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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소개

행정학은 국가를 중심으로 한 제반 사회현상을 학문적으로 

이해하여 실용적 처방을 제시한다. 그러므로 행정학과 지

망생은 제반 사회현상의 인과관계 및 그 형태의 전개과정

에 남다른 관심을 갖는 성향을 갖고 있어야 한다. 또한 사

회전반을 멀리 내다볼 줄 알고 변화하는 사회에 필요한 역

할을 기꺼이 떠맡을 수 있는 열의가 필요하다. 

21세기는 세계화, 지방화 및 정보화의 진행으로 인하여 급

격한 행정현상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사

적 변화에 부응하여 행정의 조직화, 합리화 및 민주화의 과

제가 시급하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1985년에 

설립된 행정학과는 폭 넓은 지식을 가진 행정인을 양성하

기 위해 노력해 왔고 지속적으로 많은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행정학과 교육과정에는 행정현상을 이해·탐구하기에 필

요한 교양, 자유선택, 전공과목들이 폭넓게 편제되어 있으

며, 특히 고등고시를 통한 관료로의 진출에 필수 불가결한 

내용을 포괄하도록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 민간 양 

부문에서 중추적인 지도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석, 평가 및 각종 기법에 대한 소개도 광범위하다. 구체

적인 과목으로는 행정학개론, 조직론, 정책론, 사회조사방

법론, 지방행정론, 도시행정론, 복지행정론, 산업정책 등의 

과목을 배운다. 

행정학과 교육과정에는 행정현상을 이해·탐구하기에 필

요한 교양, 자유선택, 전공과목들이 폭넓게 편제되어 있으

며, 특히 고등고시를 통한 관료로의 진출에 필수 불가결한 

내용을 포괄하도록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 민간 양 

부문에서 중추적인 지도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석, 평가 및 각종 기법에 대한 소개도 광범위하다. 구체

적인 과목으로는 행정학개론, 조직론, 정책론, 사회조사방

법론, 지방행정론, 도시행정론, 복지행정론, 산업정책 등의 

과목을 배운다. 

교육목표

국가가 존재하기 시작한 이래 행정은 모든 사람들의 활동

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왔으며, 특히 현대 국가에서 

행정은 정부에 의한 공공활동은 물론 민간기업 및 비정부

부문(NGO)과의 유기적 연계 그리고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대한 대응 까지 매우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학은 수많은 유형의 공공문제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

응할 수 있는 정부운영체제를 수립하고 합리적인 정책형성

과 집행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이룩하고자 하는

데에 학문적 의미가 있다. 행정학과는 세계화, 정보화 그리

고 지방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공공관리, 

전자정부, 지방 및 지역개발분야를 중심으로 한 연구와 교

육에 역점을 두고 있다.

졸업 후 진로

그동안 행정학과에서 배출해 낸 인재들은 행정부처와 공무

원은 물론, 여타 공공부문의 관리자, 민간부문의 경영관리

자로 활약함으로써 우리나라 정부와 민간부문의 조직을 관

리하고 발전시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따라

서 행정학을 전공한 후에 비단 정부의 행정 분야가 아니더

라도 본인의 교과목 선택과 노력 여하에 따라 어떤 분야에

서도 활동할 수 있는 진로의 길을 폭 넓게 모색할 수 있다. 

교수진

직책 성명 전공분야 연구실 전화 비고

교수 김준한 정책분석 및 평가, 전자정부, 문제해결과 의사결정 율곡관 410호 2749 학과장

교수 김호섭 행정이론, 조직론, 행정윤리 율곡관 411호 2750

교수 강명구 도시행정 율곡관 521호 2751

부교수 김흥식 사회복지행정 율곡관 516호 2752 공공정책대학원장

교수 김서용 인사행정, 위험 및 안전정책, 과학기술 및 환경정책 율곡관 503호 2742 연구년(18-1학기)

교수 박성빈 금융규제, 정치경제, 일본지역연구 율곡관 409호 2774 국제학부장

교수 배상석 재무행정, 지방재정, 지역개발 율곡관 412호 2748

행정학과 위치 및 연락처 : 율곡관 307호(☎ 219-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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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표

1. 졸업 이수학점 및 구성 현황

 가. 총 졸업 이수학점 :  120 학점

 나. 교육과정별 필수 이수학점 구성 현황

  (※ 필수 이외의 학점은 교양선택 등으로 이수하여 총 졸업 이수학점을 충족하여야 함.)

