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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역의 행정학자와 연구 경향

신무섭(전북대학교)

1)

이글의 목적은 전북 지역 행정학자들은 누구이며 무엇을 어떻게 연구하였나에 답하는 것이다. 연
구대상 시기는 1973년3월부터 2020년6월까지이다. 연구에 필요한 자료는 전북 지역 행정학 관련 학
과 교수와의 면담과 서신,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한국자치행정학보」, 「전주우석대학10년사」
등으로부터 수집되었다. 자료 수집은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전북 지역 행정학자는 출신 학부, 대학원 등이 다양하였다. 박사학위는 국내 취득자가
대다수였다. 이들은 한국행정학보와 한국정책학보에 논문게재 활동을 적게 하였다. 또 이들이 작성
한 논문의 경향은 전국의 그것과 대개 유사하였다. 정책에 대한 연구와 양적 연구가 증가하였고 처
방적 연구 많다는 의미에서 그러하다. 본고에서는 초창기 학자와 업적이 많은 학자의 연구경향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전북 지역 행정학자는 규범적 연구를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
구에 기초하여 본고는 전북 지역 행정학자의 존재 의미, 학문과 삶의 조화, 연구업적이 많은 행정학
자에 대한 재조명, 공공가치를 실현하는 좋은 행정을 위한 규범적 연구의 활성화 등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전북 지역 행정학자, 행정학 연구 경향, 전라북도]
Ⅰ. 서론

전북 지역에서 행정학을 연구한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그리고 이들은 무엇을 어떻게 연구하
였나?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이글의 목적이다.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의 선발, 예산제도 등의 연구를 포함한 행정학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과학적 관점을 가지고 행정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때는 대개 1960년대부터이다. 1955년에 최초의 행정학 교과서인 「행정
학」이 출간되고 1956년 한국행정학회가 창설되었지만 대부분 학자들은 법학의 일환으로 행정
학을 연구하였다. 1959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설립되고 몇 개 대학에 행정학과가 설치되면
서 행정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아졌다.
행정학을 연구한다고 할 때, 현실적으로 행정학을 연구하면서 생계가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다. 즉 행정학자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있어야 하고 동시에 행정학자는 사회적 수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던 때가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성장기
에 해당하는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였던 것 같다. 이 시기에 대학은 팽창하였고 많은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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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행정학과가 설치되었고, 행정학자도 증가하였다(한국행정학회, 2006: 553). 그러나 2000년대
부터는 대학이 축소되기 시작하였고 행정학과도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행정학에 대한 수요가 감
소하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는 대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이병량, 2009). 첫째, 한
국이 1997년 IMF외환위기를 맞이하면서 행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았다. 그
여파가 행정학계에 미쳐 그후 정부혁신을 행정학자보다 경영학자가 주도하였다(박순애, 2006:
19). 둘째, 2000년대부터, 공직적격성 평가 제도가 실시되고, 5급 공채나 7, 9급 공채에서 행정학
의 비중이 낮아지면서 행정학에 대한 수요가 낮아졌다. 셋째, 행정학자들의 연구가 사회적 적실
성이 높지 않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이러한 행정 연구의 부침 속에서 전라북도에서도 많은 학자들이 행정학을 연구하였는데 이
글에서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연구하였나에 초점을 두어 정리하였다. 고찰 시기는, 전라북도에
서는 1973년에 처음으로 대학에 행정학과가 설치·운영되었음으로 1973년3월부터 2020년6월까지
기간을 정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또 전북 지역의 행정학자란 전북 지역의 대학이나 연구소에 소
속되어, 행정학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행정학을 연구하거나 또는 행정학 학위를 소지하지 않았지
만 1990년 이전부터 대학의 행정학과에 소속되어 연구 · 교육하는 것을 본업으로 삼는 사람을
말한다. 현실적으로 행정학자는 거의 모두 대학의 교수이다.
본 연구를 위한 면담과 서신 교환 그리고 홈페이지 검색은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이루어
졌다. 전북 지역의 대학 행정학과 홈페이지, 전북 지역 행정학 관련 학과 교수와의 면담과 서신,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전주우석대학10년사」을 비롯한 각 대학교 교사, 「한국대학연감」,
「한국자치행정학보」 등이 자료 수집에 이용되었다.
본 연구는 전북 지역의 행정학자를 이해하는 것은 물론 그들의 연구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
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전북 지역 행정학자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연구해야 할지에 대해서 시
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행정학 연구 역사를 위한 기초 자료로도 이용될 수 있
을 것이다.
Ⅱ. 전북 지역 행정학자의 연구 환경과 연구경향의 분석방법

전북 지역에서 행정학을 전업으로 연구하는 행정학자는 대부분 대학 교수이다. 이들이 처한
연구 환경은 넓게 보면 한국의 사회, 경제, 정치 등 사회체계이기도 하고, 한국의 지식체계, 국
가의 성격, 지배구조 등이지만(정용덕, 2010), 여기서는 범위를 좁혀 살펴본다. 먼저 전북 지역의
행정학자가 몸담고 있는 한국 행정학계의 흐름을 살펴보고 정부의 대학정책을 살펴본다. 한국
행정학의 발전 과정은 그 과정 속에서 전북의 행정학이 녹아있기 때문에 중요한 환경이 된다.
또 정부의 대학 정책은 대학의 설립, 교수의 임용 등을 정하기 때문에 행정학의 발전과 행정학
자의 직업적 안정과 관계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북에서 대학과 대학생 수와 교수 수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행정학자가 전북 지역에서 연구를 전업으로 할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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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중요한 요소라는 이유에서 이다. 전북 지역 행정학자의 연구 환경인 한국 행정학의 발전의
서울 집중성, 정부 대학정책의 획일성, 전북 지역의 대학 상황의 양극화 등은 전북 지역 행정학
자의 연구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전북 지역 행정학자의 연구가 전국의 그것과 비슷한
경향을 갖게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1. 전북 지역 행정학자의 연구 환경
1) 한국 행정학의 발전과 교육

한국에서 행정학 연구 전통은 조선왕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박병련, 2000). 그러나 대개
한국에서의 행정학 연구는 해방 후 일본과 미국에서 공부한 학자들이 행정학을 소개하면서 사
회과학의 한 분과로 행정학이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이한빈: 1970). 대표적인 학자가 정인흥교
수과 박동서교수이다. 정인흥 교수(1916-1982)는 배재중학교와 일본 미쓰에(松江)고등학교를 거
쳐서 1939년에 교또(京都)대학 법학부에 입학하였고 1941년 졸업하였다. 부산대학(1948-51), 동
아대학(1951)을 거쳐서 1952년부터 1959년까지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로 일하였다. 그후 1966년
부터 88년까지 성균관대 교수로 일하였다. 정인흥 교수는 정치학자이며 행정학자이다. 그는
1955년 제일문화사를 통해서 「행정학」을 펴냈다. 그리고 1961년 박영사를 통해서 「지방자치
론」을 펴냈다. 많은 학자가 그를 통해서 행정학을 처음 배웠다. 그의 제자 중에 한 분이 박동
서교수이다. 그러나 박 교수는 그에게 배웠지만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하였다(박동서,
2002: 77). 박 교수(1918- 2010)는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46년 서울대학교에 입학하였다.
6·25에 참전하고 1955년 행정학을 처음 연구하였다. 1957년 미국에 유학하였다. 이 두 분 모두
한국행정학회와 한국정치학회의 회장을 역임하였다. 두 분 모두 정치 및 관계(官界)와 거리를
두고 자유로운 연구가로서 정치와 행정 연구에 전념하였다.(박동서, 2002). 정인흥, 박동서, 유훈
등을 한국 행정학 1세대라고 칭하는데 이들은 한국 행정학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백완기,
2003: 360)1)
행정학계에서 1세대는 미국의 행정 이론과 제도를 한국에 소개하였고 그런 경향은 1950년부
터 1960년대까지 계속되었다. 행정학은 주로 행정관리와 발전행정과 비교행정 중심으로 소개되
었다. 대학 행정학과의 주요 과목은 조직론, 인사행정론, 재무행정론, 기획론, 발전행정론, 비교
행정론 등이었다. 1956년에 행정연구회가 창립되었고 이것이 1962년 한국행정학회가 되었다.
1959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이 설립되어 현직 공무원과 공직 희망자에게 행정학을 교육하기
시작하였다. 1962년 행정고등고시에 행정학이 필수과목이 되었다(이종범, 2006: 18).
1세대로부터 행정학을 배운 학자들이 1970년부터 1980년까지 미국행정학을 한국의 상황에
적응시키려는 노력을 하였다. 한국 행정학계에서는 이들을 2세대라고 부른다. 대표적인 학자가
강신택, 김명수, 김번웅, 김영섭, 노화준, 박영희, 백완기, 안문석, 안병만, 안병영, 오석홍, 유종해,
윤우곤, 윤재풍, 이종범, 정정길, 최평길, 한영환, 허범, 황인정 등이다. 이 2세대는 행정학을 행
1) 백완기 교수(2003)는 김운태, 이한빈, 이문영, 박문옥, 박동서, 유훈, 노정현, 김해동, 안해균, 조석준
등을 1세대 학자로 정리했다. 그러나 박동서교수(2002)는 정인흥교수도 1세대 학자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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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리 중심으로 소개하면서도 새로운 방법론으로 무장하여 한국 상황을 분석하였다. 이들은 미
국 행정이론이 한국에 부적합하다는 점을 알고 그것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들은 1980년이
지나서 그 방향은 정책학에서 찾으려 노력하였다. 1970년과 1980년을 거치면서 행정학은 법학에
서 벗어났고 대학원 교육이 정착되기 시작하였다(이종범, 2006: 19). 대학 행정학과의 주요 과목
은 조직론, 인사행정론, 발전행정론 등 이전의 과목에 더해서 지역개발, 도시행정, 정책과정, 정
책형성, 정책결정론 등이 추가 되었다.
한국사회는 1990년에 들어서 큰 변화를 맞이하였다. 1987년 민주화선언과 1989년의 동구권
몰락, 1992년의 지방의원 선거 등으로 한국은 민주화, 세계화의 물결에 휩싸였다. 행정학은 질적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고 연구 분야도 다양해졌다. 행정학과에서 정책학, 정책분석, 정책평가,
지방행정, 복지행정, 복지정책, 환경정책, 규제정책, 과학기술정책, 행정정보체계론, 전자정부론
등이 주요 과목으로 등장하였다.
행정학 교육의 성장은 1970년대와 80년대에는 폭발적이었으나 2000년대부터 지방에 있는 대
학을 중심으로 위기의 조짐이 나타났다. 학부의 행정학과는 서울대(1948년), 제주대(1952년, 개
발행정 전공), 고려대(1955년), 부산대(1955년), 중앙대(1955년), 연세대(1958년) 등에 설치되었다.
1980년 전후로 행정학 박사과정이 많은 대학에서 개설되었다. 1970년대와 80년대에 전문대학에
행정학과 관련 학과가 많이 설치되었다(제갈욱, 2006). 그러나 2000년대부터 행정학과에 대한 수
요가 감소하면서 행정학과에 경찰행정, 사회복지 전공을 포함시킴으로서 위기를 넘기려했다(장
환영· 박동균 ·김광주, 2012). 그러다가 행정학과가 폐과되면서 행정학 교수는 경찰행정학과, 사
회복지학과 등으로 소속을 변경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한국 행정학의 발전과 교육은 전북 지역 행정학자의 양성과 행정학 연구 방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2) 정부의 대학정책

