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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본 수업은 세미나 수업으로 행정조직 공무원 인사제도 및 공무원 개인 , 

역량 책임성 리더십 윤리 등 에 대하여 학습하고 토의함으로서 ( , , )

일반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함.

수업방식

본 수업은 강의 주제와 관련하여 강의자가 이론적 배경지식을 강의하고 

이와 관련한 이슈에 대해 학생들이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토론형식으로 

풀어보는 방식으로 진행함.

교과서 수업시간에 별도 배부

평가 출석 점 토론 점 기말페이퍼 총점 점(30 )+ (30 )+ (40)= (100 )

기말페이퍼
수업시간에 다룬 주제와 관련하여 행정이슈를 정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 분

석과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페이지 내외의 보고서 작성20 .



강의정책

출석 

출석은 필수임 응급한 용무로 인한 유고결석은. 

인정될 수 있으나 이 경우 교수에게 미리 알려야하며 관련서류를제출하여야 

함.

학칙에 따라 수업시간의 분의 을 초과하여 결석한 학생은 본 과목의 이수자4 1

격을 상실함.

장애학생지

원

어떤 형태로든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수업을 듣기 어려운 학생은 수업 2

주차까지는 교수에게 해당 사항을 알려야 함 그러한 경우 교수는 해당학생이 . 

어려움 없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줄 것임.

강의계획서

 

본 강의계획서는 잠정적으로 확정되었으나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하여 수정될 

수 있으며 강의계획서의 수정권한은 전적으로 교수에게 있음 강의계획서가 , . 

수정될 경우 교수는 학생에게 그 내용을 알려줄 것임.

성적이의

 

만약 학생이 본인의 성적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교수에게 페이지로 그 이유를 1

적어 제출해야함 교수는 제출된 사유서와 그 밖에 자료를 토대로 재채점을 . 

할 수 있으나 성적변경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 기타의 경우 성적은 .  

최종성적으로 간주함.

학습윤리

 

본 수업은 학습윤리를 매우 중요하게 여김 다음 링크에 있는 학습윤리를 숙.  

지하고 이에 따라 수업에 임하기 바람 학습윤리를 어길 경우 어떠한 이유로. 

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그에 대한 책임은 학생에게 있음.

(https://yure.yonsei.ac.kr/research/researchIllegalty.do)

수업예절 

수업시간에 전자기기 사용은 금지되어 있으며 전화기는 모두 끈 상태여야 하

고 응급한 전화를 받거나 걸어야할 경우에는 수업 전 교수에게 미리 허락을 

받아야 함 전자기기 사용을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는 가장 앞줄에 앉아야 하. 

며 수업용 이외의 전자기기 사용은 허락되지 않음 그 밖에 어떠한 형태의 다, . 

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교수는 제지할 권리가 있음.

수업 및 활발한 토론을 하는 가운데 교수 또는 학생의 언행이 사회상규에 어

긋날 수 있음 이에 대해서는 수업시간에 문제제기를 하여 매듭 짓는 것을 기. 

본원칙으로 하되 수업시간에 원만한 해결을 하지 못 할 경우 교실 밖에서 문

제제기를 하는 것을 권장함.



강의계획서 안( )

주차 1 (3/8) 과목 소개

주차 2 (3/15) 행정과 행정학

주차 3 (3/22) 정부조직개편 1
조직이론 소개- 

주차 4 (3/29) 정부조직개편 2
-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소고

주차 5 (4/5) 정부조직개편 3
- 개인발표

주차 6 (4/12) 인사제도개편 1
인사제도 소개-

주차 7 (4/19) 중간고사 휴강( )

주차 8 (4/26) 인사제도개편 2
- 인사혁신에 관한 소고

주차 9 (5/3) 인사제도개편 3
개인발표-

주차 10 (5/10) 공무원과 책임성 1
공무원 책임성 이론 소개-

주차 11 (5/17) 공무원과 책임성 2
개인발표-

주차 12 (5/24) 공무원 리더십 1
리더십이론 소개-

주차 13 (5/31) 공무원 리더십 2
개인발표-

주차 14 (6/7) 공무원 윤리
공무원 윤리 이론 소개-

주차 15 (6/14) 자율학습

주차 16 (6/21) 기말페이퍼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