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과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1. 교육목표
특정 연구 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식 습득을 토대로 독자적으로 자신의 연구 영역 개척해 나갈 수 있는
학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보다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세계화 시대의 글로벌 리더, 통일시대
의 민주 리더, 정보화 시대의 e-정치 리더, 지방화 시대의 풀뿌리 리더의 양성을 위한 전문직 교육과 훈련
을 목표로 한다.
2. 전공분야
과 정

전공분야

석 사

비교정치, 정치사상, 국제정치

박 사

비교정치, 정치사상, 국제정치

석·박사 통합

비교정치, 정치사상, 국제정치

3. 교과목해설
DCBA00602 국제정치특강(ADVANCED STUDY OF INTERNATIONAL POLITICS)

[3학점 3시간]

국제정치의 일반적인 흐름에 입각하여 국제정치체제를 분류하고 이들 각각의 국제정치의 체
제에 있어 각 국가들은 어떠한 외교정책, 외교행위 및 국가간의 관계를 유지하며 각국은 어
떻게 그들의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는가를 검토한다.
DCBA01472 비교정치론(COMPARATIVE POLITICS)

[3학점 3시간]

비교정치의 현대적 경향과 방법을 소개하고, 나아가 비교정치의 분석을 위한 기본적 개념,
유형 및 각종이론을 해설서와 원전을 중심으로 연구, 분석한다.
DCBA02585 의회정치론(THEORIES OF PARLIAMENTARY POLITICS)

[3학점 3시간]

의회정치제제에 관한 일반이론을 이해한 다음, 그 이론적 바탕 위에서 의회정치의 과정을 연
구하고 서구 선진제국과 한국의회정치의 역사적 배경과 실태를 비교, 분석한다.
DCBA06432 선거론(ELECTIONS)

[3학점 3시간]

정치체계의 의사수렴 기능기제인 선거제도와 투표형태에 대해 연구하고 이를 정당체계, 의
회민주주의, 미디어 등과의 연관 속에서 논의해 본다.
DCBA06440 정당론(POLITICAL PARTIES)

[3학점 3시간]

정당의 발생과 변화를 이해하고 정당체계의 운영 원리를 선거제도, 의회제도, 그리고 이익집
단, NGO 등과의 관련 속에서 연구함으로써 국가, 시민사회와 정당의 관계에 대해 심도있게
분석한다.
DCBA16909 국가론(NOBLE MIND OF UNIVERSITY AND LIFE OF UNIVERSITY STUDENT)

131

[3학점 3시간]
정치학의 다양한 영역 중 한 때 그 연구범위에서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국가가 현대적 관점
에서 어떻게 그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마르크스주의적 관점, 다원주의적 관점, 관리주의적
관점에서의 국가론은 무엇인가를 비교, 고찰하여 국가라는 개념에 대하여 정확한 정의를 제
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DCBA18225 국제기구특강(ADVANCED STUDIES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3학점 3시간]
Informational, normative, rule-creating, rule-supervisory 등의 기능에 입각하여 여러 국제기
구의 본질과 특징을 살펴보고 또 이 기능들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떻게 작용하고 상호
의존적인가를 검토한다.
DCBA18314 근대정치사상특강(ADVANCED STUDIES OF MODERN POLITICAL THOUGHT)
[3학점 3시간]
정치사상의 연구에서 도덕과 정치의 분리는 시대적인 구별의 큰 획을 긋는다. 그래서 근대
정치사상의 첫 출발점은 마키아벨리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DCBA18817 미국정치론(AMERICAN GOVERNMENT)

[3학점 3시간]

미국정치제도의 연원, 헌법의 형성과정, 연방체제, 정치과정, 대법원과 정채결정, 그리고 주
요정책결정과정에 관해 연구한다.
DCBA19208 사회조사방법론(SOCIAL RESEARCH METHODOLOGY)

[3학점 3시간]

한 사회 및 사회구성원을 보다 잘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한 방법을 터득하고 연구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 정리 그리고 분석하는 방법을 강의한다. 이와 함께 조사와
분석에 필요한 다양한 계량적 방법을 학습한다.
DCBA19406 서양정치사(HISTORY OF WESTERN POLITICS)

[3학점 3시간]

특정 정치사상의 중심개념이 도출되는 과정은 정치사의 연구가 보완됨으로서 그 깊이를 더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강좌는 영국, 프랑스, 독일의 정치사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DCBA21231 한국외교론(KOREAN DIPLOMACY)