대학의 교원이 되기 위해서는 대학을 졸업하거나 동등자격을 인정받아야 한다(대학교원 자
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12. 2. 29, 대통령령 제23644호); 대학교원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
정 (시행 2019. 8. 1. 대통령령 제29814호)). 또 한국에서 제도권 행정학자의 대부분은 교수이므
로 대학의 교원으로 임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대학의 설립, 학위 취득 기준 등은 정부가 정하므
로 학도가 행정학자가 될 수 있는 기회는 정부의 대학 정책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대학 설립과 정원 정책, 대학 입학 제도, 교수 임용제도 등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자 한다.
(1) 대학 설립과 정원 정책
정부의 대학 설립과 정원 정책은 1940년대부터 현재까지 여러 시기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정규, 2001). 대학 설립에 있어서는 대략적으로 1996년까지는 정부가 대학 설치를 억제하는
통제기였다. 그러나 1995년 김영삼 정부의 5·31교육개혁방안에 의해서 대학 설립이 준칙주의로
변경되었다. 대학을 설립하려면 단계마다 인가를 받아야 했던 것을 최소 설립요건만 갖추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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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인가를 해야 하는 제도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많은 대학이 신설되었다(박거용, 2017: 291).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공공부문, 산업부문 등에 구조조정의 바람이 불어 닥치면서 대학
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 대학 설치 기준을 미달하는 부실 대학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1999
년 김대중 정부는 국립대학뿐 만 아니라 사립대학도 구조조정 대상으로 확대하였다. 그 이후 모
든 정부는,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는 지속적으로 대학구조조정 정책을 수행하였다.
국립대학 법인화가 추진되었고,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대학 평가와 연계시켜나갔다. 대학구조
조정 정책은 대학 폐교와 학생 정원의 축소가 골자인데 이것은 지방 대학에는 매우 불리한 제
도였다.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 따른 취업률, 학생 충원율 등의 평가지표는 지방대학이 불리
했다. 또 정부는 대학에 재정지원을 확대하였다고 하지만 지방의 국립대학교 경상비에 상대적으
로 많은 부분이 배정되었고 지방의 사립대에는 불리하였다(고용구 ·조택희, 2018).
대학의 성질과 구성이 매우 복잡한데 정부가 획일적 기준으로 평가하고 지원하였다. 그 과정
에서 본래 정책이 수정되기도 했고(이종원, 1989) 많은 부작용을 나타나기도 했다. 대학 정원 정
책은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는 물론, 정치, 경제, 사회적 요인과 시대적 환경이 작용하여 정부가
획일적 기준으로 조정하기 힘든 분야이기 때문이었다.
대학 정원은 해방에 따른 교육 수요와 경제개발계획에 부합하는 고급인력 수급에 부응하여
팽창하였다. 정부는 수도권 인구 분산, 재수생문제 해결 등을 위하여 대학 정원을 조정하기는
하였지만 기조는 정원 증대였다. 그 정점이 1980년 7월 30일 정부가 발표한 교육개혁조치였다.
이 조치에 의거해 1981년 졸업정원제가 실시되었다(이정규, 2001: 28). 대학 교육이 대중화되면
서 대학 정원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대학의 질 저하, 학력 인구의 감소 등을 이유
로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대학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정원을 감축하였다. 정부는 정원 조정을
대학의 자율에 맡기면서 평가 결과와 재정지원을 연계하였다. 이에 따라 대학(4년제 대학과 전
문대학) 정원은 2000년대 60만 명을 기점으로 2010년대는 50만대로 축소되었다(유현숙, 2011:
이수연, 2015). 그런데 비수도권 정원이 전체 정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0% 정도이고 비수도권
인구 감소가 수도권에 비하면 급속하기 때문에 정부의 대학 정원 조정은 지방 대학에는 심각한
것이었다(연합뉴스, 2019. 10. 12.). 더구나 정부의 교육정책이 교육에만 초점을 두어 결정되기보
다는 비교육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어려웠다(오제연, 2019).
(2) 대학 입학과 교수 임용 제도
대학 입시제도는 1948년이래 수 차례 변경되었다. 1948년부터 1968년까지는 대학별로 자체
필답 시험을 실시하는 대학별 단독시험제가 대부분 실시되었다. 1969년부터 2007년까지는 대학
입학예비고사 또는 대학입학학력고사, 대학수학능력고사와 본고사, 내신제(학생생활기록부), 논
술고사 등이 실시되었다. 2008년 이후에는 대학수학능력고사와 입학사정관제, 내신제 그리고 본
고사로 시험이 실시되었다(이재태, 2015; 한국교육개발원, 2018). 대학별 단독시험제에서 수능,
입학사정관제 등으로 대학입학고사제도가 복잡해지면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학생의 소재
지가 대학진학에서 중요하게 되었다. 서울-수도권 소재 학생이 수도권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문수연, 2016: 159).

6「한국자치행정학보」제34권 제4호(2020 겨울)

대학 교수의 임용제도는 국공립과 사립에 차이가 있을 것이지만 소정의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은 공통적이다. 교수 신규채용을 예로 든다면, 대학은 먼저 임용계획을 세우고 공고하고 채용
심사를 하고 대학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대학의 장이 발령한다. 채용심사는 기초 서류심사,
전공(업적) 심사, 면접 등으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에서 대학교수의 신규임용은 경쟁시험이 원
칙이다(교육공무원법 시행 1964. 6. 29, 법 제1647호 제9조). 그러나 1945년 해방 직후 대학 교원
이 부족하였을 때에는 대학 학사 학위나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인정받는 것만으로도 대학 교수
가 될 수 있었다. 이들은 교수로 재직하면서 학위과정을 이수하거나 특별한 절차에 의해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80년 전후까지도 석사학위만 있어도 대학 교수가 될 수 있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박사학위가 없으면 대학 교수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대학 교원 임용의
기준이 상향되었고 교수 신규임용의 경쟁률도 높아졌다. 대학교수의 임용에 박사학위가 필수가
되었든 또는 학사학위만 있으면 교수가 될 수 있었든 대학은 임용절차에 따라서 교수를 임용해
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특정 대학 출신자 선호, 애매한 심사 기준, 계량화된 기준에 집착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특정 대학 출신자가 임용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법률에 조항을 둘 정도
였다(교육공무원법. 시행 2020. 7. 30. 법률 제 16871호. 제 11조3). 많은 학자들이 대학교수의 임
용에 대해서 공정성, 획일성 등을 지적하였다(이석열, 2013; 곽영우, 1996). 한 사회학자는 과거
한국의 대학이 ‘사적 친밀성의 조직 원리’로 구성되었다고 비판하였다(박영신, 1993: 94). 사적
친밀성의 조직 원리는 대학의 파벌과 연고주의를 낳고 이것은 대학교수의 임용 및 업적평가 제
도를 ’인성 평가‘제도로 전락시켰다는 것이다. 행정학계를 보자면, 이른바 서울의 유명 대학 학
부를 졸업해야 교수에 임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이준성· 박치성, 2013; 이준성· 박치성,
2015). 즉, 과거보다는 많이 향상되었지만, 여전히 보편주의보다 특수주의가 대학사회와 교수임
용에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1994년부터 연구업적이 교수 인사에 반영되기 시작하자 교수는 등재지 또는 등재후보
지에 논문을 발표하기 위한 경쟁을 하였고 그 결과 전국의 많은 지방학회가 전국학회로 전환되
기도 하였다(윤재풍, 2005: 2).

3) 전북의 대학과 대학생

전북 지역의 대학과 대학생 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표 1 >과 같다. 전국적으로 보든 전북
지역으로 보든 1980년부터 학생 수, 학과 수, 교수 수 등은 증가하였다. 전국적으로 보면, 1970
년에는 전문대(초급대 포함) 교수수가 5,488명이었는데 2019년에는 12,327명으로 2.2배가 되었다.
또 4년제 대학교를 보면 1980년에는 교수 수가 14,458명이었는데 2019년에는 65,909명으로 4.6
배가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전북 지역도 마찬가지이다. 1980년에 전북지역 전문대 교수 수는
70명이었는데 2019년에는 530명으로 7.6배가 되었다. 4년제 대학교도 마찬가지이다. 1980년에
는 교수 수가 746명이었는데 2019년에는 2,773으로 3.7배로 증가하였다. 1970년과 비교한다면 그
증가폭은 더 컸을 것이다. 그러나 전국적이든 혹은 전북지역이든 2010년대쯤에는 증가 추세가
꺽인다. 특히 전북지역의 전문대는 2005년부터 증가추세가 꺽인다.
2010년과 2019년을 비교하면, 전국적 경향은 전문대에서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대학교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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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증가 추세를 보인다. 전문대에서는 학교 수, 학과 수 그리고 학생 수는 감소하는데 교수
수는 약간 증가하였다. 전국적 추세에서 대학교는 학교 수, 학과 수, 교수 수는 약간 증가하였다.
전문대는 감소 추세가 강하게 나타났고 반면 대학교는 과거에 비해 증가 추세가 낮아졌다. 이에
비해서 전북 지역은 전문대는 2005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고 대학교는 전국 추세와 비슷하게
2010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였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전북 지역은 2005년 혹은 2010년부터 대
학 수, 학과 수, 학생 수 등은 감소하는데 교수 수는 현상을 유지하거나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
다.
학교 수가 증가하고 학생 수가 증가할 때는 교수 수도 증가하고 행정학을 공부한 분들이 교
수직을 얻기도 쉬웠을 것이다. 연구 여건도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학과 수, 학생 수
가 감소하는데 교수 수는 현상을 유지하거나 증가한다면, 재원이 튼튼한 대학의 경우에는 교수
의 연구 여건이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는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교수
의 입지가 흔들리고 연구 여건도 열악해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특히 전문대는 대학교보다
5년 먼저 연구 여건이 나빠졌다고 볼 수 있다.
<표 1 > 전국 및 전북의 전문대학과 대학교
연도

1970

1980

1990

2000

2005

2010

2015

2019

80년
대비

2010년
대비

전국

학교수

14

128

117

158

158

145

138

137

1.1

0.9

전문대

학과수

76

961

1,264

4,835

6,118

6,683

6,311

5,881

6.1

0.9

학생수

4,907

151,199

323,825

913,273

853,089

767,087

720,466

643,560

4.3

0.8

교수수

228

5,488

7,382

11,707

12,027

12,530

12,991

12,327

2.2

1.0

학교수

71

85

107

161

173

179

189

191

2.2

1.1

학과수

1,120

2,575

4,009

9,377

10,189

10,865

11,169

11,786

4.6

1.1

학생수

146,414

402,979

1,040,166

1,665,398

1,859,639

2,028,841

2,113,293

1,988,458

4.9

1.0

교수수

7,779

14,458

33,340

41,943

49,200

55,972

65,423

65,909

4.6

1.2

전북

학교수

0

8

7

11

10

9

9

9

1.1

0.9

전문대

학과수

0

43

55

309

278

281

283

263

6.1

0.9

(초급대)

학생수

0

7,860

12,258

35,945

30,904

25,555

26,288

24,305

3.1

0.8

교수수

0

70

365

583

519

493

553

530

7.6

1.0

학교수

3

3

5

8

9

9

9

8

2.7

0.9

학과수

44

180

263

625

493

632

658

583

3.2

0.9

학생수

4,513

24,565

65,174

97,909

97,463

97,777

94,571

85,582

3.5

0.9

교수수

373

746

1,870

2,406

2,581

2,583

2,722

2,773

3.7

1.1

( 초 급
대)
대학교

대학교

출처: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학생수는 재학생 총계. 전문대와 초급대에는 간호대, 교대, 기타 대학 등을 제외한
것임. 전북 전문대 2010년대비는 2005년과 대비 수치임.

