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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과정(Master’s Courses)
공통과목(Core Courses)
920.501

920.621

Administrative Law

공공인턴십 3-0-6
Public Internship

본 수업은 학생들에게 재학 중 국내 공공기관, NGO, 국내기업
및 국제기구, 해외 소재 글로벌기업 등에서 업무에 참여하도록 하
고, 이러한 실무 경험을 통해 행정 및 정책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 글로벌 리더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도록 하는데 목적
이 있다. 국내외 기관에서 인턴활동을 수료한 학생 또는 인턴으로
확정된 학생만이 수강신청 할 수 있으며, 본 과목은 학생들의 인
턴십 활동에 관한 활동 보고서와 공개발표회를 통해 학점이 부여
된다.
The aim of this course is to improve understanding on administration field and to foster the ability as global leaders
participating internships in public office, private and stateowned companie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Korea, as well as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multinational
cooperations in abroad. Only students who already finished
internship or are admitted as internship are eligible for this
course and receive academic credits based on their internship
reports.
920.611

행정이론 3-3-0
Administrative Theory

본 강좌는 행정과 행정학에 관한 이해를 주목적으로 하는 과목
이다. 행정은 국민이 원하는 바를 파악하고 이를 실현하는 행위로
이해한다. 문제는 국민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으며, 또 파악된
국민의 뜻을 어떻게 하면 잘 달성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
두 가지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행정이론은 어떤 설명을 하고 있
는가? 설명(이론)의 변화를 역사적, 그리고 비교적 관점에서 소개
한다. 특히 행정이론의 유형과 접근방법을 소개하여 보다 거시적
인 측면에서 현상에 대한 이해를 하도록 한다. 한국 행정의 문제
와 논쟁을 소개하여 한국행정에 대한 이해와 발전을 제고하는 것
이 강의의 목적이다.
This is an introductory course on public administration
Emphasis will be given to the history of administrative theories We will cover major concepts, methods and scope of
public administration We will also examine various other
topics in public administration ranging from the origin of
public administration to its most recent theories.
920.620

행정법 3-3-0

경제분석

3-3-0

Economic Analysis

미시경제학의 기본이론을 바탕으로 정책적 또는 행정적 문제
해결에 필요한 각종 응용 기법을 공부한다. 소비자이론, 생산자이
론, 게임이론, 비대칭정보이론, 시장실패, 후생경제학과 공공경제학
의 기초 이론 등을 망라하며, 이러한 이론들의 정책적 또는 행정
적 사례에 대한 적용을 논의한다.
This course studies basic theories and techniques in
Microeconomics which can be applied to analyze issues in
the public policy and administration. Specifically the course
discusses consumer theory, firm theory, gametheory, asymmetric information theory, market failure, basic theories in
welfare economics and public economics. Related cases in
the public policy and administration are also discussed.

현대국가에 있어서 법과 행정의 관계를 고찰하고 행정법 관계
의 특징, 기본원리, 행정입법, 공법상의 계약, 행정행위 등에 관해
서 연구한다. 또한 행정행위의 하자, 취소, 행정통제, 행정벌, 행정
구제에 관한 일반적 쟁점들을 검토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for the advanced study of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legal process and the public policy Course topics are as follows: administrative action; administrative compulsion; administrative punishment; administrative remedy; legal policy problems.
920.622

공공윤리와 리더십

3-3-0

Ethics and Leadership

본 과목은 공공부문의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책임과 윤리성에
대한 제 측면을 다룸으로써 공공봉사자로서의 역할과 자세를 확보
함과 동시에 21세기 공공부문의 지도자로서 조직과 인력을 주도
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을 함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로 공공
부문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다양한 상황에서의 공공 지도자의 올바
른 역할과 자세, 그리고 조직을 주도할 수 있는 리더십을 확보하
는 학습을 한다.
This course is a practical and philosophical examination of
the responsibilities of public policymakers in a democracy.
By analyzing actual cases, the courseexamines instances of
exemplary conduct and attempt to learn from moral failures.
It also explores the elements of successful leadership and
governance in public sector environment and focuses on
top-level leadership in a variety of organizational settings in
the public sector.
920.625

계량분석 3-2-2
Quantitative Analysis for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cy

본 과목은 행정학 정책학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통계분석의
기초를 확립하고 양질의 분석능력을 배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문제에 대한 이해, 주어진 자료에 대한 기술, 분석 모형의
개발, 자료와 모형간의 연계를 통한 추론의 과정을 명확히 이해하
고, 이를 활용한 실제 계량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험을 제공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중회귀모형 및 관련 모형을 중심으로
실제 분석단계에서 발견될 수 있는 예를 이용하여 수업이 진행될
것이며, 통계패키지를 활용한 실습시간이 제공된다.
The aim of this course is to establish foundations for
good analytical inquiry through exploring the statistical tools
that are heavily used in public policy and public administration analysis. In particular, we are interested in how to
draw (descriptive or causal) inferences from observed phenomena to unobserved ones by securing the quality of empirical evidence in addition to understanding research questions and describing data. We will cover a wide range of
statistical topics and methodological issues based on linear
regression model and its variations, and enhance the analytic
capability through the series of lab-sessions with statistical
packages.

···························································································································································································································································
학점구조는 “학점수-주당 강의시간-주당 실습시간”을 표시한다. 한 학기는 15주로 구성됨. (The first number means “credits”; the second number
means “lecture hours” per week; and the final number means “laboratory hours” per week. 15 weeks make one sem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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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651

조사방법론 3-3-0

920.658

Research Methods for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cy

정책이론

3-3-0

Theories of Public Policy

행정학 및 정책학 분야에서 발생하는 현상의 과학적 이해와 실
증분석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반적으로 실증적 사
회과학 조사 방법론의 이해에 초점을 맞추며, 양적 방법론의 한계
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연구문제와 가설 설
정, 분석 자료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문제점을 소개하며 조사연구
의 실제 적용능력을 고양하기 위해서 조사 설계 실습을 병행한다.
This course attempts to enhance students ability to understand and analyse administrative and policy problems in the
public sector. The course focuses on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research methods for social sciences and limitations of quantitative methods. The course will cover how
to setup research questions and hypotheses, collecting data,
analysing and testing data, and report writing. During the
course, students will develop research proposals and present
in the classroom for further discussion.

본 과목은 정책학의 주요 이론을 소개함으로써 정책현상에 대
한 깊이 있는 이해와 이론의 현실 적용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을 목
표로 한다. 과목의 주요내용으로는 대통령, 의회, 관료, 정당, 사법
부, 이익집단, 일반시민, 정책공동체 등 정책과정의 참여자를 분석
하고, 정책의제설정론, 정책분석론, 정책결정론, 정책집행론, 그리
고 정책평가론에서의 주요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도록 하겠다.
The aim of this seminar is to introduce major theories of
public policy studies in order to deepen our understanding of
public affairs. The students are expected to go on applying
those concepts and theories to real-world public policy challenges.
The seminar will analyse policy process such as agenda setting, policy making,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It will
also examine various policy actors who influence public policy such as the President, elected politicians, bureaucrats, legal practitioners and civil society activists as well as ordinary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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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505A

공공조직론 3-3-0

921.513A

Local Administration

Theories of Public Organizations

이 과목의 목적은 조직이론을 소개하고 조직현상에 관한 분석
과 관찰능력을 향상시키려는 데 있다. 주요 주제는 조직환경, 조직
목표와 효과성, 권력과 의사결정, 조직구조, 동기부여, 직무태도,
리더십과 조직문화, 조직변동 등이다. 특히, 이 과목에서는 공공조
직과 민간조직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파악하여 공공조직을 이해
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본역량을 함양하는 데 초점을 둔다. 수업
은 기본이론에 대한 강의, 수강생의 조사발표, 사례토론의 세 부분
으로 이루어진다.
This course intends to help you acquire the basic knowledge about organization theories and to develop your ability
to think critically about managerial practices in organizations.
While some attention will be given to private organizations,
the primary focus will be on public and quasi-public
organizations. Key themes that will be examined include organizational environment, goals, effectiveness, powers, decision-making, structures, leadership, cultures, and changes.
This course will be organized into three sections: lectures on
basic concepts and theories, presentation of short paper on
assigned readings, and case discussion on team projects.
921.506A

인적자원관리

3-3-0

Human Resource Management in the
Public Sector

이 과목의 목적은 공공부문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개념 및 이론
에 관한 기초지식을 습득하고 최근 국내외 정부가 활용하고 있는
구체적인 인적자원관리방식 및 사례의 분석을 통해 실무역량을 함
양하는 것이다. 과목의 초점은 민간부문 인적자원관리와 구별되는
공공부문 인적자원관리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있다. 수업은 기본
개념과 이론에 대한 강의, 수강생조사발표, 사례토론의 세 부분으
로 이루어진다.
The goal of this course is to examine major concepts and
theories of human resource management(HRM) in the public
sector. Based on this knowledge, this course intends to develop students’ professional capacity by analyzing HRM
practices and discussing recent cases. The focus of this
course is on understanding the distinctive features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in the public sector as compared to
HRM in the private sector. The course is organized into
three parts: lectures on key concepts and theories, presentation of research by students, and case discussion.
921.507A

지방행정론 3-3-0

본 강좌는 지방화시대에 그 중요성이 점고하고 있는 지방차원
의 정치와 정책을 다룬다. 지방자치의 목적과 이념, 지방정부의 기
구와 정책, 주민참여, 지방공공정책에 관한 전문적 연구업적에 대
한 분석과 토의를 통하여 도시 및 지방정치행정에 대한 전문적 식
견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This course will mainly discuss the development of
Korean local government system This course aims at providing students with an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local government by examining the follow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making and
implementation of local government policy; local politics; the
mechanism of finance and budgeting system.
921.516

비교행정

3-3-0

Comparative Administration

이 과목에서는 전통적 비교방법과 새로운 비교방법 사이의 차
이, 그리고 발전도가 다른 몇 가지 이론모형을 논하고, 우리와 인
접한 동양 여러 국가와 서구 민주국가의 행정을 비교⋅연구한다.
This course will introduce the traditional and new comparative approaches and examine several models of various
developmental stages It will make comparison of public administration systems and behaviors of selected countries that
include the Asian developing countries, the socialist countries
and the developed Western countries.
921.517

공기업론 3-3-0
Government Enterprise

이 강의는 공기업의 본질과 설립배경, 기능을 파악하고 공기업
이 국민경제와 정부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공기업 관리
개선을 위하여 조직, 인사, 요금 및 투자정책, 노동관계의 측면에
서 한국 공기업을 해부하는 동시에 외국의 공기업제도를 살펴봄으
로써 한국 공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This course will focus on the theory of public corporations It will examine the guiding principles and management of public corporations in the United States, Europe,
Southeast Asia and Korea.
921.528

행정부와 의회 3-3-0
Administrative and Parliamentary Politics
of Budgeting

재무행정론 3-3-0
Financial Administration

본 과목은 공공부문의 예산제도 및 회계제도 그리고 이와 관련
된 감사제도 등에 관한 연구이다. 구체적으로 본 과목에서는 1)
예산의 역할과 기능(재정정책), 2) 예산결정론, 3) 예산(행태)이론,
4) 예산제도의 개혁, 5) 정부회계제도, 6) 공공감사제도 등의 분야
에 대하여 학습한다.
This course examines the theories of budgeting and financial managements. More specifically, it examines 1) the role
of budget/fiscal policy, 2) the determinants of (national)
budget, 3) the behavior theories of budget, 4) the reform of
budget systems, 5) the government sector accounting, and 6)
the theories of auditing.

예산운영은 자원의 투입, 과정, 산출 및 결과라는 분석적 측면,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및 회계검사라는 정치 행정의 제도적 측
면, 그리고 회계자료 및 관리정보라는 측면들의 상호작용 하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행정부와 국회에서 진행되는 예산과
정을 정치과정의 하위과정이라는 시각에서 파악하고 비교예산론의
관점에서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Budgeting is composed of three interacting aspects: the
analytical contents, such as the input, process and yield of resources; the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context, such as the
preparation, authorization, execution and auditing of budget;
accounting and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This course
will deal with such aspects from the perspective of political
process, with special emphasis on the case of Korea A comparative theory of budgetary processes will also be discussed.

···························································································································································································································································
학점구조는 “학점수-주당 강의시간-주당 실습시간”을 표시한다. 한 학기는 15주로 구성됨. (The first number means “credits”; the second number
means “lecture hours” per week; and the final number means “laboratory hours” per week. 15 weeks make one sem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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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529

정부간관계론

3-3-0

Intergovernmental Relations

지방화의 진전에 따라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진전되면서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간의 의사소통과 조정은 중요한 정책문제로 대
두되어왔다. 이 같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강좌는 수강생들
이 정부간관계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함께 효과적 정부간관계의
처리를 위한 정책전문가가 되는 것을 돕고자 한다. 과목내용은 정
부간관계의 의미, 정부형태와 정부간관계, 정부간관계의 조정 및
협력방식, 재정 및 사무차원의 정부간관계, 외국의 정부간관계 등
을 포함한다.
Enhancement of local democracy has increased the importance of the inter-communication and coordination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among the local
governments. Corresponding this change, this course deal
with such topics as significance of IGR, governmental structures and IGR,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in IGR, fiscal
and functional IGR, comparative analysis of IGR and so on.
921.530

현대 복지국가의 거버넌스 3-3-0
Governing the Welfare State in
Post-modern Era

이 세미나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적 제도로 자리 잡고 있
는 복지국가와 이에 대한 국정관리체제를 비교연구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정책에 대한 창의적 연구를 수행하는 기초를 제공한다. 유
럽과 북미에서 발전해온 복지국가들과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복지국가를 비교연구하고, 이와 동시에 현대 사회의 가족, 노동, 인
구학적 변화에 따른 복지국가의 도전과 정책적 대응을 검토한다.
This seminar will examine the governance of the welfare
state in contemporary capitalist society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The seminar also aims at enabling the students
to carry out original research in the field of social policy
and governance. In terms of the scope, it will cover the welfare state in East Asia including that in Korea as well as
those in Europe and North Africa. The seminar will pay special attention to challenges facing the welfare state and policy responses in the wake of the post-modern changes such
as new family structure, flexible labour market and demographic change.
921.564A

갈등관리와 협상 3-3-0
Conflict Management and Negotiation

개인, 조직, 국가 간 갈등의 생성과정과 갈등구조를 분석하고
갈등의 역할을 규명한다. 더불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
안들 중에서 협상이라는 기제가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를 살펴본
다. 일차적으로 의사 결정론적 시각에서 이해관계를 분석하여 협
상 당사자들의 결합이득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방법을 다
룬다. 더불어 집단수준에서 생겨나는 갈등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관리할 것인가를 갈등관리라는 측면에서 다룬다. 일반론을 통하여
이러한 접근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 다음 구체적인 사례들인 조
직 내부의 갈등, 노사문제, 장기계약, 군비통제, 통상협상 등을 예
로 활용하여 현실적인 분석과 대안제시를 강구한다.
In this course we will analyze the process by which conflict is generated among individuals, organizations and nations and examine the structure and role of conflict We will
study how negotiation functions as a conflict resolution
method First we will examine the methods of finding plans
to increase joint interest between negotiation parties by analyzing relations of interest from the standpoint of deci-

sion-making theory Then we will study the ways to manage
conflict generated among groups Thereafter we will do substantial analyses of the following, and also explore the alternatives: inter-organizational conflict; management-labor relations; long-term contract; arm control; trade negotiation.
921.567