[3학점 3시간]

국제적 환경 및 상황의 변화에 따라 한국 외교정책이 어떻게 조정되고 집행되어 왔는가를
연구 분석한다. 즉 통일, 외교, 경제, 문화, 안보 등 기능부문에 따라 특수사례를 분석하고,
각 지역에 대하여 전개하였던 외교정책을 고찰한다.
DCBA21266 한국정치사특강(ADVANCED STUDIES IN KOREAN POLITICAL HISTORY)

[3학점 3시간]

한국사를 통치제도, 통치이념, 민중적 관심, 대외관계 그리고 근현대사에의 열강과의 갈등,
독립 투쟁 및 민족주의 등의 시각에서 다루고, 특히 식민주의적 역사의식으로부터의 재해석
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관을 적립하고 민족사적 위상을 탐구하는 것을 주제로 한다.
DCBA24990 고대.중세동양정치사상(ANCIENT AND MEDIEVAL ORIENTAL POLITICAL THEORY)
[3학점 3시간]
동양정치사상 중에서 특정 정치사상의 역사적 전개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함으로서, 고
세 중세 동양정치사상의 근원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둔다.
DCBA24993 고대정치사상(ANCIENT WESTERN POLITICAL THEORY)

[3학점 3시간]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고대의 정치사상을 고찰하고 이러한 사상들이 근대와 현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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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BA25004 국제관계사특강1(ADVANCED STUD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HISTORY 1)
[3학점 3시간]
제1차 세계대전 이전 국가간 상호작용의 역사를 비정치적 분야의 요소들까지 포함하여 심층
분석하여 아울러 개별국가의 행위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한다.
DCBA25006 국제관계사특강2(ADVANCED STUD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HISTORY 2)
[3학점 3시간]
제1차 세계대전 이전 국가간 상호작용의 역사를 비정치적 분야의 요소들까지 포함하여 심층
분석하며, 아울러 개별국가의 행위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한다.
DCBA25010 국제법이론(THEORIES OF INTERNATIONAL LAW)

[3학점 3시간]

세미나와 논문지도 형식으로 국제법의 일반이론 특히, 국제법의 연원, 주제, 국가, 영역들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DCBA25020 국제정치사특강(ADVANCED COURSE OF THE HIST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3학점 3시간]

국민국가 형성 이후 국제사회의 질서 재편성과정과 국가간 상호작용의 역사를 구체적인 경
험적 사례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연구하고 분석한다.
DCBA25022 국제정치체제특강(ADVANCED STUDY OF INTERNATIONAL POLITICAL SYSTEM)
[3학점 3시간]
국제정치에서 그간 형성되어 작용되었던 주요개념, 이론 및 규범 등을 검토한다.
DCBA25025 국제질서론(THEORIES OF INTERNATIONAL ORDER)

[3학점 3시간]

국제사회를 무정부적 상태라고 한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오늘날처럼 커다란 전쟁이나 무력
충돌 없이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대체로 강대국 중심의 정치 및 경제질서가 존재하기 때문
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국제적 질서가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며 앞으로의 국제질서는 어떻
게 발전될 것인가를 학습한다.
DCBA25027 그리스정치철학특강(ADVANCED STUDIES OF GREECE POLITICAL PHILOSOPHY)
[3학점 3시간]
현대정치사상의 사상적 기원은 그리스 도시국가의 운영원리에서 도출된다. 본 강좌는 플라
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철학적 기반과 정치의 본질 고찰에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
이다.
DCBA25028 근대·현대동양정치사상(CONTEMPORARY ORIENTAL POLITICAL THEORY) [3학점 3시간]
본 강좌는 근대, 현대에 전개된 동양정치사상 중에서 특정 사상을 선정, 이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근대, 현대 동양정치사상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특수한 지
식을 터득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DCBA25031 글로벌거버넌스(GLOBAL GOVERNANCE)

[3학점 3시간]

탈냉전, 세계화, 정보화로 상징되는 1990년대 이후의 국제 사회에서 새로운 운영체계로 논의
되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개념과 이론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INGO, 국제기구, 다국적
기업 등 초국적 행위자들간의 거버넌스 구조를 국가의 역할 변화의 측면에서 심도있게 논의
한다.
DCBA25032 기타지역연구(AREA STUDIES)

