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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근대 세계정치론
강의시간: 수요일 오전 9:0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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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modern-2006-2.pdf

강의내용:
본 강의는 정보화로 인해 변화하고 있는 탈근대 세계정치의 본질을 이론적 경험적
시각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제1부에서는 정보화와 탈근대 세계정치에 대한 학계의
논의를 현실주의, 자유주의, 마르크스주의, 구성주의 등 국제정치이론의 관점에서
검토할 것이다. 제2부에서는 지식, 안보, 경제, 문화, 외교 등의 영역에서 관찰되는
경험적 사례를 분석할 것이다. 본 강의는 탈근대 세계정치를 이해하는 시론적 개
념으로서 ‘네트워크 지식국가(the network knowledge state)’에 초점을 맞출 것이
다.

수업진행:
•

교재를 읽고 매주 강의 시작할 때 토론문(A4용지 2매 내외) 제출, 강의 전반에
토론시간을 가질 예정 (학기말에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서 제출)

•

중간고사 (제1부가 끝나고 실시)

•

본인이 원하는 주제를 선정하여 A4용지 15매 내외의 학기말 논문 작성 (제6주
강의 시작 전에 프로포절 제출, 중간고사 이전에 개별 면담 진행하여 주제 확정)

성적평가:
•

출석(10%), 토론과 포트폴리오(30%), 중간고사(30%), 학기말 논문(30%)

강의교재:
•

각주 별로 제시된 책과 논문

•

기타 웹 자료는 국제정치 포털사이트(http://www.worldpolitics.ne.kr)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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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탈근대 세계정치의 개념과 이론
1. 강의소개 (9/6)

2. 탈근대 세계정치의 개념적 기초: 탈근대성, 복잡성, 지식/네트워크 (9/13)
•

Anthony Giddens, The Consequences of Modernity (S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0) pp.1-54

•

민병원, “ 불확실성 속의 질서: 복잡계이론과 국제정치학, ” 『 한국정치학회보 』
40(1), (2006, 봄), pp.201-221

•

김상배, “ 정보화시대의 제국: 지식/네트워크 세계정치론의 시각, ” 『 세계정치 』
26(1), (2005), pp.93-120

3. 탈근대 세계정치의 이론적 기초: 네트워크 지식국가론 (9/20)
•

김상배, “정보기술과 국제정치이론: 구성적 기술론과 정보세계정치론의 모색,”
『국제정치논총』 43(4), (2003, 겨울), pp.3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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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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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배, “네트워크 지식국가의 개념적 모색,” 하영선/김상배 (편), 『네트워크 지
식국가: 정보화시대 세계정치의 변환』 (근간)

4. 탈근대 세계정치의 이론 1: 현실주의 시각 (9/27)
•

Eugene B. Skolnikoff, “Will Science and Technology Undermine the
International Political System?”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2(1), (2002), pp.29-45

•

Geoffrey L. Herrera, “Technology and International Systems,” Millennium,
32(3), (2003), pp.559-5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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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추석연휴 (10/4)

6. 탈근대 세계정치의 이론 2: 자유주의 시각 (10/11)
•

cf. 프로포절 제출일

Robert O. Keohane and Joseph S. Nye, Jr., “Power and Interdependence in the
Information Age, ” Foreign Affairs, 77(5), (1998), pp.81-94

•

James N. Rosenau, Distant Proximities: Dynamics beyond Glob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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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3), ch.11, pp.256-272
•

Sandra Braman, “The Emergent Global Information Policy Regime,” Sandra
Braman, (ed.), The Emergent Global Information Policy Regime,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4) ch.2, pp.12-38

7. 탈근대세계정치의 이론 3: 마르크스주의 시각 (10/18)
•

Michael Hardt and Antonio Negri, Empir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0), pp.xi-xvii, pp.280-303

•

Mark Rupert, “Globalizing Common Sense; A Marxian-Gramscian (re-)vision
of the Politics of Governance/Resistance,”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29,
(December 2003), pp.181-198

