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2학기 외교학과 3-4학년>

탈근대 세계정치론
강의시간: 목요일 오후 1시-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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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pdf

강의내용:
본 강의는 탈근대적인 맥락에서 부상하고 있는 정보화와 네트워크의 세계정치를
이론적 경험적 시각에서 파악한다. 제1부에서는 정보화와 네트워크 세계정치에 대
한 기본 개념과 이론적 분석틀을 검토한다. 제2부에서는 근대 국제정치의 쟁점을
지구 미디어, 안보, 경제 등의 영역에서 검토한다. 제3부는 탈근대 네트워크 세계
정치의 쟁점을 싱크탱크 네트워크, 글로벌 시민사회운동, 인권과 여성, 환경과 에
너지/자원, 문화와 정체성, 글로벌 거버넌스 등의 사례를 통해서 분석한다.

수업진행:
•

교재를 읽고 벌이는 토론과 담당교수의 강의를 혼합한 방식으로 진행

•

생각해 볼 주제는 홈페이지(http://www.sangkim.net) 게시판을 통해서 미리 공지

•

토론주제로 게시되었지만 강의교재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내용은 강의로 보충

성적평가:
•

출석과 토론(50%), 중간고사(25%), 기말고사(25%)

강의교재:
•

각주 별로 제시된 논문과 아래의 책 (단행본은 개별 구입 또는 사회과학대학 도
서관에 지정도서 대출, 이외의 논문들은 학기초에 복사본 제공)

•

하영선/김상배 (편), 『네트워크 지식국가: 21세기 세계정치의 변환』 (을유문화사,
2006)

•

존 베일리스, 스티브 스미스 (편), 하영선 (외역), 『세계정치론』 제3판 (서울: 을
유문화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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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배 외, 『지식질서와 동아시아: 정보화시대 세계정치의 변환』 (한울, 2008)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편), 『 지식네트워크의 세계정치 』 <세계정치> 2008
봄/여름 특집호 (논형 2008)

•

김상배 편, 『인터넷권력의 해부』 (한울, 2008)

강의진행:

1. 강의소개

제1부 탈근대 세계정치의 분석틀
2. 기본개념의 검토
•

안토니 기든스, 『포스트 모더니티』 (민영사, 1991), pp.17-66

•

Manuel Castells, “Informationalism, Networks, and the Network Society: A
Theoretical Blueprint, ” in Manuel Castells (ed.), The Network Society: A

Cross-cultural Perspective, (Cheltenham, UK: Edward Elgar, 2004), pp.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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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분석틀의 모색 1: 정보화의 세계정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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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배, “정보화시대의 지식구조: 수잔 스트레인지의 개념화를 넘어서,” 『한국정
치학회보』 38(3), (2004, 가을) pp.255-276

•

김상배 외, 『지식질서와 동아시아: 정보세계정치의 구조와 동학』 (한울, 2008),
pp.13-70

4. 분석틀의 모색 2: 네트워크의 세계정치
•

김상배,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모색: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의 세 가지 가정
을 넘어서,” 미발표초고 (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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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배, “서장: 지식네트워크의 세계정치,”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편),『지
식네트워크의 세계정치』 (논형 2008)

제2부 근대 국제정치의 변환
5. 글로벌 미디어의 확산
•

조너선 D. 애런슨, “커뮤니케이션과 인터넷 혁명의 원과 결과,” 존 베일리스, 스티
브 스미스 (편), 『세계정치론』 제3판, (을유문화사, 2006), pp.629-652

•

Karen T. Litfin, “Public Eyes: Satellite Imagery, the Globalization of
Transparency, and New Networks of Surveil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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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p.65-90

6. 글로벌 안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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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현, “정보보안 분야의 지식질서와 동아시아,” 김상배 외, 『지식질서와 동아시
아: 정보화시대 세계정치의 변환』 (한울, 2008), pp.276-311

