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1학기 외교학과 전공탐색>  수강신청 참고용 (개강 후 보완예정) 

국제정치학개론 

 

강의시간: 화요일 오후 3:00-6:00 

담당교수: 김상배 (홈페이지: http://www.sangkim.net; 면담시간 화요일 1:00-3:00) 

연 구 실: 16동 414호 (전화: 880-6348; 이메일: sangkim@snu.ac.kr) 

e-Class: 개설 예정 

 

강의목표 및 내용:   

본 강의는 21세기를 맞이하여 변환을 겪고 있는 국제정치를 역사적, 이론적, 경험적 

맥락에서 이해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우선 근대 국제정치의 형성과 전개 및 변형

을 역사적 맥락에서 검토한다. 아울러 국제정치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시도로

서 현실주의, 자유주의, 마르크스주의, 구성주의, 복잡계이론 등의 국제정치이론을 살

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현대 국제정치의 쟁점들을 글로벌, 동아시아, 한반도의 수준에

서 탐구한다. 이러한 현대 국제정치의 쟁점들로는 기술-정보-지식의 세계정치, 군사

안보와 테러리즘, 지구무역과 지구금융, 글로벌문화와 민족주의, 인권과 환경 및 여성, 

글로벌 거버넌스와 외교 등을 검토한다. 

 

수업진행: 

강의 전반부는 담당교수가 미리 제시한 토론주제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준비한 A4용

지 3-4매 분량의 예습과제물(강의교재와 국제정치 포털 사이트를 기초로 작성, 첫 강

의 시간에 작성 요령 설명 예정)을 중심으로 한 발표와 토론(약 1시간). 나머지는 담

당교수의 강의. 

 

성적평가: 

예습과제물과 포트폴리오 및 발표 (40%),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강의교재: 

• 하영선/남궁곤 편, 『변환의 세계정치』 (을유문화사, 2007)  cf. 이하 『변환의 

세계정치』 

• 존 베일리스, 스티브 스미스 편, 하영선 외역, 『세계정치론』 제3판 (을유문화사, 

2006)  cf. 이하 『세계정치론』  cf. 개강 전에 제4판이 출간되면 사용예정 

• 하영선/김상배 편, 『네트워크 지식국가: 21세기 세계정치의 변환』 (을유문화사, 

2006)  cf. 이하 『네트워크 지식국가』 

• 국제정치 포털사이트: http://www.worldpolitics.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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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의소개와 문제제기 

 

<웹사이트> 

• 세계정치 종합 http://www.worldpolitics.ne.kr/web01.htm  

 

토론주제: 변화하는 21세기 세계정치를 헤쳐 나갈 한국의 미래 국가전략은 무엇인가? 

(제14주의 토론주제와 연결하여 제14주차에 과제 제출) 

 

 

제1부 국제정치의 역사와 이론

 

2. 근대 국제정치의 형성과 전파 

• 『변환의 세계정치』 제1장 “근대 국제정치질서와 한국의 만남” 

• 『세계정치론』 제2장 “국제사회의 발전” 

• 『네트워크 지식국가』 제2장 “천하예의지방과 국민부강국가,” 제3장 “근대 군사

국가의 전파와 변환,” 제4장 “근대 경제국가의 전파와 변환.” 

 

<웹사이트> 

• 근대 국제정치의 형성 http://www.worldpolitics.ne.kr/web02_01.htm  

 

   토론주제: 19세기 말 조선이 새롭게 접한 근대 국제정치의 본질은 무엇이었고, 당시 조

선의 대응방식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가? 

 

3. 20세기 전반-중반 국제정치의 현실과 이론 

• 『변환의 세계정치』 제2장 “국제냉전질서와 한국의 분단,” 제4장 “근대 국제정

치질서의 국제정치이론과 한국,” 제5장 “국제냉전질서의 국제정치이론과 한국.” 