요약하면 지난 4, 50년 동안 한국의 대학과 행정학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2005년,
또는 2010년부터는 대학의 학과와 학생 수가 축소되는 반면에 교수 수는 그대로이거나 증가하
여 재정여건이 열악한 사립대의 경우에는 교수의 연구 여건이 악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행정학
을 공부한 학자가 대학에 자리를 잡기도 힘들어졌고 재정 여건이 열악한 사립대학의 현직 교수
도 자리를 걱정하게 되었을 것이다.
또한 전북 지역에서 1950년대에는 학사 학위만 있어도 대학 교수가 될 수 있었고 1980년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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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석사학위만 있어도 교수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1994년부터 연구업적이 교수 인사에 반영되
기 시작하고 2010년 전후로는 연구업적이 많을수록 교수로 채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논문
게재에 대한 경쟁이 강화되었다. 이와 같은 전북 지역 대학의 상황과 한국 행정학의 발전의 서
울 집중성 그리고 정부 대학정책의 획일성으로 인하여 전북 지역의 행정학자가 다른 지역의 행
정학자와 연구 대상이나 방법에 차이가 있기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2. 행정학 연구 경향의 선행 연구
한국 행정학 연구 경향을 분석한 연구는 많다. 여기서는 먼저 전국의 행정학자가 논문을 투
고하는 「한국행정학보」의 논문을 분석한 연구를 소개한 후, 학진 등재지이고 전국학회지이지
만 지역을 근거로 하는, 그래서 논문 투고자가 지역적으로 쏠릴 수 있는 「한국행정논집」,
「지방정부연구」 등의 논문을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공동연구 네트워크 구조 및
연구생산성에 관한 연구 경향으로 정리해보기로 한다.

1) 「한국행정학보」를 분석한 연구

안병만(1986)은 1967년부터 1985년까지, 그리고 권경득(1996)은 1967년부터 1995년까지 내용
변화 및 연구영역, 연구방법의 변화를 검토하였다. 김태일· 서주현(1998)은 1991년부터 1997년까
지 한국행정학보에 게재된 설문조사를 이용한 연구들의 방법론적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주상현
(2002)는 한국행정학보를 1995년부터 2001년까지 분석하였다. 그는 한국 행정학의 연구영역, 연
구방법 등이 다양화되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두르러진 특징으로는 1995년 이후로는 지방·도시행
정이 많이 연구되었으며, 1996년부터는 문제해결지향적 연구가 80%를 넘었다는 것이다.
강신택(2005)는 “행정학의 연구목적 및 방법과 분석수준 및 맥락단계라는 교시적 틀”을 사용
하여 한국 행정학자의 연구업적(「한국행정학보」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논총」에 발
표된 논문)을 정리하였다. 강 교수는 한국 행정학이 첫째, 외국 행정학계의 방법론을 수용한 것
같고 둘째, 국가성격의 변화에 따른 이론적 경향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았다. 그는 고전적 전통
적 행정이론(실증적· 경험주의적인 주류의 행정이론), 해석학적 행정이론, 비판적 행정이론 등으
로 나누어 한국 행정학자의 업적을 분석하였다. 행정학 분야별 실증적· 경험주의적 연구에서는
행정학 이론, 조직론, 인사행정론, 재무행정론, 지방행정 등으로 나누고 주요 관심분야의 연구에
서는 발전론, 관료부패와 병리, 행정개혁 등을 다루었다(강신택, 2005: 177-217).
권경득(2006)은 1967년부터 2005년까지 한국행정학보에 게재된 논문 1,164편을 대상으로 행
정학의 연구경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영역과 관련해서 1980년대 후
반까지 정책 및 기획론 분야 연구가 활발하였다. 1990년 초에는 조직론과 재무행정에 대한 연구
가 증가하였고 1990년대 후반에는 비교발전행정, 조직 및 인사 분야 연구가 증가하였다. 2000년
대에는 행정정보 분야 연구가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행정이론분야, 지방·도시분야, 분야별 행
정과 정책 분야, 조직론 분야 순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둘째, 연구초점에서, 이론적 연구와 문
제해결지향적 연구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 1980년 중반까지는 이론적 또는 이론형성적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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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았으나 1980년 후반부터는 문제해결지향적 연구가 많아졌다. 셋째, 연구방법에 있어서, 서술
적 연구가 계량적 연구보다 많았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는 계량적 연구가 더 많았다. 넷
째, 연구비 지원을 받은 연구가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한국행정학의 연구경향은 연구영역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연구초점은 문제해결지향적이고 연구방법은 계량화되고 있다고 보았다.
강신택 교수의 연구가 “행정학의 연구목적 및 방법과 분석수준 및 맥락단계라는 교시적
틀”을 사용하여 한국행정학의 경향을 분석한 것과 김태일· 서주현 교수가 방법론적 문제를 정
리한 것을 제외하고 다른 연구자들은 대개 연구영역, 연구초점, 방법 등에 주안점을 두어 분석
한 것은 비슷하다.

2) 지역에 토대를 둔 학술지를 분석한 연구

주상현(2009)는 전북 지역을 근거로 한 「한국자치행정학보」의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기고
논문 121편을 분석하였다. 분석기준은 지역, 연구목적, 이론 영역, 연구접근법, 통계기법 등이었
다. 분석 결과는 논문 수의 양적 증가, 양적 연구의 비중, 고급통계 방법, 실제적 · 문제해결지향
적 연구방법, 전북 지역 소재 연구자들의 논문 게재 수 등의 증가이었다. 이런 연구 결과는 앞
의 권경득(2006)의 연구결과와 일부 일치한다. 1980년 이후 문제해결지향적 연구가 많고 1990년
이후 계량적 연구가 많다는 것이 공통적이다.,
한태천(2002)는 대구· 경북 지역을 근거로 하는 「한국행정논집」의 1989년부터 2000년까지
기고 논문 315편을 분석하였다. 분석 기준은 행정학 연구영역, 연구방법의 경향, 인용분석 등이
었다. 연구 결과는 연구자 중에는 경북대학 소속 연구자가 가장 많았으며, 지방 및 도시행정, 분
야별 정책 및 행정, 행정이론 순이었으며, 서술적 접근이 통계적 접근 보다 많았으며, 1999년 이
후에는 통계적 접근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등이다. 연구 영역에서 지방 및 도시 행정이 많다는
것과 1999년 이후 통계적 접근이 급격히 증가하였다는 것이 이채롭다.
우양호·홍미영(2004)는 부산, 울산 등을 근거로 하는 「지방정부연구」의 1997년부터 2004년
까지 기고 논문 271편을 분석하였다. 이들은 선행연구를 통해서 공통적인 기준을 가지고 분석하
였으며 다른 학술지와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논의를 하였다. 분석 결과는 이전의 연구와 비슷하
게, 연구영역에서는 지방 및 도시행정, 정책 및 기획 순으로 논문이 많았고 문제해결 및 처방적
인 연구가 전체의 76%나 되었다. 특이한 것은 질적 연구가 양적 연구보다 많다는 것이다. 우양
호·홍미영의 연구는 선행연구를 튼튼히 하고 다른 학회지와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와
다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행정논집」,
「지방정부연구」 등에 게재된 논문들의 공통적인 경향도 있다. 즉, 2000년에 들어서면서 지방
및 도시행정과 정책에 대한 연구가 많고 처방적 연구가 많다는 것이다.
김이수(2017)는 전남 광주를 근거로 하는 「한국거버넌스학회보」의 1999년부터 2016년까지
기고 논문 520편 가운데 지방자치와 지방행정 관련 논문 231편(전체의 44.4%, 필자 삽입)을 분
석하였다. 연구자는 연구 가운데 행정 내부관리 영역과 지역주민 관련 영역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주민자치, 지방분권 등에 관련된 연구를 과제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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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네트워크 및 연구생산성에 관한 연구

최영출·박수정(2011)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행정학보」에 게재된 논문 초록을 대상
으로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방법으로 한국 행정학의 연구경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들은 거
버넌스가 행정학의 핵심적인 연구로, 그리고 중국이 외국 연구 대상으로 부상하였다는 점을 발
견하였다.
박치성(2012)은 1998년부터 2009년까지 24 종류의 행정학 관련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가운데
공저자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다. 분석은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 한 가지는 네트워크 분
석을 통하여 행정학 공동체의 네트워크 구조를 파악하였다. 또 다른 하나는 회귀분석을 통하여
저자의 구조적 특성이 학문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행정학 학문공동체
는 서로 의사소통이 잘되고 있고, 주류 네트워크에 속하는 연구자가 소규모 네트워크에 속하는
연구자보다 연구 실적이 좋으며, 교류가 많을수록 학문적 실적이 좋다는 것 등이다. 이와 유사
한 연구로 권기석(2012)이 있다. 권 교수는 KCI DB에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행정학 및 정책
학 분야 등재 및 등재후보지에 게재된 7,250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공저 네트워크 분석을 하였
다. 한국 전체와 대구경북 지역으로 나누어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즉, 한국 전체는 서울 중심
이며 충청이 부심 역할을 하며, 기관 중심은 고려대학이고 행정학은 정책학과 경영학을 중심으
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다. 반면, 대구경북 지역은 부산 및 서울과 연결되어 있고, 기관 중심은
영남대와 대구대 이고, 행정학은 정책학과 지역개발과 연계되어있다는 것이다.
우양호·홍미영(2017)은 전국 대학 행정학 연구자 1,740명을 대상으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의 연구업적을 대상으로 연구 환경과 개인 특성이 연구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
석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비, 대학특성, 연령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구비를 받은 교수, 보직을 안 맡은 교수, 4년제 대학에 소속된 교수, 젊은 교수, 국내 학위 소
지자 등이 연구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연구생산성을 계량화하는데, 논문이
SSCI급이면 5점, 등재지이면 4점, 등재후보지이면 3점, 기타 학술지 이면 2점, 그리고 교내 학술
지이면 1점을 부여하였다(우양호·홍미영, 2017: 446).

4) 선행 연구의 한계

선행연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행정학보」의 논문을 분석한 경우, 1990년부
터 문제해결지향· 처방적 연구, 계량적 연구가 증가하고 연구영역도 다양해지고 있다. 연구주제
로 거버넌스, 행정개혁 등이 떠오르고 있다. 둘째, 지역에 근거를 두고 있는 학회보의 논문들을
분석한 경우에도 한국행정학보를 분석한 경우와 비슷하다. 문제해결지향· 처방적 연구, 계량적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다만 연구영역에서 지방 및 도시행정과 정책에 대한 연구가 많다는 특징
이 있다. 끝으로, 네트워크 및 연구생산성을 분석한 연구는 행정학 연구공동체가 전국적으로는
서울 중심적이고 4년제 대학 소속 연구자 등 연구환경과 개인적 특성이 연구생산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선행연구는 전북지역 행정학자의 연구경향을 살펴보는데 많은 도움이 되
지만 연구방법이나 연구초점 측면에서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첫째, 선행연구는 전국의 연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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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투고한 전국 학술지의 논문을 연구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지방 또는 지역에 초점을 두지
않았다. 김이수(2017)만이 지방에 초점을 두었다. 그는 전국학술지인 「한국거버넌스학회보」의
논문을 분석하였지만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과 관련된 논문만을 분석하였다. 둘째, 선행연구는
통계적 기술(記述)에 치우쳐 누가, 무엇을 어떻게 연구했는지 구체적인 특징을 보여주지 못했다.
셋째, 선행연구는 우양호·홍미영(2017)를 제외하고 연구자가 아니라 전국 학술지의 논문을 대상
으로 분석하였다.

