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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과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사무실 : 글로벌캠퍼스 비전타워 601호 수여학위명 : 행정학석사, 행정학박사

TEL : 031-750-5254 FAX : 031-750-5232

1. 교육목표 / Academic Goals
   행정학 연구 및 실무 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하여

▶ 행정학에 대한 독자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이론들에 대하여 체계적

으로 교육하며,

▶ 실제 행정에서의 대표적 행정사례 및 정책사례를 선택하여 정책환경, 정책결정

과정 및 집행과정을 분석․평가하여,

▶ 한국 행정학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2. 학위과정 및 연구 분야 / Degrees and a Field of Study
과정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전공분야
일반행정, 정책학, 복지행정, 도시행정,
국가안전관리, 지역경제, 도시 및 지역
계획, 지역사회개발

행정학, 정책학, 복지행정, 국가안전관리
전공, 도시행정, 지역경제, 도시 및 지역
계획, 지역사회개발

연구분야

일반행정, 정책학, 복지행정, 도시(개발)
론, 국가안전관리, 지역 및 도시경제, 지
방재정, 계획이론, 산업입지, 지역사회
학, 조사방법,

행정학, 정책학, 복지행정, 국가안전관리,
도시(개발)론, 지역 및 도시경제, 지방재
정, 계획이론, 산업입지, 지역사회학, 조
사방법,

3. 교수현황 / Professors
직급 성명 학위 전공분야 E-Mail 비고

교수 이영균
정치학박사
(Temple Univ.)

조직론, 행정학

교수 채재은
교육학박사
(Harvard Univ.)

교육행정 및 정책

부교수 김철우
행정학박사
(Rutgers the State Univ. of

인사조직,

연구방법론



4. 학과내규
1) 입학

(1) 석사․박사과정은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으로 선발하며, 전형방법 및 배점은

대학원 입학시행내규에 따른다. 일반전형의 입학시험과목은 학과에서 지정

하는 과목으로 정한다.

2) 지도교수

(1) 석사․박사과정 공히 입학 후 제2차 학기부터 원생의 희망에 의해 논문

지도교수를 선정한다. 단, 1차 학기에는 예비 지도교수를 선택할 수 있다.

(2) 학생은 본인이 전공하고자 하는 분야의 교수와 연구계획을 상의하여 지도

교수의 승인을 얻은 후, 학과 교수회의에서 최종 결정한다. 지도교수의 선

정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은 주임교수와 상의한다.

(3)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은 원칙적으로 두 번째 등록학기 종료 전

에 신, 구 전공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은 후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4) 지도교수를 선정한 학생은 매 학기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매주 1회 이상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3) 학점이수

(1) 석사과정 원생이 취득해야 할 최저 수료 학점은 24학점이고, 박사과정 원

생이 취득해야 할 최저 수료 학점은 36학점이다.

직급 성명 학위 전공분야 E-Mail 비고

New Jersey)

조교수 황광선
행정학박사
(Virginia Tech)

공공관리,

정부회계

조교수 최낙혁
행정학박사
(Florida International Univ.)

정책분석,

지방재정

교수 소진광
행정학박사
(서울대학교)

도시및지역계획학

부교수 박종선
행정학박사(Florida State
University)

지방자치, 지방행정,
지역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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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수과목

(1) 학위과정과 동일전공을 이수하지 않은 원생은 학점이수와 별도로 선수과목

을 이수해야 한다.

(2) 이수해야 할 선수과목의 선정은 학과내규에 의해 주임교수가 선정하고 학

과교수회의의 확인 하에 대학원장이 승인한다.

5) 종합시험 과목

과정 시 험 과 목 비 고

석사
과정

- 원생이 이수한 과목 중 3과목을 선택하여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단, 동일 교수에게
2과목을 응시할 수
없다.

박사
과정

- 강의 교과목 중 4개(전공 교과목 1개 이상 반드시 포함)를 선
택하여 종합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 종합시험에서 과목 불합격한 원생은 동일 과목에 대하여 재시험
에 응시하여야 한다.

단, 동일 교수에게
2과목을 응시할 수
없다.