[3학점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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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 동남아, 중동, 호주 등 특정지역, 또는 특정국가를 선정하여 그 지역의 정치문화, 정치
경제, 정치체제 및 정치과정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등을 연구한다.
DCBA25033 남북한관계연구(SOUTH-NORTH KOREAN RELATIONSHIP)

[3학점 3시간]

한국사회를 둘러싼 국제관계 문제에 있어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한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 역사적인 시각에서 고찰하고 최근의 남북한 관계에서의 주요 쟁점
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분석을 시도한다.
DCBA25034 남북한정치론(POLITICS OF SOUTH AND NORTH KOREA)

[3학점 3시간]

남북한 사회의 정치, 구조적 특성을 이해하고 원활한 남북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사
회적, 문화적 토대의 모색과 남북한간의 정치적, 경제적 협력 방안을 연구한다.
DCBA25038 논문지도1(국제정치전공)(INDEPENDENT STUDY FOR MASTER’S AND DOCTORAL
DEGREE 1: IR)

[3학점 3시간]

소정의 학점지도자에게 주제별 논문작성에 대한 관련분야 전임교수의 개별지도를 실시한다.
DCBA25039 논문지도1(비교정치전공)(RESEARCH 1 FOR MASTER’S AND DOCTORAL DEGREE)
[3학점 3시간]
소정의 학점 지도자에게 주제별 논문작성에 대한 관련분야 교수의 지도강의를 실시한다.
DCBA25040 논문지도1(정치사상전공)(RESEARCH FOR MASTER’S AND DOCTORAL DEGREE 1)
[3학점 3시간]
소정의 학점지도자에게 주제별 논문작성에 대한 관련분야 교수의 지도강의를 실시한다.
DCBA25041 논문지도2(국제정치전공)(RESEARCH FOR MASTER’S AND DOCTORAL DEGREE 2)
[3학점 3시간]
소정의 학점지도자에게 주제별 논문작성에 대한 관련분야 교수의 지도강의를 실시한다.
DCBA25042 논문지도2(비교정치전공)(RESEARCH FOR MASTER’S AND DOCTORAL DEGREE 2)
[3학점 3시간]
소정의 학점 지도자에게 주제별 논문작성에 대한 관련분야 교수의 지도강의를 실시한다.
DCBA25043 논문지도2(정치사상전공)(RESEARCH FOR MASTER’S AND DOCTORAL DEGREE 2)
[3학점 3시간]
소정의 학점지도자에게 주제별 논문작성에 대한 관련분야 교수의 지도강의를 실시한다.
DCBA25047 독일외교정책연구(STUDY OF THE FOREIGN POLICY OF THE GERMANY)
[3학점 3시간]
분단이후 통일을 가능케 한 주요 요인들 중의 하나로써 서독 외교정책의 특성과 통일 후 독
일이 유럽에서 갖고 있는 제반 정치적 과제를 분석한다.
DCBA25051 동북아국제관계론(THEOR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NORTH-EAST ASIA)
[3학점 3시간]
전후 동북아 국제관계의 변천과정을 여러 변수 요인에 따라 분석하고, 한반도 주변 4강인
미·러·중·일 간의 대 한반도 정책을 둘러싼 세력관계의 추이를 분석·평가하고 한반도
평화 및 통일 과업의 장래를 전망한다.
DCBA25066 매스미디어와선거(MASS MEDIA AND 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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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점 3시간]

선거에서의 미디어의 영향력은 나날이 증대되고 있다. 본 과정에서는 미디어가 선거에 미치
는 기능을 이론적으로 논의하고 다양한 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선거전에서의 효과적인 활
용성, 공정성, 그리고 시민사회에 대한 기여 등에 대해 연구한다.
DCBA25067 미국외교정책연구(STUDY IN AMERICAN FOREIGN POLICY)

[3학점 3시간]

1823년 Monroe Doctrine 선언 이후부터 제2차 대전 전까지 미국의 Isolationalism과
Globalism간의 vacillation에 입각한 미국의 대외정책을 살펴보고 제2차 대전 후 강대국으로
부상한 후 반소 및 반공에 기초한 Cold War, Detente의 기원 전개 과정 등을 검토한다.
DCBA25071 미디어정치론(MEDIA POLITICS)

[3학점 3시간]

현대정치에서 미디어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 게이트키퍼로서 언론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 논의한다.
DCBA25073 민주정치론(THEORIES OF DEMOCRCY)

[3학점 3시간]

