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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512

국제경제관계의 이해 3-3-0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국가 간의 무역관계, 국가간의 거시경제적 관계, 국제통화제도
및 국제금융시장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기초이론을 소개한다. 아
울러 국제경제관계의 흐름을 조망하여 이러한 변화의 동인을 분석
해보고 미래의 국제경제환경을 예측해 본다.
This course introduces students basic theories that explain
(1) international trade relations among countries, (2) international macroeconomic relations, and (3) the operation of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s and financial markets. It provides a systematic exposition of principles and techniques of
economic theory that are useful in analyzing economic aspects of trade negotiations. Furthermore, attention is given to
various concepts of future international economic orders.
875.520

국제협력의 이해 3-3-0
International Cooperation

이 과목은 국제협력의 주요문제들을 분석하고 검토한다. 국제협
력과 갈등의 역동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학생들은 먼저 국제관계
연구에 주요 개념과 접근법을 숙지하며, 그 바탕 위에 국제협력과
갈등의 사례와 현안들을 평가한다. 세계정치체제의 변모, 국제안보,
외교정책의 결정, 국제경제의 정치, 국내정치와 국제협력의 관계
등의 주제들을 다룬다.
This course is designed as an advanced introduction to
contemporary theories, debates, and major scholarly traditions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 primary concern of the course
is to examine and assess contending theor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to logically answer some major international
questions of comtemporary relevance. The ultimate goal is to
enhance students’s capacity to think critically about the basic
forces that drive foreign policy and international politics,
thereby improving their ability to evaluate important real-world issues.
875.532

동아시아지역의 이해 3-3-0
Understanding East Asia

이 과목은 동아시아에 대한 학제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이
를 위해 현대 동아시아 형성의 역사를 우선 간단히 살펴보고, 이어
정치, 경제, 사회문화 각 분야의 중요한 이슈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3국, 즉 한국, 중국, 일본의 정치변화, 경제발전, 그리고 사회문화
적 통합의 기본유형들을 비교한다. 구체적으로는 동아시아 자본주
의 및 사회주의의 발전과정, 동아시아에 있어서 발전국가와 민주화
의 문제,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문화적 이해, 한국, 중국 일본에
있어서 자아관념 및 민족주의, 사회적 관계망 등에 대한 비교연구
등이 다루어지게 될 것이며 동아시아의 변화를 보다 넓은 국제관
계의 틀 속에서 조망해 보려는 노력도 시도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familiarize students with
key patterns in political change, economic development, and
socio-cultural imagination in East Asia. The course briefly reviews the contemporary history of East Asia before moving
on to different perspectives of economy and business, society
and culture, and politics and diplomacy. Topics include the
development of East Asian capitalism, developmental states
and democracy in East Asia, cultural understanding of Asian
Values, and the concept of self and others in China, Japan,
and Korea. The course will end with a consideration of recent social and political changes in East Asia that are aligned
to international resources.
875.810

조사방법론 3-2-2
Research Methodology and Skills

본 강좌는 국제학과 국제지역학의 현안들을 분석하기에 필요한
도구들을 가르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강좌의 첫 부분에서 학생들
은 중요한 통계학 개념들을 배우고 엑셀 및 다른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법을 습득할 것이다. 강의의 뒤 부분에서 학생들은 여러
가지 지수와 통계치를 계산하는 방법과 국제지역학의 여러 변수간
의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을 배울 것이다.
The objective of the course is to provide the students with
the tools with which to analyze the issues in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In the first part of the course, students will
learn important concepts of statistics and acquire techniques
to use Excel and other statistics program. In the second part,
students will learn how to calculate useful indices and statistics as well a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among various
variables in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875.823

비교방법론 3-2-2
Comparative Methodology

이 과목은 여러 형태의 비교분석을 행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양적방법론 및 질적방법론과 함께 중요한 연구방법론의 하나인 이
<비교방법론>을 통해서 학생들은 전혀 상이한 조건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또는 거의 비슷한 조건 가운데에서도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들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
다. 비교방법론은 전통시대 및 현대시대에도 모두 적용가능하며 분
석의 단위가 개인, 사회, 사건, 제도 등 모든 영역을 단위로 이루어
진다.
This course introduces a comparative method as one of
core methodologies at graduate level. Being a major methodology wi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ethodologies, this
<Comparative Methodology> provides students a powerful
tool to analyze the mechanism in which different outcomes
result under similar conditions or similar outcomes are led
under different situations. This methodology can be applied
not only to traditional times but also to contemporary period.
In addition, this comparative methodology can be applied to
various research whose unit of the analysis is an individual, a
society, an event or an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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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1.511

국제금융의 세계: 시장, 기관, 정책 3-2-2
International Financial World: Markets,
Institutions and Policies

국제금융분야에 있어 거시경제적인 측면과 세계금융시장의 미시
적 및 제도적인 측면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과목이다. 이 과목은 또
한 이론과 실무를 접목시켜 학생으로 하여금 국제금융시장이 어떻
게 작동하는지 어떠한 금융상품들이 거래되고 이들을 다루는 국제
금융기관과 제도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습득케 할 것이다. 이러
한 측면에서 이 과목은 국제전문인력이 갖추어야 할 주요 학습과
목이 될 것이다.
This course will cover not only macroeconomic and microeconomic aspects but also institutional aspects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Through combining theories and real
practices in the international market, students will understand
how the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works, learn various
kinds of financial products which are transacted internationally, and study international financial companies and related
institutions. This course will be one of the prerequisites for
becoming an international specialist in the 21th century.
8751.514

통상협상의 역사와 사례 3-2-2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History
and Major Rounds

GATT체제 성립 이전부터 WTO체제 탄생까지 이루어진 다양
한 종류의 다자간 무역협상의 전개과정과 주요협상사례를 심층적으
로 분석하여 최근 통상협상쟁점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구명한다.
This course basically covers major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that have taken place during the last 50 years, from
the birth of GATT to the establishment of the WTO. There
is a focus on the following three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the Kennedy Round, Tokyo Round, and Uruguay
Round. In addition, students in this course study the results
of trade liberalization achieved through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the performance of th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of the GATT/WTO system, the role of power structure
among major trading countries within the multilateral trade
system, and the background of newly emerging trade issues.
As a special subject, this course will cover the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MAI) negotiations which are currently underway at the OECD.
8751.515

국제통상연습 1

표를 통해 다룬다. 뿐 아니라 WTO, WIPO 등 주요 국제기구의
분쟁해결 절차들을 실무적으로 다룬다.
In our increasingly contentious society and world, more
than ever before, a prudent selection of a proper, appropriate
method of resolving or settling conflicts/disputes becomes one
of the most important tasks of individuals, organizations,
communities, societies, and nations. This course will provide
students an opportunity to explore three of the most frequently used methods of dispute resolution; namely, mediation, arbitration, and litigation. Through lectures, simulations,
and student presentations, students will learn the procedures
and actual workings of these three methods at various settings such as WTO, WIPO, and LCIA, inter alia.
8751.612

Political Economy of Trade Policy

세계경제의 자유화 흐름속에서 각국이 국내의 다양한 이해집단
의 이익을 위해, 또 자국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개하고
있는 통상정책의 결정과정을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한
국통상정책의 바람직한 전개방향을 진단한다.
This course covers the political economy of trade policy
with an introduction to political economy in general. The
main purpose of the course is to understand the reason for
adopting protectionist measures not only in advanced countries but also in developing countries despite the fact that
free trade policy is better than protectionism. Understanding
the political aspect of trade policy is very important to trade
negotiators as well as students with an interest in trade negotiations, because this aspect is so crucial in formulating the
basic position and strategies of trade negotiations, and also
because it is needed when governments present the results of
trade negotiations to the general public. This course consists
of two parts: Part 1 covers topics like an introduction to political economy,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international
trade system, mercantilism and neomercantilism, the rise of
free trade in Western Europe in the 19th Century, the international economic system in the interwar years and the birth
of the GATT, and the policy-making structure and system of
the United States. Part 2 covers topics like the economic effects of trade policy, the political economy of trade protection, major cases related to the political economy of trade
protection, and empirical studies of trade protection.

3-2-2

8751.615

Workshop in International Commerce 1

국제통상법의 이해 3-3-0
Understanding International Trade Law

정책결정자와 경영자는 분쟁을 해결하고 타협을 하는 데 있어 유
용한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 과목은 통상협상을 분석하고 효과
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 체계적인 접근방법을 개발시켜 준다.
Policy makers and managers require useful skills in resolving disputes and making deals. This course develops a systematic approach to analyzing trade negotiations and how to
carry them out productively.
8751.518A

통상정책의 정치경제학 3-3-0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무역체제하에서 전개되는 국제통상
질서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사례연구를 통한 국제통상법의 원리
와 적용을 연구한다.
This course focuses on the framework of the complicated
regulatory legal system affecting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The mechanism of implementing WTO agreements
are studied based on actual rulings of various WTO disputes.

국제통상특강 3-3-0

8751.619A

Topics in International Commerce

글로벌 경영전략 3-2-2
Global Business Strategy

본 강의는 개인, 조직, 지역사회, 이익단체, 국가간 갈등과 분규
의 적절한 해소 내지 타결을 위해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소송,
중재 및 조정의 절차와 실무를 강의, 사례연구, 시뮬레이션, 학생발

기업의 경영환경은 점점 더 국제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통
적인 무역이론으로는 오늘날의 세계경제를 설명하기가 어렵다. 국
경없는 무한경쟁시대에서 게임의 법칙은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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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된다. 본 과목은 국제경쟁의 새로운 패러다임들을 분석하고 기
업들이 세계화에서 직면할 수 있는 전략적 문제들과 그 해결책을
살펴본다. 나아가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한국경제의 국제경쟁력 요인
들을 분석한다.
People talk a lot about globalization, but not many do so
with a conceptual understanding of the term itself. We need
to have a clear understanding of globalization before we pursue a global strategy. The globally integrated nature of modern business and economic affairs renders global strategy an
absolute must. In almost all areas of the economy and business, the issue is not whether to globalize or not, but rather
how to globalize most effectively. This course aims to help
students gain conceptual clarity and analytical insights into
globalization and global strategy, and then to develop relevant
skills in implementing successful global strategies. Different
perspectives of global strategies are compared and contrasted.
Rigorous class discussions on both theories and practices will
take place in order to develop a correct vision of global
strategy implementation.
8751.620

국제통상연습 2

3-2-2

Workshop in International Commerce 2

<국제통상연습 1>의 후속과목으로서 높은 수준의 사례 및 문헌
연구와 더불어 체계적인 협상연습을 실시한다. 학생들은 이러한 연
습의 기술들을 분석하고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가
를 토론한다.
As an extension to Workshop in <International Commerce 1>,
this course includes intensive cases and readings. In addition,
carefully structured negotiation exercises are conducted. Students
analyze techniques of these exercises and discuss how they work.
8751.621A

