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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다 順)

교수명 직 위 최종출신교 학위명 연구분야 E-mail

김동환 교수 고려대학교 행정학박사 정책시스템 sddhkim@cau.ac.kr

박치성 교수 Univ. of Pittsburgh 정책학박사 NGO csp7111@cau.ac.kr

박흥식 교수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 행정학박사 정부마케팅 hspark@cau.ac.kr

박희봉 교수 Temple University 정치학박사 조직학 hbpark@cau.ac.kr

손호성 조교수 Univ. of California-Berkeley 정책학박사 공공재정 hsohn@cau.ac.kr

행정학과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1. 학과소개

 (1) 학과사무실

  가. 위치 : 법학관 9층 909호 공공인재학부 사무실

  나. 연락처 : 전화)　820-5445　/ FAX) 826-5442

               Email) caugs28@cau.ac.kr

 (2) 학과소개

  본 학과는 1963년 3월에 석사학위과정이 설치되었고, 

1980년 3월에 박사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본 학과는 공공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행정현상에 대

한 체계적 연구와 학습을 통하여 이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학자와 전문가 양성을 그 목표로 한다.

 

 (3) 교육이념, 교육목적, 교육목표

  가. 교육이념

  본 학과는 공익을 추구하는 행정의 기본가치를 중앙대학교

의 창학이념인 ‘의와 참’의 정신에 두고자 한다. 공공조직을 

공부하는 행정학도들에게 ‘의와 참'의 교육이념에 부응하여 

학문을 통해 참된 진리를 탐구하고, 올바른 인간정신을 바탕

으로 실천적 참여와 봉사를 통해 사회정의를 구현함으로써 

민주적 행정에 기여하고자 한다.

  나. 교육목적

  본 학과는 중앙대학교 대학원 설립의 기본정신과 중앙대학

교 창학이념인 ‘의와 참’의 정신을 바탕으로 자아실현과 급

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국내외 행정환경 속에서 국가의 발전

과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새로운 학술이론과 지식

을 연마하며,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공공조직의 관리자와 실

사구시적 행정 및 정책전문가의 양성을 교육목적으로 한다.

  다. 교육목표

   1) 행정현실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창의적 

사고와 과학적 연구방법에 기초하여 모색하는 연구능

력을 기른다.

   2) 행정학과 정책학에 관한 제반이론에 대한 비관적 분석

과 학제적 연구를 통하여 실사구시적 새로운 지식을 

창안한다.

   3) 현실적 행정환경 속에서 행정과 정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 자질과 행동지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해

결책을 제시하는 실천적 지식을 창출한다.

   4) 한국 특유의 행정문화의 전통적 우월성을 견지하면서 

국제적 행정환경의 변화와 추세에 부응하는 창조적이

고 개방적 안목을 기른다.

   5) 자본주의적 사회에서 발생하는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

적 배려로 공동체 의식 함양과 도덕적 판단능력에 기

초한 민주적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기른다.

(4) 세부전공

  가. 행정학 (Public Administration)

   1) 조직·인사관리 분야,

   2) 재무행정 분야,

   3) 지방자치 분야,

   4) 정보·지식관리 분야,

   5) 정책과학 분야,

   6) 도시 및 지역정책 분야,

   7) 복지, 교육, 형사, 보건 정책 분야,

   8) 정책분석 및 평가 방법론 분야, 

 (5) 교수진



- 3 -

(가나다 順)

교수명 직 위 최종출신교 학위명 연구분야 E-mail

송용찬 조교수 중앙대학교 행정학박사 도시정책 syc2070@cau.ac.kr

심준섭 교수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행정학박사 의사결정 jsshim@cau.ac.kr

이용규 교수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 행정학박사 정보체계 james@cau,ac.kr

조성한 교수 Univ. of Chicago 사회정책학박사 복지정책 johanju@cau.ac.kr

한승훈 부교수 Univ. of Pennsylvania 범죄학(형사정책)박사 정책분석 sehan@cau.ac.kr

홍준현 교수 Unive. of Pittsburgh 행정학박사 지방행정 jhhong@cau.ac.kr

2. 학과내규

 (1) 선수과목

  가. 선수과목은 하위과정의 전공(학과)을 달리하여 입학한 석․박사과정생, 외국대학(원), 전문 및 특수대학원 출신자의 경우

교과내용이 상이함에서 오는 현 전공에 대한 기본지식의 부족을 보충하고자 학과에서 교수회의를 거쳐 지정한 과목이

다. 

  나. 석사학위과정

     행정학과 이외의 타 전공 분야 졸업자로서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한 자는 대학원 시행세칙에 의거 본 학과의 교수회의가  

결정하여 교과과정표상에 명시한 전공별 학과 선수과목 15학점을 이수하여야만 졸업 학위  논문 제출자격을 갖게 된다.

  ※ 단, 부전공, 복수전공, 동종전공일 경우는 예외

다. 박사학위과정

 전문 및 특수대학원 졸업자 또는 행정학과 이외의 타 전공 분야 졸업자로서 박사학위과정에 입학자는 대학원 시행세칙

에 의거 본 학과의 교수회의가 결정하여 교과과정표상에 명시한 전공별 학과 선수과목 9학점을 이수하여야만 졸업 학위

논문 제출자격을 갖게 된다.

  ※ 단, 부전공, 복수전공, 동종전공일 경우는 예외

라. 선수과목 이수 대상 과목 현황

  1) 2010 전반기 입학생부터 적용

석사* (선택 5과목) 박사** (선택 3과목)

학점 교 과 목 명 학점 교 과 목 명

3 행정학개론 (행정학 전공 필수) 3 조사방법론 (필수)

3 정책학개론 (정책학 전공 필수) 3 행정계량분석 (필수)

3 조직과 사회 3 행정이론 (행정학 전공 필수)

3 공공인력관리론 3 정책이론 (정책학 전공 필수)

3 공공재정관리론

3 행정조사방법론

3 행정통계분석

3 정책분석론

3 정책평가론

 * 석사과정은 학부 개설과목 중에서 선택 

** 박사과정은 석사과정 개설과목 중에서 선택

  ※ 선수과목 학점은 졸업이수학점에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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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 전반기 입학생부터 적용

석사* (선택 5과목) 박사** (선택 3과목)

학점 교 과 목 명 학점 교 과 목 명

3 행정학개론 (필수) 3 조사방법론 (필수)

3 정책학개론 (필수) 3 행정계량분석 (필수)

3 조직과 사회 3 행정이론 

3 공공인력관리론 3 정책이론 

3 공공재정관리론

3 행정조사방법론

3 행정통계분석

3 정책분석론

3 정책평가론

* 석사과정은 학부 개설과목 중에서 선택 

** 박사과정은 석사과정 개설과목 중에서 선택

  ※ 선수과목 학점은 졸업이수학점에 미포함

(2) 교과과정 구성

  가. 교과목 개설 

모든 과목은 매년 1회 또는 격년 1회 개설 

구분 1학기 2학기

석사
정책이론 행정이론

조사방법론 행정계량분석

박사
질적분석방법론 고급행정이론

회귀분석과 정책연구

 

나. 타학과 개설과목의 수강 학점 상한

재학 중 타 학과에서 개설한 과목의 수강은 석사과정은 9학점까지, 박사과정은 12학점,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은 18학점까지

만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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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학위과정별 교과과정 구성

   1) 석사과정

    ⓛ 졸업에 필요한 학점: 총 10과목 30학점, 전공연구 2학점 = 32학점

    ② 교과목 체계도: 전공필수 4과목 반드시 이수 

    ③ 재학 중 동일 교·강사가 담당하는 교과목은 3과목을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음