구분

대학필수

(소계 : 23)

계열별필수(SW)

(소계 : 3)

학과필수

(소계 : 6)

전공

(소계 : 48)

아주희망 아주인성 영어 1·2 글쓰기 영역별 교양 데이터 분석기초
경제원론1/심리학개론/

사회학개론/정치학개론 중 택2
전공필수 전공선택

행정학전공 1 1 6 3 12

3 6
18 30

복수전공
학생의 소속 제1전공을 기준으로 이수 주1)

부전공 18 3

주1)   공과대학 및 정보통신대학 소속 학생은 본인 소속 제1전공의 영역별 교양을 이수하고 추가로 3학점(영역 상관없음)을 

이수해야 함(단, 소속 학과에서 영역별교양을 12학점 이수한 경우 추가 이수 불필요)

 • 영역별교양 중 반드시 1개 이상의 AFL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다산학부대학 영역별교양과목 이수안내 참조)

 • 학과필수SW 전필과목 : 행정통계와 데이터분석

 •   제1전공 전필과목 : 행정학개론, 한국정부론, 행정과 조직행태, 행정조사방법론(캡스톤디자인), 정책론, 행정통계와 

데이터분석

 • 복수전공 전필과목 : (제1전공 전필과목과 상동)

 • 부전공 전필과목 : (제1전공 전필과목과 상동)

2. 졸업요건

 ■ 졸업 이수학점 : 120 학점

 ■ 평점 : 2.0 이상

 ■ 외국어 공인 성적

  - 영어

TOEIC TEPS
TOEFL G-TELP TOEIC 

Speaking
OPIc

PBT CBT IBT level 2 level 3

730 605 534 200 72 67 89 Level 6 IM

  - 기타 언어

일본어 중국어

JLPT N2급 또는 JPT 540점 이상 新 HSK 4급 이상

 ※ 본 기준은 2018학년도 입학자 (2020학년도 편입학자) 기준으로, 이전 입학자는 본인의 입학년도 기준을 따라야 함

3. 교육과정

 ■ 일반과정

교과구분
학수

구분
과목명 

개설 학년 및 학기(해당 란에 ‘●’표시)
학점구성

(구성 요소별 학점 수) 학점 

수

합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론 설계
실험 

실습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대학필수 교필

아주희망 ● ● 1

아주인성 ● ● 1

영어1 ● ● 3

영어2 ● ● 3

글쓰기 ● ● 3

영역별 교양 ● ● ● ● ● 12

소계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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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구분
학수

구분
과목명 

개설 학년 및 학기(해당 란에 ‘●’표시)
학점구성

(구성 요소별 학점 수) 학점 

수

합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론 설계
실험 

실습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계열필수(SW) 데이터분석기초 ● ● ● 3

학과필수
기초과목
(MSC)