6) 논문지도

(1) 석사과정의 경우 수업연한인 2년 이내에 3회 이상의 논문지도를 받아야 한다.

(2) 박사과정의 경우 수업연한인 3년 이내에 5회 이상의 논문지도를 받아야 한다.

7) 학위청구논문 예비공개발표회(Proposal)

(1)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원생은 석․박사과정 공히 논문제출 1학

기 전에 공개적으로 예비발표회를 가져야 한다.

- 석사과정의 경우 2차 학기 이상, 박사과정의 경우 5학기를 이수한 원생이

예비논문 공개발표에 참가할 수 있다.

- 공개발표회는 매학기 개최하되, 개최 장소 및 일시는 원생대표와 주임교수

가 상의하여 개최일 일주일 전에 모든 원생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석사학위논문 및 박사학위논문 예비공개발표회의 평가는 예비공개발표회에

참석한 학과 교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2) 박사과정의 경우 추가적으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예비 논문은 공개발표 15일 전까지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주임교수에

게 제출해야 한다.

- 원생 대표는 공개발표일 일주일 전까지 논문집을 전임교수 및 재학 중인

모든 원생에게 전달해야 한다.



8) 학위논문 제출자격

(1) 6차 학기부터 박사학위 신청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단,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또는 등재후보지에 1편 이상 단독 저자 혹은 지도교수와

공동으로 게재한 논문을 발표한 원생은 6차 학기에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2) 등재학술지 또는 등재후보지 논문 게재자는 게재 확정(예정) 증명서 또

는 별쇄본을 주임교수에게 4월 말 또는 10월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5. 교과목해설 / Courses and Syllabuses

<석사학위과정>

00193 관료행태와 리더십 (Bureaucratic Behavior and Leadership)

행정체제의 핵심세력인 관료의 업무수행활동에 관련된 행태와 능동적으로 행정환경에 대응능력

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내적 심리상태의 동기화에 관련된 제반이론 뿐만 아니라 업무성과에 관

련된 자료에 관한 제반이론을 다룬다.

05376 과학기술정책론 (Policy for Science and Technology)

본 과목은 고도지식기반사회에서 중요시되는 과학기술발전과 개발을 추구하기 위한 제반정책사

항을 포괄적으로 연구한다. 과학기술정책이 국가경쟁력과 산업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

보고,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 발전 방안과 사례를 검토하고 평가하며 선진국의 과학기술정책

을 이해하고 과학기술이 국가경제, 안보, 외교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다.

01527 국가재정과 예산 (Government Finance & Budgeting)

재무행정론의 주요내용인 예산의 개념, 기능, 원칙, 예산과정 등을 재검토하고, 재정학의 이론인

공공선택이론과 자원배분이론 등을 습득한다. 그리고 국가예산과 경제발전과의 연계방법과 적정

한 재정규모의 설정 및 조달방안 등을 고찰한다.

00195 국제정치론 (International Politics)

변화하는 국제정치의 연구를 위해 필요한 분석방법과 이론 등을 찾아보고, 이들 연구방법과 이

론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제정치의 쟁점들을 해결하는데 어떻게 적응되고 있는가를 탐구하려

는 과목이다.

01357 국제조직론 (International Organizations)

국제연합이나 강대국들이 포함된 영향력 있는 안보기구조직이나 공통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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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들이 당면한 분쟁해결이나 경제협력을 위하여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현실 사례를 들어

깊이 있게 조명하려는 과목이다.

00198 도시개발과 계획 (Urban Development and Planning)

도시개발의 역사와 도시개발을 위한 제이론과 계획기법, 도시개발의 과정 등이 설명되며, 신도

시개발, 중소도시개발, 도시재개발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우리나라 도시개발행정의 제 문제점들

을 다루고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01359 복지행정론세미나 (Seminar in Welfare Administration)

국가의 궁극적인 목적인 국민복지 실현의 수단으로서 복지행정을 이론 및 실제면에서 접근하고,

특히 정부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인력, 재정 등에 대한 연구와 구체적인 복지대상의 욕구충족

을 위한 정책대안에 대하여 연구한다.

