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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부 The Division of Social Sciences정치학 전공
Political Science

1. 교육 목표

정치는 국가(공동체)와 권력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사회현상으로서 개인과 집단의 운명을 결정하는 규정력이 다른 어떤 

부문보다 큰 영역이다. 본 정치학 전공은 한국에서 전개되어 왔고 전개되고 있는 정치 현상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그 

본령으로 삼는다. 본 전공에서는 한국 정치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 과학적이고 균형 있는 분석 능력을 갖춘 

전문연구가를 육성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이며, 한민족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정치적 과제들에 대해 생산적인 

대안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데에도 적극 유념할 것이다. 한국 정치 연구는 서구에서 발전된 

이론들에만 의존해서는 안 될 것이며, 한국적 현상을 설명하고 한국적 환경에 적용 가능한 보다 적실성 있는 이론을 

개척할 것이 요청된다. 본 대학원의 정치학 전공은 정치학 일반이 공유하고 있는 방법론과 문제의식들을 존중할 

것이지만, 동시에 한국학의 한 분과 학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교과 운영에 임할 것이다.

2. 교육 중점

 
- 한국 정치 연구에 특화된 교육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 정치의 제측면을 심도 있게 분석할 수 있는 과목들을 

폭넓게 개설한다.

- 정치학연구의 세계적 동향과 정치 현상 분석에 필수적인 기초 이론을 폭넓게 접하게 하고, 특히 정치학분야 

한문원전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데 유념한다.

- 정치현실에 대한 균형 있는 분석에 토대하여 통일문제・정치발전・국제 관계・한민족공동체 같은 한국정치의 

과제들에 대하여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게 한다.

- 정치적 문제를 그에 연관되어 있는 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 주변 환경과의 관련 속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하며 

한국학 타 학문 분야와의 교류를 강화한다.

- 전공 교수들의 전문 분야와 관심 주제들을 교과목으로 적극 개설함으로써 연구와 교육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특성화를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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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과과정표 
구  분

교  과  목  명
국 문 영 문

학제간과목
(6)

북한학 North Korean Studies
한민족공동체연구 Studies on Global Korean Community
이승만과박정희연구 Syngman Rhee and Chung-hee Park
전통문화와정치발전 Traditional Culture and Political Development
국민국가와국경연구 The Research on Nation-State and Border
현대사료와인문사회과
학

The Modern historical Resource and Humanity & 
Social Science

일
반
전
공

과
목

원전 자료 해독 
능력 배양 
교과목
(5)

한국정치사상원전강독 Reading and Research in Classics in  Korean Political Thoughts
동양정치사상고전강독 Reading and Research in Classics in East Asian Political Thoughts
왕조실록강독 Reading and Research in the Annals of the Dynasty
정치리더십고전강독 Reading and Research in Classics in Political Leadership
현대한국정치원전강독 Reading and Research in Classics in Modern Korean Politics 

전공 이론 심화와 
연구 역량 제고를 

위한 교과목
(40)

한국정치문화연구 Studies on Korean Political Culture
한국정치제도연구 Studies on Korean Politics and Institutions
한국정치변동론 Theory on Korean Political Changes
한국행정론 Studies on Public Administration in Korea
한미관계사 History of Korean-American Relationship
한중관계론 Korea-China Relations
동아시아교섭사 History of East Asian International Relations
한국외교정책론 Theories of Korean Foreign Policy
중앙아시아의정치와외교 Politics and Diplomacy in Central-Asia
무슬림국가와한국 Muslim States and Korea
한몽관계론 Korea-Mongolian Relations
남북한관계론 Relations of South-North Korea
한국민족주의론 Korean Nationalism
한국민주주의론 Democracy in Korea 
한국민주주의이행과공고화 Democratic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in Korea
비교정치론 Theory of Comparative Politics 
현대정치이론 Theory of Modern Politics
정치학방법론 Methodologies on Political Science
한국외교사 History of Korean Diplomatic Relations
조선조도학과실학의정치
사상