3. 본 연구의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가 공통적으로 분석의 기준으로 삼은 연구방법, 연구초점 등을 원용
하여 그 경향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두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는 전북 지역의 행정학자에 관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들의 연구 경향에 관한 것이다.

1) 전북 지역 행정학자의 정의와 출신학교와 한국행정학보와 한국정책학보에 게재
한 논문 수

본 연구에서 전북 지역의 행정학자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전북 지역의 행정학자는 전북
지역의 대학이나 연구소에 소속되어 행정학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행정학을 연구하거나, 또는 행
정학 학위를 소지하지 않았지만 1990년 이전에 대학의 행정학과에 소속되어 연구 · 교육하는
것을 본업으로 삼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한 까닭은 행정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연구를
본업으로 하지 않은 학도를 연구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이며, 또 1970년대 전북 지역 대학 행정
학과 교수 가운데 행정학 전공자가 아닌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전북 지
역의 행정학자는 1973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전북 지역의 대학이나 연구소에 근무한 적이
있는 학자이다. 이들에 대해서 소속 기관과 출신학교, 그리고 연구활동을 알아보기 위해서 1973
년부터 2020년 6월까지 「한국행정학보」와 「한국정책학보」에 게재한 논문 수를 조사하였다.
소속 기관의 행정학자(교수와 연구원)에 관한 자료는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해당 학과 교수,
「한국대학연감」 등으로부터 얻었다. 행정학자의 출신학교 자료는 해당 대학의 교수, 교사(校
史),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였다. 전북 지역 행정학자의 연구활동을 알아보기 위해
서 「한국행정학보」와 「한국정책학보」에 게재한 논문 수를 파악했으며, 개 수 확인은 학술
연구정보서비스(RISS)의 색인에 해당 학자의 성명을 넣고 검색한 다음 「한국행정학회보」또는
「한국정책학회보」로 대상을 한정해서 검색된 논문(정책학회의 경우 학회발표회 발표논문도
포함)을 통하여 얻었다. 연구에 필요한 관련자 면담과 홈페이지 검색은 2020년 1월부터 10월까
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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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북 지역 학자의 연구경향

연구경향에 대해서는 통계분석을 통한 일반적 연구 경향을 살펴보고, 세대를 대표하는 학자
와 연구업적이 많은 학자로 나누어 연구 경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연구가 많지 않은 규범적
연구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통계 분석을 통한 일반적 연구경향 분석은 전북 지역 행정학자가 「한국자치행정학보」에
발표한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한국자치행정학보」는 「전북행정학보」로 1985년 창간되었
다. 따라서 분석기간은 1985년부터 2020년 6월까지이다. 주요 분석 기준은 연구대상, 자료수집
지역, 연구분야(강신택, 2005: 208; 박순애, 2007: 329), 자료수집방법, 자료분석 방법(통계적, 비
통계적 방법), 연구지향, 공동연구 여부 등으로 하였다. 이것을 요약하면 <표 2>과 같다.
연구대상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중앙/지방 구분이 안 되는 개념, 모형, 제도, 정책 등
으로 나누었다. 연구대상을 이렇게 구분한 것은 전북 지역에 근무하는 행정학자로서 지방에 대
한 연구를 많이 하는가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자
료수집지역을 전북, 서울 등 기타지역, 그리고 지역 자료수집이 불필요한 것으로 나누어보았다.
연구 분야의 분류는 이전 연구와 비슷하다(권경득, 2006: 627). 다만 행정학 연구 경향을 반영하
여 행정혁신, 전자정부, 성과 및 효율성 분야를 추가하였다. 자료수집방법은 문헌검토, 면접, 설
문서, 그리고 복수의 방법으로 나누었다. 자료분석방법은 비통계적 방법, 단순통계, 고급통계로
분류하였다. 단순통계란 평균의 비교까지를 의미하고 고급통계는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 등을
의미한다. 연구지향은 규범적, 처방적, 경험적 및 기타로 구분하였다. 어떤 논문이든지 규범적,
경험적 지향 등이 혼재해있다. 여기서는 논문 내용 가운데 상대적 강조점이 어디에 더 주어져
있는가를 고려하여 지향을 구분하였다. “규범적 지향”은 논문이 목적이나 당위를 지향하거나 또
는 행정학 연구경향을 정리한 경우이다. “처방적 지향”은 문제해결이나 개선방안을 강조한 논문
이다. 경험적 지향 및 기타는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며 예측하려는 연구(강신택, 2005: 117)와
지향 구분이 불분명한 논문를 말한다. 끝으로 공동연구 여부는 단독연구와 공동연구로 나누었
다.
세대를 대표하는 학자의 연구경향은 전북 지역 행정학과에 1970년대 근무했던 학자 세대, 그
들로부터 행정학을 배운 학자 세대, 그리고 1990년대 행정학을 배우고 2000년대에 대학이나 연
구소에 근무한 학자 세대로 구분하여 제1세대, 2세대, 3세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1세
대와 달리 제2세대, 제3세대 학자는 그 수가 많아 대표적인 학자를 선정하기는 힘들다 생각하여
제1세대 학자만 고려하였다. 제1세대 중에서 조영빈교수, 박종주 교수, 박기영 교수를 선정하였
다. 1970년대 이들이 역할이 지대했기 때문이다.
연구업적이 많은 학자의 연구경향은 제2, 제3 세대의 학자의 연구경향을 소개하는 것이 목적
이었다. 앞의 제1세대의 대표적인 학자의 연구경향을 살펴본 것과 같이 제2, 제3세대의 연구경
향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연구업적이 많은 순서로 4명을 대상으로 연구경향을 분석하
였다. 끝으로 규범적 지향 연구 논문의 경향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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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구방법 요약
분석항목

분석 기준

세부 내용 및 자료수집 방법

정의와 기간
전북 지역 행정
학자

소속기관
출신대학 대학원

·

연구활동
연구대상
자료수집지역
일반적 연구경향

세대를 대표하는
학자의 연구 경향

연구논문이 많은
학자의 연구경향

규범적

연구

논문의 경향

연구분야
자료수집방법
자료분석방법
연구지향
공동연구여부
1970년대 행정학과
설립과 운영에 큰
역할을 한 학자
한국행정학보와 한국정
책학보 그리고 한국자
치행정학보에 발표한
총 논문 편 수를 업적
기준으로 전북 지역 72
명의 학자 가운데 업적
이 높은 4명을 선정함.
규범적
선정

지향

논문

1973년3월~ 2020년 6월에 전북 지역의 대학이나 연구소에 근
무한 행정학 박사학위 취득자나 1990년 이전에 행정학과에 근
무한 교수로서 연구를 전업으로 한 학도: 72명(부록 참고)
전북지역의 대학과 연구소 : 해당기관의 홈페이지 등
해당 기관의 교수,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대학교수연감 등
한국행정학보 및 한국정책학보에 발표한 논문 수: RISS에서
검색
① 중앙정부 ② 지방자치단체(주민, 집행부, 의회, 시민단체, 교
육청 등 ③ 중앙/지방 구분안됨(개념, 모형/ 제도 정책 등)
① 전북지역 ② 서울등 기타지역 ③ 지역자료 불필요
① 행정가치 및 연구경향 ② 조직 ③ 인사행정 ④ 재무행정 ⑤
정책 ⑥ 지역개발 ⑦ 관료부패 ⑧ 행정혁신 ⑨ 전자정부  성
과 및 효율성 등
① 문헌 통계집 ② 면접 ③ 설문서 ④ 복수의 방법
① 비통계적 방법 ② 단순통계 ③ 고급통계
① 규범적 ② 처방적 ③ 경험적 및 기타
① 단독연구 ② 공동연구

·

전북대의 조영빈 교수, 박기영 교수, 원광대의 박종주 교수가
행정학회지에 발표한 논문의 경향을 검토한다.

군산대 유금록 교수, 원광대 임광현 교수, 전북대 김길수 교수
와 주상현 교수가 발표한 논문의 연구경향을 검토한다.

선정된 논문의 연구경향을 검토한다.

Ⅲ. 전북 지역의 행정학자

1. 전북 지역 대학과 연구소
정부 수립 이후 전북 지역에 대학이 설립되었지만 행정학과는 1970년대에 설치되기 시작한
다. 전북대학(1972), 원광대학(1977), 전주대학(1978)에 각각 행정학과가 인가 및 개설되었다.2)
그리고 1980년대에 군산대학(1981), 우석대학(1984), 호원대학(군산공업전문대, 1987), 서해대학
(군산전문대, 1988, 추정)에 각각 행정학과가 개설되었다(우석대학, 1989: 278; 원광대학, 1987:
2) 전북대학교는 1972년에 정부로부터 행정학과 설치 인가를 받고 1973년에 신입생이 들어와 수업을 받
았다. 1973년에 1학년이 들어오고 행정학과가 운영된 것이다. 그러나 인가 연도와 실제 운영 연도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아 혼돈해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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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군산대학, 2007: 177). 서남대학은 1992년에 행정학과를 개설하였다. 그리고 전주 비전대는
비서행정학과(2003)를, 그리고 벽성대학은 부동산행정학과(1995, 추정)를 설치하였다. 이렇게 해
서 전북 지역 총 10 개 대학에 행정학과 관련 학과가 개설되었다.
1970년대 전북지역의 대학에 행정학과가 설치되었을 때는 법정대에 속하였다. 행정학을 법학
및 정치학과 인접한 것으로 본 것 같다. 이 당시 행정학과 초기 교수는 법학자나 정치학자 였다.
그리고 이들 후임으로 행정학을 전공한 교수가 학과에 들어왔다. 1980년대 이후 행정학과가 설
치된 학교는 행정학을 사회과학으로 이해하였다.
한편 1980년대와 90년대에는 행정학 석사 및 박사과정이 일반대학원에 개설되었다. 그후
1990년대까지는 행정학과가 확대되었다. 이 시기에는 특수대학원으로서 야간 행정대학원 혹은
경영행정대학원이 설치되었다. 그러나 2000년에 되면서 서남대(2009), 우석대(2010), 호원대
(2016)등이 각각 행정학과를 폐과하였다. 이들 학과 교수들은 사회복지학과나 경찰행정학과로
옮겨 행정학이나 사회복지학을 강의하였다.
<표 3> 전북 지역 대학의 행정학과와 관련 연구소 변화(1973.3 ~ 2020.6)
대학(행정학과

학부 명칭 변천

석사 및

행 정대 학 원

인가 연도)

(신입생모집 연도)

박사 개설

개설

2020년6월.현재
학생정원(교수
현원)/기타

법정대 행정학과(1973),
전북대학교(1972)

사회대 행정학과(1983),

석사(1977), 박사(1992)

행정복지학부(1999)

1983

41명(7)

행정학과(현재)
법경학부 행정학과(1982), 사회대
군산대학교(1981)

(1991),/ 행정복지계역(1999),행정복
지학부(2000), 행정학과(2009), 행정

경영행정대학원
석사(1996)

행 정 학 전 공
(1994)

경제학부(2015)

30명(4)/4년제대학
(1979)

법정대 행정학과(1978),
원광대학교(1977)

사회대 정치행정언론학부 행정학전
공(1999), 정치과 폐과, 행정언론학

석사(1980), 박사(1992)

1988

80명(4)

부(현재),
야간(1979), 주간 법정대 행정학과
전주대학교1978)

(1983), 사회대(1995)년 사회과학부
(1999), 사회대법정학부(2006), 사회

행 정 대 학 원
석사(1981), 박사(1984)

대 행정학과(2012)

경영행

정

학

대

원

40명(4)

(2018)

우석대학교(1984)

야간(1985)

없음

호원대학교(1987)

행정학과(1988)

없음

서남대학교(1992)

(2000),

행정학과(1993)

석박사(2002)

경영행정대학원

폐과(2010)/법행정

(2001)

경찰학부(2003)

없음

2016년 폐과

경영행정대학원
(1996)

폐과(2009)
폐교상태/군산실전

서해대학교(1973)

경찰경호학과(1974)

없음

행정학과(1988, 추정)

없음

(1977), 군산전문대
(1979),

서해대

(1989)
비서학과(1993),
전주비전대학(2002)

비서행정학과

(2003), 2004 항공비서학과(2004),지

전북연구원(2015)
벽성대학교(1995 추정)

전북경제사회연구원(1992),

전북발

전연구원(2005)
부동산행정학과(야간, 1995 추정)

지적토목학과/행정

없음

없음

해당 무

해당 무

행정학전공1.