환경과 행정 3-3-0
Environment and Public Administration

본 강좌는 환경행정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 및 환경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들을 검토하고, 문헌과 사례분석을 통해 지
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강의 1
∼3주차에는 신 환경 패러다임의 대두와 환경행정의 대상 및 환
경행정 조직을 공부한다. 4∼7주차에는 환경 분쟁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고, 수질, 토양, 대기 등 매체별 환경관리 제도를 개관한다.
8∼11주차에는 환경과 비용편익분석, 환경영향평가, 자율환경 관
리 등 환경관리의 다양한 기법을 공부한다. 12∼15주차에는 지구
적 환경협력, 지속가능한 발전, 녹색 정치 등의 주제를 통해 환경
거버넌스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본 강좌는 매주 강의와 발제 및
토론으로 진행되며, 발제자를 제외한 학생들은 각 주차별 리딩리
스트를 읽고 1페이지 내외의 리뷰페이퍼를 제출하여야 한다. 발제
는 본인의 기말페이퍼와 연관된 논문으로 총 3회를 발표하며, 리
딩리스트나 참고문헌에 나와 있지 않는 논문을 발제하고자 할 경
우 학기 초에 교수와 상의하여 결정한다. 중간고사는 강의노트를
중심으로 출제되며 기말보고서는 강의계획서에 나와 있는 12개
주의 강의주제 중에서 선정한다.
Review our environmental history with an emphasis on
human settlement behaviors, corporate powers, and government responses. Learn how increasing urbanization, population pressures, and consumption changes will impact water
quality and quantity in different locations throughout the
world. Learn the fundamental concept of environmental management with a special emphasis on innovative approaches to
water supply, air quality and climate change, soil, and waste
management. Identify how progressive communities are addressing environmental issues. Identify current site-specific,
environmental best management practices and management
tools. This class will be divided into three parts. The first
three classes will provide an overview of environmental issues and new paradigms. The second, and largest part of
this class will focus on management tools in the field of air
quality and climate change, water supply, soil and waste
management, and conservation on energy consumption. The
final third of this class will focus on sustainable design at
the site level. Each week, we will read detailed community
case studies that present regional efforts and recount the successes and failures.
921.614A

행정정보체계론 3-3-0
Administrative Information System

이 강의는 (1) 정보화 사회와 행정의 변화, (2) 행정정보체계와
정보기술 인프라, (3) 정보기술의 응용, (4) 행정정보체계의 개발
방법론, (5) 정보민주주의, (6) 정보정책, (7) 전자정부 등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추구한다.
Basic elements of computer hardware, software and programming will be introduced. Concepts on administrative
uses of computer, concepts of organization and management
relevant to information systems, analysis of information requirements, processing methods, data management, and control of operations. In this course, an overview of theor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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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of planning, control and administration applied to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will be discussed. The analysis and design of computer based information decision systems and its implications on administrative process and organization will also be studied.
921.615B

부패와 정부 3-3-0
Corruption and Government

본 강좌는 부패와 부패통제에 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부패
는 개인적, 조직적, 국가적 및 국제적 문제로 인식된다. 부패는 무
엇인지? 부패가 왜 국제적 문제로 등장하게 되는지? 부패는 경제
발전과 사회발전에 정말 장애요인인 것인지? 부패를 줄이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부가 부패통제의 주체이
면서 동시에 대상이기도 하는 이중성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러한 주제들을 다양한 학문분야의 관점에서 다루어 종합적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the study of corruption and corruption control. Corruption is considered individual, organization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problems. What us corruption? The term “corruption” is applied in ways that are
sometimes culturally specific, but which cover a broad range
of practices. Does the pervasiveness of corruption really impose substantial and widespread societal costs, impeding economic development, limiting the efficiency of public services,
and weakening political institutions by undermining trust in
government?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and control
strategies for corruption have been contested in various
literatures.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understand the
topic to systematic study, combining insights from several
different disciplinary perspectives, including political science,
economics, sociology, and public management.
921.616B

성과관리론

3-3-0

Performance Management in Public Sector

신 공공관리론의 대두와 더불어 세계 각국의 정부는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행정서비스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제고하
기 위해 성과관리를 제도화하고, 끊임없는 조직혁신을 추구함으로
써 정부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자 한다. 본 강좌에서는 공공부문
의 성과제고의 이론적 논의 및 세계적 흐름을 조망하고, 분야별
생산성 측정수단과 제고방안을 검토한 후, 사례분석을 통해 행정
실무에 대한 시사점을 구하고자 한다.
Assessing the effectiveness of public programs is the answer to many issues with which public officials are
struggling. It is part of the effort to improve the productivity
of public programs, a strategy to strengthen the coordination
of different agencies and the programs they manage. And it
is a critical element in the public’s discourse with their
elected officials about the role and purpose of government
programs. With so many different goals, there is a risk that
performance management becomes oversold. Assessing what
performance management is, what it is best at, how to make
it work, and what impacts it might have are the goals of the
course. Students will learn about the context of performance
management. They will develop skills in measuring public
programs. And they will understand its role in the broader
political framework of the government.

921.617A

시민참여론 3-3-0
Civil Participation

본 강의는 행정 민주화의 필수요소인 시민참여에 대한 관련 논
의를 위한 것이다. 먼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위한 강의를 선
행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행정의 민주화를 위한 실천적 도구로서
의 시민참여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학습한다. 구체적으로 민주정
치의 제 이론, 시민참여의 개념, 참여방법, 참여활성화를 위한 방
안, 공직자의 대응방안, 참여환경의 조성, 권력구조와 참여와의 관
계, 시민정치, 전자민주주의 등에 대하여 섭렵한다.
This course concentrates on the civil participation. Based
on understanding of various theories of democracy, concept
and method of civil participation, attitude of civil services
toward civil participation, and environment and governance
structure for promoting the civil participation are dealt in
this class. In addition, students will discuss e-participation,
civil politics and relationship between power and participation as important topics on the civil participation.
921.618

국가와 행정 3-3-0
State and Public Administration

국가 - 시민사회의 거시적 맥락 속에서 현대 행정이 지니는 위
상, 기능, 구조, 의사결정 등에 관해 토의한다. 국가형태, 국가기
능, 국가기구, 국가자율성, 국가강도, 국가 능력 등 국가성격을 이
해하는 데 필요한 제 개념들을 다양한 추상적, 경험적 수준에서
익힌다. 궁극적으로 국가론이 행정 연구와 실제에 주는 시사점에
관해 토의한다.
In this course we will study the status, functions, structures and decision making of public administration within the
context of the state and civil society Discussion topics include the concepts and propositions of the forms, functions,
apparatus, autonomy, strength and capability of the state We
will also examine how the theory of the state is related to
the study and practice of public administration.
921.619

행정과 사회이론 3-3-0
Public Administration and Social Theory

행정학이론의 이해에 기초가 되는 주요 사회이론을 개괄적으로
소개하는 것이 목적이다. 19세기 이후의 주요 사회사상을 1, 2부
로 나누어 소개하며, 전반부에서는 주요 학자별로, 후반부에서는
학파별로 소개하게 된다. Comte, Marx, Weber, Durkheim의 고
전 사상을 다루고 교환이론, 기능이론, 갈등이론, 상징이론, 체계이
론 등의 주요내용을 공부하게 된다.
This is a graduate level introductory sociology course for
public administration and public policy majors We will review the essential concepts, issues, research findings and perspectives in sociology,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stud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public policy.
921.623

한국행정사 3-3-0
History of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본 과목에서는 전통적인 행정의 역사가 현대까지 어떻게 그 맥
락을 이어왔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
한 역사적 분석을 전개한다.
In this course we will do a historical analysis of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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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628

정부와 NGO

3-3-0

Government and Non-Government
Organizations

본 과목은 NGO의 생성과 행태, NGO의 정치 경제 사회적 역
할(이론 및 실증적), 정부-NGO관계, 시장-NGO관계, 그리고
NGO와 시민사회 등에 관한 이슈를 정치⋅경제적인 측면에서 접
근한다. NGO부문은 정부와 시장부문과 더불어 제3섹터로서의 기
능이 증가하고 있고, 시장 및 정부실패로 인한 공공서비스의 부재
현상과 사회의 다원화현상에 따른 역할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그
러나 국내에서는 NGO 연구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부재하였으
며, 특히 정부-NGO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적어 일반적으로 ‘적
대적인’ 관계로만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본 과목에서는 NGO의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한 학문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정부 NGO정책
등 정부-NGO 관계에 대한 새로운 관계모색을 시도한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examine the various roles
of NGOs in democracy and market economy and to deal
with the policy issues generated by the activation of NGOs
This course will examine the performance and incentives of
NGOs and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roles of NGOs
from the perspective of political economy; discussion topics
include the relations of NGOs with the government, market
and civil society This course will acquaint students with the
academical approach to the functions and roles of NGOs and
the relations between the government and NGOs.
921.652

행정과 기업

3-3-0

Public Administration and Business

현대행정에 있어 정부와 기업의 상호의존관계는 복잡하고 국가
에 따라 또는 시대변화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
부와 기업을 지배하는 정치의 논리와 경제의 논리도 상호 복잡한
관계를 이루면서 끊임없이 변해가고 있다. 이 과목에서는 우선 현
대행정에서 정부와 기업의 상호의존, 협력, 대립의 양상이 왜 어떠
한 요인에 의하여 변화하고 그 각각의 유형은 어떠한 장⋅단점을
보여주는가를 비교론적 관점에서 검토한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
에서 그동안 정부와 기업의 관계가 어떻게 변천되어 왔고 어떠한
장점과 문제점을 드러내 왔는가를 검토한 다음, 앞으로 전개방향
에 대하여 논의한다.
Originally titled Government Business Relationship, this
course aims at helping students understand the dynamic and
complex government business relations within the context of
modern bureaucratic governance It will give special attention
to the rapidly changing modes of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business which tend to harness market
mechanisms more heavily in the pursuit of national policy
goals After examining the theories of the state, this course
will go on to analyze the historical and institutional background against which the major countries have formed their
own government business relationships It will cover industrial
policy, financial policy, regulatory policy and privatization.
policy as the major policy areas that most vividly reflect the
unique aspects of the government business relationship It
will also touch on the challenges of the globalization trend

and examine the business strategies and response to the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Subsequently, this course will
evaluate Korea’s government business relationship and discuss the future direction of its development in the process of
democratization and globalization.
M2856.001000 도시정책 3-3-0
Urban Government

도시화 현상과 도시문제를 개관하고 효과적인 도시 관리를 위
한 제도 정책들을 다룬다. 특히 대도시화에 따른 광역정책과 도시
하부구조에 관련된 일련의 정책들이 주요한 연구대상이다. 더불어
도시재정과 경제기반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In this course we will analyze in detail the administrative
problems of modern large cities so as to help formulate urban policy We will examine the following topics: the typology of metropolitan governments worldwide; the comparisons
of their advantages; new budgeting systems for efficient financial control currently at issue in the developed nations
and its applicability in Korea; the issue of citizen’s participation in metropolitan administration.
921.679A

행정과 커뮤니케이션

3-3-0

Public Administration and Communication

본 과목은 행정 과정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행정 관련 제반 과정에서 언어와 커뮤니케이
션의 역할이 무엇인지, 언어 및 미디어를 통한 관련 행위자간의
상호작용이 행정의 과정과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
본다. 인터넷을 비롯한 새로운 미디어의 발전으로 행정의 과정이
일방향에서 쌍방향으로 변화하고 커뮤니케이션의 채널 또한 다양
해지면서 정부와 정당, 이익집단, 언론, 국민 등 행위자간의 커뮤
니케이션 유형과 채널이 변화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 이론과 방
법론을 통해 이러한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본 강의의
목표이며, 구체적으로는 커뮤니케이션 및 미디어의 효과, 참여민주
주의와 공론장, 온라인 저널리즘, 정부와 언론의 역할 및 관계, 언
론기관의 구조와 수행, 미디어 정치와 선거, 행정홍보의 이론과 전
략, 이익집단의 참여와 매체 이용, 언어와 커뮤니케이션 전략, 영
상매체의 특성 등을 주제로 하여 정부와 국민 간 커뮤니케이션의
변화를 심도 있게 고찰한다.
This seminar examines the role of communication in public administration processes, with a special focus on how
language and media shapes the extent and characteristics of
communication between the government, political parties,
stake-holders, the press, and the public. Students will learn
communication theories and media theories and how these
theories can be applied to the process of public administration. Specific topics include effects of media and communication, participatory and deliberative democracy and the
public sphere, online journalism,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ress,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the
press, media politics and elections, public relations of the
government, strategic use of the media, and so f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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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515

will do an in-depth study of cost-benefit analysis and do
case studies on the analysis of validity of public investment.

국제관계론 3-3-0
International Relation

현대 국제관계의 특징을 검토하고, 국제관계 이론이 국제사회에
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국제사회의
행위자들의 행동 및 갈등과 그 해결방법을 모색하여, 2000년대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관하여 검토⋅진단하여
본다. 특히 강대국이 국제관계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현실 속에서
제3세력의 대두에 따르는 약소국 발전도상국들의 국가이익 증진책
과 안보문제 등에 관해 논의하고 국제사회 속에서 한국의 새로운
좌표모색을 위한 방안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
In this course we will review and diagnose various international problems We will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modern international relations, analyze how the theor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are actually being developed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and examine the actions and conflicts of behavioralists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as well as the methods of settling these conflicts We will have discussion on
the small and weak countries as regards their security problems and the promotion of national benefit Although the
third force is on the rise, in actuality the powerful countries
exert great influence on the international relations We will
pay special attention to the research that deals with the new
coordinates of Korea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924.523

재정정책 3-3-0
Fiscal Policy

이 과목에서는 재정정책의 목표, 소비, 저축, 소득균형 이론, 재
정정책과 소득변화, 재정과 금융정책 등을 논한다. 또한 관심이 높
아진 지방재정과, 그리고 재정정책의 정치적 측면도 고찰한다.
This course will examine the following topics: the objectives of fiscal policy; consumption; saving; the theory of
balanced income; fiscal policy and saving change; finance
and banking policy It will also discuss local finance and the
political aspect of fiscal policy.
924.544

경제정책 3-3-0
Economic Policy

한국경제는 정부주도형 경제성장기를 지나 시장의 역할이 중심
이 되는 전환기에 있다. 이 과목은 현재 한국 경제가 당면하고 있
는 산업구조조정, 기업의 소유 지배구조, 정부기구 조정이라는 중
요한 정책과제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실증적 사례들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Korea is in transition from government-driven economic
growth to an advanced market economy. This course discusses economic theories and empirical cases regarding structural economic policy, corporate governance and government
regulations in the current Korean economy.
924.556

비용편익분석

3-3-0

Cost-Benefit Analysis

이 과목에서는 공공투자사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 필요한
각종 이론과 기법을 공부한다. 연구의 핵심은 비용－편익분석
(Cost-Benefit Analysis)이며, 이론과 실제를 함께 고찰한다. 공공
투자의 타당성 분석에 관한 사례연구도 한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study various theories
and techniques for analyzing public investment projects We

924.588

과학기술정책 3-3-0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공업화과정에 있어서 과학기술과 정부와 관계를 분석한다. 주요
주제는 자료배분과 관련된 주요 문제, 정부와 민간기업 발전관계,
R&D 경제, 기술체제와 기술혁신, 과학기술자의 정책형성과정에
있어서 역할, 기술평가 등이다.
In this course we will examine the principles of making
science&technology policy and explore the developmental
processes of the policy during the past twenty years in
Korea Major course topics include the following; planning;
policy making; coordination systems and processes; S&T resource allocation; the roles of the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s in the technology development processes; R&D economy; technological innovation processes; university-industry
relations in the technological R&D; the role of scientists and
engineers in policy-making.
924.591

외교정책

3-3-0

Foreign Policy

각국의 외교정책을 비교⋅검토하고, 국제사회에서 각국의 나아
갈 길을 모색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미⋅소⋅중 등 강
대국의 외교정책과 중진국 대열에 끼고 있는 국가의 외교정책, 약
소국가의 외교정책을 연구한다. 특히 분단된 한국이 격동하는 국
제관계 속에서 최소의 비용(희생)으로 최대의 이익을 달성하고, 국
가의 생존을 유지하는 방법을 모색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서방국
가⋅신생국가⋅약소국가의 외교정책 특징을 비교⋅검토한다. 각국
의 외교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는 국력과 이의 증진책도 겸하여 분
석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사건에 관한 사례도 연구한다.
This course will focus on comparing and reviewing the
foreign policies of other countries We will study the foreign
policies of strong nations such as the U.S., Russia, and
China as well as those of developing countries and weak &
small countries Emphasis will be laid on exploring the way
for Korea to achieve maximum profit by minimum cost in
turbulent international relations We will compare and review
the characteristics of foreign policies in the Western countries, newly emerging nations and weak&small countries We
will analyze the national power supporting the foreign policies
along with the measures to promote them Case studies on the
events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will also be carried out.
924.595

