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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학과 Department of Regional Planning

사무실 : 글로벌캠퍼스 비전타워  601호 / 수여학위명 : 행정학석사, 행정학박사(지역개발전공)
Office : Global Campus, Vision Tower Room #601

수여학위명 : Ma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Ph.D. of Public Administration
TEL : 031-750-5254  FAX : 031-750-8622

1. 교육목표 / Academic Goals

   지역개발학 연구 및 실무 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하여

▶ 지역정책에 대한 독자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이론들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 실제 지역개발에서의 대표적 사례를 선택하여 정책결정과정 및 집행과정을 분석․평가하며,

▶ 한국 지역개발 분야의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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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과정 석사 박사

전공분야
계획이론, 정책학, 지방자치, 도시행정,
도시정책, 지역경제, 도시 및 지역계획
실무, 지역사회개발, 환경정책

지역개발론, 정책학, 지방자치와 지역발
전론, 부동산정책, 도시행정, 지역경제,
도시 및 지역계획, 지역사회개발, 환경정
책

연구분야

지역개발행정, 정책학, 지방자치, 계획이
론, 지방정부론, 부동산정책, 도시(개발)
론, 지역 및 도시경제, 지방재정, 산업입
지, 지역사회학, 조사방법, 환경정책

지역개발행정, 정책학, 지방자치론, 지역
계획, 부동산정책, 도시(개발)론, 지역
및 도시경제, 지방재정, 계획이론, 산업
입지, 지역사회학, 조사방법, 환경정책

3. 교수현황 / Professors

    

직급 성명 학위 전공분야 E-Mail

교수 소진광
행정학박사
(서울대학교)

지역계획

부교수 박종선
행정학박사

(Florida State Univ.)
지방행정

석좌교수 이달곤
정책학박사

(Harvard Univ.)
정책학

겸임교수 이기덕
정책학박사

(London Univ.)
환경정책

외래교수 임경수
경제학박사

(중앙대학교)
지역개발

4. 학과내규

1) 입학관련사항은 대학원 입학시행내규에 준한다.

2)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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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한다. 단, 1차 학기에는 예비 지도교수를 선택할 수 있다.

(2) 학생은 본인이 전공하고자 하는 분야의 교수와 연구계획을 상의하여 지도교수의 승인

을 얻은 후, 학과 교수회의에서 최종 결정한다. 지도교수의 선정에 어려움이 있는 학

생은 주임교수와 상의한다.

(3)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은 원칙적으로 두 번째 등록학기 종료 전에 신,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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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은 후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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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3) 학점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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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할 최저 수료 학점은 36학점이다.

4) 선수과목

(1) 학위과정과 동일전공을 이수하지 않은 원생은 학점이수와 별도로 선수과목을 이수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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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확인 하에 대학원장이 승인한다.

5) 종합시험 과목

과정 시험과목 비고

석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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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동일 교수가 최
대 2 과목까지만 출
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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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가 최
대 2 과목까지만 출
제 가능

6) 논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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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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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학위청구논문 예비공개발표회(Proposal)

(1)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원생은 석․박사과정 공히 논문제출 1학기 전에 공개

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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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임교수가 상의하

여 개최일 일주일 전에 모든 원생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석사학위논문 및 박사학위논문 예비공개발표회의 평가는 예비공개발표회에 참석한 학

과 교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2) 박사과정의 경우 추가적으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예비 논문은 공개발표 15일 전까지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주임교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원생 대표는 공개발표일 일주일 전까지 논문집을 전임교수 및 재학 중인 모든 원생

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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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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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한 원생은 6차 학기에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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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주임교수에게 4월 말 또는 10월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5. 교과목해설 / Courses and Syllabuses

<석사학위과정>

02112 산업입지론 (Industrial Location Theory)

공간상에서 전개되는 경제활동구조변화를 검토하고 공간과 경제활동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한다. 특히 경제활

동의 공간입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 인자를 분석하고, 산업 활동 유형별 입지특성을 이해하는데 중점을 

둔다. 

