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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후 실제 진행본

과학기술과 국제정치 연구
정보화시대의 소프트파워

강의시간: 월요일 오후 2: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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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angkim.net/it&ir-2007-2.pdf

강의내용:
본 세미나는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변환을 겪고 있는 세계정치의 모습을 소프트
파워(soft power)의 부상이라는 관점에서 탐구한다. 제1부에서는 정보의 개념에
대한 역사적 검토를 바탕으로 현재 우리가 맞이한 정보화의 개념을 좀 더 체계적
으로 이해한다. 제2부에서는 소프트파워의 개념을 검토하고 이를 근거로 작금의
소프트파워에 대한 학계의 비판적 논의를 살펴본다. 제3부에서는 정보화시대의 소
프트파워가 세계정치의 장에서 어떻게 발현하는지를 ‘지식,’ ‘문화,’ ‘외교’ 분야를
중심으로 지식패권과 대항담론의 긴장관계 속에서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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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별로 제시된 책과 논문; 강의진행과 학생들의 논문주제에 따라 조정할 예정

•

기타 웹 자료는 국제정치 포털사이트(http://www.worldpolitics.ne.kr)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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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정보화의 역사적-개념적 이해

1. 강의소개
•

김상배, “정보화시대의 권력이동: 국제정치학의 시각,” 한국정치학회 발표논문
(2007. 5. 30); http://www.sangkim.net/powershift.pdf 에서 다운로드

2. 정보화의 역사적 이해 1
•

Peter Burke, A Social History of Knowledge: From Gutenberg to Diderot,
(Polity, 2000)

3. 정보화의 역사적 이해 2
•

Daniel R. Headrick, When Information Came of Age: Technologies of

Knowledge in the Age of Reason and Revolution, 1700-1850,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4. 추석연휴

5. 정보화의 개념적 이해
•

Manuel Castells, The Internet Galaxy: Reflections on the Internet, Business,

and Socie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

김상배, “기술과 지식, 그리고 기식(技識): 정보혁명의 국제정치학적 탐구를 위한
개념적 기초,” 『국제정치논총』 45(1), (2005, 봄) pp.57-82

•

우메다 모치오, 『웹진화론』 (재인, 2006)

6. 프로포절

제2부 소프트파워의 개념과 비판적 이해
7. 소프트파워의 개념적 이해
•

Joseph S. Nye, Jr.,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New
York: Public Affairs, 2004)

•

평화포럼21 (편), 『매력국가 만들기: 소프트 파워의 미래전략』 (서울: 21세기평
화재단 평화연구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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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프트파워의 비판적 이해
•

Angus Stewart, Theories of Power and Domination: The Politics of

Empowerment in Late Modernity, (London: Sage Publications, 2001)

제3부 정보화시대 소프트파워의 사례
9. ‘지식’ 분야 글로벌 패권
•

Ngai-Ling Sum, “Informational Capitalism and U.S. Economic Hegemony:
Resistance and Adaptations in East Asia,” Critical Asian Studies, 35(3), (2003),
pp.373-398

•

Susan Sell and Christopher May, “Moments in Law: Contestation and
Settlement in the History of Intellectual Property,”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18(3), (2001), pp.467-500
•

Daniel W. Drezner, “The Global Governance of the Internet: Bringing the
Great Powers Back In,” Political Science Quarterly, 119(3), (Fall, 2004),
pp.477-498

•

존 바텔, 『검색으로 세상을 바꾼 구글스토리』 (랜던하우스중앙, 2005), pp.2579

•

안형택, 이명호, 황준석, 『디지털 융합, 새로운 게임의 법칙: 융합 시대의 방송통신규제는 어떠해야 하는가』 (삼성경제연구소, 2007)

10. ‘지식’ 분야 대항담론
•

김상배, “정보화시대의 한글민족주의: 아래아한글살리기운동의 정치경제,” 『한국
정치학회보』 37(1), (2003, 봄) pp.409-429

•

김상배, “공개 소프트웨어와 표준경쟁의 세계정치: 리눅스(Linux)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9(1), (2005, 봄), pp.365-387

•

돈 탭스코트, 앤서니 윌리엄스, 『위키노믹스』 (21세기북스, 2007), pp.21-58

•

한겨레21 특집. “오라, 위키백과의 세상으로,” 『한겨레21』 (2007. 8. 9)

•

김태규, 손재권, 『네이버 공화국』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pp.3-84

11. 중간발표

12. ‘문화’ 분야의 글로벌 패권
•

Janet Wasko, Hollywood in the Information Age: beyond the Silver Screen,
(University of Texas Press, 1994), ch. 1, 2, 3,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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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net Wasko, Understanding Disney: The Manufacture of Fantasy, (Cambridge,
UK: Polity, 2001) ch.3, pp.28-69

•

김상배, “실리우드(Siliwood)의 세계정치: 정보화시대 문화제국과 그 국가전략적
함의,” 『국가전략』 12(2), (2006, 여름), pp.5-34

•

김건, 『디지털시대의 영화산업: 영화, 필름에서 디지털 HD로』 (삼성경제연구소,
2007)

•

조 키첼로, 『버거의 상징: 맥도날드와 문화권력』 (아침이슬, 2004), pp.17-64

•

Barry Smart, “Not Playing around: Global Capitalism, Modern Sport and
Consumer Culture,” Global Networks, 7(2), (2007), pp.113-134

13. ‘문화’ 분야의 대항담론
•

Anne Allison, Millennial Monsters: Japanese and the Global Imagination,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6), pp.1-92

•

방정배, 한은경, 박현순, 『한류와 문화 커뮤니케이션』 제1,2장, pp.3-83

•

김상배, “한류의 매력과 동아시아 문화네트워크,” 『세계정치』 28(1), (2007, 봄/
여름), pp.190-233

•

이인화, 『 한국형 디지털 스토리텔링: ‘리니지2’ 바츠해방전쟁 이야기 』 (살림,
2005)

•

Thomas H. Eriksen, “Steps to an Ecology of Transnational Sports,” Global

Networks, 7(2), pp.154-165
14. ‘외교’ 분야의 소프트파워
•

Alan Chong, Foreign Policy in Global Information Space, (New York: Palgrave,
2007)

<참고교재>
•

김상배, 『IT시대의 디지털외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5)

15. 기말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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