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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의 글

존경하는 회원님들께,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며 그동안 고민하며 연구하였던 논문들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하계공동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

합니다. 

이번 하계학술대회의 큰 특징은 학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미래 사

회와 행정학의 재설계”를 대주제로 내걸고 이에 걸맞는 다양한 패널들을 기

획하며 준비한데 있습니다. ‘한국행정학 60년 패널,’ ‘대주제 특별강연,’ ‘미

래행정 기획패널,’ ‘미래특별위원회 패널’ ‘한국행정학보 50권 발간기념 특

별세션’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행정학 연구와 교육의 과거의 공과를 회고하고, 현재의 문제를 고민

하며, 미래의 방향을 탐색해 나갈 것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고령화∙저성장기조로 집약되는 21세기 한국 사회의 미래는 수많은 어려운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도전들을 극복하고 재도약을 하기 위하여 정부의 역할과 행정은 구각을 

털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이번 여름학회를 통해 회원님들 사이에 행정학 연구 및 

교육의 방향을 새롭게 재설계하는 노력들이 큰 성찰과 학습의 기회로 공유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국내 유관 행정학회, 해외 행정학자 및 행정학회, 분과연구회 및 회원들께서 그동안 심혈을 기울

여 연구하며 준비한 일반 논문들도 이번 하계학술대회에서의 담론의 깊이와 폭을 한층 더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그리고 이 학술대회를 위해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 기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한

국행정학 60년을 회고하고 정리하는 패널에 기꺼이 동참해주신 전임회장님들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행정학회에 대한 회원님들의 염원은 양적 확충이나 다다익선(多多益善)이 아니라, 내실 있는 학술

대회의 구성과 운영을 통한 한국행정학의 이론적 성숙, 학문의 유용성 및 적실성의 제고에 있다고 생각합

니다. 아무쪼록 오송에 자리 잡은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오붓한 시설에 오셔서, 진지한 학문적 교류와 인

간적 만남이 이루어지는 소중한 시간을 나누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6. 

                                  한국행정학회장  유 평 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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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itation

Dear KAPA Members and Conference Participants

It is my privilege and honor to host 2016 Korea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KAPA) Annual 

International Conference. 

This year marks the 60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KAPA). In commemoration of the founding, the theme of this year’s conference is “Redesigning Public 

Administration for Future Society.” In reference to this year’s theme, we have prepared a number of planned 

panels such as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60 years’, ‘Future public administration,’ and ‘International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in commemoration of the 50 volumes’ that further explores this theme as 

it relates to the real world. We will examine and evaluate the past accomplishments and discuss the current 

and contemporary challenges so that we can find an answer and guide to the directions we will take toward 

the future.

Unfortunately, Korean society today has come of age having faced many challenges due to a number 

of social changes includ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 aging population, and a lower level of national 

growth. In order to overcome these challenges and seek opportunities for improvement and development, 

we need a new paradigm in which we change our understandings of government and public administration.

I hope that researchers from all over the word will take this opportunity to get together and engage in 

active dialogues and academic exchanges with the common goal of redesigning public administration and 

its educational direction, and furthering research and development in this area. 

I am confident that through the high-quality research presentations of all the participants from 

international research associations of public administration, other international researchers, KAPA members, 

and its sub-committee members, this conference will yield results that will be of significant importance to 

academic research and education. 

I appreciate the generous sponsorship from several institutions for this conference and would especially 

like to recognize and thank the participation of former KAPA presidents in this memorable event that recalls 

and examines the 60 years of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ather than merely pursuing expansion in numbers, the ultimate and desired goal of KAPA is to develop 

the theories of public administration tailored to the needs of Korean society and consider the applicability 

and relevance of the study of public administration to the practices through organizing the high-quality 

conference.

I look forward to meeting you all in KAPA Annual International Conference at Korean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Health &Welfare (KOHI) located in Osong, and hope to join all of you in the 

meaningful exchange of academic discourses.

Thank you.

June 2016

President of KAPA  Yu, Pyeong 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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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Number: Session 1

Session Schedules 

  1 : June 23  09:00-10:30

  2 : June 23  10:50-12:20

  3 : June 23  14:00-15:30

  4 : June 23  15:50-17:20

  5 : June 24  09:00-10:30

  6 : June 24  10:50-12:20

  7 : June 24  14:00-15:30

  8 : June 24  15:50-17:20

  9 : June 24  19:30-21:00

10 : June 25  09:00-10:30

11 : June 25  10:50-12:20

Panel Number: Panel 1

Panel Date: June 23

Panel in language

K: Korean

E: English

23 1-1-K

Session Identification Number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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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Overview

Thursday, June 23

time/session Panel#1 Panel#2 Panel#3 Panel#4 Panel#5 Panel#6 Panel#7 Panel#8

Room 301 302 313 303 304 305 306 311

07:30-08:30 Breakfast (Dormitory 1F)

08:30- Registration (KOHI 1F)

Session 1 

09:00-10:30

23-1-1-E
Human 

Resource 
Management 

for Future 
Society

23-1-2-E
Accountability 

and Public 
Management 

for Future 
Society

23-1-3-E
APAF

(1)

23-1-4-K
Graduate 
Students 
Workshop

23-1-5-K
선거행정
연구회

23-1-6-K
투명한 행정과 

전자정부

23-1-7-K
공적개발

원조(ODA)와 
개발행정

10:30-10:50 Coffee Break

Session 2
10:50-12:20

23-2-1-E
Fiscal Policy 
for Future 
Society

23-2-2-E
Public Policy 
Tools in Asian 
and African 
Developing 
Countries

23-2-3-E
APAF

(2)

23-2-4-K
미래행정
기획(1): 

시민사회의 
역할과 행정      

23-2-5-K
행정학교육 
재설계사례

23-2-6-K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

23-2-7-K
한국갈등학회

23-2-8-K
거버넌스의 

다양성
(1)

12:30-13:40 Lunch (Dormitory 1F)

13:40-14:00 Opening Ceremony (Room 302)

Session 3
14:00-15:30

23-3-2-E
International Plenary Session (1) :

Role of Public Sector for the Peace of Korea 
Peninsula: Chinese and Russian Perspectives 

and Their Roles (Room 302)

15:30-15:50 Coffee Break

Session4
15:50-17:20

23-4-1-E
E-Governance 
and IT Policy 
for the Future 

Society

23-4-2-E
Roles of 
Elected 

Officials and 
Perfomance for 
Future Society

23-4-3-E
APAF(3)

23-4-4-K
미래행정
기획(2):

통합사회를 위한 
정부의 역할      

23-4-5-K
지속가능 

미래사회와 
원자력 

거버넌스

23-4-6-K
지방정부의 
인구구조와 
인사교류 

23-4-7-K
지속가능한 
물 서비스 

23-4-8-K
거버넌스의 

다양성
(2)

17:45-19:10 Reception & Dinner (Dormitory 1F)

19:20-20:00 Korean Traditional Music Performance (KOHI 1F Seorae-d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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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9 Panel #10 Panel #11 Panel #12 Panel #13 Panel #14 Panel #15 Panel #16

312 401 402 404 405 406 411 412

조찬 (생활관 1층)

등록 (KOHI 1층)

휴 식

23-2-9-K
생활행정학과 

삶의 질

23-2-10-K
한국행정학60년 

Ⅰ-1

23-2-11-K
한국행정학60년 

Ⅰ-2

23-2-12-K
한국행정학60년 

Ⅰ-3

23-2-13-K
한국인사
행정학회

23-2-14-K
한국조직학회

특별세션

23-2-15-K
정책환경의 변화

와 정부재정

23-2-16-K
국민행정과
빅데이터

오찬 (생활관 1층)

개회식 (302호)

대주제 기획패널 (KOHI 1층 서래당)
                                            김명자(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차기회장), 글로벌 위기 시대, 기술 혁신과 거버넌스 리더십
                                            손화철(한동대), 알파고 시대의 공공가치와 미래행정

휴 식

23-4-9-K
한국자치
행정학회

23-4-10-K
한국행정학60년 

Ⅱ-1

23-4-11-K
한국행정학60년 

Ⅱ-2

23-4-12-K
한국행정학60년 

Ⅱ-3

23-4-13-K
한국화논단

(1)

23-4-14-K
한국조직학회

일반세션

23-4-15-K
사회적 관계와 

행정학(1)

23-4-16-E
Lessons from 
Internal Control 

and Public 
Audit in 

Japan & Korea

환영 및 만찬 (생활관 1층)

국악공연 (KOHI 1층 서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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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Overview

Friday, June 24

time/session Panel#1 Panel#2 Panel#3 Panel#4 Panel#5 Panel#6 Panel#7 Panel#8

Room 301 302 313 303 304 305 306 311

07:30-08:30 Breakfast (Dormitory 1F)

08:30- Registration (KOHI 1F)

Session 5 
09:00-10:30

24-5-1-E
Social Policy 
Institutional 

Design 
for Future 
Society

24-5-2-E
Emergency 

Management
for Future 
Society

24-5-3-E
APAF

(4)

24-5-4-K
미래행정
기획(3):

통일한국을 위한 
정부의 역할      

24-5-5-K
연구윤리

특강

24-5-6-K
지방행정
연구회

24-5-7-K
제도연구회

24-5-8-K
교육, 전통문화 
그리고 행정학 

10:30-10:50 Coffee Break

Session 6 
10:50-12:20

24-6-1-E
France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Trends: 
AIRMAP 
Session

24-6-2-E
Collaborative 
Governance 
Theory and 
Practice for 

Future Society 
(SKKU SKK) 

24-6-3-E
APAF

(5)

24-6-4-K
미래행정
기획(4)

위험사회

24-6-5-K
미래행정
기획(5)
복지

24-6-6-K
미래행정
기획(6)

국제개발과 
행정      

24-6-7-K
미래행정
기획(7)
뉴노멀

시대의 행정      

24-6-8-K
거버넌스와 
정부간 관계

12:30-13:50 Lunch (Dormitory 1F)

Session 7 
14:00-15:30

24-7-2-E
International Plenary Session (2) :

Role of Public Sector for the Peace of 
Korean Peninsula: U.S.A and Japanese 

Perspectives and Their Roles (Room 302)

24-7-5-K
미래특별위원회(1)

(304호)

24-7-6-K
한국행정학보 50권 

발간기념 특별세션(1)
(305호)

15:30-15:50 Coffee Break

Session 8 
15:50-17:20

24-8-1-E
Dynamic Model 
of Coexistence 

and 
Collaboration for 
Future Society

(SSK)

24-8-2-E
Public Service 

Design 
for Citizen 

Participation 
and Usage of 
Social Media

24-8-3-E
APAF

(6)

24-8-4-K
미래행정
기획(8)

미래사회와 
행정부-국회 

관계      

24-8-5-K
미래특별
위원회

(2)

24-8-6-K
한국행정학보 
50권 발간기념 

특별세션
(2)

24-8-8-K
행정사상과

방법론연구회
(1)

17:30-19:00 Dinner (Dormitory 1F)

Session 9 
19:30-21:00

Open Dialogue with  Park, Won-Soon (Seoul Metropolitan City Mayor)
Title: Platform Public Administration for Future Society.  

