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경제학에 대한 연구는 대개의 경우 현대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여겨진다. 특히 선진국이 겪고 있는 실업문제나 복지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 개발도상국에서 나타나는 구조조정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협동조합, 공제조합과 특히 각종 단체들로 구성된 
이른바 '제3부문(Third sector-국민 경제 중 공공 및 민간 부문에 속하지 않는 
부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부문이나 기존의 공공부문과 더불어 오늘날 
국제적으로 공고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부문을 일컬어, 히스패닉 언어권에서는 
'대중의 경제', '노동의 경제' 혹은 '연대의 경제'로, 앵글로색슨 언어권에서는 
'Community development(공동체 경제 및 개발)'로 부르고, 프랑스 어권이나 
네덜란드 어권에서는 '사회적 경제' 혹은 '협력적 경제'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물론 
여기 나오는 용어들이 치환이 가능한 완전한 대응어들은 아니지만, 모두 연대나 
협력에 근간을 둔 각종 형태의 조직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사회경제학과 관련한 일자리는 그다지 많지 않지만 이 분야가 발전함에 따라 
(사회운동 차원에서 벗어난) 보다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제는 기술적인 
문제가 윤리, 정치적인 문제보다 선행하게 된 것이다. 이 같은 경향은 특히 
비정부기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인도주의적 원조나 인권보호 차원에서뿐 
아니라 개발원조나 개발교육 프로그램의 차원에서도 이러한 추세가 잘 나타나고 
있다.

국제연대 분야의 업무는 단순히 인도주의적 의료활동에 국한되지 않으며, 이 분야의 
고용주, 활동영역, 직종 등은 매우 다양하다. 현재 이들 단체의 경우 아무리 사소한 
자리일지라도 채용 시 석사학위 수준의 학력, 직업경력, 다양한 외국어 구사능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실무직 채용 외에도 국제연대활동이나 개발, 
인도주의 활동을 위해서는 대대적인 학술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이크로 파이낸스, 
공공정치, 경제모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상기 관련 학문을 전공함으로써 이 분야로의 진출이 용이해질 것이다.

연대의 경제-인도주의  
 Économie solidaire-Humanitaire aide au développement

약 십여 년 전부터 사회경제학 및 국제 연대 분야에 관한 교육과정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사회경제학, 국제연대, 개발원조 전공과목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대학 
교육과정이 많이 개설되었다. 정치학교(IEP)에서는 개발 및 국제 협력 전공의 석사 
과정을 개설하고 있으며, 몇몇 그랑제꼴에서도 상기 과목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지만, 대학과는 달리 경영학적, 혹은 공학적 차원(특히, 농업이나 국토개발 등)에서 
접근하고 있다. 

※ <지속가능한 개발> 전공별 설명서 참조

█    프랑스 외무부: 개발원조, 지방분권협력, 인권, NGO 등에 관한 자료 	 	
제공(주제별 검색엔진 참고)
www.diplomatie.gouv.fr

█    프랑스 교육부 제공 개발 및 국제연대 교육에 관한 자료:
www.education.gouv.fr/cid49122/mene0900812n.html

█    개발을 위한 연구 및 정보 센터, CRID
 www.crid.asso.fr

█    국제개발 학술연구센터(클레르몽페랑 1대학 석사학위과정 참고)
 www.cerdi.org 

█    알떼르나띠브 에코노믹지(Alternatives économiques)
 www.alternatives-economiques.fr

유용한 사이트

교육기관과 교육과정



CampusFrance의 온라인 카탈로그에서 학사부터 박사까지  
프랑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과정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

www.coree.campusfrance.org에서 « 전공별 학교 리스트 검색 »이라는 검색엔진을 
이용할 수 있다.
수학을 희망하는 카테고리를 선택한 후 (학사 Licence, 석사 Master, 박사 Doctorat) 키워드를 
입력하면 해당 전공을 보유한 프랑스 학교 및 세부 전공을 검색할 수 있다.
■  프랑스대사관 교육진흥원 CampusFrance 사이트  www.coree.campusfrance.org
■  프랑스어 지원 사이트  www.campusfrance.org
■  영어 지원 사이트  www.campusfrance.org/en

• Tel : 02-753-8508 (CampusFrance 면접문의) / 8509 (교육문의)  •  Fax : 02-773-6256
• E-mail : interview@institutfrancais-seoul.com (CampusFrance 면접문의) / ecf@institutfrancais-seoul.com (교육문의)                      

프랑스대사관 교육진흥원
CampusFrance

<프랑스 어>
action humanitaire, action publique, co-développement, commerce équitable,  

communication, conduite de projet, coopération internationale, crises, droit, droits 

fondamentaux, économie sociale, éthique, gestion, gestion de projet, intervention 

humanitaire, logistique, management, politique, santé, santé humanitaire, solidarité

<영어>
humanitarianism, action in the public interest, co-development, equitable trade, 

communication, project management,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istance, crises, 

law, basic rights, social economy, ethics, management, project management, 

humanitarian interventions, logistics, management, politics, health, humanitarian 

health, solidarity

검색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