 (1) 2019년도 후반기 입학생까지 적용

구분 행정학전공 정책학전공

선수과목 

[5과목 이수]

행정학개론 (필수) 정책학개론 (필수)

공공인력관리론, 공공재정관리론, 정책평가론, 정책분석론, 

행정조사방법론, 조직과사회, 행정통계분석 중 택 4

공통필수과목 

[2과목 이수]
조사방법론, 행정계량분석

세부전공별 필수과목

[2과목 이상 이수]

행정이론 (필수)

인사행정론, 재무행정론, 조직론,

지방행정론, 행정정보론 중 택 1

정책이론 (필수)

도시 및 지역분석론, 복지정책론,

정책평가론, 정책형성론 중 택 1

전공선택과목

갈등관리와협상론, 의사결정론, 도시행정론,

체제분석론, 한국정부론, 거버넌스와투명성

정보통신정책, 정부간관계론, 정부마케팅, 

정부와시장론, 정보사회론, 관료제론, 

비교행정론, 조직행태론, 한국행정사, 

행정학특강, 행정공학론

갈등관리와협상론, 의사결정론, 도시행정론

체제분석론, 한국정부론, 거버넌스와투명성, 

정보통신정책, 정부간관계론, 정부마케팅, 

정부와시장론, 정보사회론, 보건정책론, 

정책심리학, 정책집행론, 정책도구론, 

정책학특강, 정책사례분석연구, 정책네트워크분석론

 (2) 2022년도 후반기 입학생부터 적용

구분 행정학전공 

선수과목

[5과목 이수]

행정학개론(필수), 정책학개론(필수)

공공인력관리론, 공공재정관리론. 정책평가론, 정책분석론, 행정조사방법론, 조직과사회, 행정통계분석 중 

택 3

전공필수과목

[4과목 이수]
조사방법론, 행정계량분석, 행정이론, 정책이론

전공선택과목

고급행정계량분석, 고급정책이론, 갈등관리와협상론, 인사행정론, 재무행정론, 조직론, 정책평가론, 지방행정

론, 도시 및 지역분석론, 거버넌스와투명성, 복지정책론, 정부마케팅, 정부와시장론, 의사결정론, 도시행정론, 

행정정보론, 체제분석론, 한국정부론, 정보통신정책, 정부간관계론, 정보사회론, 관료제론, 비교행정론, 조직행

태론, 한국행정사, 행정학연습, 행정학특강, 행정공학론, 보건정책론, 정책심리학, 정책집행론, 정책도구론, 정

책학연습, 정책네트워크분석론, 정책학특강, 정책사례분석연구, 정책형성론, 인과추론과 정책연구, 근거기반정

책론, 사회실험및준실험연구설계, 회귀분석과 정책연구,

※ 2020년도 이후 석사 입학생의 경우 2022년도 교과과정을 따름.



- 6 -

구분 행정학전공 정책학전공

선수과목[3과목 이수]* 행정이론, 조사방법론, 행정계량분석, 정책이론, 조사방법론, 행정계량분석, 

공통필수과목

[3과목 이수]**
조사방법론, 행정계량분석, 질적분석방법론, 고급행정계량분석 중 택 3

세부전공별 필수과목

[3과목 이상 이수]***

고급행정이론 (필수)

인사행정론, 재무행정론, 조직론, 

지방행정론, 행정정보론, 정책이론 중 택 2

고급정책이론 (필수)

도시 및 지역분석론, 복지정책론,

정책평가론, 정책형성론, 행정이론 중 택 2

전공선택과목

갈등관리와협상론, 의사결정론, 도시행정론,

체제분석론, 한국정부론, 거버넌스와투명성

정보통신정책, 정부간관계론, 정부마케팅, 

정부와시장론, 정보사회론, 관료제론, 

비교행정론, 조직행태론, 한국행정사, 

행정학연습, 행정공학론

갈등관리와협상론, 의사결정론, 도시행정론

체제분석론, 한국정부론, 거버넌스와투명성, 

정보통신정책, 정부간관계론, 정부마케팅, 

정부와시장론, 정보사회론, 보건정책론, 

정책학특강, 정책심리학, 정책집행론, 정책도구론, 

정책학연습, 정책사례분석연구, 정책네트워크분석론

  2) 박사과정

    ⓛ 졸업에 필요한 학점: 총 10과목 30학점, 전공연구 4학점 = 34학점

    ② 교과목 체계도: 전공필수 2과목 반드시 이수 

    ③ 재학 중 동일 교·강사가 담당하는 교과목은 3과목을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음

 (1) 2019년도 후반기 입학생까지 적용

  * 선수과목으로 조사방법론과 행정계량분석을 이수한 경우, 공통필수과목으로 질적분석방법론과 고급행정계량분석을 모두 

이수해야 함.

 ** 조사방법론과 행정계량분석을 석사과정에서 이미 이수한 경우, 공통필수과목의 질적분석방법론과 고급행정계량분석 중 1

과목만 이수하면 됨.

*** 석박사 공통과목으로 개설된 필수과목을 석사과정에서 이미 이수한 경우, 박사과정에서는 이를 제외하고 세부전공별 필

수과목을 2과목 이상 이수해야 함 

 (2) 2022년도 후반기 입학생부터 적용

구분 행정학전공

선수과목

[3과목 이수]
조사방법론(필수), 행정계량분석(필수), 행정이론, 정책이론

전공필수과목 

[2과목 이수]*
고급행정이론(필수), 회귀분석과 정책연구 또는 질적분석방법론 중 택 1과목 

전공선택과목

고급행정계량분석, 고급정책이론, 갈등관리와협상론, 인사행정론, 재무행정론, 조직론, 정책평가론, 지방행정

론, 도시 및 지역분석론, 거버넌스와투명성, 복지정책론, 정부마케팅, 정부와시장론, 의사결정론, 도시행정론, 

행정정보론, 체제분석론, 한국정부론, 정보통신정책, 정부간관계론, 정보사회론, 관료제론, 비교행정론, 조직

행태론, 한국행정사, 행정학연습, 행정학특강, 행정공학론, 보건정책론, 정책심리학, 정책집행론, 정책도구론, 

정책학연습, 정책네트워크분석론, 정책학특강, 정책사례분석연구, 정책형성론 ,인과추론과 정책연구, 근거기반

정책론, 사회실험및준실험연구설계

※ 2020년도 박사 입학생의 경우 질적분석방법론, 고급행정계량분석, 고급행정이론, 고급정책이론을 전공필수과목으로 이수

해야함.