00203 사회과학방법론 (Research Methods for Social Science)

사회과학에 사용된 제반 연구방법론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행정학의 보다 깊은 연구

를 위하여 인접 사회과학을 연구하기 위하여 사용된 방법론에 대한 이론과 기술 등을 습득․평

가한다.

01358 인력정책세미나 (Seminar in Human Resource Policy)

본 과목의 초점은 공공분야의 인력정책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는

데 있다. 따라서 본 과목은 인적자원관리의 변천과정, 인적자원의 채용, 관리․능력개발, 평가프

로그램에 관련된 제반의 이론과 실제를 안내하며,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한 통합적인 모형개발

을 모색한다.

00205 인사행정론세미나 (Seminar on Personnel Administration)

인사행정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제도들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공무원의 채용, 능력발전, 보수,

사기와 아울러 신분보장, 정치적 중립, 공직윤리 등 인사행정의 제반문제를 사례를 중심으로 연

구, 토의한다.

05377 전자정부론 (Electronic Government)

본 과목은 전자정부에 관한 기초지식 및 각 국의 사례를 통해 전자정부에 관해 고찰한다. 지식

정보사회와 함께 전자정부가 등장하게 된 배경, 전자정부에 의한 정부 서비스의 변모, 전통적인

정부서비스와의 차이점, 전자정부의 이론과 관련 정보기술, 전자정부가 국정관리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다.

00210 정책과정론 (The Process of Public Policy)

정책의제, 정책집행, 정책평가, 정책변동 등으로 구분되는 일련의 정책과정을 이론적으로 학습

하고, 각 과정의 핵심적인 요인을 분석적으로 탐구한다. 또한, 실제 정책 사례를 함께 강의하고



토론함으로써 정책과정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도록 한다.

00214 정책환경세미나 (Seminar in Policy Environment)

정책환경과 정책의 밀접한 관련성을 이해하고, 정책과 영향을 주고받는 다양한 정치․경제․사

회․문화적 환경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정책과 정책환경에 속한 공식·비공식 참여자를 인지하

고 이들의 행태를 실증 연구와 사례를 통해 학습한다.

00221 지방자치행정론 (Local Autonomy Administration)

지방자치의 개념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기능 배분, 국가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기능, 자치단체의 구역개편, 자치행정에의 주민참여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00226 행정개혁세미나 (Seminar in Administrative Reform)

본 과목은 행정개혁의 일반이론과 실제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행정체제분석을 위한 이론, 행정

체제변동의 방향, 행정개혁의 과정, 접근방법, 개혁추진과정과 저항에 대한 전략 등을 다룬다.

01317 행정조직론세미나 (Seminar on Public Organization)

조직에 관한 이론을 역사적으로 고찰함과 아울러 조직의 구조, 인간 및 제과정을 행정조직에 중

점을 두고 연구한다. 행정조직을 구조, 행정인, 행정환경 등 주요변수와 관련하여 현황 및 문제

점들을 다루며, 외국제도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연구한다. 이 과목에서는 공기업 등

준정부조직의 문제도 포함한다.

공공윤리와 리더십 세미나 (Seminar in Public Ethics and Leadership)

공공부문의 비리와 부패, 그리고 윤리에 대한 이론과 실제 및 공직윤리의 발전 방향을 다룬다.

아울러, 공공 부문에서 요구되는 리더십의 이론과 사례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공공부문 리더가

갖추어야 할 자세와 태도에 대해 논의한다.

공공인재개발론 세미나 (Seminar in Public Resource Development ) 

공공분야의 개인, 그룹 및 조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 조직 및 경력 개발 관련

이론을 학습하는데 주 목적을 둔다. 주요 학습내용은 공공조직 개개인이 계획된 학습 활동을 통

해 현재와 미래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역량 개발, 조직의 현 상태를 진단하

고 문제를 파악하는 조직진단, 성과 향상을 위한 조직의 변화 설계 및 관리를 통한 조직개발 등

이다.

교통안전학개론 (Introduction to Traffic Safety)

교통사고의 3대 유형, 즉 보행 중 사고, 승차 중 사고, 이륜차 사고 등 빈발 사고 유형과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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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한 개략적 접근과 선진국의 교통사고 예방법을 학습한다.

