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2013년 1학기 정치외교학부 3학년>

정보세계정치론

강의시간: 수요일 오전 9:30 – 오전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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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i-2013-1.pdf
세미나홈: http://my.snu.ac.kr/mysnu/ (서울대학교 온라인강의 사이트 eTL)

강의내용:
   • 이 강의는 군사안보나 정치경제 분야와 더불어 ‘제3의 분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기

술-정보-지식-커뮤니케이션-문화 변수를 둘러싼 세계정치, 즉 정보세계정치를 이론적, 
역사적, 경험적 맥락에서 살펴본다. 제1부는 국제정치학의 시각에서 본 정보혁명의 의미
를 검토하고, 정보세계정치의 주요 이론과 개념을 살펴본다. 제2부는 근대 초기부터 21
세기까지 정보세계정치의 역사를 세계와 동아시아 및 한국의 맥락에서 검토한다. 제3부
는 정보세계정치의 쟁점들을 인터넷과 컴퓨터, 미디어융합 현상, 기술경쟁과 표준경쟁,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운동, 인터넷과 사이버공간, 글로벌 미디어와 문화산업(예를 들어 
한류 열풍)과 사이버 문화(또는 사이버 민족주의), 온라인참여와 전자민주주의(공론장), 
소셜 미디어(또는 SNS)와 정치변동, 인터넷 거버넌스, 전자정부, 글로벌 정보격차와 개
발협력(특히 e-ODA), 초국적 사회운동 네트워크, 인터넷 규제정책과 미래국가전략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수업진행 및 성적평가:
   • 강의 전반부의 교수와 학생들이 함께하는 간단한 토론과 후반부의 담당교수 강의를 복합

하는 방식으로 진행
   • a) 출석과 토론 및 토론요지서(A4용지 1매 이내) 제출 (25%): 토론주제는 해당 강의 1주

일 전에 ‘서울대학교 온라인강의 사이트 eTL’<http://my.snu.ac.kr/mysnu/>과 김
상배 교수의 홈페이지, ‘정보혁명과 네트워크 세계정치’<http://www.sangkim.net> 
웹사이트 게시판에 제시. Note: 제세되는 토론주제에 모두 답할 필요는 없음!

     b) 중간고사: 자신의 정보세계정치 에세이 프로젝트의 프로포절을 제시하는 형태의 
Open-book 시험 (25%)

     c) 정보세계정치 에세이 제출 (25%): 개인당 A4용지 5매 내외. 중간고사 후 에세이 작
성의 방향과 관련하여 개별 면담 진행. 에세이의 형식은 자유!

     d) 기말고사: 한 학기 동안 진행된 강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묻는 간단한 퀴즈 형태의 
Close-book 시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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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교재와 웹사이트: 
   • 김상배. 2010. 『정보혁명과 권력변환: 네트워크 정치학의 시각』 한울. 중앙도서관 지정도

서.
   • 김상배 편. 2008. 『인터넷 권력의 해부』 한울. 중앙도서관 지정도서.
   • 기타 PDF로 eTL에 추가한 자료
   • 참고 웹사이트: 정보혁명과 네트워크 세계정치(http://www.sangkim.net) 웹사이트; 변

환의 세계정치 (http://www.worldpolitics.ne.kr) 웹사이트; 네트워크 세계정치 
(http://www.networkpolitics.ne.kr) 웹사이트

강의진행:

 1. 강의소개 

<제1부> 정보세계정치의 분석틀

 2. 워밍업: 무엇이 새로운가?
   • 김상배. 2012. “정보세계정치의 변환과 한국의 전략,” 하영선·남궁곤 편. 『변환의 세계정

치』 제2판, 을유문화사, pp.375-404, PDF.
   • 김상배. 2010. 『정보혁명과 권력변환: 네트워크 정치학의 시각』 한울. 머리글, 여는글, 

pp.5-36.
   • 김상배. 2012. “정치·행정 분야의 IT영향,” 강홍렬·김상배 외 『디지털 인문사회학의 연구

동향과 정책방향』 방송통신위원회. PDF.

 3. 정보혁명의 개념적 이해 
   • 김상배. 2010. 『정보혁명과 권력변환: 네트워크 정치학의 시각』 한울. 제1부 제1-3장, 

pp.39-140.

 4. 정보세계정치의 주요 개념
   • 김상배. 2003. “정보기술과 국제정치이론: 구성적 기술론과 정보세계정치론의 모색,” 『국

제정치논총』 43(4), pp.33-58, PDF.
   • 김상배 편. 2008. 『인터넷 권력의 해부』 한울, 서장, pp.13-45.
   • 김상배. 2010. 『정보혁명과 권력변환: 네트워크 정치학의 시각』 한울. 제6장, 제10장, 

pp.201-243, 335-377.