※ 2021년도 전반기부터 2022년도 전반기까지 박사 입학생의 경우 질적분석방법론, 고급행정이론을 전공필수과목으로 이수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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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행정학전공

선수과목 

[5과목 이수]

행정학개론(필수), 정책학개론(필수)

공공인력관리론, 공공재정관리론. 정책평가론, 정책분석론, 행정조사방법론, 조직과사회, 행정통계분석 중 

택 3

전공필수과목

[6과목 이수]

    행정이론(필수), 정책이론(필수), 조사방법론(필수), 행정계량분석(필수), 고급행정이론(필수), 회귀분석과 

정책연구 또는 질적분석방법론 중 택 1과목 

전공선택과목

고급행정이론, 고급행정계량분석, 갈등관리와협상론, 인사행정론, 재무행정론, 조직론, 정책평가론, 지방행정

론, 도시 및 지역분석론, 거버넌스와투명성, 복지정책론, 정부마케팅, 정부와시장론, 의사결정론, 도시행정론, 

행정정보론, 체제분석론, 한국정부론,  정보통신정책, 정부간관계론, 정보사회론, 관료제론, 비교행정론, 조직

행태론, 한국행정사, 행정학연습, 행정학특강, 행정공학론, 보건정책론, 정책심리학, 정책집행론, 정책도구론, 

정책학연습, 정책네트워크분석론, 정책학특강, 정책사례분석연구, 정책형성론, 인과추론과 정책연구, 근거기반

정책론, 사회실험및준실험연구설계

   3) 석․박사학위 통합과정

    ⓛ 졸업에 필요한 학점: 총 20과목 60학점, 전공연구 4학점 = 64학점

    ② 교과목 체계도: 전공필수 6과목 반드시 이수 

    ③ 재학 중 동일 교·강사가 담당하는 교과목은 6과목을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음

 (1) 2019년도 후반기 입학생까지 적용

구분 행정학전공 정책학전공

선수과목 

[5과목 이수]

행정학개론 (필수) 정책학개론 (필수)

공공인력관리론, 공공재정관리론. 정책평가론, 정책분석론, 

행정조사방법론, 조직과사회, 행정통계분석 중 택 4

공통필수과목 

[3과목 이수]
조사방법론, 행정계량분석, 질적분석방법론, 고급행정계량분석 중 택 3

세부전공별 필수과목

[3과목 이상 이수]

행정이론 (필수)

인사행정론, 재무행정론, 조직론,

지방행정론, 행정정보론 중 택 2

정책이론 (필수)

도시 및 지역분석론, 복지정책론,

정책평가론, 정책형성론 중 택 2

전공선택과목

갈등관리와협상론, 의사결정론, 도시행정론,

체제분석론, 한국정부론, 거버넌스와투명성

정보통신정책, 정부간관계론, 정부마케팅, 

정부와시장론, 정보사회론, 관료제론, 

비교행정론, 조직행태론, 한국행정사, 

행정학연습, 행정학특강, 행정공학론

갈등관리와협상론, 의사결정론, 도시행정론

체제분석론, 한국정부론, 거버넌스와투명성, 

정보통신정책, 정부간관계론, 정부마케팅, 

정부와시장론, 정보사회론, 보건정책론, 

정책심리학, 정책집행론, 정책도구론, 정책학연습, 

정책네트워크분석론, 정책학특강, 정책사례분석연구

 (2) 2022년도 후반기 입학생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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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MA in Public 

Administration)

CSU

(MS in Urban Studies)

행정계량분석 

(Quantitative Analysis

 : 행정)

UST 601

Applied Quantitative 

Reasoning 

공공경제론

(Public Economics: 도시) 

또는 지방재정론

(Local Public Finance: 도시)

UST 603

Public Finance

and Economics

지역경제론

(Regional Economics: 도시)

또는 도시경제론

(Urban Economics: 도시)

UST 605

Urban Spatial Structures

해당 과목 없음

UST 606

Evolution of

Human Settlements

 (3) CSU-CAU 복수학위 프로그램

  가. 입학 및 졸업요건 

   1) 학점의 교환

    - 중앙대 1년(6과목), CSU 1년(6과목) 수학 후 논문심

사 등 졸업요건을 충족하면 두 대학의  학위를 취득함.

   2) 논문 제출 및 심사

    - 석사학위 논문제출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은 해당 대

학의 학칙에 따른다.

    - 박사학위 논문자격시험 및 논문심사위원회는 중앙대 

교수 2인, CSU 교수 2인, 외부심사자 1인 등 총 5인으로 

구성한다.

   - 석사학위 논문의 경우 중앙대 석사학위는 한글 또는 

영어로 작성할수 있으나, CSU 석사학위는 반드시 영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3) 선발기준

   - 중앙대 행정학과 대학원 재학생 중 다음 조건 을 충

족한 자.

   - 석사과정

    : CSU에서 정한 TOEFL 및 GRE 성적 이상 

   - 박사과정

    : 석사과정 성적 3.5(4.5만점) 이상

    : CSU에서 정한 TOEFL 및 GRE 성적 이상

  나. 프로그램

   1) 석사학위 프로그램

   복수석사학위 프로그램에 입학하는 학생은 아래 2개 학

위프로그램 중 1개를 선택해야 한다.

I.

Master of Art(MA)

in Public Administration [중앙대]

/ Master of Public

Administration(MPA) [CSU] 

II.

Master of Art(MA)

in Public Administration [중앙대]

/ Master of Science(MS)

in Urban Studies [CSU] 

   2) 선수과목

  중앙대 행정학과 석사과정으로 입학한 학생 중 학사학위

가 행정학 관련 학문분야가 아닌 경우, Master of Art in 

Public Administration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제

시된 선수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행정학개론,   정책학개론,   조직과사회,

 공공인력관리론,   공공재정관리론, 

 조사방법론,   통계와정책, 

 정책분석론,   정책평가론   중  택 5

   3) 전공필수과목

    ① MA in Public Administration/MPA

중앙대 (MA in Public 

Administration)
CSU (MPA)

행정이론

(Public Administration: 

 Issues and Approaches

 : 행정)

PAD 600

Introduction to

Public Administration

행정계량분석 

(Quantitative Analysis

 : 행정)

또는 조사방법론 

(Research Methods: 행정)

PAD 601

Applied Quantitative 

Reasoning I

or PSC 601

Research Methods

and Statistics

공공경제론

(Public Economics : 도시)

또는 지방재정론

(Local Public Finance

 : 도시)

PAD 603 Public Finance and 

Economics

조직론 (Organization 

Theory : 행정)

PAD 604 Organizational 

Behavior

정책이론

(Public Policy: Issues and 

Approaches: 행정)

PSC 605

Public Administration 

and the Political Process

   

 ② MA in Public Administration/MS in Urban Studies

   2) 박사학위 프로그램

    (Ph.D. in Urban Studies and Public Affairs Program)

    ① 전공분야

  중앙대 행정학과 박사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은 행

정학, 정책학 중 1개를 선택해야 하고, CSU에서 아

래 5개 프로그램 중 1개를 선택해야 한다.

 - Economic Development: CSU

 - Environment: CSU

 - Housing and Neighborhood Development: C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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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CSU

행정이론 (Public 

Administration: Issues and 

Approaches: 행정)/

정책이론 (Public Policy: 

Issues and Approaches

 : 행정)*

PAD 600

Introduction to Public 

Administration or

PSC 503

Public Administration and 

the Political Process

통계분석론

(Statistics: 도시) 또는

행정계량분석 

(Quantitative Analysis: 행정)

UST 601

Applied Quantitative 

Reasoning I

도시계획기법

(Urban Planning Methods

 : 도시) 

또는 연구방법론 (Research 

Methodology: 도시)

또는 조사방법론 (Research 

Methods: 행정)

UST 601

Applied Quantitative 

Reasoning II

공공경제론

(Public Economics: 도시) 

또는 지방재정론 (Local

Public Finance: 도시)

UST 603

Public Finance

and Economics

지역경제론 (Regional 

Economics: 도시) 또는

도시경제론 (Urban 

Economics: 도시)

UST 605

Urban Spatial Structures

도시및지역정책론

(Urban and Regional 

Policy: 도시) 또는 

정책형성론 (Policy 

Formation: 행정) 또는

정책평가론 (Policy   

Evaluation : 행정)