본 강좌는 한국정치사상에 나타난 각 시대의 사상가들의 사상을 고찰함으로써, 그 비판적 이
해를 통하여 현실을 정치사상문제를 창의적으로 다룰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DCBA25075 민주주의특강(ADVANCED STUDIES OF DEMOCRACY)

[3학점 3시간]

아테네의 폴리스를 중심으로 한 민주정치가 시작된 이래 현대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각 시
대별로 민주주의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변화되어 왔는가를 밝히고 특히 현대 민주주의의 개
념이 각 학자에 따라 어떻게 주창되고 그 실체가 무엇인가를 연구하여 참다운 민주정치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있다.
DCBA25076 북미관계(US-NORTH KOREA RELATIONS)

[3학점 3시간]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한 통일의 방향과 전략 구축에 있어 핵심이 되는 북한과 미국의 관
계를 역사적으로 검토하고 주요 정치적 쟁점을 연구한다.
DCBA25079 분단국통일의비교연구(COMPARATIVE STUDIES OF THE UNIFICATION PROCESS OF
DIVIDED NATIONS)

[3학점 3시간]

분단국으로서 통합의 과정을 경험한 국가들의 사례를 비교함으로써 국가 통합의 과정과 특
성, 그리고, 통합이후의 변화와 체제 안정성을 연구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사례연구를 통해
서 한반도 통일을 위한 정치사회적 토대 구축 전략을 모색한다.
DCBA25080 분단국통일사례연구(CASE STUDIES OF UNIFICATION OF THE DIVIDED NATIONS)
[3학점 3시간]
분단의 경험을 가진 국가들의 통합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국제 정치 구조의 큰 틀에서 통합
의 과정과 통합 구조,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통합국가의 위상 등의 측면에서 연구한다.
DCBA25088 비교정치특강(ADVANCED STUDIES OF COMPARATIVE POLITICS)

[3학점 3시간]

비교정치의 원전 강독을 중심으로 최근의 이론적 경향과 지역 연구를 소개하고, 이와 관련되
분석틀, 기본적 개념을 중심으로 연구 분석한다.
DCBA25089 사회계약론(THEORIES OF SOCIAL CONTRACT)

[3학점 3시간]

“사회계약”은 근대 민주주의 대표적 개념이며 현대적 의미에서 그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Locke, Hobbes, Rousseau 등에 의해 주창되었으며, 본 강좌에서는 그 내용 및 형성과
정, 시대적 배경과 현대 민주주의에 끼친 영향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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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BA25090 사회정의론(THEORIES OF SOCIAL JUSTICE)

[3학점 3시간]

사회정의에 대한 정치 사상가들의 개념화와 이론적 논의를 검토함으로써 사회정의 실현에
대한 다양한 정치학적 시각을 연구한다.
DCBA25106 세계화시대국가경쟁력문제(GLOBAL COMPETITIVENESS IN THE GLOBALIZATION AGE)
[3학점 3시간]
국가 간 상호 의존성이 증진되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국가의 위상변화에 대해 논의하고
다국적기업, 초국적단체, 국제기구, 지역연합체 등 다양한 초국가적 기제들의 역할이 상대적
으로 증진하는 가운데 국가의 경쟁력은 어떤 방향으로 진전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연구
한다.
DCBA25112 약소국외교정책론(FORIEGN POLICY OF MINOR COUNTRIES)

[3학점 3시간]

국제사회에서 국력이 취약한 국가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요소를 가지고 특히 주변국
가나 강대국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가장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외교정책을 수립하
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이론 및 사례를 통하여 학습한다. 한국의 경우도 아울러
생각해 본다.
DCBA25114 외교정책특강(ADVANCED STUDIES OF FOREIGN POLICY)

[3학점 3시간]

외교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 요소들, 그 결정과정 및 제도적 측면으로서 집행기구들
을 주요 국가별로 분석한다.
DCBA25116 유럽연합연구(STUDIES OF EUROPEAN UNION)

[3학점 3시간]

지역별 국가간 통합모델이며 초국가적 협력체인 유럽연합의 역사적 생성기반, 발전 및 운영
원리를 세부적으로 분석한다.
DCBA25120 일본근대사연구(CONTEMPORARY POLITICAL HISTORY OF JAPAN)

[3학점 3시간]