02113 지구 환경론 (Global Environmental Studies)

환경문제의 국제화에 관한 동향 및 이의 지역적 실천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에 대해 연구 및 토의한다.

02114 지방재정론 연구 (Local Public Finance Studies)

지방정부의 관리현상을 재정적 측면에서 파악하고, 세무와 재무관리 등을 포괄적으로 학습한다. 도시재정의 

기능과 특성,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지방재정조정제도, 각종 지방예산제도 및 행태, 지방 세출과 지역 경

제 활성화 간의 관계 및 각종 재정 관리법 등을 다룬다.

02116 지역사회개발세미나 (Seminar in Community Development)

지역사회개발의 개념과 원리 및 기초이론을 파악하고 특정 지역사회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해 그 지역사회의 

개발 잠재력과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적합한 사회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하도록 하는데 목표가 있다.

02117 지역개발론 특강 (Topics in Regional Development Studies)

다양한 지역개발학문 분야의 최신자료 및 이론을 이해하고 심도 있게 토의함으로써 지역개발이론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한다. 

02119 조사방법론 연구 (Social Research Methodology Studies)

지역사회를 경험적으로 연구하는데 필요한 방법론적 기법들을 강의한다. 이론 과목에서 배운 내용들을 지역

사회의 문제와 연결시켜 실제 지역사회의 구조와 변동을 연구하는 방법을 공부한다. 수량적 접근법을 중심으

로 자료 수집, 처리 및 분석의 과정에 익숙토록 하는 것이 이 교과목의 목표이다.

02122 환경정책론 (Environmental Policy)

환경정책의 수립 시 고려되어야 할 과학적 요인들에 대하여 논의하고 이들과 연관 지어 현재 국내의 중요환

경정책들을 검토 및 평가한다. 환경문제의 배경, 관련규정 및 기술적 방안들은 토의하여 심도 있는 이해 및 

문제접근 능력을 배양한다.

03618 도시정책론 (Urban Policy)

주택, 교통, 토지, 환경, 성장관리 등의 주요 도시문제에 대한 도시정부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이해, 

그리고 기존 도시정책의 분석 및 평가를 통한 새로운 전략을 연구한다.

03620 계획이론 (Planning Theory)

계획철학의 변천과 계획이론체계를 검토하고 사회변동과정에서 제기되는 지역 및 도시계획의 절차논리를 공

간정책 측면에서 접근한다. 특히 도시와 지역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계획 활동을 통해 극복․해결하기 위해 

문제 확인, 목표 정립, 제약요소 확인, 미래 예측, 대안의 설정과 비교․분석 및 최종수단의 선택에 이르는 일

련의 절차와 지역 및 도시문제와 관련된 변수의 조작적 과정과 관련된 기법을 연구한다. 

03621 도시 사회학 (Urban Sociology)

사회학적 상상력과 지리학적 상상력을 통해서 인구, 구조물, 교육, 직업, 환경 등과 같은 사회 자원과 그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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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러싼 권력관계가 어떻게 공간적으로 분포하고 그것은 어떠한 사회적 결과를 갖는가를 연구한다. 도시의 형

성과 변화, 현대 도시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사회학적인 이해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도시현상을 

파악하는 시각과 관념틀 그리고 그 실천적 문제성의 제시에 있다.

03622 지방자치론 (Korean Local Government)

지방자치의 기원과 원리, 발달과정 및 각국의 제도를 고찰하고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현황 및 발전방향을 조

사․연구한다. 특히 지방자치의 실익 측면에서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의 연관성에 대한 연계논리 개발 및 탐구

와 지방자치를 통한 주민들의 역할에 대해 연구한다.   

