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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학기 정치외교학부 2학년>

탈근대세계정치론
 

강의시간: 목요일 오후 2:00-5:00
담당교수: 김 상 배 (정치외교학부 외교학 전공)
연 구 실: 16동 414호 (전화: 880-6348)
면담시간: 담당교수(화요일 오후 2:00-4:00); 담당조교(수요일 오후 2:00-4:00 @16동 324호)
전자우편: 담당교수(sangkim@snu.ac.kr); 담당조교(taenysong@gmail.com)
홈페이지: http://www.sangkim.net 
블 로 그: http://blog.daum.net/sangkim414 
계 획 서: http://www.sangkim.net/postmodern-2012-2.pdf  
세미나홈: http://my.snu.ac.kr/mysnu/ (서울대학교 온라인강의 사이트 eTL)

강의내용:
   • 이 강의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21세기 세계정치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경험적 사례의 

검토와 이론적·개념적 시각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주로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발생하
고 있는 초국적(transnational) 행위자들의 부상과 그 의미를 살펴볼 것이며, 이에 대응
하는 국가 행위자의 역할을 대비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강의가 다루는 ‘탈근대
(post-modern)’는 국민국가 위주의 ‘국제정치’를 넘어서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들이 복
합적으로 경합을 벌이는 ‘세계정치’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지구화, 
정보화, 민주화, 테러 네트워크, 공공외교, 다국적 기업, 국제개발협력(또는 해외원조), 
빈곤과 기아, 글로벌 지식 네트워크(또는 글로벌 싱크탱크), 국제문화교류(예를 들어 한
류열풍), 탈근대 정체성, 환경, 인권, 여성, 아동, 이민 분야의 글로벌 사회운동, 국제기
구와 글로벌 거버넌스 등을 다룰 것이다. 

수업진행 및 성적평가:
   • 이 강의는 a) 담당교수의 강의, b) 교수와 학생들이 참여하는 전체 및 그룹토론, c) 그룹

별(또는 개인별) 프로젝트 진행의 세 가지를 적절히 복합하는 방식
   • a) 출석과 토론 및 토론요지 제출 (50%), b) 중간고사: 자신의 탈근대 프로젝트 소개를 

겸하는 Open-book 시험 (25%), c) 그룹별(또는 개인별) 학기말 보고서 (25%)
   • 학생들의 탈근대 프로젝트는 학기말의 개별 발표회 또는 다양한 경로를 통한 발표 및 출

판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할 예정

강의교재와 웹사이트: 
   • 하영선·남궁곤 편. 2012. 『변환의 세계정치』 제2판. 을유문화사. 
   • 하영선·김상배 편. 2010. 『네트워크 세계정치: 은유에서 분석으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김상배 편. 2011. 『거미줄 치기와 벌집 짓기: 네트워크 이론으로 보는 세계정치의 변환』 

한울.
   • 하영선·김상배 편. 2012. 『복합세계정치론: 전략과 원리, 그리고 새로운 질서』 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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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각주 별로 제시된 논문들 (서울대학교 온라인강의 사이트 eTL 활용)
   • 변환의 세계정치 (http://www.worldpolitics.ne.kr) 웹사이트
   • 기타 참고 사이트: 네트워크 세계정치 (http://www.networkpolitics.ne.kr) 웹사이트; 

정보혁명과 네트워크 세계정치(http://www.sangkim.net) 웹사이트

강의진행:

<제1부> 탈근대 세계정치의 부상?

 1. 강의소개

 2. 워밍업: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예상토론주제>
   • 오늘날 2012년의 세계정치가 약 150년 전인 1862년경의 국제정치와 같은 점과 다른 점

은 무엇인가? 1862년경(그 전후 약 10년의 시기를 포함)의 한반도, 동아시아, 유럽에서
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 당시의 국제정치와 오늘날의 세계정치를 비교하면 무
엇이 변하고 무엇이 변하지 않았는가? 양자의 차이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례를 한
두 가지 생각해 보세요.

