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5급 공채 대비 ‘행정학 GS-1순환 온첨반 시즌2’ 
강의계획서

1. 강사 : 이지한 박사 
2. 강의일정 : 2020년 10월 13일(화) ~ 10월 31일(토), 총17회
3. 주교재 :  「이지한 PASS 행정학 2.0」
4. 부교재 : ① 「쉽게읽는 문재인정부 정부혁신」, ② 행정학 주요 12개 학술지 9년간 논문 리스트,
           ③ 행정학 총론․각론 주요 기사 스크랩  

  
1. 강사 소개

 이지한 박사 
* 학력 : 미국 The University of Texas at Dallas 졸업 (행정학 박사, 인사행정 전공)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및 박사수료

* 현 경력 : 프라임법학원 5급 공채 행정학 전임

* 전 경력 : 성균관대학교 글로벌리더학부 정책학전공 대우전임교수
           한국인사행정학회 국제협력이사
           인사혁신처 산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NHI) 연구과제 참여
           국회사무처 중견관리자(서기관) 역량교육 진행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연구원(KISTEP) 직무역량모델 전문가 회의 위원
           경기도 팀장급·실무자급 공무원 핵심리더과정 교육 진행

* 연구실적 : 미국 행정학회(ASPA) 인사행정 및 노동관계 분과(SPALR) 논문상 수상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y Studies,  Public Personnel Management, 
           정책과학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환경정책 등에 논문 게재

2. 강의 내용

◎ 수업 목표: 행정학 총론․각론 내용 숙지와 사례 파악 ☞ 모의고사를 통한 답안작성 능력 배양
① 총5회 모의고사 실시 (총2회 강사직접 정밀첨삭 ☞ 개별면담을 통한 답안작성 코칭)
② 각 주제별 기출문제 접목을 통한 중요도 체크 ☞ 기출사항별 목차구성 및 내용전개 방향 제시
③ 「쉽게읽는 문재인정부 정부혁신」 ☞ 행정학 총론․각론의 핵심주제와 정부혁신과의 종합적 고찰
④ 행정학 주요 학술지 9년간 논문리스트 체크 ☞ 행정학 최신경향 및 총론․각론별 예상논점 제시
⑤ 총론․각론 주제별 신문 스크랩 분석 ☞ 답안작성 시 활용방법 제시

◎ 수업 특징: 행정학 비전공자의 경우, 이지한 박사의 2020년 예비순환 수강 후 1순환 수강을 권장합니다.



                       

3. 회차별 세부 강의구성

회차 일자 강의 주제 및 분석 이슈 내용

1 10/13 (화)

○ 강의 주제: 공공가치, 행정이념, 공직가치
★ ‘20 5급 공채 행정학 기출문제 review, 답안작성 포인트 제시
★ GS-1순환 주교재 활용 및 부교재 활용 방법 소개 
▷ 분석 이슈: 신개입주의론(New Interventionism), 정치행정상호작용론,
            공공가치(공공성, 공익, 사회적 가치), 행정이념, 공직가치

PASS 행정학 2.0
(1~2장)

/
부교재 

2 10/14 (수)

○ 강의 주제: 공공부문의 다양화와 책임성
▷ 분석 이슈: ‘사익의 공익화’, ‘공익의 사익화’, 책임성 유형, 이해충돌
★ 한국행정학보(2011-2019) 게재논문 목록 분석
★ ‘공공가치 및 행정이념’ 주제 ☞ 기사 스크랩 분석

PASS 행정학 2.0
(16장)

/
부교재 

3 10/15 (목)

○ 강의 주제: 신제도주의, 사회자본, 정부신뢰
▷ 분석 이슈: 역사적, 사회학적,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 분석 이슈: 사회자본, 정부신뢰
★ 한국정책학회보(2011-2019) 게재논문 목록 분석

PASS 행정학 2.0
(3장)

/
부교재 

4 10/16 (금)
○ 핵심 주제: 정부의 규모와 역할 (Ⅰ)
▷ 분석 이슈: 작은 정부, NPM, Post-NPM, NPS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2011-2019) 게재논문 목록 분석

PASS 행정학 2.0
(4장)

/
부교재 

5 10/17 (토)

○ 핵심 주제: 정부의 규모와 역할 (Ⅱ) / 행정환경
▷ 분석 이슈: NG, 협력적 거버넌스, 네트워크 거버넌스, 사회적 기업,
▷ 분석 이슈: 행정환경의 복잡성과 ‘사악한 문제(wicked problem)’    
★ 행정논총(2011-2019) 게재논문 목록 분석
★ ‘사회적 기업’, ‘갈등’ 주제 ☞ 기사 스크랩 분석