경제원론1/ 심리학개론/ 
사회학개론/ 정치학개론 중 택2

● ● ● ● ● 6

소계 6

전공필수 전필

행정학개론 ● ● 3

행정통계와 데이터분석 ● ● ● 3

한국정부론 ● ● ● 3

행정과 조직행태 ● ● 3

행정조사 방법론(캡스톤디자인) ● ● 3

정책론 ● ● 3

소계 18

전공선택 전선

인사행정 ● ● 3

국가기획론 ● ● 3

정부규제론 ● ● 3

공공조직이론 ● ● 3

재무행정 ● ● 3

헌법개론 ● ● 3

노동행정 ● ● 3

보건행정 ● ● 3

비교정책론 ● ● 3

정책과정론 ● ● 3

지방행정 ● ● 3

행정개혁론 ● ● 3

행정과 지역사회 ● ● ● 3

행정법개론 ● ● 3

행정자료분석 ● ● 3

공공관계론 ● ● 3

공기업론 ● ● 3

관리혁신기법 ● ● 3

도시행정 ● ● 3

복지행정 ● ● 3

비교발전행정 ● ● 3

통상산업정책 ● ● 3

환경정책 ● ● 3

과학기술정책 ● ● 3

정부회계론 ● ● 3

행정학 특강 ● ● 3

전자정부론 ● ● 3

사회과학인턴십 1 ● ● ● 3

사회과학인턴십 2 ● ● ● 3

사회과학인턴십 3 ● ● ● 3

공공재정관리 ● ● 3

국제행정 ● ● 3

정책사례연구 ● ● 3

정보자원관리론 ● ● 3

지역개발론 ● ● 3

행정윤리 ● ● 3

소계 108

총계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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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권장 이수 순서표

 ■ 일반과정

학

년

1학기 
교과

구분

2학기 

과목명 학점 시간 선수과목
외국어

강의여부
과목명 학점 시간 선수과목

외국어

강의여부

1
학
년

아주희망 1 1.5

대학필수

아주인성 1 1.5

영어1 3 3 영어2 3 3

영역별 교양 중 선택 1 3 3 글쓰기 3 3

영역별 교양 중 선택 1 3 3

계열필수 데이터 분석기초 3 3

경제원론1, 심리학개론, 
사회학개론, 정치학개론**

3 3 기초과목
경제원론1, 심리학개론, 
사회학개론, 정치학개론**

3 3

행정학개론* 3 3 전공필수 행정학개론* 3 3

행정통계와 데이터분석 3 3 한국정부론☆ 3 3

16/16.5 계 22/22.5

2
학
년

영역별 교양 중 선택 1 3 3 대학필수 영역별 교양 중 선택 1 3 3

경제원론1, 심리학개론, 
사회학개론, 정치학개론**

3 3 기초과목
경제원론1, 심리학개론, 
사회학개론, 정치학개론**

3 3

행정과 조직행태 3 3

전공필수 정책론 3 3한국정부론*
☆(타전공, 2~4학년 학생)

3 3

국가기획론 3 3

전공선택

공공조직이론 3 3

정부규제론 3 3 인사행정 3 3

재무행정 3 3

헌법개론 3 3

18/18 계 21/21

3
학
년
/
4
학
년 
통
합
과
정

행정조사방법론(캡스톤디자인) 3 3 전공필수

노동행정 3 3

전공선택

공공관계론 3 3

보건행정 3 3 공기업론 3 3

비교정책론 3 3 관리혁신기법 3 3

정책과정론 3 3 도시행정 3 3

지방행정 3 3 복지행정 3 3

행정개혁론 3 3 비교발전행정 3 3

행정과 지역사회 3 3 통상산업정책 3 3

행정법개론 3 3 행정자료분석 3 3

과학기술정책 3 3 환경 정책 3 3

사회과학인턴십 1*** 3 3 공공재정관리 3 3

사회과학인턴십 2*** 3 3 국제행정 3 3

사회과학인턴십 3**** 3 3 사회과학인턴십 1*** 3 3

전자정부론 3 3 사회과학인턴십 2*** 3 3

정부회계론 3 3 사회과학인턴십 3**** 3 3

지역개발론 3 3 정보자원관리론 3 3

행정학 특강♧ 3 3 정책사례연구 3 3

행정윤리 3 3

51/51 계 51/51

＊ 은 매 학기 개설되므로 1,2학기 중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음

＊＊ 1,2학년 기초과목 : 4과목 중 2과목만 선택하여 이수하면 됨. 1,2학년 기초과목은 201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함