UST 616

Systems and Processes 

of Policy Development

or

PSC 636

Policy Development

and Evaluation

중앙대

CSU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행정학과

해당과목 없음 해당과목 없음
UST 800

Urban TheoryI

해당과목 없음
고급행정이론 

(Advanced 

UST 801

Urban TheoryII

중앙대

CSU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행정학과

Theories

in Public 

Administration

: 행정) /

고급정책이론 

(Advanced 

Theories in

Public Policy

: 행정)*

/

UST 802

Logic of 

Inquiry**

응용통계

분석세미나 

(Applied 

Statistics: 도시)

고급계량분석

세미나 

(Advanced 

Seminar in

Quantitative 

Analysis: 행정)

UST 803

Quantitative 

Research 

Methods I

공간분석론 

(Spatial 

Analysis: 도시)

또는

공간분석세미나 

(Seminar in 

Spatial Analysis

: 도시) 

해당과목 없음

UST 804

 Quantitative 

Research 

Methods II

질적분석방법론

세미나

(Seminar in 

Qualitative 

Analysis: 행정)

질적분석방법론

세미나 

(Seminar in 

Qualitative 

Analysis: 행정)

UST 805

 Qualitative 

Reserch 

Methods

연구방법론

세미나

(Seminar in 

Research 

Methodology

: 도시)

연구방법론

세미나

(Seminar in 

Research 

Methodology

: 도시)

UST 806

 Research 

Methods in 

Urban Studies

 - Public Administration: CSU

 - Urban Human Services Development: CSU

    ② 선수과목

       석사학위가 행정학 관련 학문분야가 아닌 경우의 학

생들은 다음에 제시된 선수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

야 한다.

* 행정학 (Public Administration) 전공 선택시 행정이론   

(Public Administration: Issues and Approaches)이 선수   

과목이고, 정책학 (Public Policy) 전공 선택시 정책이론 

(Public Policy: Issues and Approaches)이 선수과목임.

    ③ 전공필수과목

* 행정학 (Public Administration) 전공 선택시 고급행정   

이론 (Advanced Theories in Public Administration)이    

전공필수과목이고, 정책학 (Public Policy) 전공 선택시   

고급정책이론 (Advanced Theories in Public Policy)이   

전공필수과목임.

** Public Administration 전공 선택시 UST 802 Logic of   

Inquiry가 전공필수과목임.

 (5) 지도교수 배정 및 세부전공 선택

  가. 지도교수 배정 및 전공연구

   1) 석사학위과정

    ⓛ 1차 또는 2차 학기에 재학 중인 학생은 학기말에 

지도 교수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지도교수 신청은 학과에 구비된 신청서류를 작성하

여 제출해야 한다. 단, 1인의 지도교수는 석박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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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행정학 전공 정책학 전공

석사

• 필수: 행정이론 • 필수: 정책이론

• 조직론, 

  인사행정론,

  재무행정론,

  지방행정론,

  행정정보론 중 택 1

• 기타 과목 중 택 1

• 정책형성론,

  정책평가론,

  도시 및 지역분석론,

  복지정책론 중 택 1

• 기타 과목 중 택 1

박사

• 필수: 고급행정이론 • 필수: 고급정책이론

• 조직론, 

  인사행정론,

  재무행정론,

  지방행정론,

  행정정보론 중 택 1

• 기타 과목 중 택 2

• 정책형성론,

  정책평가론,

  도시 및 지역분석론,

  복지정책론 중 택 1

• 기타 과목 중 택 2 

구분 행정학 전공

석사

3과목

행정이론

정책이론

조사방법론

박사*

4과목

필수: 고급행정이론(필수), 회귀분석과 정책연구 또는 

질적분석방법론 중 택 1과목 

전공 선택과목 중 택 2과목

석박통합 필수: 행정이론(필수), 정책이론(필수), 조사방법론(필

정생을 모두 합하여 연간 8인까지만 신규배정 받을 

수 있다.

    ③ 지도교수는 교수님 및 학생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후

에 변경할 수 있다.

    ④ 본인의 세부전공을 결정한 후에는 전공에 따른 교과

과정에 맞춰서 강의를 수강하여야 한다. (※ 교과과

정표 참조)

    ⑤ 전공 및 지도교수가 결정된 이후, 4차 학기 수강신

청시 지도교수가 개설하는 전공연구Ⅰ(2학점)을 수

강하여야 한다.

    ⑥ 기타 사항은 대학원 시행세칙에 따른다.

   2) 박사학위과정

    ⓛ 1차 또는 2차 학기에 재학 중인 학생은 학기말에 

지도 교수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지도교수 신청은 학과에 구비된 신청서류를 작성하

여 제출해야 하며, 지도교수의 최종선정은 학생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교수회의를 거쳐서 이루어

진다. 단, 1인의 지도교수는 석박사과정생을 모두 

합하여 연간 8인까지만 신규배정 받을 수 있다.

    ③ 지도교수는 교수 및 학생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후에 

변경할 수 있다.

    ④ 본인의 세부전공을 결정한 후에는 전공에 따른 교과

과정에 맞춰서 강의를 수강하여야 한다. (※ 교과과

정표 참조)

    ⑤ 전공 및 지도교수가 결정된 이후, 3차 학기 수강신

청시부터는 지도교수가 개설하는 전공연구Ⅱ(3차학

기)․Ⅲ(4차학기)을 수강하여야 한다.

    ⑥ 기타 사항은 대학원 시행세칙에 따른다.

   3) 석·박사학위 통합과정

    ⓛ 1차 또는 2차 학기에 재학 중인 학생은 학기말에 

지도 교수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지도교수 신청은 학과에 구비된 신청서류를 작성하

여 제출해야 한다. 단, 1인의 지도교수는 석박사과

정생을 모두 합하여 연간 8인까지만 신규배정 받을 

수 있다.

    ③ 지도교수는 교수 및 학생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후에 

변경할 수 있다.

    ④ 본인의 세부전공을 결정한 후에는 전공에 따른 교과

과정에 맞춰서 강의를 수강하여야 한다. (※ 교과과

정표 참조)

    ⑤ 전공 및 지도교수가 결정된 이후, 7차 학기 수강신

청시 지도교수가 개설하는 전공연구Ⅱ(7차학기)․Ⅲ
(8차학기)을 수강하여야 한다.

    ⑥ 기타 사항은 대학원 시행세칙에 따른다.

  나. 세부전공 선택

    세부전공은 1차 학기말까지 선택하여, 세부전공배정요

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6) 학위논문 제출자격시험

  가. 외국어(영어)시험

외국어(영어)시험은 1차 학기 때부터 신청 가능하며, 

성적은 계열별 상위 70% 내외에서 대학원위원회가 최

종 합격을 정한다. 다만, TOEFL 530점(CBT233점, 

IBT91점), TOEIC 780점 이상, TEPS 664점, IELTS 5

급 이상, 토픽 4급 이상 취득자는 어학시험 대체인정

서를 제출함으로서 합격한 것으로 본다(단, 어학시험 

대체인정서 제출일 현재 유효한 성적표에 한함). 

기타 사항은 대학원 시행세칙에 따른다.