• 『세계정치론』 제3장 “국제관계의 역사, 1900-1945,” 제4장 “국제관계의 역사, 

1945-1990.” 제7장 “현실주의,” 제8장 “자유주의,” 

 

<웹사이트> 

• 현대 국제정치의 전개 http://www.worldpolitics.ne.kr/web02_02.htm  

• 근대 국제정치이론 http://www.worldpolitics.ne.kr/web03_01.htm  

• 현대 국제정치이론 http://www.worldpolitics.ne.kr/web03_02.htm  

 

   토론주제: 20세기 국제정치의 전개가 동아시아의 국제정치에 미친 영향은 무엇이고, 특

히 냉전이 한반도의 국제정치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현실주의/자유주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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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은 국제정치 현실의 어떠한 측면을 설명하기 위해서 출현했는가? 

 

4. 20세기 후반 국제정치의 현실과 이론 

• 『변환의 세계정치』 제3장 “현대 세계정치의 변환과 한국의 외교 선택,” 

• 『세계정치론』 제4장 “국제관계의 역사, 1945-1990,” 제9장 “현대 주류이론,” 

제10장 “마르크스주의 국제관계이론.” 

 

<웹사이트> 

• 현대 국제정치의 전개 http://www.worldpolitics.ne.kr/web02_02.htm  

• 근대 국제정치이론 http://www.worldpolitics.ne.kr/web03_01.htm  

• 현대 국제정치이론 http://www.worldpolitics.ne.kr/web03_02.htm  

 

   토론주제: 20세기 후반 국제정치의 특징은 무엇인가? 신현실주의는 어떠한 국제정치 현

실을 바탕으로 출현하였는가? 신자유주의 시각과 마르크스주의(종속이론과 세

계저체제론) 시각은 국제정치 현실의 어떠한 측면을 설명하며, 어떠한 점에서 

대비되는가?  

 

5. 21세기 세계정치의 현실 

• 『변환의 세계정치』 서장 “세계정치의 변환과 한반도,”  제3장 “현대 세계정치의 

변환과 한국의 외교 선택.”  

• 『세계정치론』 제5장 “냉전의 종식,” 제6장 “냉전에서 대테러전으로.” 

• 『네트워크 지식국가』 제1장 “네트워크 지식국가: 늑대거미의 다보탑 쌓기.” 

 

 <웹사이트> 

• 탈근대 세계정치의 도래 http://www.worldpolitics.ne.kr/web02_03.htm  

 

토론주제: 탈냉전과 탈근대의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정치에서 도대체 무엇이 변화하고 

있는가? 기존의 국제정치와 질적으로 다른 현상이 있다는 그것은 무엇인가? 

 

6. 21세기 세계정치의 이론 

• 『변환의 세계정치』 제6장 “현대세계정치의 국제정치이론과 한국.” 

• 『세계정치론』 제11장 “사회구성주의,” 제12장 “대안적 접근법들.” 

 

<웹사이트> 

• 탈근대 세계정치이론 http://www.worldpolitics.ne.kr/web03_0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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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주제: 21세기의 세계정치 현실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21

세기 세계정치의 변환을 이해하는 데 어떠한 유용성이 있는가? 

 

7. 변환의 세계정치 분석틀 

•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모색: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의 세 가지 가정을 넘어

서,” 『국제정치논총』 48(4), (2008, 겨울) pp.35-61 

• “네트워크 권력의 세계정치: 전통적인 국제정치 권력이론을 넘어서,” 『한국정치

학회보』 42(4), (2008, 겨울) pp.397-408 

• 『네트워크 지식국가』 제16장 “네트워크 지식국가론의 모색.” 

 

<웹사이트> 

• 김상배 교수의 홈페이지 http://www.sangkim.net 

 

   토론주제: 21세기 세계정치를 이해하는 여러분의 분석틀은 무엇인가? 

 

8. 중간고사 

 

 

제2부 21세기 세계정치의 쟁점 

 

9. 정보화와 세계정치의 변환 

• 『변환의 세계정치』 제11장 “정보화의 세계정치: 세계지식질서의 변환과 한국의 

IT전략.” 

• 『세계정치론』 제28장 “커뮤니케이션과 인터넷 혁명의 원인과 결과.” 