국제경영관계 3-3-0
International Business Relations

본 과목은 국제경영관계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하며 본질적인 면
을 다루고 있다. 특히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 경영의 활동 및 성
과에 영향을 주는 사회 문화적 특성을 강조한다. 본 과정에서는 이
론적인 틀 뿐만이 아니라 실제사례를 많이 다루고 있다. 본 과목을
통해서 국제경영의 여러 형태를 이해하는 분석적인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course introduces students to the most fundamental
and relevent elements of international business relations. The
emphasis of the course is on the complex web of relationships among countries and socio－cultural characteristics that
influence business behavior and performance. This course
deals with many real－world cases and examples, as well as
conceptual models. Throughout the course, students will develop analytical skills which are absolutely crucial in understanding different types of international business.
8751.716

통상협상특수연구 3-3-0
Special Studies in Trade Negotiations

국제통상협상에 제기되는 다양한 측면과 쟁점들에 대해 연구한
다. 특히, 국제통상법 분야에서 다루어지는 다양한 부문, 농산물교
역, 서비스교역, 지재권 보호 등 폭넓은 주제들에 대해 실제 사례
를 통해 심도 있는 분석과 토의를 한다.
This course addresses a wide variety of aspects of international trade negotiation. In particular, many new areas embraced within the WTO system such as agriculture, services,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re discussed with actual trade
dispute cases.
8751.718

세계무역기구와 다자간무역협정

3-3-0

World Trade Organization & Multilateral
Trade Agreements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세계 주요무역국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지역협정과 주요국의 통상정책의 밀접성을 다룬다.
This course covers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and multilateral trade agreements established through the
Uruguay Round negotiations. Students will first overview the
WTO and then focus on the final results of the Uruguay
Round of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in some detail. The
multilateral trade agreements will be divided into four parts:
trade in goods, trade in services,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institutional issues. Agreements
on trade in goods are further divided in to three subcategories: market access, customs-related issues, and trade
rules. Lastly, this course will look at the future challenges
faced by the current multilateral trading system. Although this
course deals with trade agreements, it will put more emphases on economic interpretation rather than the legal aspects.
For this course, outside scholars and experts from policy,
academic, and private sectors may be invited as special guest
lecturers.
8751.720

해외직접투자 3-2-2
Foreign Direct Investment

과거에는 국제무역이 국제화의 주된 수단이었으나, 오늘날의 세
계화된 환경에서는 기업 및 국가의 어떤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해외직접투자가 국제무역보다 더욱 효과적일 때가 많다. 본
과목에서는 해외직접투자가 세계화 전략으로서 갖는 의미, 본국 및
현지국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투자동기 등을 분석한다. 또한 라이
선스 및 기술제휴 등과 같은 기타 해외진출 수단도 해외직접투자
와 비교분석하면서 함께 다룬다.
In the past, international trade was the main tool for
internationalization. In today’s globalized environment, however, foreign direct investment is often more appropriate than
international trade in achieving certain strategic goals of firms
and countries. This course examines foreign direct investment
as a means of global strategy, its impacts on home and host
countries, and its motivations. Some other entry modes such
as licensing and strategic alliances are also included in our
discussion.
8751.722

환율과 국제거시경제 분석

3-2-2

Exchange Rates and International
Macroeconomics

본 강좌는 자본 이동을 통한 국내경제와 해외겨제간의 연관관계
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증진하고 그러한 연관관계로부터 유발되
는 제반 문제점들을 다루기 위한 국제거시경제정책을 분석함을 목
적으로 한다. 특히, 자본이동, 환율 구조 및 정책, 이자율정책 등과
거시경제정책간의 관계 등에 대해 연구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provide a basic understanding
of the linkage between the domestic and foreign economies
through capital flows and to explain international macroeconomic policies to handle problems arising from the
linkage. The domestic economy is linked to foreign eco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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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es through international trade and international financial
transaction. This course focuses on the second part and is interested in looking at economic phenomena such as capital
movements, exchange rate, interest rates, and at their relations
with macroeconomic policies.
8751.803

대학원논문연구 3-3-0
Dissertation Research

개별적으로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통상협상과 관련한 연구주제를
선택하고 그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다.
Students will choose a research topic related to the field
of trade negotiations and prepare an M.A. thesis under the
individualized guidance of an advisor.
8751.812

국제협상시뮬레이션게임

3-2-2

8751.821

국제통상세미나 2

3-2-2

Seminar in International Commerce 2

국제통상을 직접적으로 담당했던 실무자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체계적으로 직접 강의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이론과 실제와의 유사성
과 상이성을 비교하도록 하고 실무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실 상황들을 정확하게 이해⋅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
러 이 강좌를 담당하는 초빙교수는 실제 실무를 학생들이 직접 경
험하여 현장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일주일에 2시간씩의 실습시간
을 할애하여 학생들을 직접 지도한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understand the nexus between theories and practices and to acquire the proper tools
to analyze the possible practical situations in working places.
The lecture content will be based on the experience of experts working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commerce. Students
will have two hours’ practice of international commerce per
week as the preparation for actual field experience.

International Negotiation Simulation Game

현실과 유사하게 구성된 상황을 학생들이 주어진 역할에 따라
협상에 직접 참여토록 하여 국제협상에 관해 산 경험을 갖게 하는
과목이다. 협상 실무에서 요구되는 제반 분석 능력과 더불어 국제
통상협상에서 제기되는 특수한 문제들에 대해 사례분석을 통해 전
문성을 함양한다.
Students assume the roles of negotiators representing organizations or governments in this simulated negotiation game.
This course offers instruction in key analytical, communication, managerial and negotiation techniques and skills required
for effective trade policy officials. It addresses strategic issues
in bargaining and negotiation from a game theory perspective.
Students participate in a variety of games focusing on strategic aspects of bargaining and negotiation. It examines the
principle of negotiation in organizational settings and provides
firsthand experience in simulated negotiations.
8751.814

국제통상세미나 1 3-2-2

8751.825

Research Project in Commercial Negotiation

지도교수의 지도 하에 통상 문제와 관련된 사례를 결정하고, 그
사례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연구 보고서를
직접 작성, 발표하도록 한다. 지도교수는 학생들이 필수과목 중 하
나인 <조사방법론>과 다른 이론과목에서 배운 분석기법을 적절히
사용하여 정확하고 현실성 있는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도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select cases related to
Commercial Negotiation under the supervision of their advisors Students will write in-depth research papers and give
presentations on their topics. The advisors will guide students
on how to use relevant theories, research methods and skills
examined in the prerequisite course, <Research Methodology
and Skills>. In addition, the advisors will help students give
effective presentations and prepare them to answer properly
to questions on their presentations.

Seminar in International Commerce 1

8751.826

최근의 국제경제/경영 환경을 이해하고 통상협상에 관련된 중요
사항을 연구할 수 있는 이론적⋅실무적 기초로서 필수적인 분석의
틀을 조명한다. 교수와 수강자간의 면담식 토의가 특별히 강조된다.
This course provides analytical tools as theoretical and practical bases for understanding the recent environment of international economy and business, and doing research on the important issues relating to trade negotiations. Special emphasis is
on the discussion between the professor and students.
8751.819

고급통상연구방법론 3-3-0
Advanced Research Method for
International Commerce

박사과정생을 대상으로 국제통상 분야의 연구에 기초가 되는 연
구방법론에 대한 심층적인 학습을 목적으로 하며, 박사학위 논문
작성에 필수적인 이론적 틀의 강화를 위한 과정임.
This class seeks to improve basic analytical capacity for
doctoral level students majoring international commerce. Various
analytical methodology is provided to enhance research ability.

통상협상연구프로젝트 3-2-2

국제경영연구프로젝트 3-2-2
Research Project in International Business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통상 문제와 관련된 사례를 결정하고, 그
사례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연구 보고서를
직접 작성, 발표하도록 한다. 지도교수는 학생들이 필수과목 중 하
나인 <조사방법론>과 다른 이론과목에서 배운 분석기법을 적절히
사용하여 정확하고 현실성 있는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도한
다. 아울러 작성된 연구보고서를 효과적으로 발표하고 예상되는 질
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select cases related to
International Business under the supervision of their advisors.
Students will write in-depth research papers and give presentations on their topics. The advisors will guide students on
how to use relevant theories, research methods and skills examined in the prerequisite course, <Research Methodology
and Skills>. In addition, the advisors will help students give
effective presentations and prepare them to answer properly
to questions on their presen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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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1.828

국제금융 쟁점과 사례분석

academic and policy research ability in thinking about development issues. This course requires basic theoretical understanding as well as solid understanding of empirical research
method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as prerequisites.

3-2-2

Major Issues and Case Studies in
International Finance

본 강좌는 최신의 국제금융 쟁점과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첨단
국제금융 문제를 분석하는 기법과 이해도를 증진하고자 한다. 본
강좌를 위한 수강생들은 사전에 기본적인 국제금융 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것을 권장한다.
This course aims to study current issues highlighted in the
world economy and deepen the understanding as well as analytical skills through case studies of major international financial events. Since this course is designed to address various
advanced financial issues, it is recommended that students are
prepared with some preliminary classes on international financial matters.
M2048.000200 경제성장과 국제개발 3-3-0
Economic Growth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본 강좌는 경제성장과 국제개발의 과정을 이해하기위한 이론 모
형과 실증분석 도구에 대한 학습과 연구를 주목적으로 한다. 이 강
좌의 핵심 질문은 빈국을 어떻게 부국으로 만들 것인가이다. 이 질
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국가 간 실질소득의 수준 및 성장률의 차
이의 원천에 대해 규명하며 그와 관련하여 국가경제 내 소득분배
의 동태적 변화와 국가 간 소득 격차의 변화에 대해 이해하고자한
다. 본 강좌는 이러한 이슈들을 학습하기 위해 이론 모형과 실증자
료를 함께 상호적으로 이용하며, 이를 통해 국가의 효과적 개발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추론하고자한다.
Main goal of this course is to study theoretical models
and empirical tools in understanding the process of economic
growth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The central question of
this course is how to make poor countries rich. To answer
this question, we try to understand the sources of the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levels and rates of change of real income and the associated income distribution dynamics within
as well as across countries. We learn about these issues by
using both theoretical models and empirical data interactively
in order to infer the policy implications for effective development of nations.
M2050.000200 국제개발 고급분석

3-3-0

Advanced Topic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본 강좌는 국제개발에 관한 이론 및 현안 분석에 관한 고급 연
구를 목적으로 한다. 다양한 개발경제 이론에 대한 학습을 바탕으
로 국제개발의 정책 현안과 쟁점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다양한
개발 경로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각 국의 개발경험의 성공과
실패가 현재 개발도상국의 개발정책에 갖는 시사점을 찾는 학술
및 정책 연구역량을 배양하고자한다. 본 강좌는 국제개발 이론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국제개발 실증분석 방법론에 대한 숙지를 선
결요건으로 한다.
The goal of this course is to pursue the advanced studies
in theories and analysis of current issue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We aim to learn various theories of economic
development and apply them to understand the current policy
issues and debates from those perspectives and also seek to
find the relevant lessons for the development policies of current developing countries from the success and failure stories
of development experience by comparing diverse paths of
development. This way this course attempts to promote both