없음

폐교(2014)

적부동산과(2005)

없음

학전공(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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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을 전공한 학자들이 전주비전대 비서행정학과, 전북연구원, 벽성대학 부동산행정학과
등에서 강의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현재(2020년 6월) 전북 지역의 행정학과 입학 정원은 원광대
80명을 비롯하여 총 191명이고, 교수는 전북대 7명을 포함 총 19명이다.
요약하면 전북 지역의 10 개 대학의 행정학 교수들은 초기에는 행정학을 교육하는데 분주하였
다. 그러나 10개 대학 중 사립대 6개 학교에서 행정학 관련 학과가 폐과되었거나 폐교되었다. 이에
따라 일부 교수는 변화하는 대학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사회복지학이나 경찰학을 새롭게 이수하
기도 하였다. 2000년 이후 전북지역 행정학 연구 여건이 양극화 혹은 황폐해졌다고 할 수 있다.

2. 전북 지역 대학 행정학 관련 교수와 연구원
1973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대학 전라북도 소재 대학에 근무했던 행정학 관련 교수 및
연구원은 총 72명이라고 볼 수 있다.3) 이 가운데 반 정도가 이미 정년 등의 사유로 학교를 떠
났다. 또 5 명이 전북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직하였다.
대학별로 보면 전북대학과 전주대학에 근무한 교수가 각각 14명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이
군산대학 10명, 원광대학 8명 순이었다. 이들 4 대학의 교수가 전북 지역에 행정학을 보급하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또는 이 대학에 행정학과가 개설됨으로써 학자들이 자리를 잡고 행
정학을 연구할 수 있게 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행정학자에게 연구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는 의미에서 우석대학, 서남대학 등도 기여하였고 전북연구원도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표 4 >전북 지역 대학 행정학 관련 교수와 연구소 연구원(1973.3 ~ 2020.6)
대학 및 연구소

교수

전북대
군산대
원광대
전주대
우석대
호원대
서남대
서해대
전주비전대
전북연구원
합계

8
5
4
5
3
2
1
0
1
0
29(40.3)

타지역
이직
교수(연구원)
0
0
0
1
0
0
2
0
1
1
5(6.9)

* 전주대의 태기표, 이성구 등 4분 교수는 제외함.

연구원

정년 및 기타

합계(%)

0
0
0
0
0
0
0
0
0
1
1(1.4)

6
5
4
8
4
3
3
4
0
0
37(51.3)

14(19.4)
10(13.9)
8(11.1)
14(19.4)
7(9.7)
5(6.9)
6(8.3)
4(5.6)
2(2.8)
2(2.8)
72(100.0)

3. 교수 및 연구원의 교육 배경
전북 지역의 행정학 관련 교수들의 출신 대학을 학부, 석사, 박사과정 별로 정리한 것이 <표
5>이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교수와 연구원이 교육받았던 대학이 24개로 다양하다는 것이다.
3) 실제 근무했던 교수 수는 72명 보다 많다. 본 연구에서는 행정학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수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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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출신 학부를 보면 72명 가운데 21명이 전북대 출신이다. 그 다음이 고려대로 7명이다.
석사과정 출신 대학을 보면 72명 가운데 전북대가 15명, 그리고 서울대가 15명으로 각각
20.8%를 차지하였다. 박사과정 출신 대학을 보면 고려대가 11명, 그리고 서울대가 11명으로 각
각 15.3%를 차지하였다.
이상의 출신학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전북지역의 행정학 관련 교수들은 다양한 대학에서 교
육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내 박사 소지자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이다.
<표 5> 교수 및 연구원의 출신 대학 분포(1973.3 ~ 2020.6),

(

): %

대학명 강원대 건국대 경기대 경희대 고려대 국민대 단국대 대전대 동국대 부산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원광대 이화대
학부

1

0

1

1

7(9.7)

1

0

1

3

1

6(8.3)

2

5

6(8.3)

3

석사

1

0

0

0

2

0

1

0

4

1

15(20.8)

1

11

2

2

박사

1

3

0

1

11(15.3)

1

2

0

6(8.3)

0

11(15.3)

2

5

1

2

미국

중국

없다

불명

합계

대학명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전주대 중앙대 청주대 충남대 한국외대 한양대 독일
학부

0

1

21(29.2)

3

1

1

0

3

0

0

0

0

0

0

72

석사

0

0

15(20.8)

1

3

0

0

3

0

0

4

0

0

1

72

박사

1

2

3

1

1

0

1

3

4

1

6

1

1

0

72

4. 한국행정학보와 한국정책학보에 논문발표 활동
전북 지역 행정학 교수 총 72명이 1973년부터 2020년 6월까지 「한국행정학보」와 「한국정
책학보」에 발표한 논문 편수는 총 135편이다. 1인당 1.9편 발표하였다고 볼 수 있다(학술발표
회 논문 포함). 조금 자세히 보면 <표 6>과 같다.
「한국행정학보」에 1회도 발표한 적이 없는 교수가 47명(65.3%), 「한국정책학보」에 1회도
발표한 적이 없는 교수가 44명(61.1%)이다. 두 학회지에 1회도 발표하지 않은 교수가 34(47.2%)
이다. 그런가 하면 행정학보에 5회 이상 발표한 교수는 3명, 정책학보에 5회 이상 발표한 교수
는 6명이고 양 학보에 5회 이상 발표한 교수는 1명이다. 전반적으로 교수들의 한국행정학보와
정책학보에 발표 활동은 저조하다고 볼 수 있다.
<표 6> 전북 지역 행정학자가 「한국행정학보」와 「한국정책학보」에 발표한 논문 편수
구분

행정학보
합계

편수
0
1~2
3~4
5~

정책학보
0
1~2
34(47.2)
7
11
9
0
0
2
0
47(65.3)
16(22.2)

3~4
0
2
1
0
3(4.2)

5~
3
1
1
1
6(8.3)

합계
44(61.1)
23(31.9)
2(2.8)
3(4.2)
7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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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
전북 지역 대학은 1970년대부터 확대되었다가 2000년부터는 축소되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
이후 전북지역 대학 10개 대학 중 6개 대학에서 행정학과 및 관련 학과가 폐지되었다. 이에 따
라 행정학 관련 학과 교수들도 증가하였다가 다시 감소했다. 행정학 관련 교수의 출신 대학은
매우 다양했다. 학부는 전북대학 출신이 30%정도이고 나머지는 다양하게 분포하였다. 석사는
전북대와 서울대 출신이 각각 20%정도였다. 그리고 전북 지역 행정학 관련 교수는 박사학위를
여러 대학에서 취득하였다. 그 중 서울대와 고려대에서 취득한 비율이 각각 15% 정도였다. 전
북 지역 행정학과 교수는 국내 박사 학위 취득자가 압도적이었다. 그리고 이들은「한국행정학
보」 및 「한국정책학보」에 논문을 발표하는 경향이 낮았다.
Ⅳ. 전북 지역의 행정학자의 연구 경향

1. 시기별「 한국자치행정학보」에 발표한 논문 편수
「한국자치행정학보」는 처음엔 연 1회 「전북행정학회보」라는 명칭으로 발간되었다. 그 시
기가 1985년부터 1996년까지이다. 그리고 1997년부터 2004년까지는 연 2회 발간되었다. 그리고
2005년부터는 전국학술지로서 연 4회 한국자치행정학보로 발간되었다. 전북 지역 행정학과의
상황을 보면 2004년까지는 확장기라 볼 수 있고 2005년부터는 수축기라고 볼 수 있다.
<표 7> 시기별 한국자치행정학보에 발표한 논문 편수
시기
편수(%)
논문편 수/호

1985~ 1996
54(12.3)
4.5

1997~2004
96(21.9)
6.0

2005~2020.6
289(65.8)
7.1

합계
439(100.0)
4.9

198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전북지역 행정학 관련 학자가 「한국자치행정학보」에 발표한
논문 총 편수는 439편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1985부터 1996년에 54편, 1997년부터 2004년까
지 발표한 논문이 96편 그리고 200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발표한 논문이 289편이었다. 전북지
역 학자가 발표한 논문을 호당 편수로 보면 각 시기에 4.5편, 6.0편, 7.1편이었다. 초창기 교수들
보다 후에 취임한 교수들이 더 많은 논문을 발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초창기에는 전북
대, 원광대, 전주대 교수들이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후에는 이들 외에 군산대, 우석대, 호원대 등
의 교수가 논문발표에 가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1998년부터 본격적으로 교수 승진에 논
문업적이 강화된 것도 교수의 논문 발표를 촉진한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우양호·홍미영, 2004:
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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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일반적 경향

1) 연구 대상과 자료 수집 지역

전북 지역 행정학 관련 교수가 한국자치행정학보에 발표한 총 439편의 논문의 연구 대상과
자료수집 지역을 정리한 것이 <표 8>이다.
연구 대상은 전체 중 12.5%가 중앙정부, 31.9%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55.6%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구분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 가운데 전북 지역 행정학 관련 교수는 집
행부를 많이 연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연구대상 가운데 22.3%가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였
다.
연구대상이 중앙정부에도 지방자치단체에도 속하지 않아 구분이 안 되는 연구가 전체의
55.6%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자가 개념이나 모형 또는 정부 정책이나 제도를 연구하는 것으로,
개념적 설명을 한 연구도 있고 자료를 전북 지역에서 얻어 이론 모형을 검증하거나 제도의 실
상을 묘사한 것이다.
<표 8>에서 자료 수집 지역을 보면, 전북지역에 해당하는 것이 35.5%, 기타 지역이 37.8%,
자료 수집이 불필요한 것이 26.7%로 나타났다. 이것을 참고하면, 전북지역 행정학 관련 교수는
전북 지방자치단체 집행부를 연구한 경우가 22.3%이고 이론모형이나 제도 혹은 정책을 전북
지역에 적용한 연구가 12.3%라고 할 수 있다. 연구대상이 중앙정부이면서 자료수집을 전북 지
역에서 한 경우가 3편인데 이것은 전북에 근무하는 경찰이나 국가직인 사서(도서관)를 대상으
로 조사를 전북지역에서 한 경우이다.
<표 8> 연구 대상 분포와 자료수집 지역

