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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과 국제정치연구 
정보화시대의 지식생산 

 

 

강의시간: 목요일 9:30-12:00 

담당교수: 김 상 배 

연 구 실: 16동 414호 (전화: 880-6348) 

면담시간: 화요일 1:30-3:30 

홈페이지: http://www.sangkim.net

전자우편: sangkim@snu.ac.kr

세미나홈: http://myhome.hanafos.com/~sangkim414/it&ir-2006-2.pdf

 

강의내용: 

         본 세미나는 정보세계정치학(The Global Politics of Information)의 시각에서 지식

생산을 둘러싼 이론적 경험적 주제들을 고찰할 것이다. 제1부에서는 정보화의 개

념, 지식정치의 이론과 역사를 개괄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제2부에서는 정보화시

대의 지식생산모델을 지적재산권, 정보공유운동, 문화산업, 사이버문화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본다. 제3부에서는 지식생산의 제도적 배경을 지식정책, 지식국가, 지

식인프라의 측면에서 검토할 것이다. 

 

수업진행:  

• 발제문/토론문 제출 (학기말에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서 제출) 

• 제6주 프로포절 발표 (그 이전에 면담을 통해서 주제 결정) 

• 제11주 중간발표 (주제결정과 자료조사의 마무리) 

• 제15주 학기말논문 발표 (미니 학술회의 방식으로 구성) 

 

성적평가:  

• 발표와 토론 및 포트폴리오 (50%), 학기말 논문 (50%) 

 

강의교재:  

• 각 주 별로 제시된 책과 논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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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진행: 

 

1. 강의소개 (9/7) 

 

 

<제1부: 분석틀의 모색> 

 

2. 정보화의 개념적 이해 (9/14) 

• Manuel Castells, The Rise of the Network Society (Malden, MA: Blackwell, 

1996) 

 

3. 지식정치의 분석틀 (9/21) 

• Joseph S. Nye, Jr.,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New 

York: Public Affairs, 2004) 

• Michael Barnett and Raymond Duvall, “Power in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59, (Winter 2005), pp.39-75  

 

<참고교재> 

• 김상배, “기술과 지식, 그리고 기식(技識): 정보혁명의 국제정치학적 탐구를 위한 

개념적 기초,” 『국제정치논총』 45(1), (2005, 봄) pp.57-82 

• 김상배, “정보화시대의 지식구조: 수잔 스트레인지의 개념화를 넘어서,” 『한국정

치학회보』 38(3), (2004, 가을), pp.255-276 

• 김상배, “매력국가론 서설,” 평화포럼21(편), 『매력국가 만들기: 소프트 파워의 

미래전략』 (서울: 21세기평화재단/평화연구소, 2005), pp.6-25 

 

4. 지식정치의 역사 (9/28) 

• 제임스 E. 매클렐란 3세, 해럴드 도른, 『과학과 기술로 본 세계사 강의』 (서울: 

모티브, 2006) 

 

5. 추석연휴 (10/5) 

 

6. 프로포절 발표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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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정보화시대의 지식생산모델> 

 

7. 정보화시대의 지적재산권 (10/19) 

• Christopher May and Susan K. Sel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 Critical 

History, (Boulder, CO: Lynne Reinner, 2006) 

 

<참고교재> 

• 김상배, “지적재산권의 세계정치경제: 미-일 마이크로프로세서 분쟁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42(2), (2002. 7), pp.111-130 

 

8. 정보공유운동의 대항담론 (10/26) 

• Lawrence Lessig, Free Culture: How Big Media Uses Technology and the Law 

to Lock Down Culture and Control Creativity, (New York: The Penguin Press, 

2004) 

 

<참고교재> 

• 김상배, “공개 소프트웨어와 표준경쟁의 세계정치: 리눅스(Linux)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9(1), (2005, 봄), pp.365-387 

 

9. 정보화시대의 문화산업 (11/2) 

• 이와부치 고이치, 『아시아를 잇는 대중문화』 (서울: 또 하나의 문화, 2004) 

 

<참고교재> 

• 김상배, “실리우드(Siliwood)의 세계정치: 정보화시대 문화제국과 그 국가전략적 

함의,” 『국가전략』 12(2), (2006, 여름) pp.5-34 

 

10. 사이버공간의 지식생산 (11/9) 

• 피에르 레비, 『사이버문화』 (서울: 문예출판사, 2000) 

 

<참고교재> 

• 김상배, “사이버공간의 미래전략: 인터넷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윤영관/유석진 

(편), 『정보화의 도전과 한국: 여섯 가지 쟁점과 미래전략』 (서울: 한울, 2003), 

pp.170-218 

 

11. 중간발표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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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지식생산의 제도적 배경> 

 

12.  정보산업과 기술정책 (11/23) 

• Richard D. Bingham, Industrial Policy American Style: From Hamilton to 

HDTV, (Armonk, NY: M.E. Sharpe, 1998) 

 

<참고교재> 

• 김상배, “세계표준의 정치경제: 미-일 컴퓨터 산업경쟁의 이론적 이해,” 『국가전

략』 8(2), (2002. 6.), pp.5-27 

• 김상배, “트론(TRON)의 세계정치경제: 일본형 컴퓨터표준의 좌절과 유비쿼터스 

담론의 기원,” 『국제정치논총』 44(3), (2004, 가을), pp.101-123 

• 김상배, “정보화시대의 한글민족주의: 아래아한글살리기운동의 정치경제,” 『한국

정치학회보』 37(1), (2003, 봄), pp.409-429 

 

13.  정보화시대의 지식국가 (11/30) 

• Dengjian Jin, The Dynamics of Knowledge Regimes: Technology, Culture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USA and Japan, (London and New York: 

Continuum, 2001) 

 

<참고교재> 

• 김상배, “정보화시대의 거버넌스: 탈집중 관리양식과 국가의 재조정,” 『한국정치

학회보』 35(4), (2001, 겨울), pp.359-376 

• 김상배, “네트워크 지식국가론: 정보화시대 국가변환의 개념화,” 『국제정치논총』 

46(3), (2006, 가을) 

 

14. 지식생산의 인프라 (12/7) 

• Lewis M. Branscomb, Fumio Kodama and Richard Florida, (eds.), 

Industrializing Knowledge: University-Industry Linkages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Cambridge, MA: The MIT Press, 1999) 

 

<참고교재> 

• 김상배, “글로벌 지식패권의 국내적 기원: 미국형 네트워크국가의 개념적 모색,” 

(근간) 

 

15. 기말발표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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