  나. 전공시험

 (1) 2019년도 후반기 입학생까지 적용

 ※ 기타 과목은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결정함

 ※ 석사과정 종합시험에서 이미 응시했던 과목은 박사과정 

종합시험 대상 과목이 될 수 없음

 (2) 2022년도 후반기 입학생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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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행정학 전공

7과목

수), 행정계량분석(필수), 고급행정이론(필수), 회귀분석

과 정책연구 또는 질적분석방법론 중 택 1과목   

전공 선택과목 중 택 1과목

 ※ 2021년도 전반기부터 2022년도 전반기까지 박사 입학

생의 경우, 고급행정이론, 질적분석방법론, 조사방법론, 행

정계량분석을 필수로 시험 (석사과정 전공시험으로 이미 응

시한 경우 전공 선택과목 중 1로 대체)  

※ 석사과정에서 회귀분석과 정책연구를 기 수강한 경우, 

박사 및 석박통합의 전공시험에서는 이를 고급행정계량분석 

또는 학과 교수회의에서 지정하는 방법론 과목으로 대체하

도록 함

※ 기타 과목은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결정함

※ 석사과정 종합시험에서 이미 응시했던 과목은 박사과정 

종합시험 대상 과목이 될 수 없음

다. 출제 및 평가

   1) 종합시험 출제는 해당과목 담당교수가 함.

   2) 종합시험 평가는 해당과목 담당교수 1인과 관련분야 

교수 1인의 평가점수를 평균함.

   3) 과목당 100점 만점에 평균 8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합격. 불합격시 불합격 과목 각각에 대하여 1번의 기

회 더 부여. 단, 응시생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과 전체교수회의의 결정으로 두 번

째 재시험의 기회를 부여함.

   4) 기타 사항은 대학원 시행세칙에 따른다.

 (7) 논문 프로포절 심사

  가. 석사논문 프로포절 심사

   1) 시기 및 장소

    석사논문 프로포절 심사는 4차 학기에 실시하고, 학기 

시작 후 8주차 이내 하루를 지정하여 실시한다.

   2) 심사위원회의 구성

     석사논문 프로포절 심사위원회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본교 전임교원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장은 

호선으로 결정한다.

   3) 심사과정

    ① 석사논문 프로포절 심사 대상자는 석사과정 재학생 

및 수료생이 이에 해당된다.

    ② 석사논문 프로포절 심사를 원할 경우 학기초에 대학

원 조교에게 통보를 하며, 안내를 받도록 해야 한

다.

    ③ 석사논문 프로포절 심사 대상자들은 심사일 일주일 

전까지 발표자료를 지도교수를 포함한 전체 교수 

및 대학원 조교에게 직접, 또는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하여 전달하여야 한다. 

    ④ 석사논문 프로포절 심사 대상자들은 심사당일 발표

자료 사본을 준비하여 참석자들에게 배부하며, 개인

별로 20～30분간 논문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실시하

도록 하고, 심사위원은 논문주제의 타당성, 연구방

법의 타당성 등을 엄밀히 심사하여 수정·보완이 필

요한 사항을 지적한다.

    ⑤ 석사논문 프로포절 심사는 심사에 참석한 심사위원

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되며, 프로

포절 심사에 합격하여야만 학위논문심사를 받을 수 

있다.

    ⑥ 석사논문 프로포절 심사결과 불합격한 경우 당해 학

기에는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없다.

  나. 박사논문 프로포절 심사

   1) 시기 및 장소

     박사논문 프로포절 심사는 본심사를 시작하는 학기 이

전까지 실시한다. 장소는 논문 프로포절 심사 일정이 

확정된 이후에 추가로 홈페이지 및 학과사무실 게시판

을 통해 공고한다.

   2) 심사위원회의 구성

     박사논문 프로포절 심사위원회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본교 전임교원 4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장은 

호선으로 결정한다.

   3) 심사과정

    ① 박사논문 프로포절 심사 대상자는 박사과정 재학생 

및 수료생이 이에 해당된다.

    ② 박사논문 프로포절 심사를 원할 경우 학기초에 대학

원 조교에게 통보를 하며, 안내를 받도록 해야 한

다.

    ③ 박사논문 프로포절 심사 대상자들은 심사일 일주일 

전까지 발표자료를 지도교수를 포함한 전체 교수 

및 대학원 조교에게 직접, 또는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하여 전달하여야 한다. 

    ④ 박사논문 프로포절 심사 대상자들은 심사당일 발표

자료 사본을 준비하여 참석자들에게 배부하며, 개인

별로 20～30분간 논문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실시하

도록 하고, 심사위원은 논문주제의 타당성, 연구방

법의 타당성 등을 엄밀히 심사하여 수정·보완이 필

요한 사항을 지적한다.

    ⑤ 박사논문 프로포절 심사는 심사에 참석한 학과 교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되며, 프로포절 

심사에 합격하여야만 학위논문심사를 받을 수 있다.

    ⑥ 박사논문 프로포절 심사결과 불합격한 경우 당해 학

기에는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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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학위논문 제출자격

  가. 석사과정

   1) 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수료자 또는 수료 예정자

   2) 석사학위 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3) 연구윤리 및 논문작성법 특강 이수 후 연구윤리서약

서를 제출한 자

   4) 석사논문 프로포절 심사를 통과한 자

   5) 학과에서 지정한 공통필수과목(2과목) 및 세부전공별 

필수과목(2과목), 선수과목(5과목, 해당되는 경우)을 

이수한 자

   6) 논문 지도교수로부터 1학기 이상 논문 지도를 받은 

자

   7) 입학 후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논문 제출

시한 최종학기에 지도교수의 해외연수, 신분변동, 공

공성을 띤 학생의 해외연수, 해외유학, 해외근무 또

는 6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최장 1년간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단. 병역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미산입)

   8) 기타 사항은 대학원 시행세칙에 따른다.

  나. 박사과정

   1) 본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수료자 및 수료 예정자

   2) 박사학위 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3) 연구윤리 및 논문작성법 특강 이수 후 연구윤리서약

서를 제출한 자

   4) 논문제출 이전학기에 박사논문 프로포절 심사를 통과

한 자

   5) 학과에서 지정한 공통필수과목(2과목) 및 세부전공별 

필수과목(3과목), 선수과목(3과목, 해당되는 경우)을 

이수한 자

   6) 논문 지도교수로부터 2학기 이상 논문 지도를 받은 

자

   7) 입학 후 8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논문 제출

시한 최종학기에 지도교수의 해외연수, 신분변동, 공

공성을 띤 학생의 해외연수, 해외유학, 해외근무 또

는 6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최장 2년간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단. 병역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미산입)

   8) 박사과정 입학 후에 1편 이상의 논문을 학술진흥재단

의 등재(후보)지에 게재한 실적(공저일 경우는 주저자

이어야 한다) 

   9) 기타 사항은 대학원 시행세칙에 따른다.

 (9) 학위논문 본심사

  가. 석사논문심사

   1) 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심사위원은 본 대학교의 교수, 부교수,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본교 비전임

교수, 명예교수, 타 대학교수 및 기타 논문지도 자

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경력자로 대학원장의 승

인을 받은 자에 한함.

    ② 외부심사위원은 1인까지 위촉가능함

    ③ 심사위원은 논문심사가 개시된 이후에는 교체 불가

함

   2) 심사과정

    ① 석사논문심사는 공개발표와 내용심사 및 구술시험으

로 하고, 논문심사 일정 및 장소는 심사일 이전에 

학과사무실 게시판과 학과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②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은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하여, 

각각 평균 80점 이상, 논문심사위원 3분의 2 이상

의 찬성으로 통과함

   3) 기타 사항은 대학원 시행세칙에 따른다.

  나. 박사논문심사

   1) 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심사위원은 본 대학교의 교수, 부교수,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본교 비전임

교수, 명예교수, 타 대학교수 및 기타 논문지도 자

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경력자로 대학원장의 승

인을 받은 자에 한함.