M2050.000300 국제개발협력 정책 및 체계 연구 3-2-2
Studie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y and System

본 강좌는 국제사회에서의 국제개발협력 정책 및 체계의 역사와
현안 논의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향후 국제개발협력 발전을 위
한 방안에 대한 연구 및 토론을 목적으로 한다. 이 강좌를 통하여
국제개발협력사회 형성의 역사에 대한 개괄 및 국제사회의 개발협
력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지식공유, 삼각협력, 개발금융, PPP,
CSV 등의 개발협력 수단에 대해 학습한다. 또한 개발효과성 관점
에서 국제개발협력체계 설계와 관련된 주요 주제에 대해 연구하고
개발협력 전문가들과의 토론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실질적
이해를 연습한다.
The goal of this course is to promote the understanding of
the history and current issue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y and system and also the research and debate about the measures to progress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We review how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development cooperation has been formed and figure out the
current situation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study various instruments of development cooperation such as
knowledge sharing, triangular cooperation, development finance, PPP, and CSV. We study critical topics regarding the
design of the system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also set up the discussion sessions with development cooperation experts in order to deliver opportunities for the students to practice their real understanding from the course.
M2050.000400 국제개발 실증분석 방법론 3-2-2
Empirical Method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본 강좌는 국제개발에 대한 실증적 이해를 위한 방법론에 대한
이해 및 적용을 목적으로 한다. 주된 내용은 (i) 국가 간 개발과
발전의 차이에 대한 거시적 기제와 각 국의 미시적 발전 기제에
대한 가설들에 대한 이해와 (ii) 그 가설들을 검증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실증분석의 도구들과 그 배경이 되는 수량적 통계방법론에
대한 비교분석 및 이해, 그리고 (iii) 실제 데이터를 이용한 적용
및 실습을 포함한다. 이를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관찰되는 국가 간
개발의 차이의 원천에 대한 엄밀한 실제 증거에 기초한 실증적 이
해를 제공하고자함에 그 궁극적 학습 목표가 있다.
The goal of this course is to understand and apply the
empirical methods in analyzing various phenomena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The main contents include (i) understanding of hypotheses of explaining the macroeconomic
mechanisms of cross-country differences in development as
well as those of the microeconomic mechanisms of development, (ii) understanding of empirical tools and the background quantitative and statistical methods to test such hypotheses, and (iii) application and exercises using actual data
based on such understanding. This course ultimately aims to
provide the empirical understanding of the fundamental sources of difference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based on real
and solid evidence.

- 973 -

`

8752.515

국제법

3-3-0

International Law

국제사회 속에서 국제기구의 역할과 운영내용, 관련 국제법을
전반적으로 강의한다. 개별기구로서는 국제연합이 중심이 되나, 그
밖에도 현재 국제사회에서 활동 중인 다양한 국제기구를 가급적
폭넓게 취급한다.
This course intends to enhance the students’ understanding
of the basic structure and process of international legal
systems. The course underscores the structure and operational
mechanism of the international legal system, which is essential to understand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various
forms. Particular reference is made to multitudes of contemporary problems of international concern and their legal
aspects. Throughout the course, students will be asked to define and assess the role and limitation of law in international
relations.
8752.516

국제협력연습 1

3-2-2

Workshop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1

본 세미나는 세계 중요현안과 국제적 위기에 대하여 유엔을 포
함한 여러 국제회의에서 다자 협상과정을 거쳐 정책결정이 내려진
사례들에 관한 심도 있는 분석연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
들어졌다. 그러한 세계적 현안과 국제위기 10개 내외를 선정하여
그 중 1∼2개 사례를 수강생들에게 개인 또는 그룹별로 할당하며,
학생들은 해당 국제회의 진행상황을 조사하고 관련된 모든 문서,
서류, 논문 등을 연구하여 세미나에서의 발표, 학기말 시험 및 학
기말 논문작성, 제출에 대비한다.
This seminar is designed to provide in-depth case studies
of multilateral negotiating and decision-making processes at
various international conferences,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on some of the important global issues and international crises. About a dozen such cases will be selected and
assigned to students individually or in group, with the tasks
of researching the proceedings of the relevant international
conferences and examining all the documents, papers and articles related to the respective assignments in order to prepare
themselves for class presentation, final examination and term
paper.
8752.518

세계화시대의 노동사회정책 3-2-2
Labor and Social Policy in Globalizing
Economy

세계화가 소득분배를 악화시킨다는 주장이 많다. 예컨대 세계화
의 물결을 타고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들(숙련의 지식노
동자)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미숙련의 육체노동자)사이의 소득차이
가 커진다는 것이다. 또한 세계화는 ‘아래를 향한 경쟁’을 결과한
다는 주장이 있다. 즉 세계화경쟁이 진전됨에 따라 국가가 나서서
외국자본과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동기준을 낮추고 소비자 보
호나 환경보호를 후퇴시키고 사회복지 전반의 수준을 하향 조정한다
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들의 이론적⋅실증적 근거와 당부를 검토하고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게 할 세계화 정책의 방향을 모색한다.
It is contended that globalization has increased income inequality due to increased competition from abroad. Those
who could compete successfully (for example, skilled knowledge workers) have continued to prosper but those who lost
(for example, routine manual workers) have faced sharp decline in income level. And this trend is likely to rise as
globalization becomes intensified. It is also argued that glob-

alization has pushed governments engaged in a “race to the
bottom.” National governments have been forced to strip
away business regulations, reduce welfare programs, and lower labor and environment standards in order to attract more
foreign capital and business or to keep local industries at
home. To what extent the above contentions are true and
warranted by empirical evidence? To the extent they are true,
what institutional inventions do we need and what policy options do we have to slow down these trends or to revert
them and finally to make globalization serve for the benefits
of all people, not just for those of lucky few? With such issues in mind we will deal with the interactions between
globalization on one hand and labor, education, welfare, civil
society, and regionalism on the other.
8752.519

세계화론 3-3-0
On Globalization

이 과목은 세계화 현상의 개념을 파악하고 세계화가 국제질서
및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세계화와 국민국가 및 민족주의, 세계화와 민주화, 세계화와 국제
정치질서 및 국제안보, 세계화와 국제경제질서의 재편 등을 집중적
으로 다룰 것이다.
This course intends to enhance the students’ understanding
of the basic structure and process of international legal
systems. The course underscores the structure and operational
mechanism of the international legal system, which is essential
to understand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various forms.
Particular reference is made to multitudes of contemporary
problems of international concern and their legal aspects.
Throughout the course, students will be asked to define and
assess the role and limitation of law in international relations.
8752.520

초국경이슈와 국제협역사례연구 3-2-2
Case Studies on Transnational Issue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다양한 범세계 혹은 지역범위에서의 교류
가 증가하게 되자 기존에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성격과 강도의
초국경 이슈가 급속도로 증진되고 있다. 초국경 마약 제조 및 거
래, 초국경 범죄, 불법이민, 국경을 초월한 아동 및 매춘의 밀거래,
환경난민, 해적, 초국경 정보통신 범죄, 소형무기의 거래, 대량살상
무기기술의 거래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국가안보, 국가경
제, 구리고 개개인의 삶의 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슈들임
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문제의 성격상 국
제협력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다. 따라서 이 과목은 이
러한 문제들의 현황 파악과 이론적 접근을 하고자 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transnational political issues derived
from the increased participation of civil society in world
politics. It traces historical origin of the “global civil society”
and the implications of the emergence of the global civil society for the previous paradigms of international politics. This
course also reviews transnational security issues to understand
newly emerging threats in the 21st century. Students are advised to think critically whether or not the global civil society will in fact be formed, and make the traditional ways of
looking at international politics obsol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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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2.613

국제정치경제의 이해 3-3-0

8752.715

Understanding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International Organization

국가간의 갈등에 관한 이론적, 실제적 분석을 통해 분쟁해결이나
위기관리의 기구와 방법을 모색한다. 국제갈등의 다양한 사례가 다
루어지며 그를 통해 평화와 국제협력의 가능성이 검토된다. 미시적
수준의 협상문제와 함께 제도적인 측면의 협력증진도 논의된다.
This course explores the chaotic complexity of international
politics in the aftermath of the Cold War. It examines both
abiding and changing sources of international conflict, as well
as the increasingly intricate patterns of interactions among the
different sources. The course then addresses what should be
done to prevent, manage, defuse, contain, settle and resolve
violent conflicts, whether they occur at the interstate or intrastate level. It underscores various ways to manage conflicts
such as preventive diplomacy, peacemaking, peacekeeping,
post-conflict peacebuilding and use of force. The course combines a theoretical approach with detailed historical analysis
of various cases. Based on theories, methods and techniques
learned from the course, students are required to submit a research paper in which they analyze actual cases they have
chosen and propose their own conflict management strategies.
8752.616

국제협력연습 2

본 과목에서는 국제협력에 관한 이론적 학습을 보충하기 위해서
석사과정 3학기 학생을 대상으로 국제협력의 실무적 측면을 학습
하도록 한다. 담당교수의 개관에 이어 청와대, 외교부, 통일부, 재
경부 및 관련 기관의 실무진들을 초빙하여 한국과 연관된 국제협
력의 기존사례들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현장감있는 교육을 제
공하도록 한다. 주로 다루어질 주제들은 국가안보 협상, 국제경제
협상, 한국의 국제기구 참여, 국제환경 및 협상쟁점 등이다.
This course is mainly concerned with how to achieve international peace and cooperation throug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United Nations. Throughout the course,
international politico-economic as well as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re examined
comprehensively to understand the intra-structural dynamic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the interactions amo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other actors such as states. The
course also attempts to figure out the nature of issues currently faced by primar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to
evaluate the roles and limitations of those organizations in
dealing with such issues.
8752.717

국제협력특수연구 3-3-0
Special Studies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3-2-2

Workshop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2

<국제협력연습 1>의 후속과목으로서 국제협력과 협상연구의 다양
한 시각과 고급 이론들을 바탕으로 실제사례 분석을 통해 수강생들
이 국제협력과 협상에 관한 고급지식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
As an extens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Seminar 1>,
this course intends to enhance students understanding of various perspectives and advanced theories on the research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negotiation. Students are expected
also to learn advanced knowledge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negotiation through analyzing actual cases based on the
advanced theoretic analysis.
8752.621

국제기구론 3-3-0

국제협력의 특별한 연구주제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토론한다.
국제협력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이나 연구결과를 현실적인 주제에
접목시키는 연습을 통하여 수강생들이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도록 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intensively analyze and discuss
special research topics. This course will encourage students to
develop advanced knowledge and skills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through specifically applying new research approaches
and results to advanced subjects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8752.720

Law & Policy of International Environment &
Resources Problem

글로벌사회거버넌스론 3-3-0
Global Social Governance

세계화 흐름 속에 전통적인 행위자인 근대국가 범위를 벗어나
발생하는 지구적 수준의 문제들(환경, 인권, 빈곤, 질병, 이주 등)
을 관리하고 규제할 수 있는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다양한 이론
과 구체적인 실제를 다루는 과목이다. 특히, 일국가적으로 행해져
왔던 사회정책이 글로벌 수준으로 확장되어 국제기구를 비롯하여
다양한 이해당자들이 연합하거나 갈등하는 새로운 관계를 이론적으
로 소개하고 각 분야와 쟁점별로 구체적인 글로벌사회정책을 다루
고자 한다.
This seminar is designed to provide in-depth case studies
of multilateral negotiating and decision-making processes at
various international conferences,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on some of the important global issues and international crises. About a dozen such cases will be selected and
assigned to students indivudually or in group, with the tasks
of researching the proceedings of the relevant international
conferences and examining all the documents, papers and articles related to the respective assignments in order to prepare
themselves for class presentation, final examination and term
paper.