어린이안전관리론 (Child Safety Management Theories)

어린이들에게 빈번히 발생하는 안전사고 유형별 사고원인과 예방법을 습득하고 선진국의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기법을 학습한다.

정책분석평가론 세미나 (Seminar in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
정책결정과 평가에 필요한 분석 및 평가기법들을 이해하고 학습한다. 정책분석에 필요한 의사결

정분석, 비용편익분석, 계층화분석법 등과 정책평가에 필요한 인과적 추론 및 정책실험 등을 이

해하고 실제사례에 적용함으로써 분석 및 평가 능력을 배양한다.

학교안전론 (School Safety Theories)

학교 안전사고 판례를 통한 학교 안전사고 유형과 예방법을 고찰하고 학교급별 사건, 사고사례

분석을 통하여 동일 유형의 사고예방법을 학습한다.

행정계량분석 (Applied Quantitative Analysis for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 논문작성에 필요한 기초통계 분석, 회귀분석, 패널자료 분석 등을 학습하고, 연구방법론

및 이론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을 실증자료 분석을 통해 실습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통계 패

키지 활용을 통한 분석능력도 함양하게 될 것이다.

<박사학위과정>

01362 고급행정이론 (Advanced Theory of Administration)

본 과목의 초점은 공공프로그램의 관리에 제기된 최근의 이론과 관리기법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정부의 각 수준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있다. 따라서 본 과목은 정치와 행정, 관료

제와 민주주의, 조직과 관리 등의 이론과 실제분석을 통하여 행정학 연구의 미래를 모색한다.

00190 공공관리세미나(Seminar in Public Management)

본 과목은 현대국가의 공공관리시스템에 관한 탐색에 초점을 둔다. 이리하여 공공행정의 특징적

환경을 정치적, 조직적 그리고 개인적 수준에서 고찰하고, 국가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는 틀을

탐구한다. 이런 탐색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민주적 정부의 능력을 제고하는데 정치적 변인, 조직

적 역량, 개개 시민의 활동 등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다.

00191 공기업론 (Government Enterprise)

정부가 투자하고 운영하는 공기업에 대하여 공공성과 기업성으로 구분하여 고찰한다. 공기업의

현대적 역할과 경영방향을 연구하고, 지방공기업에 대하여도 고찰한다. 정부와 민간기업과의 관

계 및 정부의 기업정책을 비교, 연구한다.



01364 국제정치세미나 (Seminar in International Politics)

변화가 심한 국제정치 분야의 이론들을 검토하고, 이들 이론들이 탈냉전과 세계화 등 국제체제

의 구조적 변화와 그 결과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특히 우리 나라를 중심으로 조

명하려는 과목이다.

00196 국제조직과 행정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Administration)

국제연합을 비롯한 영향력이 큰 국제조직들을 선택하여 조사하고, 이들 국제조직이 여러 나라

상호간의 안보관계와 무역, 투자 등을 포함한 국제경제관계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깊이 있

게 연구하려는 과목이다.

00199 도시경제학 특강 (Urban Economics)

도시의 경제활동 현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의 위치선정, 토지사용, 교

토, 환경, 재정, 주택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미시 및 거시 경제학적 접근방법으로 분석하고 정

채문제를 토의한다.

00200 도시정책세미나 (Seminar in Urban Policy)

도시정치시스템과 공공정책 결정과정에 대하여 설명하고, 도시행정의 특성인 광역도시권 행정,

도시정부의 공공서비스공급체계, 도시정부의 각 부문별 도시정책(도시계획, 토지, 주택, 교통)의

현실운영과 문제점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도시정부 행정관리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06596 변화와 리더십 (Change and Leadership)

리더십의 개념, 이론, 리더의 유형, 리더의 역할 등에 대해 토론한다. 특히 공공조직에 있어서

변화를 유도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리더의 역할과 추종자의 관계에 대해 논의한다,

01360 복지정책론 (Welfare Policy)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의 문제, 즉 사회보험, 공적부조, 특수지역복지(노인복

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등) 등에 관해 현황과 문제점을 연구, 토의하며 향후 발전방안을 모

색한다.