    ② 외부심사위원은 최소 1인은 의무적으로 위촉하되 2

인을 초과할 수 없음

    ③ 심사위원은 논문심사가 개시된 이후에는 교체 불가

함

    ④ 심사위원은 학기당 2편을 초과하여 논문심사 불가

함

    ⑤ 박사논문 심사위원에는 해당 논문 프로포절 심사위

원 중 반드시 2인이 포함되어야 함.

    ⑥ 심사위원은 총 5인으로 하고, 심사위원장은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며, 공동지도인 경우에 5인 이상으로 

구성 가능.

   2) 심사과정

    ① 박사논문심사는 2회 이상이어야 하며, 각 심사일의 

간격은 최소한 7일 이상으로 하고, 심사위원 5분의 

4이상의 출석으로 진행함

    ② 박사논문심사는 공개발표(1차심사의 경우)와 내용심

사 및 구술시험으로 하고, 논문심사 일정 및 장소는 

심사일 이전에 학과사무실 게시판과 학과 홈페이지

에 공고하도록 함

    ③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은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하여, 

각각 평균 80점 이상, 논문심사위원 5분의 4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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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찬성으로 통과함

    ④ 박사논문 심사위원회는 논문심사 개시 후 8주 이내

에 심사를 완료해야 함

   3) 기타 사항은 대학원 시행세칙에 따른다.

3. 전공별 교과목

  가. 전공필수

   1) 석사과정 필수과목

 조사방법론

 (Research Methods in Public Administration) 3학점

 행정 조사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문제를 구성하고, 조사 

설계를 하며, 구체적으로 이에 대한 자료 수집 활동은 어떻

게 하여야 하는가 등에 대한 이론과 방법들을 학습한다. 설

문지의 작성 방법과 한계, 실패의 이유 등이 다루어진다.

행정계량분석 

(Quantitative Analysis for Public Decision Making) 3학점

행정 및 정책 분석에 필수적인 통계 기법에 대하여 논의하

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탐구한

다. 이 과목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은 계량분석의 개념, 중

요성, 계량화와 측정, 표본과 표본 분포, 통계적 추정, 통계

적 가설검증, 회귀분석과 상관분석, 시계열분석 등이며 강

의 진행은 과목의 특성상 전산실에서의 실습이 많다.

행정이론

(Public Administration : Issues and Approaches) 3학점

행정학에 관련된 이론들의 체계적 이해를 촉구한다. 그러나 

행정학의 이론적 탐색보다는 특정 이론에 대한 이해를 심화

시키는 데 보다 주력한다. 학생들은 강의와 토론을 통하여 

행정학의 학문적 성격을 보다 깊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

을 수 있을 것이다.

정책이론

(Public Policy : Issues and Approaches) 3학점

본 과목에서는 정책 결정과 집행 및 정책 평가에 관련된 기

초 개념과 이론들을 종합적으로 토의한다. 특히 정책학이 

등장된 배경을 이루는 후기행태주의 정치이론과 다양한 정

책학의 접근 방법 및 정책 과정 전반에 걸친 공통적인 이론

들을 논의한다.

   2) 박사과정 필수과목

고급행정이론

(Advanced Theories in Public Administration) 3학점

행정학 이론에 관한 전문 지식의 체계화는 물론 주제별 연

구와 세미나식 토론에 의한 강의 진행을 통하여 이론과 실

제의 연계를 도모하고 행정 이론의 이해와 이들의 응용능력

을 제고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 진다.

질적분석방법론(Seminar in Qualitative Analysis) 3학점

공공분야에 있어서 적지 않은 정책적 판단들이 계량적인 자

료의 한계를 넘어서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정책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계량적인 자료들 간에 존재하는 질서를 파악하기 

보다는, 정책적 판단을 가져오는 구조적 질서와 심리적 모

델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과목에서는 정책의 구조와 

심리적 모델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써 메타포 분석, 

인지 지도화, 인과지도 등의 분석 도구를 연구한다. 학생들

은 이들 분석 방법들을 자신이 원하는 정책 사례에 적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체계화된 사례 연구를 수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회귀분석과 정책연구

(Regression Methods for Policy Analysis) 3학점

Data를 활용한 정책 연구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회귀분석의 기초 이론과 회귀분석을 할 때 직면하게 되는 

여러 이슈들(다중공선성, 선택편향, 로짓 모형 등)에 대해서 

학습한다. 또한 학습한 회귀분석 기법을 실제 data를 토대

로 응용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양적 연구를 타당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나. 전공선택

   1) 석박사 공통 전공선택과목 

 고급행정계량분석

(Advanced Quantitive Analysis for Public Decision 

Making) 3학점

행정 및 정책현상을 경험적으로 연구하는데 필요한 주요한 

고급 분석기법들을 학습한다. 따라서 이 과목은 다중회귀분

석, 판별분석, 요인분석, 군집분석, 구조방정식 모델링 등 

고급통계기법을 포함한다.

고급정책이론(Advanced Theories in Public Policy) 3학점

정책학에 대한 이해를 보다 심화하기 위해 정책학 이론에 

대한 체계적 접근이 시도된다. 또한 정책 디자인과 집행에 

관한 구체적 사례를 통하여 이러한 이론적 이해의 내용과 

한계가 검토된다.

인사행정론(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3학점

인사행정기관, 인사 행정과 환경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부 

각 부처 공무원들의 선발, 근무의욕, 능력개발, 신분보정 및 

처우개선 등에 관한 내용이 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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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론(Financial Management) 3학점

본 강의에서는 예산에 관련된 기초적 이론, 예산 전과정 및 

예산 제도 개혁에 관하여 논의한다. 특히 시의 적절한 예산

상의 문제점들에 경제적, 정치적, 기술적으로 접근하여 현

실적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대안 관련 기준 제시 능력 등

의 배양에 초점을 둔다.

조직론(Organization Theory) 3학점

본 과목에서는 현대적 조직 이론에 관한 체계적 소개가 시

도된다. 구체적으로 조직을 보는 시각, 조직과 환경, 관료

제, 조직 구조, 기술 및 권력과 조직 갈등, 조직의 성장 및 

쇠퇴 등이 다루어진다.

지방행정론(Local Autonomy) 3학점

본 강의는 우리나라에서의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간의 

관계, 지역의 특성에는 정책의 개발, 집행과 지방 재정 등

에 대하여 논의한다. 특히 현실적으로 당면한 지방 자치 관

련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토의하여 참여자의 현실 대응력을 

배양시키는 데 초점을 둔다.

행정정보론(Government Information Systems) 3학점

본 과목에서는 공공 부문 연구 및 실천에 필요한 행정 전산

에 관한 기초 이론과 정보정책에 대한 이론적 개관, 정보 

기술, 정보 체계 개발, 정보 사회 및 정보 정책에 관한 제

반 사항이다. 특히 행정 전산화 및 국가간 데이터 통신 등

을 논의함으로써 정보 사회에 대한 현실적 대응력을 배양하

는 데 초점을 둔다.

도시 및 지역 분석론(Urban and Regional Analysis) 3학점

본 강의의 목표는 도시 및 지역문제의 개념과 속성을 파악

하고, 도시 및 지역분석을 위한 계량분석기법을 습득함으로

써 도시 및 지역문제에 대한 보다 분석적인 시각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 본 강의에서는 인구예측기법(extrapolation 

technique), 인구요소분석모형(cohort- component model)

과 지역경제기반모형(economic base model), 그리고 입지

상분석(location quotient analysis), 변동할당모형

(shift-share model) 등의 내용이 다루어지며, 필요에 따라 

컴퓨터의 활용이 강조된다.