* 상임/운영이사회: 10:50-12:20 / KOHI 1층 서래당  
* 임시총회: 15:50-17:20 / KOHI 1층 서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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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9 Panel #10 Panel #11 Panel #12 Panel #13 Panel #14 Panel #15 Panel #16 Panel #17

312 401 402 404 405 406 411 나래실(2층) 209

조찬 (생활관 1층)

등록 (KOHI 1층)

24-5-9-K
행정학적 

관점의 안보
및 통일교육

방안

24-5-10-K
한국행정학
60년 Ⅲ-1

24-5-11-K
한국행정학
60년 Ⅲ-2

24-5-12-K
한국행정학
60년 Ⅲ-3

24-5-13-K
사회재난의 
개념 및 산업

안전 재난피해 
산정방식

24-5-14-K
신진학자

휴 식

24-6-9-K
환경행정
연구회

(1)

24-6-10-K
한국행정학 

60년: 
공공관리·
공공정책
(좌담회-I)

24-6-11-K
국민참여 

정부3.0 정책 
재설계

24-6-12-K
능력중심사회

와 NCS

24-6-13-K
한국화
논단
(2)

24-6-14-K
한국지방
정부학회

(1)

24-6-15-K
신진학자
연구회

(1)

24-6-16-K
행정사례
연구회

(1)

24-6-17-K
ICT 특강

(1)

오찬 (생활관 1층)

24-7-10-K
한국행정학회(KAPA) 60년: 

발전과 과제
(401호)

24-7-13 -K
한국화논단(3)

(405호)

휴 식

24-8-9-K
환경행정
연구회

(2)

24-8-10-K
한국행정학 

60년: 행정학 
기반이론·
접근방법

(좌담회-II)

24-8-11-K
방송대

공존협력
연구소

24-8-12-K
정부역량지수
(KIPA Index) 
개발을 위한 
방향성 탐색

24-8-13-K
경인

행정학회

24-8-14-K
한국지방
정부학회

(2)

24-8-15-K
신진학자
연구회

(2)

24-8-16-K
행정사례
연구회

(2)

24-8-17-K
ICT 특강

(2)

만찬 (생활관 1층)

열린대화: 박원순(서울시장)
미래사회와 플랫폼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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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Overview

Saturday, June 25

time/session Panel#2 Panel#4 Panel#5 Panel#6

Room 302 303 304 305

07:30-08:30 Breakfast (Dormitory 1F)

08:30- Registration (KOHI 1F)

Session 10
09:00-10:30

25-10-2-E
Social Policy and Future 
Public Administration

25-10-4-K
정책 환경의

변화와 행정학

25-10-5-K
여성정책
연구회

(1)

25-10-6-K
행정사상과

방법론연구회
(2)

10:30-10:50 Coffee Break

Session 11
10:50-12:20

25-11-2-E
Japan Society of 

Public Administration 
Session

25-11-4-K
미래행정
기획(9)

스마트행정

25-11-5-K
여성정책
연구회

(2)

25-11-6-K
여성정책
연구회

(3)

12:30-13:50 Lunch & Closing Ceremony (Dormitory 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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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7 Panel #10 Panel #11 Panel #12 Panel #13 Panel #14

306 401 402 404 405 406

조찬 (생활관 1층)

등록 (KOHI 1층)

25-10-7-K
새마을

운동과 국제협력
(1)

25-10-10-K
형사사법
연구회

(1)

휴 식

25-11-7-K
새마을

운동과 국제협력
(2)

25-11-10-K
형사사법
연구회

(2)

25-11-11-K
미래사회의 

정부재정관리

25-11-12-K
행복사회 구현을 

위한 행정학

25-11-13-K
지역경제와 행정학

25-11-14-K
국민시각에서의 

국정재설계

오찬 및 폐회 (생활관 1층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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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International Sessions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President          
Yu, Pyeong Jun (Yonsei Univ.)

Program Chairs   
Park, Hyung Jun (Sungkyunkwan Univ.)

M. Jae Moon (Yonsei Univ.)

International Conference Program Committee

Koo, jun (Korea Univ.)

Kim, Tae Hee (Univ. of Hawaii-Manoa)

Ryu, Sang Yub (Hankuk Univ. of Foreign Studies)

Eun, Jae Ho (KIPA)

Lee, Joo Ha (Dongguk Univ.)

Cho, Min Hyo (Sungkyunkwan Univ.)

Choi, Tae Hyun (Seoul National U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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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23 / SESSION 1

Thursday, June 23

 SESSION 1 (09:00–10:30)

<23-1-1-E> (Room 301)  Human Resource Management for Future Society 

Moderator: Ryu, Sang Yub (Hankuk Univ. of Foreign Studies) 

Presenter: Lee, Hyun Jung (Myongji Univ.) 

 Emotional Labor among Public Service Employees in South Korea: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Labor Requirements and Emotive Behavior Strategies and Their Outcomes 
Discussant: Seo, Jung Wook (Daegu Univ.)

Presenter: Bun Manith (International Univ. of Japan) 

 Researching the Impact of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 on Job Performance:  

 The Case Study of Public Organizations in Local Government, Cambodia 

Discussant: Ryu, Sang Yub (Hankuk Univ. of Foreign Studies)

Presenter: Randy A. Tudy (Cor Jesu College) 

 The New Trend in Combating Unemployment:  Earning while Working from Home 

Discussant: Oh, Young Min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23-1-2-E> (Room 302)  Accountability and Public Management for Future Society 

Moderator: Chang, Yong Jin (International Univ. of Japan) 

Presenter: Han, You Sueng (Indiana Univ. Bloomington) 

 Impact of Accountability on Performance: Role and Measurement of Felt Accountability 

Discussant: David Oliver Kasdan (Incheon National Univ.) 

Presenter: Kim, Hyun Jung (Korea Univ.) 

 Socio-cultural Effect on Quality of Governance 
  Chang, Yong Jin (International Univ. of Japan)

Presenter: Md. Morshed Alom (National Institute of Development Administration) 

 How Organizational Factors Affect Transparency Behavior:  

 A Study in the Street-level Bureaucracy in Bangladesh  

Discussant: Lee, In Won (Univ. of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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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KAPA International Conference

<23-1-3-E> (Room 313)  Asian Public Administration Forum 1

Moderator: Lee, Won Hee (Hankyong National Univ.) 

Presenter: Lee, Dae Hee/Kim, Kyung Hee (Kwangwoon Univ.) 

 Policy Assertions from Policy Groups and Strategies to Resolve Conflicts:  

 Integrated Childcare Policy for Infants and Young Children 
Discussant: Wariya Muensa (Thammasat Univ.)  

Presenter: Jeeraporn Kummabutr (Thammasat Univ.) 

 One-year Follow-up Effects of a Parent Training Program in Conjunction with a Life Skills  

 Training Program for School-age Children on the Life Skills of School-age Children 

Discussant:   Han, Myung Bok (Kwangwoon Univ.), Kim, Jong Geun (Korea Institute for Policy Planning and Evaluation)

 SESSION 2 (10:50-12:20)

<23-2-1-E> (Room 301)  Fiscal Policy for Future Society

Moderator: Elaine Yi Lu (City Univ. of New York)   

Presenter: Md. Rasel Mahmud Khan (National Institute of Development Administration) 

 Fiscal and Monetary Policy for Long-term Development 
Discussant: Oh, Young Min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Presenter: Rosanna S. Generato (Bukidnon State Univ.)/Dilli Dean E. Generato (Provincial Government of Bukidnon) 

 The Impact of Villages Women’s Movement to Sustainability of Environmental Policies and  

 Programs  
Discussant: Seo, Jung Wook (Daegu Univ.) 

Presenter: Socorro Sofia L. Pueblo (Cor Jesu College) 

 Shifting Farmers’ Interest from Coconut to Other Crops    

Discussant: Joe, Dong Hee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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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23 / SESSION 2

<23-2-2-E> (Room 302)  Public Policy Tools in Asian and African Developing Countries

Moderator: Chung, Moo Kwon (Yonsei Univ.)

Presenter: Ladigracia Lyakurwa Epafrasi/Chung, Moo Kwon (Yonsei Univ.) 

 Comparative Study on Work Family Balance Policy and Practices in Public Sectors of Tanzania  

 and Mozambique  

Discussant: Jun, Mi Yang (The Univ. of York) 

Presenter: Hoa Thai Thi Thanh/Kim, Pan Suk (Yonsei Univ.)  

 Competitiveness-based Economic Growth: The E-government Impact in Vietnam 
Discussant: Chung, So Yoon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Presenter: Pramod KC/Lee, Hyun Ok (Yonsei Univ. ) 

 Social Resiliency and Social Entrepreneurship: The Case of Nepal Earthquake 

Discussant: Choi, Seok Hyeon (Gyeonggi Research Institute) 

<23-2-3-E> (Room 313)  Asian Public Administration Forum 2   

Moderator: Kim, Jung Ku (Semyung Univ.) 

Presenter: Chanin Mephokee/Watunyu Jaiborisudhi (Thammasat Univ.) 

 Empowering Health Decentralization Blueprint through Health Education Experiences Modules  

 Within Communities: A Pathumthani Province Perspectives and Preferences 
Discussant: Kim, Hye Ran (Chungbuk Health & Science Univ.), Yun, Kang Ja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Presenter: Lee, Ha Ram (Univ. of Southern California) 

 Patronage and Mass Reorganization of Independent Agencies in Korea 
Discussant: Lee, Jong Won (The Catholic Univ. of Korea) 

Presenter: Watunyu Jaiborisudhi (Thammasat Univ.) 

 The Culture Influence in Modernization Development: A Case of Cultural Relations and Local  

 Customs on Mukdahan-Savanakhet Area 

Discussant: Han, Chong Hee (Kwangwoon Univ.) 

