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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경영·유통경제학과
(Livestock Mgmt & Marketing Econ)

1. 교육목표 

  축산물의 생산 및 가공, 식품 제조, 소비자 행동, 축산정책 및 국제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한 고급경

제이론의 습득과 응용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는 동시에 진지한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여 축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 양성에 목표를 두고 있다. 

2. 전공분야 

과 정 전공분야 

석 사 축산경영학, 축산경제학

박 사 축산경영학, 축산경제학

석·박사 통합 축산경영학, 축산경제학

3. 교과목해설

DEIA00805 농업금융론(AGRICULTURAL FINANCE) [3학점 3시간]

농업금융의 일반이론을 개관하고 특히 소농금융이론과 우리나라 농업금융정책 및 그 개선방

향에 대하여 연구·이해토록 한다.

DEIA00818 농업발전론(AGRICULTURAL DEVELOPMENT) [3학점 3시간]

경제발전 과정에 따라 농업발전 과정을 개관하고 지금까지의 농업성장이론을 이해토록 한다.

DEIA00849 농업통계학(AGRICULTURAL STATISTICS) [3학점 3시간]

통계학의 기본이론을 개관하고 특히 농업통계와 관련하여 표본이론과 경제경영 분석에 일반

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통계방법 등에 관해 이론과 응용방법을 습득토록 한다.

DEIA18486 농업통계학특론(ADVANCED AGRICULTURAL STATISTICS) [3학점 3시간]

통계학의 기본이론을 개관하고 특히 농업통계와 관련하여 표본이론과 경제분석을 위한 통계

적 방법 등에 관하여 이론 및 그 응용방법을 이해토록 한다.

DEIA20937 축산경제학(ADVANCED LIVESTOCK ECONOMICS) [3학점 3시간]

축산 경제의 기초이론을 주지시킴으로서 축산 경제의 주요 제 연구분야인 농업소득론, 가격

정책, 유통, 고용, 금융, 재정, 생산요소정책 등에 대한 이론과 현실 문제를 이해토록 한다.

DEIA20938 축산경제학특론(ADVANCED LIVESTOCK ECONOMIC THEORY) [3학점 3시간]

축산 경제의 기초이론을 주지시킴으로서 축산 경제의 주요 제 연구분야인 농업소득론, 가격

정책, 유통, 고용, 금융, 재정, 생산요소정책 등에 대한 이론과 현실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고도의 경제 논리를 습득토록 한다.

DEIA20941 축산물가격특론(ADVANCED AGRICULTURAL PRICE THEORY) [3학점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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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가격의 형성과정과 기능 및 기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의 제요인을 항목별로 분석

하여 이의 이론적 전개를 가능토록 하고 축산물 가격정책의 분석, 비판능력을 습득토록 한다.

DEIA20956 축산물시장특론(ADVANCED AGRICULTURAL MARKETING) [3학점 3시간]

축산물이 생산자부터 최종 소비자에 유통되는 과정에 포함된 모든 경영경제 활동의 수행에 

필요한 이론을 습득시킨다.

DEIA27062 축산경영세미나(SEMINAR IN FARM MANAGEMENT) [3학점 3시간]

일반기업 및 농업경영이론에 기초를 둔 축산경영이론을 총정리하고 축산경영문제 및 개선방

안을 토의, 습득하며 국내 축산업계의 당면문제와 앞으로의 방향 및 선진국의 축산정책 내용

까지도 다루도록 한다.

DEIA27066 축산경영조사분석특론(ADVANCED MARKETING RESEARCH & ANALYSIS) [3학점 3시간]

축산농가의 경영실태를 조사·분석하여 효율적인 경영을 설계하는 논리와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DEIA27098 축산정책학(AGRICULTURAL POLICY) [3학점 3시간]

축산 정책의 목표인 축산물수급안정, 축산소득의 중대를 비롯하여, 축산물 생산정책, 유통소

비정책, 구조 및 분배정책, 가격정책, 재정금융정책, 관세정책에 대한 이론을 이해토록 한다.

DEIA34337 대가축경영특론(ADVANCED DAIRY WASTE MANAGEMENT) [3학점 3시간]

축산경영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비육, 낙농 등의 대가축에 있어서의 축산경영이

론을 적용시켜 보다 효율적인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경영진단 및 분석을 하고 이

를 통하여 구체적인 경영개선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DEIA36952 축산경영관리(FARM MANAGERIAL ADMINISTRATION) [3학점 3시간]

비육, 양계, 양돈, 낙농경영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경영이론을 습득시

키고, 경영조직 및 이윤을 얻을 수 있도록 실증적인 관리 능력을 배양시킨다.

DEIA53995 계량경제학(ECONOMETRICS) [3학점 3시간]

경제이론 및 기초 계량경제학을 기초로 하여 경제변수간의 제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할 수 

있도록 연립방정식의 모형의 설정, 모형의 추정, 모형의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키

고 특히 주요 통계패키지(SAS)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둔다.

DEIA53996 축산경영학특론(ADVANCED LIVESTOCK-INDUSTRY BUSINESS) [3학점 3시간]

축산경영의 목표인 적정소득이나 적정이윤을 달성하는 합리적인 이론과 방법을 교육하는데 

있다.

DEIA53997 축산경영관리특론(ADVANCED LIVESTOCK BUSINESS MANAGEMENT) [3학점 3시간]

축종별 경영관리이론 습득과 경제성 분석 능력 배양

DEIA53998 협동조합론(COOPERATIVE THEORY) [3학점 3시간]

협동조합의 역사적 의미와 함께 협동조합의 본질과 정체성 및 협동조합의 제법칙을 이해토

록함과 동시에 주요국들의 협동조합운동을 개관하고 우리나라 협동조합운동을 이해토록하여 

특히 우리나라 농협의 주요과제와 발전방향을 이해토록 한다.

DEIA53999 축산정책학특론(ADVANCED LIVESTOCK-INDUSTRY POLICY AND THEORY)[3학점 3시간]

경제정책분석의 이론적 기초와 축산정책분석을 통하여 국내 축산업생산 및 소비균형과 사회

복지증진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방향을 모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