 전공핵심 교육의사회적기초
INV2002 전공핵심 사회적금융과미래혁신
INV2003 전공핵심 사회혁신공감실습
CUL1121 전공핵심 사회혁신캡스톤디자인
DCE4002 전공핵심 스포츠사회학
PAD3004 전공핵심 정책학개론
DIS2035 전공심화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PSD3057 전공심화 국제개발협력과아프리카
SOC3032 전공심화 사회문제의분석
ECO3092 전공심화 사회보장과노동정책
VEN3004 전공핵심 창업실습:협력적비즈니스모델의성공조건
INV3003 전공핵심 체인지메이커액션러닝
BUS4107 전공심화 사회혁신실습
ECO4066 전공심화 정부와경제발전
BUS5011 전공핵심 CSR전략
SOC3033 전공핵심 사회복지와사회정책
CUL1152 전공핵심 기후변화와임팩트비즈니스
INV2007 전공핵심 사회혁신과시민사회조직
VEN3005 전공핵심 창업실습:캠퍼스CEO
INV2001 전공핵심 국제개발협력의이해
INV2006 전공핵심 체인지메이커십

출처
1. ↑ <뉴스H> 2019.02.04 혁신 주도 한양인을 위한 사회혁신융합전공 설명회
2020.01.23 대표홈페이지 광장 공지 (사회혁신센터)
2019.11.11 대표홈페이지 광장 공지 (사회혁신센터)
2019.07.25 대표홈페이지 광장 공지 (사회혁신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