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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선거전략 신기현 한국학술정보 2003-06-30 9788953406971 352.14 行政学

2 한국 경찰사 이현희 한국학술정보 2004-08-31 9788953419438 353.3609 行政学

3 한국의 과거제도 이성무 한국학술정보 2004-09-30 9788953420373 352.65 行政学

4 핵심 정책학강의 김성제 한국학술정보 2005-11-01 9788953440784 352.3 行政学

5 지속 가능한 성장관리형 도시재생의 전략 형시영 한국학술정보 2006-01-02 9788953441729 352.16 行政学

6 경찰연구 방법론 한기민, 김구 한국학술정보 2006-03-07 9788953447585 353.36 行政学

7 공공서비스 민간위탁의 이론과 실제 황혜신 한국학술정보 2006-05-15 9788953450141 352.7 行政学

8 공무원과 노동인권 김재기 한국학술정보 2006-05-20 9788953450240 352.6 行政学

9 정보기술(IT) 투자효과의 측정과 평가 한승환 한국학술정보 2006-05-30 9788953451469 351.0285 行政学

10 행정구역 개편과 시군통합의 효과 최락인 한국학술정보 2006-06-20 9788953451964 352.14 行政学

11 민관 협력의 거버넌스 오수길 한국학술정보 2006-06-30 9788953452169 352.14 行政学

12 지방정치와 엘리트 & 시민사회단체 & 주민참여 지충남 한국학술정보 2006-12-11 9788953460980 352.14 行政学

13 행정정책기획론 한만봉 한국학술정보 2007-01-02 9788953461864 352.34 行政学

14 대도시정부의 국제교류 실태와 활성화 방안 박용래 한국학술정보 2007-02-01 9788953463721 352.14 行政学

15 사례별로 본 미국의 지방행정 박용래 한국학술정보 2007-04-10 9788953465534 352.140973 行政学

16 한국의 관료제 권력구조 오재록 한국학술정보 2007-04-10 9788953465596 352.2 行政学

17 공직윤리와 청백리사상 김택 한국학술정보 2007-04-20 9788953466012 352.6 行政学

18 한국여성의 정책결정직 대표성 증진에 관한 연구 김혜영 한국학술정보 2007-06-15 9788953468856 352.6082 行政学

19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평가 조은경 한국학술정보 2007-06-25 9788953444430 352.7 行政学

20 정부 패러다임적 정책결정과정 서상원 한국학술정보 2007-06-30 9788953468610 352.3 行政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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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경찰활동과 인권 김수원 한국학술정보 2007-07-10 9788953469891 353.36 行政学

22 옴부즈맨과 인권 下 법원, 변호사 그리고 군대 문성호 한국학술정보 2007-08-10 9788953471276 352.88 行政学

23 일상적 공공철학하기 1 박정택 한국학술정보 2007-08-30 9788953471351 351.01 行政学

24 일상적 공공철학하기 2 박정택 한국학술정보 2007-08-30 9788953471375 351.01 行政学

25 일상적 공공철학하기 3 박정택 한국학술정보 2007-08-30 9788953471399 351.01 行政学

26 정부혁신과 제도 김연수 한국학술정보 2007-09-15 9788953475274 352.3 行政学

27 경영행정학 한만봉 한국학술정보 2007-12-30 9788953480179 351 行政学

28 재난관리체계론 김웅락 이현담 한국학술정보 2008-02-10 9788953481459 353.9 行政学

29 부산의 도시혁신과 거버넌스
신라대학교 부산학연구센

터 편권승 외13인 저
한국학술정보 2008-05-23 9788953492110 351 行政学

30 대학행정학 박인붕 한국학술정보 2008-05-23 9788953492158 350 行政学

31
공공조직의 성과 및 업무가치 극대화를 위한 업무혁신(BPR)과 변화의
적용 방법론

김행기 한국학술정보 2008-05-30 9788953492851 350 行政学

32 과학기술정책의 주요쟁점 강근복 외 4인 한국학술정보 2008-06-02 9788953480612 350 行政学

33 수도권 도시성장관리와 도시행정 이해종 한국학술정보 2008-06-20 9788953493179 350 行政学

34 도시정책과 지역경쟁력 이해종 한국학술정보 2008-06-20 9788953493155 350 行政学

35 국민연금과 정책불응 하상근 한국학술정보 2008-06-20 9788953496118 350 行政学

36 NGO 행정론 한만봉 이필호 공저 한국학술정보 2008-07-15 9788953497078 350 行政学

37 리스크 커뮤니케이션과 위기관리 전략 송해룡 김원제 조항민 한국학술정보 2008-07-20 9788953498907 352.3 行政学

38 환경정책의 구조와 논리 김창수 한국학술정보 2008-07-23 9788953497221 350 行政学

39 한국 행정사론 유종해, 김택 한국학술정보 2008-11-01 9788953443877 354.519 行政学

40 사례별로 본 미국의 지방행정(후속편) 박용래 한국학술정보 2008-11-17 9788953451872 352.140973 行政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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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상생협력과 갈등관리 오열근,최한규,권경득 한국학술정보 2009-02-13 9788953412651 352.3 行政学