 Lunch (12:30-13:40) (Dormitory 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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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KAPA International Conference
Thursday, June 23 / SESSION 2

Opening Ceremony (13:40-14:00) 

(Room 302) 

 SESSION 3 (14:00-15:30)

International Plenary Session (1)

<23-3-2-E> (Room 302)  Mini Plenary Session 1: Role of Public Sector for the Peace of  Korea  
                                            Peninsula: Chinese and Russian Perspectives and Their Roles

Moderator: Myeong, Seung Hwan (Inha Univ.)

Presenter Ju, Chang Bum (Dongguk Univ.) 

 Geo-Governance in Northeastern Asia towards Reunified Korea: China and Russia, Partners of  

 South Korea 

Discussant: Lee, June Soo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Presenter: Lee, Kook Bong (Shanghai Jiao Tong Univ.) 

 China's Position on the Peaceful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Discussant: Lee, Jae Ho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Presenter: Andrei Lankov (Kookmin Univ.) 

 Russia and the Prospects of Korea's Unification 
Discussant: Lee, Deokro (Sejong Univ.) 

 SESSION 4 (15:50-17:20)

<23-4-1-E> (Room 301)  E-Governance and IT Policy for the Future Society  

Moderator: Lee, Hyun Ok (Yonsei Univ.)  

Presenter: Devid Kumar Basyal/Seo, Jin Wan (Incheon National Univ.) 

 What Should We Do for E-government in Nepal and How?: An AHP Approach 

Discussant: Chung, So Yoon (Korea Institue of Public Administration) 

Presenter: Gerald Glenn Panganiban (Korea Univ.) 

 Embodying E-governance in the Philippines 
Discussant:  Wang, Tae Kyu (Florida State U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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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23 / SESSION 4

<23-4-2-E> (Room 302)  Roles of Elected Officials and Perfomance for Future Society

Moderator: Lee, Joo Hun (Univ. of Seoul) 

Presenter: Joe, Dong Hee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Does Voter Turnout Induce Performance from Elected Officials? 
Discussant: Md. Rasel Mahmud Khan (National Institute of Development Administration) 

Presenter: Shin, Hyunki (Kyonggi Univ.)/Choi, Sun (Yonsei Univ.) 

 Presidential Priority and Political Appointment 
Discussant: Park, Chi Sung (Chung-Ang Univ.)

Presenter: Brian Maximo Baptista (Mariano Marcos State Univ.) 

 Extent of Compliance of Local Government Units on the Citizen's Charter and Their Clients'  

 Satisfaction on the Quality of Basic Service Delivery 

Discussant: Seo, Jung Wook (Daegu Univ.) 

<23-4-3-E> (Room 313)  Asian Public Administration Forum 3

Moderator: Pyun, Sang Hoon (Univ. of Ulsan) 

Presenter: Kanjanee Phanphairoj (Thammasat Univ.) 

 Comparing Determinants Affecting the Health Service Systems and Health Status of the People  

 in the GMS  Countries  
Discussant: Kim, Dong Jin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Presenter: Yoo, Hyun Jong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ROK) 

 Market, Social Economy and Service Industry in Korea 
Discussant: Chen, Yinghua (Jiangsu Univ.) 

Presenter: Manndy Nget (Thammasat Univ.) 

 The Economic Development, Environmental Issue, Affecting on Healthcare System of the  

 Greater Mekong Subregion Review 
Discussant: Kim, Dae Jung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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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16-E> (Room 412)  Lessons from Internal Control and Public Audit in Japan & Korea

Moderator: Chai, Won Ho (The Catholic Univ. of Korea)

Presenter: Yasushi Maruyama (Aichi Institute of Technology) 

 Administrative Audit in Japanese Local Government: Current Status and Future Prospects  

Discussant: Ha, Dong Hyun (Anyang Univ.) 

Presenter: Tetsuya Kawashima (Hirakata City Government) 

 Case Analysis of Fraud and Corruption in Japanese Local Government: Consideration from the  

 Point of View of Internal Control and Auditing 
Discussant: Ahn, Young Hoon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Presenter: Ahn, Young Hoon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Two Cities Story: Comparative Characteristics of Internal Control System i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vs.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n Korea and Paris vs. London  

 Governments in European Countries 

Discussant: Toshihiko Ishihara (Kwansei Gakuin Univ.) 

Reception & Dinner (17:45-19:10) (Dormitory 1F)

  Welcoming Speech : Ryu, Ho Young (CEO of Korea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Health & Welfare)  

  Congratulatory Speech : Pierre-Charles Pupion (President of AIRMAP, Univ. of Poitier)

                                        Lee, Si Jong (Governor of Chungcheongbuk-do)

 Korean Traditional Music Performance (19:20-20:00) ( KOHI 1F Seorae-d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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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ne 24 / SESSION 5

Friday, June 24

 SESSION 5 (09:00–10:30)

<24-5-1-E> (Room 301)  Social Policy Institutional Design for Future Society 

Moderator: Elaine Yi Lu (City Univ. of New York)   

Presenter: Annie Rose P. Ortiz/Randy A. Tudy (Cor Jesu College) 

 Abused Women Speak Up : Motivations and Insights of Women in Stopping Domestic Violence 
Discussant: Pyun, Hae Ok (Univ. of Orleans) 

Presenter: David Oliver Kasdan (Incheon National Univ.) 

 A Compulsion to Divergence: Administrative Concerns of Income and Wealth Inequality for  

 Korea’s Olympic Generation 
Discussant: Oh, Young Min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Presenter: Cho, Moo Sung (Korea Univ.) 

 Healthy Aging Policy for Well-being and Well-dying: From the Perspective of Life-centered  

 Public Administration(LCPA) 
Discussant: Jang, Ho Seok (Korea Customer Agency) 

<24-5-2-E> (Room 302)  Emergency Management for Future Society

Moderator: Kim, Youn Hee (East Carolina Univ.) 

Presenter: Cho, Ki Woong/Ralph Brower (Florida State Univ.)  

 Politics in Emergency Situations: Sewol Ferry Accident in South Korea 
Discussant: Ryu, Sang Yub (Hankuk Univ. of Foreign Studies) 

Presenter: Jung, Kyu Jin (Tennessee State Univ.) 

 Isolated and Broken Bridges from Interorganizational Emergency Management Networks:  

 An Institutional Collective Action Framework 
Discussant: Choi, Hee Jin (Seoul National Univ.) 

Presenter: Song, Min Sun (Florida State Univ.)/Jung, Kyu Jin (Tennessee State Univ.)/ 

 Park, Hyung Jun (Sungkyunkwan Univ.) 

 Political Homophily: The Overlooked Side of Story in Emergency Management Networks  
Discussant: Chung, So Yoon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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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3-E> (Room 313)  Asian Public Administration Forum 4

Moderator: Manyat Ruchiwit (Thammasat Univ.) 

Presenter: Rangsiman Soonthornchaiya (Thammasat Univ.) 

 Roles of Thai Psychiatric Nurses in Long-term Care System 
Discussant: Sararud Vuthiarpa (Thammasat Univ.), Lim, Ahn Na (Kwangwoon Univ.)

Presenter: Marica Estrada (Santo Tomas Univ.) 

 Care of Ostomy Patient Discharged Video (COPDV) in Enhancing Caregiver’s Self-efficacy 

Discussant: Kim, Jin Hak (Korea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Health & Welfare) 

Presenter: Nutchanart Bunthumporn (Thammasat Univ.) 

 Development of an Internet-based CBT Program for Thai Adolescents with Depressive Symptoms 
Discussant: Lee, Jong Eun (Chungbuk National Univ.)

 SESSION 6 (10:50-12:20)

<24-6-1-E> (Room 301)  France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Trends: AIRMAP Session

Moderator: Eun, Jae Ho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Presenter: Pierre-Charles Pupion (Univ. of Poitier)/Pyun, Hae Ok (Univ. of Orleans)/Yun, Kwang Jai (Yeungnam Univ.)/  

 Park, Jung Ho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Philippe Dorbaire (Univ. of Poitiers)/ 

 David Huron (Univ. of Nice)/Guo, Yu Gang (Nanchang Univ.) 
 From Public Service Motivation to Public Service Behaviour Comparative study between France,  

 China and South Korea 
Discussant: Choi, Tae Hyun (Seoul National Univ.)

Presenter: Md. Rasel Mahmud Khan (National Institute of Development Administration)  

 Service at Doorstep, Recent Innovations in Bangladesh and Citizen's Response 

Discussant: Choi, Ji Min (Seoul National Univ.)

Presenter: Pyun, Hae Ok (Univ. of Orleans)/Pierre-Julien Besnard (Univ. of Paris II)/Philippe Dorbaire (Univ. of Poitier) 

 French army looking for "solders able to go to war and to protect citizens in France" 
Discussant: Kim, Youn Hee (East Carolina Univ.)

Friday, June 24 / SESSION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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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ne 24 / SESSION 6

<24-6-2-E> (Room 302)  Collaborative Governance Theory and Practice for Future Society  
                          (SKKU SKK)   

Moderator: Kim, Kwang Koo (Kyung Hee Univ.) 

Presenter: Ying Jiang (Dalian Univ. of technology) 

 Dual-governance Mechanism of Contractual and Relational Governance of PPP Infrastructure  

 Projects 
Discussant: Park, Hyung Jun (Sungkyunkwan Univ.) 

Presenter: Jephte Olimpo Munez (Univ. of the Philippines) 

 Government Procurement at the Community Level:  Administrative Efficiency towards  

 Democratic Governance in the Philippines 
Discussant: Park, Hyung Jun (Sungkyunkwan Univ.)

Presenter: Thuanthong Krutchon (Thaksin Univ.) 

 The Design of Accessible Support System of Health Welfare for Aging Society in Local  

 Government of Thailand: A Case Study of Kumpang Municipality, Satun Province 
Discussant: Cho, Min Hyo (Sungkyunkwan Univ.) 

Presenter: Jeannine Rowe (Univ. of Wisconsin Whitewater) 

 Addressing Non-Medical Needs to Improve Health Outcomes for Older Adults in the United  

 States 
Discussant: Chung, Yi Yoon (Konkuk Univ.) 

<24-6-3-E> (Room 313)  Asian Public Administration Forum 5 :  
                          Public Management Reform of Indonesia 

Moderator: Park, Jin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Presenter: Lee, Chang Kil (Sejong Univ.) 

 The Establishment of Talent Management Systems in Tax Office of Indonesia 
Discussant: Andri Budiman (Directorate General of Taxes), M. Jae Moon (Yonsei Univ.) 