자료수집 지역
전북지역
기타 지역
지역 자료불필요 합계
3
43
9
55(12.5)
지역주민 16
3
1
20(4.6)
집행부 69
20
9
98(22.3)
지방자치 의회
3
3
1
7(1.6)
0
0
4(0.9)
단체 시민단체 4
교육청등 7
4
0
11(2.5)
소계
99(22.6)
30(6.8)
11(2.5)
140(31.9)
개념모형 13
19
34
66(15.0)
구분안됨 정책·제도 41
74
63
178(40.6)
소 계 54(12.3)
93(21.2)
97(22.1)
244(55.6)
합계
156(35.5)
166(37.8)
117(26.7)
439(100.0)
우선 연구대상의 분포를 보면, 중앙정부가 55편(12.5%)이고 지방자치단체가 140편(31.9%),
그리고 구분이 안 되는 것이 244(55.6%)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연구는 지역주민, 집
행부, 의회, 시민단체에 대한 연구가 포함된다. 지방과 중앙의 구분이 안 되는 연구는 특정 정책
연구 대상
중앙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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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제도에 대한 연구이거나 개념이나 모형에 대한 연구이다.
이들 연구 가운데 전북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기 위해서 자료수집
지역으로 다시 분류해보았다. <표 8>에 따르면, 438편 가운데 자료수집 지역이 전북인 것이
156편(35.5%), 기타지역이 166편(37.8%), 그리고 자료수집이 불필요한 것이 117편(26.7%)이었다.
전북지역 행정학 관련 교수가 전북 행정에 대해 연구한 논문은 156편으로 35.5%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중앙정부 행정을 연구하는데 전북 지역에서 자료를 수집한 것은 경찰관에 대한 연
구이다. 개념이나 제도 및 정책을 연구하는데 사용된 자료가 전북 지역의 것이라는 것(12.3%)은
개념이나 제도를 전북에 적용해본 연구라고 볼 수 있다. 반대로 개념이나 제도 및 정책을 연구
하는데 자료가 불필요하다는 것(22.1%)은 개념이나 제도 및 정책을 소개하거나 이론적으로 설
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북지역 행정학자는 전북 지역 행정뿐만 아니
라 타 지역 행정도 연구하였다. 이들은 개념 및 이론모형과 제도나 정책을 소개하거나 그것들
을 전북지역에 적용한 연구를 제일 많이 하였다. 둘째, 이들은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에 대한 연
구를 두 번째로 많이 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연구 중 상당 부분은 전북의 자치단체 집행
부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셋째, 전북 지역 행정학자는 경험적 연구를 많이 하였다.

2) 연구 분야

연구 분야를 정리한 것이 <표 9>이다. 총 439편 가운데 정책 분야에 관한 것이 20.7%로 제
일 많고, 그 다음이 지역개발(13.2%), 조직론(8.9%), 효율성(8.9%), 전자정부(8.7%) 순으로 나타
났다. 관료제, 관료, 관료부패(행정부패) 등에 관한 연구(1.8%), 인사(3.9%), 행정 가치, 행정연구
등 행정일반론(3.2%) 등의 분야는 연구가 적었다.
<표 9> 연구 분야 분포

분야 일
반
편 수 14
% 3.2

조
직
39
8.9

3) 자료수집 방법

인
사
17
3.9

재
무
41
9.3

정
책
91
20.7

지
역
개
발
58
13.2

관
료
부
패
8
1.8

행
, 정
혁
신
30
6.8

전
자
정
부
38
8.7

효
율
성
39
8.9

기
타
64
14.6

합
계
439
100.0

전북 지역 행정학 관련 교수는 연구를 위해 자료 수집방법으로 문헌, 통계, 법령집 등에 크게
의존하였다. 전체 439편 가운데 문헌 등에 의존한 연구 편수가 74.8%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
로 많이 의존한 자료수집 방법은 18.5%로 설문서로 나타났다. 복수의 방법을 사용한 연구는
5.7%인데 대개 면접과 설문조사를 함께 사용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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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자료수집 방법

방법
편수
%

문헌·통계집 면접
328
5
74.8
1.1

설문서
81
18.5

복수방법
25
5.7

합계
439
100.0

4) 자료분석 방법

자료분석 방법을 주로 통계적 기법을 사용하는가에 초점을 두어 정리한 것이 <표11>이다.
전체 논문 439편 가운데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지 않은 비통계적 연구가 67.7%로, 단순통계를
사용한 연구가 8.7%, 고급통계를 사용한 연구가 23.6%로 나타났다. 시기별로 나누어 보면, 1985
년부터 2020년 6월까지 통계적 연구보다 비통계적 연구가 더 많다. 다만 1997년부터 2004년까지
는 단순통계를 이용한 분석이 고급통계를 이용한 분석보다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자료 분석 방법

구분
시기
합계

자료분석 방법
비통계
단순통계
1985~1996 41
2
1997~2004 79
10
2005~2020.6 177
26
298(67.7) 38(8.7)

고급통계
11
7
86
104(23.6)

합계
54((12.3)
96(21.9)
289(65.8)
439(100.0)

5) 연구 지향

연구 지향은 전체 439편 가운데 2.5%가 규범적 연구로, 27.1%가 처방적 연구로 그리고 70.4%
가 경험적 연구 및 기타(구분 모호)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시기적으로 비교해도 유사하다. 다
만 1997년부터 2004년까지는 다른 시기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처방적 연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전북 지역 행정학 관련 교수는 전반적으로 규범적 연구에 관심이 적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198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적 처방적 연
구가 2000년대부터 증가한 것은 전국적 경향이기도 하다(권경득, 2006: 635). 한국행정학계에 규범
적 연구가 부족하다는 지적(박순애, 2006: 17) 과 전북의 경향은 궤를 같이하는 것 같다.
<표 12> 연구의 지향

구분
시기
합계

연구지향
규범적
1985~1996 1
1997~2004 5
2005~2020.6 5
11(2.5)

처방적
14
3
68
119(27.1)

경험적 및 기타
39
54
216
309(70.4)

합계
54((12.3)
96(21.9)
289(65.8)
43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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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단독 연구와 공동 연구

전북 지역 행정학과 관련 교수가 발표한 논문은 공동 연구(36.0%)보다는 단독 연구(64.0%)가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표 13>을 보면 시기별로도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1997년부터
는 그 경향이 약화되어 2005년부터 2020년 6월까지의 시기에는 289편 가운데 단독 연구가 164
편으로 56.9%로 나타났다. 점점 공동 연구가 많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13> 단독 연구와 공동 연구의 분포

시기
합계

연구자 수
단독
1985~1996 48(88.9)
1997~2004 70(72.9)
2005~2020.6 165(56.9)
280(64.0)

7) 일반적 연구 경향의 요약

공동
8(11.1)
26(27.1)
124(43.1)
158(36.0)

합계
54((12.3)
96(21.9)
289(65.8)
439(100.0)

198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한국자치행정학보」에 발표된 전북지역 행정학 관련 학자의
논문은 다음과 같은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학보가 1년에 1회 발간된 시가보다, 2회 발간된
시기에 그리고 이 시기보다 1년에 4회 발간된 시기 더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다. 연간 발표 편수
평균으로 볼 때 그러하다. 연구 대상은 정책과 제도에 관한 것이 많아 이런 연구대상은 중앙과
지방 구분이 잘 안 되는 것이 반이 넘었다.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연구한 것 가운데는 집행
부를 대상으로 연구한 것이 많았다. 자료 수집 지역을 고려해보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연구를
전북지역의 자료를 가지고 연구한 것이 전체의 23%정도였다. 그리고 전체 논문의 36% 정도가
전북 지역의 자료를 이용한 것이었다.
논문은 정책과 지역개발 분야의 것이 많았다. 연구의 조사방법은 면접 및 설문 조사 보다 문
헌에 의존한 연구가 많았다. 그리고 비통계적 분석방법을 많이 사용하였다. 연구지향은 규범적
지향이 적었다. 시기에 관계없이 비통계적 분석방법이 많이 이용되었다. 대개의 연구는 단독으
로 이루어졌는데 200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시기에는 공동연구가 전체의 43%나 되었다.
전북 지역 행정학자가 「한국자치행정학보」에 발표한 논문 가운데 정책과 지역개발 분야가
많다는 점 그리고 통계적 방법이 2005년 이후 증가했다는 점은 전국의 연구경향과 비슷하다. 이
들 논문의 64%정도가 전북 이외의 지역에서 자료를 수집했거나 지역의 자료 수집이 불필요했
다는 점에서 전북 지역의 학자가 전북 지역에 초점을 두어 특별히 연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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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대를 대표하는 학자의 연구경향
전북지역에서 행정학을 처음 교육하고 연구한 초기에 교수로 근무했던 분은 조영빈, 이환구,
박기영, 박종주 등이며, 이들로부터 행정학을 배운 분들은 송재복, 정상현, 김영근, 배점모, 전천
운, 안국찬, 이순호, 조승현, 임광현, 서휘석 등이다. 그리고 송재복, 김영근 교수와 12년 정도 차
이가 나는 후배로서 주상현, 이우권, 전영옥 교수 등이 있다. 물론, 전형원, 신무섭, 이원규, 김재
관, 오세홍, 원한식, 박동석, 강용기, 박상주 교수 처럼 전북 이외에서 교육을 받고 전북 지역에
자리를 잡은 분들도 있다. 197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를 3 시기로 나눈다면 제1 시기에는 조영
빈, 박종주, 박기영 교수가 대표적인 학자가 될 것이다. 제2시기나 제3시기에는 많은 학자가 있
어서 어느 분이 대표적인가 구분이 쉽지 않다. 이러한 이유에서 뒤에서 업적이 많은 교수를 중
심으로 연구를 소개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조영빈, 박종주, 박기영 교수의 연구를 소개한다.

1) 조영빈 교수의 연구

조영빈 교수는 1946년 서울대에 입학해서 1952년 정치학과를 졸업하였다. 앞에서 소개한 바
있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동서 교수도 1946년 서울대에 입학했다. 예과에서 이들은 동기였
다. 조영빈교수는 1956년 전북대 교수가 되었다. 처음에는 정치학과 교수였다. 1973년 행정학과
가 설치되자 그는 정치학과에서 행정학과로 자리를 옮겼다. 조영빈 교수는 1973년에 정치학 석
사, 1975년에 정치학 박사학위를 전북대학교에서 취득하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조영빈 교수가
쓴 총 15편의 논문 가운데 11편이 정치학 논문이었다(이산 조영빈박사 정년기념문집간행위원회,
1995). 나머지 4편만이 행정학 논문이다. 정치학 분야로는 정당, 근대화, 사회이동, 정치변동, 엘
리트에 관한 논문이 있고 행정학 분야로는 조직구조, 조직과 환경과의 관계, 조직변화 등에 관
한 것이 있다. 이들 연구 가운데 조영빈 교수 스스로 4편의 논문을 선정하여 정년기념문집에 실
었다. “사회이동과 정치변동에 관한 연구, 조직의 크기, 조직의 복잡성과 조직구조와의 관계, 한
국의 입법엘리트에 관한 연구, 조직과 환경의 관계, 조직의 변화” 등이 그것이다. 조영빈 교수의
연구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60년과 70년대에는 정치적 변동 및 발전에 관한 연구를 하였으며 1980년대에는 정치
엘리트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리고 1990년대에는 조직구조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였다.
둘째, 해당 분야 주요 학자의 연구를 충실히 정리하였다.
셋째, 한국 행정학 1세대가 그러했던 것과 같이 미국의 이론을 소개하였다.

2) 박종주 교수의 연구

박종주 교수는 서울대 농대를 졸업하고 1970년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입학했다. 1972년 서울
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그리고 1986년에 서울대에서 행정학박사 학
위를 취득하였다. 석사 때는 한국농촌지역 발전에 관심을 두었고 박사 때는 한국의 근대화와 코
포라티즘에 관심이 있었다. 박 교수는 1978년 원광대 행정학과 교수가 되었으며 익산지역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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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원불교 종교 활동에 열심이었다.
박 교수는 한국행정학보에 1편 그리고 한국자치행정학보에 4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조직의
성장단계와 개혁 전략관계분석(1980), 권위주의체제하에서의 정부-기업관계분석(1987), 비영리
조직에 있어서 팀형 조직구조의 효과적 적용방안(1998),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혁신체계 구축방
안(2004), 사회자본형성을 위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제고방안(2005) 등이 그것이다.
박 교수 연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및 익산 지역의 문제를 다루었다.
둘째, 조직의 성장단계, 임파워먼트, 사회 자본 등과 같이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현상을 설
명해보려 했다.
셋째,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실태를 파악하였다.