Political Thoughts of Neo-confucianism and Practical 
Learning in Joseon Period

정치와윤리 Politics and Ethics
국제정치론 International Politics
한국정치리더십론 Theory of Korean Political Leadership
고려․조선시대정치사 The Political History in Goryeo-Joseon Dynasty
근현대한국정치사 History of Modern Korean Politics
한국정치사특강 Topics on Korean Political History
한국분단사 History of Korean Division
현대한국정치사인물연구 Modern Korean Politicians and Political Thinkers
조선조정치사상과관료제도 Political Thought and Civil Service System in Joseon Dynasty
한국정치사상특강 Topics on Korean Political Thought
동양통치제도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ies of East Asian Ruling System
한국정당정치론 Party Politics in Korea
한국과국제정치 Korea in World Politics
한국정치사회학 Korean Political Sociology
근현대한국정치사상사 History of Modern Korean Political Thoughts

한국정치와구술사 Korean Politics and Oral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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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교  과  목  명

국 문 영 문
정치와기억 Politics and Memory
한국정치론 Korean Politics
한국정치특강 Topics on Korean Politics
개별주제연구 Independent Study

전통의 
현대화와 미래
지향을 위한 

교과목
(1)

동서양정치사상사 History of Political Thoughts

현장학습과목
(2)

한국현대정치현장답사 Field Survey of Korean Politics 
정치학현지조사연구 Studies of Fieldwork Methodology in Political Science

연구참여과목
(0) 　

외국인 학생을 위한 
전공과목

(2)

한국정치사 History of Korean Politics

정치학개론 Introduction to Politic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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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과내용

학제간과목

북한학 _ North Korean Studies

이 강좌는 북한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을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제 측면에서 심층적으로 살피는 데 목적이 있다. 

강좌에서는 단순히 북한의 과거를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북한이 오늘날 처하고 있는 상황과 장차의 변화 방향을 

파악하는 데 유념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한편으로는 북한을 설명하고 평가하는 학문적 안목을 제고시키고, 나아가서는 

장차 활성화될 통일과 교류협력 같은 실천적 과제들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고자 한다.

한민족공동체연구 _ Studies on Global Korean Community

한민족공동체란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한민족성원들을 동포의식에 토대하여 공동번영을 위하여 상호 협동하는 

공동체로 상정하여 일컫는 말로서, 21세기 세계화 시대를 헤쳐가기 위한 한민족의 활로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돼가고 있는 

개념이다. 이 강좌에서는 한민족공동체 형성이라는 과제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제반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장차 

이 문제를 다루고 논평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승만과박정희연구 _ Syngman Rhee and Chung-hee Park

이승만의 건국과 박정희의 경제성장에 대한 학제간의 연구를 도모하고자 한다.

전통문화와정치발전 _ Traditional Culture and Political Development

구미국가들과 한국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의 근대화과정을 전통의 지속과 성숙이란 시각에서 재검토하고, 정치발전 혹은 

민주주의의 공고화의 문제를 다시 논의하는 강좌로서, 아리스토텔레스, 몽테스키외, 후쿠야마, 이홍구, 쓰루타니 등의 

정치이론들에 대한 검토로 시작하여 오늘날 전통문화와 정치발전에 대한 몇 가지 가설적인 명제들을 생산하고 그에 따른 

처방들을 구하는 토론을 진행한다.

국민국가와국경연구 _ The Research on Nation-State and Border

본 강의는 근대 국민국가가 국경이라는 경계를 구축하기 시작한 뒤,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국적, 이주, 국경을 

어떻게 이해해 왔는지 학제간, 지역간 공동 강의를 통해 이해하고 동아시아에서 국민, 국적 그리고 이주가 지니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수업이다.

현대사료와인문사회과학 _ The Modern historical Resource and Humanity & Social Science

본 강의는 근현대사에 대한 1차 사료를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으며, 분과학문에 따른 학제 간 

강의를 통해 근현대 정치현상을 다양한 입장에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수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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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공과목_원전 자료 해독 능력 배양 교과목

한국정치사상원전강독 _ Reading and Research in Classics in Korean Political Thoughts

고대 이래 한국의 정치사상을 밝히는 주요 고전들을 강독하여 수강생들로 하여금 이를 익히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하는 과목으로, 한국정치사상사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종합적인 통찰을 유도한다.