Presenter: Choi, Jin Wook (Korea Univ.) 

 New Public Management in Practice: The Case of Performance-based Budgeting of Executive  

 Agencies in Indonesia 
Discussant: Ahn, Young Hoon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Yanuar Imbiyono (Ministry of Finance from KDI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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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ne 24 / SESSION 6

 SESSION 7 (14:00-15:30)

International Plenary Session (2)

<24-7-2-E> (Room 302)  Role of Public Sector for the Peace of Korean Peninsula:  
                                         U.S.A and Japanese Perspectives and Their Roles   

Moderator: Pierre-Charles Pupion (Univ. of Poitier)   

Presenter: Um, Jong Sik (Former Vice Minister, Ministry of Unification) 

 Peace and Unification in Korea and Role of Public Administration  

Discussant: Choi, Sang Ok (Korea Univ.)/Pyun, Hae Ok (Univ. of Orleans)

Presenter: Ralph Brower (Florida State Univ.) 

 The Role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 Peace for the Korean Peninsula: Implications for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Discussant:  Kim, Byoung Joon (Kookmin Univ.)

Presenter: Takeshi Watanabe (National Institute for Defense Studies Japan Ministry of Defense) 

 North‘s Denial of South’s Unification Initiative: Nuclear Tests 
Discussant:  Shin, Dong Ae (Kitakyushu Univ.)

 Lunch (12:30-13:40) (Dormitory 1F)

Friday, June 24 / SESSION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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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ne 24 / SESSION 8

 SESSION 8 (15:50-17:20)

<24-8-1-E> (Room 301)   Dynamic Model of Coexistence and Collaboration for Future  
                            Society (SSK) 

Moderator: Lee, Sook Jong (Sungkyunkwan Univ.) 

Presenter: Cho, Min Hyo /Kim, Jin Ju (Sungkyunkwan Univ.) 

 Analyzing the Labor Market Transition Patterns  of Unemployed College  Graduates 
Discussant: Jephte Olimpo Munez (Univ. of the Philippines)  

Presenter: Park, Hyung Jun/Ju, Ji Ye (Sungkyunkwan Univ.) 

 Interlocal Collaborative Mechanism in Korea  
Discussant: Ying Jiang (Dalian Univ. of technology)  

Presenter: Rimi Zakaria (Univ. of Wisconsin Whitewater) 

 A Relational Typology of Institutional Distance and The Multinational Acquirers 
Discussant: Chung, Yi Yoon (Konkuk Univ.) 

Presenter: Park, Jae Hee (Sungkyunkwan Univ.)/Lee, Jae Yong (Virginia Commonwealth Univ.) 

 Procedural Justice, Job Satisfaction, and OCB in Public Higher Education. 

Discussant: Thuanthong Krutchon (Thaksin Univ.) 

<24-8-2-E> (Room 302)  Public Service Design for Citizen Participation and Usage of  
                          Social Media  

Moderator: Chung, Ik Jae (Seoul National Univ. of Science & Technology) 

Presenter: Noh, Jae In/Seo, Jin Wan/Chad Anderson (Incheon National Univ.)  

 Social Media Use in Local Government: Expectation and Reality 

Discussant: Bae, Yoo Il (Singapore Management Univ.) 

Presenter: Zosima M. Sison (Pangasinan State Univ.) 

 Availment of Health Programs and Services as Perceived by the Citizens in the City of Urdaneta,  

 Philippines 
Discussant: Choi, Tae Hyun (Seoul National Univ.) 

Presenter Christopher James Green (Kyungsung Univ.) 

 How Private is Public Information: Public Human Resources Use of Social Networking and  

 Social Media 
Discussant: Hong, Soun Man (Yonsei U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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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ne 24 / SESSION 8 Friday, June 24 / SESSION 9

<24-8-3-E> (Room 313)  Asian Public Administration Forum 6

Moderator: Lee, Moon Soo (Catholic Univ. of Daegu)

Presenter: Lee, Soon Hee (Kwangwoon Univ.)/Hong, Beom (Ben) (Attorney at Law, USA) 

 A Feasibility Assessment of Policy Logic of Maternity Incentive Policy 

Discussant: Lee, Hyun Joo (Sungkyunkwan Univ.) 

Presenter: Rosalinda Codillo (The Philippines Department of Energy) 

 Privatization in the Philippines Energy Sector 

Discussant: Park, Byoung Sik (Dongguk Univ.), Lee, Cheon (Rutgers Univ.) 

  Dinner (17:30-19:00) (Dormitory 1F)

 SESSION 9 (19:30-21:00)

Open Dialogue with  Park, Won-Soon (Seoul Metropolitan City Mayor)

Title: Platform Public Administration for Futur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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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June 25 / SESSION 10

Saturday, June 25

 SESSION 10 (09:00-10:30)

<25-10-2-E> (Room 302)  Social Policy and Future Public Administration 

Moderator: Park, Hyung Jun (Sungkyunkwan Univ.) 

Presenter: Park, Sang Chul (Korea Polytechnic Univ.) 

 Korean Migrant Policy and Roles of Migrant Workers in the Korean Society 
Discussant: Choi, Yu Jin (Ehaw Womans Univ. ) 

Presenter: Sharon Joy D. Dudero-Jugador (Cor Jesu College) 

 Life on the Line : The Unseen Dangers of Linemen at Work 
Discussant: Park, Hyung Jun (Sungkyunkwan Univ.) 

Presenter: Rhee, Sang Jin (Gyeongsang National Univ.) 

 Leading the Active Followers: Comparing the Moderating Effects of Participative and Directive  

 Leadership Styles on the Followership and Job Satisfaction Relationship in U.S. Federal Agencies  

Discussant: Kosuke Oyama (Keio Univ.) 

 SESSION 11 (10:50-12:20)

<25-11-2-E> (Room 302)   Japan Society of Public Administration Session 

Moderator: Jung, Yong-duck (Seoul National Univ.)

Presenter: Kosuke Oyama (Keio Univ.) 

 From NPM to Post-NPM? : Comparative Analysis of the Impact on Trust in Local Civil Servants 
Discussant: Choi, Tae Hyun (Seoul National Univ.)

Presenter: Yu Noda (Aichi Univ.) 

 Public Official's Attitude and Citizen Satisfaction 
Discussant: Bae, Yoo Il (Singapore Management Univ.)

 Lunch (12:30-13:40) (Dormitory 1F)



Saturday, June 25 / SESSION 10

PART 2
국문세션(Korean Sessions)

한국행정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회장           

유평준(연세대)

프로그램 총괄   

연구위원장: 문명재(연세대)

국제협력위원장: 박형준(성균관대)

연구위원회 이사 
김병준(국민대), 김태은(교통대), 

오재록(전주대), 이수영(서울대), 

최도림(충남대), 최성주(경희대), 

최연태(경남대), 최현선(명지대), 

홍순만(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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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23 / SESSION 1

Thursday, June 23

 SESSION 1 (09:00–10:30)

<23-1-4-K> (Room 303)  Graduate Students Workshop: 미래의 행정학자들을 위한 선배들의 조언

사회:  최성주(경희대)

멘토단: 김순희(KDI국제정책대학원), 인사분야 
  엄석진(서울대), 정보화 정책 및 전자정부 

  조윤직(연세대), 조직 분야  

<23-1-5-K> (Room 304)  선거행정연구회: 한국 선거행정 제도와 행태 

사회: 주선미(선거연수원)

발표: 박이석(단국대), 공직선거법제 정책결정 사례연구 

토론: 송효진(서울시립대), 전재섭(경복대) 

발표: 오성택(서울시선관위), 보수지역주의의 추세에 관한 연구: 제10대부터 제20대까지 국회의원선거의 강남3구를 중심으로 

토론: 최호택(배재대), 최임광(서울시립대) 

<23-1-6-K> (Room 305)  투명한 행정과 전자정부

사회: 김영삼(동의대) 

발표: 강철승(중앙대), 한국의 30-50클럽 진입을 위한 투명성 확대전략 

토론: 김찬동(충남대) 

발표: 신영진(배재대), IoT시대 도래에 대응하는 전자정부 서비스 연계방안 

토론:  박관규(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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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7-K> (Room 306)  공적개발원조(ODA)와 개발행정 

사회: 이혁우(배재대)

발표: 정헌주/김은미/변지영/장해인(연세대) 

 비교 관점에서 본 한국과 일본의 공적개발원조: 원조패턴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토론: 박시진(광운대) 

발표: 권혁신/방두완(주택도시보증공사), 저개발국가의 주택공급확대를 위한 선분양제도와 주택분양보증제도 공유 
토론: 탁현우(국회예산정책처) 

 SESSION 2 (10:50-12:20)

<23-2-4-K> (Room 303)  미래행정기획(1): 시민사회의 역할과 행정

사회: 이주헌(서울시립대) 

발표: 전대욱(한국지역진흥재단 마을공동체발전센터)/최인수/김건위(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공동체 소유권과 자산화 전략 
토론: 오윤경(한국행정연구원) 

발표 이주헌(서울시립대), 원전 하나 줄이기와 시민 거버넌스 
토론: 박정윤(한양대) 

<23-2-5-K> (Room 304)  행정학교육 재설계사례      

사회: 박종구(광운대)

발표: 한상일(연세대),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글로벌행정학과 전공 교육 재설계 사례 
토론: 윤태범(방송대)

발표: 이동규(동아대), 동아대학교 석당인재학부 공공정책학 전공 교육 재설계 사례 

토론: 안경섭(공주대, 교육취업위원회 이사)

발표: 최창현(가톨릭관동대), 가톨릭관동대 행정학과 교과과정 개편사례 
토론: 이형우(한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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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6-K> (Room 305)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복지정책 효율적 전달체계방안

사회: 김혜란(충북보건과학대)

발표: 김   헌(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책임연구원),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위한 민관협력 교육프로그램 체계화 방안 

토론: 박민정(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서기관), 강혜규(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발표: 김재호(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책임연구원)/윤재호(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대리) 

 보건복지분야 대국민 인식교육 효율적 전달체계화 방안연구 
토론: 성혜영(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 황성수(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23-2-7-K> (Room 306)  한국갈등학회-환경부 공동기획 세미나: 환경갈등의 진단과 과제 

사회: 은재호(한국행정연구원) 

발표: 권혁소(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폐기물 처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수도권 매립지 갈등 쟁점의 논의 

토론: 김광구(경희대), 이수태(서울시립대) 

발표: 류도암(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정철(중앙대), 물 상생을 위한 협력적 구조 설계(구미, 대구 취수원 갈등) 

토론: 이재혁(대구경북녹색연합 대표), 조성배(사회갈등연구소 선임연구위원)

<23-2-8-K> (Room 311)  거버넌스의 다양성(1): 비민주국가의 관료제

사회: 강근복(충남대) 

발표: 임현(고려대), 말레이시아의 관료제: 행정개혁의 성과와 과제 

토론: 윤견수(고려대) 

발표: 김지성(고려대), 중국의 관료제: 정치화의 경로의존성과 근대적 가치의 영향을 중심으로 
토론: 김서용(아주대) 

발표: 김두래(고려대), 베트남 관료제: 이상주의의 전통과 개혁 

토론: 박종민(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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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9-K> (Room 312)  생활행정학과 삶의 질      

사회: 이승종(서울대) 

발표: 이기주(충북대), 생활행정학의 배경과 개념화 및 전망 

토론:  김선명(순천대) 

발표: 조무성(고려대), 생활행정학과 건강도시: 전정책건강접근 

토론:  김헌민(이화여대) 

발표: 이창곤(한겨레신문), 생활행정학: 새 접근인가, 일탈인가? 

