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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사회문제의 복잡 · 다각화로 인해 그것올 해결하는데 필요한 공무원들의 전

문능력이 정접 더 많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은 공무원들의 전문능력을 제고시

킬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행정학 교육 개편을 다루었다. 먼저 공무원들의 전문

능력 제고에 대한 기존의 찬 · 반 견해들을 검토하여 왜 공무원들올 전문화시켜

도 큰 문제가 없는지 밝혔다- 그리고 공무원들과 잠재적 공무원 후보들인 행정학

과 학생들의 전문성 정도를 논의하기 위해 의사들과 의학교육을 비교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정부조직과 병원조직은 조직규모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관리중심부서

와 기능중심의 부서로 구분된다는 공통접올 갖고 있고， 의사는 전형적인 전문가

로 인정받는다는 점에서 비교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의학교육과 행정학과의 교육

올 ‘학과목-실무’ 일치정도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의학교육의 일치도가 행정학

교육의 일치도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학 분야만 보면 연세대 • 성균관대

가 서울대 · 고려대보다 상대적으로 일치도가 높아， 후자들이 좀더 이론적 교육올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행정학 교육과 실무의 일치도를 제고하여 궁극적으

로 공무왼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표준교과과정 • 교수방법 • 대학원 수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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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교육 둥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대안들을 시론적으로 논의하였다 영미에서

단초가 제시된 아이디어를 확장한 논문이지만 관련 주제들을 논의할 때 새로운

발상올 자극하기를 소망한다.

I주제어 : 전문성， 행정학교육， 의학， 비교】

1. 서 론

사회문제의 복잡성 증가로 문제해결에 점점 더 체계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

이 요구되고 있다. 예를 들어 화재진압의 경우 고위험 화학물질과 관련한 화재의

경우에는 이전과 달리 관련 전문지식을 겸비한 소방인원들에 의한 진압이 요구되

고 있다.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법에는 크게 기존의 공무원을 훈련을 통하여

전문가로 육성하는 것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 두 가지

가 있을 것이다. 기존 공무원을 전문가로 육성하기 위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

지만，1)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공무원들의 국비 해외훈련일 것이다. 정부는

1977년부터 1999년까지 6월 미만의 단기훈련으로 7，375명 l년에서 2년 6월 미만의

장기훈련으로 2，709명 에 게 해외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였다{권해수， 2001: 46). 하지

만， 수십만이나 되는 공무원들에게 추가적인 훈련을 제공하여 전문가로 육성하는

데에는 막대한 재원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방법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미 전문성을 갖춘 인원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실의 인사행정도 이쪽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어 중앙인사위원회는 행정고시 선발인원을 줄이고 대신 박사학위 소지자

들을 5급으로 채용하는 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같은 맥락에서 과잉능력화

(overqualifi벼) 문제가 우려될 정도로 9급 공무원 시험에 고학력자들이 대거 웅시하

는 둥 공무원들의 평균적인 학력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2)

1)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존의 국내연구들을 보면 진재구(1993)는 임용

체계개선을 주장하였고， 서원석 · 김상헌(2001)은 순환보직제도 •보수체계 · 연공서열
위주의 승진 둥의 문제를 지적하였고， 이종수(2002)는 경력발전제도를 분석하는 둥 주

로 임용단계 이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한 인상이 강하다 반면에 행정학 교육을

통한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편이었디{이기주 · 임
재현， 1996; 이기주 · 윤주명， 1997).





















































Abstract

An Exploration on the Revamp of Public Administration

Education to Enhance Professionalism

A Comparative Study with Medical Education

Tae-Soo Ha

Public administrators are increasingly required to get professional knowledge to handle

the diversification and complexity of modern social problems. This research deals with the

revamp the public administration education in an effort to enhance their professional

capability. Above all, it examines the existing pro/con standpoints on the professionalization

of civil servants and adduces the reasons why there would be no serious problems in case

of professionalization. And it selects medical doctors and medical education as a comparative

object to analyze the degree of professionalization of public servants and public

administration education. Although the organization of the government and general hospitals

are different in size, they are similar in the face that they are classified into two sectors

i.e. management and functional divisions. In addition, the doctors are usually accepted as

typical professionals. As a result of analysis, it is turned out that medical education is

higher than public administration education in the ratio of correspondence between curricula

and practice, With reference to the public administration education Yonsei and

Sunkyunkwan Universities are higher than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Korea University

in the ratio, and thus the latter two universities seem to provide theory-oriented education.

This paper experimentally discusses several alternatives such as standard curricula, education

methods, and postgraduate-level education. Though it is an extended version of the existing

Anglo-American ideas, this paper is hopefully expected to pique new id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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