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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과

# 교육목표

•올바른 가치관과 교양을 갖춘 비전 있는 국가인적자원 육성

•행정현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평가할 수 있는 행정 전문가 육성

•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 국회정책비서, 지방의회, 경찰·소방 등 

공공부문에 종사할 인재 육성

진로 및 취업

학과소개

학과교수소개

교과과정

입/학/상/담

■학과장ㅣ전광섭 교수 (062) 940-5245
  •E–mail : 2005134@honam.ac.kr

■입학담당ㅣ김유정 교수 (062) 940-5238
  •E-mail : elimer@honam.ac.kr

■학과사무실ㅣ조교 (062) 940-5198

■멘토-멘티(Mentor-Mentee)시스템

-   신입생과 선배 간에 멘토와 멘티를 지정하여 입학 시부터 대학 

생활 전반과 학업, 수강, 대인관계, 진로 등에 관해 조언을 구하여 

도움을 주고받고, 선후배 간의 끈끈한 유대감과 학과의 소속감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행정학과만의 특화된 프로그램

■공무원 준비반(스터디팀)

-   구성 : 입시고사를 통해서 일반 행정직, 검찰직, 소방직, 경찰직 등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우수 학생들을 선발

-   특징 : 호남대학교(HRD센터) 차원에서 장학금 및 교육프로그램 

등 전폭적  지원

-   활동내용 : 모의고사 성적 우수자 장학금 지급, 모든 학생에게 

온라인 강좌 ID제공, 기타 공무원 준비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지원, 

기숙사(면학관 예정) 파격적인 지원

■공기업 취업 특공대

-   구성 : 취업진로검사 등을 통해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취업 역량 강화 스터디 팀

-   특징 : 호남대학교 JOB Young Plaza 및 인력개발센터(HRD센터) 

등의 취업상담 및 진로지도 프로그램에 우선 교육대상으로 선발

-   활동내용 : 취업과 진로, 취업캠프, 면접 컨설팅 등의 HRD센터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특히 공기업을 준비하는 

행정학과 학생들의 취업 역량 강화 특화프로그램으로 경쟁력 강화

■행정학과 특성화 비교과 프로그램

-   학술제(4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역사깊은 학술제) : 학생들이 팀 

프로젝트를 통해 직접 국가 및 지방정부의 정책 현안에 대해 조사 

및 연구하여 발표하는 행사

-   지방의회 견학, 지방자치단체 견학, 공기업 탐방 등 : 행정 실무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이론과 실무를 고루 접함으로써 학업 

성취를 향상시킬 수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

1학년

행정학개론Ⅰ·Ⅱ, 공무원 영어 초급·중급, 

빅데이터와 통계(AI), 컴퓨터적사고, 사고와표현, 

대학생활과전공이해, 인성함양과진로탐색

2학년

행정조직론, 재무행정론, 조사방법론, 

발전행정론, 정책론, 규제행정론,

인간과 사회, 진로설계

3학년

지방행정론, 리더십, 인사행정론, 

행정법총론, 행정법각론, 도시행정론,

창의적문제해결, 재능나눔봉사, 역량개발

4학년
스튜디오Ⅰ·Ⅱ, 정책분석평가론, 

캡스톤디자인Ⅰ·Ⅱ, AI와 한국행정의 미래

■졸업 후 진로

-   행정공무원 (5급, 7급, 9급) : 중앙정부, 지방 행정기관(시청, 도청, 

시·군 자치 구청 등), 시·도 교육청, 선거관리 위원회, 소방직, 

경찰직, 국회 사무처 행정직, 국회의원 보좌관 등

-   공공기관(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한국전력, KT,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297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등

- 민간기업 : 대기업, 중소기업, 언론사, 금융 및 증권기관의 행정관리직 등

- 교수 및 연구원 :   대학원 진학 후 대학교수, 각종 국책 연구원, 

   민간 연구원,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등

■관련 자격증

행정사, 변리사, 관세사, 세무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정책분석평가사, 사회조사분석사, 공인행정관리사, 

정보처리기능사 등

성  명 전공과목 연락처

전광섭 교수
(前 한국거버넌스학회장)

지방행정론, 
행정학개론, 도시행정론

(062) 940-5245

김한배 교수
(前 대학원장)

재무행정론, 발전행정론 (062) 940-5242

김유정 교수
(변호사)

행정법, 규제행정론 (062) 940-5238

김형석 교수
(前 통일부차관)

북한행정론 khspark@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