토론: 이주하(동국대) 

<23-2-10-K> (Room 401)  한국행정학60년 Ⅰ-1 

사회: 이종수(한성대) 

발표: 이송호(경찰대), 정치행정관계 

토론: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발표: 전영한(서울대), 행정조직 

토론: 송석휘(서울시립대) 

발표: 이선우(방송대), 인사행정 

토론: 최성주(경희대) 

<23-2-11-K> (Room 402)  한국행정학60년 Ⅰ-2 

사회: 황윤원(중앙대) 

발표: 이정희(서울시립대), 재무행정 

토론: 유승원(경찰대) 

발표: 이원희(한경대), 공공기관 

토론: 박석희(가톨릭대) 

발표: 이혜영(광운대), 경제정책 

토론: 장지호(한국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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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12-K> (Room 404)  한국행정학60년 Ⅰ-3  

사회: 이대희(광운대) 

발표: 한승연(충북대), 행정사 

토론: 엄석진(서울대) 

발표: 윤은기(동아대), 행정문화 

토론: 김태은(한국교통대) 

발표: 박흥식(대전대), 행정책임 

토론: 김흥회(동국대) 

<23-2-13-K> (Room 405)  한국인사행정학회: 미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앙인사관장기관 발전방안

사회: 임두택(전남대)

발표: 조문석(한성대), 우리나라 인사행정기능 변천사 분석: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의 관점에서 

발표: 박성민(성균관대), 중앙인사관장기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해외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발표: 조윤직(연세대), 우리나라 중앙인사관장기관의 핵심기능 확충 및 구조 조정 방안 

토론: 이정욱(연세대), 문명재(연세대)

 

<23-2-14-K> (Room 406)  한국조직학회 특별세션: 대한민국 정부의 미래

사회: 정용덕(서울대)

발표: 이창원(한성대), 대한민국 정부의 미래 

토론: 김근세(성균관대), 김상묵(서울과기대), 원숙연(이화여대), 이창길(세종대), 장용석(연세대) 

<23-2-15-K> (Room 411)  정책환경의 변화와 정부재정  

사회: 윤경준(한성대) 

발표: 강철승(중앙대), 한국의 구글세 도입 정책방향 
토론: 이준수(KDI 국제정책대학원)

발표: 박건우(연세대), 중국 환경정책의 변화가 한국의 대중국 FDI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토론: 정의룡(한국교통대) 

발표: 탁현우(국회예산정책처), 기초연금의 소득분위별 효과분석  

토론: 장덕희(한국해양과학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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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16-K> (Room 412)  국민행정과 빅데이터      

사회: 조경호(국민대)

발표: 임재영(고려대), 건강보험 빅테이터를 활용한 노인일자리사업의 건강증진효과 분석 
토론: 왕재선(호남대)  

발표: 석호원/이희철/곽명신/임효숙(고려대)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민 다차원성 분석: 텍스트마이닝(Textmining) 기법의 탐색적 적용 

토론: 이은선(성균관대)     

오찬 (12:30-13:40) (생활관 1층 식당) 

개회식 (13:40-14:00) (302호) 

사      회: 이덕로(한국행정학회 총무위원장)

개 회 사: 유평준(한국행정학회 회장)  

 SESSION 3 (Plenary Session) (14:00-15:30) (1층 서래당) 

사회:  유평준(한국행정학회 회장) 

특별강연 (14:00-14:30)    김명자(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차기회장), 글로벌 위기 시대, 기술 혁신과 거버넌스 리더십 

특별강연 (14:30-15:00)    손화철(한동대), 알파고 시대의 공공가치와 미래행정

Q&A (15:00-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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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SSION 4 (15:50-17:20)

<23-4-4-K> (Room 303)  미래행정기획(2): 통합사회를 위한 정부의 역할 

사회: 김근세(성균관대) 

발표: 김영곤/이선우(방송대),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로 인한 지역 내 갈등: 사고처리 생계비지원 보상 배분사례를 중심으로 

토론: 김대건(강원대) 

발표: 은재호(한국행정연구원),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한 재난갈등 분석 

토론: 문상호(성균관대) 

<23-4-5-K> (Room 304)  지속가능 미래사회와 원자력 거버넌스 

사회: 박형준(성균관대) 

발표: 김지수(공존협력연구소)/심준섭(중앙대), 원전 계속운전에 대한 인식과 정책결정 
토론: 하현상(국민대),  노종호(서울과기대) 

발표: 한승준(서울여대), 원전 수용성 제고를 위한 PR전략에 관한 연구: 한수원과 영국 EDF 비교 

토론: 이인원(서울시립대) 

<23-4-6-K> (Room 305)  충북연구원: 지방정부의 인구구조와 인사교류 

사회: 심재승(청주대) 

발표: 김덕준(충북발전연구원), 인구구조 변화와 지방재정의 관계 

토론: 김용운(건국대), 홍근석(대구경북연구원 부연구위원) 

발표: 최용환(충북발전연구원), 지방자치단체간 인사교류실태와 인식개선방안  

토론: 김학실(충북대), 신민철(서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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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7-K> (Room 306)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지속가능한 물 서비스  

사회: 김호정(KEI 연구위원) 

발표: 강형식(KEI 연구위원), 물환경 서비스의 지속가능성 평가 

토론: 김철회(한남대)   

발표: 류문현(K-water 연구원 정책경제연구소), 지속가능한 물 서비스를 위한 재원 정책 방향 

토론: 황성원(군산대)  

<23-4-8-K> (Room 311)  거버넌스의 다양성(2): 민주국가의 관료제

사회: 이창길(세종대) 

발표: 최상옥(고려대), 인도네시아 정부 관료제: 전통과 현대의 혼재 

토론: 윤견수(고려대) 

발표: 최용선(고려대), 몽골 관료제의 도전과 과제: 모순인가? 공존인가? 

토론: 김서용(아주대) 

발표: 장용진(International University of Japan), 민주화, 신공공관리, 그리고 필리핀의 관료제 

토론: 박종민(고려대) 

<23-4-9-K> (Room 312)  한국자치행정학회: 정책의 형성과 수정: 안전과 인권의 경험적 사례

사회: 함우식(우석대) 

발표: 김길수(전북대), 원자력 안전규제정책의 변동에 관한 연구 

토론: 강순화(우석대), 김경아(전북대) 

발표: 이동기/이중섭(전북연구원), 지역주민의 인구학적 특성이 인권의식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분석 
토론: 김연근(전북대 지방자치연구소), 전영옥(전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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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10-K> (Room 401)  한국행정학60년 Ⅱ-1

사회: 이승종(서울대) 

발표: 서진완(인천대), 사무관리 

토론: 임준형(고려대) 

발표: 권경득(선문대), 지방행정 

토론: 배정환(한서대) 

발표: 조선일(순천대), 행정개혁 

토론: 하민철(청주대) 

<23-4-11-K> (Room 402)  한국행정학60년 Ⅱ-2 

사회: 박광국(가톨릭대) 

발표: 양재진(연세대), 복지정책 

토론: 견진만(한국외대) 

발표: 김정수(한양대), 교문정책 

토론: 서순복(조선대) 

발표: 오철호(숭실대), 정책학 

토론: 이주하(동국대) 

<23-4-12-K> (Room 404)  한국행정학60년 Ⅱ-3 

사회: 남궁근(서울과기대) 

발표: 김호정(부산대), 실증주의 

토론: 박통희(이화여대) 

발표: 이광석(경북대), 주관주의 

토론: 권향원(성균관대) 

발표: 신희영(경주대), 규범이론 

토론: 최도림(충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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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13-K> (Room 405)   한국화논단(1): 이론형성과 한국화 

사회: 최영훈(광운대) 

발표: 김병섭(서울대), 공익이론의 재구성 

토론: 유홍림(단국대) 

발표: 사공영호(평택대), 행정학의 학문적 위기와 한국화 

토론: 윤경준(한성대) 

<23-4-14-K> (Room 406)  한국조직학회 일반세션: 국제비교와 통시적 관점에서 본 정부기능과 조직변동

사회: 최창현(가톨릭관동대)

발표: 김윤호(서울시립대), 한일 중앙정부 기능의 비교연구 

토론: 최성주(경희대) 

발표: 조문석(한성대), 정부기능 변화와 동학: 국가 간 비교를 중심으로 

토론: 정창훈(STEPI) 

발표: 박형준(성균관대)/임주영(성균관대 박사과정), 정부조직개편의 조직군생태학적 접근 
토론: 조윤직(연세대) 

<23-4-15-K> (Room 411)  사회적 관계와 행정학      

사회: 홍민기(한국교통대) 

발표: 박일주(고려대), 개인의 사회적 관계가 창업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토론: 박정윤(한양대) 

발표: 원숙연/마민지(이화여대), 관계와 지원의 역학? 여성관리자 조직몰입에 대한 탐색적 접근 

토론: 임성진(전주대) 

환영 및 만찬 (17:45-19:10) (생활관 1층 식당) 

                             환영사: 류호영(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원장)

                             축   사: Pierre-Charles Pupion(프랑스행정관리학회장, Univ. of Poitier)

                             축   사: 이시종(충북도지사)  

공연 (19:20-20:00) (KOHI 1F 서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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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ne 24

 SESSION 5 (09:00–10:30)

<24-5-4-K> (Room 303)  미래행정기획(3): 통일한국을 위한 정부의 역할 

사회:  김재영(인천대)

발표: 배유일(Singapore Management Univ.) 