3) 박기영 교수의 연구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71년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입학했다. 1973년 행정대학원
을 졸업하고 1975년에 전북대학교 법정대 행정학과 교수가 되었다. 그는 전남대학에서 1990년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박기영, 2010: 290). 박 교수는 한국행정학보와 한국정책학보에 각각 3편,
그리고 한국자치행정학보에 5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신도시개발전략 및 모형설정에 관한 연
구(1982), 자치여건과 지방정부의 자치능력(1985), 우리나라 인력정책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
구(1991), 한국인력정책과 ‘95년 교육개혁(1995), 한국정당의 정책결정행태연구(1987), 인적자원
관리정책 운용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2008), 인적자원관리 정책 모형의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2010), 국가발전과 인력정책의 합리적 운용에 관한 연구(2003) 등이 그것이다. 박 교수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연구 관심이 도시개발, 지방자치, 인력정책 등으로 변화하였으나 인력정책에 대한 연구
가 가장 많다.
둘째, 이론적 논의를 통해서 분석체계를 제시한다. 그리고 그 분석체계에 따라서 실태를 분
석한다.
셋째, 특히 인력정책의 내용과 전개과정의 개발에 기여하였다.

4. 연구업적이 많은 학자의 연구경향
「한국행정학보」와 「한국정책학보」 그리고 「한국자치행정학보」에 발표한 총 논문 편
수를 업적 기준으로 전북 지역 72명의 학자 가운데 업적이 많은 4명을 선정하면 다음과 같다.
주상현(2+2+37=41), 유금록(10+13+15=38), 김길수(0+3+23=26), 임광현(0+2+23=25) 순이다. 양적
으로 볼 때 이러하다.4) 이들 연구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4)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를 기준으로 하면 순위가 변경된다. KCI는 2004년부터 모든 등재 및 등재후
보 학술지를 대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있다. KCI에 따를 때 유금록 교수 66편, 주상현 교수 60편, 김
길수 교수 31편, 임광현교수 29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주대 오재록 교수 35편이다. 이와 같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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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금록교수

유 교수는 1991년 서울대에서 행정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논문 제목은 “정치적 경기순환
론에 의한 불균형예산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이다. 그는 1990년 전후 초창기에는 세출정책,
조세정책, 통화정책 등의 결정요인, 정치적 예산순환, 지방재정교부금의 정치경제 등을 연구하
였다. 그 정점이 Public Choice에 발표한 Intervention Analysis of Electoral Tax Cycle이다. 이
논문은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가 SSCI 국제학술지인 Public Choice에 게재한 첫 사례이다(뉴스
메이커, 2020. 9. 6). 그후 그는 공공부문의 효율성, 생산성, 기술격차 분석과 제도와 거버넌스의
영향 등에 관한 연구를 계속해왔다. 유 교수 연구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선행 연구를 충실히 한 후 그 한계를 극복하는 연구 방안을 찾는다.
둘째, 계속적으로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초효율성모형을 이용한 시계열분석(2009), 확률생산
변경함수모형(2001), 비방사적 자료포락모형(2011), 부트스트랩 비방사적 자료포락분석(2014), 부
트스트랩 비방사적 전역 암퀴스트 생산지수(2018) 등이 그것이다.
셋째, 고급 계량경제학 모형을 설정하고 그것에 의한 자료분석을 하였다.
넷째, 연구 대상이 한국의 지방정부, 지방공기업에서부터 OECD 국가의 정책까지 다양하였
다. 그러나 연구 주제는 성과평가 및 효율성 분석에 집중되었다.

2) 임광현교수

임 교수는 1991년 한국외국어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학위논문 제목은 “공무원 퇴직연
금급여유형 선택에 관한 연구-행동결정요인과 선택행동간의 인과관계분석”이다. 그는 주로 전
자정부에 관한 연구를 꾸준히 하였다. 전자민원서비스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2008),
e-Governance 실현을 위한 전자민주주의 가능성과 한계에 관한 연구(2006), 전자정부 추진상
문제점과 정부지식관리시스템 성공전략(2005), 전자정부 구현과 행정개혁(2004), 지역정보화에
따른 정부격차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2002), 소비자 중심의 정보정책에 관한 연구(2001), 정보화
사업의 문제점 및 바람직한 추진방향(2000) 등이 그것을 보여준다. 임 교수는 연구가 전자정부
에 집중되어 있고 처방적 지향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3) 김길수 교수

김 교수는 동국대에서 1996년 박사학위를 받았다. 학위논문 제목은 “정책대상집단의 정책수
용과 저항에 관한 연구-핵폐기물 처리장의 입지사례를 중심으로”이다.
김 교수는 정책대상집단의 정책수용과 저항에 대해서 그리고 핵폐기물 처리장의 입지와 관
련해서 박사학위 논문에서는 안면도, 청하, 울진, 굴업도를 대상으로 하였고 그후 부안을 대상으
떤 논문을 기준으로 했느냐에 따라 순위는 바뀔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행정학계에서 한국행정
학보와 한국정책학보가 중요한 학술지라고 보았다. 또 단독 연구와 공동 연구를 고려해서 순위를 분
석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단독 연구와 공동 연구를 구분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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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 연구를 했다. 그는 신고리 원자력 5, 6호기 공론조사 사례연구(2018), 원자력발전에 대한
정책논증(2017), 원자력정책 공동체의 참여자(2016), 원자력안전 규제정책의 변동(2016), 원자력
안전규제체제의 독립성(2015), 폐기물처리의 공동생산(2000) 등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주제를
많이 다루었다. 또 한편으로 김 교수는 갈등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하였다. 전주완주통합(2014),
부대이전을 둘러싼 갈등(2013), 지방정부간 갈등(2009), 새만금사업의 환경갈등(2007) 등 다양한
사례를 다루었다. 김 교수 연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주완주 통합, 새만금 환경갈등, 군부대 이전 등 전북지역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하
였다.
둘째, 사례연구를 통한 기술적(記述的) 연구가 많았다.
셋째, 비통계적 분석을 이용한 연구가 많았다.

4) 주상현 교수

주 교수는 전북대에서 2000년에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박사학위논문 제목은 “지방정부간 정
책갈등 연구”이다. 그는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주 교수는 학위논문 작성 전후로 갈등에 대해서 꾸준히 연구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간 갈등과
관계정립방안(1998), 지방정부간 정책갈등분석과 관리전략(2000), 지방정부간 정책갈등 분석시각
(2001), 지역사회 갈등구조의 분석과 함의(2011), 공공갈등 발생요인과 갈등관리 방안(2016) 등
이 그것이다. 주 교수는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연구도 하였다. 참여복지의 주요 내용과 정책과제
(2003), 중년층의 실버타운 입주의사(2004), 지역성장을 위한 실버타운 발전전략(2005), 지방정부
사회복지 행정체계의 현황과 변화 방향(2006), 지방정부 지역복지정책 평가(2007), 지방정부 노
인복지(2008), 지방공공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과 발전방안(2009), 농촌 노인돌봄의 한계와
새로운 정책 방향(2018) 등이 그것이다. 주 교수의 연구 특징은 공동연구를 한다는 점이다. 전체
41편의 논문 가운데 23편이 공동 연구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업적이 많은 학자의 공통적인 연구경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관리의 능률화와
효율화에 연구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많다. 운영 효율성(유금록, 2011), 갈등의 최소화(김길수,
2007), 참여의 확대(임광현, 2013) 등이 대표적이다.5) 둘째, 전북에서 발생한 현상을 연구하는
경우, 그것의 특수성을 탐구하는 연구보다 이론 적용의 한 사례로 전북에서 발생한 현상을 연구
하는 경향이 많다. 셋째, 위의 두 가지 경향에서 도출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연구자들은 전북
지역의 행정에 대한 연구를 특별히 강조하기보다는 한국 행정 전반에 대해서 연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 것이다.

5. 규범적 연구
앞의 <표 12>에서 볼 수 있듯이 전북 지역의 학자는 규범적 연구를 적게 하였다. 규범적 연
5) 참고주는 모두 한국자치행정학보를 인용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한국자치행정학보의 논문은 너무 많아
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참고문헌에서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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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는 김귀곤 교수의 행정의 인간화 방안(1994), 오세홍· 원한식 교수의 행정학의 정체성을 위
한 전제로서 행정의 본질(1995), 신환철 교수의 인간적인 조직의 모색(1996), 강용기 교수의 자
기관리적 시민참여론의 개념틀 정립을 위한 시론적 연구(2008), 신무섭 교수의 전북의 발전과
시민적 공공성(2015) 등이 있다.
김귀곤 교수는 관료주의와 능률본위 행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행정의 인간화를 추구해야 한
다고 하였다. 그는 행정의 인간화를 “내적으로는 행정인의 자기발전과 공직윤리를 제고하고 외
적으로는 행정에 대한 국민과의 거리감을 좁히고 신뢰와 기대를 증진시킴으로써 국민참여와 민
주행정의 발전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효과적이고 발전적인 성과를 얻으려는 노력”이라고 하였
다(김귀곤, 1995: 7). 그는 한국 행정의 관료주의와 불신을 행정의 인간화의 걸림돌로 보았다.
오세홍· 원한식 교수는 행정은 무엇이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검토하였다. 이들은 행정을 정
부 활동의 일환으로 공무원의 협동적 활동으로 보았고 “행정학이 하나의 독립된 학문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고유한 연구대상과 함께 고유한 연구방법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행정의 내용과
과정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오세홍· 원한식, 1995: 17).
신환철 교수는 1995년 8월 전남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논문 제목은 “인간성 회복을
위한 조직구상 - 비판적 행정이론이다. 이 학위논문에서 인간성 회복을 위한 개인적 차원과 구
조적 차원을 논하였다. 「한국자치행정학보」에 발표된 ”인간적 조직의 모색 - 개인적 차원의
관료제 개혁(1996)“은 박사학위 논문의 제7장에 해당한다. 그는 인간적 조직을 모색하는 개인적
차원의 실천 전략으로 주체의식의 개발, 공동체 의식의 확립, 자기-성찰과 실천의 계속 등을 제
안하였다(신환철, 1996). R. B. Denhardt 등의 비판적 행정이론에 기초한 논문이다.
강용기 교수는 “자기관리적 시민참여의 개념틀 정립을 위한 시론적 연구(2008)”에서 시민참
여를 통제적 시민참여, 협력적 시민참여 그리고 자기관리적 시민참여로 구분하여 그 개념과 사
례를 설명하였다. 자기관리적 시민참여는 “시민이 스스로 통제하고 시민이 스스로 조직하고 시
민이 스스로 재정을 조달하는 시민이 중심이고 주체가 되는 시민참여로, 정부없는 시민참여, 순
전히 시민이 중심인 시민참여를 의미한다”(강용기, 2008: 147). 강 교수는 자기관리적 시민참여
의 대표적 예로 전주시 완산칠봉 습지보존운동을 보여주었다. 강 교수는 자기관리적 시민참여가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시민참여의 본래적 원형을 회복시켜줄 것”으로 기대하였다.
신무섭 교수는 전북의 발전을 위하여 시민적 공공성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신무섭: 2015).
그는 개인에게 사적인 면이 있고 동시에 공적인 면이 있는데 공적인 면을 강조할 때 시민적 공
공성이란 말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시민적 공공성의 요소로는 공동체에 대한 기여와 봉
사, 개인의 필수적인 생활조건(인간의 존엄, 약자의 보호 등), 준법, 참여, 공정, 관용, 소통 등의
민주주의를 제시하였다.
위의 규범적 지향 논문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즉 인간적인 행정 추구, 관료제의 극
복, 행정의 본질 탐구, 시민의 참여, 전북 발전 등을 위하여, 연구자들은 공직윤리(김귀곤, 1995:
23), 공익(오세홍· 원한식, 1995: 17), 공동체(신환철, 1996: 11; 강용기, 2008: 150; 신무섭, 2015:
22) 등을 강조한 것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공공성이나 시민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꾸준히 나타났다. 전준구 교수는 고객지향적 행정을 이념적 그리고 실천적 측면에서 비판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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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직이 지녀야만 할 공공성 등을” 강조하였다(전준구, 2000: 166). 또 김종후 교수는 시민
성 제고가 지방정부의 사명이라고 보고 적극적 시민성 육성방안을 제시하였다(김종후, 2009).