산업정책 3-3-0
Industrial Policy

이 과목의 주 내용은 국제무역이론의 기초, 산업정책, 다변주의,
국제수지 등이다.
The main topics for this course are as follows: the balance of payments; the foundation of commercial policy(instrument- tariffs, quantitative restrictions, licence system, exchange control, bilateral agreements).
924.600

규제정책 3-3-0
Regulatory Policy

최근 정부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
학점구조는 “학점수-주당 강의시간-주당 실습시간”을 표시한다. 한 학기는 15주로 구성됨. (The first number means “credits”; the second number
means “lecture hours” per week; and the final number means “laboratory hours” per week. 15 weeks make one sem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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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바, 이 강의는 정치⋅경제학적인 관점에서 학생들에게 정부
규제의 이론적 근거, 세계화⋅지방화시대에 있어서의 정부규제의
개혁과정에 수반되는 제반의 정치⋅경제학적, 행정학적 과제들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his course will deal with and analyze various regulatory
policy issues from the politico-economic perspectiveIssues to
be discussed range from the economic rationales for regulation (market failure), government failure, the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process of regulation and deregulation, major
policy issue areas in economic and social regulation (among
others, entry regulation, price regulation, business conduct
regulation, environmental regulation, industrial safety regulation and consumer protection) and regulatory impact analysis (or cost-benefit analysis of regulation) to procedural and
organizational regulatory reform measures This course will
focus on deregulating economic regulations massively while
rationalizing social regulation by taking advantage of market-incentive regulatory instruments It will observe the recent
cases of regulatory policy.
924.601

통상정책 3-3-0

924.661

924.659

이 과목은 국가발전계획을 중심으로 기획에 관한 과정이론을
소개하고 기획의 실제를 고찰함으로써 기획역량을 배양하는 데 목
적이 있다. 다루는 주요내용은 우선 기획의 개념을 정립하고 발전
기획의 의의와 이념, 유형, 그리고 기획이론의 배경과 사조들을 개
관하며, 이어서 기획의 과정, 접근방법, 기구, 체제평가 등 본격적
인 절차이론을 다룬다. 다음에 국가기획제도의 연혁과 발달과정을
고찰하고 주요 외국 및 우리나라의 기획기구와 과정을 살펴본다.
This course will introduce the planning process theory focusing on national development plan and help students develop planning capacity by examining the practical aspects of
planning Topics to be covered include the following: the
concepts, ideology, typology, historical background and trends
of planning; procedural theories that involve the process, organization and system of planning, and its methods of approach;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national planning system; planning organizations; process of planning in foreign
developed countries; the reality of our planning systems.
924.662

정책과정론 3-3-0
Policy Process Theory

본 강의는 정책결정과정과 정책집행과정에 대한 기본 각과 이
론적 분석틀을 제시함으로써 현실적인 정책과정에 대한 이해를 증
진시키고 보다 합리적인 정책형성과 집행을 유도할 수 있는 조건
을 제시하고자 한다.
This course investigates diverse perspectives and theories
on policy-making and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es. The
topics include agenda-setting theories, presidency, congress
and political parties, bureaucracy, policy community, and diverse implementation theories.

3-3-0

Planning Theory

Trade Policy

순수무역이론의 이해보다는 전후 국제무역을 규율해온 주요한
국제무역규범 및 주요국 통상관계법의 내용과 전개상황을 역사적,
제도적,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들 규범 속에 함축
되어 있는 국가간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 규범과 현실의 괴리,
국제규범과 국내정치 및 국내법 사이의 괴리, 확대일로에 있는 통
상마찰 등 국제 경제관계의 현안과제를 보다 깊이 있게 파악함으
로써 우리 경제가 취해 나가야 할 통상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데 도
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
Unlike the courses of similar titles that are taught in the
economics department, this course gives primary focus on
the political, economic, historical, and institutional analysis of
trade policy matters and trade policy making Accordingly, it
does not require students to be acquainted with international
economics Rather, it encourages students to think and analyze trade policy matters in terms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and from the institutional perspective Among numerous policy issue areas, it pays special attention to the
historical review of the current world trading system, the political economic analysis of the major international trade
rules (e.g. most favored nation (MFN), national treatment,
safeguards, anti 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trade in
services,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etc) and the political
dynamics of international and domestic trade policymaking It
adopts system centered, society centered and state centered
approaches simultaneously or separately as deemed appropriate and relevant.

기획론

정책분석

3-3-0

Policy Analysis

정책분석의 기초이론과 각종 분석의 방법 및 기법을 이해하고
그 응용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다루는 주요내용은 정책분석의
이점, 정책분석의 framework, 정책논의의 양태, 문제의 형성, 정
책분석에 있어서 의사결정분석의 이용, 비용편익분석과 정부의 정
책결정, 비용편익분석의 일반적 절차 및 비용의 시간적 흐름분석,
비용편익분석에 의한 대안평가의 기준과 방법, 비용편익의 추정과
할인율의 결정, 정책영향의 추정과 평가 등이다. 수강생들은 몇 가
지 정부 정책 또는 사업을 선정하여 집단적으로 분석 작업을 수행
하고 토의한다.
The main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broaden the knowledge of policy analysis and to cultivate analytic methods for
policy analysis Major course topics include the following:
the concepts and processes of policy analysis; problem diagnosis and definition; the methods of policy arguments; evaluation criteria of policy alternatives; the processes and uses of
benefit-cost analysis; the concepts and applications of systems analysis; policy indicators; the uses of policy information systems; the methods of writing papers on policy
Students will be required to analyze the cases of relevant
policy issues. Students select and analyze some real government agenda and discuss the analysis output.
924.663

정책평가

3-3-0

Policy Evaluation

정책평가의 개념, 정책평가의 유형, 정책평가의 이론과 기법 등
에 대한 이해를 높이 배양하도록 한다. 주로 다루는 내용은 정책
평가의 유형과 과정, 정책평가에 있어서 인과적 추론, 정책평가에
있어서 타당성의 문제, 정책실험, 정책가설의 검증과 효과의 추정,
준 실험적 연구, 비 실험적 방법에 의한 정책 임팩트 평가, 정책
평가의 인과모형, 정책평가의 관리와 활용 등이다. 수강생들은 몇
가지 정부 정책 또는 사업을 선정하여 집단적으로 평가 작업을 수
행하고 토의한다.
The main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acquire and broaden the knowledge of evaluation methods in policy impact
evaluation Major course topics are as follows: the approaches
and types of policy impact evaluations; the concepts of ca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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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relationships and validities in policy impact evaluation; the
experimental and quasi-experimental methods of impact evaluation; the management and uses of policy impact evaluation. Students select and evaluate some real government programs or projects and discuss the evaluation output.

oretical and empirical researches on the costs and benefits of
government regulations will be examined; third, various antitrust issues-monopolization, cartel, merger, vertical restraints,
etc-will be discussed respectively.
924.671

924.666

문화정책 3-3-0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Policy

Cultural Policy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보다 높은 문화
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 시점에
서 공공부문에서 이들 수요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과
제에 대한 체계적 학습이 필요하다. 문화정책을 이해하는 데 필요
한 개념, 이론, 과제에 대하여 강의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에 대한
실제적인 분석을 수행한다. 문화발전과 정부 역할, 예술사회학, 경제
발전과 문화, 문화향수권, 문화와 국제관계, 지방문화, 문화행정조직,
문화재정, 문화관련법 등이 이 과목에서 다루는 중요한 주제들이다.
This course will be composed of lectures and discussions
on the study of cultural policy Major course topics include
the role of art and culture in the society; the governmental
involvement in art; social changes and art consumption; art
administration The topics will be discussed from the social,
political, administrative and economic perspectives Guest lectures and field trips will supplement the regular classes.
924.667

방송통신정책 3-3-0
Communications Policy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술과 네트워크의 확산에 따른
사회의 구성요소와 관계의 변화, 이에 따른 공공 정책의 제반이슈
를 다룬다. 이에 접근하기 위해, 관련 개념과 이론, 디지털 네트워
크화에 의한 공간, 상호작용, 행위, 조직, 제도의 변화, 그리고 경
제의 성장과 사회의 복지에의 영향, 정부의 역할과 정부의 디지털
네트워크 활용 등으로 구분하여 학습한다. 그리고 수평적 규제, 네
트워크 외부성과 표준화, 디지털저작권관리, 주파수 관리 등 디지
털 융합 시대의 방송통신⋅콘텐츠 정책 주제도 학습한다.
This course focuses on the change of social elements and
relations resulting from the pervasion of Internet which is
the most typical digital technology and network. It also deals
with the public policy concerns with this change. Students
will study about the fundamental conception, theory, interaction, action, economic development, space caused by the
digital networking, effect on social welfare, and the role of
the government including the utilization of digital network.
This course also discusses the communications and contents
policy issues in digital convergence such as horizontal regulatory regime, network effects and standardization, DRM, radio spectrum management, etc.

인력정책의 내용을 크게 인력계획, 인력형성, 인력배분, 인력활
용 및 인력보존으로 나누어 이것을 다시 몇 가지 내용으로 세분하
여 학생들이 각자 선택하여 연구 발표하게 한 후 토론을 함으로써
인력에 관한 이해와 분석 능력, 정책형성 및 평가능력을 향상시킨다.
This course will cover four developmental stages of manpower policy: the formation, distribution, utilization and preservation These topics will be dealt with in detail and students will present their own research topics The topics will
be discussed in class to improve students’ understanding of
manpower policy.
924.673

대통령의 정책관리

3-3-0

Presidential Management of Public Policies

이 과목은 정책과정에서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성격과 활동논
리에 대해 강의한다. 국가대표 및 정치지도자로서 역할은 물론이
지만 정책결정, 정책집행, 행정조직의 운영⋅관리 등 국가관리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정책 및 행정과정에서 담당해야 할 역할과
이를 수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 정치 환경적 요인
및 정부 내외 여러 가지 제약조건을 검토하고, 이러한 제약조건
속에서 합리적인 정책결정, 효율적인 정책집행 및 조직관리를 위
한 방안이나 전략을 중심으로 대통령의 리더십 행사를 기능적인
측면에서 검토한다. 대통령의 역할을 보좌하고 때로는 대행하는
관료조직과 대통령 비서실 및 국회와의 연계를 담당하는 집권당과
의 관계 등이 구조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검토대상이 된다.
This course will focus on the characteristics of and the
working rationale behind the President’s policymaking process.
We will analyze the role of the President as national and
political leader, policy maker and implementer and administrative manager working under numerous constraints of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influences and limitations. We
will explore the functional aspect of the President’s leadership under such limitations, centering on the methodology
and strategy of rational decision making, efficient policy implementation and organization management. We will als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ureaucracy that supports
and at times acts on behalf of the President and the ruling
party that is in charge of the connection between the
President’s secretariat and Parliament
924.674

924.669

교육인적자원정책 3-3-0

경쟁정책 3-3-0

환경정책과 법

3-3-0

Environmental Policy and Law

Competition Policy

본 과목에서는 자유주의 경제정책의 기본개념과 정책의 윤리를
개괄한 후, 시장과 정부의 역할배분, 민간경제부문에 대한 정부개
입의 논리와 비용을 고찰하고, 법경제학의 기본개념을 연구한다.
그리고 독점금지정책(경쟁정책)의 주요 관점과 내용을 독점화, 담
합, 기업결합,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거래규제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This course will examine the basic concepts and theoretical development of economic liberalism and antitrust policies
It is comprised of the following parts: first, the role of markets and governments will be discussed; second, diverse the-

환경문제에 대한 전 지구적 관심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환경이
슈를 공공정책형성의 장에 도입하고 이를 분석, 집행, 평가하는 체
계적 접근방식을 정립하는 동시, 이러한 과정과 연계된 구체적인
법적 논의들을 검토하게 된다. 또한 국내외의 다양한 사례를 통하
여 환경정책 형성의 동태성과 이의 법률적 성격에 대한 지식과 인
식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The main topic in this course is the international and domestic policy for environmental problems. This course will
specifically deal with how the environmental issues are set
as policy agenda and examine the legal aspects of this poli-

- 917 -

∴정책학전공(Public Policy Major)

행정대학원(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

cy development process. In addition, we will study about the
dynamics of environmental policy making and its legality by
reviewing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ases.
924.675

의료정책과정

3-3-0

Health Policy

이 과목은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그 목적
이 있다. 또한 보건정책과 관련된 주요 경제학적 개념을 활용하여
보건의료개혁안을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분야의 쟁점들을 다루고 있
다. 첫째, 건강생산함수, 건강보험, 병원과 의사의 행태에 관한 최
근의 문헌들을 분석한다. 둘째, 보건의료정책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을 탐색하고자 한다. 특히 보건의료정책이 어떻게 형성되어 집행되
는지 그리고 무슨 정책이론이 이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지 논의하고
자 한다. 셋째, 질병원인에 관한 국가간 비교 및 역사적 고찰과 최
근 국민건강의 쟁점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다차원적 건
강증진이론과 건강불평등에 대한 가설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provide an overview of
the health policy process. We will also discuss some of the
key concepts of health economics and apply these concepts
to several health reforms. We will address the following
three critical areas. First, we will review recent empirical literature of health production function, health insurance, and
hospital and physician behavior. Second, we will explore
what factors influence the health policy process. We will
discuss particularly (1) how health policy is developed,
adopted, and implemented, and (2) what theories best explain
the policy process. Third, we will discuss the evolution of
major cause of disease across countries and over time and the
controversial debates of population health. We will examine
health promotion theories (individual, community, population)
and competing hypotheses regarding health inequalities.
924.676

공공복지정책론 3-3-0
Public Welfare Policy

이 과목은 복지국가(Welfare State)의 대두배경과 그 원리를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입장에서 고찰해보고, 복지국가를 구성하
는 정책적 도구들의(사회보험, 공적부조, 퇴직연금, 의료혜택, 교
육, 공공주택 등) 존재근거와 작용원리를 미시 경제적 틀 안에서
분석해 봄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
의 복지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복지행정의 구성요소인 서비스 전달
체계, 적격성 기준의 설정, 복지서비스의 유형, 복지재원의 조달
등의 주제에 대하여도 탐색해 본다.
In this course we examine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the principle of welfare state in the framework of politics
and economics Policy instruments (e.g. social insurance, social assistance, retirement pension, health care, public housing) that compose welfare state will also be thoroughly examined in order to understand why they exist and how they
work. Lastly, we will study service delivery system, eligibility
rule, types of welfare benefits, financing welfare service, all
of which comprise major issues in welfare administration.
924.677

정보화와 전자정부 3-3-0
Information Society and Electronic
Government

이 과목은 지식정보사회로의 성숙 단계에서 사회정보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정부 스스로의 정보화, 즉 전

자정부에 관한 이론과 실천적 과제에 대하여 공부한다. 지식정보
사회의 변화방향, 유기적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행정변화, 네트워크
표준화와 정보보호, 전자정부의 지향가치, 전자정부의 기획, 정부
조직과 예산운영의 변화, 조직간 수평적⋅협력적 관계설정, 민영화
와 아웃소싱, 온라인 시민참여, 논스톱서비스, 정보공개와 정보서
비스, 정보화 성과평가, 미래 지식정보사회와 사이버 정부 등의 주
제를 다룬다. 한국의 경험과 비전을 중심으로 공부하되 미국⋅유
럽 사회와 정부의 정보화 사례도 공부한다.
Students study theories and practical agenda on government role of institutional change for societal informatization
and government informatization-electronic government under
mature information society. This course covers knowledge
society trend, government change in heavily networked environment, network standard and information security, e-government value, strategic planning, organization and budgeting
process, horizontal and cooperative inter-organizational relation, privatization and outsourcing, on-line citizen participation, non-stop service, open information service, project
performance evaluation, future and vision for Korean society
and government. This course focuses on Korea’s experience
and vision but includes US and European society and government cases.
924.678

