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6년 4월 22일 (금) 12시-18시

■장소: 연세대학교 연희관

■주최: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BK21 플러스 사업단,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대학원 원우회

행정·정책 연구의 
새로운 길찾기 

제2회 전국 행정학과 
대학원생 학술대회15:40~16:00 Coffee Break

16:00~17:20

(Session 3-1) 공정성과 직무동기
장소(Location): 연희관 106호(Yonhee Hall Room 106)
사회(Chair): 조윤직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현정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과정) 소득불평등 인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 계층상승 가능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김서린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석사과정) 
민경률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박사수료) 
박성민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교수)

일-가정 양립이 여성 근로자의 탈진감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토론(Discussant): 이지한 (성균관대학교 공공인재개발센터 선임연구원), 
                        송현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Session 3-2) 복지정책
장소(Location): 연희관 201호(Yonhee Hall Room 201)
사회(Chair): 김공록 (연세대학교 SSK사업단 전임연구원)
전미선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정책형성의 과정에서 전략(strategy), 전술(tactic) 

프레임과 프레이밍의 동태성(dynamics) 
: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 사례를 중심으로

한익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수료) 
정광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복지서비스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유형 분석
: Q 방법론을 중심으로

토론(Discussant): 유란희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이수미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17:20~18:00
라운드 테이블 및 폐회사(Wrap-up Roundtable & Concluding Remark)
사회자(Moderator): 문명재 (연세대학교 교수,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BK21 PLUS 사업단장)
우수논문 시상식

18:00~20:00 저녁식사 (Di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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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1

제2회 전국 행정학과 
대학원생 학술대회

행정·정책 연구의 새로운 길찾기 

11:30~12:30 등록(Registration) 및 점심식사(Lunch)

12:30~12:40 개회사(Opening Remark)

12:40~14:00

(Session 1-1) Evaluation of Public Policy
장소(Location): 연희관 106호(Yonhee Hall Room 106)
사회(Chair): 배현회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Ladigracia E.Lyakurwa 
(연세대학교 글로벌 행정학과 박사과정) 
Pan Suk Kim (연세대학교 글로벌 행정학과 교수)

Impact of Decentralization on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a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in Public Secondary Schools in 
Tanzania

Pramod K. C (연세대학교 글로벌 행정학과 박사과정) 
Pan Suk Kim (연세대학교 글로벌 행정학과 교수)

Promoting Diversity in the Nepalese Public 
Sector: The Development of Affirmative Action 
for Sexual Minorities

박건우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왕일범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석사과정)

An Exploratory Study of South Korea's FDI to 
China: Focusing on Effect of Environmental 
Regulation

토론(Discussant): 홍순만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배현회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Session 1-2) IT 및 미디어 정책분석
장소(Location): 연희관 201호(Yonhee Hall Room 201)
사회(Chair): 정소윤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송일환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석사과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형

성과정의 지배집단 네트워크 구조 분석
김찬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과정) 
정광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에 관한 중국, 한국의 인식유
형 비교분석: Q 방법론을 중심으로

이시영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과정) 
정광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불법 영화다운로드에 대한 인식 유형분석
: Q방법론을 중심으로

토론(Discussant): 김현정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과정), 김선형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조현정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14:00~14:20 Coffee Break

14:20~15:40

(Session 2-1) 정책과 이론의 탐색
장소(Location): 연희관 106호(Yonhee Hall Room 106)
사회(Chair): 정헌주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정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발전국가론의 이론적 발전가능성에 관한 고찰(ICT 

발전과 생애주기/시간의 관점에서)
박건우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김은미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지명근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석사과정)

정부부처별 공적개발원조의 특성에 관한 탐색적 
분석: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 사례를 중심
으로

김정숙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지방정부의 정치적 동인이 지방세 정책에 미치는 
영향: 세외수입을 중심으로

이기태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석사과정) 마을공동체 활동 네트워크 변화분석: 마을공동체 
수업에서의 학생 네트워크 활동을 중심으로

토론(Discussant): 유나리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황정윤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강혜연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전미선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14:20~15:40

(Session 2-2) HRM in Asian Countries
장소(Location): 연희관 201호(Yonhee Hall Room 201)
사회(Chair): 최영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진수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석사과정) A Study on the Effect of President's Social 

Capital on Public Institution's Performance: 
Concentrating on President's Networks and 
Organizational Learning

Prabin Maharjan 
(연세대학교 글로벌 행정학과 석사과정) 
Pan Suk Kim (연세대학교 글로벌 행정학과 교수)

Analyzing Recruitment and Selection Process 
of Nepal Civil Service

Hoa Thai Thi Thanh 
(연세대학교 글로벌 행정학과 석사과정)

Attracting and enhancing Public Human 
Resources by assessing policy: The case of 
Danang city, Vietnam

토론(Discussant): Ladigracia E.Lyakurwa (연세대학교 글로벌 행정학과 박사과정), 
                        최영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공록 (연세대학교 SSK사업단 전임연구원)
(Session 2-3) 정책인식의 탐구
장소(Location): 연희관 311호(Yonhee Hall Room 311)
사회(Chair): 이지한 (성균관대학교 공공인재개발센터 선임연구원)
전영환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석사과정) 원자력정책 수용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기대-불

일치모형(Expectancy Dis-confirmation Model)
분석의 적용을 중심으로 

추영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은종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과정)

사법시험 존치 논란에 대한 인식유형 분석: Q 방
법론을 중심으로

이준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은종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과정)

의료리베이트에 관한 인식유형 분석: Q 방법론을 
중심으로

토론(Discussant): 김혜원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김향미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신가희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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