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1. 교육목표
공공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및 관리기법과 환경·복지·도시·과학
기술·정보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행정학자 또는 고위정책결정자가 갖추어야 할 전
문지식을 함양한다.
2. 전공분야
과 정

전공분야

석 사

일반행정학, 정책학, 도시 및 지역개발

박 사

행정학, 정책학, 도시 및 지역개발

석·박사 통합

행정학, 정책학, 도시 및 지역개발

3. 교과목해설
DCDA06572 행정철학(PHILOSOPHY OF PUBLIC ADMINISTRATION)

[3학점 3시간]

정책결정, 조직, 인사 등 행정학 각 분야의 문제점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토대가 되
는 행정사상 및 철학을 연구하고 행정관들의 정책관리에 있어서 지침이 되는 가치관의 문제
를 연구한다.
DCDA13127 정책평가론(POLICY EVALUATION)

[3학점 3시간]

1930년대 중반 이후 형성평가 또는 과정평가라는 이론으로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분
야로 바람직한 정책집행을 위해 집행과정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기 위한 이론과
기법에 대한 인식을 고양한다.
DCDA13206 재정학(PUBLIC FINANCE)

[3학점 3시간]

국가의 예산, 조세, 공채, 공공경제의 이론과 정책의 제분야를 체계적으로 이해한다.
DCDA19192 사회변동과행정(SOCIAL CHANGE & PUBLIC ADMINISTRATIONS)

[3학점 3시간]

행정과 환경과의 관계에 있어서 행정 환경에의 능동적 적응의 과정과 능력 향상 문제를 연
구하는 과목으로서, 사회변동과 행정개혁이 그 내용의 근간을 이룬다. 여기에서는 사회변동
의 제 원리, 단계, 변수, 역군 그리고 사회변동을 위한 행정개편과 이에 수반한갈등, 리더십
에 대한 진단방법을 연구한다.
DCDA20740 지방행정세미나(SEMINAR ON LOCAL ADMINISTRATION)

[3학점 3시간]

행정과 국민(주민)과의 대화, 협조 문제를 연구하는 목적으로서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추
이, 대책 등이 그 근간을 이룬다. 여기에서는 정치체제와 지방제도, 중앙집권, 지방분권의 역
학관계, 지방행정 단위와 계층, 사무배분, 지방재정, 주민참여, 중앙통제, 지방 행정 관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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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지방 행정 문화, 광역행정 등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아울러 지역개발과 도시개발도 일
정한 범위내에서 연구한다.
DCDA25502 공공관리세미나(SEMINAR ON PUBLIC MANAGEMENT)

[3학점 3시간]

고전적 행정관리 이론과 새로운 행정관리이론을 비교분석하고, 이들 다양한 이론들이 현대
행정이론의 발달과 형성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연구한다
DCDA25503 공공서비스론(THEORY OF PUBLIC SERVICE)

[3학점 3시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의 특징과 내용을 검토하고, 그 서비스 제공의 유형과 방
법을 분석하여, 그 효과적이고도 형평성있는 제공문제를 연구한다.
DCDA25504 공공재정관리(MANAGEMENT OF PUBLIC FINANCE)

[3학점 3시간]

정부는 예산과 기금 등 방대한 재정을 보유하며 운영한다. 공공재정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회계, 감사 및 정보체계 등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강의한다.
DCDA25505 공기업관리론(MANAGEMENT FOR PUBLIC ENTERPRISE)

[3학점 3시간]

공기업의 설립 원인과 분류 및 공기업의 제 관리적인 측면을 이수한 기초위에서 공기업의
조직행태별 관리이론을 연구하며 특히 행정기업과 공사형 공기업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공
사형 공기업의 관리방안을 규명한다.
DCDA25510 광역행정세미나(SEMINAR OF REGIONAL ADMINISTRATION)

[3학점 3시간]

지방자치행정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간 광역적 협력의 필요성과 추세를 검토하고, 한국의
현실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광역적 협력체제의 확립방안을 탐구한다.
DCDA25519 도시관리세미나(SEINAR ON URBAN MANAGEMENT)

[3학점 3시간]

현대사회의 도시개발을 위한 다양한 전략과 기술을 설명한다. 그리고 도시의 성장을 위한
경영전략과 도시의 발전을 위한 선진국의 도시정책을 비교·설명한다.
DCDA25526 사회과학연구방법론(SOCIAL CHANGE AND PUBLIC ADMINISTRATION)