00202 비교행정론 (Comparative Administration)

비교행정의 대두배경 및 이론경향 등 주요학자들의 주장을 중심으로(Riggs, Heady 등) 비교행정

에 관한 이론을 다루고, 우리나라 행정발전문제와 관련하여 주요선진국들의 행정체제를 비교, 분

석한다.

01363 의제설정 및 정책결정론 (Agenda setting & Policy making)

정책의제설정과 정책결정의 기초과정으로서의 문제제기, 조사연구, 정책입안, 참여, 심의과정과

정통성 부여 등 정책결정에 관련된 미시적 차원의 정당성 분석까지를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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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42 인력자원관리 세미나 (Seminar in Human Resource Management)

본 과목은 공공부문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바람직한 인력자원관리체계를 탐구한다. 이리하여

핵심역량을 채용, 동기부여, 능력개발, 인력의 수급문제 등을 체계적으로 다룬다.

00204 인사정책론 (Theory of Personnel Policy)

공무원의 모집에서 정년퇴직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인사행정 과정 속에서 중요한 인사정책문제를

발췌하여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현실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행정개혁과 관련한

인사문제에 중점을 둔다.

05523 사회복지행정론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사회복지행정의 의의와 발전, 사회복지행정의 가치와 기본이념, 사회복지제도와 정책의 근간이

되는 사회보장제도, 사회복지정책을 구성하는 사대 요소(사회복지행정조직과 전달체계, 급여대

상, 급여행태, 재원), 우리나라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복지

행정의 발전과제 등을 파악함으로써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의 실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00207 재무행정론 (Financial Administration)

재무행정의 개념과 기구를 검토하고, 예산과정(4단계)을 연구하고, 예산과 재정과의 관계 등을

연구한다. 예산제도의 개혁,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국가재정 정책과 공공부문을 비교, 검토한다.

정부의 재정정책과 경제정책과 연계하여 정치경제학적 접근을 모색한다.

00208 정부예산론 (Government budgeting)

재무행정론에서 다룬 제반이론을 기초로 하여 선진국과 후진국의 예산과정 등을 비교, 분석하

고, 예산제도의 발전방향을 연구한다. 세계화, 국제경쟁시대에 대비하는 정부예산의 기능과 역

할 등을 연구한다.

01367 정부PR론 (Public Relations in Government)

정부의 대내․외적 홍보방법과 사례에 대하여 분석․평가하고 이에 대해 토론한다. 정부PR 사

례의 세미나를 통해, 정부홍보정책의 분석․평가능력을 배양하고 대안모색 및 정책제언 개발능

력을 향상시킨다.

01361 정책사례연구세미나 (Seminar in case study of Public Policy)

한국정책의 형성, 집행, 평가과정과 관련하여 국내외의 중요사례를 중심으로 분석․검토하여 실

제적 정책분석을 위한 접근적 이론모형 수립에 초점을 둔 정책과학의 이론과 실제를 연습한다.

00211 정책집행 및 평가론(Policy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정책집행과정에서 야기되는 정치적, 행정적 제 문제를 논의하여 정책집행의 합목적성, 고객과의

관계 등에 비중을 둔다. 또한 정책과정에 대한 평가를 위한 방법론, 평가기법들에 대해 토론한다.

00215 정치과정 세미나 (Seminar in Political Process)

민주주의의 원칙으로 목적보다는 그 과정을 중요시하는 것처럼, 정책결정에서 그 수행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이론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여러 나라의 사례를 발굴하고 비교하여 이상적인 정치과

정모델을 찾으려는 과목이다.

00217 정치이론과 행정 (Political Theory and Public Administration)

여러 형태의 정치사상을 기초로 한 이론들을 그 제창자와 연대에 따라 분류하여 정리하고 평가

한 후, 이들 이론이 실제 행정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또 미쳐야 하는가를 심층적으

로 탐구하는 과목이다.