03755 도시론 연구 (Urbanology Studies)

일반적인 도시화의 원인과 전개과정, 도시기능체계(주택, 산업, 위락, 교통 등의 도시 활동)와 도시공간구조

(도시토지이용 등) 그리고 그로부터 비롯되는 각종 도시문제 등 제반 도시현상을 포괄적으로 학습한다. 

03756 도시재개발세미나 (Seminar in Urban Renewal)

도시의 성장과 도시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공간구조의 재편, 토지의 재이용, 재건축 등에 관한 개발방식을 

체계적으로 이해한다. 도심재개발, 불량촌의 재개발과 재건축, 지구환경개선사업 및 공공시설개발 등에 관련

된 개발기법과 사회․경제적 효과 등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03757 지역경제분석 연구 (Regional Economic Analysis)

지역개발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역경제계획은 지역경제의 현황파악을 통한 지역경제의 잠재력과 문제점이 반

영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지역의 경제현상과 특성 그리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지역경제 성

장전략 수립에 필요한 지역경제 정보습득능력을 배양시키는데 주안점을 두며 지역 경제 분석에 필요한 지식

과 기법을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입지분석, 경제기반분석, 투입-산출분석, 지역사회계정, 변화-할당분석, 지

역재정분석 및 계량경제 모형수립 등을 다룬다.

03758 협상론 (Conflict Resolution)

점차 다양한 이해집단으로 분화되어 가고 있는 현대 도시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설득방법과 협상기술이

다. 공공단체 간, 공공과 민간, 민간과 민간부문 사이의 교섭원칙을 체득하고 현실적 응용력을 배양한다.

03759 지역개발정책세미나 (Seminar in Regional Development Policy)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개발 정책의 목표, 효율성과 형평성의 문제, 지역의 복지수준, 각종 지역개

발 정책수단, 지역개발정책의 경험과 평가 등에 대하여 토론하고 지역개발정책 분야의 문제에 대한 이론검토 

및 대안탐색기법을 연구한다.

03760 도시발달사 (History of Urban Growth)

도시사는 도시발달사, 도시 이론사 및 도시계획사로 나눈다. 도시발달사는 인류역사에서 도시생성과 발달, 

도시화의 흐름, 도시의 변화 및 다른 부문과의 관계를 다룬다. 도시 이론사는 도시관 내지 사상 그리고 도시

이론의 역사적 흐름을 살핀다. 도시 계획사는 시기별로 시대상황과 도시계획의 이념 및 방법, 도시계획수립 

주도세력의 의도와 형태, 환경적 요인, 도시계획과 도시 발달 간 관계 등을 살핀다.

03761 도시공기업론 (Municipal Enterprise)

지방자치의 실시와 함께 날로 확대되고 있는 도시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의 한계를 고찰하고, 공기업의 방

향모색, 전출부문 규모 등에 관하여 연구하고 외국의 도시공기업과 비교․연구한다.

03762 도시사회조직론 (Urban Social Organization)

현대인의 생활 대부분은 조직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조직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지속적으

로 확대되어 온 과정으로 근대화를 이해할 수도 있을 만큼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 교과목에서는 사회조직에 관한 다양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조직을 보는 관점들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고 스스로 실제 존재하는 조직현상을 창의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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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763 에너지와 환경세미나 (Seminar in Energy and Environment)

에너지 정책을 새로운 시대적 여건인 개발과 환경의 조화라는 정책수립 환경 하에서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

용을 위한 각종 정책들의 포괄적 연구와 토의를 통해 현실적 대안을 제시한다.