   • 우리는 지금 탈근대 세계정치의 시대를 살고 있는가? 국제정치학에서 ‘탈근대
(post-modern)’란 무엇을 의미하며, 그 연속선상에서 보는 국제정치에서 ‘근대
(modern)’란 무엇인가? 당신이 ‘탈근대’라고 판단하는 잣대는 무엇인가? 만약에 탈근대 
세계정치의 시대라고 한다면 근대 국제정치의 요소는 없어지는가? 만약에 근대가 없어지
지 않고 남는다면, 양자는 어떠한 관계로 이해해야 하는가?

   <토론준비교재>
   • 하영선·남궁곤 편. 2012. 『변환의 세계정치』 제2판. 을유문화사, 서장. 제1장
   • 하영선·김상배 공편. 2010. 『네트워크 세계정치』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서론, 결론
   • 변환의 세계정치(http://www.worldpolitics.ne.kr) 웹사이트 (국제정치의 역사적 이해)

 3. 21세기 세계정치 변환의 현실

   <예상토론주제>
   • 21세계 세계정치의 변화는 어디에서 오는가? 세계정치의 변환이라는 맥락에서 본 지구

화, 정보화, 민주화는 무슨 의미를 갖는가? 본 강의에서는 이러한 21세기 세계정치의 변
인(變因)들을 ‘네트워크(network)’의 부상이라는 개념으로 요약해서 소개할 것입니다. 여
기서 네트워크란 무엇일까요? 다층적으로 벌어지는 다양한 네트워크들의 부상과 경합이 
21세기 세계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당신이 생각하는 네트워크는 무
엇입니까?

   • 이러한 맥락에서 보는 당신의 ‘탈근대 세계정치 프로젝트’는 무엇인가? 이 프로젝트는 
중간고사의 open-book 시험과 학기말의 개인별, 그룹별 보고서로 이어지는 작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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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면 본인이 한 학기 동안 고민해 보고 싶은 주제를 개인별로 또는 그룹을 지어서 
생각해 보고 프로포절을 발표한다는 기분으로 수업 시간에 소개해 주세요. 물론 본인의 
프로젝트가 아니어도 탈근대 세계정치의 면모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를 소개해도 좋
습니다.

   <토론준비교재>
   • 하영선·남궁곤 편. 2012. 『변환의 세계정치』 제2판. 을유문화사, 제3장, 제12장
   • 김상배 편. 2011. 『거미줄 치기와 벌집 짓기: 네트워크 이론으로 보는 세계정치의 변환』 

한울. 제1장
   • 변환의 세계정치(http://www.worldpolitics.ne.kr) 웹사이트 (세계정치 종합; 현대 국제

정치의 쟁점들)

 4. 21세기 세계정치 변환의 이론

   <예상토론주제>
   •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마르크스주의 등과 같은 기존의 국제정치이론은 21세기 

세계정치의 변화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각 이론 진영이 설명하는 권력과 국가 그리고 세
계질서의 변화는 어떻게 그려지는가? 각 이론 진영이 제시하는 설명의 장점과 단점은 무
엇인가? 각 이론 진영이 원용하고 있는 변화 또는 연속성의 대표사례들은 무엇인가? 그
리고 당신은 어느 이론 진영의 설명에 가장 마음이 끌리는가? 왜? 

   • 기존 이론의 설명을 수용하거나 또는 넘어서 당신이 세계정치의 변화를 보는 분석틀은 
무엇인가? 동아시아의 시각을 반영하는 새로운 21세기 세계정치이론은 가능한가? 예를 
들어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의미와 한계는 무엇인가? 네트워크의 시각에서 보는 세
계정치의 권력과 행위자 그리고 질서의 모습은 무엇인가? 네트워크 권력, 네트워크 국
가, 네트워크 질서 등에 대한 당신의 견해는 무엇인가?