동양정치사상고전강독 _ Reading and Research in Classics in East Asian Political Thoughts

본 강좌는 전통시대의 정치나 정치사상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동양의 고전과 역사서 가운데 자료를 선택하여 

강독함으로써 기초지식을 갖추게 하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스스로 동양의 옛 자료를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예를 들면, 『논어』, 『맹자』, 『관자』, 『한비자』 등과 같은 동양고전을 정치학적 

안목으로 읽고 해석하는 방법과, 조선시대 유명 정치가의 문집에서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자료를 선택하여 강독함으로써 

구체적인 지식은 물론 읽고 해석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하는 것이다. 

왕조실록강독 _ Reading and Research in the Annals of the Dynasty

한국 정치사상을 밝히는 주요 왕조실록들을 강독하여 수강생들이 이를 익히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하는 

과목으로, 한국정치사상사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종합적인 통찰을 유도함.

정치리더십고전강독 _ Reading and Research in Classics in Political Leadership

동서양 정치리더십과 관련된 고전들을 강독함으로써 그 이론적 전망과 적용사례를 분야별로 검토하며, 특히 한국 정치에 

대한 리더십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기존의 제도중심적, 구조편향적 한국 정치 연구를 보완하고 나아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정치리더십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정치이론의 정립과 보급을 목표로 한다.

현대한국정치원전강독 _ Reading and Research in Classics in Modern Korean Politics

해방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정치의 주요한 1차 원전을 강독함으로써 현대 한국 정치 원전에 대한 해독 능력을 

심화시킨다.

일반전공과목_전공 이론 심화와 연구 역량 제고를 위한 교과목

한국정치문화연구 _ Studies on Korean Political Culture

수강생들로 하여금 정치 문화와 관련된 최근 연구 성과 및 기존 문헌들을 섭렵케 함으로써 정치 문화 연구에 대한 이론적 

전망을 습득하게 하고, 한국의 정치 문화를 적실성 있고 요령 있게 분석, 평가할 수 있는 개념들의 생산과 보급을 목표로 

한다. 특히 유교문화와 시민문화의 상호보완성에 유의하여 양자의 실천적 종합을 추구하는 이론적 노력을 기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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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제도연구 _ Studies on Korean Politics and Institutions

이 과목에서는 한국의 정치와 관련된 각종 제도들의 현황과 그것들이 정치 상황에 미치는 현실적 영향 등을 살필 것이다. 

강의의 주된 내용은 정부 형태 및 3부의 권한, 의회제도, 정치적 자유 및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법제, 선거제도, 

정당관련 법제와 현실, 정치자금 법제와 현실 등이다.

한국정치변동론 _ Theory on Korean Political Changes

이 강의는 한국 정치가 경험해 온 다양한 정치 변동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둔다. 분석의 대상은 단지 현대 한국 정치에 

한정하지 않고 조선조(구한말 포함)의 정치 변동까지를 포함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강의는 정치 변동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들을 간략히 살펴본 후, 왕조시대 정치 변동과 현대 정치 변동으로 나누어 ‘선택된 정치 변동’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강의는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할 것이며, 수강생들에게는 ‘비교정치이론’을 선수 과목으로 

이수할 것을 권장한다. 

한국행정론 _ Studies on Public Administration in Korea

본 강좌는 ‘행정과 정부(administration and government)’라는 연구 대상이 한국의 역사・문화 문맥에서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를 탐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한국의 행정문화’, ‘한국행정의 역사’ 등 관련분야의 접근법과 

지식을 활용하여, 한국 행정의 특수적 측면을 연구하기 위한 새로운 ‘틀(framework)’의 탐색에 초점을 둔다.

한미관계사 _ History of Korean-American Relationship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개괄하는 강좌이다. 1870년대 개항 이래로 한국과 미국은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으며 특히 

1945년 해방 후부터 직접적인 영향권 아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한미 간의 관계를 정치적 차원 중심으로 고찰하면서 

경제사적 관점과 문화사적 관점도 보완적으로 언급될 예정이다.

한중관계론 _ Korea-China Relations

고대로부터 오늘날까지의 한국과 중국과의 정치・경제・문화 관계를 다룬다. 