인터넷정책과 법

3-3-0

Internet Policy and Law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정보를 생산, 처리, 전달하는 방식에 변
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법제도적 변화도 필수적이다.
뿐만 아니라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방식의 변화는 정보통신
관련법 분야뿐 아니라 일반적인 법체계와 국제적 협력의 방식에도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본 강의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
달로 정보의 유통이 용이해질수록 더욱 강화되고 다양화되는 사회
적 통제 메커니즘으로서의 법적, 제도적 장치의 역할을 고찰한다.
특히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인터넷상 정보 내용 규
제,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보호, 도메인이름과 상표권 간의 분쟁
및 인터넷 거버넌스, 인터넷 관련 국제적 규제 틀에 대한 협상 및
협의과정 등을 중심으로 법적, 정책적 현안과 이론적 함의를 함께
살펴본다. 강의의 첫 부분에서는 인터넷기술의 특성과 이로 인한
매체환경의 변화, 사회적, 경제적 함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과 규제의 역할 등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도모한다. 이후
각 쟁점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인터넷에 대한 국내외 규제 틀의 형
성 및 변화과정을 이해하고자 하며, 변화하는 정보환경에서 법, 규
제, 정책, 정보기술, 시장, 사회규범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이해
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학생들이 법과 규범을 지식으로 습득하기
보다는 제도와 정책을 능동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비판적, 전
략적 사고를 갖도록 하는 것이 본 강의의 목표 중 하나이다.
This seminar considers legal choices and problems our society faces with the rapid introduction of digital technology
as our primary information technology. The first few weeks
will be devoted to background readings that describe contemporary understandings of the attributes of digital technology and electronic media, provide a basis for identifying
likely social and economic implications of the transition, and
consider the role of law and regulation that can and should
play in shaping society. The remainder of the seminar will
be spent considering a number of problems of contemporary
concern, regarding the develop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cyberspace, the dissemination of obscene and other
sexual materials on the Internet, the use and misus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privacy protection, disputes concerning
domain names and trademarks and proper ways of Internet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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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856.000100

글로벌 행정이론 3-3-0
Theories of Global Public
Administration

글로벌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국가와 글로벌 사회에 적
용되는 행정이론이 논의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서구 자본주의의
행정이론, 사회주의의 국가의 행정이론, 공산주의 국가의 행정이론
은 물론 글로벌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행정이론이 논의되어야 한
다. 글로벌 행정이론은 1960년대 개발도상국가에 적용되었던 발전
행정과 구별되어야 하며 21세기에 적용‧가능한 이론들이 논의되어
야 한다. 글로벌 행정이론은 글로벌 사회의 삶의 질과 웰빙에 밀
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 강좌는 글로벌 사회에 적합한 행정이론을 지향하며 이를
위한 글로벌 조직, 글로벌 리더십, 글로번 인재양성, 글로벌 거버
넌스, 글로벌 정책 등 다양한 글로벌 행정이론을 논의한다.
As the global society advances, it becomes imperative to
discuss the public administration theories that are applicable
to diverse nations and the global society itself. Public administration theories that deal with Western capitalism, socialist
nations, communist nations, and the global society should be
discussed. Theories of global public administration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the development administration of the developing countries of the 1960s, and theories that can be applicable to the 21st century should be discussed. Theories of
global public administration are closely related to the global
society’s quality of life and well-being.
This course will discuss administration theories that are
appropriate for the global society, as well as global organizations, global leadership, cultivation of global talent, global
governance, and global policy.
M2856.000200

통계분석 3-2-2
Statistical Analysis of Public
Administration

본 과목은 행정학 정책학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통계분석의
기초를 확립하고 양질의 분석능력을 배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문제에 대한 이해, 주어진 자료에 대한 기술, 분석 모형의
개발, 자료와 모형간의 연계를 통한 추론의 과정을 명확히 이해하
고, 이를 활용한 실제 계량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험을 제공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중회귀모형 및 관련 모형을 중심으로
실제 분석단계에서 발견될 수 있는 예를 이용하여 수업이 진행될
것이며, 통계패키지를 활용한 실습시간이 제공된다.
The aim of this course is to establish foundations for
good analytical inquiry through exploring the statistical tools
that are heavily used in public policy and public administration analysis. In particular, we are interested in how to
draw (descriptive or causal) inferences from observed phenomena to unobserved ones by securing the quality of empirical evidence in addition to understanding research questions
and describing data. We will cover a wide range of statistical
topics and methodological issues based on linear regression
model and its variations, and enhance the analytic capability
through the series of lab-sessions with statistical packages.
M2856.000300

사회조사방법론 3-3-0
Social Research Methods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 및 정책학 분야에서 발생하는 현상의 과학적 이해와 실

증분석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반적으로 실증적 사
회과학 조사 방법론의 이해에 초점을 맞추며, 양적 방법론의 한계
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연구문제와 가설 설
정, 분석 자료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문제점을 소개하며 조사연구
의 실제 적용능력을 고양하기 위해서 조사 설계 실습을 병행한다.
This course attempts to enhance students ability to understand and analyse administrative and policy problems in the
public sector. The course focuses on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research methods for social sciences and limitations of quantitative methods. The course will cover how
to setup research questions and hypotheses, collecting data,
analysing and testing data, and report writing. During the
course, students will develop research proposals and present
in the classroom for further discussion.
M2856.000400

글로벌 리더십과 공공윤리 3-3-0
Global Leadership and Public Ethics

21세기의 글로벌 시대적 상황은 변화와 혁신이다. 사회발전을
위하여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
구된다. 글로벌 리더십은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전환적 리더십
으로서 글로벌 환경과 사회혁신을 선도하여야 한다. 아울러 글로
벌 리더십은 21세기 삶의 질과 웰빙을 지향하여야 하기 때문에
공공윤리를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국가 내에서 공공윤리가 요
구되듯이 글로벌 사회에 적용되어야 할 공공윤리를 동시에 고려하
여야 한다.
본 강좌는 글로벌 사회에 적합한 글로벌 리더십과 공공윤리
의 필요성, 글로벌 리더십의 특성, 사회혁신, 지적 발전, 공공윤리
의 필요성, 공공윤리의 내용 등을 논의한다.
Change and innovation define the global period of the
21st century. Leadership that promotes change and innovation
for the development of society is more urgent than ever
before. Global leadership must not only promote change and
innovation but also act as a transformative leadership that
pioneers global environmental and social innovation. In addition, because global leadership must aim to support the quality of life and well-being of the 21st century, it should simultaneously take public ethics into consideration. Just as
public ethics is demanded within a nation, it is important to
consider public ethics for the global society.
This course will discuss global leadership and its need
within the global society, the qualities of global leadership,
social innovation, intellectual development, need for public
ethics, and contents of public ethics.
M2856.000500

정책학이론 3-3-0
Theories of Public Policy and
Institutions

본 과목은 정책학의 주요 이론을 소개함으로써 정책현상에 대
한 깊이 있는 이해와 이론의 현실 적용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을 목
표로 한다. 과목의 주요내용으로는 대통령, 의회, 관료, 정당, 사법
부, 이익집단, 일반시민, 정책공동체 등 정책과정의 참여자를 분석
하고, 정책의제설정론, 정책분석론, 정책결정론, 정책집행론, 그리
고 정책평가론에서의 주요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도록 하겠다.
The aim of this seminar is to introduce major theories of
public policy studies in order to deepen our understanding of
public affairs. The students are expected to go on applying
those concepts and theories to real-world public policy
challenges. The seminar will analyse policy process such as
agenda setting, policy making,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 919 -

∴정책학전공(Public Policy Major)

행정대학원(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

It will also examine various policy actors who influence
public policy such as the President, elected politicians, bureaucrats, legal practitioners and civil society activists as well
as ordinary citizens.
M2856.000600

경제와 행정 3-3-0
Economics and Public Administration

미시경제학의 기본이론을 바탕으로 정책적 또는 행정적 문제
해결에 필요한 각종 응용 기법을 공부한다. 소비자이론, 생산자이
론, 게임이론, 비대칭정보이론, 시장실패, 후생경제학과 공공경제학
의 기초 이론 등을 망라하며, 이러한 이론들의 정책적 또는 행정
적 사례에 대한 적용을 논의한다.
This course studies basic theories and techniques in
Microeconomics which can be applied to analyze issues in
the public policy and administration. Specifically the course
discusses consumer theory, firm theory, gametheory, asymmetric information theory, market failure, basic theories in
welfare economics and public economics. Related cases in
the public policy and administration are also discussed.
M2856.000700

인사행정론

3-3-0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이 과목의 목적은 공공부문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개념 및 이론
에 관한 기초지식을 습득하고 최근 국내외 정부가 활용하고 있는
구체적인 인적자원관리방식 및 사례의 분석을 통해 실무역량을 함
양하는 것이다. 과목의 초점은 민간부문 인적자원관리와 구별되는
공공부문 인적자원관리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있다. 수업은 기본
개념과 이론에 대한 강의, 수강생조사발표, 사례토론의 세 부분으
로 이루어진다.
The goal of this course is to examine major concepts and
theories of human resource management(HRM) in the public
sector. Based on this knowledge, this course intends to develop students’ professional capacity by analyzing HRM
practices and discussing recent cases. The focus of this
course is on understanding the distinctive features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in the public sector as compared to
HRM in the private sector. The course is organized into
three parts: lectures on key concepts and theories, presentation of research by students, and case discussion.
9M2856.00800

정부와 투명성 3-3-0
Government and Transparency

본 강좌는 부패와 부패통제에 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부패
는 개인적, 조직적, 국가적 및 국제적 문제로 인식된다. 부패는 무
엇인지? 부패가 왜 국제적 문제로 등장하게 되는지? 부패는 경제
발전과 사회발전에 정말 장애요인인 것인지? 부패를 줄이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부가 부패통제의 주체이
면서 동시에 대상이기도 하는 이중성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러한 주제들을 다양한 학문분야의 관점에서 다루어 종합적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the study of corruption and corruption control. Corruption is considered individual, organization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problems. What us corruption? The term “corruption” is applied in ways that are
sometimes culturally specific, but which cover a broad range
of practices. Does the pervasiveness of corruption really impose substantial and widespread societal costs, impeding eco-

nomic development, limiting the efficiency of public services,
and weakening political institutions by undermining trust in
government?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and control
strategies for corruption have been contested in various
literatures.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understand the
topic to systematic study, combining insights from several
different disciplinary perspectives, including political science,
economics, sociology, and public management.
M2856.000900

조직과 행정 3-3-0
Organization and Public Administration

이 과목의 목적은 조직이론을 소개하고 조직현상에 관한 분석
과 관찰능력을 향상시키려는 데 있다. 주요 주제는 조직환경, 조직
목표와 효과성, 권력과 의사결정, 조직구조, 동기부여, 직무태도,
리더십과 조직문화, 조직변동 등이다. 특히, 이 과목에서는 공공조
직과 민간조직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파악하여 공공조직을 이해
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본역량을 함양하는 데 초점을 둔다. 수업
은 기본이론에 대한 강의, 수강생의 조사발표, 사례토론의 세 부분
으로 이루어진다.
This course intends to help you acquire the basic knowledge about organization theories and to develop your ability
to think critically about managerial practices in organizations.
While some attention will be given to private organizations,
the primary focus will be on public and quasi-public
organizations. Key themes that will be examined include organizational environment, goals, effectiveness, powers, decision-making, structures, leadership, cultures, and changes.
This course will be organized into three sections: lectures on
basic concepts and theories, presentation of short paper on
assigned readings, and case discussion on team projects.
M2856.001000

도시정부론 3-3-0
Urban Government

도시화 현상과 도시문제를 개관하고 효과적인 도시 관리를 위
한 제도 정책들을 다룬다. 특히 대도시화에 따른 광역정책과 도시
하부구조에 관련된 일련의 정책들이 주요한 연구대상이다. 더불어
도시재정과 경제기반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In this course we will analyze in detail the administrative
problems of modern large cities so as to help formulate urban policy We will examine the following topics: the typology of metropolitan governments worldwide; the comparisons
of their advantages; new budgeting systems for efficient financial control currently at issue in the developed nations
and its applicability in Korea; the issue of citizen’s participation in metropolitan administration.
M2856.001100

글로벌시대의 발전정책 3-3-0
Development Policies in the Global
Context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세계적 차원에서 공공정책이 수립되고
이를 집행하는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가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정책의 주도자였던 국민국가의 역할과 위상에도 변화가 생기
고 있다. 이 세미나는 이러한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제도적, 정
책적 분석을 시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
가 당면하고 있는 정책과제로 개발도상국의 국가발전에 대해 논의
한다. 특히 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개발도상국의 빈곤의 퇴치
와 사회발전 정책을 중심으로 글로벌 거버넌스의 적실성과 효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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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분석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개발도상국의 정책적 쟁점을
글로벌 거버넌스 시각에서 조망할 기회를 제공한다.
As public policy is increasingly made and implemented
at the global level, there has been emergence of a global
governance structure. Governments of nation-state, which
have been the dominant player in public policy, need to redefine their roles. This seminar will examine institutions and
public policy at the global level and review the feasibility
and relevance of global governance. In terms of policy area,
this seminar will pay special attention to social development
and poverty reduction, which have been carried out through
the system of global governance. This will provide opportunity to the students to tackle policy challenges of the developing countries from the perspective of global governance.
9M2856.01200

외교와 정책

3-3-0

Diplomacy and Policy

각국의 외교정책을 비교 검토하고, 국제사회에서 각국의 나아
갈 길을 모색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미소중 등 강대국의
외교정책과 중진국 대열에 끼고 있는 국가의 외교정책, 약소국가
의 외교정책을 연구한다. 특히 분단된 한국이 격동하는 국제관계
속에서 최소의 비용(희생)으로 최대의 이익을 달성하고, 국가의 생
존을 유지하는 방법을 모색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서방국가 신생
국가 약소국가의 외교정책 특징을 비교 검토한다. 각국의 외교정
책을 뒷받침하고 있는 국력과 이의 증진책도 겸하여 분석하고, 국
제사회에서의 사건에 관한 사례도 연구한다.
This course will focus on comparing and reviewing the
foreign policies of other countries We will study the foreign
policies of strong nations such as the U.S., Russia, and
China as well as those of developing countries and weak &
small countries Emphasis will be laid on exploring the way
for Korea to achieve maximum profit by minimum cost in
turbulent international relations We will compare and review
the characteristics of foreign policies in the Western countries, newly emerging nations and weak&small countries We
will analyze the national power supporting the foreign policies along with the measures to promote them Case studies
on the events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will also be carried
out.