복지정책론(Welfare Policy) 3학점

복지 정책의 철학과 이념, 사회 복지의 역사, 복지정책 모

형의 비교, 노인복지, 아동 및 청소년 복지, 가정 복지, 비

교사회복지제도 등에 대하여 연구한다.

정책평가론(Public Policy Evalution) 3학점

정책 평가의 목적과 종류에 관한 이론적 지식을 이해하고 

정책평가의 방법(진실험, 준실험 설계에 의한 평가)을 습득

하고 실제 사례를 적용해 본다.

정책형성론(Public Policy Formulation) 3학점

정책 형성에 관한 이론적 학습을 지양하고 현실적 정책 형

성의 감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책 형성과 정의 사례를 선

택, 집중적으로 강의하면서 토론과 질의를 병행한다.

행정학특강

(Selected Topics in Public Administration) 3학점

행정학 발전과 관심 주제에 관한 최근의 연구 경향을 배운

다. 또한 분야별로 특정 주제를 선정하여 논문과 관련 자료

를 통하여 폭넓게 연구하게 된다.

 

행정학연습(Special Issues in Public Administration) 3학점

현대 행정에서 주요 관심 대상이 되고 있는 주제들을 선정, 

이들에 관련된 이론과 자료를 검토한 후 질의와 토론을 벌

이는 방법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각론적 문제들에 대한 논

의와 더불어 개혁 과제에 대한 경험적 분석과 평가도 시도

된다.

정책학연습(Special Issues in Public Administration) 3학점

정책이론에서 다룬 정책학의 주요 개념들을 현실 문제에 적

용한 문헌, 시사성 있는 정책학 논문들을 비판적으로 평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정책 현실의 양성을 고려하여 

정책 가운데 일반적, 보편적 이론의 적용이 어려운 특수한 

문제나 특히 시사성이 높은 정책에 초점을 둔다. 

관료제론(Administrative Bureaucracy) 3학점

관료제의 개념과 성격, 관료제의 기능과 병리 현상, 관료제

와 민주주의와의 관계, 국가 발전과 관료제의 역할, 제3세

계에 있어서의 관료제가 갖는 위상 등이 다루어진다.

비교행정론(Comparative Administration) 3학점

비교행정론에서는 세계 주요 국가들의 다양한 정부형태 및 

행정체제를 상호비교하여 이들 체제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한국행정 발전에 필요한 이론․제도 및 방법을 탐

색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행정의 비교는 행정학의 과학화

를 추구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학문의 본질적 특

성이다.

조직행태론(Organizational Behavior) 3학점

본 과목에서는 공․사조직간의 차이, 조직의 환경, 정치권력, 

의사 결정, 조직의 구조와 기술, 가치, 동기 부여, 리더십, 

조직 문화, 커뮤니케이션, 그룹 역할과 갈등, 효과성 등이 

주요 학습 주제로 다루어진다. 강의는 학생들에 의한 교재

의 숙독과 토론에의 적극적 참여를 강하게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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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사

(History of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3학점

한국의 행정 체제를 역사적, 문화적, 생태적 기반을 토대로 

이해하고 이를 통하여 한국 행정학의 토착화 가능성을 탐색

한다. 또한 장차 행정 제도의 연구 및 운영을 담당하게 될 

학생들로 하여금 행정과 그 기반이 될 사회 체제에 관한 지

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행정공학론(Ergonomics in Public Administration) 3학점 

행정공학론은 공공재나 공공서비스가 인간에 미치는 신체

적, 심리적, 미적 영향과 반응, 수용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해 

그로부터 얻어진 지식과 정보를 이들의 디자인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돕는 분야이다. 행정체제나 제도, 절차, 문서, 도구, 

시설, 공간 등은 인간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과 조건 등을 

충분히 고려해 제작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노력은 인간의 

생리적 시능과 심리적 반응, 습관, 피로와 스트레스, 자극과 

표현 등에 대한 정밀한 정보를 요구한다. 정부 제도나 절

차, 프로그램이나 절차, 문서 등은 모두 그 이용자들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 과목에서

는 공공환경 또는 질서의 구축에 이러한 인간공학적 원리와 

중요성 및 그 적용 능력을 학습한다.

보건정책론(Health Policy) 3학점

이 강의는 사회복지의 중요한 지표인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 

정책 및 행정의 개념, 방법, 가치 등에 대해 다룬다. 구체적 

강의내용은 병원행정의 효율화, 보건 및 의료 서비스의 전

달체계, 보건 자료의 분석 및 활용, 보건 및 의료의 인력관

리, 보건 정책재정지원 등이 포함된다. 보건 및 복지의 통

합적 관리에 대해서도 논의 될 것이다.

정책네트워크분석론(Policy Network Analysis) 3학점

현대사회의 정책 및 행정현상은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

는 공공장소로 파악되며, 다양한 정책행위자들의 복잡한 상

호관계를 통하여 민주적인 정책과정 및 정책결정이 담보될 

수 있다. 이러한 복잡한 정책현상을 이해하는 과학적인 접

근법으로서 네트워크의 시각에 의한 정책현상의 이해가 더

욱 중요해지고 있다. 본 과목은 복잡한 정책 및 행정현상을 

파악할 수 있는 사회과학 연구방법론으로서 주로 이용되는 

사회네트워크 분석에 대한 주요 내용을 학습한다. 구체적으

로 네트워크의 구조적 파악을 위한 기초지식 습득 및 활용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사회네트워크 방법론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이론 및 연구방법론, 그리고 이러한 방법론이 적용

되는 여러 가지 정책사례를 동시에 학습함으로서 문제해결 

중심의 정책학으로서 정책 네트워크 분석의 이해를 도모한

다.

정책심리학(Psychology of Public Policy) 3학점

정책심리학이란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있어서 심리적/인

지적 요인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하는 과목이

다. 본 과목에서는 정책결정자 뿐만 아니라 여론 형성 집단 

및 정책 대상 집단의 심리적/인지적 요인에 대해서도 동일

한 정도의 비중을 부여하며, 개인의 차원뿐만 아니라 집단

과 조직의 차원에서 전개되는 심리 현상에 관하여도 논의한

다. 이를 통하여 정책결정 및 집행을 지원하는 새로운 기법

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고자 한다.

정책도구론 (Policy Instrument) 3학점

정책도구론은 정책과정을 실용적으로 디자인하기 위한 다양

한 정책도구들의 특성과 도구들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기존에는 규제, 조세, 지원금, 홍보, 업무프로세

스개선 등과 같은 다양한 정부의 도구들이 독립적으로 다루

어져 왔지만, 이러한 도구들이 정치사회경제적 맥락에 맞추

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디자인을 통해서만 성공적으로 기

능을 다 할 수 있다는 새로운 관점이 정책도구론이 가지는 

특성이자 장점이다. 이 과목은 정책도구들 중 중요한 몇가

지를 중심으로 환경적 맥락속에서 이 도구들이 어떻게 상호

작용을 하면서 정책으로 디자인되는가를 공부한다.

정책사례분석연구(Case Studies in Public Policy) 3학점

정책은 공동체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을 추구하는 활동이라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론적 논의를 넘어 이들의 현실적 

문제의 적용에서 갖는 의미와 한계를 분석하여 보는 것이 

중요하다. 본 과목에서는 구체적 사례 분석과 이들에 대한 

질의, 토론을 통하여 정책의 현실적 의미에 관한 이해를 추

구한다.

