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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근대 세계정치론 
통합코스: “탈근대 정보세계정치론” 

 

 

 

강의시간: 수요일 오후 4:0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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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modern-2007-2.pdf

 

강의내용: 

         본 강의는 정보화와 탈근대의 시대를 맞이하여 변환을 겪고 있는 21세기 세계정

치의 내용을 역사적, 이론적, 경험적 시각에서 탐구한다. 제1부에서는 ‘탈근대 정

보세계정치’를 이해하는 기본 개념을 개괄한다. 제2부에서는 근대 이래 ‘기술-정

보-지식’을 둘러싸고 전개된 국제정치의 역사를 글로벌, 동아시아, 한반도의 수준

에서 검토한다. 제3부에서는 군사안보, 지구경제, 지구문화, 정치외교 등 분야에서 

부상하고 있는 탈근대 정보세계정치의 쟁점들을 현실주의, 자유주의, 마르크스주의, 

구성주의, 복잡계이론 등의 시각에서 살펴본다. 

 

수업진행:  

• 매주 교재를 읽고 매주 강의 시작할 때 토론문(A4용지 2매 내외) 제출, 토론문은 

미리 제시되는 토론주제에 답하는 형식으로 작성, 강의 전반에 토론시간을 가질 

예정 (학기말에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서 제출) 

• 중간고사 (제2부가 끝나고 실시) 

• 한 달에 한 권씩 총 세 권의 책을 읽고 월례 서평 제출(A4용지 3-4매 내외) 

• 본인이 원하는 주제를 선정하여 A4용지 15매 내외의 학기말 논문 작성 (제5주차

에 프로포절을 제출하고 담당교수와 면담; 제15주차에 논문발표회 진행) 

 

성적평가:  

• 출석, 토론, 발표, 포트폴리오(30%), 중간고사(20%), 월례 서평(20%), 학기말 논

문(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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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교재:  

• 매주 교재 

1. 각주 별로 제시된 책과 논문  원하는 사람은 학기초에 신청하여 복사제본 

2. 하영선/김상배 (편), 『네트워크 지식국가: 21세기 세계정치의 변환』 (을유

문화사, 2006) 

• 월례 서평 교재 및 제출일 

1.  9월 27일(목): 마뉴엘 카스텔, 『네트워크사회의 도래』 (한울, 2003) 

2. 10월 31일(수): 피터 버크, 『지식: 그 탄생과 유통에 대한 모든 지식』 (현

실문화연구, 2006) 

3. 11월 28일(수): 로널드 디버트, 『커뮤니케이션과 세계질서: 양피지, 인쇄술, 

하이퍼미디어』 (나남, 2006) 

• 기타 웹 자료는 국제정치 포털사이트(http://www.worldpolitics.ne.kr)를 참조 

 

 

제1부 탈근대 정보세계정치의 분석틀 

 

1. 강의소개         9/5 

 

2. 정보혁명과 탈근대 세계정치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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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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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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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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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배, “복잡계이론과 네트워크 세계정치론,” 삼성경제연구소 복잡계 심포지엄 

발표논문, (2006. 12) 

 

 

제2부 정보세계정치의 역사적 전개 

 

3. 15-17세기의 정보세계정치      9/19 

• 찰스 반 도렌, “과학적 방법의 발견,” 『지식의 역사 1』 (고려문화사, 1999), 제8

장, pp.353-399 

• 조지프 니덤, “동서의 과학과 사회,” 박성래(편저), 『중국과학의 사상: 중국에는 

왜 과학이 없었던가?』 (전파과학사, 1978), pp.73-103 

• 전상운, “조선 전기의 과학과 기술,” 『한국과학사의 새로운 이해』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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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부, 1998), pp.43-91 

 

4. 추석연휴    cf. 제1차 월례서평 제출  9/26    

 

5. 프로포절 제출 및 면담      10/2 

 

6. 18-19세기의 정보세계정치       10/10  

• Thomas J. Misa, Leonardo to the Internet: Technology and Culture from the 

Renaissance to the Present (Baltimore and London: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4) ch.4, pp.97-127 

• Benjamin Elman, “Government Arsenals, Science, and Technology in China 

after 1860,” On Their Own Terms: Science in China, 1550-1990,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5), ch.10, pp.353-395 

• 김영호, “한말 서양기술의 수용: 근대서양의 도전에 대한 주체적 대응의 일면,” 