＊＊＊ 사회과학인턴십1, 2는 전공선택으로 인정함

＊＊＊＊ 사회과학인턴십 3은 교양선택으로 인정함

☆ 한국정부론은 1학기 개설의 경우 재학생, 2학기 개설의 경우 신입생 위주의 수강을 권장함

♧ 행정학특강은 부정기적 개설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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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목개요

CAJ0114  아주희망

―――― Ajou Dream
대학 및 학과의 교육, 활동, 진로에 대하여 이해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 계획과 대학 생활 계획을 설계한다

CAJO113   아주인성

―――― Ajou Virtues
민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 미래사회의 리

더가 될 대학인 특히 아주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이 무엇

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현재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적

용하고 반성을 할 기회를 갖는다. 또한 국제화 시대, 다문

화 시대에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요구되는 헌신과 배려, 관

용과 공감 등의 가치에 대해서 토론하고 생명존중의 사상

을 몸으로 익히는 심폐소생술 실습을 하도록 한다.

CCMP105  데이터분석기초

―――― Basic Data Analysis
대표적인 오피스용 데이터 처리 도구인 EXCEL과 통계처

리도구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R을 활용하여 기초적인 데이

터 처리 및 통계 처리 프로그래밍 역량을 배양한다. 통계 

관련 지식보다는 도구 사용 능력을 배양하는 데 초점을 둔

다. 프로그래밍 관련 지식이 전무한 비전공자 학생들을 대

상으로 하여 데이터 분석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것도 이 과목의 주요 목표이다. 본 과목을 통해 배양되는 

데이터 분석 프로그래밍 역량 및 이해를 바탕으로 추후 전

공분야에서의 심도 있고 유의미한 데이터 분석을 보다 수

월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SSS411,414,415   사회과학인턴십 1,2,3
――――――― Social Science Internship 1,2,3
인턴십 과목은 사회과학대학 학생들로 하여금 전공 관련 

현장수업을 통해 실무를 익히고 교육내용의 사회적 적실성

을 높이는데 목적이 잇다. 본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협

약이 체결된 공공기관, 산업체등에 파견되어 학기 또는 방

학기간 중 일정 기간 동안 현장업무에 참여˙수행함으로써 

학점을 이수하게 된다. 

PBA111  행정학개론 
―――― Introduction to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의 학문적 위상과 본질, 기본적 개념 및 이론에 대한 

포괄적인 소개를 하는 입문과정이며 교양강좌이다. 현대 

사회에 있어서 행정의 역할과 이념, 정책결정과 행정기획, 

행정조직론, 인사 및 재무행정론, 행정 책임 등에 대한 강

의를 통하여 행정현상의 분석 및 문제해결능력을 기른다. 

PBA115  한국정부론 
―――― Introduction to Korean Government
행정학 분야의 보다 폭 넓은 이해를 위하여 한국 정부의 각

종 제도적 장치들을 일괄하여 살펴본다. 행정, 입법, 사법

부의 구조와 기능을 위시하여 정당, 이익단체 및 군의 역할 

등에 대한 일반적 조사가 포함된다. 

PBA117   행정통계와 데이터분석

―――― Statistics for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에 통용되는 경험적 분석방법의 기초 개념들을 다룬

다. 행정자료에 대한 분석법에 대한 지식 습득을 목적으로 

하며 확률변수와 확률분포, 충정과 검정, 상관관계와 회계

분석 등이 연구된다. 이론의 연구에만 치중하지 않고 현실 

자료에의 적용과 평가도 강조된다.

PBA212  행정조사방법론 (캡스톤디자인) 
―――― Research Methods in Public Administration
사회적 조사활동에 관한 이론적 지식과 실질적 조사능력을 

배양하는데 기초가 되는 조사방법의 원리, 기법, 그리고 절

차 등을 배운다. 