국제환경⋅자원문제의 법과 정책 3-2-2

근래 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국제 환경문제에 있어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어떻게 대처하여야만 하는가에
대한 법과 정책을 연구한다. 국제환경문제의 대두배경과 국제환경
법의 기본원리, 한국이 처할 현실과 선택방향 등이 주요내용이 된다.
This course deals with the laws and policies arou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issues which have received worldwide attention recently, in order to examine how the international society copes with international environmental issues
and how these issues should be solved. The course covers the
background of emerging international environmental issues and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s,
as well as the issues and alternatives facing Korea today.
8752.803

대학원논문연구 3-3-0
Dissertation Research

개별적으로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국제협력과 관련한 연구주제를
선택하고 그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다.
Students will choose a research topic related to the field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prepare an M.A. thesis under
the individualized guidance of an advi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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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2.813

세계질서의 변화와 한국 3-2-2
Changing World Order and Korea

탈냉전이후 변화하는 국제정치, 안보상황을 안보의 기본개념 및
이론과 함께 점검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상황과 쟁점을 고찰
하고자 한다.
The course discusses national and international security affairs in contemporary world politics with special focus on security issue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8752.814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understand the nexus between theories and practices and to acquire the proper tools
to analyze the possible practical situations in working places
The lecture content will be based on the experience of experts working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international relations Students will have two hours’ practice of
international relations training per week as the preparation for
actual field experience.
8752.827

국제인권과 난민문제의 이해 3-3-0

Research Project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Understand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and Refugee Issues

이 과목은 국제인권과 난민문제의 개괄적 이해를 위한 것이다.
이 과목을 통해 학생들은 주요한 국제인권 규범과 절차, 인권규범
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검토할 것이다. 특히 냉전종식 이후
전세계적인 관심사로 대두하고 있는 난민문제에 대한 심층적 분석
을 할 것이다.
This course surveys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and
procedures, including detailed examination of global, regional,
and national institutions to protect human rights. The course
examines key contemporary concepts of human rights and the
mechanisms of creating and enforcing human rights norms.
Particular attention is paid to refugee issues, which has
emerged one of the most serious human right problems in
the Post-Cold War world.

국제협력 프로그램 교수의 전공에 맞추어 교수가 그 전공분야의
특정 주제에 관한 심도 있는 지식을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학생들
의 연구논문 작성을 지도하는 과목이다. 담당교수의 전공에 따라
학기마다 주제가 바뀔 수 있으며, 학생들은 연구논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담당교수는 학생들이 주제에 맞는 적절한 이론과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현실에 도움이 되는 연구논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This course is a customized research course designed to
offer students in－depth knowledge and guidance regarding a
subject given by a professor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gram. The subject may change depending upon the specialization of professors (i.e. globalization, international law)
every semester, and students write in depth practice－oriented
research papers. The professor teaches students how to use
relevant theories, and research methods.
8752.829

8752.815

국제협력연구프로젝트 3-2-2

동아시아의 국가안보 전략 3-3-0

국제협력세미나 1 3-2-2
East Asian National Security Strategy
Seminar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1

본 세미나는 봄학기 과정에 이어 2002년 9월 17일부터 개막예
정인 제57차 유엔총회에서의 다루어질 중요 세계현안에 대한 유엔
총회의 정책결정과정을 심도 있게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
졌다. 봄학기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은 유엔총회에 상정되어 있는 의
제중에서 선정된 10개 내외의 세계 중요 현안 1∼2개를 배정받으며
주요 유엔 홈페이지에 수시로 수록되는 해당 의제에 관한 모든 공식
문서, 서류 및 논문들과 토의 진행상황을 탐색, 조사하고 연구함으로
써 세미나 발표, 기말시험 및 기말 논문 준비에 대비하게 된다.
This Seminar will examine multilateral negotiating and decision-making processes in the context of the forthcoming
57th session of the U.N. General Assembly which begins on
Tuesday, 17 September 2002. About dozen agenda items selected from among the issues before the General Assembly
this year will be assigned to students individually or ingroups, depending on the size of the class. Students are required to follow and current proceedings of the relevant U.N.
meetings and conferences, with a view to examining all the
documents, papers and articles related to the respective assignments, and preparing themselves for class presentation, final examination and term paper.
8752.820

국제협력세미나 2 3-2-2
Seminar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2

국제협력과 국제관계를 직접적으로 담당했던 실무자들이 자신들
의 경험을 체계적으로 직접 강의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이론과 실제
와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비교하도록 하고 실무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실상황들을 정확하게 이해, 분석할 수 있도록 한
다. 아울러 이 강좌를 담당하는 초빙교수는 실제 실무를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여 현장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일주일에 2시간씩의 실
습시간을 할애하여 학생들을 직접 지도한다.

전반부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의 전쟁의 역사를 개관하여 알아보
고, 후반부에서는 근대에서 현재에 이르는 동아시아 주요국의 국가
안보전략을 국제정치 안보이론과 함께 고찰
First part of the course will study the history of war in
East Asia since the late 19th century. Second part will discuss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major East Asian countries
including China, Japan, two Koreas, India, Taiwan and ASEAN countries.
M2051.000100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3-2-2
Understanding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초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수업으로 국
제개발 이론과 역사, 그리고 실제 정책과정을 전반적으로 제시한다. 개
발경제, 사회발전, 정치발전, 인류학적 접근으로 구성되는 이론적 검토,
2차대전 이후 시대별로 변천되어 온 개발 패러다임의 역사적 검토, 국
가,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등으로 구분되는 원조 행위자 중심의 정책집
행과정, 그리고 현재 국제개발협력이 제도화된 글로벌 거버넌스 아키
텍쳐까지 다양한 국제개발에 관한 주제를 내용으로 한다. 국제개발협
력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국제개발에 대한 포괄적인 주제를
살펴봄으로써 국제개발에 관한 기초 지식과 전망을 제시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deliver the various aspects of
foundational theories, historical development, and practical policies in relations to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hey
includes the following four criteria: (i) international development theories (development economics, social development, political development, and anthropological perspectives); (ii) international development history since the Second World War; (iii)
development policy transfers on the basis of actors including
states, international aid agencies, NGOs, etc., and (iv) global
development architecture. The course will provide a deeper understanding and prospect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for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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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te students who plan to pursue development studies at the
upper level.
M2051.000200 국제안보의 이해 3-2-2
Understanding International Security

본 과목은 국제안보문제에 대한 이론과 실무적인 이해의 증진을 추
구한다. 이를 위해 안보의 기본개념부터 시작하여 전쟁, 무력의 사용,
동맹, 민군관계, 핵무기와 억제, 강압외교, 전쟁 윤리와 인도주의 개입,
테러리즘 등에 관한 주요 개념과 이론을 고찰한다. 이를 통해 국제안
보문제의 현안에 대한 구체적 정책 대응방안의 모색과정에서 이러한
주요개념과 이론이 어떻게 현실에 적용될 수 있는 지를 논의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provid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concepts and theories related to international security issues; defining security, war, use of force, alliance, civil-military relations, nuclear weapons and deterrence, coercive
diplomacy, morality and war, humanitarian intervention, terrorism, etc. Throughout the course, students are asked to apply
the key concepts and theories to current issues of international
security to come up with balanced and concrete policy proposals.
M2051.000400 국제이주, 협력과 개발 3-3-0
Transnational Migration,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선진국과 선진국, 그리고 개발도상국가 사
이에 이주가 증가하고 있다. 증가하는 이주는 노동력이주, 난민, 안
보, 국가의 주권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낳고 있다. 다른 한 편, 이
주자가 본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본국의 경제와 개발에 중요한 하
기도 한다. 그리고 이주자를 수용한 국가도 발전을 지속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이 과목은 증가하는 국제이주를 주로 협력과 개
발이라는 관점에서 탐구한다.
Transnation migration increases between advanced and developing countries. This generates lots of new issues such as
security, labor migration, refugee, and national sovereignty.
Remittances from migrants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ir native countries. This informs that we need to approach
increasing transnational migr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cooperation and development.
M2051.000500 국제이주와 사회문화적 제 쟁점 3-3-0
Transnational Migration and Sociocultural Issues

증가하는 국제이주는 여러 사회문화적 쟁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국제이주는 돌봄노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가족이 행하는 노
동을 대체하고 있고, 결혼상대를 제공하는 역할도 한다. 이 과목은
증가하는 국제이주를 아이덴티티, 동화, 통합 등 사회문화적인 쟁
점과 연결하여 탐구한다.
Increasing transnational migration generates very diverse
sociocultural issues on a global scale. Transnational migration
also often provides care workers and becomes a source of international marriage in many developed countries. This course
approaches transnational migration in relation to various sociocultural issues such as identity, assimilation and social integration.
M2051.000600 국제분쟁해결 사례연구 3-2-2
Case Studies in International Dispute Settlement

국가 간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관련한 다양한 방법과 절차를
다룬다. 특히 국제사법재판과 중재재판의 원칙, 절차, 주요쟁점 등
을 집중적으로 탐구한다. 이와 관련, 국제사법재판소, 국제해양법재
판소 및 국제중재재판의 주요 사례들을 분석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various means and procedures for
peaceful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 Particular attention is paid to the principles, procedures and major legal issues related to international adjudication as a means of dispute settlement. The decisions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and arbitral tribunals are analyzed as case studies.
M2190.000300 국제개발의 사회정치이론 3-3-0
Social and Political Theories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국제개발분야는 개발경제학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이론적으로 확
립된 사회과학 분야라고 보기에 어려울 정도로 다학제적이다. 경제학
을 제외한 사회과학, 특히 정치학과 사회학에서 개발협력과 관련된이
론적 기원을 찾아내고 현재 국제개발에 적용함으로써 그 경험적 가치를
공유한다. 강의에서 다룰 사회정치이론은 센의 역량접근법, 발전국가
론, 베버의 합리성이론, 뒤르켐의 분업이론, 헌팅턴의 정치근대화이론,
사회적 자본, 종속이론, 인류학적 접근법 등이다.
Scholarly explanation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have
been dominated by development economics since the discipline
of development studies was established. Given that development economics has limits of explanatory powers when it encounters different paths of social and political development,
more careful understanding needs to be given to socio-political
theories which are able to cover political regimes, civil society,
culture, state-society relations, power formation and so forth.
This course intends to introduce the socio-political theories in
association with international development, which includes
Amartya Sen’s capability approach, developmental state thesis,
Max Weber’s legitimation, Emile Durkheim’s division of labor,
Samuel Huntington’s political order, dependency theory, anthropological approach, and so on.
M2190.000400 동아시아 정치발전과 경제협력 3-2-2
Political Development and Economic
Cooperation in East Asia