동아시아교섭사 _ History of East Asian International Relations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동아시아 국가 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교섭의 역사에 관해 다룬다.

한국외교정책론 _ Theories of Korean Foreign Policy

한국 외교정책의 개념, 일반적 성향, 기본 접근 방법, 분석 수준, 외교정책 목표, 외교정책 형성에 작용하는 여러 요인, 

외교정책 수단, 외교정책 결정 모델, 외교정책의 사회적 근원을 다룬다.

중앙아시아의정치와외교 _ Politics and Diplomacy in Central-Asia

고대로부터 오늘날까지 한국과 중앙아시아간의 정치・외교・문화 관계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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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슬림국가와한국 _ Muslim States and Korea

고대로부터 오늘날까지 한국과 무슬림 국가 간의 정치・경제・문화 관계를 다룬다. 

한몽관계론 _ Korea-Mongolian Relations

고대로부터 오늘날까지 한국과 몽골 간의 정치・경제・문화 관계를 다룬다. 

남북한관계론 _ Relations of South-North Korea

남북한 정치의 상호 관계의 역사적 흐름과 구조적 특성을 다룬다.

한국민족주의론 _ Korean Nationalism

민족주의는 근대 이후 한국사를 이끌어 온 중심적 사조의 하나로서, 그것이 추구해 온 민족적 

정체성・공동체・자주성・통일・발전 같은 지향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민족성원들에게 호소력을 가지면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강좌에서는 민족주의 일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에 토대하여, 한말 이후 오늘날까지 한국에서 민족주의 

운동(현상)이 전개되어온 과정과 그것이 제국면에서 보여온 특징, 그리고 오늘날 그것이 처하고 있는 현실과 의의 등에 

대하여 살핌으로써, 관련된 제 문제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비평 안목을 갖게 하는데 목적을 둔다. 

한국민주주의론 _ Democracy in Korea

이 강의는 한국사 속에서 민주주의사상과 제도가 전개·발전되어온 과정을 살피고, 민주주의 또는 민주화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여러 문제들을 학문적으로 검토하는데 목적을 둔다. 강좌에서는 먼저 민주주의 및 민주화에 관한 기존의 선행 

논의들을 살펴본 후,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발전되어 온 과정을 사상과 제도의 측면에서 검토하며, 한국의 민주화 또는 

민주발전 과제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여러 문제들을 분석하는 순서로 진행한다. 

한국민주주의이행과공고화 _ Democratic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in Korea 

한국 민주화 이행과 공고화의 역사, 이론적 쟁점에 관해 다룬다.

비교정치론 _ Theory of Comparative Politics

이 강의에서는 비교 정치의 개념과 목표, 그리고 비교 정치 분석을 위해 개발되어 온 다양한 이론들의 체계와 그 유용성(및 

과제)에 대해 다룬다. 비교 정치학은 각 국가마다 또는 한 국가 내에서 역사적으로 상이한(또는 유사한) 정치 현상 및 정치 

변동 양상을 어떻게 분석하고 이해할 것이냐는 것이 주요 관심사인 바, 본 강의에서는 그동안 서구학계를 중심으로 

개발되어 온 다양한 거시이론 및 미시이론들을 크게 거시구조접근론(macro-structural approach), 

이익/합리론(interest/rationality approach), 문화론(political cultural approach)으로 나누어 각각의 이론적 체계와 

방법론적 특징을 살펴본다.

현대정치이론 _ Theory of Modern Politics

이 과목은 정치학의 발전과 함께 개발되고 응용되고 있는 각종 정치이론들을 습득하게 하기 위한 목적 하에서 해당 

문헌들을 직접 섭렵하고 토론하는 세미나로서, 기존의 정치이론들에 대한 훈련뿐 아니라 동서양의 정치학 문헌들을 현대적 

시각에서 재해석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정치 이론의 개발을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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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방법론 _ Methodologies on Political Science

이 과목은 현대 정치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치 연구 방법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방법들을 해당 주요 문헌들을 검토하면서 

익히도록 하고, 특히 한국 정치와 정치사상 및 정치문화를 연구하는 다양한 연구 방법들에 대한 강의와 연습을 통해 

수강생들로 하여금 이론적 훈련 및 논문작성법 습득의 기회를 갖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외교사 _ History of Korean Diplomatic Relations

이 과목은 지난 100여 년간 전개된 한국 대외관계의 역사적 배경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힘에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19세기 후반 이래의 한국 대외관계사에서 일어난 주요 사실 및 사건을 중심으로 그 의미, 의의, 다른 사건들과의 전후 

관련성들을 시계열적 순서에 따라 고찰한다. 수강자마다 수건의 사례가 배정되며 조사 연구한 후 구두 및 서면으로 

발표한다.