 개발협력, 지역불균형, 그리고 통일 후 북한의 중앙-지방관계: 정체성 (identity)와 신뢰, 균형발전을 중심으로 

토론: 왕재선(호남대) 

발표: 이지언/김상용(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북한 여성ㆍ아동의 인권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방안 
토론: 김병준(국민대) 

<24-5-5-K> (Room 304)  연구윤리특강      

발표: 이민호(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정책현황과 정보의 활용  

<24-5-6-K> (Room 305)  지방행정연구회      

사회: 채원호(가톨릭대) 

발표: 조강주(가톨릭대), 재정분권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 구조에 미치는 영향: 16개 광역자치단체의 가용재원을 중심으로 
토론: 최정열(서울대 공공성과관리센터) 

발표: 주재복/강영주(한국지방행정연구원), 무상복지를 둘러싼 중앙-지방간 갈등 분석: 프레임 이론의 관점에서 
토론: 하동현(안양대) 

<24-5-7-K> (Room 306)  제도연구회      

사회: 윤견수(고려대) 

발표: 하민철(청주대), 공유자원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주민참여방안 모색 
토론: 권향원(성균관대) 

발표: 김태은(한국교통대), 시간 선호와 자원배분, 그리고 제도 

토론: 구교준(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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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8-K> (Room 311)  교육, 전통문화 그리고 행정학  

사회: 명성준(경상대) 

발표: 이동규/민연경(동아대)/양수형(동아대 석사과정)  

 공공인재학부생의 교육만족도 결정요인: 내재ㆍ외재동기집단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토론: 전광섭(호남대) 

발표: 김경은(한국학중앙연구원), ‘전통의 현대화’에 대한 개념화 시도: 한국 전통가문의 집에 대한 해석 

토론: 조문석(한성대)

<24-5-9-K> (Room 312)  행정학적 관점의 안보 및 통일교육 방안

사회: 강일규(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발표: 엄종식(통일부 전 차관), 국민통합을 위한 민주시민교육과 통일교육 개선방안 

토론: 부형욱(한국국방연구원)

발표: 정길호(건국대), 국민행복을 담보하는 국가안보교육 강화방안 
토론: 허준영(한국행정연구원)

발표: 차덕철(통일부 학교통일교육과장), 학교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 

토론: 한만길(한국교육개발원)

<24-5-10-K> (Room 401)  한국행정학60년 Ⅲ-1  

사회: 이해영(영남대) 

발표: 은재호(한국행정연구원), 사회정책 

토론: 최천근(한성대) 

발표: 이덕로(세종대), 대외정책 

토론: 안지호(서울연구원) 

발표: 김윤권(한국행정연구원), 비교지역행정 

토론: 임성근(한국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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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11-K> (Room 402)  한국행정학60년 Ⅲ-2  

사회: 김태룡(상지대) 

발표: 김동원(인천대), 행정관리론 

토론: 김대건(강원대) 

발표: 최창현(가톨릭관동대), 체계이론 
토론: 최승범(한경대) 

발표: 이명석(성균관대), 공공선택론 

토론: 사공영호(평택대) 

<24-5-12-K> (Room 404)  한국행정학60년 Ⅲ-3  

사회: 임도빈(서울대) 

발표: 김근세(성균관대), 국가이론 

토론: 최태현(서울대) 

발표: 배병룡(경상대), 제도주의 

토론: 김명환(강남대) 

발표: 박희봉(중앙대), 거버넌스 

토론: 박형준(성균관대) 

<24-5-13-K> (Room 405)  사회재난의 개념 및 산업안전 재난피해 산정방식 

사회: 한부영(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발표: 임승빈(명지대), 사회재난 개념 및 피해의 직간접효과 측정에 관한 연구 
토론: 윤은기(동아대) 

발표: 정상우(인하대), 사회재난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관한 과 법제도적 현황과 과제 

토론: 홍성만(안양대) 

발표: 최준호(울산발전연구원), 울산산업 단지에서의 재난의 특성과 확산성 대응을 위한 과제 
토론: 명승환(인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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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14-K> (Room 406)  신진학자     

사회: 임의영(강원대) 

발표: 김소희(고려대 박사과정), 민주화 이후 관료제의 정치화 

토론: 박영원(국회 입법조사처) 

발표: 장지연(이화여대 박사과정), 감염병 대응에서 나타난 한국의 거버넌스 구조분석: 메르스사태를 사례로 
토론: 홍순만(연세대) 

발표: 송현진(연세대 박사과정)/조윤직(연세대), 공공조직의 저성과자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토론: 이광원(선문대) 

발표: 박주원(연세대 석사과정)/조윤직(연세대)  

 공공봉사동기가 공무원 직무만족, 몰입 그리고 개인성과에 미치는 영향: 자기결정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토론: 이주하(동국대)

 

 SESSION 6 (10:50–12:20)

<24-6-4-K> (Room 303)  미래행정기획(4): 위험사회와 행정

사회: 엄태호(연세대)

발표: 이주하(동국대), 사회적 위험의 중첩성과 사회정책적 대응 

토론: 조윤직(연세대)

발표: 김병섭(서울대)/김정인(수원대))/정익재(서울과기대),  위험사회, 책임성, 그리고 거너번스 

토론: 홍순만(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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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5-K> (Room 304)  미래행정기획(5): SSK 저발전 복지국가 연구 패널: 지방복지의 결정요인,  
                          선진화 그리고 이주유인성

사회: 양재진(연세대)   

발표: 서정욱(대구대)/조근식(강원발전연구원) 

 Welfare Magnets and In-migration: Do Welfare Magnets Work in Korean Local Governments? 
토론: 최조순(경기복지재단) 

발표: 민효상(경기복지재단), 지역별 형평성 제고를 위한 기초연금 기본재산액 공제기준 변화 방안: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 최준규(경기연구원) 

발표: 정의룡(한국교통대), 지방자치단체의 무상급식 프로그램 채택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토론: 최성은(연세대 공공문제연구소) 

<24-6-6-K> (Room 305)  미래행정기획(6): 국제개발과 행정

사회: 유상엽(한국외대)

발표: 김은주(KOICA 거버넌스 전문관) 

 공공행정분야 공적개발원조(ODA) 모니터링과 평가(M&E)를 위한 성과지표 체계화 방안에 대한 연구 

토론:  전대성(서울대), 최희진(서울대)

발표: 한재광(ODA Watch 대표)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부-시민사회 협력관계 연구: 1995~2015년 KOICA의 시민사회단체 협력프로그램분석을 중심으로 
토론: 유상엽(한국외대)/이현국(대전대) 

*후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제개발협력평가센터

<24-6-7-K> (Room 306)  미래행정기획(7): 뉴노멀 시대의 행정    

사회: 이명석(성균관대) 

발표: 최상옥(고려대), 뉴노멀 시대 신공공성 탐색 
토론: 임의영(강원대)

발표: 구교준/이용숙(고려대), 뉴노멀 시대의 경제환경과 다양성 

토론: 김명환(강남대)

발표: 김태일(고려대), 적극적 중립: 경제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토론: 김상묵(서울과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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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8-K> (Room 311)  거버넌스와 정부간 관계 

사회: 정길호(건국대)    

발표: 유송희(고려대), 정부 간 이웃효과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이웃효과의 검증 및 그 종류에 관한 실증 연구 

토론: 문정욱(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발표: 김진욱(혜전대), 우리나라 물관리 효율화 방안 연구 

토론: 이윤경(연세대) 

발표: 정민경(고려대), 정부 규제와 산업안전의 질 

토론: 배재현(국회 입법조사처) 

발표: 문정욱(정보통신정책연구원), 공공기관 간 정보공유의 영향요인: 중앙부처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토론: 왕재선(호남대)

<24-6-9-K> (Room 312)  환경행정연구회(1)      

사회: 박미옥(동국대) 

발표: 사득환(경동대)/김창수(부경대)/김고운(연세대), 한중 FTA시대에 맞는 환경산업 육성방안 마련연구 
토론:  문태훈(중앙대), 오영석(동국대), 곽대종(산업연구원), 최재순(한국환경산업기술원)   

<24-6-10-K> (Room 401)  한국행정학 60년: 공공관리·공공정책(좌담회-I)  

사회: 김만기(한국외대)    

총평: 이종수(한성대), 황윤원(중앙대), 이승종(서울대), 박광국(가톨릭대), 이해영(영남대)

토론: 박재창(한국외대), 김영평(고려대)     

<24-6-11-K> (Room 402)  농촌진흥청: 국민참여 정부3.0 정책 재설계

사회: 이종원(가톨릭대)

발표: 한상익(식량원), 농업 생산성 향상 및 소비 활성화 촉진 

토론: 오재록(전주대) 

발표: 문지영(농과원), 발효식품으로 건강 100세 시대 구현 
토론: 하현상(국민대) 

발표: 김창호(글로벌경영연구소 대표)/정진구(글로벌경연구소 실장), 국민참여 정책디자인 운영 
토론: 임지윤(행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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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12-K> (Room 404)  능력중심사회와 NCS      

사회: 윤광재(영남대) 

발표: 양기훈(NCS센터 원장),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NCS의 역할과 방향 
토론: 이맹주(강남대) 

발표: 정형철(NCS센터 공공지원팀장), NCS기반 능력중심 채용의 이해 

토론: 지규원(한국행정연구원) 

발표: 최용범(NCS센터 활용팀장), NCS기반 기업 HR 활용방안 

토론: 고명철(한밭대) 

<24-6-13-K> (Room 405)  한국화논단(2): 분야별 한국화 

사회: 정광호(서울대) 

발표: 김찬동(충남대), 주민자치이론의 한국화: 한계와 전망 

토론:   정문기(성균관대) 

발표: 권향원(성균관대)/신현기(경기대), 성과주의 제도개혁의 한국화 시론: 근거이론적 접근 

토론: 배귀희(숭실대)   

<24-6-14-K> (Room 406)  한국지방정부학회(1): 해양정책과 해양거버넌스   

사회: 허용훈(부경대) 

발표: 최성두(한국해양대), 승선 무장보안요원과 무기사용 규제에 대한 정책개발 연구 

토론: 안성민(울산대) 

발표: 정재헌(국민안전처)/김상구(한국해양대), 해양경비안전본부 방재인력의 적정규모에 관한 연구 

토론: 성은혜(한국해양대), 문유석(경성대) 