이 강의는 세계 2차 대전 이후 동아시아 정치발전과 경제협력
을 일본, 한국, 대만, 중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을 주요
한 내용으로 한다. 강의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논의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정치체제 수립과 변동, 경제성장 전략의 성과와 한계, 경
제협력, 사회경제 변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
의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국제협
력 전공학생들의 동아시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동아시아에 관
심을 가지고 있는 다른 전공 학생들에게는 정치발전과 경제협력이
라는 이론적 주제에 대한 지식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rimary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examine political
development and economic cooperation in East Asia, focusing on the cases of Japan, South Korea, Taiwan, and China.
East Asia stands out not only for rapid economic growth, but
also for its experience of the destructive power of global
capital, exemplified as the 1997 Asian financial crisis. In addition, East Asian countries have experienced different types
of political regime across countries as well as across time,
such as stable democracy in Japan, authoritarian rule and
democratic transition in South Korea and Taiwan, and
non-democratic regime in China. This course analyzes the political and economic dynamics of East Asia, ranging from the
developmental strategy, a set of political and economic institutions that have undergirded the model of the East Asian
development, and economic integration and cooperation to recent social and economic changes within each country and
across the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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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3.511

현대세계정치의 이해 3-3-0

8753.595A

Contemporary World Politics: Theory and
Case

Understanding East Asian Economic
Development

이 강좌는 세계 각국의 정치와 국제정치를 검토한다. 첫 번째
이론 부분에서는 정치문화와 사회화, 정치충원과 구조 등 비교정치
학의 주요 개념과 이론을 살펴본다. 두 번째 각국 사례연구에서는
선진국, 개발도상국, 사회주의 국가의 정치체제를 살펴본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국제정치의 기초 이론과 최근 상황을 검토한다.
This Seminar explores governments of various countries in
the world and international politics. In the first part of the
course, main concepts and theories of political science will
be examined in terms of comparative politics including political culture and socialization, political recruitment and structure, interest groups, political parties, government and policymaking, and political development. The second part will analyze case studies of politics in developed, developing and
transforming socialist countries. The final third part will explore some issues of international politics.
8753.523

본 과목은 경제성장문제와 경제개발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반부는 이론적으로 세계 경제의 장기적 성
장추세, 최적 성장경로, 인적자원과 물적 자원의 축적과 배분, 경제
구조의 변동, 국제개발협력(무역, FDI, 원조자금을 중심으로)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후반부에는 구체적인 경제발전으로 중국, 일
본, 한국을 중심으로 이론을 적용하는 연습을 한다.
This course is intended to provide knowledges of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In the first part, it will introduce a
broad picture of the world economic growth and its long
term evolution with human capital, distribution,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second half, it will touch on specific economies including the China, Japan, Korea, and other
countries.
8753.596A

세계금융발전론 3-3-0
Financial Development of World

현대중국의 질적 연구 강독 3-2-2
Readings in Ethnographic Studies of
Contemporary China

본 세미나 과목은 지난 30여 년에 걸친 개혁개방 결과 다양하
고 상이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현대
중국사회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과목은 장기간에 걸친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현대 중국사회를
분석하고 있는 민족지를 중심으로, 사회적 관계망과 사회적 일상조
직의 구조와 형성, 도-농 구분의 재구조화, 가족 및 세대 관계의
변화, 지역주의와 민족주의간의 관계, 그리고 변화하고 있는 국가
- 사회관계 등이 어떻게 접근되어지고 인식되고 있는가를 다루고
있다.
Contemporary China is shaped by many political and economic changes that have taken in place over the past decades, resulting in complex and ever-changing social landscapes.
In this seminar course, diverse themes of contemporary China
will be discussed through the reading of ethnographic studies
on post-reform China. The primary focus will be on the
ways in which scholars on China have written about these
rapid and interesting changes on the social life of urban and
rural Chinese people, with a special focus on the social networks and everyday forms of social organization, transitions
from rural to urban ways of life, and changing familial and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 in post-reform China, dialectics
between local identity and national identity, and the changing
state-society relations.
8753.594

동아시아 경제발전의 이해 3-3-0

지역연구연습 3-2-2
Seminar on Area Studies

본 과목은 국제지역학 전공학생들에게 각 해당지역에서 조사 및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론과 이론을 연마시키고 현지에 대한
다양한 경험적 정보들을 종합 정리하는 훈련을 시키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This course is intended to make students familiar with the
methodologies and theories in area studies, and to train them
to synthesize large amount of informations and experiences
about the field site.

과목은 유럽, 미국, 그리고 아시아 각 대륙에 있어서의 화폐, 은
행 및 금융제도의 특징과 발전과정을 비교⋅분석한다. 본 과목을
통해 학생들은 세계 각국의 다양한 금융제도 및 금융위기의 유사
성과 상사성을 이해한다.
This course is intended to explore the development of
money, banking and finance in Europe, US and East Asia in
comparative financial history perspective. Through this course,
students are expected to understand different financial systems
and financial crises of world.
8753.614A

지역연구프로젝트 2 3-2-2
Research Project in International Area
Studies 2

이 과목은 전문분야에서 습득한 이론적인 관점과 방법론을 학생
들로 하여금 현실문제의 분석에 실제로 적용하게 함으로써, 전문대
학원 학생으로서의 실제적⋅실무적인 문제의식의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최근 세계 각 지역에서 일어난 정치⋅경제적 변화들에
대한 실무분석을 통하여 지역연구자로서의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고
자 한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
해 조사 및 분석하고 그것에 기초하여 수준 높은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실현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provide students with a
unique research opportunity by assisting them in synthesizing
their course work on various aspects and levels of development, as it relates to their chosen functional and regional
focus. By requiring students to write a major seminar paper
and to present it in class for discussion and critique, this
course introduces students to a wide range of practical tools
for project designing, monitoring, and evaluation for the practical studies of the different areas in the world.
8753.615

지역통화금융통합연구 3-2-2
Studies in Regional Monetary and
Financial Integration

지역통화통합은 지역무역통합과 함께 세계경제의 지역주의를 특
징지우고 있다. 본 과목은 EU, 동아시아, NAFTA 3대 경제권을
포괄하는 세계 각 지역의 최근 통화금융통합과 협력과정을 비교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과목은 통화금융통합의 역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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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과 이론은 물론 유럽통화통합, 동아시아의 금융통합협력, 달러
리제이션을 포함한 중남미지역의 최근 통화협력 등 사례를 집중연
구하고 각 지역에 맞는 최적통화제도를 찾아보고자 한다.
Regional monetary integration is one of the two pillars
characterizing the regionalism of the world economy together
with regional trade integration. This course is intended to understand and compare with each other the recent monetary
and financial integration processes observed in many parts of
the world including EU, East Asia and NAFTA. This course
is composed of two sessions. The first part deals with the
history and theory of regional monetary arrangements. The
second part analyses concrete examples and experiences of
recent regional monetary integration processes such as the
EMU, Asian monetary and financial cooperation initiatives
and dollarization in Latin America.
8753.794

세계화와 한국기업연습 3-2-2
Workshop in Globalization and Korean Firms

본 과목은 해외대학과 체결된 교환프로그램이나 국제기구 연수
를 위해 3개월 이상 해외에 머물러야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
리나라의 대표적 산업 2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국내외 산업동
향, 해당 기업의 국제화 전략 등을 이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본 과목은 해당산업들의 실무자들을 초청하여 강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강학생들은 해외연수 후 해당국의 관련 산업동향
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의무로 한다.
This course is intended to provide basic knowledges about
industry trend and globalization strategy of two Korean companies, which are selected among the fields of telecommunication, semiconductor, automobile and steel. This course is in
principle taught by the expert in the related field and students enrolled are required to submit on-spot report after
their field work.
8753.803

대학원논문연구 3-3-0
Dissertation Research

개별적으로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전공 지역연구와 관련한 연구
주제를 선택하고 그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다.
Students will choose a research topic related to the field
of area studies and prepare an M.A. thesis under the individualized guidance of an advisor.
8753.811

지역통합비교연구: 유럽과 아시아 3-3-0
Comparative Studies in Regional
Integration: The Case of Europe and Asia

본 과목은 유럽지역과 아시아지역의 지역통합과정을 비교분석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본 과목은 양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
는 지역경제통합의 과정, 성과, 장애요인 등을 다학문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비교한 후 경제 및 금융통합을 달성한 유럽의 경험으로
부터 아시아지역의 지역통합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는데 초점
을 두고 있다.
This course is intended to examine and compare the integration process both in Europe and in Asia, and thereby to
draw some possible lessons for Asia in light of the European
experience which culminated in the establishment of the economic and monetary union. In particular, this course tries to
analyse the integration history, process, achievements, potentials and huddles in both regions from multi-disciplinary
viewpoints.

8753.816

지역연구프로젝트 3 3-2-2
Research Project in International Area
Studies 3

이 과목은 전문분야에서 습득한 이론적인 관점과 방법론을 학생
들로 하여금 현실문제의 분석에 실제로 적용하게 함으로써, 전문대
학원 학생으로서의 실제적, 실무적인 문제의식의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최근 중남미에서 일어난 경제적 변화들에 대한 실무분
석을 통하여 지역연구자로서의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고자 한다. 이
것은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사 및
분석하고 그것에 기초하여 수준 높은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
출하는 것으로 실현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provide students with a
unique research opportunity by assisting them in synthesizing
their course work on various aspects and levels of development, as it relates to their chosen functional and regional
focus. By requiring students to write a major seminar paper
and to present it in class for discussion and critique, this
course introduces students to a wide range of practical tools
for project designing, monitoring, and evaluation for the practical studies of contemporary Latin American economy.
8753.880

세계와 지역현안연습 3-2-2
Workshop in Global and Regional Issues

이 과목은 매주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논의하는 과정이다. 즉, 이
세미나 시리즈는 기본적으로 동아시아 고위외교관, 기업인, 학자들
(주로 국내거주자 위주)을 초빙하여 현안문제에 대한 쟁점을 듣고
이를 토론하는 수업이다. 이를 통해서 현안을 어떻게 파악하고 대
처해야 하는지를 연습하게 될 것이다.
This course will be composed of invited lectures.
Diplomats, businessmen and eminent scholars from China,
Japan and Korea will visit to give lectures on the contemporary issues in the East Asian region. The main focus of
this course is on understanding and dealing with the major
points of contemporary issues. The professor will arrange
speakers and lead discussions.
8753.889

글로벌시장과 마케팅의 이해 3-2-2
Understanding the Global Market and
Marketing

21세기의 기업들은 국경을 넘어 세계시장을 무대로 활동을 전개
하고 있다. 다만 각각의 시장이 다르고 또한 같은 시장이라도 출신
국의 특성 등에 따라 다른 시장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본 과목에
서는 비교연구와 사례연구 등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글로벌 시장의
특성과 각국 기업의 시장 활동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식별해 낼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 주고자 한다.
The objective of this course is to understand the global
market and marketing field. In this course, we will do a
comparative study of the markets and global marketing strategies of Asian companies. We will be doing much case studies in this course. Weekly course requirements include analyzing cases and participating in class discussions.
8753.894A