42 행정학논문선집 Ⅱ 이경은 한국학술정보 2009-02-28 9788953497054 351 行政学

43 경찰행정법 한만봉,이필호,고일한 한국학술정보 2009-07-01 9788926801321 353.36 行政学

44 지방자치와 세계화 안광현 한국학술정보 2009-08-17 9788926802502 352 行政学

45 정책집행과 갈등관리 : 주한미군 재배치를 중심으로 유종상 한국학술정보 2009-12-21 9788926806197 351.0077 行政学

46 메타평가론 : 메타평가 모형의 설계와 적용 김병철 한국학술정보 2009-12-21 9788926806494 352.3 行政学

47 행정조직관리론 한만봉,김두흠,이필호 한국학술정보 2010-01-22 9788926807545 352.2 行政学

48 지방의회론 진두생 한국학술정보 2010-02-24 9788926807989 352.14 行政学

49 한국인사행정론 김선정 한국학술정보 2010-02-26 9788926807606 352.6 行政学

50 (개정판)현대행정학 안광현 한국학술정보 2010-03-15 9788926809181 350 行政学

51 공직윤리와 관료부패 김택 한국학술정보 2010-04-22 9788926809686 352.6 行政学

52 위장된 지방자치 김회창 한국학술정보 2010-07-29 9788926812518 352.14 行政学

53 행정학의 구조와 논리 김창수 한국학술정보 2010-07-30 9788926812471 350 行政学

54 갈등을 디자인하라 : 극한의 대립, 극적인 합의 오경숙 한국학술정보 2010-08-13 9788926815304 352.3 行政学

55 공무원 인사행정론 김택,유종해 한국학술정보 2010-08-27 9788926813065 352.6 行政学

56 Corruption, Countermeasure and Global Trends 김택,정인환 한국학술정보 2010-09-03 9788926814529 352.6 行政学

57 현대 지방자치론Ⅰ : Local Autonomy 안광현 한국학술정보 2010-09-10 9788926812938 352.14 行政学

58 현대 지방자치론Ⅱ : Local Autonomy 안광현 한국학술정보 2010-09-10 9788926812952 352.14 行政学

59 한국지방행정론 김택,유종해 한국학술정보 2010-10-25 9788926815540 352 行政学

60 葛藤管理論(갈등관리론) : CONFLICT MANAGEMENT 윤권종 한국학술정보 2010-10-26 9788926815809 350.0073 行政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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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프랑스지방자치법 백윤철 한국학술정보 2010-11-01 9788926816264 352.140944 行政学

62 민간경비와 교육훈련 강영길 한국학술정보 2010-11-29 9788926816899 353.36 行政学

63
성공하는 지방자치를 위한 55가지 정책 아이디어 : 철학으로 하는 자
치, 감으로 하는 자치

김광남 한국학술정보 2010-12-03 9788926817315 352.14 行政学

64 한국사회의 이슈와 정책 강근복 외 8인 한국학술정보 2010-12-20 9788926817612 352.34 行政学

65 사용성 관점에서 호주 전자정부 포털사이트의 평가 방법론 변대호 한국학술정보 2011-01-18 9788926818664 352.380285 行政学

66 정책학의 이해 김선정 한국학술정보 2011-02-18 9788926819838 352.3 行政学

67 조직 혁신의 이해 김구 한국학술정보 2011-07-29 9788926823910 658.402 行政学

68 정부정책과 성과평가 김영록 한국학술정보 2011-09-02 9788926825396 352.34 行政学

69 (2012년판)바이블 수사 요약집 : 경찰행정학과 특채 대비용 황영구 한국학술정보 2011-09-26 9788926826690 353.36 行政学

70 (2012년판)바이블 수사 문제집 : 경찰행정학과 특채 대비용 황영구 한국학술정보 2011-10-22 9788926827413 353.36 行政学

71 부정부패 원인과 대책 이진호 한국학술정보 2011-11-25 9788926828168 353.46 行政学

72 비교행정론 김택·유종해 한국학술정보 2011-12-05 9788926828243 351 行政学

73 행정 조직론 김택·유종해 한국학술정보 2011-12-07 9788926828779 350.0073 行政学

74 공직윤리와 청백리사상 연구 김택 한국학술정보 2011-12-07 9788926828755 352.6 行政学

75 객관식 공무원 행정학 김택·유종해 한국학술정보 2011-12-20 9788926828403 351 行政学

76 (모든 것이 通하는 황영구 박사의)통(通)경찰학개론 문제집 황영구 한국학술정보 2012-01-30 9788926830437 353.36 行政学