발표: 우양호(한국해양대), 북극해 거버넌스 연구를 위한 시론(試論) 

토론: 한동호(경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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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15-K> (Room 411)  신진학자연구회1: 공공분야의 조직과 인사   

사회: 남궁근(서울과기대) 

발표: 권향원(성균관대)/한수정(성균관대 박사과정)  

 공공조직내부의 파벌이 개인의 정서적 안녕(affective wellbeing)에 미치는 영향 
토론: 조태준(상명대) 

발표: 김영재(국제대), 대학교 행정학 강사 실태에 관한 소고 
토론: 권영주(서울시립대) 

발표: 박재희(성균관대), 조직공정성 지각과 이직의도: 출신지역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토론: 우창빈(동아대) 

<24-6-16-K> (Room 나래실(2층))  행정사례연구회: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발표(1) 

사회: 박병식(동국대)

발표: 유복림(의왕시 희망복지지원과), 의왕 보육특화정책(레지오체험학습장운영) 
토론: 조선일(순천대)

발표: 김기환(육군 인사사령부), 군사망자 예우 및 유가족 지원제도 시행  
토론: 이경호(영진사이버대)

발표: 우나연(서울시 금천구 복지지원과),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공공임대주택의 롤모델  

토론: 진세혁(평택대)

발표: 정태영(대전시 대덕구), SNS(밴드)활용한  참여형 소통시스템 운영 

토론: 김종근(한국정책기획평가원)

<24-6-17-K> (Room 209)  ICT 특강(1)      

발표: 김수랑(㈜소프트파워 대표), 행정학과 SW·AI 기술 접목 실습 

대상:  행정학 전공 교수, 강사    

상임/운영이사회의 (10:50-12:20) (1층 서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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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찬 (12:30-13:50) (생활관 1층 식당) 

 SESSION 7 (14:00-15:30)

<24-7-5-K> (Room 304)  미래특별위원회(1):  한국 대학의 구조조정, 행정학, 교육 그리고 연구

사회: 남궁근(서울과기대) 

발표: 하연섭(연세대), 대학구조개혁과 행정학의 과제 

토론: 박통희(이화여대) 

발표: 김상묵(서울과기대), 공공성 및 공공봉사동기 증진을 위한 교육방안 
토론: 고길곤(서울대) 

<24-7-6-K> (Room 305)  한국행정학보 50권 발간기념 특별세션(1): 한국행정의 역사와 미래

사회: 권혁주(서울대) 

발표: 박종민(고려대), 행정학이 과학이면 우리는 지난 반세기 인과이론을 위해 무엇을 했나?: 한국행정학보를 중심으로 

토론: 김영민(인하대)

발표: 김근세(성균관대), 한국행정의 목표 

토론: 신희영(경주대) 

발표: 엄석진(서울대), 한국행정의 역량 

토론: 김찬동(충남대) 

  

<24-7-10-K> (Room 401)  한국행정학회(KAPA) 60년: 발전과 과제  

사회: 윤재풍(서울시립대)    

발제: 김신복(서울대), 권경득(선문대), 김순희(KDI 국제정책대학원), 윤광재(영남대), 제갈욱(순천향대), 조선일(순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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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13-K> (Room 405)  한국화논단(3): 한국화의 논리(기획과제)

사회: 백완기(고려대) 

발표: 이기상(한국외대 철학과), 학문의 한국화 논리: 인문학적 관점 

토론: 임의영(강원대) 

발표: 김현구(성균관대), 학문의 한국화 논리: 사회과학적 관점 

토론: 이창길(세종대) 

 SESSION 8 (15:50-17:20)

<24-8-4-K> (Room 303)  미래행정기획(8): 미래사회와 행정부-국회 관계   

사회: 정문기(성균관대) 

발표: 홍일표(더미래연구소 사무처장), 19대 국회에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토론: 오재록(전주대), 류영아(국회입법조사처) 

발표: 김선화(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행정입법과 관련한 의회와 행정부와의 관계 
토론: 이영범(건국대) 

<24-8-5-K> (Room 304)  미래특별위원회(2)/인사혁신처: 행정학 수요와 유용성, 그리고 교육의 미래

사회: 김병섭(서울대) 

발표: 윤견수(고려대), 공무원들의 공직관과 행정학 교육의 미래 
토론: 이명석(성균관대) 

발표: 엄태호(연세대), 행정학 지식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한국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토론: 홍형득(강원대) 

발표: 최상옥(고려대), 정부역량 수요와 공무원 직무역량지표 분석 

토론: 이덕로(세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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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6-K> (Room 305)  한국행정학보 50권 발간기념 특별세션2: 한국행정의 지향

사회: 이승종(서울대) 

발표: 최영출(충북대), 한국행정과 민주 
토론: 하혜영(국회입법조사처) 

발표: 오영균(수원대), 한국행정과 효율 

토론: 나태준(연세대) 

발표: 임의영(강원대), 한국행정의 정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하여 

토론: 최성욱(전남대)   

<24-8-8-K> (Room 311)  행정사상과 방법론연구회(1) 

사회: 강신택(서울대) 

발표: 배병룡/전태영/황병순/윤호진/심흥수(경상대), 해석적 연구의 질 판단(평가 기준)에 관한 연구 

토론: 권향원(성균관대), 신희영(경주대), 이기주(충북대), 하호수(한림성심대) 

발표: 허찬무(알리스 공공정책연구원장), 캐나다 공직윤리제도의 전개과정과 그 특징 
토론: 김성준(제주대), 김흥회(동국대), 선정애(언주중), 신충식(경희대), 김종근(한국정책기획평가원)

<24-8-9-K> (Room 312)  환경행정연구회(2): 라운드테이블 

사회: 문태훈(중앙대) 

발표: 안세창(환경부 환경산업과장), 환경 산업 육성 방안 

토론: 오영석(동국대), 최미옥(인천대), 김진욱(혜전대), 사득환(경동대), 김창수(부경대), 김고운(연세대) 

 

<24-8-10-K> (Room 401)  한국행정학 60년: 행정학 기반이론·접근방법(좌담회-II)  

사회: 이종범(고려대) 

총평: 이대희(광운대), 남궁근(서울과기대), 김태룡(상지대), 임도빈(서울대)     

토론: 김현구(성균관대), 권기헌(성균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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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11-K> (Room 402)  한국방송통신대 공존협력연구소: 공공조직에서의 갈등의 형성과 확산

사회: 주재복(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발표: 김영곤/이선우(방송대), 지각된 직장가정갈등이 조직갈등에 미치는 영향: 직무만족의 조절효과 검증 

토론: 홍수정(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 

발표: 박범준/박형준(성균관대), 갈등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조례의 정책확산에 관한 연구 

토론:  윤태섭(한국지방행정연구원) 

<24-8-12-K> (Room 404)  한국행정연구원: 정부역량지수(KIPA Index) 개발을 위한 방향성 탐색

사회: 강정석(한국행정연구원)

발표: 김윤희(East Carolina Univ.), 정부역량지수의 근거, 범주 및 특성 

토론: 문명재(연세대)

발표: 박정원/심우현(한국행정연구원), 국내외 정부역량 관련 지수 사례연구 
토론: 이명진(고려대)

발표: 윤  건(한국행정연구원), 정부역량이란 무엇인가?: 개념, 유형, 측정을 중심으로 

토론: 김준현(부경대)    

<24-8-13-K> (Room 405)  경인행정학회: 지방자치의 협력적 거버넌스 모색을 위하여

사회: 손희준(청주대)

발표: 이현우(경기연구원), 지방자치단체 기금 정비 개선방안 

토론: 김승렬(자치제도연구소), 문원식(성결대)

발표: 임정빈(성결대), 지방정부간 협력과 갈등: 장사시설 설치를 중심으로 

토론: 조영무(경기연구원), 이민정(충남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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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14-K> (Room 406)  한국지방정부학회(2): 지방정부의 발전과 관리체계

사회: 육동일(충남대) 

발표: 류춘호(부산광역시의회), 지방정부의 민간투자사업과 도시발전 전략 

토론:  허경선(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발표: 조현정/이삼열(연세대), 지방정부의 지식생산네트워크에 대한 탐색적 연구 

토론: 이창우(한국지역개발연구소) 

발표: 김근혜(부산발전연구원)/윤은기(동아대) 

 치매관리체계의 구축과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AHP 기법을 적용한 상대적 중요성 연구 

토론: 최준규(경기연구원) 

<24-8-15-K> (Room 411)  신진학자연구회(2): 입법과 의제 설정  

사회: 고길곤(서울대) 

발표: 김진숙(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공급자 중심의 보건의료정책 우선순위 연구 

토론: 김지원(한국복지대) 

발표: 김재은(고려대)/장석준(지방공기업평가원), 지방정부구조와 정치갈등이 입법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토론: 김찬동(충남대) 

<24-8-16-K> (Room 나래실(2층))  행정사례연구회(2):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발표(2) 

사회: 김상묵(서울과기대)

발표: 박상화(광주서구 보건소지소), 지역사회노인자살예방체계구축을위한생명보듬이老-老멘토링프로젝트 

토론: 이금숙(신한대), 유현숙(광명시)

발표: 이수호(경기도 파주시 공원녹지과),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정원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토론: 이용선(명지대)

발표: 장상기(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두레 조성 사업 
토론: 박승용(평택대)

발표: 한상진(경기도 김포시), 스마트 안전도시 ‘스마토피아 김포’ 

토론: 조경식(국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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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17-K> (Room 209)  ICT 특강(2)      

발표: 김수랑(㈜소프트파워 대표), 행정학과 SW·AI 기술 접목 실습 

대상:  행정학 전공 대학원생      

 

임시총회 (15:50-17:20) (1층 서래당)

 

만찬 (17:30-19:00) (생활관 1층 식당) 

 SESSION 9 (19:30-21:00)

<열린대화> 

열린대화 : 미래사회와 플랫폼 행정

박원순(서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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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June 25

 SESSION 10 (09:00–10:30)

<25-10-4-K> (Room 303)  정책환경의 변화와 행정학     
 

사회: 김진욱(혜전대) 

발표: 윤영근/박해육(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단체의 해외 이주민 통합정책의 개념과 유형에 관한 연구 
토론: 최성주(경희대) 

발표: 정용남(한림대), 정부 조직개편 다이나믹스 연구: 정보통신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토론: 강혜정(선문대)

<25-10-5-K> (Room 304)  여성정책연구회(1): 정부의 양성평등정책 책임성 강화(라운드 테이블)