PASS 행정학 2.0
(4~5장)

/
부교재 

6 10/19 (월)

◈ 제1회 모의고사
○ 핵심 주제: 공공갈등 / 행정문화와 관료제
▷ 분석 이슈: 정책소통, 대안적 갈등해결방식(ADR), 공론화와 숙의민주주의
▷ 분석 이슈: 관료제, 영혼없는 공무원, 관료제와 민주주의, 포용관리
★ 현대사회와 행정연구(2011-2019) 게재논문 목록 분석

PASS 행정학 2.0
(5~6장)

/
부교재 

7 10/20 (화)

○ 핵심 주제: 공공정책과 행정서비스 (Ⅰ)
▷ 분석 이슈: 규제정책 유형, 다중흐름모형(MSF), 정책네트워크, 
            정책실험실(Policy-Lab), 생활실험실(Living-Lab)
★ 한국행정논집(2011-2019) 게재논문 목록 분석
★ ‘규제’ 주제 ☞ 기사 스크랩 분석 

PASS 행정학 2.0
(7~8장)

/
부교재

8 10/21 (수)

○ 핵심 주제: 공공정책과 행정서비스 (Ⅱ)
▷ 분석 이슈: 정책수단, 민간위탁, 성공불(PFS) 제도, 바우처 제도, 
            규제입증책임, 규제영향분석, 사후규제영향평가제도, 적극행정
★ 한국행정연구(2011-2019) 게재논문 목록 분석
★ ‘바우처’, ‘적극행정’ 주제 ☞ 기사 스크랩 분석



                       

회차 일자 강의 주제 및 분석 이슈 내용

9 10/22 (목)

◈ 제2회 모의고사
○ 강의 주제: 조직구조론
▷ 분석 이슈: 애자일(Agile) 조직, 위원회, 책임운영기관, 조직 칸막이 현상
★ 한국조직학회보(2011-2019) 게재논문 목록 분석
★ ‘조직’ 주제 ☞ 기사 스크랩 분석

PASS 행정학 2.0
(9장)

/
부교재

10 10/23 (금)

○ 강의 주제: 조직관리론 및 리더십 이론
▷ 분석 이슈: 협력이론, 넛지(Nudge)이론, 동기부여이론, 직무특성이론,
            변혁적 리더십, 섬김 리더십, 협력적 리더십 등
★ 정부학연구(2011-2019) 게재논문 목록 분석

PASS 행정학 2.0
(10장)

/
부교재

11 10/24 (토)

○ 강의 주제: 인사행정의 제도적 기반
▷ 분석 이슈: 엽관제, 실적제, 직업공무원제, 개방형 임용제, 
            고위공무원단 제도, 계급제, 직위분류제,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 한국인사행정학회보(2011-2019) 게재논문 목록 분석
★ ‘인사’ 주제 ☞ 기사 스크랩 분석

PASS 행정학 2.0
(11장)

/
부교재

12 10/26 (월)

◈ 제3회 모의고사
○ 강의 주제: 인적자원 관리활동
▷ 분석 이슈: 역량기반 교육훈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공무원 노동조합, 
            근무성적평정,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보수등급제, 다양성 관리
★ 한국거버넌스학회보(2011-2019) 게재논문 목록 분석
★ “영혼있는 공무원을 위하여” (2020) 논문분석

PASS 행정학 2.0
(12장)

/
부교재

13 10/27 (화)

○ 강의 주제: 예산과정론
▷ 분석 이슈: 예산팽창이론, 예산결정이론, Top-down제도, Pay-go원칙,
            성인지 예산제도, 참여예산제도,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 한국정책과학학회보(2011-2019) 게재논문 목록 분석
★ ‘예산’ 주제 ☞ 기사 스크랩 분석

PASS 행정학 2.0
(13장)

/
부교재

14 10/28 (수)
◈ 제4회 모의고사
○ 강의 주제: 예산제도론
▷ 분석 이슈: 성과주의 예산, 재정준칙, 예비타당성 조사, 핵심사업평가

PASS 행정학 2.0
(14장)

15 10/29 (목)
○ 강의 주제: 성과관리․평가, 전자정부
▷ 분석 이슈: 저성과자 관리, 균형성과표(BSC), 논리모형, 전략적 기획

PASS 행정학 2.0
(15장)

16 10/30 (금)
◈ 제5회 모의고사
○ 강의 주제: 정부혁신
▷ 분석 이슈: 행정학 주요 핵심주제와 정부혁신과의 종합적 고찰

「쉽게읽는 
문재인정부 
정부혁신」

17 10/31 (토) ○ 총괄 및 핵심 정리 -

수험생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좋은 강의로 보답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