00218 조직관리론 (The Theory of Organization Management)

본 교과목은 조직에 관한 연구를 개방체제의 입장에서 조직의 구조와 과정, 인간 및 환경과의

관계에 초점을 탐색한다. 더욱이 공공부문 조직에의 사례분석을 통해 이론과 실제에서의 실태를

함께 연구한다.

00219 조직이론 (Organization Theory)

본 교과목은 조직에 관련한 다양한 이론을 역사적 전개과정에 따라 심도있게 탐구하고, 특히 현

대적 조직이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최근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행정조직이론을 체계적으로 학습

한다.

015171 지역사회복지론 (Community Welfare and Development)

사회복지에 관한 이론들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원조기술에 대한 이론과 방법을 분석하고 연구

하는 과목이다. 이 과목에서는 구체적으로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이론 습득을 통해 지역사회복지

의 실제 적용 사례를 연구하고, 지역사회복지의 발전방안에 대해 연구한다.

00220 지방의회론 (Council of Local Government)

지방자치의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되는 지방의회에 관하여 각국의 제도를 소개하고, 지방의회의

유형과 지방의회의 권한, 조직, 지방의회의 구성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관계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바람직한 운영방향을 모색해 본다.

00222 지방재정론 (Local Public Finance)

지방재정의 구조와 특성을 살피고 중앙재정과의 관계와 그 유용성을 연구하여 지방시대의 발전

에 도모한다. 지방자치제도의 정척과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지방재정자

립도의 향상 방안 등을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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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23 지역개발정책세미나 (Seminar on Regional Development Policy)

지역개발의 접근 방식의 이론들을 시대별로 정리하고 비교설명하고, 지역개발의 분석 및 계획기

법들을 다룬다. 국토종합개발계획, 각지방정부의 지역개발계획과 외국의 지역개발사례들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우리나라 지역개발 정책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지역개발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

방정부간의 협력에 바탕을 둔 지역개발 방향을 모색한다.

00228 행정이론 (The Theory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의 여러 가지 이론들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비교, 연구한 후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

한다. 최근의 사회과학분야 인접학문의 여러 이론들과 비교연구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연구 분석한다.

00229 행정조사와 통계분석 (Administrative Research and Statistics)

본 과목은 과학적 연구방법과 경험적 조사과정에 놓여있는 주요한 개념에 대한 이해와 표본에

담겨진 정보를 토대로 모집단에 대하여 추론하는 통계적 기술능력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둔다.

00231 행정통제와 감사론 (Administrative Control and Auditing)

관료제의 팽창에 대응하여 전통적인 민주주의 체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행정의 책임을 제고할

수 있는 각종의 행정통제의 이론, 수단 및 전략방안과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에 연계된 각 국의

감사기법과 이념 및 실제를 통하여 합리적인 감사과정을 설계하고 현대적 행정환경에 부합되는

감사기법을 모색한다.

01274 행정학연구방법론 (Research Methods for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 연구에 대한 기존의 방법론들을 검토하고 최근에 주장되고 있는 연구방법론 등을 소개한

다. 이와 아울러 학위논문을 준비하는 원생들에게 방법론적 틀을 설정케 하고 토론 및 평가한다.

고령화와 복지정책 (Aging society and social welfare policy)

본 과목은 인구고령화 현상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고령화의 부정적 및 긍정적 현상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국내외 주요 복지정책(소득보장, 주거보장, 취업지원, 사회서비스 등)을 검토한다.

이에 기반하여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바람직한 노인복지정책의 방향과 프로그램을 모색한다.

공공기획론 (Planning Theory)

현대행정에서 공공부문의 기획환경을 이해하고, 관련된 이론과 제도 및 실제 운영에

관하여 숙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기획이론, 기획제도의 발달, 기획

추진과정과 과제, 기획기법과 실제 등을 학습한다.



교통안전론 각론 (Discussion of Traffic Safety Theories)

각 국가들의 교통사고 감소 모범 사례 수집 및 발표를 통해 한국의 교통사고 예방기법의 효율적

추진 방향을 제시하며 향후 3E 측면에서의 교통사고 예방강화 대책을 찾아 학습한다.