정책집행론(Public Policy Implementation) 3학점

정책 집행에 관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그동안 학습

하였던 이론을 실제 사례에 응용하여 보는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은 정책 집행에 대한 이해를 체계화할 수 있을 것이

다.

정책학특강

(Selected Topics in Public Administration) 3학점

분야별로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주제를 선정하여 토론 및 

질의 형태의 운영을 통해 현실적, 비판적 이해를 도모한다. 

학생들은 폭넓은 자료 수집과 준비가 요구된다.

갈등관리와 협상론

(Conflict Management and Negotiation) 3학점

한국 사회는 급격히 다원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익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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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들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수

단으로써 협상 역시 중요한 해결 메커니즘으로 부상하고 있

다. 이익집단들 간의 갈등을 관리하고 협상을 조정하는 것

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로 등장하였다. 본 과목은 이러한 갈

등관리와 협상에 관한 이론적 기반과 이슈를 검토한다.

거버넌스와 투명성(Governance and Transparency) 3학점

각국은 거버넌스를 21세기 지속적 발전의 핵심 조건으로 

인식한다. 이 과목은 거버넌스의 한 핵심 축이 투명성이라

는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거버넌스와 투명성 개념 또는 가

치의 발전, 필요와 사회적 수요, 구성 요소, 속성, 그리고 

이들 간 관계에 대하여 학습한다. 거버넌스는 어떤 협력적 

환경을 상정하는가, 이때 중요 가치, 요소, 참여자는 누구인

가, 거버넌스에서 투명성의 역할은 무엇인가, 어떤 정책들

이 이들의 개선을 위하여 집행되는가 등의 의문을 주요 내

용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 이 과목은 교수 강의, 학생들의 

발표, 토론, 과제 수행 등으로 진행되고,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가 요구된다. 

도시행정론(Urban Administration) 3학점

본 강의에서는 도시 정부의 형태, 도시 행정 서비스의 공

급, 인사 행정, 재무 행정, 도시권 광역 행정에 관한 이론과 

현실 문제의 분석을 통하여 도시 정책을 입안,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의사결정론(Judgment and Decision Making) 3학점

의사결정론은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판단(judgment)과 의사결정(decision making)을 하는데 도

움이 되는 다양한 의사결정 기법과 이론들을 이해한다. 특

히 행정과 정책의 시각에서 의사결정에 대한 기술적 접근과 

처방적 접근방법들을 동시에 다룬다. 이를 위해 결정분석

(decision analysis), 판단분석(judgment analysis), 휴리스

틱스와 오차(heuristics and bias), 분석적계층화(analytic 

hierarchy process) 등 주요 기법들을 이해한다.

정보통신정책(Information Policy) 3학점

본 강의는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정보통신 분야에 있어서의 

정책적 연구와 분석 및 접근에 중점을 둔다. 행정부의 전산

화와 함께 공공분야에서의 정보화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간 관계론(Intergovernmental Relations) 3학점

지방자치의 실시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그리고 지방

정부 상호간의 관계가 지방자치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본 과목에서는 정부간 관계의 이론과 더

불어 정부간 기능배분, 정부간 재정배분, 지방정부구조의 

개편, 정부간 갈등, 정부간 협력모형 등에 관한 실제적 논

의를 다루고자 한다.

정부마케팅(Government Marketing) 3학점

정부마케팅은 정부기관의 마케팅으로 경쟁시장에서 고객 지

향적 서비스 구성과 효율적 제공을 내용으로 한다. 이 과목

에서는 행정기관에서 적용 될 수 있는 마케팅 이론과 기법, 

적용분야, 경영마케팅과의 차이, 정부기관 마케팅 환경의 

특수성, 각국의 성공적 사례 등에 대하여 연구한다. 마케팅

적 시각과 접근은 경영기법 가운데 정부부문 적용여지와 가

능석이 특별히 높은 분야로 행정실무자들에게 가장 필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사회론(Information Society) 3학점

정보사회의 출현에 따른 행정 환경의 변화와 정보기술을 이

용한 행정개혁에 대한 심층적 논의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정보기술에 대한 일반적 이해와 이의 조직에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토의한다.

정부와 시장론(Government and Market) 3학점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로 대표되는 정부와 시장간의 관계

는 항상 갈등적으로 보여져왔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정부와 

시장은 서로가 없이는 완전한 모습으로 존재하기 어렵다. 

생산이 없는 공적부문도 존재할 수 없으며, 질서와 조정이 

없는 공정한 경쟁시장도 성숙될 수 없다. 따라서 공공부문

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정부와 시장간의 보완적 관계를 이

해하지 않고는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할 수 없다. 「정부와 

시장론」은 이러한 관점에서 시장의 생산성을 보완하고 규

제하기 위한 정당한 정부의 행위를 이해하기 위한 과목이

다.

체제분석론(Systems Analysis) 3학점

체제 분석의 이론적 기초를 구축하고, 체제 분석의 구체적 

방법을 습득하여 체제 분석을 현실 정책 문제에 적용한 문

헌들을 광범위하게 검토하고 분석한다.

한국정부론(Korean Government) 3학점

본 과목에서는 정부의 의미와 역할, 국문과의 관계, 한국 

정부의 역사적 전개, 정부 조직의 구조와 변천, 중앙 정부

와 지방 정부간의 관계, 지방 정부간의 관계, 정부 규모와 

능률성의 문제 등이 강의 토의된다. 

인과추론과 정책연구(Causal Inference in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cy) 3학점

사회과학 연구에 있어서 상관관계가 아닌 인과관계를 식별

할 때 유용한 인과추론(causal inference)의 여러 이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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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를 소개함. 본 과목을 통해 선행연구에서 수행된 실증

연구를 읽고 그러한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함. 또한 본인이 실제로 관심 있어 하는 

정책이나 행정 현상을 택한 후에 이 과목을 통해 배운 여러 

이론을 응용하여 인과추론 능력을 제고한다. 

근거기반정책론(Evidence-based Policy) 3학점

본 강의에서는 인과성(causality)에 기반한 ‘좋은 과학적 근

거(good scientific evidence)’이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측정하는지 대해 근거기반정책과 전통적인 정책평가방법과

의 비교를 하고, Scientific Methods Scale (SMS) 등의 체

계적 평가 기준 설정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한다. 또한 구

체적인 정책 분야에서, 실제로 어떤 정책들이 좋은 과학적 

근거를 가진 정책이며 어떤 정책들이 그렇지 못한 정책인지

에 대해 보건의료정책과 특히 형사정책의 예들을 중심으로 

논한다. 

사회실험및준실험연구설계(Social Experimental and  

Quasi-Experimental Research Designs) 3학점

 본 강의에서는 인과관계(causal relationship)에 대한 기본

적 논의를 복습하고, 인과관계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사회

과학연구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경험적 실험인 준실험 

연구설계 (empirical research designs of experiment and 

quasi-experiment) 방법들을 학습한다. 예컨대, 무작위배정

실험(Randomized Control Trials),회귀분석(Regression),이

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도수변수법

(Instrumental Variables), 회귀단절설계(Regression 

Discontinuity),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을 공부한다.    

   4) 전공연구

전공연구 Ⅰ(Studies in Major Field Ⅰ) 2학점

전공연구 Ⅱ(Studies in Major Field Ⅱ) 2학점

전공연구 Ⅲ(Studies in Major Field Ⅲ) 2학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