[3학점 3시간]

현대의 행정학의 Interdisplinary Science의 성격을 띠고 있고, 이 과정에서는 이들 양자들 종
합적으로 연구하는 방법을 강구 제시한다.
DCDA25528 사회복지정책연구(THE STUDY IN SOCIAL WELFARE POLICY)

[3학점 3시간]

사회사업과 공적 부조는 물론 사회보장과 각종 사회보험 등에 관한 정책과 계획의 방향을
연구하는 것이 이 과정이다. 인간의 존엄과 인간다운 삶의 보장이 인류의 궁극 이상이라고
할진대 이 과정은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중요하고 또 전 국민의 관심대상이 되는 분야가
될 것이다.
DCDA25530 여성과관리(WOMENT AND MANAGEMENT)

[3학점 3시간]

여성행정가와 남성행정가는 목적 달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도는 같지만 방법에는 차이가
있다. 즉 여성은 업무의 합목적성과 구성원의 발전을 위한 책임을 갖는 특성을 갖고 있다.
현재를 과도기로 하는 21세기를 내다보는 관점은 행동이론 지향적이기 때문에 수동적이기보
다는 능동적이고 업무의 목표달성에 급급하기보다는 인간의 본질에 치중한 인간성의 개발에
역점을 두는데 초점을 두는 이론에 중점을 두게 된다.
DCDA25532 예산정책연구(THE STUDY IN BUDGET POLICY)

[3학점 3시간]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예산정책이 적절하게 대응하여야 하는 바, 통합 예산의 개념과 포괄
범위를 이해하고, 예산정책의 제 수단의 그 효과에 대한 분석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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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A25536 인사행정세미나(SEMINAR ON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3학점 3시간]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한 인력의 확보와 증진 문제를 연구하는 과목으로서, 합리적, 과학적인
인사관리와 민주적, 인간적 인사관리가 그 근간을 이룬다. 여기에서는 인력을 보는 시각, 인
사제도의 유형, 공직개방과 공직 전문화간의 갈등, 유능 인재의 공직 흡수 대책, 공무원의
사기와 보수, 공무원 단체, 교육훈련, 규율과 신분보장, 능력개발 등을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DCDA25539 전략기획론(STRATEGIC PLANNING)

[3학점 3시간]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전략기획은 전통적 기획이론과 구별된다. 전략 기획
이라는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는 절차와 실제의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
과 기획의 수립 및 집행 능력을 배양하려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
DCDA25546 정책사례연구(CASE STUDY ON PUBLIC POLICY)

[3학점 3시간]

정책을 연구하는 학도로서 부딪치는 실무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동시에 이론과 실제간의 격
차를 줄이는데 본 과목의 목적이 있다. 또한 거시적인 관점에서 전반적인 정책과정에 대한
이해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DCDA25547 정책의제형성론(THEORY OF PUBLIC SERVICES)

[3학점 3시간]

정책의제형성론은 사회문제 중에서 왜 어떤 문제는 정책문제로 채택되는데 비해 다른 것은
방치되는가에 대한 경험적 연구로서, Cobb과 Elder 및 Crenson 등에 의해 정책 문제 채택에
관한 이론으로 전개되어 정책과정 이론의 일부분으로 자리매김된 것이다.
DCDA25548 정책집행론(POLICY IMPLEMENTATION)

[3학점 3시간]

결정된 정책을 집행한다는 것은 자동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 변수에 따라 상이하게 진행된
다. 따라서 분석된 정책대안의 선택과정과 선택된 정책대안의 집행측면의 이론적인 연구를
통하여 정책의 형성 및 집행과정 중의 제반 변수를 정치과정과 연계시켜 단계별로 접근하는
것을 연구한다.
DCDA25550 정책학세미나(SEMINAR IN POLICY)

[3학점 3시간]

정책학의 발생배경 및 전개과정, 그리고 정책발전 등에 관하여 이론적인 고찰을 통한
Meta-policy 측면을 연구하며, 특히 사례연구를 통한 정책학을 연구한다.
DCDA25554 조사설계(RESEARCH DESIGN)

[3학점 3시간]