조선조도학과실학의정치사상 _ Political Thoughts of Neo-confucianism and Practical Learning in 

Joseon Period

본 강좌에서는 조선시대 지배 정치 이념이었던 신유학적 정치 사유의 흐름을 도학과 실학이라는 틀로 분석한다. 신유학적 

정치 이념의 정착과 정통론의 확립 그리고 이에 대해 실학이 대두되는 원인과 과정을 사상사적으로 추적함으로써 조선 

정치사상사의 동학을 밝히는 것이 본 강좌의 목적이다.

정치와윤리 _ Politics and Ethics

서양 근대정치학의 전통 속에서 윤리의 문제는 중시되지 않은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정치에서 윤리 문제는 중요하다. 정치적 

통합과 리더십의 성패, 체제의 정당성과 효율성에 대한 문제는 그것이 윤리적으로 옳은 것인가 하는 물음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정치적 갈등은 흔히 이 윤리적 측면에서의 시비를 수반하기 마련이며,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효율성이나 

합법성의 측면보다 윤리성의 문제가 중시되는 경향이 있다. 이 과목에서는 정치와 윤리가 연결되는 제 국면을 이론적으로 

살피고 동서양과 한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하여 윤리적인 정치에 대한 여러 관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국제정치론 _ International Politics

이 과목은 양대 세계구조, 즉 세계시장과 국가 체제 사이에 전개되는 상관 작용을 이해하고 이를 중심으로 하여 국제 간의 

상호의존 및 갈등 관계를 빚어내는 구체적 원인과 결과를 구명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아울러 국제 간의 협력과 갈등을 

통하여 관행 및 규범이 형성되어가는 과정과 방향을 이해하는 동시에 특히 냉전 이후의 세계체제와 세계질서가 발전해 

나아가는 방향과 추세를 고찰한다. 강의는 이 분야의 주요 고전과 논저를 선별, 강독 중심으로 진행한다.

한국정치리더십론 _ Theory of Korean Political Leadership

현대 정치학에서 정치리더십과 관련된 새로운 연구 성과들을 중심으로 그 이론적 전망과 적용 사례를 분야별로 검토하며, 

특히 한국 정치에 대한 리더십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기존의 제도중심적, 구조편향적 한국 정치 연구를 보완하고 나아가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정치리더십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정치 이론의 정립과 보급을 목표로 한다.

고려・조선시대정치사 _ The Political History in Goryeo-Joseon Dynasty

본 강좌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정치사의 흐름을 중요 사건과 핵심적인 변화를 중심으로 개관하는 것이 목적이다. 

핵심적인 변화의 측면에서 보면 첫째로 유의해 보아야 할 것은 정치 주체 세력의 변동과 성격 변화다. 둘째는 통치 제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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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 제도의 변화다. 셋째는 정치체제의 내부와 외부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와 환경의 변화를 살펴본다. 조선조는 

고려조와의 단절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기보다는 연속이라는 관점에서 계승과 변화, 개혁이라는 창을 통해 조선 전기를 

바라본다. 조선조의 정치사는 ‘유교화의 진전’이라는 관점에서 정치적 사건과 핵심적인 변화를 이해해 볼 것이다. 물론 

‘유교화’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국가와 사회 상태를 ‘유교화’된 것으로 보는가 하는 문제는 물론, 조선 전기와 후기가 

어떻게 다른가도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 갈등이 단순히 이데올로기 차이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정치권력 

장악을 위한 권력투쟁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입장에서 정리해 볼 것이다.