근대 일본 정치 사상의 전체적 흐름을 역사적 전개과정을 중심으로 파악함으로서, 현대 일본
사와 일본정치를 심도 있게 분석하는 틀을 연구한다.
DCBA25122 일본외교정책특강(ADVANCED STUDIES OF FOREIGN POLICY OF JAPAN) [3학점 3시간]
명치유신 후 현대 강국으로 등장한 일본의 외교정책을 2차 세계대전 종료시까지의 단계와 2
차세계대전 종료후의 단계로 구분하여 국제적 환경상황 및 일본의 국내상황과의 관련하에
그것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를 종합적, 비교적으로 분석, 고찰한다. 특히 2차 대전 후의
對歐美外交·對亞外交 및 경제외교의 경과를 살펴봄과 아울러 장래를 전망한다.
DCBA25124 일본정치사상연구(JAPANESE POLITICAL THEORY)

[3학점 3시간]

일본의 주요 정치사상가들이 정치의 주요 개념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연구하고 그러한 사상
적 조류를 중국, 한국의 동시대 사상가들의 논의와 비교 분석한다.
DCBA25126 자유주의정치사상특강(ADVANCED STUDIES OF LIBERAL POLITICAL THOUGHT)
[3학점 3시간]
인류 보편의 원리 중의 하나인 자유주의가 어떤 사상적 기원을 가지며, 어떤 사상가들이 그
사상적 영역과 기반을 다졌는지를 고찰한다.
DCBA25129 정보화와정치과정(POLITICAL PROCESS OF INFORMATION SOCIETY)

[3학점 3시간]

IT의 발달과 정보화, 그리고 그로 인한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정치과정의 변화를 정치커뮤니
케이션의 변화, 중간자적 기제들의 역할과 전략 변화, 그리고 국가-시장-시민사회 관계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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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DCBA25130 정치리더쉽연구(STUDIES OF POLITICAL LEADERSHIP)

[3학점 3시간]

정치 리더쉽의 이론적인 기초를 토대로 대통령 리더쉽, 정치인의 리더쉽등을 이론과 현실 적
용을 병행하여 논의한다.
DCBA25131 정치경제론(POLITICAL ECONOMY)

[3학점 3시간]

오늘날 정치현상은 경제구조와 분리해서 설명하기 어렵다. 본 과정에서는 정치경제학의 이
론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최근 정치경제학의 주요 쟁점들을 국가, 시장, 시민사회, 그리고
초국가 조직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을 둔다.
DCBA25133 정치구조와과정(POLITICAL ORGANIZATION AND POLITICAL PROCESS)

[3학점 3시간]

다양한 권력구조에 대하여 비교하고 정치과정을 동적인 측면에서 파악한다. 특히 권력구조
와 정치과정간 관계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민주주의 이상을 구현하는데 상합하는 구조
와 과정의 모델을 중심으로 한국정치 구조와 과정의 발전을 모색한다.
DCBA25141 정치사회학특강(ADVANCED STUDY OF POLITICAL SOCIOLOGY)

[3학점 3시간]

사회적 맥락에서 권력의 흐름을 분석하는 본 강좌는, 정치·경제·사회 및 정치체제가 상호
작용을 통해 일정기간 동안 여과되어 축적되면 문화로 엉키게 됨에 따라 인간의 태도 및 의
사표현에 결정된 패턴을 이루는 문화적 조망에서 정치권력을 분석한다.
DCBA25146 정치체제비교연구(COMPARATIVE STUDIES OF POLITICAL SYSTEMS)

[3학점 3시간]

일반적으로 정치제체는 서구 민주주의 정치체제와 공산주의체제로 대별해 볼 수 있으나, 제
3세계의 경우 이들로서 설명되지 않는 사례도 있다. 따라서 본 강좌는 양 정치체제를 사례
연구를 통해 분석한 다음, 여타의 정치체제에 대해서도 이론적 고찰을 통해 검토해 본다.
DCBA25147 정치커뮤니케이션(POLITICAL COMMUNICATION)

[3학점 3시간]

정치적 사건과 관련되는 수사(Rhetoric)와 정치운동 및 특히 선거운동과 매스미디어의 관계
를 다룬다.
DCBA25152 정치학방법론(METHODOLOGY OF POLITICAL SCIENCE)

[3학점 3시간]