•

Bob Jessop, “Governance and Metagovernance: On Reflexivity, Requisite
Variety, and Requisite Irony,” published by the Department of Sociology,
Lancaster University, UK, (2002) at http://www.comp.lancs.ac.uk/sociology/
papers/Jessop-Governance-and-Metagovernance.pdf

8. 탈근대 세계정치의 이론 4: 구성주의 시각 (10/25)
•

James Der Derian, "The Ques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in International
Relations," Millennium, 32(3), (2003), pp.441-456

•

Philip E. Steinberg and Stephen D. McDowell, “Global Communication and the
Post-Statism of Cyberspace; A Spatial Constructivist View,”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10(2), (May 2003), pp.196-221
•

Emanuel Adler and Steven Bernstein, “Knowledge in Power: The Epistemic
Construction of Global Governance,” in Michael Barnett and Raymond Duvall,
(eds.), Power in Global Governa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ch.13, pp.294-318

9. 중간고사 (11/1)

제2부 탈근대 세계정치의 쟁점
10. 탈근대 지식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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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R.J. Deibert, Parchment, Printing, and Hypermedia: Communication in World

Order Transformation,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7), Part 2, pp.113-201
11. 탈근대 안보 (11/15)
•

김상배, “정보혁명과 안보환경의 변화,” GOP 안보토론회 발표논문 (2005. 6. 16)

•

John Arquilla and David Ronfeldt, (eds.), Networks and Netwars: The Future

of Terror, Crime, and Militancy, (Santa Monica, CA: RAND, 2001), ch. 1, pp.125
•

Ronald J. Deibert, “Circuits of Power: Security in the Internet Environment,”
in James N. Rosenau and J.P. Singh (eds.)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Global Politics: The Changing Scope of Power and Governance (Albany, NY:
SUNY Press, 2002), ch.5, pp.115-142

12. 탈근대 경제 (11/22)
•

조화순, “정보화시대의 세계무역질서: 전자상거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하영선/
김상배 (편), 『네트워크 지식국가: 정보화시대 세계정치의 변환』 (근간)

•

Benjamin J. Cohen, “Electronic Money: New Day or False Dawn?”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8(2),

(Summer

2001),

http://www.polsci.ucsb.edu/faculty/cohen/recent/emoney.html
•

pp.197-225
에도 있음

Dieter Ernst, "Carriers of Cross-Border Knowledge Diffusion: Information
Technology and Global Production Networks," East-West Center Working
Papers, 3, (June 2000)

13. 탈근대 문화 (11/29)
•

Manuel Castells, The Power of Identity (Malden, MA: Blackwell, 1997), ch.1,
pp.5-67

•

이와부치 코이치, “일본 대중문화의 이용 가치: 초국가주의와 아시아에 대한 탈식
민적 욕망,” 조한혜정 (외), 『’한류’와 아시아의 대중문화』 (서울: 연세대학교 출
판부, 2003), 제3장, pp.87-123

•

Yong-Chool Ha and Sangbae Kim, “The Internet Revolution and Korea: A
Socio-cultural Interpretatio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e-Booting the

Miracle? Asia and the Internet Revolution in the Age of International
Indeterminacy, (December 4, 2002)
14. 탈근대 외교 (12/6)
•

김상배, “지식/네트워크의 국가전략: 외교분야를 중심으로,” 『국가전략』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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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pp.167-194
•

전재성, “미국 부시행정부의 변환외교: 정보화시대 제국적 지식외교의 등장,” 하
영선/김상배 (편), 『네트워크 지식국가: 정보화시대 세계정치의 변환』 (근간)

•

Claudia Padovani, et. al, “Special Issue on the WSIS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Setting the Communication Agenda for the 21st
Century?” Gazette, 66(3-4), (June/August, 2004), pp.187-231

15. 기말발표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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