PBA224  재무행정 
―――― Financial Adiministration
현대국가에 있어서 재무행정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 

비추어 예산의 기능과 원칙, 예산의 분류, 예산과정, 회계

검사, 구매 등에 대한 개념과 이론을 고찰하고 예산과 재정

정책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정부의 예산운영과 정부예

산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해한다. 

PBA226  행정과 조직행태

―――― Organizational Behavior in the Public Sector
조직이론의 3대 핵심요소인 행태, 구조, 절차에 대한 종합

적이고도 체계적 이해를 제고한다. 행태(개인 차원), 구조

(집단 차원), 절차(조직 차원) 순으로 분석 대상을 넓혀 조

직행태에 대한 이론적·실천적 지식을 확장하고, 강좌 전

반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조직의 변화를 유도하

기 위한 과정 및 기법에 관한 다양한 이론을 학습한다.     

   

PBA227 공공조직이론

―――― Organization Theory for Public Administration
조직이론 및 조직현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개념과 지식

을 습득한다. 조직이론사를 통해 조직의 정의 및 구성요소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조직이론의 기초가 되는 환경과 목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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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한다. 일반조직론(Generic Theories of Organization)

에 개재되어 있는 기초이론들과 정부조직의 특수성을 소개함

으로써 조직에 대한 균형적 사고를 배양한다.    

PBA228   인사행정 
―――― Personnel Administration
관련제도의 발달에 따르는 조직의 충원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과 이론, 인사행정기관, 공무원제의 유형과 직업

공무 원제, 모집, 시험, 임명, 훈련, 근무성적의 평가, 승

진, 보수 및 임금, 사기, 공무원 노동운동 등 인사관리에 대

해 공부한다. 

PBA231  국가기획론 
――――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현대국가의 기획과정을 발전론적인 측면에서 비교적으로 

조감한다. 세부적 사안으로서 기획의 의의, 유형, 수립, 과

정, 평가 등 기획의 이론과 실제를 다룬다. 

PBA232  정책론 
―――― Introduction to Policy Science)
국가 정책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개념들과 생각의 틀

을 제공하려 하는 입문 과정이다. 정부의 정책이 왜 필요한

가를 규명하여 범위와 한계를 파악한다. 민주주의 정책과

정 전반에 걸친 이해를 위하여 정책관련자들의 형태를 설

명하고 시사점을 밝힌다.

PBA234  정부규제론 
―――― Government Regulation
본 과목은 정부의 다양한 행정, 정책상의 규제기능을 이론 

및 실제 면에서 분석한다. 본 과목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정

부의 시장(기업)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과 근거, 정부규제의 

유형과 형태, 규제기관의 정책결정과 집행, 규제에 따른 문

제점, 국가별 정부규제의 비교분석등에 대해서 다루게 된

다. 이를 통해 정부 규제가 실제 개인, 기업 등의 경제활동

과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정부규제

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를 이해하고 수강생이 정부규제의 

개념과 실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본 과목에서는 정부

규제를 단순히 이론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개인, 기업 등

의 실제 경제활동과의 연관성에 유의하면서 강의를 진행시

키며 시사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유의한다. 

PBA251  헌법개론

―――― General Principles of Constitution
헌법에 대한 개론적인 설명을 한다. 특히 한국의 헌법에 대

한 논의, 개별 기본권, 통치구조에 대한 내용을 연구한다.

PBA312  비교발전행정 
―――― Comparative and Development Administratoin
각 분야의 발전이론에 대한 기본적 소개 하에서 비교행정

의 접근방법을 소개하고 행정조직, 관료체제, 또 관련되는 

요인들을 미국, 영국, 일본, 한국 등을 비교하면서 우리의 

행정체제를 비교적 시각에서 더 정확히 이해한다. 