77 警察行政法(경찰행정법) 고헌환 한국학술정보 2012-02-28 9788926830451 353.36 行政学

78 지방자치행정론 김선정 한국학술정보 2012-03-02 9788926831083 352 行政学

79 좋은 정부란 무엇인가?
한반도선진화재단 좋은정
부연구회, 황성돈,이용환,

한국학술정보 2012-03-15 9788926832219 352.3 行政学

80 NEW+ 경찰학개론 Ⅱ : 이론과 실무를 위한 정통 경찰기본서 황규욱 한국학술정보 2012-04-13 9788926833018 353.36 行政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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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NEW+ 경찰학개론 Ⅰ: 이론과 실무를 위한 정통 경찰기본서 황규욱 한국학술정보 2012-04-13 9788926832998 353.36 行政学

82 정부규제의 구조와 논리 김창수 한국학술정보 2012-04-16 9788926832578 352.8 行政学

83
지방자치 구역개편의 정치경제학 :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대한 대안적
논리

김석태 한국학술정보 2012-08-24 9788926837078 352.14 行政学

84 (모든 것이 通하는 황영구 박사의)통(通)경찰학개론 : 2013년 개정판 황영구 한국학술정보 2013-01-18 9788926840580 353.36 行政学

85 관료제도론 김택 한국학술정보 2013-01-25 9788926840689 352.6 行政学

86 사례로 보는 조례의 이해 박영욱 한국학술정보 2013-02-08 9788926840856 342.519 行政学

87 과학문화와 제도변화 : 정책흐름의 인과관계 분석 변재규 한국학술정보 2013-05-02 9788926842737 352.745 行政学

88 위험거버넌스와 위험커뮤니케이션 송해룡 한국학술정보 2013-06-10 9788926843383 353.95 行政学

89
지역별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한 수도권 기업 이동 현황과 장기
전망

안영수 한국학술정보 2014-03-21 9788926861271 352.16 行政学

90 행정학의 이해 김선정 한국학술정보 2014-09-02 9788926866597 350 行政学

91 관료제와 시민사회: 비판과 협력의 이중주 (개정판) 김창수 한국학술정보 2015-03-20 9788926868478 352.2 行政学

92 유능하고 책임있는 공무원: 명상하는 공무원 한승연 한국학술정보 2019-02-08 9788926887189 352.6 行政学

93 지방자치 철학자들 그리고 한국의 지방자치 김석태 한국학술정보 2019-04-01 9788926887684 352.14 行政学

94 지방분권 국가로 가는 길 : 뭉쳐야 산다 김근영 한국학술정보 2019-06-24 9788926888728 352.14 行政学

95 공무원에 맞는 멘토링 리더십 류재석 이담북스 2009-03-25 9788953414112 352.6 行政学

96 인사행정 서상원 이담북스 2009-03-30 9788953414228 352.6 行政学

97 정책론 서상원 이담북스 2009-04-20 9788953417328 351 行政学

98 행정학 입문 서상원 이담북스 2009-04-24 9788953423992 350 行政学

99 지방행정 서상원 이담북스 2009-05-08 9788953444416 352 行政学

100 정보사회와 전자정부 고재학 이담북스 2009-10-31 9788926805176 351.0285 行政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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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윤리 딜레마 탈출 : 이익충돌 (conflicts of interest)의 지혜 곽형석 이담북스 2010-02-16 9788926808122 352.63 [172.2] 行政学

102 캠퍼스 편지 : 대학 행정 현장에서의 작은 성찰 유신열 이담북스 2010-03-08 9788926807927 351.02 行政学

103 경호실무 Ⅰ 장명진 이담북스 2011-01-15 9788926818015 353.36 行政学

104 경호실무 Ⅱ 장명진 이담북스 2011-01-15 9788926818039 353.36 行政学

105 경호실무 Ⅲ 장명진 이담북스 2011-02-08 9788926818053 353.36 行政学

106 생태주의 행정철학 : 생태관료 육성의 철학적 기반을 찾아서 이도형 이담북스 2012-03-01 9788926832493 351.01 行政学

107 나는 9급 공무원이다 양원희 이담북스 2012-04-02 9788926832356 352.6 行政学

108 그린행정실무 : 저탄소 녹색도시구축 방법과 사례
이순영, 신범석, 녹색교육

원
이담북스 2012-08-20 9788926836323 352.14 行政学

109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의 거버넌스 : 사회적 일자리 정책의 불편한 진
실

양세훈 이담북스 2012-09-03 9788926837399 352.3 行政学

110 환경과 성장 : 새 정부를 위한 녹색성장 제언 황병상 이담북스 2013-06-27 9788926843840 352.66[354.3] 行政学

111 (시험대비용) 유병학의 통시적 PSAT 1 유병학 이담북스 2013-09-16 9788926846018 351.076 行政学

112 성과관리, 이제는 사람이다 (조직 성장을 이끄는 핵심동인) 이현 이담북스 2015-07-17 9788926869796 352.66 行政学

113 대학행정인의 생각 유신열 이담북스 2017-07-31 9788926879504 351.02 行政学

学生向け一般書 113点 661,100円 (10%税込み)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