   <토론준비교재>
   • 하영선·남궁곤 편. 2012. 『변환의 세계정치』 제2판. 을유문화사, 제4, 5, 6장
   • 하영선·김상배 공편. 2010. 『네트워크 세계정치』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제1, 2장
   • 하영선·김상배 편. 2012. 『복합세계정치론』 한울, 결론
   • 변환의 세계정치(http://www.worldpolitics.ne.kr) 웹사이트 (국제정치의 이론적 이해)

<제2부> 부국강병 국제정치의 변환

 5. 탈근대 군사안보, 그리고 전쟁

   <예상토론주제>
   • 강의 1주 전에 ‘서울대학교 온라인강의 사이트 eTL’<http://my.snu.ac.kr/mysnu/>과 

김상배 교수의 홈페이지, ‘정보혁명과 네트워크 세계정치’<http://www.sangkim.net> 웹
사이트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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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준비교재>
   • 하영선·남궁곤 편. 2012. 『변환의 세계정치』 제2판. 을유문화사, 제7장, 제8장
   • 하영선·김상배 편. 2012. 『복합세계정치론』 한울. 제4장, 제5장
   • 김상배 편. 2011. 『거미줄 치기와 벌집 짓기』 한울. 제2장, 제8장, 제10장
   • 변환의 세계정치(http://www.worldpolitics.ne.kr) 웹사이트 (군사·안보)

 6. 탈근대 외교: 복합 네트워크 외교

   <예상토론주제>
   • 강의 1주 전에 ‘서울대학교 온라인강의 사이트 eTL’<http://my.snu.ac.kr/mysnu/>과 

김상배 교수의 홈페이지, ‘정보혁명과 네트워크 세계정치’<http://www.sangkim.net> 웹
사이트에 게시합니다.

   <토론준비교재>
   • 하영선·김상배 편. 2012. 『복합세계정치론』 한울. 제1장, 제3장
   • 김상배. 2012a. “21세기 공공외교의 도전과 과제,” 『한일협력』 pp.70-78. 웹 사이트에

서 다운로드 <http://www.sangkim.net/21C-public-diplomacy.pdf> 
   • 김상배. 2012b. “소셜 미디어와 공공외교: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으로 보는 미국의 전략, 

『국제정치논총』 52(2), pp.117-142; 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http://www.sangkim.net/socialmedia-publicdiplomacy.pdf> 

   • 변환의 세계정치(http://www.worldpolitics.ne.kr) 웹사이트 (국제정치 1차 자료: 정부 
공공기관, 글로벌 거버넌스)

 7. 탈근대 정치경제: 무역, 금융, 생산/산업, 다국적 기업, 지적재산권

   <예상토론주제>
   • 강의 1주 전에 ‘서울대학교 온라인강의 사이트 eTL’<http://my.snu.ac.kr/mysnu/>과 

김상배 교수의 홈페이지, ‘정보혁명과 네트워크 세계정치’<http://www.sangkim.net> 웹
사이트에 게시합니다.

   <토론준비교재>
   • 하영선·남궁곤 편. 2012. 『변환의 세계정치』 제2판. 을유문화사, 제9장, 제10장
   • 하영선·김상배 편. 2012. 『복합세계정치론』 한울. 제6장, 제8장
   • 김상배. 2012c. “정보화시대의 미·중 표준경쟁: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시각,” 『한국정

치학회보』 46(1), pp.383-410; 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http://www.sangkim.net/us-china-standard.pdf> 

   • 변환의 세계정치(http://www.worldpolitics.ne.kr) 웹사이트 (번영·발전)

 8. 중간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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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새로운 세계정치의 쟁점

 9. 국제개발협력, 해외원조, e-ODA, 빈곤, 기아

   <예상토론주제>
   • 강의 1주 전에 ‘서울대학교 온라인강의 사이트 eTL’<http://my.snu.ac.kr/mysnu/>과 

김상배 교수의 홈페이지, ‘정보혁명과 네트워크 세계정치’<http://www.sangkim.net> 웹
사이트에 게시합니다.

 
   <토론준비교재>
   • 하영선·남궁곤 편. 2012. 『변환의 세계정치』 제2판. 을유문화사, 제9장
   • 김상배 편. 2011. 『거미줄 치기와 벌집 짓기』 한울. 제9장
   • 변환의 세계정치(http://www.worldpolitics.ne.kr) 웹사이트 (번영·발전)

 10. 글로벌 지식질서와 지식 네트워크

   <예상토론주제>
   • 강의 1주 전에 ‘서울대학교 온라인강의 사이트 eTL’<http://my.snu.ac.kr/mysnu/>과 

김상배 교수의 홈페이지, ‘정보혁명과 네트워크 세계정치’<http://www.sangkim.net> 웹
사이트에 게시합니다.