03764 지역 및 도시계획세미나 (Seminar in Regional and Urban Planning)

지역개발과 계획이론에 대한 기초와 원론적 바탕을 이미 갖추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지역계획과 지역개발이

론의 최신동향과 이론적 쟁점들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지역개발계획 및 정책의 비교연구에 초

점을 두고자 한다. 특히 우리나라 지역개발 및 계획의 역사적 전개와 관련하여 지역주의와 지역계획, 지방자

치와 지역계획과 관련한 새로운 접근 방법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03765 도시관리론 (Urban Management)

도시 관리 체계에 대한 기본적 이론전개와 도시 관리의 제측면, 즉 인력 및 주민관리, 조직관리, 정보관리, 생

활환경과 도시서비스 체계관리, 재무관리, 토지 및 주택문제와 도시성장관리에 대한 고급관리자로서 관리능력

과 현실적 이해를 기르는데 목적을 둔다. 또한 도시 관리에 대한 우리나라 및 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도시 

관리에 대한 종합적 판단력과 응용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03766 문화경제세미나 (Seminar in Culture and Economics)

도시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도시문화 발전을 위한 행정시책을 학습한다. 문화발전과 정부의 역할, 지

방문화와 지역발전, 도시행정의 문화화, 지역문화의 산업화, 국내외 문화행정시책 및 문화도시의 사례 등을 

연구한다.

03768 환경관리세미나 (Seminar in Environment Management)

도시개발에 따른 도시자연환경의 오염과 파괴현상을 살펴보고, 이를 방지․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살펴본다. 대

기, 수질, 소음, 진동, 폐기물 오염과 자연녹지의 파괴 등의 실태와 원인을 살펴보고, 각종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Ecopolis 등에 대해 알아본다.

03769 주택정책론 (Housing Policy)

주택의 정치, 경제, 사회적 의미를 소개함으로써, 물리적 공급위주의 정책에서 오는 결함을 보완하는데 역점

을 둔다. 특히 주택수요, 주택공급이론, 주택금융, 택지개발, 공공임대 주택정책 및 주택시장 등에 관해 소개

한다.

03770 교통정책론 (Transportation Policy)

도시성장에 따른 장래교통수요예측, 교통수단의 특성과 소비자 선택 행태, 대안의 성안과 비교평가분석 등에 

관한 이론과 모형들의 연구를 통해 도시교통의 특성과 교통문제를 이해한 후, 교통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통수요관리정책, 대중교통정책, 주차장 및 보행, 장․단기교통계획, 자치구 교통개선계획 등의 교통

정책 전반을 개관한다.

03771 토지정책론 (Land Policy)

인간과 토지, 토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토지의 현황, 토지의 공급 및 수요 등에 관한 효과적인 정책수립 이론 

및 모형, 정책결정과정 등에 관하여 연구한다.

03772 공공투자분석 (Public Investment Analysis)

비용-편익분석 등 공공투자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기법을 학습하고, 도시정부의 투자심사 분석의 실제를 

살펴본다. 또한 공공투자정책의 이론적 배경을 이해하도록 한다. 

03773 지역 및 도시 관련 법규 (Law of Regional and Urban Planning)

도시개발 및 관리에 관련된 제반 법규를 검토한다. 즉 도시계획법과 도시개발법, 도시 정비 관련법 및 기타 

공공시설관련 법들은 물론 조례와 규칙 등 도시정부의 주요 자치법규를 개관한다.

03893 지방행정세미나 (Seminar in Local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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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정부간의 사무기능 배분, 지방정부의 행․재정 기능, 지방행정에의 주민참여 등에 대한 논의를 통

해 지방행정의 실제를 구체적으로 연구한다. 

05119 도시경영연구 (Seminar in Urban Management)

도시공공 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증가하는 수요를 세금의 증수를 통하여 대처하지 않고 도시행정에 비즈니스

의 경영기법을 접목하는 대안을 모색하고, 이용자 부담제도의 도입확대, 민영화, 제 3섹터, 등 도시 서비스의 

효율적인 공급대안을 연구, 제시한다.

05121 지방재정세미나 (Seminar in Local Public Finance)

지방재정의 특징 및 역할, 지방세입의 구조 및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지방재정조정제도, 국고보조금, 그

리고 지방세출 활동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지방재정자립도 향상 방안을 연

구한다.