국가안전관리 세미나 (Seminar of National Safety Management )

도시화·정보화 등의 급속한 재난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의 재난관리 계획 및 안전 관

리의 중요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 해외 주요국의 국가안전관리 및 ICT 동향을 이해하고, 대

응 기능 강화와 실효성 확보 방안을 연구한다.

글로벌안전관리론 (Global Safety Management Theories)

선진국의 글로벌 안전관리 모범사례를 고찰하고 개도국의 글로벌 안전관리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실천할 기법과 유능한 안전관리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제반을 강의 한다.

대형재난관리 세미나 (Seminar of Huge Disaster Management)

대형 재난의 원인을 분석한 후 대응 전략을 모색하며 재난의 특성, 재난 관련 패러다임, 법, 제

도 등을 고찰하며 향후 대형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기법을 연구한다

비교복지론(Comparative Welfare Studies)

전 세계적으로 사회복지의 영역과 유형이 확장되고 국가별로 복지체제의 내용과 양상이 다양화

됨에 따라 사회복지 연구에 있어서 비교학적인 관점의 연구이론, 연구방법론 등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이에 본 강의는 학생들에게 비교 사회복지 연구를 소개하고 그 이론과 방법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산업입지론세미나 (Seminar on Industrial Location)

본 교과목은 인간의 경제활동 특성과 공간구조의 상호작용 관계를 검토한다. 인간활동과 공간의

상호작용은 지역개발의 수단인 동시에 목적이기도 하다. 경제활동과 공간의 상호작용 관계를 검

토, 연구한다. 인간의 활동은 이미 형성되어 있는 공간구조에 의해 구속받기도 하지만 또 다른

공간구조를 형성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산업의 입지는 지역개발의 중요한 수단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생활안전 세미나 (Seminar of Lifelong Safety)

각종 생활안전 사고 유형과 예방법을 살펴보고 일상 삶속에서 안전을 생활화 할 수 있는 실천기

법을 도출하여 널리 확산시킬 수 있는 기법을 연구한다.

안전문화 세미나 (Seminar of Safety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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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안전문화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선진국의 안전문화 정착사례 발표를 통해 한국의 안전문화

정착 방안을 도출한다.

위기관리론 각론 (Discussion of Risk Management Theories)

위기관리의 이론을 이해하고 현대사회의 위기관리에 대하여 이해한다. 해외진출기업의 위기관리

와 시스템 관점에서 위기 프로세스를 학습한다. 돌발적 사태의 기업에서의 위기대응 및 사례를

이해한다. 잡스의 죽음으로 본 해외대기업의 위기관리경영을 알아본다. 해외에서의 위기관리대

응법과 국내에서의 위기관리대응법의 차이를 알아보고 관리하는법을 학습한다. 위기관리의 메뉴

얼과 시나리오를 통한 대응방법과의 규정을 알아보고 작성법을 학습한다.

조직행태연구(Organizational Behavior Studies)

본 교과목은 조직에서 개인과 집단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변수를 체계적으로 탐색

한다. 조직행태연구를 통하여, 급변하는 조직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관리자가 효과적으로 조직의

관리와 운영하는데 있어 바람직한 방안을 합리적으로 설계하도록 도움을 제공한다

재난관리 세미나 (Seminar of Disaster Management)

재난관리의 자연재난, 인적재난, 사회적 재난의 이론적 내용과 대응 방안 및 선진국의 재난 대

비 상황을 이해하여 재난위기 관리능력 및 재난관리에 향후 해결방안을 연구하는데 있다.

정부혁신세미나(Seminar in Reinventing Government)

본 교과목은 경쟁력 있는 정부, 투명한 정부, 고객지향적인 정부를 위한 과제가 무엇이며, 이를

위해 선진 각 국가들의 혁신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정부가 추진해야 할 핵심

적인 혁신 과제를 체계적으로 탐색하는 것이다.

지방자치세미나 (Seminar on Local Autonomy)

본 교과목은 지방자치의 원리,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의 관계, 지방정부의 기관구성과 관련한 명

분과 실익을 다룬다. 지방자치는 지역발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지역문제 해결방식으로 지

역문제가 다르면 지방자치 접근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근간인 보충성의 원칙

과 지역균형발전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관계를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달리 정의될 수 있

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과목은 지역개발 주체로서의 지방정부와 주민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지방자치 유형을 검토한다.