사회: 강민아(이화여대)  

발표: 김복태(한국여성정책연구원)/김영미(상명대), 정부의 양성평등정책 책임성 강화: 고용정책 분야를 중심으로  
토론:  김은경(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혜란(충북보건과학대), 문미경(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명주(부산대), 조민효(성균관대),  

 차인순(국회여성가족위원회) 

<25-10-6-K> (Room 305)  행정사상과 방법론연구회(2) 

사회: 김성준(제주대)

발표: 선우영준(독도통일대한연구소 소장), 독도에서 통관(通觀)해본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문제점 
토론: 고명석(경희대), 김종근(한국정책기획평가연구원), 신충식(경희대), 이재권(안진회계법인), 이용운(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하호수(한림성심대), 허찬무(알리스 공공정책연구원장)  

발표: 이종수(중앙대), 삼봉 정도전의 포폄관 분석 

토론: 강신택(서울대), 김중구(세명대), 이기주(충북대), 이병렬(우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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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7-K> (Room 306)  새마을운동과 국제협력(1) 

사회: 최진혁(충남대)

발표: 네모토 마사쯔구(충북대), 새마을 운동에 대한 일본어 문헌의 검토와 과제 
발표: 김학실(충북대), 새마을 운동에서의 여성의 역할

토론: 김찬동(충남대), 이현주(성균관대), 금창호(한국지방행정연구원)

<25-10-10-K> (Room 401)  형사사법연구회(1): 새로운 범죄 유형과 경찰의 대응방안 

사회: 유영현(군산대) 

발표: 김종오(동의대)/조제성(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 사이버 불링의 실태와 대응방안 

토론: 김학범(세명대), 김은주(세한대) 

발표: 신현주(가톨릭관동대), 경찰의 드론활용 전략에 관한 연구 

토론: 오세연(세명대), 김미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SESSION 11 (10:50–12:20)

 

<25-11-4-K> (Room 303)  미래행정기획(9): 정보통신기술과 스마트행정 

사회: 최진혁(충남대) 

발표: 한세억(동아대), 창조성 패러다임의 행정지향과 전략: Co-creation 

토론: 이건(경기대) 

발표: 성욱준(서울과기대), 한국의 정보통신분야 국가 R&D 사업에서 정부의 역할과 변화 

토론: 천세봉(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발표: 박상인(서울대)/최연태(경남대)/김주현(서울대 박사과정), 미래 모바일 전자정부 이용자 특성 분석: 공공 앱을 중심으로 
토론: 이재완(원광대) 

Saturday, June 25 / SESSION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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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5-K> (Room 304)  여성정책연구회(2): 지역 양성평등정책 추진방향   

사회: 김영미(상명대) 

발표: 안태윤(경기도여성가족연구원 젠더거버넌스센터장)/정형옥(경기도여성가족연구원 여성동행정책부장)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경기도의 젠더거버넌스 구축 

토론: 김학실(충북대) 

발표: 홍미영(부산여성가족개발원 성평등연구부장), 부산지역 여성의 현황과 과제: 부산여성비전 2030을 중심으로  
토론: 정명주(부산대) 

발표: 강현아(광주여성재단 정책연구실장), 광주지역 양성평등정책의 방향과 과제 

토론: 배정아(전남대) 

<25-11-6-K> (Room 305)  여성정책연구회(3):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정부정책의 역할과 성과

사회: 박미옥(동국대) 

발표: 남궁윤영(한국여성정책연구원)/안승재(서울대),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토론: 김선희(계명대) 

발표: 변진숙(상명대 박사과정), 중년여성의 사회적 노후준비 결정요인분석 -386·X세대 (코호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토론: 심영실(상명대 박사과정) 

발표: 류나영(서울여대), 저출산 요인에 대한 고찰 및 출산율 제고 정책방향 

토론: 장다정(국민대) 

<25-11-7-K> (Room 306)  새마을운동과 국제협력(2) 

사회: 안형기(건국대)

발표 임한성(前 경운대),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토론: 김상미(지방의회발전연구원)

발표: 이광석/김창현(경북대),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의 성공요인 

토론: 배정환(한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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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0-K> (Room 401)  형사사법연구회(2): 새로운 안전 위협과 대응 방안 

사회: 전대양(가톨릭관동대) 

발표: 류상일(동의대), 우리나라 화학사고 예방제도의 개선방안 

토론: 이민규(충북대), 조성(충남연구원) 

발표: 송유진(충북대), 우리나라 식품테러 대응시스템의 개선방향 

토론: 김유호(충청대), 권설아(국가위기관리연구소) 

<25-11-11-K> (Room 402)  미래사회의 정부재정관리    

사회: 조민효(성균관대) 

발표: 유현종(보건복지부), 미래 인구예측과 저출산·고령화 정책의 실천적 대안 
토론: 윤영근(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발표: 류춘호(부산시의회), 지방정부의 추가경정예산편성과 예산심사 전략에 관한 연구 
토론: 송성화(도로교통연구원)

발표: 최웅선(충남연구원), 재정압박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체세입 반응 분석(분권화시대와 지방정부) 
토론: 김은지(한국여성정책연구원)

<25-11-12-K> (Room 404)  행복사회 구현을 위한 행정학     

사회: 최흥석(고려대)

발표: 이희철/구교준(고려대), 역량 중심의 국민행복지수: OECD 국가를 중심으로 
토론: 김태은(한국교통대) 

발표: 이윤경(연세대), 한국 사회의 삶의 질 영향요인 트렌드분석 

토론: 왕재선(호남대) 

Saturday, June 25 / SESSION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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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3-K> (Room 405)  지역경제와 행정학      

사회: 곽현근(대전대) 

발표: 최문형/최희용/정문기(성균관대), 창조산업다양성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토론: 정규진(테네시주립대) 

발표: 조광래(고려대), 정책착상(政策着床)의 조건 탐색: 지역개발 정책을 중심으로 
토론: 홍민기(한국교통대) 

<25-11-14-K> (Room 406)  SSK 국민시각에서의 국정재설계 사업단   

사회: 강제상(경희대)

발표: 임재영/구교준/최슬기(고려대), 불평등과 행복  

토론: 김경은(한국학중앙연구원)

발표: 김병준(국민대), 국민 행동 심리 분석 연구: 지식 수준, 심리적 거리감 그리고 비보상형 모델을 중심으로 

토론: 석호원(고려대)   

      

오찬 및 폐회 (12:30-13:50) (생활관 1층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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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
경인행정학회는 21세기 새로운 사회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경기도 및 수도권 지역의 사회봉사, 주민의 복

리증진, 자치행정의 효율성 및 민주성 실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 및 실천활동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사업

1. 경기도 및 수도권 지역의 사회봉사에 관한 정책개발 및 봉사활동

2. 경기도 및 수도권의 자치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 실현을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

3. 경기도 및 수도권의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4. 회원 상호간 공동연구의 추진, 학술대회 개최 및 연구결과의 출판

5. 연구문헌 및 관련정보의 수집과 배포

6. 국내외 연구자 및 연구기관과의 교류 및 연대

7. 기타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한국갈등관리학회 
(사)한국갈등관리학회는 2011년 12월 27일 창립되어 공공갈등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 학자 및 실무자 중심

의 학술단체로 수도권을 비롯해 충청, 영남, 호남, 제주 등 전국의 대학, 연구기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공무

원, 산업계, 시민사회단체 등 250여명의 회원들이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와 국무조정실 및 공기업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토대로 명실상부한 공공갈등관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학회는 앞으로 공공갈등관리의 

학술적 연구를 비롯해 교육훈련과 갈등현장 지원 등 실효성 있는 학술과 현장에 대한 갈등의 문제를 예방, 해소

하는 등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특히 이론과 연구 중심의 학술과 현장을 접목해 실제 갈등의 문제를 현장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어서 갈등으로 인한 정책집행 지연,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등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인사행정학회 
(한국인사행정학회는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인력관리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그 발전에 기

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사업

1. 인사행정 관련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2. 인사행정 관련 학술연구지의 발간  

3. 인사행정에 대한 정책연구  

4. 인사행정학 교육프로그램 연구  

5. 인사행정학 관련 자료수집 및 편찬  

6. 기타 인사행정 발전에 관련된 사업  

회장: 이용환(경기연구원)

회장: 이선우(방송대)

회장: 조경호(국민대)

     참여학회 / Participating Public Administration Assoc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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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회는 1985년 2월 9일 창립된 [한국행정학회 전북지회]와 1992년 6월 12일 명칭이 변경된 [전

북행정학회]를 모태로 하고, 그 뒤를 이어 2005년 2월 25일 전국학회로 창립된 [한국지방행정학회]를 발전적

으로 승계하여, 2005년 3월 20일 새롭게 창립된 전국규모 학회이다. 본 학회는 한국행정 및 지방행정에 관심

을 가진 전국의 학계 및 실무자 등 약1000여명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자치행정학회는 중앙정부와 지

방정부의 행정현상 및 문제점을 탐색하고, 현실에 적합한 적실성과 타당성을 가진 행정이론의 연구, 특히 지방

화 시대의 지방정부의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과 대안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본 학회는 전북

권 주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전라북도의 성장과 발전을 획기적으로 촉진시킬 수 있는 싱크탱크로

써의 역할을 다 하고 있다.

○ 주요사업

1. 지방행정 및 기타 행정과 관련된 학술 연구 및 조사 

2. 학회지 및 서적의 발간 

3. 관련학회와 학술교류 증진 및 관련기관과의 협력 

4. 연구발표회의 개최 

한국조직학회 
한국조직학회는 조직의 환경적, 구조적, 제도적, 관리적, 그리고 행태적 주제들을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

함으로써 한국적 여건에 맞는 이론구축과 모형설정 작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조직학에 관한 최근 이론과 

밥법론의 소개 및 개발, 교수방법의 개발은 물론 조직관련 자료수집, 편찬 및 동동활용, 생산에도 최선을 다하

고자 한다.

한국지방정부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는 지방정부 수준의 행정과 정책에 관한 학술행사 개최와 학술지 발간사업, 제도 발전 및 정

책개발을 위한 자문 및 연구 활동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회원 상호간의 협력 증진을 목

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의 주관심사는 지방자치 시대의 전개에 따른 지방정부 수준의 행정현상과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방정부

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대안을 제시함과 아울러 바람직한 지방정부의 모델을 개발하고 그 적용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회장: 조승현(전북대)

회장: 원숙연(이화여대)

회장: 최성두(한국해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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