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대 교수>
◈ 학력
- 미국 애크론대학교(University of Akron) 행정학 박사
- 미국 애크론대학교(University of Akron) 도시행정학 석사
- 서울대학교 도시계획학 석사
-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행정학사

◈ 주요 경력
- (현)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위원
- (현) 서울시 함께서울 시정여론조사 자문위원장,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위원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원장
- 한양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
- 서울시 정책기획관(부이사관)
-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기획조정실장, 도시경영연구부장
- 행정고시 및 입법고시 출제위원
<자문활동>
▪ 중앙정부
- 국무총리실 행정개혁위원회 전문위원,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실무위원
- 행정자치부 혁신선도 자치단체 운영위원회 위원장, 지방행정분야 자문위원장,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위원, 감사청구심의회 위원,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 위원, 정부혁신관리위원회 위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 혁신분권기획전문위원회 위원
- 감사원 자치행정감사본부 자문위원
- 부패방지위회(현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위원 및 자문위원
- 건설교통부 신도시기획자문단 자문위원
-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위원, 사이버폭력대책단 위원
- 농림부 농정혁신자문단 자문위원
- 국가보훈처 자체평가 위원, 정책자문위원, 진단·변화관리자문위원,
- 법제처 국민법제관
- 국립중앙도서관 외국자료추천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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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정부
- 서울시 행정서비스 시민평가단 단장,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옴부즈만 대표,
함께서울 시정여론조사 자문위원장,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심의위원회 의원,
행정혁신협의회 위원장,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위원장, 산학연위원회 위원,
소방방재혁신위원회 위원,
- 서울메트로 인사위원회 위원, 서울메트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 서울시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비상임이사, 성동구 업무평가위원회 위원, 성동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 서울시 강남구 인사위원회 위원, 강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관악구
구정발전자문위원회, 구로구 업무평가위원회 위원
- 경기도 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 남양주시 행정개혁자문위원
- 경기도의회 자문위원, 대경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위원 등

▪ 연구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SDI) 자문위원
-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자문위원·편집위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자문위원
- (현) 행정공제회 월간 ‘지방행정’ 편집위원

▪ 기타
- 한국투명성기구 이사, 한국청소년연맹 이사
- 재외동포재단 자문위원, 서울신문 명예논설위원

<학회활동>
- (현) 한국지방자치학회 고문
-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한국정책과학학회 부회장, 한국정치·정보학회 부회장,
- 한국행정학회 상임이사·운영이사·감사, 한국정책학회 운영이사,
한국국토·도시계획학회 이사, 한국정부학회 이사, 한국도시행정학회 이사,
한국지방정부학회 이사,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이사, 한국지역개발학회 이사,
한국인사행정학회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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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
<학술논문>
- “정책의 법제화 소요기간 영향요인 분석: 지방정부의 조례안 발의 이후 정치적 과
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공저, 2016.12).
- “분점정부와 입법효율성: 서울시와 경기도를 사례로”, 한국행정학보(공저, 2016.9).
- “조례안 처리 소요기간 분석과 그 함의: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국
정책학회보(공저, 2016.6).
-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제도의 도입실태 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공저, 2015.6).
- “자원봉사활동의 ‘사회적 영향력평가’를 위한 모델 구축“, 한국지방자치학회보(공저,
2014.12).
- “국가연구개발사업 메타평가모형 설계와 응용”, 한국기술혁신학회보(공저, 2014.
12)
- “지방의회의 조례안 처리 소요시간에 관한 실증분석: 서울시의회를 중심으로”, 한
국지방자치학회보(공저, 2014.9).
- “항만입지특성이 항만도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평택항과 광양항을 중
심으로”, 한국항만경제학회지(공저, 2014.9).
- “미국 민주주의의 역기능 정치: 선거자금조달과 로비의 사례”, 한국거브넌스학회보
(공저, 2014.8).
-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자원봉사정책”, 한국지방자치학회보(공저, 2014.6).
- “항만의 공공서비스품질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효과분석: 평택항을 중심으로”, 한
국행정논집(공저, 2013.9).
- “중앙과 지방의 상생을 위한 지방분권”, 의정연구(2013.4).
- “서울특별시 BSC 도입효과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한국행정논집(공저, 2012.12).
- “조직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행정서비스품질에 미치는 영향: 직무만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공저, 2012.12).
- “자원봉사센터 메타평가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를 사례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공저, 2011.9).
-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인식비교; 지방의원과 공무원 집단의 차
이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공저, 2010.3).
- "시민(고객)의 시각에서 본 민원서식 분석: 생애주기(life cycle) 민원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2009.12).
- “한국의 자원봉사센터에 관한 연구경향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공저, 2009.9).
- "정부의 R&D 평가 시스템에 대한 메타평가", 한국정책학회보(공저, 2009.3).
- “기술영향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분석”, 한국행정학보(공저, 2007.9).
- “기술영향평가의 메타평가 모형 및 지표개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보(공저,
2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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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자치단체 웹사이트의 평가와 그 함의”, 한국지방자치학회보(공저, 2007.9).
- “민선시장하의 주민평가제도의 비교: 서울시의 주민만족도조사와 행정서비스품질평
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2007.3).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한․일기획시스템 비교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1권 제1
호(공저, 2007.3).
- “지방의회 인턴십의 실태와 발전방안: 정부(여성부)의 「2004 여대생 지방의회 인턴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공저, 2006.3).
- “정책과정에서 위원회의 역할에 관한 실증분석: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난지도 골프
장 건설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도시연구(공저, 2005.12).
- "지방의회 지원기능의 강화방안에 대한 분석: 의회사무기구를 중심으로“, 한국행정
연구(공저, 2004.4).
- “지방자치제 실시로 인한 지방세 징수효과분석: 서울특별시를 사례로,” 한국정책학
회보(공저, 2004.11)
- “정책과정에서의 NGO 역할에 관한 실증적 연구: 관련 집단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공저, 2004.3)
-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방안: 서울시 도시계획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03.9)
- “지방자치단체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의 성과평가: 서울시 탄천하수처리장을 중심
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2002.3)
- “지방자치단체 시민평가제의 효과적인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공저, 2000.3)
- 친환경 정치행동화 : 사회․심리적 접근과 합리적 선택의 관점, 한국행정학보(공저,
1999.12).
- 공직사회 경쟁력제고를 위한 실적주의 인사행정기능의 강화, 한국행정학보(공저,
1999.12).
- “Design of Meta-Evaluation Model for National Researcher & Development
Programs in Korea”, Evaluation 2007, 21st Annual Conference of the
American