7. 글로벌 경제
•

배영자, “정보혁명과 지구생산 네트워크,” 하영선/김상배 (편), 『네트워크 지식국
가: 21세기 세계정치의 변환』 (을유문화사, 2006), 제10장, pp.312-346

•

조화순, “지식질서의 구조변동과 동아시아 금융-무역질서,” 김상배 외, 『지식질
서와 동아시아: 정보화시대 세계정치의 변환』 (한울, 2008), pp.312-344

•

Timothy J. Sinclair, The New Masters of Capital: American Bond Rating

Agencies and the Politics of Creditworthiness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2005) pp.1-21

8. 중간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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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탈근대 세계정치의 쟁점
9. 글로벌 지식네트워크
•

Diane Stone and Simon Maxwell (eds.), Global Knowledge Networks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Bridges Across Boundaries (Oxford: Routledge,
2005),ch.1&6, pp.1-17, 89-105
•

박인휘, “정책지식 네트워크의 세계정치: 외교안보 싱크탱크의 사례,”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편), 『지식네트워크의 세계정치』 (논형 2008)

10. 글로벌 시민사회
•

Donatella della Porta and Lorenzo Mosca, “Global-net for Global Movements?
A Network of Networks for a Movement of Movements,” Journal of Public

Policy, 25(1), pp.165-190
•

조현석, “인터넷과 글로벌 시민사회운동의 세계정치,” 김상배 편, 『인터넷권력의
해부』 (한울, 2008), pp.282-308

11. 글로벌 인권과 여성
•

크리스 브라운, “인권,” 존 베일리스, 스티브 스미스 (편), 『세계정치론』 제3판,
(을유문화사, 2006), pp.700-716

•

진 진디 페크먼, “젠더 문제,” 존 베일리스, 스티브 스미스 (편), 『세계정치론』
제3판, (을유문화사, 2006), pp.679-699

•

정연정, “지구 시민지식 네트워크: 노인․기아․인권 분야의 사례,” 서울대학교 국제
문제연구소 (편), 『지식네트워크의 세계정치』 (논형 2008)

12. 글로벌 환경과 에너지/자원
•

오언 그린, “환경 문제,” 존 베일리스, 스티브 스미스 (편), 『세계정치론』 제3판,
(을유문화사, 2006), pp.469-494

•

신상범, “지구 환경정치와 지식네트워크: 중국의 ISO 14001 사례,” 서울대학교 국
제문제연구소 (편), 『지식네트워크의 세계정치』 (논형 2008)

•

Peter C. Fusaro, “The Future Importance of Oil: Geopolitical Lynchpin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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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 Commodity?” in Lincoln P. Bloomfield, Jr., Global Markets and

National Interests: The New Geopolitics of Energy, Capital, and Information
(Washington, DC: The CSIS Press, 2002), pp.13-57

13. 글로벌 문화와 정체성
•

사이먼 머든, “세계문제와 문화,” 존 베일리스, 스티브 스미스 (편), 『 세계정치
론』 제3판, (을유문화사, 2006), pp.549-564

•

마누엘 카스텔, 『정체성 권력』

•

민병원, “동아시아 지식질서와 문화 네트워크의 모색,” 김상배 외, 『지식질서와

(한울, 2008), 제1장, pp.21-108

동아시아: 정보화시대 세계정치의 변환』 (한울, 2008), pp.345-192

14. 글로벌 거버넌스
•

조동준, “정부네트워크와 지식네트워크: G8과 통화주의의 결합,” 서울대학교 국제
문제연구소 (편),『지식네트워크의 세계정치』 (논형 2008)

•

이옥연, “동아시아 지역질서와 정치통합: 지식질서의 관점,” 김상배 외, 『지식질
서와 동아시아: 정보화시대 세계정치의 변환』 (한울, 2008), pp.393-443

•

전재성, “21세기 미국의 변환외교” 하영선/김상배 (편), 『네트워크 지식국가: 21
세기 세계정치의 변환』 (을유문화사, 2006), pp.207-243

15. 기말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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