정치현상에 대한 이해와 설명, 더 나아가 예측을 위한 지식을 얻고 이론을 확립하기 위한 방
법을 습득한다. 연구와 관련되는 용어들의 구별과 문헌의 이용, 연구설계와 관찰 및 검증,
이에 필요한 각종 계량적 방법을 학습하게 된다.
DCBA25156 제3세계정치경제특강(ADVANCED STUDIES OF POLITICAL ECONOMY IN THIRD
WORLD)

[3학점 3시간]

최근에 개발된 정치경제 분석이론, 즉 종속이론, 과대성장국가론, 세계체제론, 국가 및 시민
사회이론 등을 원전의 이해 및 각 국가의 정치경제 실태를 통해 연구 분석한다.
DCBA25158 중국외교정책(STUDIES OF CHINESE FOREIGN POLICY)

[3학점 3시간]

중국 정권수립 이후 실용주의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오늘날까지 중국이 정책노선에는 어떠
한 변화가 있어 왔으며, 그 기조와 목표는 어떠한가 하는 점을 구체적으로 고찰해 본다.
DCBA25161 중국정치론(STUDIES OF CHINESE POLITICS)

[3학점 3시간]

중국혁명과 새로운 체제건설과정을 정치사적으로 정리하고 체제특성의 비교론적 고찰과 현
대화 및 개혁정책의 변화과정과 문제점 등 전반에 관하여 논한다.
DCBA25165 중세정치사상(MEDIEVAL WESTERN POLITICAL THEORY)

[3학점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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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고대의 정치사상을 고찰하고 이러한 사상들이 근대와 현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연구한다.
DCBA25167 지역국제관계론(THEORIES OF REGIONAL INTERNATIONAL RELATIONS)

[3학점 3시간]

오늘날 각 지역은 경제블록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각 지역의 특수성 및 정치, 경
제적 상황을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더 나아가 이들 지역의 장래를 전망하여 각 지역간의 상
호연관성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발전을 모색하는 것을 강의의 주요내용으로 한다.
DCBA25169 지역국제기구(STUDIES OF REGIONAL ORGANIZATION)

[3학점 3시간]

국제기구들 중 지역적 특성을 띤 기구에 국한하여 그 생성, 조직체계, 기능 및 통합 등의 제
반 문제점들을 분석한다.
DCBA25171 지역연구(국제정치)(AREA STUDIES (IR))

[3학점 3시간]

국제정치적 시각에서 특정 지역을 선정하여 이를 둘러싼 국제관계와 지역연합체 문제 등을 지
역적, 국가적 특성에 대한 이해와 초국가조직의 이해관계 등을 포함하여 심도있게 연구한다.
DCBA25175 캠페인매니지먼트(CAMPAIGN MANAGEMENT)

[3학점 3시간]

오늘날 선거에는 다양한 방법과 접근법이 활용되고 있다. 본 과정에서는 선거 캠페인 전략
의 구축, 팀의 구성, 그리고 미디어 활용 등 실질적인 성공적 캠페인을 위한 방법과 정치학
적 함의에 대해 연구한다.
DCBA25176 통일문제연구(STUDIES OF REUNIFICATION)

[3학점 3시간]

우리 민족 모두의 숙원인 통일을 보다 빠른 시일 안에 그리고 평화적으로 이룰 수 있는 방안
들을 연구한다. 이와 함께 이렇게 통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환경, 과정 또 남북한
당국이 해야할 일 그리고 주변 강대국들의 역할 등을 학습한다. 그리고 북한의 현실 등도 연
구한다.
DCBA25177 통일시대의정치구조(POLITICAL STRUCTURE OF KOREA AFTER UNIFICATION)
[3학점 3시간]
남한과 북한의 현 정치구조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통일 이후의 바람직한 정치구조를 정부
형태, 기능, 그리고 원활한 운영 방안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DCBA25182 한국개화사상연구(STUDIES OF ENLIGHTENMENT THOUGHT IN KOREA)

[3학점 3시간]

조선조의 개항과 더불어 서구사상이 이입된 후 중앙 정부와 재야에 있던 지식인 사이의 보
수와 진보의 갈등 속에서 배태된 당시 친서구적 지배층의 현실 인식과 행태 그리고 이로 인
한 갈등의 역사를 살피고자 한다.
DCBA25192 한국정치경제특강(ADVANCED STUDIES OF POLITICAL ECONOMY IN KOREA)
[3학점 3시간]
제3세계 정치경제의 구조의 그 발전과정을 분석한 이론을 중심으로 그 분석들이 한국정치경
제 연구에 과연 적실성이 있는가 하는 점을 평가, 검토한다.
DCBA25194 한국정치사(HISTORY OF KOREA POLITICS)