PBA313  관리혁신기법 
―――― Management Innovation Techniques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계량적 방법 중 보통 통계

학에서 다루지 않는 관리과학기법들과 게임이론, 투표이론 

등을 배운다. 수학적인 구조보다는 실제 적용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초점을 둔다. 

PBA314  행정자료분석

―――― Data Analysis in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에 통용되는 경험적 분석방법의 기초 개념들을 다룬

다. 행정자료에 대한 분석법에 대한 지식 습득을 목적으로 

하며 확률변수와 확률분포, 충정과 검정, 상관관계와 회괴

분석 등이 연구된다. 이론의 연구에만 치중하지 않고 현실 

자료에의 적용과 평가도 강조된다. 

PBA315  통상산업정책 
―――― Trade and Industrial Policy
본 과목에서는 통상 및 산업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 관련된 

다양한 기초이론을 다루고 기업의 성장 및 경제발전을 위

한 정부의 역할과 기능, 통상 정책 및 산업정책의 목표, 산

업 부문별 정책의 내용과 전개, 경제발전 단계별 정책의 변

화, 다양한 국가 간의 정책 사례에 대한 분석, 통산 산업과 

관련된 재벌문제, 세계화에 따른 정책의 변화 등을 다룬다. 

최근 세계화, 지역주의라는 세계적 흐름을 충분히 이해하

고 통상 및 산업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있어서는 국제경제

기구(특히 WTO), 외국 정부 등과의 관계, 경제통합 등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게 되며 한국 입장에서 어떠한 통상정

책 및 산업정책 필요성의 정책적 합의에 대해서도 도출하

고자 한다. 

PBA321  행정개혁론 
―――― Administration Reform
공공조직에 관한 규범적 시각을 통하여 관료제에 관한 제

반 이론과 우리 정부의 현실을 재조명하고, 민주주의 사회

에서 바람직한 정부가 어떠한 모습을 지녀야 하는가를 구

조 및 형태적 차원에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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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A322  지방행정 
―――― Local Administration
지방자치의 정치적·행정적 가치의 증대와 지방화에 대응

하여 지방행정에 관한 이론적, 정책적 연구와 영· 미 지방

행정에 관한 비교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문제

점과 대책,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지방자치의 역할 등을 논

의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의 본질과 유형,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내부 등의 측

면에서 고찰한다. 

PBA325  공기업론 
―――― Public Enterprise
공기업의 개념과 유형 및 경제발전 과정에 있어서 공기업

의 역할을 고찰함으로써 공기업의 특질을 이해하고, 선진

국가의 공기업과 발전도상국가의 공기업에 대한 실태분석

을 통하여 효율적인 공기업의 통제방안과 한국 공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PBA331  정책과정론 
―――― Policy Process
정책의제 형성, 정책결정, 정책집행 및 정책평가로 이어지

는 정책과정에 대한 일반이론을 섭렵하고 실제 사례를 통

하여 정책에 대한 이해 및 분석능력을 기른다. 

PBA332  공공관계론 
―――― Public Relations
국가기관이 직면하는 환경과의 의사소통 문제의 본질을 탐

구하며, 성공적인 공공관계의 수립 및 유지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익히고, 사례를 통하여 적용 능력을 기른다. 

 

PBA335  비교정책론

―――― Comparative Public Policy
최근 한국의 정책의 방향성을 둘러싸고 다양한 논의가 진행

되는 가운데, 주요 선진국정책과의 비교연구의 중요성이 높

아지고 있다. 비교정책론에서는 외교, 복지, 금융, 재정 등 

다양한 정책영역에 있어서의 각 국가 간 정책결정방식 및 

정책내용 등에 있어서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한 논의를 한

다. 또한 정책분야 별 각국의 정책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

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을 한다. 