M2856.001300

국제정치론 3-3-0
International Politics

현대 국제관계의 특징을 검토하고, 국제관계 이론이 국제사회에
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국제사회의
행위자들의 행동 및 갈등과 그 해결방법을 모색하여, 2000년대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관하여 검토?진단하여
본다. 특히 강대국이 국제관계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현실 속에서
제3세력의 대두에 따르는 약소국 발전도상국들의 국가이익 증진책
과 안보문제 등에 관해 논의하고 국제사회 속에서 한국의 새로운
좌표모색을 위한 방안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
In this course we will review and diagnose various international problems We will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modern international relations, analyze how the theor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are actually being developed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and examine the actions and conflicts of behavioralists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as well as the methods of settling these conflicts We will have discussion on
the small and weak countries as regards their security problems and the promotion of national benefit Although the
third force is on the rise, in actuality the powerful countries
exert great influence on the international relations We will
pay special attention to the research that deals with the new
coordinates of Korea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M2856.001400

중앙-지방 관계 3-3-0
Central-local Relations

지방화의 진전에 따라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진전되면서 중앙
과 지방, 지방과 지방간의 의사소통과 조정은 중요한 정책문제로
대두되어왔다. 이 같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강좌는 수강생
들이 정부간관계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함께 효과적 정부간관계의
처리를 위한 정책전문가가 되는 것을 돕고자 한다. 과목내용은 정
부간관계의 의미, 정부형태와 정부간관계, 정부간관계의 조정 및
협력방식, 재정 및 사무차원의 정부간관계, 외국의 정부간관계 등
을 포함한다.
Enhancement of local democracy has increased the importance of the inter-communication and coordination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among the local
governments. Corresponding this change, this course deal
with such topics as significance of IGR, governmental structures and IGR,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in IGR, fiscal
and functional IGR, comparative analysis of IGR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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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501

공기업조사통계 3-2-2

925.504A

Statistics for Public Enterprise Management

Financial Accounting

공기업 경영 및 의사결정과 관련한 다양한 경영통계의 구축, 활
용, 해석과 관련한 통계분석 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spread-sheet과 DB를 활용하는 실습이 이루어질 것이다.
This course is structured to understand, use, and interpret
the statistical and quantitative data on public enterprise management and economics. Lab-practice will be combined for
various practical applications to spread-sheet and database in
addition to the regular weekly lecture.
925.502

공기업 재무회계 3-3-0

공기업정책론 3-3-0
policy of Public Enterprises

공기업의 공공경제학적 본질과 성격을 이론적 틀에서 파악한
후, 공기업의 국민경제와 국가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전략적 관점
에서 학습하고, 공기업 부문이 국가발전 목표에 부합하는 정책 수
단으로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 구상⋅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
러한 과정에서 정부와 공기업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정책 공유,
공기업 지배구조, 요금관리, 경영평가, 불공정거래행위 등 정부 규
제와 공기업의 對정부요구를 함께 다루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공
기업 정책의 중심인 공기업의 경영혁신 제도와 전략 및 민영화 문
제를 토론해 보고자 한다.
This course analyzes the nature and behavior of public enterprises using public economics theory; studies the effects
that public enterprises have on the national economy and
economic development; and investigates the proper policy
means in using public enterprises for national development
goals. Throughout this course, the lectures will cover various
topics such as pooling of policy which defines the relationships between government and public enterprises; corporate
governance, price management, management evaluation, government regulation such as anti-trust laws of public enterprises; and the public enterprise demands toward the
government. The course will also include in-depth discussions on management innovation systems and strategies as
well as privatization issues.

본 과목은 현행 공기업 재무회계 제도에 대한 이론적 내용과
실증적 사례분석을 통해 세미나와 신디케이트 형식으로 진행된다.
기본적으로 공공부문의 재무(재정)정책에 대한 배경지식과 현행
제도에 대해 검토하고, 더불어 분석을 위한 다양한 예산회계 기법과
새로운 이론들(BSC, Target Costing)을 학습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
해 공기업의 중견관리자서의 기본적인 자질 함양을 목표로 한다.
This course covers theoretical and practical case study on
the budget accounting of public enterprise through seminars
and syndicates. Basically we review background knowledge
and existing institutions about financial policy in public sector, and also study new analysis Method like BSC and
Target Costing. In this process, essential requirements for
middle managers of public enterprise will be developed.
925.505

공기업 경영전략 3-3-0
Public Enterprise Strategy

경영전략이란 경영자가 기업의 비전과 목적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설정하는 것으로, 기업의 장⋅단기적인 목
표 달성을 위한 효율적⋅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이다. 사
기업과 공기업은 조직적 측면에서는 경영목표와 지배구조 등 다양
한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나, 장기적 관점에서는 경영자와 기업의
목적함수 일치를 통해 조직발전을 추구하는 전략을 수립한다. 따
라서 본 수업에서는 이러한 전략과 관련된 제반이론들과 사례분석
을 통해 효과적인 공기업 경영전략 수립 방안을 탐색한다.
Management strategy is a process establishing systematic
approach to enterprise’s vision and goal. Private and public
sector are different in most aspects, but they both make a
strategy for organizational development through agreement
between management and enterprise’s goal in the long run.
Accordingly, this course tries to find a desirable management
strategy through a variety of theories and case studies
925.506

공기업과 성과관리

3-3-0

Performance Management in Public Sector
925.503

공기업조직⋅인사론

3-3-0

Management of Public Enterprises

이 과목의 목표는 미래의 공기업 최고관리자로서 갖춰야 할 조
직관리역량을 사례분석을 통해 함양하는 것이다. 이 과목에서는
공기업 조직관리의 일반이론들이 실제 우리나라 공기업조직의 문
제해결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적용의 실패와 성공의 원인들
은 무엇인지를 사례학습을 통해 탐구한다. 학습주제의 범위는 전
략관리, 목표관리, 환경관리, 구조설계, 내부자원관리, 변화관리 등
을 포함하며, 특히 인적자원관리에 초점을 둔다.
This course aims to help students acquire the basic knowledge about organization theories and to develop their professional ability of managing public enterprises. The cases of
public enterprise management are utilized for investigating
various ways of managerial problem-solving and for discussing the factors of managerial success and failure in public
enterprises. While the scope of themes includes the management of organizational goals, strategies, environment, structural elements, resources, and innovation, the primary focus
will be on human resource management in public enterprises.

신공공관리론의 대두와 더불어 세계 각국의 공공분야는 급변하
는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서비스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또한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제
고하기 위해 성과관리를 제도화하고, 끊임없는 조직혁신을 추구함
으로써 비효율성을 제거하고자 한다. 본 강좌에서는 공공부문 성
과관리의 이론적 논의 및 세계적 흐름을 조망하고, 분야별 생산성
측정수단과 제고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평가 및 기관장 경영실적 평가 사례분석을 통해 정책 실무에 있어
시사점을 구하고자 한다.
Assessing the effectiveness of public programs is the answer to many issues with which public officials are struggling.
It is part of the effort to improve the productivity of public
programs, a strategy to strengthen the coordination of different agencies and the programs they manage. And it is a critical element in the public’s discourse with their elected officials about the role and purpose of government programs.
Assessing what performance management is, what it is best
at, how to make it work, and what impacts it might have
are the goals of the course. Students will learn about the
context of performance management. They will develop skills
in measuring public programs. And they will understand its
role in the broader political framework of the government.

···························································································································································································································································
학점구조는 “학점수-주당 강의시간-주당 실습시간”을 표시한다. 한 학기는 15주로 구성됨. (The first number means “credits”; the second number
means “lecture hours” per week; and the final number means “laboratory hours” per week. 15 weeks make one sem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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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507

공기업과 지역사회

3-3-0

Public Enterprise and Community

기업성 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갖는 공기업에게 있어서 고객이
자 주인인 시민에게 어떻게 다가서는가는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지방화 추세 하에서 지역사회차원에서의 시민접촉의 중요성이 점
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본 강좌는 공기업의 공적책임, 지역사회
의 의미, 지역사회 거버넌스체제, 주민과의 접촉 및 의사교환방법,
여론 및 공론조사, 지역사회차원의 네트워크 구축활동 등에 대하
여 다룬다.
For a public enterprise that has corporate as well as public characteristics, answering the question of how to approach
citizens who are both its customers and owners is an important task. In particular, with the recent localization trend
the importance of citizen contact on a local community level
is increasing. In this regard, this course will discuss such
topics as social responsibilities of a public enterprise, the
meaning of local community, local community governance
system, citizen contact and methods of sharing ideas, public
opinion survey, deliberative public poll, and constructing networks in the local community.
925.508

공기업 정보정책 및 관리 3-3-0
Corporate Information Policy and
Management

정보기술의 광범위한 사회 확산과 경영 환경변화로 조직은 근
본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 과목을 통해 수강생은 전략적 도
구로써 정보기술과 정보자원 관리를 위한 전반적 이해를 추구한
다. 조직관점에서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전략적 정보기술 활용 방
법론을 공부하게 된다. 조직과 정보기술, 정보화 사회와 환경의 변
화, 정보체계와 인프라, 정보기술의 전략적 활용, 정보체계의 개발
방법론, 정보민주주의, 정보정책, 전자정부,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한
개괄적 이해를 추구한다. 정보기술과 관련된 주제의 정책사례를
개발하여 발표 및 토론을 병행한다.
Along with wide diffus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changing environment, organizations are undergoing fundamental changes. This course provides an overview of managing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formation resources as strategic weapons. It presents an organizational view of how to
use information technology strategically to create competitive
advantage. Topics include organiz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information society and changing environment, information system and infrastructure, strategic use of information technology,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systems, information policy, e-government, and social and ethical issues involved with information systems. During the
coursework, students will develop policy cases and present in
the classroom for further discussion.
925.509

standing about change and practical, workable solutions to
deal with change successfully. A student will identify and
evaluate organizational change, assess how individuals and
teams deal with and adapt to change, build an integrated
model of the organizational change process, identify different
leadership styles and the role of leadership in the change
process, overcome resistance to change by opening and using
effective communication channels, and manage paradox of
change.
925.510

Industrial Relation of Public Enterprise

공기업 노사관계론에서는 우선적으로 노사관계의 역사적 배경,
노동조합의 기능과 역할,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
그리고 노사 협상 등의 주제를 다룬다. 또한 OECD 주요국에서의
공기업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현재 한국의 노사관계 문제점 도출과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배움으로써, 효과적인 공기업 노사관계를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중견관지라 양성을 목표로 한다.
The aim of the course is to introduce historical background of labor-management relations, functions and roles of
the labor union, and negotiation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In addition, the course is also to look at problems of
the relations in Korea and possible solutions by studying
cases of OECD member states, and therefore make middle
managers who are able to contribute to effective labor-management relationship of public enterprise.
925.511

공기업과 커뮤니케이션

3-3-0

Public Enterprise and Communication

본 과목에서는 기업, 정부, 언론, 국민, 정당, 이익단체 등 사회
의 각 당사자간의 관계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살핀다.
최근 인터넷을 비롯한 새로운 미디어의 발전으로 인해 커뮤니케이
션의 과정이 일방향에서 쌍방향으로 변화하고 채널 또한 다양해지
면서 공기업의 대언론, 대정부 관계 및 기업 홍보와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유형 또한 변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정책 홍보 및 공
기업 홍보, 언론관계의 특성과 전략, 언론과 정부 관계, 국민의 여
론 형성 과정 등을 심도 있게 고찰하여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본 과목의 목표이다.
This course focuses on the role of communication in the
relationship among various stakeholders in society such as
the public, government, press, public and private enterprises,
and interest groups. The importance of strategic communication and proper use of diverse media is increasing, and the
emergence of new media such as the Internet compounds its
significance. Special topics of the course include public opinion processes, public relations, media relation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ess and government, and media effects.
925.512

혁신전략과 관리 3-3-0

거버넌스와 공기업정책 3-3-0
Policy Making and Implementation of
Public Enterprises in the Era of Governance

Innovation Strategy and Management

공기업 조직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무엇을 개혁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혁신을 관리해야 하는지를 다룸. 이를 위해 혁신의 개념,
결정주체, 결정과정 및 구성원의 적응과정을 설명한다. 그리고 선
택된 개혁방안이 맞게 되는 저항과, 의도한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
고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를 초래하는 패러독스를 설명하고자 함.
혁신관리에 대한 이론 소개와 함께 사례를 통하여 변화능력을 함
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This course is designed to give both theoretical under-

공기업 노사관계론 3-3-0

다양한 정책행위자들이 공공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자신들의 이
해를 피력하고, 의견을 조정하는 새로운 국정관리의 양태가 대두
되고 있다. 이 과목에서는 이러한 정책현실의 변화에 따라 공기업
이 정책을 결정, 집행하는데 효과적인 전략과 대안들을 분석, 검토
한다. 이를 위해 국정관리의 다양한 형태와 그에 따른 정책집행의
과제들을 비교분석하고, 다양한 사례를 수집, 비교 분석한다.
We have witnessed a new emerging pattern of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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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which various policy stakeholders pursue their economic
interests and try to forge a social consensus. This seminar
will explore the changing nature of governance in general
and policy process in particular in relation to policies of
public entreprises. The seminar will collect and compare different cases that have come out from policy experiences.
925.513

공기업 정책분석⋅평가

3-3-0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

정책분석 및 평가의 기초적 이론과 방법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고급정책평가 이론과 방법론에 한 이해와 활용능력을 한층 심화시
키며, 정책평가에서 다루지 못했던 특별한 방법론적 이슈와 토픽
들을 다룸으로써 정책평가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소양을 배양하는
것을 강의의 목적으로 한다. 주요 주제는 평가를 위한 논리모형의
개발, 복잡한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논리 모형의 활용
등을 포함한 로직 모델링 방법들, 프로그램 기획과 리모형을 활용
한 평가의 통합, 정부와 비영리 조직의 성과측정방법, 산출결과와
임팩트 평가 방법, 평가를 위한 회귀분석방법의 응용, 권능부여 평
가방법(empowerment evaluation), 평가역량 구축과 평가를 통한
조직학습이론, 기타 현안이 되고 있는 특정평가 이슈들과 방법론
등이다. 이 강의는 실제 평가사례를 발굴하여 학생들이 직접 평가
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평가실무를 통하여 평가에 대한 능력과
소양을 배양하도록 한다.
The purposes of this lecture are to enhance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capabilities of advanced evaluation theories
and methodologies based on basics of evaluation. Main subjects covered are Using Program Theory and Logic Models
in Evaluation, Logic Modeling Methods in Program Evaluation, Integrating Program Planning and Evaluation Using
Logic Methods, Performance Measurement for Government &
Nonprofit Organizations, Outcome and Impact Assessment,
Applied Regression Analysis for Evaluation, Empowerment
Evaluation, Building Organizational Capacity for Evaluation
& Organizational Learning Through Evaluation, etc. Students
are required to participate in Korean evaluation case development.
925.514

공기업 정책과정

3-3-0

do not; 2) how policy tools influence policy design, decision-making, and implementation; 3) how politics, institutions, and political values influence the policy process; 4)
what decision-making models are preferred under uncertainty
and bureaucratic politics and how they are selected; and 5)
what key elements or tactics are necessary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through various case studies. Students are to
learn key concepts and contemporary theories of the public
policy process through various cases of problem definition,
agenda setting, decision making and implementation.
925.515

Issues of Regulatory Reform :
Case-Study Approach

이 과목은 규제개혁에 관한 이론과 정책을 소개하고, 공기업 분
야의 규제개혁에 관한 국내⋅외의 사례를 최대한 활용하여 실무적
식견과 능력을 배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정부정책 전반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히 공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 발전전략 등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것이
규제정책이라 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공기업이 처해 있는 현
실과 발전방향을 감안하여 경제 및 사회규제 정책이 어떤 방향으
로 개혁되어야 하고, 공기업의 규제시스템이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며, 공기업으로서는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
람직한지에 대하여 탐구한다. 가급적 학생들로 하여금 사례를 개
발하여 발표하도록 유도한다.
This course will introduce to the students the theories and
policies concerned with regulatory reform. Among a wide
variety of government policies that affect the business environment and strategic planning of public enterprises, nothing
affects the public enterprises more than regulatory policies.
This course will focus on studying such issues as how the
current regulatory policies should be reformed, how the regulatory system be set up anew, and how the public enterprises
could benefit most from such a changing regulatory environment and structure. In this course, students on an individual
student or group basis will be required to prepare and present case studies pertinent to each public enterprise’s experience.