근현대한국정치사 _ History of Modern Korean Politics

개항 이후의 현대 한국 정치를 역사적으로 고찰하는 강좌이다. 본 강좌는 한국 현대사의 여러 쟁점들을 통해 한국 정치사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도모해 보는 것이 목표이다. 각자의 관심과 수준에 맞추어 현대사 관련 주제를 자유롭게 발표하고 

과제물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를 각 전공별로 심화시킨다. 

한국정치사특강 _ Topics on Korean Political History

한국 정치사의 심화 강좌로 한국 정치사 분야의 주요 이슈들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한국분단사 _ History of Korean Division

한국이 분단되는 역사적 과정을 연구하는 강좌이다. 1945년 이후의 한국 분단이 과연 내쟁형이었는지 아니면 

국제형이었는지, 혹은 복합형이었는지가 관심 대상이며, 외세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면 어느 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지를 

고찰할 것이다. 분단의 지양태인 통일의 관점에서도 연구될 것이다. 

현대한국정치사인물연구 _ Modern Korean Politicians and Political Thinkers

1945년 해방 전후부터 활동했던 정치적 인물들에 대해 심층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의도로 설강되었다. 예를 들면 이승만, 

김구, 여운형, 박헌영, 김일성, 박정희 등에 대한 정치사적 평가가 다루어질 것이다. 수강자는 각자의 관심에 어울리는 

정치가나 정치사상가를 선택하여 연구하는 것이 권장될 것이다. 

조선조정치사상과관료제도 _ Political Thought and Civil Service System in Joseon Dynasty

고려조를 이어서 개국한 조선조는 유교를 국가 건설의 중심 이념으로 하고, 그에 따라 관료 제도를 정비하였다. 유교를 

통치 이념의 바탕으로 삼았으나, 시기와 유학의 발전, 학문의 담지자와 권력 담당자들의 지역과 계층이 변함에 따라 사상 

내용이 상당한 변화를 겪는다. 본 강좌에서는 이렇게 변화하는 사상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러한 변화를 추동한 사회적 

변화를 살펴본다. 나아가 사상의 변화와 연계된 관료 제도의 운영과 조직의 변화 과정을 역사 자료에 근거하여 정밀하게 

검토해 본다.

한국정치사상특강 _ Topics on Korean Political Thought

한국 정치사상사의 심화 강좌로 한국 정치사상 분야의 주요 이슈들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동양통치제도비교연구 _ A Comparative Studies of East Asian Ruling System

동양, 특히 중국의 통치 제도는 왕조에 따라 변화했다. 그리고 그 기본 틀은 우리나라와 베트남 등에 영향을 미쳤다. 

중국에서도 주나라 봉건제 하의 통치 제도와 정치 운영 방식, 주나라의 통일, 한나라의 변화, 분열시대의 통치 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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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당송 시대와 이민족의 지배시대인 원과 청 제국시대는 나름의 독특한 성격을 보인다. 본 강좌는 이러한 변화 과정 

속에서 고대로부터 삼국, 고려, 조선왕조로 내려오면서 어떤 측면에서 대륙의 통치 제도의 영향을 어떻게 받고 있었는지를 

검토해 본다. 나아가 필요한 경우 전통시대 일본의 천황제와 막부체제의 운영 원리도 아울러 검토해 본다.

한국정당정치론 _ Party Politics in Korea

이 강의는 한국 현대 정치의 핵심인 정당정치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있으며, 그 특징적인 양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특징에 관한 인과론적 설명은 어떻게 전개될 수 있는지에 관해 탐구한다. 이를 위해 강좌 전반부에 정당정치에 관한 

이론적 논의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동안 전개된 한국 정당정치에 관한 기존 논의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본 강의는 

수강생들에게 한국 정당정치에 관한 행태론적 이해와 그것의 이론화를 위한 관심을 제고시키는 데 초점을 둔다. 

한국과국제정치 _ Korea in World Politics

한국 문제는 국제정치와의 관련 속에서 제기되고 해결되어졌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강좌에서는 강대국 국제정치의 

와중에서 생존을 위해 힘쓴 한국 정치의 과거와 현실을 조망할 것이다. 수강자는 각자의 관심 영역에 따라 주제를 선택하여 

발표하는 것이 권장될 것이다. 