06487 지역 및 도시 경제학 (Regional and Urban Economics)

지역 및 도시 경제활동 현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토대로 도시의 성장과 그에 따른 도시의 경제적․재정적 

관계를 파악․연구한다. 도시경제와 국민경제간의 기능상의 제관계를 이해하고, 도시경제의 효과를 이해한다.

<박사학위과정>

05151 지역경제학 연구 (Study on Regional Economics)

지역경제에 관한 이론적 토대에 기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정책 사례를 조사, 평가하고 그 성과에 대

하여 토론한다. 

05152 도시사회학 연구 (Study on Urban Sociology)

도시사회의 작동체계에 대하여 연구하고 도시사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회문제를 주제별로 분류, 평가하여 

발표한다. 특히 도시사회문제는 도시마다 다른 특성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에 대한 영향요인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05153 지구환경 연구 (Study on Global Environmental Studies)

지구환경의 작동체계를 검토하고 각종 지구환경 문제를 종합, 토론한다. 지구환경문제는 경제적, 사회적, 문

화적 속성과 연동되어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하면서도 잘 구분되지 않는 외부효과를 지니고 있다. 따

라서 지구환경 작동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든 인류의 개별적 특성과 지구 전체의 이해를 결합할 필요

가 있다.  

05154 지역계획론 연구 (Study on Regional Planning)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리 수립한 계획을 통해 ‘목표’와 ‘수단’ 간 연계가 필요하다. 계획이 

전제되지 않은 개발 사업은 목표가 불분명하여 비효율, 비효과적 자원남용을 초래하고 또 다른 문제를 유발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과목은 지역현상과 관련한 변수를 탐색하고 이들 변수의 상호작용 관계에 대한 

이해와 논리개발을 다룬다.  

05155 도시개발론 연구 (Study on Urban Development)

도시는 인구증가와 함께 새로운 활동을 창출하며 발전한다. 특히 도시는 한정된 토지이용의 경합으로 인해 

생산성이 일정 수준 이상인 활동만 선별적으로 유지, 관리된다. 이 과정에서 인구, 자본, 노동, 정보 등 유동

적 생산요소의 흐름으로 도시가 쇠퇴, 성장, 정체를 거듭한다. 이 과목은 이에 대한 이론에 기초하여 도시발

전 과정을 토론한다. 

05156 지방재정론 연구 (Study on Local Public Finance)

지방자치단체는 자치구역에서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재정투입을 수단으로 삼는

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 과정에 대한 이론에 기초하여 이 과목은 지방재정의 수요측정, 수입확보 및 

지출의 투명성에 관한 사례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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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7 지역조사방법 세미나 (Seminar in Social Research Methodology)

지역조사는 지역개발사업을 수행을 위한 계획 활동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에 속한다. 이러한 지역조사는 조사

대상의 선정, 조사방법의 선택 및 조사 자료의 분석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지역조사는 지역문제를 확인하고, 

지역개발사업의 목표를 정립하는데 필수적이다. 이 과목은 실제 사례지역을 선정하고 조사 설계를 통해 조사

를 수행하는 방법론을 다룬다. 

05166 지방의회 연구 (Study on the Local Council)

지방자치는 자치단체의 자기의사결정권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자기의사결정 주체인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지방의원의 역할과 의정활동 지원 등에 관한 각종 제도를 이해하고 지방의회 운영상의 문제점을 짚어

보는 것이 이 과목의 목적이다.  

05167 지방정치론 (Local Politic Theory)

지방은 주민들의 실생활 무대인 동시에 국가를 형성하는 부분요소이다. 따라서 지방의 권력은 국가권력의 기

반이 되며 주민들의 실생활 중에서 공동이익을 대변하는 장치이다. 이 과목은 이러한 지방권력의 생산, 진화 

및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다. 