Evaluation

Association,

American

Evaluation

Association(AEA), Baltimore, Maryland, 공저, Nov. 7-10. 2007
- "E-Government to Combat Corruption : The Case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공저,

August 2004)
- Building Good Governance: Reforms in Seoul, “SMG’s Experiences and
Lessons

in

Administrative

Reform:

The

Case

of

Restructuring

Organization and Manpower”(Book Chapter), NCPD(National Center
for Public Productivity) & SDI(Seoul Development Institute), 2002
- Urban Management in Seoul: Policy Issues & Responses, “From L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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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to Local Governance: Citizen-Centered Anti-Corruption
Program i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Book Chapter),
Seoul Development Institute, 2001
- Retrospect and Prospect of Labor Relations under the IMF Crisis in Korea
: The Case of SMG-Owned Public Enterprises, 62nd ASPA(American
Society for Public Administration) National Conference, 공저, March
10-13, 2001, Newark, NJ
- The Threat of Polluted Air and the Policies to Control the Problem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International

Journal

of

Administration, Vol. 18, No.11, 공저, 1995.
- "Regional Planning and Citizen Participation in Korea: The Case of
Chungbook Province", GEO Journal, 공저, APRIL 1993.

<저서>
- 한일지방자치비교(공저, 2010, 대영문화사)
- 시장·군수학(공저, 2009, 비앤엠북스)
- 한국지방자치의 이해(공저, 2008, 박영사)
- 자치행정의 이해(2008, 대영문화사)
- 거버넌스의 이해(공저, 2002, 대영문화사)
- 정부조직진단(공저, 2002, 한국행정학회 조직학연구회편, 대영문화사)
- 한국지방자치론(공저, 2000, 한국지방자치학회, 삼영사)
- 미국 지방정부의 성과측정과 벤치마킹(공역, 1999, SDI)
- 지방정부 개혁의 길: 미국(역서, 1998, SDI)

◈ 수상 실적 등
- 대통령 근정포장 (2016, 제4회 지방자치의 날)
- Who’s Who in the World (2013)
- 서울특별시장 표창장 (2013)
- 서울시 산학연 감사패 (2013)
- 한국투명성기구 감사패 (2010)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감사패 (2009)
- 한양대학교 Best Teacher상 (2007)
- 한양대학교 최우수 교수상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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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 서울특별시 정책인대상 (2002)
- 대통령표창 (2002)
- 고주 노융희 한국지방자치학술상 (2001)
- 서울시장 표창장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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