지방행정연구 (Local Administration Research)

지방행정 체계와 관리방법에 대한 이론 및 제도의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행정 현

상과 관련 이슈들을 심층적으로 탐구한다. 덧붙여 지방행정의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체계적으

로 분석하여 이론과 실제의 접목을 시도하고, 효과적인 지역사회 발전전략을 제시한다.

지역개발과 환경 (Regional Development and Environment)

개발은 통상 환경변화를 초래한다. 따라서 지역개발은 지역발전이라는 ‘편익’과 환경영향이라는

‘비용’의 비교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검토한다. 기후변화 등 각종 인류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비용’은 이미 산업사회가 미리 할인받아 사용한 ‘편익’의 대가로 산출된다. 따라서 이 과목

은 지역개발 정책수단을 정책목표와 연계하기 위하여 지역발전의 의미를 환경적 관점에서 접근

한다.

지역개발론 (Regional Development Theory)

본 교과목은 지역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논리와 이론 및 패러다임을 검토한다. 특히

지역발전은 시대와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고, 이러한 지역발전 의미에 따

라 지역개발 수단도 달라진다. 무엇보다 현재 지역 주민이 바라는 지역발전과 미래 세대에게 필

요한 지역발전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이 과목은 지역발전 수단에 따라 다른 사회적 할인율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개발 이론을 검토하고 지역개발 사례별로 다양한 평가체제를 연구한다.

지역계획론 세미나 (Seminar on Regional Planning)

이 과목은 지역변화를 관리하기 위한 이론을 탐색한다. 지역개발은 적극적으로 자원을 투입하여

바람직한 지역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공공부문의 노력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지역의 변화를 관

리하기 위해서는 지역문제를 조사, 분석, 확인하기 위한 실체적 영역과 변화방향을 결정하기 위

한 가치판단 및 절차적 영역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 과목은 지역조사, 지역문제 확인, 지역

발전 목표 설정, 문제와 목표를 연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 설정 및 비교, 최적 대안의 선정 및

실천, 결과 평가 및 다음 단계로의 환류를 연구한다.

질적연구 방법론(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본 교과는 질적 연구 방법의 원리의 이해를 바탕으로 현지연구를 수행하고, 그 과정에

서 획득한 자료들을 질적 연구 기법으로 분석하여 한 편의 연구보고서로 완성해 내는

능력을 기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학생들은 질적연구의 원리와 방법을 선행연구의 검

토를 통하여 이해하며, 질적 자료를 다루는 연습을 통해 연구 역량을 높인다.

청소년 복지론(Social Welfare with Youth)

이 과목에서는 청소년의 발달특성 및 이론적 접근방법과 함께 다양한 청소년문제 ( 예 : 가출,

비행, 우울, 불안, 자살 등 )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청소년 복지정책 현황과 문제점을 고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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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청소년 복지정책의 방향과 프로그램을 모색한다.

행정학연구세미나(Seminar in Public Administration Studies)

본 교과목은 현대 행정학 연구에서 주류를 이루는 패러다임들과 문헌분석과 토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과목이다. 이 교과목을 통해 행정학 연구에서 생성된 주요이론의 배경, 함축된 내용

및 현대 행정학연구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논쟁들을 체계적으로 탐색한다.

6. 학과소개 / Introduction of Department

우리 행정학과 대학원 과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과 공기업, 시민단체와 민간

기관에 지도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분들에게 전문적 지식을 학습하는 과정과 우리사회의 다

양한 공적 혹은 사적 분야에서 지도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는데 교육을 목표

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 대학원은 국가와 공공부문의 조직관리 원리 및 정책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을 학습하도록 설계하고 있다. 행정과 정책의 이론적 측면뿐만 아니라 실무적인 측면에서 문제

해결능력을 제고하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졸업생들은 우리사회 각 분야에 다양하게 진출하여 전문적 지도자적 역량을 발휘하고 있

고, 끊임없는 자기개발을 통해 국가 및 지역사회에서 공헌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