『아세아 연구』 11(3), (1968), pp.297-343 

 

7. 20세기의 정보세계정치      10/17  

• Thomas J. Misa, Leonardo to the Internet: Technology and Culture from the 

Renaissance to the Present (Baltimore and London: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4) ch.7, pp.190-224 

• Kenkichiro Koizumi, “In Search of Wakon: The Cultural Dynamics of the Rise 

of Manufacturing Technology in Postwar Japan,” Technology and Culture, 43 

(January 2002), pp.29-49 

• John A. Mathews and Dong-Sung Cho, Tiger Technology: The Creation of a 

Semiconductor Industry in East Asi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ch.3, pp.105-156 

 

8. 21세기의 정보세계정치  cf. 제2차 월례서평 제출  10/24  

• Sangbae Kim and Jeffrey A. Hart, “Explaining the Resurgence of U.S. 

Competitiveness: The Rise of Wintelism,” The Information Society, 18(1), 

(February, 2002), pp.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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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배,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IT협력의 미래,” 손열(편), 『동아시아와 지역주의: 

지역의 인식, 구상, 전략』 (서울: 지식마당, 2006), pp.27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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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중간고사        10/31  

 

 

제3부 탈근대 정보세계정치의 이론과 쟁점 

 

10. 현실주의와 군사안보        11/7 

• Geoffrey l. Herrera, Technology and International Transformation: The 

Railroad, the Atom Bomb, and the Politics of Technological Change, (Albany, 

NY: SUNY Press, 2006), pp.1-44 

• 이상현, “정보화시대의 군사변환,” 하영선/김상배 (편), 『네트워크 지식국가: 21세

기 세계정치의 변환』 (을유문화사, 2006), 제5장, pp.147-176 

• 신성호, “정보혁명과 지구테러네트워크,” 하영선/김상배 (편), 『네트워크 지식국

가: 21세기 세계정치의 변환』 (을유문화사, 2006), 제6장, pp.176-206 

 

11. 자유주의와 지구경제       11/14 

• Timothy J. Sinclair, “Reinventing Authority: Embedded Knowledge Networks 

and the New Global Finance,” Environment and Planning C: Government and 

Policy, 18(4), (2000), pp.487-502 

• 조화순, “정보화시대의 지구무역 네트워크,” 하영선/김상배 (편), 『네트워크 지식

국가: 21세기 세계정치의 변환』 (을유문화사, 2006), 제8장, pp.247-277 

• 배영자, “정보혁명과 지구생산 네트워크,” 하영선/김상배 (편), 『네트워크 지식국

가: 21세기 세계정치의 변환』 (을유문화사, 2006), 제10장, pp.312-346 

 

12. 마르크스주의와 정보제국주의      11/21 

• Frank L. Rusciano, “The Three Faces of Cyberimperialism,” Bosah Ebo, ed., 

Cyberimperialism? Global Relations in the New Electronic Frontier, (Wesport, 

CT: Praeger, 2001), pp.9-26 

• Robert H. Wade, “Bridging the Digital Divide: New Route to Development or 

New Form of Dependency,” Global Governance, 8, (2002), pp.443-466 

• 홍성태, “지식사회와 정보제국주의,” 『지식사회 비판』 (문화과학사, 2005), pp. 

197-226 

 

13. 구성주의와 지구문화   cf. 제3차 월례서평 제출  11/28  

• Philip E. Steinberg and Stephen D. McDowell, “Global Communication and the 

Post-Statism of Cyberspace; A Spatial Constructivist View,” Review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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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10(2), (May 2003), pp.196-221 

• Manuel Castells, The Power of Identity (Malden, MA: Blackwell, 1997), ch.1, 

pp.5-67 

• 김상배, “한류의 매력과 동아시아 문화네트워크,” 『세계정치』 28(1), (2007, 봄/

여름), pp.190-233 

 

14. 복잡계이론과 매력외교  cf. 포트폴리오 제출마감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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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dgar Grande and Louis W. Pauly, eds., Complex Sovereignty: Reconstituting 

Political Authority in the Twenty-first Century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2005), pp.3-21, 285-299 

• 전재성, “21세기 미국의 변환외교” 하영선/김상배 (편), 『네트워크 지식국가: 21

세기 세계정치의 변환』 (을유문화사, 2006), pp.207-243 

 

15. 기말발표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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