6. 요약과 논의
지금까지 본고는 1973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기간에 전북 지역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
한 적이 있는 행정학자 72명의 소속 기관, 교육배경, 학술논문발표 활동 그리고 이들이 「한국
자치행정학보」에 발표한 논문 439편의 연구경향을 살펴보았다.
전북 지역에 있던 10개 대학 가운데 5개 대학에 행정학과 및 관련 학과가 없어지고 2개 대학
이 폐교되었고 또 1개 대학이 폐교 상태에 있다. 이런 환경에서 행정학자가 연구를 활발히 하기
는 어려울 것이다. 전북 지역의 행정학자는 다양한 대학에서 행정학을 배웠고 국내 박사학위자
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53% 정도가 「한국행정학보」나 「한국정책
학보」에 1회 이상 논문을 발표하였다.
전북 지역 행정학자가 198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한국자치행정학보」에 발표한 논문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통계분석을 통해 일반적인 연구경향을 살펴볼 때, 전북 지역 행정
학자의 연구경향은 전국의 그것과 유사하였다. 양적 연구가 증가하였고 정책에 대한 연구가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북 지역의 학자는 문헌 및 통계집에 의존해서 연구를 많이 하였
다. 전북 지역의 행정학자는 전북 행정만이 아니라 타 지역 행정을 연구하였다. 전체 연구 가운
데 전북 행정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창기 학자 중 대표적인 학자 3분의 연구경향을 살펴보았다. 이들 초창기 학
자들은 학부에서 행정학을 전공한 분이 아니며 교과과정 개발 등 학과 설치에 몰두하여 발표한
논문은 많지 않았다. 또 본 연구에서는 논문을 많이 발표한 학자들의 연구 경향을 정리하였다.
이들은 다양한 분야에 많은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들 학자는 실증적· 경험적 연구, 처방적 연구,
사례연구, 공동연구 등을 하는 각각의 특성을 보였다. 이들은 전북 지역의 행정을 연구했으나
전북 행정의 특이사항을 발견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론의 적용을 전북 지역의 행정에 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끝으로 전북 지역의 학자는 규범적 연구를 적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위의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몇 가지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북 지역 행정학자가 특별히 전북 지역의 행정을 보다 많이 연구해야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앞의 <표 8>을 참고하면, 전체 논문의 23% 정도가 전북의 자료를 이용한 지방자치단체
에 관한 연구이었고, 전체 논문의 36% 정도가 전북 지역의 자료를 이용한 것이었다. 여기서 두
가지 점이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나는 전북 지역 행정학자는 전북 행정을 더 많이 연구해
야 하는가? 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전북 지역 행정이 중앙정부의 행정 또는 다른 지역의 행정과
어떻게 다른가하는 점을 더 많이 연구해야 하는가? 이다. 이에 대해서 쉽게 답을 내놓기 힘들지
만 전북 지역의 행정학자의 존재 의미를 반추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둘째, 전북 지역의 행정학 연구 환경을 1973년과 2020년을 비교하면 2020년이 더 좋다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초창기 행정학자는 행정학과를 설치 운영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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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한 교수가 여러 교과 과목을 담당하여 교재개발과 수업이 교수에게 큰 부담이 되었
다. 이에 비하면 요즘 교수는 과거에 비해 담당 수업시간이 많지 않다. 그러나 교수업적 평가
등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다. 1994년 이후 한국 대학에서 연구업적이 교수 인사 평가에 반영되
기 시작하였고 1996년에는 학술지 평가제가 도입되었다(우양호·홍미영, 2004: 78). 이에 따라 전
북 지역 행정학자들은 지역학회지, 「전북행정학보」를 1997년에는 연 2회 발행하기로 했고
2005년에는 「한국자치행정학보」로 개칭하여 연 4회 발간하기로 했다(한국자치행정학회,
2005). 지역학회지를 전국 학회지로 개편하고 발행횟수를 증대시켰다. 한편 2010년 전후로 전북
지역 일부 사립대학 행정학과가 폐지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연구 여건 속에서 전북 지역 행정
학자가 생존을 넘어서 연구의 의미를 찾아서 활동하는 것이 가능할까? 이들은 학문과 삶이 서
로 연결되어 있다는 주장(강명구, 2008: 451-452)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논문 쓰기를 그
만 둔 학자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셋째, 연구업적이 많은 학자의 연구가 다른 학자에게 모범이 되는 것인가? 이들이 연구한 주
제, 이들이 사용한 연구방법, 이들이 보여준 논문 작성 방법 등이 다른 이에게 모범이 되는가?
그렇다고 긍정적으로 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중 3분은 전국학회의 회장을 역임하였고 한 분
은 외국 저명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적어도 이들은 전국적인 학회에서 활발한 활
동을 하였다. 반면에 아니다 라고 부정적으로 답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제일
먼저 할 일은 「한국자치행정학보」의 논문 심사 방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할 것이다. 왜냐
면, 이들의 연구업적에서 한국자치학회보에 게재한 논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넷째, 전북 지역 행정학자는 경험적 자료를 가지고 이론을 검증하고 정책과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경험적 연구와 처방적 연구를 많이 하였다. 그러나 규범적 연구는 거의 없
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비판이론(critical theory)에 의존한 연구도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비
판행정이론은 ... 현존하는 체제가 모순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함부터 시정할 수 있는 담
론이 먼저 이루어져야만 올바른 해석과 설명이 가능하리라는 주장을 담고 있는 것이다. 외형적
인 현상은 규칙의 작용으로 나타난 것이고 규칙은 더 깊게 자리 잡은 생활양식이나 역사적 영
향의 결과라고 한다면 이러한 규칙과 생활양식상의 모순이나 왜곡부터 바로잡아야만 외형적 현
상도 시정될 수 있는 것이다.”(강신택, 2005: 260). 이러한 관점에서 전북 지역의 행정을 개선하
기 위해서 규범적 연구도 필요하고 정책이나 제도를 범사회적 차원에서 혹은 거시적 수준에서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현재 전북도청은 인사혁신, 일자리 창출, 아기낳기 좋은 세
상 만들기 등 많은 분야에서 대통령상, 장관상 등을 수상할 정도로 능률적이고 효과적이지만(전
라북도, 2018) 전북 지역의 현실은 인구가 감소하고 청년을 위한 일자리가 적다는 것이 아닌
가?(전북일보, 2019. 12. 29) 이런 전북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능률적인 행정, 효과적인 행정
을 위한 경험적 연구나 처방적 연구도 중요하지만 ‘공공가치를 실현하는 좋은 행정’(박재완,
2016)을 위한 규범적 연구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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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전북 지역에는 1973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대학과 연구소에 70 여명의 행정학자가 연구
및 교육을 본업으로 하였다. 초창기 학자는 지역에 행정학과를 설립하고 발전시켰다. 이들은 학
부에서 행정학을 전공하지 않았다. 지역에 대학이 확대되는데 따라 행정학과도 증설되었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 대학이 축소되기 시작하자 몇 개 대학에서 행정학과가 폐지되었다. 행정학자
의 연구 여건이 악화되었다. 그러는 와중에도 전북 지역 행정학자는「한국자치행정학보」를 중
심으로 198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400 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들의 경향은 전국의
그것과 대개 유사하였다. 정책에 대한 연구와 양적 연구가 증가하였고 처방적 연구 많다는 의미
에서 그러하다. 본고에서는 초창기 학자와 업적이 많은 학자의 연구경향을 간략하게 살펴보았
다. 전북 지역 행정학자는 규범적 연구를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에 기초하여
본고는 전북 지역 행정학자의 존재 의미, 학문과 삶의 조화, 연구업적이 많은 행정학자에 대한
재조명, 공공가치를 실현하는 좋은 행정을 위한 규범적 연구의 활성화 등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전북 지역의 행정학자의 활동을 기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전북 지역 행
정학자의 활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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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전북 지역의행정학자(1973년 3월~ 2020년 6월)

기관 이름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전주대학교

군산대학교
우석대학교
호원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
서해대학교
서남대학교
전북발전연구원

학자 이름(총 72명)

조영빈, 박기영, 신무섭, 신환철, 이원규, 강인재, 김영근, 안국찬, 조승현, 주상현,
김경아, 정준호, 조기웅, 김길수(14명)
박종주, 김귀곤, 신경훈, 김재관, 임광현, 서휘석, 정현욱, 박민정(8명)
김천봉, 차용준, 박동수, 오세홍, 원한식, 임성진, 오재록, 전대성, 박동석, 최병일,
전준구, 황기철, 전진석, 최예나(14명)
이환구, 김영재, 전형원, 김종후, 유금록, 황영호, 황성원, 전영옥, 김은지유영현
(10명)
정상현, 이병렬, 신은식, 박상주, 함우식, 박종순, 송정호(7명)
배점모, 송재복, 전천운, 강태구, 김연희(5명)
최인호, 김경주(2명)
이정희, 신재원, 이순호, 배석진(4명)
강용기, 김상호, 전정환, 박성원, 김택수, 이우권. (주상현) (6명)
이동기, 김이수(2명)

*출처: 원광대학교(1987: 1177), 전주우석대학(1989: 279), 군산대학교(2007: 177).한국대학신문(1996: 311, 613, 716),
** 전주대학 초기에 행정학과에서 강의를 하셨던 태기표, 이성구, 황갑손 교수 등은 본 연구에서 제외되었음.

Who Studied What and How in the Field of Public Administration in
Jeonbuk Province?
Shin, Moo-Sup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search trend in public administration in
Jeonbuk Province from March 1973 to June 2020, focusing on who the researchers were,
what subject matters they were interested in and what methodology they adopted. The data
for the study were collected from the interviews and e-mail exchanges with the faculty
members in the Departments of Public Administration in Jeonbuk Province, the website of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ve
Studies and the Ten Year History of JeonJu Wooseok University. The data collection took
place from January to October 2020. The study showed that the researchers in public
administration in Jeonbuk Province graduated from various colleges and graduate schools.
Most of them got their doctoral degree from the universities in Korea. They did not publish
their research papers in major Journals such as the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and the Korean Policy Studies Review. Their research interests were generally in line with
the national trend, which was increasingly focused on policy issues, quantitative study and
prescriptive outcomes. The findings further indicated that the researchers in Jeonbuk
Province were less interested in normative study. Based on these findings, the paper
discussed the meaning of studying public administration in Jeonbuk Province, the harmony
between studying and living, and re-examination of the contribution of scholars with many
research achievements and the revitalization of normative research in public administration
to realize public values.
[Key Words: Public Administration Scholars in Jeonbuk Province, Research Trend in Public
Administration, Jeonbuk Provinc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