   <토론준비교재>
   • 김상배. 편. 2008. 『지식질서와 동아시아: 정보화시대 세계정치의 변환』 한울. 제1, 2장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제1장<http://www.sangkim.net/knowledge-order-ch-1.pdf>, 
제2장<http://www.sangkim.net/knowledge-order-ch-2.pdf>.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편. 김상배 기획편집. 2008. 『지식네트워크의 세계정치』 논
형.서장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http://www.sangkim.net/knowledge-networks.pdf>

   • 네트워크 세계정치(http://www.networkpolitics.ne.kr) 웹사이트 (기술·정보·지식)

 11. 국제문화교류와 민족주의의 미래

   <예상토론주제>
   • 강의 1주 전에 ‘서울대학교 온라인강의 사이트 eTL’<http://my.snu.ac.kr/mysnu/>과 

김상배 교수의 홈페이지, ‘정보혁명과 네트워크 세계정치’<http://www.sangkim.net> 웹
사이트에 게시합니다.

   <토론준비교재>
   • 하영선·남궁곤 편. 2012. 『변환의 세계정치』 제2판. 을유문화사, 제11장
   • 김상배. 2007. “한류의 매력과 동아시아 문화 네트워크,” 『세계정치』 28(1), 

pp.190-233; 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http://www.sangkim.net/korean-wave.pdf> 
   • 김상배 편. 2011. 『거미줄 치기와 벌집 짓기』 한울. 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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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환의 세계정치(http://www.worldpolitics.ne.kr) 웹사이트 (문화·문명)

 12. 환경, 에너지, 생명공학, 원자력

   <예상토론주제>
   • 강의 1주 전에 ‘서울대학교 온라인강의 사이트 eTL’<http://my.snu.ac.kr/mysnu/>과 

김상배 교수의 홈페이지, ‘정보혁명과 네트워크 세계정치’<http://www.sangkim.net> 웹
사이트에 게시합니다.

   <토론준비교재>
   • 하영선·남궁곤 편. 2012. 『변환의 세계정치』 제2판. 을유문화사, 제13장
   • 하영선·김상배 편. 2012. 『복합세계정치론』 한울. 제9장
   • 김상배 편. 2011. 『거미줄 치기와 벌집 짓기』 한울. 제6장
   • 하영선·김상배 공편. 2010. 『네트워크 세계정치』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제9장
   • 변환의 세계정치(http://www.worldpolitics.ne.kr) 웹사이트 (환경·인권·여성)

 13. 인권, 여성, 아동, 이민, 규범적 이슈

   <예상토론주제>
   • 강의 1주 전에 ‘서울대학교 온라인강의 사이트 eTL’<http://my.snu.ac.kr/mysnu/>과 

김상배 교수의 홈페이지, ‘정보혁명과 네트워크 세계정치’<http://www.sangkim.net> 웹
사이트에 게시합니다.

   <토론준비교재>
   • 김상배 편. 2011. 『거미줄 치기와 벌집 짓기』 한울. 제3장, 제5장, 제7장
   • 하영선·김상배 공편. 2010. 『네트워크 세계정치』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제10장
   • 변환의 세계정치(http://www.worldpolitics.ne.kr) 웹사이트 (환경·인권·여성)

 14. 국제기구와 글로벌 거버넌스

   <예상토론주제>
   • 강의 1주 전에 ‘서울대학교 온라인강의 사이트 eTL’<http://my.snu.ac.kr/mysnu/>과 

김상배 교수의 홈페이지, ‘정보혁명과 네트워크 세계정치’<http://www.sangkim.net> 웹
사이트에 게시합니다.

   <토론준비교재>
   • 하영선·남궁곤 편. 2012. 『변환의 세계정치』 제2판. 을유문화사, 제14장
   • 하영선·김상배 공편. 2010. 『네트워크 세계정치』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제5장, 제12장
   • 변환의 세계정치(http://www.worldpolitics.ne.kr) 웹사이트 (글로벌 거버넌스)

 15. 학기말 보고서 발표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