지역연구의 제쟁점

3-2-2

Topics in Area Studies

이 과목은 지역학 전공자들에게 지역연구의 역사, 기본개념, 관
점, 주요 이슈 등을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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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과학문과의 학제적 연구 및 다양한 지역에 대한 연구 등이
소개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다루어질 주제들은 “지역”개념의 형성,
오리엔탈리즘과 옥시덴탈리즘, 2차 대전 이후의 지역연구 형성의
배경, 지역연구의 질적⋅양적 방법론,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의 지
역연구, 지역연구에 있어서의 윤리문제 등이다. 이를 통해 지역연
구를 위한 기본적인 문제 틀을 형성하고자 한다.
This seminar course is designed to familiarize students
with the basic concepts, methodologies, and major issues of
area studies, and their intellectual connections with other
disciplines. In particular, this seminar is intended to emphasize the historical contexts of the development of “Area
Studies.” Here the word, “context,” is being used in a double
sense to mean both the socio－political circumstances of area
studies and the intellectual exchanges with other disciplines.
Topics include Orientalism and Occidentalism, the invention
of “area”, interaction and confrontation between area studies
and conventional disciplines, methods of area studies, area
studies in the age of globalization, and ethical issues in area
studies.
8753.896A

지역연구프로젝트 1 3-2-2

<아시아지역>
8753.521A

8753.898

중국은 개혁, 개방정책을 채택한 이후 한 세대가 지나면서 금융
및 재정에 대한 중요성을 높이 인식하고 있다. 특히 과거 한 세대
가 실물경제의 발전에 그 초점을 두었다고 한다면 21세기에 접어
들어, 그 초점이 금융, 재정으로 옮아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과정은 과거의 경제제도 전체를 포괄하
던 시각에서 금융, 재정에 좀 더 특화한 과정으로 운영하고자 한
다. 이 과목에서는 중국의 은행, 증권, 보험 3개 분야의 큰 제도적
인 변화 측면과 통화, 외관, 채권, 자본 등 금융, 재정시장의 발전
자체를 그 중요한 분석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China is weighing high of banking and financial reform.
While the last 30 years has focused mostly on the development of real sector, the current reform is emphasizing on
banking and financial arena. In this respect, this course will
specially deal with dynamic changes in banking and financial
sector of China. Details of banks, securities, and insurances
of China will be touched on in addition to those markets of
money, foreign exchanges and capital.
8753.541

지역무역현안비교연구 3-3-0

한일관계연구 3-2-2
Studies in Korea-Japan Relations

현대 한일관계를 역사적⋅구조적으로 이해하고 향후의 바람직한
관계를 설정하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키는 데에 있다.
19세기말과 20세기 초에 걸친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 근대화론의
문제, 그리고 해방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일관계의 정치적, 경제
적⋅사회적⋅문화적 구조와 문제점을 철저하게 분석한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바람직한 정책적 대응방안과 과제들에 대한 검토를
행한다.
This course aims at understanding the current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both historically and structurally,
and building the capacity to design a desirable form of the
futur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Various issues
will be analyzed thoroughly, such as the Japanese colonization, the debates surrounding the colonial modernization
theory, and the political, economic, social, cultural structures
and problems of the Korea-Japan relation since the Liberation. Desirable policy alternatives and tasks will be examined
based on such analyses.
★

International Trade Issues in Comparative
Perspective

8753.542A

이 강좌에서는 현재 국제적 차원에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국가에 특히 관련이 높은 국제무역
및 통상현안들을 추출하여 각 지역별로 그 경제적 효과와 정책적 대
응을 비교 연구한다. 이러한 통상현안 중에는 경제통합, 서비스 교역,
지적재산권, 환경과 무역, 무역정책과 경쟁정책 등이 포함된다.
The objective of the course is to study the trade issues
that are debated in the international level and are of particular concern to developing countries and to compare their
economic effects and policy responses by regions and areas.
The issues include: regional integration, trade in service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ade and environment, trade policy
and competition policy, etc.

3-3-0

China’s Banking and Finance

Research Project in International Area
Studies 1

이 과목은 전문분야에서 습득한 이론적인 관점과 방법론을 학생
들로 하여금 현실문제의 분석에 실제로 적용하게 함으로써, 전문대
학원 학생으로서의 실제적⋅실무적인 문제의식의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최근 중남미에서 일어난 경제적 변화들에 대한 실무분
석을 통하여 지역연구자로서의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고자 한다. 이
것은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사 및
분석하고 그것에 기초하여 수준 높은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는 것으로 실현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provide students with a
unique research opportunity by assisting them in synthesizing
their course work on various aspects and levels of development, as it relates to their chosen functional and regional
focus. By requiring students to write a major seminar paper
and to present it in class for discussion and critique, this
course introduces students to a wide range of practical tools
for project designing, monitoring, and evaluation for the practical studies of contemporary Latin American economy.

중국의 금융⋅재정

현대일본사회의 쟁점

3-2-2

Issues in the Contemporary Japanese
Society

이 과목은 현대일본사회 내에서 전개되고 있는 사회적, 정치적
쟁점들이 무엇이고, 그 쟁점들은 어떤 맥락에서 등장하였고, 왜 문
제가 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사회적, 정치적 쟁점들은 현대 일본
사회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주제들이다. 일본사회의
공적인 영역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쟁점은 일본사회의 변화를 반영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사회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
기 때문에 일본 사회의 쟁점들의 이해가 현대 일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This seminar deals with major issues related with social
and political problems, focusing on the nature and context of
those issues. This also addresses why those issues are concerns of many Japanese. Knowledge about those issues deepens students’ understanding social and political trends in the
contemporary Japan. Because issues in the public sphere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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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cts social change and at the same time they trigger social
change in Japan, knowledge about issues in the contemporary
Japanese society will enhance our understanding the Japanese
society.
8753.623

중국기업문화연구 3-2-2
Study of China’s Business Culture

중국사회의 특성과 중국인의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 문화체계
를 분석한다. 인간관계의 형성과 실천방식, 개인의 사회적 행위 등
을 관습체계와 사회적 제도의 맥락속에서 이해한다. 특히, 가족, 친
족, 혼인 등에 관한 사회적 제도의 특성과 변화, 지역공동체, 공식
적 조직 및 비공식적 결사들을 살펴본다. 또한 중국인의 정치, 경
제, 사회적 생활에 동원되는 관계, 체면, 감정 등 문화적 요소의 작
용과 세계관, 인간관, 자연관, 상징체계 등에 관하여 종교와 실천을
실제생활의 맥락에서 이해하기 위하여 민족지적 접근을 한다.
This course aims to instill in students an understanding of
Chinese culture as practiced in the contemporary social
context. The historical process of a socialist revolution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China in 1949 is interpreted to
have brought a radical change in the traditional social institutions and cultural system. Fieldwork in China since late
1980s, however, shows us that the basic social structure and
cultural tradition are not easily changed simply by political
ideology or legal institutions. As China had been closed to
the outside world until recently, studies of China and the
Chinese have been based primarily upon ideological propaganda and official data produced by the government, which
describe the contemporary Chinese in political and economic
contexts without serious consideration of them as cultural
beings. Thus, this course tries to understand, from a social
anthropological perspective, the experiences of social and cultural changes through the past fifty years of revolution on the
one hand, and to develop a new perspective on and methods
for Chinese studies on the other. To do this, traditional social
institutions and cultural systems need to be understood in
their relation to politics and economics before we examine
their transformation processes and their meaning and function
in the contemporary Chinese context.
8753.624

중국의 권력구조와 정치체계 3-3-0
Power and Politics in Contemporary China

이 강좌에서는 개혁기 중국 정치개혁의 중요한 요소와 결과를
검토한다. 이 세미나에서는 특히 중국의 변화하는 정치체계의 구조
와 운영, 경제발전에서의 국가 역할, 엘리트 정치와 리더쉽의 변화,
중앙-지방관계의 변화, 사영기업가집단의 등장과 정치적 의미, 중국
민주화 전망 등이 집중 검토될 것이다.
This seminar examines central aspects and significant results of China’s political reforms in the reform era. Special
attention will be paid to such topics as the changing structure
and operation of China’s political system, state’s roles in the
economic development, changes of elite politics and leadership, shifting central-local relations, emerging entrepreneur
class and its political implications, and prospect for China’s
democratization.
8753.642

일본의 정치와 외교 3-3-0
The Politics and Diplomacy of Japan

현대일본의 정치일반을 개관하고, 현대 일본정치의 정치사적 기

원, 정치제도, 정치문화와 관행, 정치리더십의 충원, 이익집단, 정책
결정의 구조, 선거과정, 비교정치 관점에서 본 특성 등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일본의 대외관계도 개관하면서 개국 이후 일본의 대외관
계의 변천, 세계열강으로 부상하는 과정, 이로 인한 인접국과의 갈
등, 경제적, 정치적, 대국화 전략 등을 다룬다. 일본의 대외관계관
리에서 현 단계 쟁점이 되고 있는 대외경제관리, 군사대국화와 방
위정책, 미일관계, 중일관계, 그리고 한일관계가 중점적으로 논의된다.
This course deals with Japanese politics and foreign policy.
Japanese politics will be analyzed through perspectives of history, international relations, political economy, and political
process. The topics will include the following: Japan’s emergence as the first modern industrial state in East Asia in the
19th century; the effects of the Cold War and international
relations on Japanese domestic politics and economy in the
post-war period; the role of the state in the miraculous development of the contemporary Japanese economy;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litical parties, elections, interest groups,
classes, and political culture in Japan. Students will also examine not only current Japanese foreign policy and its prospects for the future, but also Japan’s international behavior
and policies in relation to its domestic political-economic system, as well as both the regional and global components of
the international system as independent variables. In addition,
an effort will be made to introduce students to contemporary
theories of political economy, to assess their utility in understanding Japan’s foreign policy.
8753.643

일본의 경제와 산업 3-3-0
Japanese Economy and Industry

현대일본의 경제체재와 제도, 경제발전 상황 그리고 향후의 성
장 전망 등을 중심으로 강의한다. 여기서 다룰 주된 주제는 일본모
델의 성격, 거시경제적 성과, 일본기업과 고용, 정부의 경제개입,
정책결정과정, 세계경제 속에서의 일본의 역할 그리고 일본발전과
정에서의 기업의 역할 등이다.
This course offers a study of the economic system of
contemporary Japan, current situations of economic development, and prospect for future development in the Japanese
economy. Students examine the distinctive nature of the
Japanese model, macro economic performance, Japanese industry and employment practices, governmental intervention in
the economy, Japan's decision-making process, Japan's role in
the world economy, and the role of industry in the economic
development of Japan.
8753.644