사회현상에서 발생한 문제를 과학적으로 분석, 조사하기 위한 과학적 조사방법을 실제적으
로 행정현상에 적용하려고 할 때 요구되는 조사설계과정을 강의한다.
DCDA25557 조직행정세미나(SEMINAR IN ORGANIZATION ADMINISTRATION)

[3학점 3시간]

조직이론의 계보에 따른 조직의 사상을 고찰하고, 조직의 구조, 조직내의 인간과 집단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행하며, 특히 행정 조직의 특수성과 관련된 조직행태에 대한 문제를 연
구한다.
DCDA25559 주민참여론(STUDY ON CITIZEN PARTICIPATION)

[3학점 3시간]

지방자치에 있어 주민이 행정에 참여하는 방법의 발전 유래와 기본원리를 연구하고, 그 참여
의 현황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주민참여제도의 확립방안을 탐구한다.
DCDA25563 중앙및지방관계론(INTERGOVERNMENTAL RELATIONS IN ADMINISTRATION)
[3학점 3시간]
국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간의 협력 관계를 연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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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목으로서, 지방행정제도,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의 범위, 지방자
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 조정, 중앙과 지방간의 분업, 기능분담 등이 그 주요 연구
과제가 된다.
DCDA25566 지방공기업론(LOCAL PUBLIC ENTERPRINSE)

[3학점 3시간]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업 경영의 필요성과 그 특징 및 득실을 검토하고 한국 지방 공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 발전방향을 탐구한다.
DCDA25568 지방세제론(STUDY ON LOCAL TAXES)

[3학점 3시간]

국가 운영에 있어서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원칙을 검토하고 지방세와 주민부담 지방세제의
운영상의 문제점 및 그 합리화방안 등을 분석 연구한다.
DCDA25579 지역사회와행정(REGIONAL SOCIOLOGY & ADMINISTRATION)

[3학점 3시간]

지역주민의 실제 생활과 행정과의 관계를 연구하여 주민생활의 변동에 따른 행정 서비스의
개선, 지역사회 시설의 설치, 행정에의 주민의 참여, 정부의 주민에 대한 정보제공 및 각종
지도 등을 그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
DCDA25586 행정개혁론(ADMINISTRATIVEREFORM)

[3학점 3시간]

행정개혁에 대한 이론과 이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을 설명한다. 미국·영국정부의 행정개혁
내옹과 한국정부의 행정개혁의 내용을 비교·설명한다.
DCDA25589 행정문화론(ADMINISTRATIVE CULTURE THEORY)

[3학점 3시간]

한 사회의 행정현상은 진공속이 아닌 그 사회의 문화속에서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즉 행정
현상 특히 최근 행정학의 비교론적 접근이 대두됨에 따라 행정 문화에 관한 연구가 중요하
게 되었는 바, 이는 국가 발전의 추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DCDA25592 행정윤리(ETHICS OF PUBLIC ADMINISTRATION)

[3학점 3시간]

행정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가치는 결국 행정조직 속에서 의사 결정을 수행하는 공무
원들에 의해 실현된다. 행정윤리란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국
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행정이 추구하는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행동
규범 등에 관한 이론을 중심으로 한다.
DCDA25599 행정커뮤니케이션(PUBLIC ADMINISTRATION AND COMMUNICATION)

[3학점 3시간]

이 과정은 석사과정의 행정 P.R론과 관련된 과목으로서 커뮤니케이션 이론은 대단히 넓은
학문체계이기 때문에 사회과학도들의 공통된 관심영역이 될 것이나, 여기서는 행정현상과
관련된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다루어 나간다.
DCDA25601 환경정책론(A SEMINAR ON ENVIRONMENTAL POLICY)

[3학점 3시간]

환경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정, 환경행정기능의 배분, 환경관련 시민운동 등 환경행정 전반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교수함과 동시에 환경문제에 관한 철학적, 사회적, 경제적 접근방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다. 아울러 환경정책 연구자 및 정책결정자들이 갖추어야 할 실용적
지식을 배양하기 위해 다양한 사레연구와 평가기법도 교수한다.
DCDA25923 지방재정론(THEORY OF LOCAL FINANCE)

[3학점 3시간]

현대사회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위상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 ‘지방재정론’은 지방정부가 공공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데 있어서 어떤 틀과 기능을 갖고 운영되는 지를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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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재정과 지방정부 재정과의 관계, 지방세입과 세출의 구조와 운영, 지방재정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강의한다.
DCDA31432 관리과학(MANAGEMENT SCIENCE)