PBA336  행정과 지역사회 
―――― Administration and Local Society
지방행정이 지역사회와 구체적으로 만나는 실상을 이론적

으로 정리하고 이 바탕 위에서 현장실습을 통하여 이론과 

실제를 연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이론적 연구는 

지역시민사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중간지원조직, 그

리고 지역 행정가 (공무원)가 로컬 거버넌스를 구체적으로 

행하는 방식과 양태를 연구한다. 현장 참여관찰은 시민, 중

간지원조직, 관이 만나는 지점인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및 유관 사업의 회의 및 실행에 직접 참여하여 관찰한다.

PBA341  노동행정 
―――― Labor Administration
자본주의 하에서의 노동문제의 본질 및 배경에 대한 기본

이론을 개관하고, 노동시장, 인적자본, 임금형태 및 수준, 

노사관계, 노동운동, 노동복지 등 노동과 관련된 정책문제

를 구체적으로 고찰한다. 

PBA342  보건행정 
―――― Health Administration
국민건강향상을 위한 국가의 역할은 예방사업, 사회의료보험 

등의 도입 및 확대로 점차 중요시되고 있다. 이 점에 주목하

면서 보건행정론은 국민건강의 유지와 증진을 위해 수행되는 

보건, 의무, 약무행정을 이론과 실제를 접목하여 고찰한다. 

PBA343  복지행정 
―――― Welfare Administration
정부의 기능이 복지분야로 확대되어감에 따라 복지행정은 

더욱 더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복지행정의 의의, 특징, 기

능, 복지의 유형, 공평원리에 의한 복지운영 및 효율성, 복

지정책의 수립, 운영, 평가에 대하여 배운다. 

PBA344  도시행정 
―――― Urban Administration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하는 

도시문제를 행정학적인 측면에서 연구한다. 종합학문적 성

격의 도시이론이 현실적인 도시경영과 주택, 환경, 도시계

획 등의 구체적 정책사안에 어떻게 반영되는가를 살핀다. 

PBA345  환경정책 
―――― Envionmental Policy
환경정책은 환경문제와 환경정책에 대한 실무적 이론 지식

을 축적하는데 학습목표가 있으며, 환경정책과 관련된 사

고와 이념, 조직과 제도, 정책집행수단, 이해관계자, 갈등

관리 등과 관련된 내용을 학습한다. 

PBA352  행정법개론

―――― General Principles of Administrative Law
본 강좌에서는 공행정작용의 개별 행위형식을 중심으로 행

정법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사항을 정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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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토픽에 대한 이론과 학설 및 판례의 검토와 분석을 통

해 행정법 사례해결능력을 배양하고자 한다.

PBA410  정부회계론 
―――― Government Accounting
본 교과목은 정부조직 및 공공조직의 발생주의·복식부기에 

의한 회계제도를 소개하고, 이에 기초하여 작성된 재무보고

를 효과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

다. 구체적으로 정부회계기준, 자산·부채 실사, 정부재정관

련 법률, 정부회계 정보시스템, 정부회계를 주제로 한 최근

의 연구동향, 외국 정부회계개혁 사례를 논의하고자 한다. 

PBA413  행정학특강 
―――― Special Topics in Public Administration
우리나라 행정의 문제점, 사회변동에 대응한 행정의 역할 

등에 관하여 연구·토론함으로써 이론과 실제상의 문제점

을 비교·검토한다. 

PBA414  공공재정관리 
―――― Public Finance Management
본 교과목에서는 공공부문의 재정이 민간부문에 미치는 영

향, 공공부문 재정의 효과적 관리전략과 방법 등을 중심으

로 학습한다. 공공부문의 재정관리는 거시적 차원의 경기 

흐름과 미시적 차원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반영하여 공공재정 관리는 이들 거

시적 차원과 미시적 차원의 내용을 동시에 고려하여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경제의 기본 원리들을 

학습하고, 이것이 공공부문에 어떻게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학습한다. 후자와 관련해서는 공공부문의 재정관

리의 현황,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이들 재정관리를 위해 다

양한 도구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학습한다.