<제2부> 정보세계정치의 역사

 5. 역사적 맥락 I: 15-18세기 서양, 동아시아, 한국
   • 피터 버크. 2006. 『지식: 그 탄생과 유통에 대한 모든 지식』 현실문화연구, 제2-5장, 

pp.39-195. 중앙도서관 지정도서.
   • 김상배. 2010. “집합지성보다는 커뮤니티?: 한국사의 맥락에서 본 인터넷 문화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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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7(4), pp.45-92. PDF

 6. 역사적 맥락 II: 19세기 서양, 동아시아, 한국
   • Thomas J. Misa. 2004. Leonardo to the Internet: Technology and Culture from 

the Renaissance to the Present. Baltimore and London: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ch.4, pp.97-127. 중앙도서관 지정도서.

   • 김상배. 2012. “근대한국의 기술개념,” 하영선·손열 편. 『근대한국 사회과학 개념 형성사 
2』 창비, pp.307-341. PDF

 7. 역사적 맥락 III: 20-21세기 서양, 동아시아, 한국
   • Thomas J. Misa, 2004. Leonardo to the Internet: Technology and Culture from 

the Renaissance to the Present. Baltimore and London: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ch.7, pp.190-224. 중앙도서관 지정도서.

   • 김상배. 2012. “표준경쟁으로 보는 세계패권경쟁: 미국의 패권, 일본의 좌절, 중국의 도
전.” 『아시아리뷰』 2(2), pp.95-125. PDF

   • 김상배. 2010. “지식·문화 분야에서 IT모델의 확산,” 동북아역사재단 편, 『동아시아 공동
체의 설립과 평화 구축』 동북아역사재단, pp.409-440. PDF

 8. 중간고사

<제3부> 정보세계정치의 사례(1): 기술-정보-지식-커뮤니케이션-문화의 맥락

 9. IT산업과 지적재산권
   • 김상배. 2010. 『정보혁명과 권력변환: 네트워크 정치학의 시각』 한울. 제4장 1-2절, 

pp.143-155; 제7장  pp.247-272 
   • 김상배 편. 2008. 『인터넷 권력의 해부』 한울, 제4장, pp.111-134

 10. 인터넷과 사이버 공간
   • 김상배. 2010. 『정보혁명과 권력변환: 네트워크 정치학의 시각』 한울. 제5장 1-2절, 

pp.171-187; 제8장 pp.273-303
   • 김상배 편. 2008. 『인터넷 권력의 해부』 한울, 제1-3장, 제5장, pp.49-107; 135-157
   • 서이종·탕레이. 2013. “중국과 한국의 사이버 민족주의”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편. 

김상배 기획편집. 사회평론. PDF

 11.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와 문화산업
   • 문상현. 2013. “국제정치경제의 변화와 미디어 지구화론.”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편. 김상배 기획편집. 사회평론. PDF
   • 김상배. 2010. 『정보혁명과 권력변환: 네트워크 정치학의 시각』 한울. 제5장 3-4절, 

pp.187-199
   • 김상배. 2007. “한류의 매력과 동아시아 문화네트워크,” 『세계정치』 28(1), pp.190-233;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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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배 편. 2008. 『인터넷 권력의 해부』 한울, 제6장, 제9장; pp.158-181; 234-254

<제4부> 정보세계정치의 사례(2): 사회-정부-정치-국가-국제의 맥락

 12. 온라인 참여와 정치사회변동
   • 김상배. 2010. 『정보혁명과 권력변환: 네트워크 정치학의 시각』 한울. 제9장 

pp.305-334.
   • Clay Shirky. 2011. “The Political Power of Social Media.” Foreign Affairs. 90(1), 

pp.28-41. PDF
   • 김상배. 2012. “SNS의 위력과 정치변동, 그리고 민주주의의 미래,” 중앙SUNDAY·한국

사회과학협의회 편, 『한국사회 대논쟁』 메디치, pp.268-278. PDF
   • 김상배 편. 2008. 『인터넷 권력의 해부』 한울, 제7-8장, 제11장, pp.185-254; 282-308

 13. 전자정부와 전자민주주의, 그리고 지식국가
   • 김상배. 2005. “전자정부와 디지털정치,” 정보통신정책연구원(편), 『정보사회와 정보화정

책』 정보통신정책핸드북 제3권, 법영사, pp.137-177. PDF
   • 김상배. 2010. 『정보혁명과 권력변환: 네트워크 정치학의 시각』 한울. 맺는글, 

pp.379-412.
   • 김상배. 2006. “네트워크 지식국가론: 정보화시대 국가변환의 개념화,” 『국제정치논총』 

46(3), pp.7-29. PDF.

 14. 정보격차와 글로벌 e-거버넌스
   • 김상배 편. 2008. 『인터넷 권력의 해부』 한울, 제10장, 제12장, pp.257-281; 309-335
   • 김상배. 2010. 『정보혁명과 권력변환: 네트워크 정치학의 시각』 한울. 제4장 3-4절, 

pp.155-170.
   • 김상배 편. 근간. 『정보세계정치의 이해』 제6장. “신세계정보커뮤니케이션질서(NWICO)

를 넘어서: 맥브라이드 보고서와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 제7장 “세계 정보격차 
해소와 국제기구의 역할: ITU와 세계은행의 네트워크 전략” PDF.

 15. 기말고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