[3학점 3시간]

이 과목은 회귀분석을 제외한 다변량분석방법에 대해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
로 변수간의 상호의존성에 관한 분석(analysis of interdependence)인 주성분분석, 요인분석,
Multidimensional Scaling, 군집분석 등을 학습하고, 변수간의 의존성에 관한 분석(analysis
of dependence)인 Canonical Correlation, 구조방정식 모형, ANOVA, 판별분석 등을 학습한
다.
DCDA31437 국가와경제(NATION & ECONOMY)

[3학점 3시간]

케인즈의 일반이론 이후, 국가의 경제개입은 날로 증대되어 왔다. ‘국가와 경제’는 정부의
경제정책과 규제 정책을 탐구한다. 경제정책에서는 경제기획, 예산정책, 산업정책, 금융정책,
공기업 등을 강의한다. 규제정책에서는 경제적 규제를 강의한다.
DCDA36620 인간관계론연구(HUMAN RELATIONS)

[3학점 3시간]

조직행태의 기초이론들을 광범위하게 연구함으로써 조직관리 및 정책관리 분야에 폭넓은 이
론적 배경을 습득하는데 목적을 둔다.
DCDA39263 지역경제론(REGIONAL ECONOMICS)

[3학점 3시간]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역사적,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실증적 연구를 통
해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을 탐구한다.
DCDA39291 행정이론세미나(SEMINAR IN ADMINISTRATIVE PRINCIPLE)

[3학점 3시간]

행정학은 다양한 학문분야과의 폭넓은 학제간 연구를 통해 다양한 이론들을 제시해 왔다.
본 교과목은 행정학의 주요 이론들의 시대적 등장배경 및 환경요인, 관련 학문과의 연계성,
이론의 주요내용, 현실적용성 및 지속적인 활용성 등에 대해 깊이있는 이해를 도모하는데 목
적이 있다. 고전적 행정이론에서 현대적 행정이론에 이르기까지의 종합적인 이해와 적용능
력 제고를 통해 미래행정환경변화에 부응하는 행정이론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DCDA44634 정부성과측정세미나(SEMINAR ON PERFORMANCE MEASUREMENT IN THE PUBLIC
SECTOR)

[3학점 3시간]

정부의 성과의 의미와 성과측정의 기술적 방법론에서 부터 조직론적 관점에서 조직성과측정
에 대한 구성원들의 수용성 제고 방안까지 다양한 주제들을 강의한다
DCDA44635 시민사회와행정(CIVIL SOCIETY AND PUBLIC ADMINISTRATION)

[3학점 3시간]

현대 시민사회와 정부경영의 관계를 거버넌스론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우리 한국사회의 바람
직한 정부와 시민사회 관계를 모색한다.
DCDA47030 지식행정론세미나(SEMINAR ON PUBLIC KNOWLEDGE MANAGEMENT)

[3학점 3시간]

미래의 지속가능한 조직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지식의 공유, 창출, 활용 등 지식관리 과정을
연구하고, 컴퓨터시스템 기반의 지식관리시스템(KMS: Knowledge Management System)의
개발과 활용, 그리고 지식관리이론을 적용한 지식행정에 관하여 탐구한다.
DCDA47031 고급계량분석론(ADVANCED ECONOMETRICS AND PUBL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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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점 3시간]

이 과목은 대학원 수준의 계량경제학 심화과정으로, 비선형회귀모형, 시계열분석, 패널분석,
연립방정식모형(simultaneous-equation models) 등에 대해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선행과목으로 대학원 수준의 기초계량경제학을 수강해야 한다.
DCDA47032 기초계량분석론(ECONOMETRICS FOR SOCIAL SCIENCE RESEARCH)

[3학점 3시간]

이 과목은 대학원 수준의 계량경제학(econometrics) 입문과정으로, 회귀분석 및 그 확장 모
형에 대해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이 과목에서는 단순회귀모형과 다중회귀
모형의 기본원리 및 회귀분석 가정 위배시의 문제점과 진단방법, 해결책에 대하여 학습한다.
이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선행과목으로 학부 수준의 기초 통계학 지식을 필요로 한다.
또한 이 과목은 시계열자료 분석(time-series analysis), 패널자료 분석(panel data analysis)
등을 다루는 고급계량경제학의 선행과목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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