PBA420  정보자원관리론 
―――― Information Resources Management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한 정보의 이용, 계획, 통제 및 관리

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배우며, 정보체계와 행정체계 간의 

역동적 상호관계를 논의한다. 

PBA421  행정윤리 
―――― Ethics in Public Administration
현대 행정이 직면하는 다양한 규범적 문제와 딜레마를 올

바로 인식하고, 이에 관한 윤리적 판단 및 사고능력을 배양

하는데 도움이 되는 철학적 이론과 사고의 방법, 그리고 윤

리적 사례들을 체계적으로 학습한다. 

PBA431  정책사례연구 
―――― Case Studies in Public Policy Making
정책사례를 통하여 공공정책의 기본 개념과 생각의 틀을 

검증하며, 우리나라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들을 파악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PBA441  과학기술정책 
――――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과학기술이 현대 사회에서 갖는 의미를 조명하고, 과학 및 

기술과 관련된 공공정책들의 내용을 파악하고 쟁점을 부각

시키며 대안을 모색한다. 

PBA442  국제행정 
―――― International Public Administration
국제화가 행정에 미치는 영향과 도전을 밝히며, 행정의 국

제화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방향을 정립한다. 국제기구 

및 국제협력과정에서의 행정의 현황 및 발전방안도 다룬다. 

PBA443  지역개발론 
―――― Regional Development
도시행정과 기획론의 연장선상에서 지역개발의 이론과 실

제 및 외국지역 개발사례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지역의 성

장과 발전에 따르는 각종 문제를 검토한다. 

PBA445  전자정부론 
―――― E-government
정보화시대에 전자정부가 경험하는 정책적 이슈와 내용들

을 분석, 정리함으로써 전자정부에 대한 기술적, 실무적, 

이론적 지식을 축적한다. 수업 내용은 전자정부의 역사와 

현황, 문제점, 발전방안, 평가, 비교분석 등의 주제를 포함

한다. 

ECON111  경제원론 1 
―――― Principles of Economics 1
경제생활의 기본적 현상에 대한 이해, 시장경제체제 하에

서의 가격의 자원배분기능, 소득분배, 국민소득수준의 결

정과 변동, 국제무역과 국제수지, 경제발전, 경제문제 해결

을 위한 정부의 역할 등을 다룬다.

POL101  정치학개론

―――― Introduction to Political Science
정치학 전반에 걸친 기초적인 이론들을 통해 정치학에 대

한 기본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정치학의 연구목적, 방법, 

정치과정 그리고 국제관계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 등을 다

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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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101  사회학개론

―――― Introduction to Sociology
사회학적 개념과 이론을 바탕으로 복잡한 현대사회의 주요

특징을 분석하며, 나아가 인간 사회의 조직 원리와 인간 행

동에 대한 사회의 영향을 탐구한다. 이 과목은 현대사회의 

성립배경, 특징 그리고 전망에 대한 관점을 형성케 하며, 

인간과 사회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다. 

 

PSY100  심리학개론 
―――― Introduction to Psychology
심리학의 과학적 측면과 심리학을 전공하는데 필수적인 기

초개념, 연구절차, 연구영역과 적용범위에 관한 개괄적인 

지식을 습득한다. 심리학은 무엇을 연구하는 학문이며 앞

으로 심리학도로서 무엇을 공부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한다.

SSS411,414,415  사회과학인턴십 1,2,3
――――――― Social Science Internship 1,2,3
인턴십 과목은 사회과학대학 학생들로 하여금 전공 관련 

현장수업을 통해 실무를 익히고 교육내용의 사회적 적실성

을 높이는데 목적이 잇다. 본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협

약이 체결된 공공기관, 산업체등에 파견되어 학기 또는 방

학기간 중 일정 기간 동안 현장업무에 참여˙수행함으로써 

학점을 이수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