[3학점 3시간]

한국사를 통치제도, 통치이념, 민중적 관심, 대외관계 그리고 근현대사에의 열강과의 갈등,
독립 투쟁 및 민족주의 등의 시각에서 다루고, 특히 식민주의적 역사의식으로부터의 재해석
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관을 적립하고 민족사적 위상을 탐구하는 것을 주제로 한다.
DCBA25198 한국정치사상세미나(SEMINAR ON KOREAN POLITICAL THOU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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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점 3시간]

한국 사상에서의 국가관, 군민(君民) 관계, 공동체 의식, 그리고 대외 인식에 포함된 정치적
함의(含意)들을 추출하여 서구적 방법론으로 해석해 보고자 한다.
DCBA25206 한국현대정치사연구(STUDIES OF COMTEMPORARY KOREAN POLITICAL HISTORY)
[3학점 3시간]
특히 해방전야로부터 시작하여 해방정국과 한국전쟁에 이르기까지의 냉전시대의 한국현대사
를 연구의 범위로 한다. 한국의 일반통사가 일본의 식민지 사관에 의해 왜곡된 것과는 달리
이 시대의 역사는 이데올로기적 시각에 따라 해석이 다른 점을 유의하면서 분단극복의 이념
도출을 위한 방향을 지향한다.
DCBA25207 한미관계(US-KOREA RELATIONS)

[3학점 3시간]

해방 이후로부터 한국의 대외관계에서 가장 핵심을 구성해 온 대미 외교 정책과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을 분석하고 이를 국제사회의 권력 구조 안에서 분석한다.
DCBA25208 한반도문제연구(POLITICAL ISSUES OF KOREAN PENINSULA)

[3학점 3시간]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간의 관계를 남북관계, 북미관계, 한미관계, 그리고 중국, 일본, 러시
아를 포함하는 한반도 주변국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논의함으로써 국제사회속에서의 한반
도 문제를 총괄적으로 분석 연구한다.
DCBA25211 현대정치사상특강(ADVANCED STUDIES IN CONTEMPORARY POLITICAL THOUGHTS)
[3학점 3시간]
시대적으로 아담 스미스의 자유주의 경제이론의 출현으로부터 시작하여 마르크스와 파시즘,
나치즘에 이르는 이데올로기들을 사조사적 배경, 시대상황, 그리고 이데오로그(Ideologue)들
의 궁극적 관심을 탐구하는 것을 주제로한다.
DCBA25214 NGO와시민사회(NGOS AND CIVIL SOCIETY)

[3학점 3시간]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의 흐름속에서 급속히 성장한 NGO의 등장 배경을 검토하고 제3섹터
로서의 시민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NGO가 갖는 특성과 역할에 대해 연구한다.
DCBA36208 국제사회론(THEORIES OF INTERNATIONAL SOCIETY)

[3학점 3시간]

무정부적이고 중앙집권적인 권위있는 기구가 없는 국제사회의 특성을 무엇이며, 또한 국내
사회와의 차이점 등을 살펴본다. 특히 국제사회에 있어서 법과 도덕이 어떻게 기능하고 이
것이 국가의 행위 그리고 국가간의 상호작용에 여하히 적용되는 가를 논의하고 검토한다.
DCBA36224 민족주의론(THEORY OF NATIONALISM)

[3학점 3시간]

민족이라는 개념은 정치, 경제, 문화의 각 측면에서 다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 강좌에서
는 정치적 측면에서 민족주의가 어떻게 형성되어졌으며, 기능적 측면에서 어떠한 역기능과
순기능적인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각 민족가 교차적인 비교분석을 통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DCBA38528 국제정치경제론(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3학점 3시간]

70년대에 이르러 국제적 권력구조의 다원화, 남북문제의 대두 등에 따라 국제정치와 국제경
제가 긴밀히 연계되어왔다. 본 강의는 이러한 변화가 앞으로의 세계질서에 던져주는 함축적
의미와 대비책을 살펴본다. 그리하여 첫째 70년대 이후의 국제체제의 구조변동과 기능변화
를 고찰한다. 둘째로 남북문제의 대두, 제3세계의 노선, 신국제경제질서 창조에의 움직임을
고찰한다. 셋째로 국내정치와 국제관계의 연계, 국제정치와 국제경제와의 연계를 고찰한다.

1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