일본의 사회와 문화 3-3-0
Japanese Society and Culture

현대 일본 사회의 주요 쟁점을 개관하며 일본이 근대화 이후 겪
고 있는 인구구조와 가족문제, 사회적 불평 등과 이동, 도시화, 종
교와 신앙, 일탈과 통제, 집합행동과 사회운동 등이 주로 다루어진
다. 또한 이 과목은 현대일본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주제를
개관한다. 오늘날 일본문화가 형성된 과정, 문화전파의 매개자, 조
직문화(특히 기업문화), 문화적 정체성, 성과 젠더, 문화변동, 의례,
니혼진론 등을 중심으로 다루되 일본문화의 주된 원리를 잘 보여
주는 사례연구를 병행한다.
This course overviews major issues in contemporary
Japanese society and deals with modern problems such as
population and family, social injustices and mobility, urbanization, deviant behavior and social control, religion, education, and collective behavior and social movements.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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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o deal with many subjects that are essential in understanding contemporary Japanese culture, including the process
of forming the Japanese culture, Japanese social structure, the
cultural background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organizational or corporate culture, cultural identity, sex, gender,
childbearing practices, culture change, ritual life, attitudes toward work and occupation, and Nihonjin-ron or thesis on the
Japanese people. Much of the coursework will include case
studies dealing with major aspects of Japanese culture.
8753.645

일본기업사례연구 3-2-2
Case Studies in Japanese Firms

특정지역의 기업은 왜 다른 지역의 기업과 다른 행동을 취하는
가? 본 과목에서는 일본기업을 중심으로 다른 지역의 기업과의 비
교⋅분석을 통하여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서는 사례연구방법을 사용한다.
Contrary to the prediction of globalism, firms of each
country are very different. Through this course, students understand the reason by investigating structure, strategy, behavior and performance of many companies of Japan. Much of
the coursework will include case studies. Students are required each week to analyze some cases as well as participate in class.
8753.664A

아시아의 경제발전과 리더십

3-2-2

Economic Development and Leadership
in Asia

경제발전에 중요한 요소가 지도자의 역할이다. 그런데도 정통
경제발전론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 경제발전에 따라서 바람직한 지도자상도 변모하기 마련이다.
본 과목은 아시아 경제발전과정에서 정부, 기업 단계에서의 리더십
이 얼마나 주요했는지를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를 중심
으로 이론적,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전반
부에는 지도자론의 이론적인 접근을, 후반부에는 구체적인 정치가,
기업가들의 경제적인 리더십을 논구하고자 한다.
Leadership is one of the crucial elements to be considered
in successful economic development. This course will offer
critical understanding of political and enterpreneurial leadership in Asian economic development. First part will emphasis
theoretical background, while the second half will focus on
specific politicians and entrepreneurs focusing mostly on Asia.
8753.666

동아시아국제관계의 이해 3-3-0
Understanding International Relations in
East Asia

본 과목은 동아시아 국가의 국제관계의 역동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남북간, 중국과 대만 간의 상호관계
를 역사적, 구조적으로 살피며, 이는 정치적인 면뿐 아니라, 경제적
⋅문화적⋅사회적인 모든 면을 다루게 된다. 동시에 미국과 러시
아의 영향 및 중요성도 주목한다. 현 주요쟁점 분석에 주안점을 두
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의 현 국제관계를 다루며,
일방적인 강의가 아닌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학생들
은 기본 교재, 관심영역에 대한 조사, 그리고 신문, 잡지, 방송 등
을 현 쟁점 분석의 자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세미나는 공동강의
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초빙으로 이루어진다.
This course aims at enhancing the level of understanding
on the dynamics of international relations among East Asian
countries. Mutual relations among countries like South and

North Korea, Japan, China, and Taiwan will be analyzed both
historically and structurally. Such analyses will be holistic
ones, dealing not only with the political but also with economic, cultural, and social aspects. At the same time, significant attention will be given to the importance and influence of the U.S.A. and Russia. The course will deal with the
contemporary international relations of East Asian countries
since World War II, with special emphasis on the analysis of
current issues. It will not be a one-way lecture course, but
will invite active participation from the students. Student will
be required not only to read the basic texts, but also to have
done in-depth reading on his/her own interest areas. They
will also be required to gather information on and analyze
recent issues through various forms of the media. The course
will adopt the format of team-teaching and will invite specialists from various fields to lead it.
8753.667A

동아시아시민사회의 이해 3-3-0
An Understanding Civil Societies in East
Asia

이 과목은 동아시아 시민사회의 기원과 성격을 살펴본다. 동아
시아 사회들은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에서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발달로 인하여 다양한 사회조직들이 정치와 시민
사회 자체의 성격을 변화시키면서, 국가에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
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이 과목은 동아시아 국가들 간에 시민사회
의 발전경로와 성격을 비교한다.
This explores the origin and nature of civil society in East
Asia. East Asian societies have experienced tremendous
chang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the civil
society. Due to the development of the civil society, diverse
social organizations began to exert political influence on the
state. Restructuring the politics as well as civil society itself.
This course also focuses on comparing the different paths of
the development of civil society across societies in East Asia.
8753.677

동남아의 정치경제 3-3-0
Political Economies of Southeast Asian

이 세미나는 동남아시아의 정치적과 경제적 관여자, 대행자, 기
관, 체계 및 사회 발전들의 상호관계들을 다 학문적으로 탐구한다.
우리는 새로운 정치경제 관점들을 읽고 논쟁할 것이며, 또한 역사
학적, 사회학적, 인류학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변화들을 살피면 어
떤 요소들의 농민, 가정 경제 관리자, 지역상인, 관료 엘리트, 권력
있는 이익집단, 변화하는 요원, 사기업 부분, 정부와 국가 관료들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것이다. 1/동남아시아 국가들
의 경제 역사 2/농촌개발; 3/이 지역의 국제 이주 과정과 노동 이
중성 그리고 어떻게 사회 정책 체계적으로 노동을 수출하는 인도
네시아와 필리핀 같은 국가들이 선택적인 방식으로 노동 이동성
증가를 중재했는지(작년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주 노동자들로부터
80억 달러 송금을 예정했다). 이러한 관점은 미주, 아프리카와 유
럽에도 연관될 것이다. 4/젠더와 천연 자원 관리 5/이 지역의 복잡
한 산업 에너지, 특별히 사회 환경 복귀의 문제를 악화라는 공급의
에너지 문제 6/이 지역의 금융시장의 역학
This seminar is an exploration of the inter-relationships between political and economic agents, actors, institutions, systems, and social processes in Southeast Asia, through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we will read and engage with new
political economy perspectives, in addition to historical, sociological, and anthropological studies on the social processes
that influence the decisions of peasant farmers, house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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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managers, local traders, governing elites, powerful
interest groups and change agents in civil society, the private
sector, and the government and state bureaucracy. Some of
the thematic issues we will examine include: 1/economic histories of Southeast Asian countries 2/rural development 3/the
international migration process and labour mobility in the region, and how the social policy framework of the labour exporting states such as Indonesia and Philippines mediated the
increase in labour mobility in a selective manner.(Last year
the Indonesian Govt. expected $8 billion in remittance from
Indonesian migrant workers). Such a perspective will also relate to similar issues in the Americas and Africa-Europe
4/gender and natural resource management 5/Focus on the energy industrial complex in the region, particularly the problem of predominantly supply-sided treatment of the energy issue, which hampers efforts to reframe the issue in the context of social ecological recovery 6/the dynamics of the financial markets in the region.
8753.722

중국과 세계경제연습 3-2-2
Workshop in China and World Economy

사회주의 체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 중국이 어떠한
개방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며 그 결과 세계 속에서의 위상이 어떤
변화를 겪었는가에 대한 논구를 주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 과정에
서 FDI기업에 대한 중국진출을 연습함으로써 중국경제의 기업운영
방식, 산업구조, 경제정책, 지역경제, 경제체계의 변화 등을 중점적
으로 연습한다.
This course studies on how China has changed its status
in the World after taking open door and economic reform.
Specifically, each student is required to research on specific
MNCs investing into China surveying on location, economic
environment, cultural differences and economic policies. In
the previous semesters, students form study group of their
own specific topic and submit group report on their studies.
8753.724

현대중국의 사회현황과 문제 3-3-0
Current Issues in Chinese Society

본 과목은 혁명과 개혁으로 요약되는 현대 중국의 사회와 문화
에 대한 고찰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첫 부분에서는 공산
주의 혁명 이전의 전통적인 중국사회 및 문화에 대해 살펴보고 있
다. 특히, 중국의 전통적인 친족제도와 종족조직, 전통적인 시장구
조, 신사 또는 향신 계층을 중심으로 한 통치구조, 한자 및 유교문
화 등이 중국이라는 “상상화된 공동체”(Imagined Community)의
형성에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를 고찰해보고 있다. 두 번째 부분
은 공산주의 혁명이 전통적인 사회와 문화에 어떠한 변혁을 가져
왔는지를 다루고 있다. 특히 모택동 시기의 국가권력이 집체화 과
정 및 문화혁명을 통해 어떻게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을 상이한
방식으로 통제하려 하였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본 과목의 중심을
이룰 세 번째 부분은 개혁, 개방으로 야기된 중국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변혁을 고찰하고 있다. 중국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
와 같은 역사적 접근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중국, 중국인, 중국문화
라는 대상에 관해 우리가 평소에 가져온 생각들을 비판적으로 검
토하고자 함이 본 과목의 목적이다.
This course examines central aspects of Chinese society
and culture through reading recent studies on transformations
in rural and urban Chinese society. While highlighting important social changes in PRC from its establishment in 1949
to the present, special attention will be given to the profound
transformations that have taken place during the economic reform period. Particular attention will be paid to the issue of

the reach of the state in social life, the rural-urban dichotomy, the rise of new gift economy, the emerging ethnicity
concerns based on the native-place identity, the role of new
middle class in the redefinition of a socialist system, and the
rise of China’s soft power. The readings area drawn from
several disciplines including anthropology, history, political
science, and sociology. The intention is to illustrate the necessity of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to the study of
Chinese society and culture. Designed for post-graduate students across the disciplines, the seminar requires students to
join with their own research projects.
8753.810

현대일본정치의 이론과 쟁점

3-3-0

Theories and Issues in Contemporary
Japanese Politics

현대일본정치를 비교정치적 관점에서 고찰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
으로 한다. 민주주의, 정당, 선거, 사회운동 등 제 측면을 분석적인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재검토하는 작업을 통해 현대일본정치에 대한
사례연구의 기틀을 마련하고 국제적 기준의 논문개발을 도모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survey the theories and issues
in Japanese politics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Analyzing
democracy, political party, elections and social and political
movements from a critical standpoint is an integral part of
this course. Students are expected to develop his or her thesis, after taking this course, taking a critical case study
method.
8753.813