05158 환경정책 연구 (Study on Environmental Policy)

지속 가능한 인류문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별 환경요소를 호가인하고 이들 요소 간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논리개발이 필요하다. 이 과목은 지속 가능한 인류문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확인하고 이들 요

소를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법을 다룬다.  

05159 지방정부론 (Local Government Studies)

지역사회 주민은 소극적 보충성의 원칙에 의해 포괄적 책임과 자립과 관련한 우선권을 가진다. 구성원 모두

의 이익이 상충하는 공공부문에서의 갈등은 정부장치를 통해 해결하는데, 특히 지역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방

정부의 조직, 재정 및 인력관리를 통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05160 지방자치와 지역발전 (Local Government and Regional Development)

지방자치는 일정 지리적 범위 안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이 스스로의 문제인식에 근거하여 바람직한 지역상황

을 설정하고, 이를 자체재원으로 실현하기 위한 주민 공동의 노력이다. 결국 지방자치는 서로 다른 것은 서

로 다른 방식으로, 같은 것은 같은 방식으로 인류 공동체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자치는 지역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실익 측면에서 접근된다. 이 과목은 지방자치의 기초이론에 근거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지역사회 공동노력을 다룬다.    

05162 산업입지정책 연구 (Study on Industrial Location Policy)

지역의 경제활동과 공간은 상호작용하여 새로운 산업경관을 형성하기도 하고 또 기존 산업경관에 의해 구속

받기도 한다. 전통적인 경제학은 자원배분과 소득분배를 다루고 있어서 ‘어디서 생산 혹은 소비할 것인

가?’라는 공간문제를 접근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 과목은 경제활동의 장소선택과 관련한 이론과 실

제를 다룬다.     

05163 세계의 지역개발정책 (Regional Development Policy in the World)

지역개발은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시도하고 있는 공공의 노력이다. 특히 다양한 나라의 지역개발정책은 공공

부문과 민간부문의 구분, 그리고 양자의 상호작용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따라서 지역개발은 단

순히 산업화 선진국의 경험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추진되어야 할 명분을 지니고 

있다. 이 과목은 세계의 다양한 나라에서 필요한 지역개발정책 과제 및 정책수단을 다룬다.  

05164 지역특화산업론 (Specialized Industry at Regional Level)

지역산업은 지역의 특수한 자원을 활용하여 비교우위를 확보한다. 따라서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업종을 선택

하고 이를 지역시장에 적응하려는 공공의 노력이 지역발전을 견인한다. 이 과목은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경

제활동에 접목하는 연계논리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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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5 지역개발과 NGO (Regional Development and NGO)

지역개발은 공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을 띠고 있어서 공공부문의 역할로 이해된다. 그러나 지역개발사업은 

개별 구성원에게 크든 작든 영향을 미친다. 결국 지역개발사업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접점에서 그 필요성

이 더욱 크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과목은 공공부문과 조직화된 주민 즉 시민사회와 NGO 등과의 역할분담

을 다룬다.

6. 학과소개

지역개발학과는 지역발전과 관련한 지방정부의 조직, 역할, 작동체계를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관련 정책사례

를 분석하기 위한 논리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발전은 과거와 현재의 문제를 미래 ‘바람직한 상태’를 

전환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다. 따라서 지역개발학은 과거와 현재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미래 ‘바람직한 

현상’을 정의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수단을 연계하는 일련의 ‘변화 관리방식’으로 정의된다. 문제

의 진단과 미래 ‘바람직한 현상’은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분야별로 다양하게 접근될 수 있고, 실천수

단은 조직운영과 자원동원으로 구분하여 접근될 수 있다. 따라서 지역개발학과에서는 지역의 공간구조, 지역

경제, 환경, 지역사회 등 분야별 공간현상을 분석하고, 지역차원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상호작용을 유

도하기 위한 지역정책론, 계획이론, 지방정부론, 지방자치, 국제개발협력 등을 연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