• 『네트워크 지식국가』 조현석의 글 (생명공학) 

 

<웹사이트> 

• 기술/정보/지식 http://www.worldpolitics.ne.kr/web04_04.htm  

 

    토론주제: 정보화시대 변화하는 세계지식질서에서 한국은 소위 ‘IT강국’이라고 할 수 있

는가? 그리고 진정한 ‘IT강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0. 군사안보와 테러리즘 

• 『변환의 세계정치』제7장 “현대 세계안보질서의 변환과 동아시아,” 제8장 “한반

도 안보질서의 변환과 한국 안보.” 

• 『세계정치론』 제13장 “탈냉전기의 국제안보와 지구안보,” 제21장 “테러리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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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화.” 

• 『네트워크 지식국가』 제5장 “정보화시대의 군사변환,” 제6장 “정보혁명과 지구

테러 네트워크.” 

 

<웹사이트> 

• 군사/안보 http://www.worldpolitics.ne.kr/web04_01.htm  

 

    토론주제: 소위 21세기 ‘군사변환’의 시대를 맞이하여 북한 핵무기와 주한미군, 그리고 

한미동맹 등과 같은 군사안보 현안을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할 것인가? 

 

11. 지구무역과 지구금융 

• 『변환의 세계정치』 제9장 세계정치경제질서의 변환과 한국의 변화.” 

• 『세계정치론』 제14장 “지구화 시대의 국제정치경제,” 제27장 “지구무역과 금

융.” 

• 『네트워크 지식국가』 제8장 “정보화시대의 지구무역 네트워크,” 제9장 “세계금

융 중심도시 네트워크,” 제10장 “정보혁명과 지구생산 네트워크.” 

 

<웹사이트> 

• 번영/발전 http://www.worldpolitics.ne.kr/web04_02.htm  

 

토론주제: 무역과 금융 분야의 경제적 세계화는 어떠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

한 변환의 시대를 맞이하여 한-미 FTA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 

 

12. 글로벌문화와 민족주의  

• 『변환의 세계정치』 제10장 “세계문화질서의 변환과 한국의 매력.” 

• 『세계정치론』 제24장 “세계문제와 문화,” 제23장 “민족주의.” 

• 『네트워크 지식국가』 제13장 “문화제국과 네트워크 지식국가.” 

 

<웹사이트> 

• 문화/문명 http://www.worldpolitics.ne.kr/web04_03.htm  

 

   토론주제: 21세기 세계문화질서 변환의 와중에서 최근 주목 받고 잇는 ‘한류(韓流)’의 가

능성과 한계 및 향후 추진전략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 

 

13. 인권과 환경 및 여성 

• 『 세계정치론 』  “인권,” pp.700-716; “젠더 문제,” pp.679-699; “환경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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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69-494 

 

<웹사이트> 

• 글로벌 거버넌스 http://www.worldpolitics.ne.kr/web04_05.htm  

 

토론주제: 탈근대 이슈로서 인권, 환경, 여성 문제가 지니는 특징은 무엇인가? 관련되는 

권력 메커니즘과 행위자의 성격이라는 측면에서 이들 분야가 지니는 특징은 

무엇인가? 

 

14. 글로벌 거버넌스와 매력외교 

• 『변환의 세계정치』 제12장 “세계정치 운영방식의 변환과 한국의 참여.” 

• 『세계정치론』 제19장 “지구정치에서의 초국가 행위자와 국제기구,” 제17장 “외

교.” 

• 『네트워크 지식국가』 제7장 “21세기 미국의 변환외교.” 

 

<웹사이트> 

• 글로벌 거버넌스 http://www.worldpolitics.ne.kr/web04_06.htm  

 

   토론주제: 소위 21세기 ‘글로벌 거버넌스’의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의 매력외교를 증진시

키는 전략은 무엇인가? (제1주의 토론주제와 연결하여 과제 제출 – 분량과 형

식에 제한이 없음) – 포트폴리오 제출 마감일

 

15. 학기말 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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