Policy Process of Public Enterprise

925.518A

본 과목은 정책과정의 단계, 정책수단과 정책설계, 정책결정의
주요 모형, 그리고 주요 정책행위자의 행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과목에서에서는 다
음과 같은 내용을 탐구하고 있다. 첫째, 왜 그리고 어떻게 특정
이슈만 정책의제로 채택되고 반면에 다른 이슈들은 배제되는지 분
석하고자 한다. 둘째, 정책수단이 어떻게 정책설계, 정책결정, 그리
고 정책집행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정치, 제도,
정치적 가치가 정책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고자 한
다. 넷째, 불확실성과 관료정치 속에서 어떤 정책결정모형이 선호
되는지 그리고 이들 모형이 어떻게 선정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다섯째, 다양한 정책집행사례를 통하여 성공적인 집행의 전략과
요소를 탐색하고자 한다. 본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정책문제의 정
의, 의제설정, 의사결정, 그리고 정책집행에 관한 다양한 사례를 학
습하고 여기서 정책과정의 주요 개념과 현대 이론들을 배울 수 있
을 것이다.
This course provides an overview of the stages of the policy process, policy tools and policy design, primary models
of policy-making and behaviors of key policy actors. The
course is to explore the following key areas: 1) why and how
certain issues become subjects for policy-making and others

공기업 규제개혁론 3-3-0

공기업법 3-3-0
Public Enterprise Law

공기업에 관한 행정법과 공기업이 직면하는 법률문제와 해결방
안, 공기업 관리자들이 필수적으로 습득해야 할 준법 의무와 관행,
개별 공기업 관계법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이론과 실제 양면에서
공부한다. 특히 공기업법 일반론과 함께 개별 공기업과 관련된 행
정법의 내용과 적용 방식 등을 실습과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학습
하고 색출하고 공기업법에 관한 각종 이슈와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한 policy paper를 작성하여 함께 토론하고자 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as an advanced study of law and
policy issues public enterprises are facing with. Topics to be
tackled are as follows: administrative law and policy in general, especially regarding legal status and responsibility of
public enterprises; laws and regulations governing public enterprises; legal responses and solutions to issues public enterprises are confronted with; cases study regarding public enterprise law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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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519

공기업 의사결정론 3-3-0

925.520

Decision Making Theory in Public
Enterprise

공공정책과 갈등관리 3-3-0
Conflict Management and Public Policy

다양한 공공문제에 해결을 위한 대안 선택과정을 다루는 의사
결정론(Decision Making Theory)의 개념과 과정, 기법에 대한
학습을 통해 공공분야, 특히 공기업에서의 바람직한 의사결정에
대해 논의한다. 일반적으로 공기업의 의사결정은 국민생활에 영향
을 큰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효율적이고 윤리적인 책임이 크게 요구되므로 이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과 사례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공기업 의사결정 방안을 모색
한다.
This lecture covers the overall concept, process, method of
decision making theory aimed at making solutions for public
problems. Generally the decision making in public enterprise
affects strongly people’s life, so this process requires effective and ethical accountability. Accordingly the course try to
find a desirable decision making process to problems through
a variety of theories and case studies.

한국 사회의 민주화가 공고화되고, 사회의 다양한 이익이 표출
되고 충돌됨에 따라 공공부문의 정책과 관련하여 심각한 갈등이
노정되고 있다. 본 강의는 이러한 공공갈등의 정책학의 측면에서
조망, 분석하고 공공갈등의 적절히 관리하고 해소하여 공공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공공정책의 개
념적, 이론적 기반을 갖추고, 갈등관리 및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전
략을 비교, 검토한다. 이 세미나는 공공갈등을 행위자간의 이해충
돌로 보는 미시적 접근과 함께, 공공정책의 과정에서 보는 제도적
접근과 다양한 사회정의관의 충돌로 보는 이론적 관점을 같이 다
룬다. 이 과목은 정책학의 주요 개념과 이론에 대해 보다 많은 강
의와 토론을 할애하여 학생들이 탄탄한 이론적 기반 하에 공공갈
등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갈등 뿐만 아니라 공기업 정책
과 관련된 정책연구에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한다.
As democracy has been consolidated for the last two decades in Korea, social conflicts come to surface more often
and serious than before. Social cost of such conflicts has risen very sharply. This seminar will examine social conflicts
and its management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policy. It
also aims to enable the participants of the seminar to develop effective strategies of conflict management. At the same
concepts and theories of public policy will be introduced and
applied to conflict management. In the seminar, social conflict will be approached at the three different levels: micro,
institutional and ideological.
The seminar will combine the formats of lectures, debates
and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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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과정(Doctoral Courses)
공통과목(Core Courses)
920.701

various public issues. The objective of this course is to develop the ability to analyze various issues in public administration and public policy.

연구방법론 3-3-0

920.739

Research Methodology

본 과목은 행정 및 정책 연구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방법론적
연구역량의 배양과 양질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설계의 논
리와 유형을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과학적 실증연
구의 논리에 대한 과학철학 논의를 소개하고, 대표적인 연구방법
론으로서의 양적 접근법과 질적 접근법 간의 논쟁을 살펴봄으로
써, 방법론적 다원주의와 분석적 엄격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특히
각 각의 접근법이 보유하는 논리와 절차의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그 평가기준의 공통점이 존재하고 또한 바람직함을 살펴보고자 한
다. 또한 연구 설계의 중요성과 설계의 논리 구조와 방법을 소개
함으로써 향 후 질적/양적 방법론 학습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The main theme of this course is to explore the theoretical foundation of research methodology for designing good
policy inquiry. Especially the course attempts to bring in a
lens to view various current research approaches as a continuum rather than as disjoint ones, and to emphasize the
need of shared standards with diverse techniques to develop
persuasive evidence. In doing so, it tries to introduce several
selected themes in the philosophy of science, the debates between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research methods, and the
logic of research design that are crucial in enhancing the research capability.
920.702

질적연구방법론 3-3-0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for Social
Sciences

이 강의는 사회과학으로서 행정학 연구에서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능력을 계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이론적
인 측면에서 질적 연구방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양적 연구방
법과의 차이, 질적 연구 방법의 필요성을 탐구한다. 이에 더하여
질적 연구방법을 이용한 자료 수집 방법을 구체적으로 습득하는
데, 참여관찰, 심층면접, 역사적 문헌연구방법, 민속지법, 언어분석
등을 습득한다. 아울러 현상학, 해석학, 포스트모더니즘, 비판이론
등의 이론적 계보도 학습한다.
This course, in several levels both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in purpose. The course explores main interpretative approaches such as phenomenology, heumeutics, postmodernism, and critical theory with an emphasis on public
issues. In this seminar, class participants will become familiar with the issues involved in collection and analysis of data using qualitative techniques. These include research designing, in-depth interviewing, participatory observation, ethonographic methode, text analysis and a small-N comparative
analysis. As the course objective, students are supposed to
understand the differences between quantitative method and
qualitative method and to be able to use, at least, one of research techniques.
★

920.703

특강 3-3-0
Topics in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cy

이 과목은 다양한 공공 이슈를 다루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 과목의 목표는 학생들에게 행정학과 정책학의
다양한 이슈를 분석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다.
This course is offered to students who want to deal with

고급계량연구 1

3-2-2

Advanced Quantitative Study 1

이 과목은 다양한 회귀분석 모형에 관한 기본적인 이론들을 심
화 학습한다. 주요 주제로는 모형설정, 자료문제, 도구변수, 이분산
성, 자기상관성, 연립방정식 모형, 패널 자료 등을 포함한다.
In this course, we discuss the theoretical reasoning of a
variety of regression models. Topics in the course include
model specification, data problem, instrumental variables, heteroscedasticity, autocorrelation, simultaneous equations models, and panel data.
920.767

고급계량연구 2

3-2-2

Advanced Quantitative Study 2

행정학의 연구와 행정관리에 필요한 고급통계이론의 이해와 그
응용능력의 배양에 중점을 둔다. 다루는 주요내용은 회귀분석 및
도구변수, 다변량분석, 로지스틱스분석, 분산분석, 군집분석 등이
다. 학생들은 이론적 이해와 함께, 통계 패키지 활용을 통한 응용
능력도 배양하게 될 것이다.
This course provides students with advanced knowledge
and skill related to statistical methods and computer packages.
It covers advanced level of multivariate analysis topics such
as regression, instrumental variable, simultaneous equation
mode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variance, factor analysis, cluster analysis and so on. Students build application
ability by exercising real data analysis with computer
package.
920.803

대학원논문연구 3-3-0
Reading and Research

본 과정은 논문을 준비하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의
연구분야에 대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 지도교수의 지도아래 연구하
고 토의하는 강좌이다.
This course is offered to graduate students preparing
theses. Students review and discuss special problems in research projects.
921.707A

행정과 민주주의

3-3-0

Public Administration and Democracy

행정은 국민이 원하는 바를 파악하고 이를 실현하는 행위로 이
해한다. 문제는 국민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으며, 또 파악된 국
민의 뜻을 어떻게 하면 잘 달성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발전국
가 시절에는 국민의 뜻을 파악하는 것도 또 이를 집행하는 것도
행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때문에 국가의 발
전을 위해서는 행정의 발전이 요체였다. 그러나 민주정부 아래에
서 공익결정과 집행의 주된 역할을 행정부가 담당할 수도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된다. 그렇다면 민주정부 하에서 행정부의 역할과 책
임은 무엇인가? 정책의 결정과 이를 위한 수단의 선택, 공무원의
충원과 배치, 그리고 조직과 예산의 배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
람직한가? 이러한 논쟁을 통해서 한국행정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
색하고 설계하는 것이 본 강좌의 목적이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provide students with an understanding of the institutional, political, and normative context

···························································································································································································································································
학점구조는 “학점수-주당 강의시간-주당 실습시간”을 표시한다. 한 학기는 15주로 구성됨. (The first number means “credits”; the second number
means “lecture hours” per week; and the final number means “laboratory hours” per week. 15 weeks make one sem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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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public management in a democratic political system. This
course introduces students to the central issues, values, and
controversies facing the contemporary public manager, and
seeks to enable students to appreciate, understand, and cope
with the political nature and dynamics of public administration in a democratic society. The course provides students with an understanding of both the power of the administrative state and the political constraints imposed upon it.
Particular emphasis will be placed on issues of accountability, equity, responsiveness, and the concept of the public
interest.
921.720

비교공기업

이 과목에서는 조직 속에서 인간의 동기발전에 관한 제 이론을
검토하고, 여러 가지 동기부여체제가 행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다. 욕구이론, 기대이론, 성격유형론, 지각이론 등 인간의 동기에 관
한 이론과 행정적 동기부여 체제에 관한 이론들이 깊이 검토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review the major theories of
human motivation and to analyze the administrative effects
of various motivation systems and strategies We will do an
intensive evaluation of the important theories of human motivation such as needs theory, expectancy theory and theories
of administrative motivation systems.

3-3-0
921.746

Local Administration Research

본 강좌는 석사과정 지방행정론의 심화 및 확산을 위한 강좌이
다. 지방행정 과정 전반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아울러, 지방권력구
조와 거버넌스 이론, 지방행정의 민주화, 지역사회 주민참여, 지역
사회발전전략 등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룬다. 아울러 실제 지방
행정사례를 적용하여 이론의 실천적 접목을 시도한다.
This is an intensified and developed course of the Local
Administration at the master level. In addition to analyses of
the local administrative process, it discusses local power
structure and local governance, local democracy, local community participation, strategies for local community development and so on.
921.741

행정과 사상 3-3-0
Administration and Thought

행정학 및 정책학을 연구함에 있어 관련 사상적 배경을 이해⋅
습득하게 하는 것이 본 과목의 목적이다. 이 과목에서는 사회과학
의 사상유파들을 체계적으로 학습⋅연구하게 하여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서 행정학의 사상적 기반을 다지게 한다.
The objective of this course is to acquaint doctoral students with an in-depth knowledge of the major classical/contemporary works of social thinkers After a brief introductory
lecture, students will take turns giving presentations of their
papers on the assigned topics.
921.742

조직행태연구 3-3-0
Research for Organizational Behavior

석사과정에서 공부한 공기업론을 기초로 하여 각국 공기업의 발
달 배경 및 원인, 특징, 지도원리, 관리기법 등을 비교 관찰한다.
With the elementary knowledge of Government Enterprise
at the master’s level as the prerequisite for this course, students will compare and analyze the background, characteristics, guiding principles and management of government corporations of nations worldwide.
지방행정연구

921.743

3-3-0

Comparative Public Enterprise

921.728B

스스로 개발하게 하는 데 있다.
The course will examine the theories for the comparative
research of various organizations The following topics will
be covered in this course: the criteria of comparative organizations; the typologies, methods and effectiveness of organizations; contingency theory; organization theory, with the
exception of decision making and organization psychology;
theories of bureaucracy The main objective of this course is
to improve the ability to analyze organizational structure.

조직구조연구 3-3-0
Research for Organizational Structure

다양한 조직을 비교⋅연구하는 데 필요한 이론을 학습하는 것
이 이 과목의 목적이다. 이 강의에서는 조직비교의 기준, 조직의
유형, 조직비교의 방법 등이 주제로 다루어질 것이다. 또 조직의
효과성, 상황이론 등을 다루며, 조직론 중 의사결정론과 조직심리
를 제외한 분야를 다룬다. 관료제론도 주요 대상의 하나이다. 궁극
적인 목적은 학생으로 하여금 조직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안목을

예산과정론 3-3-0
Theory of Budgeting Process

예산운영은 자원의 투입, 과정, 산출 및 결과라는 분석적 측면,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및 회계검사라는 정치 행정의 제도적 측
면, 그리고 회계자료 및 관리정보라는 측면들의 상호작용 하에서
이루어진다. 이 과목에서는 위와 같은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
는 예산과정을 정치과정의 하위과정이라는 시각에서 파악하고 비
교예산론의 관점에서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하게 된다.
Budgeting is composed of three interacting aspects: the
analytical contents, such as the input, process and yield of
resources; the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context, such as
the preparation, authorization, execution and auditing of
budget; accounting and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This
course will deal with such aspects from the perspective of
political process, with special emphasis on the case of Korea
A comparative theory of budgetary processes will also be
discussed.
921.759A

국가행정론세미나 3-3-0
Seminar in the State, Civil Society, and
Public Administration

‘국가’-시민사회 관계의 거시적 맥락에서 접근하여 한국정부론
⋅한국행정론을 연구하는 박사과정 세미나이다. 근대 ‘국가’와 시
민사회에 관한 다양한 이론들의 한국적 적실성에 대해 역사적 및
비교론적 시각에서 논의한다. ‘국가’의 형태, 기능, 기구, 자율성,
강도, 경도, 능력, 경쟁력, 실패, 흥망, ‘정부성’ 등의 관련 개념들
을 다양한 추상수준에서 이해하고, 경험적 연구로 연계한다. 세미
나 참여자가 선정한 세부 주제를 연구하기 위한 개인적 분석 틀의
구성을 유도한다.
This is a doctoral seminar for learning and building theories of Korean Government and Public Administration in the
context of the state-civil society relations. Discussion topics
include: the theories of the modern state and civil society
and their relevancies in Korea; the state forms, functions, apparatus, autonomy, strength, hardness, capability,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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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itive0ness, rise and fall; and such post-modern concepts as
‘governmentality.’ Each student is encouraged to design research frame-works for conducting researches on his/her own
specific subjects.
921.760

행정법제도론 3-3-0
Administrative Law and Legal Policy

행정법과 행정제도에 대한 법정책학적 접근을 통하여 현대행정
국가에 있어 법과 행정의 상호관계를 구명하고, 행정부문에서의
정책과 제도의 이론과 실제를 분석⋅검토한다. 행정에 관한 법과
제도의 형성과정과 실현과정을 법정책학의 다양한 방법론을 사용
하여 분석함으로써 단순히 기존의 행정법과 행정제도의 구조와 내
용을 파악하는 수준을 넘어서 입법수준에서 바람직한 행정법 제도
를 수립⋅실현하기 위한 이론과 실천 양면에서의 처방적 준거들을
모색한다. 사회적 현안이 되었거나 되고 있는 주요한 행정법 제도
를 대상으로 삼아 법이론 및 법정책학적 논의를 진행한다.
This seminar course is an advanced study of major administrative institutions and their legal policy aspects This course
will cover the current issues of administrative-legal institutions, such as administrative procedure, the freedom of
information, participation in the administrative process, administrative remedies and the legal aspects of regulation It
will also adopt a theoretical approach to the administrativelegal policy making in the course of the semester Focusing
on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legal process and public policy, this course aims at building up the main framework of
legal policy science of public administration Students are encouraged to present prescriptive standards and solutions for
institution building in various administrative fields This
course will not only cover legislative issues but also the
problems of implementation and performance Discussions will
ultimately lead to the topic of administrative law reform.
921.764A

거버넌스와 공공리더십 3-3-0
Governance and Public Leadership

전통적 및 새로운 거버넌스의 의의, 이론 및 적용가능성과 그것
을 구현하기 위한 공공리더십의 유형 및 함양 방법에 관해 학습한
다. 국가, 시장, 시민사회공동체의 단일 영역/조직 내부 및 다(多)
영역/조직간 협력에 의한 공공문제, 사회위험 및 갈등 해결의 가
능성과 한계에 관해 토론한다. 공공리더들이 사용하는 전통적, 민
주적, 자유방임적, 교환적, 양자론적, 상징적/이데올로기적, 변환적
리더십 등 다양한 리더십의 특성과 원천 그리고 함양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학생 자신이 선택한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버넌
스 체계와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공공리더십 유형을 설계한다.
This seminar is intended to provide the doctoral students
with knowledges of the traditional and new governance systems and the public leadership styles to facilitate the
systems. The participants are introduced to various leadership
styles, including manipulative, symbolic or ideological, democratic, transactional, quantum, and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the possibilities and limits of collaborations between the
single- or multi-sector /organizations of the state, market and
civil society for public problem solving, including public
service provision, social risks and conflicts resolution, etc.
The students are induced to design his/her own paradigms of
public governance and leadership in order to solve her/his
chosen public problems.