한국정치사회학 _ Korean Political Sociology

이 과목에서는 현대 한국의 사회관계 속에서 형성, 변화되어 온 정치사회화 과정이 근대국가의 형성 및 변화, 지배 구조의 

역사적 전개 과정, 시민사회 분화 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현대 한국에서 이데올로기, 

정치/시민사회운동, 노동시장 등 영역에서 정치사회학적 변화가 탈권위주의화, 민주화, 지구화 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근현대한국정치사상사 _ History of Modern Korean Political Thoughts

정치사상은 정치적 세계에 대한 지적 사유를 가리키며,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과 밀접한 관련 속에 형성되었지만 

거꾸로 정치사회적 변동을 추동해 온 주요 요인이 되어왔다. 이 과목은 한말 이후 현재까지 한국에서 정치사상적 사유가 

전개되어 온 과정을 살피는데 목적이 있다. 강좌에서는 개항 이후 한말시기와, 일제침략시기, 해방공간, 냉전시기, 민주화 

이후 시기 등 5개 시기로 구분하여 각 시기의 정치사를 이끌었던 정치운동별로 사상적 특징과 추이를 살피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한국정치와구술사 _ Korean Politics and Oral History

한국 정치와 관련된 구술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 정치의 다양한 측면을 해석한다. 

정치와기억 _ Politics and Memory 

이 과목에서는 정치사회 현상에서 집단적・개인적 기억이 지니는 의미에 대해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근대 이후 한국 

사회에서 계승, 형성되어 온 기억에 관한 구술 자료와 텍스트를 중심으로 기억의 정치적 의미, 기억을 둘러싼 권력관계 

등을 논의한다. 

한국정치론 _ Korean Politics

현대 한국 정치의 일반적 성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과정으로 정국 정치 변동의 주요 현상들을 분석하는 이론, 방법론 

등을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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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특강 _ Topics on Korean Politics

한국 정치론의 심화강좌로 한국 정치론 분야의 주요 이슈들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개별주제연구 _  Independent Study

학생이 담당 교수와 함께 한 학기동안 관심이 있는 주제를 함께 토론하고 연구하거나 원전을 강독하면서 직접 지도를 

받는다.

일반전공과목_전통의 현대화와 미래지향을 위한 교과목

동서양정치사상사 _ History of Political Thoughts

현대의 복잡한 정치 현상과 다양한 정치 이론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동・서양의 정치사상이 발전되어 온 과정에 대한 

체계적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 과목에서는 정치사상의 발전 과정을 학설사(學說史)나 교의사(敎義史) 또는 단순한 

관념사(觀念史)의 관점에서 고찰하기보다는 정치사상의 담론적(談論的) 성격에 주목하여 그 역사적 발전 과정을 살피는데 

주력한다. 이를 위하여 이 과목에서는 현대 언어철학 등에 의해 그 이론적 적실성이 검증된 최신 연구방법론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주요 정치사상의 함의를 시대별 및 사상가별로 고찰하되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한국 정치사상과의 연계성을 

살핀다.

현장학습과목

한국현대정치현장답사 _ Field Survey of Korean Politics 

근현대 한국 정치사의 주요 인물, 지도자, 사건 및 문화적 재현물을 현지답사하고 정치학적 의미를 다룬다.

정치학현지조사연구 _ Studies of Fieldwork Methodology in Political Science

정치학 분야에서 현지 조사의 준비와 수행의 전 과정에서 필요한 인식론, 방법들, 윤리들을 다루고, 특정한 연구 주제를 

선택하여 개별 또는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현지 조사에 입각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연구참여과목

※ 개설 교과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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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학생을 위한 전공과목

한국정치사 _ History of Korean Politics

한국정치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개괄적으로 조망한다. 전통사회의 정치 변동이 근현대 이후 어떻게 지속되고 

굴절되었는지를 논한다. 이를 통해 한국 정치의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기초적 시각을 배양한다.

정치학개론 _ Introduction to Political Science

정치학에 입문을 위해 정치학 일반에 대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정치학의 역사, 현대 정치학의 분야, 정치학의 

기본 개념과 이론 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학습함으로써 정치학의 연구 대상인 정치 현상에 대해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