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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프라임 정책학 2순환2021 프라임 정책학 2순환

 개요
구분 내용

강사

장재호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전공
- 2004 행정자치부 조직진단, 한국 정책지식센타 연구원 
- 2005 노동부 조직진단, 학술진흥재단 BSC 성과관리체계 개발, 중앙노동위원회 조직진단
- 2006 현대리서치연구소 연구2부 과장, 재정경제부 성과지표 연구, 노동부 고용안정센타 직무분석
- 2007 해양경찰청 미래발전전략 (비전 2020), 교육부 BSC 통합고객만족도 조사
- 2008 서울시 서울형 동주민센터 모델 연구, 농촌진흥청 조직융합관리
- 2009 서울시 공무원 경력개발제도(CDP) 도입방안, 서울시의회 위원회제도 개선방안
- 2010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 조직진단 및 조직개편
- 2011 - 2014. 6 베리타스 5급 공채 행정학·정책학 강사  
- 2014. 7 – 현재 프라임 법학원 5급 공채 행정학·정책학 강사  

o 저서:  5급 공채 시험을 위한 단권화 행정학. 도서출판 좋은책
         5급 공채 시험을 위한 단권화 정책학. 도서출판 좋은책
         5급 공채 시험을 위한 단권화 지방행정론. 도서출판 좋은책
         5급 공채 시험을 위한 단권화 행정학 170제 (증보판). 도서출판 좋은책
        

교재 o 주요 핵심 논문 + 각종 유인물 

내용

o 주요 핵심 논문과 사례분석을 통한 이해의 확장 및 심화
- 최근 정책학계에서 주로 발표되고 있는 주제에 대한 심화학습 (예: 문제정의, 다중흐름모형 등)
- 행정학에 시너지를 줄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심화학습 (예: 규제, 협업, 단절균형 등)  
- 한국 사회 핵심 정책문제에 대한 사례 학습 (부동산, 의료영리화, 무상복지, 사교육 등)   

o 문제 파악과 답안지 작성 역량 향상
- 퀴즈: 강의 내용의 숙지 및 체화 (총 5회)
- 과제: 강평을 통한 답안지 작성 방법 지도 

일정 2020. 1. 17(월) - 1. 22(토).  총 6회
오후 1:00 - 2:00 퀴즈  2:10 - 5:30 강의.  총 5회 퀴즈.   100점 과제 및 강평  

 관련 사항
o (첫날 제외) 매일 오후 1:00 – 2:00 동안 퀴즈를 통해 서술 및 답안 작성 연습 
 - 강의 내용에 기반하여 20점 서술형 2-3문제 출제
o 과제: 과제 출제는 강의 2일차, 제출은 종강일 
- 과제 제출 이후 개별 일정 조정, 답안지 작성 지도 첨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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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및 강의 계획
횟수 날짜 주제 배포 자료

1 1/17(월)
오리엔테이션

/
정책문제정의

o 김명환 (2012). 맥락, 문제정의, 사회적 형성 및 정책변화
o 정광호 (2010). 탈북자지원정책의 새로운 이해 - 문제정의의 관점에서

2 1/18(화)
정책대안의 
탐색·개발 
/정책수단

o 강근복 (2016). 정책분석론. 대영문화사 中
- 제6장 정책대안 분석. 제2절 정책대안의 탐색과 개발 
o 정광호 (2008). 정책수단: 정보제공의 현황과 과제
o 김병섭 외 (2013). 정책수단론. 법문사 中
- 최병선. 제5장 규제수단과 방식의 유형 재분류
- 이승종. 제16장 공공서비스전달의 민간화

3 1/19(수) 정책조정과 
협업 

o 전영한 (2009). 국가운영시스템의 변화와 과제: 정책조정시스템
o 강주홍 (2014). 공적개발원조(ODA)와 기관간 협업

4 1/20(목) 정책변동

o 김주경·현재은 (2014).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 
Framework)을 적용한 영유아 무상보육정책 분석
o 이현정·김선희. (2015). 수정된 정책옹호연합모형(ACF)을 활용한 정책변
동 분석 - 의료영리화정책을 중심으로 -

5 1/21(금)
점증주의/
단절균형/

경로의존성

o 이종대 (2008). 사회복지예산과 점증주의
o 김인자·박형준 (2016).단절균형모형(Punctuated Equilibrium Model)을 
통한 생명공학정책: 국가 R&D 예산지출 변동 요인 연구
o 제갈현숙 (2009). 한국 복지체계에서 사회서비스 시장화의 문제점 (경로
의존성)

6 1/22(토)
정책 사례:

실패한 정책 
/성공한 정책  

o 임도빈 외 (2015). 실패한 정책들: 정책학습의 관점에서. 박영사 中
- 변창흠. 뉴타운 정책을 통해 본 정책실패의 악순환 구조 분석
- 하연섭. 지위경쟁과 사교육비 대책
o 기본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