921.766A

인적자원관리연구 3-3-0
Studies in management of Human
Resources

이 과목은 국가차원의 공공 및 민간부문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인사관리하는 과정과 방법을 주로 다룬다. 우선 인적자원의 개념
과 범위, 인적자원개발의 의의와 과정을 검토하고 국가인적자원개
발의 기능을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발전과 연관시켜 고찰한
다. 다음으로 인적자원개발을 양성⋅재교육, 배분, 활용과 보존의
각 단계별로 살펴보며 마지막으로 인사관리적 측면에서 모집, 선
발, 배치, 근무성적 평정, 교육훈련, 승진⋅전보, 보수, 사기관리
등의 과제들을 다룬다.
This subject deals with the process and methods of developing and managing national human resources at public and
private sectors. It reviews the concepts, coverage, process
and significance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which has
political, economic, and socio-cultural aspects. The process
contains formation, distribution, utilization and preservation.
Its management tasks includes recruitment, selection, placement, performance appraisal, education, promotion, transfer,
compensation, and morale management.
921.769

행정이론과 철학 3-3-0
Theories and Philosophy of Public
Administration

이 과목은 행정학 연구를 시작하는 박사과정 학생들에게 행정
이론의 철학적 기반과 함의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존재
론, 인식론, 인간관, 방법론 등 행정과학의 철학적 토대와 개인주
의, 다원주의, 엘리트론, 계급이론 등 국가와 사회에 대한 철학적
토대, 그리고 실용주의, 근대주의, 후기근대주의 등에 대해 학습한
다. 이를 토대로 공공성, 국가성, 공익, 공공윤리, 행정책임, 행정
이념, 정책가치, 정치-행정이(일)원론, (신)행정국가, 관료제, 신행
정학, 신 공공관리론, 거버넌스, 포스트모던 행정이론 등 주요 행
정학 개념과 패러다임들의 특성을 규명한다. 궁극적으로 수강생
스스로의 행정학 연구 틀 구성을 유도한다.
The objective of this course is to help doctoral students to
understand and apply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theories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participants are introduced to the
ontological, epistemological, human nature and methodological assumptions of the Public Administration Science, the
individualistic, pluralistic, elite and class perspectives on the
state and society, and pragmatism, modernism and post-modernism, etc., and induced to apply the knowledges to illuminating the core concepts, theories and issues of Public Administration, including the publicness, stateness, public interest,
public ethics, administrative accountability, policy values, politics -administration dichotomy, (neo-)administrative state, bureaucracy, New Public Administration, Public Choice, New
Public Management, governance, post-modern theories of
Public Administration, etc. At the end of the semester, each
students is expected to propose his/her own philosophical/theoretical framework for studying Public Administration.
921.770

조직학습과 진화 3-3-0
Organizational Learning and Evolution

본 과목은 조직적응의 관점에서 조직학습과 진화의 문제를 다
루고자 한다. 주요 강의내용은 bounded rationality, risk taking
behavior, teams/partners, conflicts/politics, rule-following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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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ior, learning, evolution(variation/ selection), ecologies of
adaptation, ambiguity, decision engineering 등이다.
This course investigates organizational learning and organizational adaptation form the perspective of organizational
adaptation process and organizational routine. Main topics includes bounded rationality, risk taking behavior, teams/partners, conflicts/politics, rule-following behavior, learning, evolution (variation/selection), ecologies of adaptation, ambiguity,
decision engineering, etc.
921.772

환경행정과 지속가능한 발전 3-3-0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가능한 발전은 선진국의 전유물로 생각되어 왔으나 오히려
환경훼손이 심각한 개발도상국에 더 중요한 정책적 화두이다. 중
국 양쯔강의 수질 오염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경제성장과정에서
개발도상국들은 환경보전과 경제적 발전의 조화로운 상생을 열망
하고 있으나 그 결과는 반대이다. 본 세미나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청정기술개발 등 혁신을 통해 환경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차
원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학생들은 수업시간을 통해 이론과
방법론적 측면에서 다양한 시각의 논문을 접하고 스스로의 학문적
정체성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학기말에 제출하는 보
고서는 수업시간에 다룬 주제 중에서 선정하며, 이론적⋅방법론적
측면에서 저널에 게재될 수 있는 수준의 학문적 견고함을 요구한다.
Sustainable development is often viewed a western preoccupation but many developing countries suffer from severe
problems of environmental degradation. This course will examine policy responses to environmental problems caused by
economic development with special attention to innovation.
The course will have a strong methodological focus. Students
will learn about the role of theory, the difference between
positivistic and interpretative research traditions and ways to
combine different methods and theories. At the end of the
course they must write a paper in which they scrutinize a
scientific article (or book chapter) of their own choice on
the topic of eco-innovation or green development, analysing
how the findings depend on the research methods and analytical framework. The paper should be in a journal article
format.
921.774

시민참여 연구 3-3-0
Citizen Participation Research

본 강좌는 석사과정 시민참여론의 심화 및 확산을 위한 강좌이
다. 본 강좌의 접근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이다. 하나는 시민참여의
조직자 관점이며, 다른 하나는 시민참여에 대한 정책 대응자 관점
이다. 시민참여를 대립되는 양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실제 정책
과정에서의 시민참여의 성격규명과 대응의 효과성 제고를 기하고자
한다. 내용으로는 지방민주화와 참여, 시민참여의 조직화, 시민참여에
대한 대응방안과 평가, 실제 참여정책 사례분석 등을 포함한다.
This is an intensified and developed course of the Citizen
Participation at the master level. In dealing with the subjects
basically two approaches are employed; civic organizer perspective and policymaker perspective. By applying the contradictory approaches, it purports to secure a more relevant
and balanced understanding of the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actual policy process. Specifically, it deals with such topics
as democracy and citizen participation, organization of citizen
behaviors, strategies to citizen participation, evaluation of the
citizen participation, analysis of the participation cases and
so on.

921.775

글로벌 거버넌스와 국가발전 3-3-0
Global Governance and National
Development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세계적 차원에서 공공정책이 수립되고
이를 집행하는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가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정책의 주도자였던 국민국가의 역할과 위상에도 변화가 생기
고 있다. 이 세미나는 이러한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제도적, 정
책적 분석을 시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
가 당면하고 있는 정책과제로 개발도상국의 국가발전에 대해 논의
한다. 특히 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개발도상국의 빈곤의 퇴치
와 사회발전 정책을 중심으로 글로벌 거버넌스의 적실성과 효과성
에 분석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개발도상국의 정책적 쟁점을
글로벌 거버넌스 시각에서 조망할 기회를 제공한다.
As public policy is increasingly made and implemented at
the global level, there has been emergence of a global governance structure. Governments of nation-state, which have
been the dominant player in public policy, need to redefine
their roles. This seminar will examine institutions and public
policy at the global level and review the feasibility and relevance of global governance. In terms of policy area, this
seminar will pay special attention to social development and
poverty reduction, which have been carried out through the
system of global governance. This will provide opportunity
to the students to tackle policy challenges of the developing
countries from the perspective of global governance.
921.776

도시공공서비스론 3-3-0
Urban Public Services

본 강좌는 도시의 공공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시정
부의 도시공공서비스 전달활동 과정에 대한 분석과 대안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과목내용으로는 도시화의 확산과 의미, 도시공공서
비스의 성격, 공공서비스의 공급과 생산, 공공서비스 전달의 대안
적 수단에 대한 비교검토, 공공서비스의 평가 등을 포함한다. 특히
공공서비스의 성과를 평가함에 있어서 능률성만 아니라, 민주성,
형평성 차원에서의 검토를 포함한다.
This course intends to analyze the process of urban service delivery of urban governments and suggest more effective delivery alternatives. Its contents comprise the subjects
such as urbanization and urban government, demands on urban public services, provision and production of services, alternative service delivery methods, evaluation of service performances etc. Efficiency, responsiveness, and equity are applied as the principal criteria in the evaluation of service
provisions.
921.777

공공관리실증연구 3-3-0
Empirical Research on Public Management

이 과목의 목표는 효과적인 공공관리에 관한 실증적 연구능력
을 함양하는 것이다. 현대 정부가 정책목적을 달성하고 성과를 창
출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공공관리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이 과
목의 초점은 효과적 공공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경
험적 지식을 탐구하는 것이다. 이 과목에서는 수강생들이 조직 및
관리에 관한 일반이론과 실증연구에 필요한 방법론적 지식을 이미
습득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국내⋅외 공공관리 실증연구문헌에 대
한 심층적 토론과 미래 연구의제의 모색이 이루어진다.
This course intends to build professional capacity to perform research for effective public management that is a critical determinant of performance in modern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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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ent and proactive managers play key roles in buffering external influences and overcoming resource restraints,
which often leads to high-performing public organizations.
The focus of this course is on investigating empirical knowledge about the factors to determine the effectiveness of public management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quality of
public management and the various dimensions of government performance. Courses on general theories of organization and on methodologies including quantitative analysis
are prerequisite.
924.724

정책평가연구

3-3-0

Policy Evaluation Research

정책평가의 기초적 이론과 방법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고급정
책평가 이론과 방법론에 대한 이해와 활용능력을 한층 심화시키
며, 정책평가에서 다루지 못했던 특별한 방법론적 이슈와 토픽들
을 다룸으로써 정책평가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소양을 배양하는 것
을 강의의 목적으로 한다. 주요 주제는 평가를 위한 논리모형의
개발, 복잡한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논리 모형의 활용
등을 포함한 로직 모델링 방법들, 프로그램 기획과 논리모형을 활
용한 평가의 통합, 정부와 비영리 조직의 성과측정방법, 산출결과
와 임팩트 평가 방법, 평가를 위한 회귀분석방법의 응용, 권능부여
평가방법(empowerment evaluation), 평가역량 구축과 평가를 통
한 조직학습이론, 기타 현안이 되고 있는 특정평가 이슈들과 방법
론 등이다. 이 강의는 실제 평가사례를 발굴하여 학생들이 직접
평가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평가실무를 통하여 평가에 대한 능력
과 소양을 배양하도록 한다.
The purposes of this lecture are to enhance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capabilities of advanced evaluation theories
and methodologies based on basics of evaluation. Main subjects covered are Using Program Theory and Logic Models
in Evaluation, Logic Modeling Methods in Program Evaluation, Integrating Program Planning and Evaluation Using
Logic Methods, Performance Measurement for Government &
Nonprofit Organizations, Outcome and Impact Assessment,
Applied Regression Analysis for Evaluation, Empowerment
Evaluation, Building Organizational Capacity for Evaluation
& Organizational Learning Through Evaluation, etc. Students
are required to participate in Korean evaluation case development
924.725

정책수단론

3-3-0

Research on Policy Instruments

이 과목의 목표는 정책수단의 선택과 그 선택의 결과에 관한
연구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현대 정부가 활용하는 정책수단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고 전문적 조언을
제시할 수 있는 지식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초점은 정책
수단선택에 관한 실증적 인과지식을 탐구하는 것과 더불어 정책수
단의 효과적 설계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실무적 지식을 모색하는
데 두어진다. 이 과목의 구체적 내용은 개별 정책수단의 특성, 효
과, 선택과정에 관한 국내외 연구문헌의 심층적 검토와 국내외 사
례에 관한 토론으로 이루어진다. 정책수단별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각 정책수단의 전문연구자인 여러 교수가 공동 강의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The goal of this course is to develop students’ academic
ability to study the choice of policy instruments and its
consequences. Instruments implemented by modern governments have changed rapidly and there is an increasing need
for the knowledge of policy instruments that policy makers

may consult. This course focuses onempirically examining instrument choice and investigating practical knowledge for designing and managing policy instruments in effective ways.
The first part of this course will examine the general and
conceptual issues in the instruments literature and the last
will review and discuss individual policy instruments.
924.726

비용편익분석연구 3-3-0
Studies in Cost-Benefit Analysis

이 과목에서는 박사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용‧편익분석과 관
련된 제반 지식 및 분석 기법을 강의하고 연구한다. 다음과 같은
토픽을 분석한다. ① 비용⋅편익분석의 기본개념 및 틀, ② 수요
와 공급곡선이 알려졌을 때의 비용⋅편익 측정, ③ 시간의 흐름에
따른 비용과 편익, ④ 사회적 할인율, ⑤ 선택가치와 존재가치,
⑥ 실제적 실험과 관찰을 통한 영향(impacts)측정, ⑦ 조건부 가
치측정법(CVM), ⑧ 분배측면의 고려, ⑨ 비용⋅효과분석 등이다.
This course is essentially designed for Ph.D students and
will provide them with the basic knowledge and analytical
tools related to the cost-benefit analysis. It will cover : ①
conceptual foundations of cost-benefit analysis; ② valuing
benefits and costs when demand and supply curves are
known; ③ benefits and costs in different time periods; ④
the social discount rate; ⑤ option value and existence value;
⑥ estimating impacts from demonstrations and observed behavior; ⑦ contingent valuation method; ⑧ distributional aspects; ⑨ cost-effectiveness analysis, etc.
924.727

게임과 정보이론 3-3-0
Game and Information Theory

많은 정책적 이슈들은 이해 당사자들의 전략적인 상호작용이나
이해당사자들 간의 비대칭정보가 존재하는 상황을 당면한다. 이러
한 전략적 상호작용과 비대칭정보 상황을 이론적으로 모형하기 위
해서 현대 사회과학에서 게임이론과 비대칭정보 이론이 발전하였
다. 이 과목은 게임이론과 비대칭정보이론의 주요 연구 성과를 논
의하고, 이러한 이론들에 기초하여 민영화, 규제완화, 준시장제도
등의 정책과제를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Many public policy issues are faced with the situations in
which stake-holders’ (or players’) strategic interactions and/or
asymmetric information between them. The game theory and
the asymmetric information theory have been developed to
model and analyze scientifically stake-holders’ (or players’)
strategic interactions and asymmetric information between
them. This course studiesimportant theoretical progresses made
in the game theory and the asymmetric information theory,
and then applies these theories to the policy issues including
privatization, deregulation and quasi-market.
924.728

경쟁정책연구 3-3-0
Competition Policy Seminar

한국경제는 과거 정부 주도적 성장기를 거쳐 시장에 의한 자원
배분 기능이 활성화되는 성숙기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시
장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정부의 규제 필요성과 중요성을 부각
시키고 있다. 이 과목은 한국의 경쟁정책 과제에 대한 이론적, 실
증적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이 과목은 주요 연구 주제로 기업결
합심사, 결합판매, 약탈적 가격설정, 충성할인, 거래거절, 지식재산
권, 담합 등을 포함하며, 이러한 주제에 대한 기본적인 경제학 이
론과 실증적 사례를 논의한다.
The Korean economy has currently experienced the t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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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ion from the government-driven growth policy to the fullpledged market-oriented policy. Under this circumstance,
more emphases are given to the competition policy which
regulates the antitrust violations. This course discusses economic theories and empirical cases of the competition policy
in Korea. The topics in the course include M&A, bundling,
predatory pricing, loyalty discounts, refusal to deal, IPR and
collusion.
924.729

언론미디어정책 3-3-0
Media and Communication Policy

본 과목은 언론미디어 관련 정책의 제반 이슈들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신문, 잡지, 출판 등 전통적인
언론매체에 대한 법적, 정책적 문제들을 중심으로 언론의 자유와
통제, 민주주의와 언론의 역할, 언론과 정부정책간의 관계 등을 고
찰한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검열, 영상물 규제, 성(gender)의
문제를 바탕으로 하여 문학, 예술 및 대중문화에 대한 정책적 문
제도 함께 고찰한다. 또한 지상파 방송, 케이블 TV, 위성 방송,
인터넷 방송 등 방송매체에 대한 소유권 및 내용규제 정책과 통신
정책 및 법의 문제도 다룬다. 정책이론, 사회이론, 커뮤니케이션
이론 및 법제도 분석과 사회과학적 연구 등을 다양하게 사용한 학
제 간(interdisciplinary) 접근방법을 통해 언론미디어 정책이 지향
하는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대해 논의한다.
This seminar considers policy choices and legal problems
our society faces with regards to different media such as
newspapers, magazines, broadcasting, the Internet and various
new electronic media. Topics regarding the traditional media
include freedom of the press, democracy and role of the
pres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ess and government,
censorship and freedom of the speech, and gender and cultural products. With regards to television and broadcasting,
the seminar considers topics regarding the ownership regulation, contents regulation, convergence and policymaking
body, and antitrust.
924.730

불평등과 공공정책 3-3-0
Inequality and Public Policy

본 과목은 소득 분배 및 소득 불평등과 관련된 이론적, 방법론
적 문제들을 살펴봄으로써, 소득 불평등의 의미와 속성, 그리고 그
영향에 대해 비교론적 관점에서 고찰한다. 이를 위해 분배문제와
관련된 정치학, 경제학적 논의들을 선별된 몇 가지 주제를 중심으
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불평등 완화를 위한 공공정책의 필요성,
유효성 및 양자 간의 순환적 상관관계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중심
으로 살펴본다. 특히 중시되는 점은 불평등이 갖고 있는 다면적인
역학관계에 대한 이해와 이를 공공정책 형성으로 연계할 수 있는
연구능력의 배양이다.
The course offers students an opportunity to explore economic and political questions related to inequality and socioeconomic policy. We examine the major discussions of these
distributional issues and related public policies in their meanings and development through the series of theoretical and
empirical reading materials. During this course, various definitions, aspects, and sources of inequality as well as their
implications on specific subgroups will be explored and relevant policy needs or alternatives will be discussed. Our key
goal is to seek a tentative but relevant understanding about
how inequality is related to or interacted with politics and
public policies and how they could be analyzed in securing
the quality of evidence.

924.731

정치경제학 3-3-0
Political Economics

이 과목은 행정현상의 종합적인 이해를 위하여, 공공부문의 활
동과 역할, 특히 재정현상을 정치과정과 경제원리의 양측면이 결
합된 정치⋅경제학적 접근방법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이를
위하여 정치경제학의 이론적 기초를 소개하고, 민주주의의 요체인
선거 및 정당제도와 경제정책의 관계를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공
공조직을 정치경제학적 접근방법에 의거, 해부해 보며, 자유 경제
체제의 이념적 배경이 될 수 있는 민주자본주의를 소개한다.
In this course we will do an economic study of public
sector decision-making by applying economics to political
science This course will deal with two main subjects: the
normative theory and the positive theory of public choice.
Course topics include democracy and social welfare; the rationality and efficiency of choice; voting models of the political process; the economic analysis of bureaucracy.
924.732

재정정책연구 3-3-0
Studies in Fiscal Policy

현대에 존재하는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재정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재정정책의 종류
로는 조세정책과 예산을 통한 다양한 지출정책이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국가의 재정활동은 과거에도 중요성을 인정받았으나,
특히 1900년대 들어 큰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재정활동에 대한
관심의 집중은 국가의 조세수입과 예산지출이 이 시기에 대폭 확
대되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
으로 예상되므로, 국가의 행정현상과 정책을 연구하는 학생들에게
국가의 재정활동에 대한 지식은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이 과목은
수강생으로 하여금 재정정책과 관련된 연구주제 및 방법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는 데 목표가 있다. 아울러, 새로운 주제를
발견하고 연구토록 함으로써 습득된 지식의 활용능력을 배양하는
것도 중요한 강의의 목표이다.
It is common to observe governments in modern societies
use various types of fiscal policies to attain their goals. Most
popular fiscal policies include tax and expenditure policies.
The interests in fiscal policies from academia and practitioners in 1900’s are contrasted to those of the past in that
they exploded in that period.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government sizes across development countries had sharply
increased in 1900’s. The pattern of government size and interests in fiscal policies are expected to remain for quite a
long time in the future. This phenomenon requires that students in the field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Public Policy
obtain knowledge and skills in fiscal policies. This lecture
aims to provide student with recent topics and methodologies
in studying fiscal policies. The students are required to find
their own research subjects and apply the skills obtained in
class to them.
924.733

환경문제와 글로벌 거버넌스

3-3-0

Environmental Issues and Global
Governance

본 강의는 환경문제와 국제관계에 대한 세미나과목이다. 환경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가 간 상호작용과 기후변
화를 포함한 최근의 환경이슈들을 다양한 유형의 논문을 통해 심
도 있게 접근하고자 한다. 강의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며, 총체적
담론과정을 통해 환경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
다. 학생들은 매주 할당된 논문을 숙독하고, 수업시간 토론에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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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참여하여야 한다. 발제논문은 방법론적⋅이론적 측면에서 비판
적으로 검토한다. 한 학기 수업을 통해 수강생은 저널이나 학회에
발표할 수 있는 수준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 주제는
학기 초에 강의요목에 포함된 내용 중에서 교수와 개별적인 면담
을 통해 정하고, 제안서는 수업시간 발표를 통해 수정⋅보완한다.
This is a research seminar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politics. Under this rubric fall a wide array of direct and indirect transboundary interactions and relations affecting the
environment. The readings have been organized along major
theoretical themes. Lecturing will be limited to some guiding
comments. Collective discourse is central to this seminar.
The first goal of the seminar is the production of a paper
with long term utility, i.e., conference presentation and publication and/or dissertation proposal or chapter. The papers
will be prepared and discussed in class during the last part
of the semester. A second goal is the critical examination of
the assigned readings with an eye to their individual and
collective methodological and theoretical claims. A third goal
of the seminar is to engage in critical discourse and mutual
assistance.

석함으로써 학생들이 스스로 분석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교수한다.
The proposes of this lecture are to enhance the students’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advanced policy analysis
theories and methodologies. Main categories covered in this
subject are theories and techniques of causal analysis related
with not fitting the policy needs, theories and techniques of
priority setting of solution strategies for policy problems, theories and techniques for analyzing risk, costs and benefits of
policy alternations, and other special policy analysis methodological issues. Main methodologies covered are statistical
causal analysis, Fault Tree Analysis, Multi-Attribute Utility
Theory, Quality Function Deployment, Concept-Mapping Techniques, Nonmarket Valuation Methods for Regulatory Impact
Analysis including Stated Preference Methods, Revealed
Preference Methods, Contingent Valuation Methods, ect. This
lecture also will include special topics related with current
policy analysis methodological issues.
924.749

정책과정실증연구 3-3-0
Research for Policy Process

924.747

정책과정이론연구

3-3-0

Research for Policy Process Theory

정책의 실질적 성과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로서 집
행단계에 대한 체계적 고찰이 필요하다. 이 과목에서는 정책집행
이론의 등장배경과 전개과정, 다양한 집행모형 등의 이론적 측면을
중심으로 강의와 토론이 진행된다. 또한 우리나라 정책집행의 실제
사례연구를 통해 이론과 실제의 연계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한다.
This course will introduce the recent theoretical development of policy implementation It will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cymaking and policy implementation in order to figure out how the salient features of policymaking
processes can influence the subsequent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es Based on the readings and discussions in class,
students will be required to do independent case studies at
the end of the semester.
924.748

정책분석연구

본 과목은 대학원 박사과정 수준에서 필요한 우리나라의 주요
정책과정에 대한 경험적 연구능력을 함양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과목에서는 기존의 미국과 영국 등 서구 국가부문에서
의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분석되는 정책과정 연구분야의 한계를 극
복하고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국가정책이 수립 결정⋅집행되는 과
정들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이 분야에서 박사학
위논문을 작성할 때 연구의 출발점을 제시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cultivate the ability to conduct
empirical research on major domestic policy making processes, which is required at the doctorate level Students will
be encouraged to do case studies of policies in nations other
than the usually examined cases of the U.S., England and
other western countries; they will do empirical research studies on the formation, decision making and implementation of
domestic national policies This course aims at providing students with the initial experience in this field before writing
their own doctorate thesis.

3-3-0
924.756

Studies in Policy Analysis

이 강의의 목적은 정책분석의 기초적 이론과 방법에 대한 이해
를 토대로 고급 정책분석 이론과 방법론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높
임으로써 응용력을 배양하고, 정책분석 전문가로서의 소양을 길러
주자는 데 있다. 주요 내용은 정책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한 원인을
분석하는 인과분석 이론과 기법, 정책문제 해결 전략의 우선순위
를 설정하는 이론과 기법, 대안선택의 리스크, 대안의 편익 및 비
용추정과 관련된 이론과 기법, 기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특별
분석 이슈 등 네 가지 카테고리의 규범적 및 처방적 정책분석 이
론과 기법들이다. 정책니즈들을 충족시키지 못한 원인분석 이론과
기법은 통계적 인과분석 방법과 실패나무분석(Fault Tree Analysis)
등 혼합적(질적 및 양적 방법) 인과분석방법들을 포함한다. 우선순
위 설정이론과 기법은 다 특성 효용이론 및 QFD(Quality Function Deployment) 기법, 개념사상기법(Concent-Mapping Technique)
등을 포함한다. 정책대안의 리스크, 편익 및 비용분석을 위한 방법
은 기술된 선호방법, 표출된 선호방법, 조건부 가치평가 방법 등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비시장가치평가 방법들을 포함한다. 기타 카
테고리의 분석 이론과 방법은 현재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정책
분석방법의 주제들을 선택하여 다룸으로써 학생들의 최신 정책분
석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관심을 높이도록 한다. 특히 위의 각 카
테고리별로 적절한 정책분석 사례들을 개발하여 학생들과 같이 분

외교정책연구 3-3-0
Research for Foreign Policy

본 과목은 석사과정의 외교정책에서 다루는 내용을 보다 심도
있게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과목이다. 세계화의 진전과
더불어 단순한 관리적 차원에서 외무행정의 관점을 벗어나 실제
분야별 외교정책을 연구한다. 특히 세계화와 함께 국제화도 동시
에 진행되는 현실을 파악하여 국내정책과 대외정책의 연계문제도
심도 있게 검토⋅분석한다.
The objective of this course is to cultivate the ability to
do in-depth study of foreign policy at the graduate level In
accordance with the progress in globalization, this course
seek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viewpoint that
merely takes into account the managerial dimension and explore the foreign policies in practical fields It will also do
an intensive review and analysis of the relations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policies,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globalization currently taking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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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758

특수분야정책연구 3-3-0

924.768

Research for Special Sector Policy

Studies in E-Government

본 과목은 박사과정 수준에서의 정책학 분야에 관한 특강 형식
의 과목이다. 정책학에서의 연구대상 분야는 상당히 포괄적이며
시기별로 다양하게 등장한다. 따라서 공공부문 활동과정에서 쟁점
이 되는 최근의 주요 부문별 과제를 신축성 있게 체계적으로 분석
해내는 것이 본 과목의 목적이다.
This course is offered to doctoral students who want to
specialize and fortify their knowledge of specific public policies Special attention will be given to the current issues of
the Korean society This course will deal with various policy
issues that arise in the public sector, so as to meet the challenge of our era.
924.761

규제제도연구 3-3-0
Research on the Regulatory Systems and
Institutions

이 과목은 전자정부의 출현 배경과 개념 그리고 이론적 논의를
시작으로 전자정부의 지향가치, 조직간 수평적⋅협력적 관계설정,
민영화와 아웃소싱, 온라인 시민참여, 논스톱서비스, 정보공개와
정보서비스,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사이버정부, 온라인 성과평
가 등의 주제를 다룬다. 그리고 온라인 네트웍으로 시민사회와 기
업과 연결된 정부의 미래 모습 속에서 세계화, 민주주의, 여와 형
평 등의 행정⋅정치적 가치를 다룬다.
This course assumes the progress of government information toward electronic government. The progress changes
government’s operation, organization, and information system.
The course teaches students the predicted future of the e-government and change strategies for resource, organization, and
information system. It emphasizes the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 and private.
924.769

현대행정에서 정치경제학적 분석의 필요성이 어느 분야보다도
높은 정부규제에 관한 이론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특
수한 실정에 맞는 정부규제이론의 개발에 역점을 둔다. 이를 위해서
기존이론의 검토만이 아니라 우리와는 정치⋅경제⋅사회적 배경이
다른 선진국에서 개발된 이론들이 갖고 있는 한계를 국가론적 시각
에서 비판하고 가급적 우리나라의 경험사례에 적용해 보도록 한다.
In this course we will focus on developing a more fundamental theory of governmental regulations from the politico-economic perspective, which is necessary in this field We
will discuss the emerging issues of regulatory culture so as
to develop studies on the unique regulatory practices in
Korea In doing so, we will not only study the well- established theories but also critique on the limitations of other
theories developed in the countries with different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back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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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연구 3-3-0

방송통신정책연구 3-3-0
Studies in Communications Policy

Information과 Globalization의 두 측면에서 정보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인다. Information은 경제부문과 정부부문을
살펴보고Globalization은 각 이슈를 다룬다.
This course aims to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information policy from two aspects: ‘Information’ and ‘Globalization.’
We will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economic and
governmental sectors concerning with ‘Information’ and deal
with the general issues of ‘Globalization’.

공공정책의 정치이론 3-3-0
Political Theories of Public Policy

공공정책은 시민들을 규제하거나 재화를 재분배하기도 한다. 이
에 따라 공공정책이 추구하는 목적과 그것을 달성하려는 정책수단
은 사회적, 정치적으로 합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예를 들
어 공공정책은 사회정의에 부합해야 하며, 모든 시민들에게 불편
부당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최근의 보편적 복지
정책 논쟁처럼 정교한 이론적, 규범적 논거없이 정치적, 경제적 이
해관계에 따라 자의적으로 공공정책의 정당성을 제시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공공정책이 합당한 규범적 근거를 갖지 못하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해당 정책이 지속될 수도 없다. 이러
한 문제의식에서 본 과목은 공공정책을 사회정의, 평등, 시민의 자
유와 공공성 등의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정치적 규범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다양한 공공정책의 규범적 정당성을 파악한
다. 이와 함께 공론의 방법을 통한 심의, 공동체주의 개인주의에
근거한 공공정책의 차이 등에 대해 분석한다.
Rationale of the Seminar
Public Policies regulate citizens and redistributes their private resources. For this reason, goals and instruments of
public policies should be accepted as reasonable and justifiable in the society. For instance public policies should be
impartial to everyone and not violate the principle of social
justice. In reality, however, policy makers and the public
alike are not seriously engaged in the discourse of public
policy, and, instead, promote only their economic and political interest. However, public policies without solid normative
grounds cannot achieve its aims or be sustainable. This seminar will try to address such challenges by going through political theories of public policies. In particular it will analyze
issues on justice, equality and freedom. It also examines
contrasting perspectives to political theories such as liberal
ideas on freedom, communitarian theories of virtue and republican idea of citizens. 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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