현대일본의 소수자: 역사와 쟁점

3-3-0

Minority in Contemporary Japan: History
and Issues

최근 일본 사회에서는 ‘소수자’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이전에도 민족적 소수자, 여성, 장해자 등 다양한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의 소수자 문제는 근대
국민국가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내포하며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또한 오늘날 소수자 문제는 ‘다수자 vs
소수자’라는 단순한 이분법적 구도로 파악할 수 없는 중층적인 구
조를 이루고 있다. 이 과목에서는 현대 일본에는 어떤 소수자 집단
이 존재하고, 이들 소수자는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이들은 아이덴
티티를 어떤 방식으로 구축해왔는지, 그리고 소수자에 관한 정책과
운동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사실 일본
의 소수자 문제는 일본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다양
한 형태의 국제 이주를 통해 형성된 소수자들의 문제는 다른 국가
에도 연결되어 있으며, 한국에서도 이 문제는 최근 새롭게 제기되
고 있다. 일본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비교사회학적인 관점을 중시하
고자 한다.
Minority questions become new issues in contemporary
Japan. Previously discrimination against ethnic minority, women, the disabled and other minority groups was raised as a
social problem. However, recent minority issues display new
direction with regard to the fundamental question associated
with the system of modern nation-state. This seminar explores
which minority groups exist, how they are formed, how they
get their identities, and what are policies and social movements for minorities. In fact, minority issues are not confined
to Japan. Historically minority questions are interconnected
with other countries through international migration and recently it becomes a new issue even in Korea. Focusing on
minority questions in Japan, this seminar accentuates the
comparative sociological persp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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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3.814

한일기업비교연구 3-2-2

8753.895

Economic Development and
Democratization in East Asia

Comparative Studies in Korean and
Japanese Firms

본 과목은 한국과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을 비교 연구하는데 목
적이 있다. 한일 양국은 유사한 산업구조와 기업구조를 가지고 있
기 때문에 양국의 특정 산업을 상호 비교하거나 동일 산업내의 특
정 기업을 상호 비교함으로서 기업연구의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다. 학생들은 이러한 비교연구를 통하여 수준 높은 연구 논문을
작성해 본다.
This course is intended to examine and compare the highprofile companies of Korea and Japan. Due to the similar industrial structure and corporate governance of the two countries, students can develop innovative views on corporate research by comparing specific firms in the same industry or
by contrasting specific industries of the two countries. Based
on the comparative study, students are expected to submit advanced academic paper.
8753.890

일본의 상업과 유통사례연구 3-2-2
Case Studies in Japanese Commerce and
Distribution

정보화와 글로벌화의 영향으로 일본의 상업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이 과목은 일본의 상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
는 과목이다. 그리고 상업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일본의 유통에 대
해서도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 줄 것이다. 특히
이 과목은 일본의 주요 유통관련 기업을 사례로 선택하여 체계적
으로 분석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좀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Due to the influence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globalization, increasingly more attention is focused on Japanese
commerce.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understand the
basics of commerce and to analyze Japanese commerce and
its distribution system. This course will help students acquire
more practical and concrete knowledge about Japanese commerce and distribution by selecting and analyzing several cases of Japanese commercial companies.
8753.892

중국대외관계의 현황과 쟁점

동아시아의 경제발전과 민주화 3-3-0

3-2-2

Current Issues in China s Foreign Relations

이 강좌는 개혁시기 중국 대외 관계의 주요 쟁점을 검토하는 것
을 목표로 한다. 이 강좌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개
혁기 중국 대외관계에 대한 개괄로서, 여기서는 모택동 시기의 대
외관계, 개혁기 대외정책의 변화, 개혁기 대외정책 결정과정의 변
화가 검토된다. 둘째는 몇 가지 주요영역별 핵심쟁점에 대한 검토
이다. 여기에는 중국의 대외경제관계, 군사안보문제, 영토분쟁, 인
권문제, 국제조직과의 관계 등이 포함된다. 셋째는 중국과 주요 국
가들 사이에 관계에 대한 검토이다. 여기에는 다시 중국과 미국,
일본, 러시아, 한반도 그리고 대만과의 관계가 포함된다.
The objective of this seminar course is to examine the major issues as regards China’s foreign relations in the reform
era The course content will be composed of three parts: first,
the past and present of China’s foreign relations; second, the
controversial issues in some areas, such as foreign economic
relations, territory disputes, military and security issues, human rights issu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ird,
China’s foreign relations with some other countries such as
the US, Japan, Russia,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Taiwan
Strait.

이 강좌는 두 개의 강좌로 구성된 것의 첫 번째 강좌로, 발전국
가 관점에서 동아시아에서의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검토한다. 이 첫
번째 강좌는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발전국가
의 주요이론을 검토한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런 이론을 토대로
일본, 한국, 대만 등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실제 사례를 검토한다.
두 번째 강좌는 비교민주화 관점에서 동아시아 주요 국가의 민주
화를 검토한다.
This seminar is the first part of two seminars which explores the economic development and democratization in East
Asia. This first seminar focuses on the economic development
in East Asia in terms of developmental state perspective. In
the first part of the course, main theories of developmental
state, such as Chalmers Johnson, Peter Evans and Stephan
Haggard, and the critiques on the theories will be examined.
The second part will analyze case studies of East Asian
countries, including Japan, South Korea, and Taiwan. The
second seminar will examine democratization in East Asia in
terms of comparative democratization.

<미주지역>
8753.513

한미관계사연구 3-3-0
Studies in History of Korean-American
Relationship

본 강의는 1945년 이후 한국과 미국의 관계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미군정기, 한국전쟁시기, 전후 부흥기, 경제개발
시기에 나타나는 미국의 대한정책, 한국정부의 대응 등을 군사적인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관점에서 조망한다. 이 강의는 기
존의 연구성과와 함께 미국의 대한정책 문서들을 교재로 한다.
This lecture presents general and specif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U.S. policies toward Korea and
the Korean government’s responses under the U.S. military
government, during the Korean War, in the period of economic reconstruction after the war, and in the period of economic development, will be examined from the military as
well as economic viewpoint. Students will read not only existing works on U.S.-Korean relationship, but U.S. policy
papers.
8753.612

미국의 대외정책 3-3-0
American Foreign Policy

미국외교정책의 형성과 집행, 그리고 주요쟁점을 고찰한다. 미국
과 다른 국가와의 정치, 경제, 사회적 교류와 상호작용을 논의하는
가운데 냉전 체제의 해체 이후 새롭게 제기되는 외교정책 과제를
부각시키고 또한 한국과 미국 간의 관계도 다룬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examine the formulation, implementation, and major issues of American foreign policy. A
historical analysis of various aspects of foreign policy is provided, with a particular emphasis on important issues and
events in the post-Cold War era. Development of KoreanAmerican relations is also discussed in the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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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3.772

3-3-0

<유럽지역>

Economic Development of Latin America

8753.531A

중남미의 경제발전

이 과목은 현대 중남미의 경제체제, 제도 및 경제발전 상황과
향후의 성장 전망 등을 탐구하는 과목이다. 여기서는 경제의 역사
적 전개과정, 경제이론과 사상, 수입대체화에서 무역자유화로의 이
행, 외채위기, 인플레이션과 안정화정책, 경제적 포퓰리즘, 빈곤, 농
업개혁, 최근의 경제통합운동 등에 초점을 맞추며 마지막으로 한국
경제와의 관계도 다룬다.
This course will cover the economic structure, performance
and policy in modern Latin America. Main topics covered in
this course will include the following: economic development
in history; theoretical and ideological dimensions of developmental strategy from inward-looking policy to trade liberalism; debt crisis; inflation and stabilization; economic populism; poverty; land reform; and recent regional integration
schemes. The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Latin
America will be surveyed in the end.
8753.891A

현대 중남미 경제의 제쟁점 연습 3-2-2
Workshop in Contemporary Economic
Issues in Latin America

이 강좌는 학생들에게 라틴 아메리카의 경제적인 현황과 쟁점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강좌에서는 특히 다
음과 같은 쟁점들, 즉 경제 구조개혁, 금융 자유화와 외환위기, 달
러화, 지역통합 등이 다루어질 것이다. 이와 함께 이 강좌에서는
현재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등)
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위기가 발생하게 된 배경(원인)과 그것을 극
복하기 위한 각국의 대응 및 그 성과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검토
할 것이다.
This course is aimed at providing students with th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contemporary economic situations
and issues in Latin America. In particular, it will deal with
the big issues in Latin America such as structural reforms,
currency crisis, dollarization, financial liberalization, regional
integration. In addition, this course will examine the backgrounds or causes of the economic crisis in several Latin
American countries such as Mexico, Brazil, their countermeasures to cope with the crisis, and the results.
8753.897

중남미 사회와 문화 3-3-0
Latin American Society and Culture

이 과목은 현대 중남미사회 및 문화현상 일반에 관하여 개관한
다. 여기서는 1930년대 이래의 근대화과정에서 생겨난 인구와 가
족문제, 사회적 불평등과 이동, 도시화, 비공식부문, 종교와 교회,
일탈과 통제, 생태계 위기, 마약문제, 집합행동과 사회운동 등이 주
로 다뤄진다.
This course covers key social and cultural issues in Latin
America which emerged from the modernization period of the
1930s, including population growth, urbanization, informal
sector, religion and church, environmental crisis, drug issues
and social movements.

유럽연합의 거시경제학연습 3-2-2
Workshop in Macroeconomics of European
Union

본 과목은 유럽과 세계경제에 대한 거시경제학적 지식을 제공하
는 한편 이러한 이론적 바탕 위에 유럽경제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과목은 특히 현 유럽경제의 출현
을 가능케 한 제도적 특성을 밝히는 데 강조점을 둔다. 본 과목에
서 다루는 주제들은 유럽경제성장의 패턴,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실
업문제, 인플레와 초인플레문제, 재정 및 금융정책, 경쟁 및 산업정
책, 기업 지배구조 등을 포괄한다.
This course is intended to provide students basic macro－
economic knowledge about European and world economy and
to examine the historic development and transformation of the
European economies. A particular emphasis is put on clarifying the institutional features that supported the emergence of
current European economies. Major topics to be covered are
diverse, ranging from patterns of European economic growth,
labor market rigidity and unemployment issues, inflation and
hyper－inflation problems, fiscal and monetary policies, competition and industrial policies, and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in Europe.
8753.636

유럽연합의 정치적 발전

3-3-0

Political Development of the European
Union

본 과목은 유럽연합의 정치적 발전과정에 대한 다각적 이해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과목의 주요내용은 유럽연합의 다양
한 기구 및 의사결정과정, 현대유럽의 정치세력, 유럽연합이 한국
과 세계정치에 갖는 의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강학생들은 주
제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법과 적극적인 토론을 통해 현대유럽의
발전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This course is intended to provide students a multi－faceted understanding of the political developments of the
European Union. The major themes to be covered are the
functioning of the EU institutions and decision－making processes, political forces governing the European Union and policies of the EU, and the significance of the EU for international and Korean politics. Through intensive multidisciplinary
approaches to the subject and the active discussion on the
various themes, students are expected to understand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European Union today.
8753.638

유럽통합의 과정과 이론 3-3-0
Theory and Process of European
Integration

유럽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사회통합은 세계사적으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대변혁으로 많은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본 과목은
유럽의 통합과정에 대한 역사를 개관하고 경제 및 통화통합과 관
련된 이론과 실제를 살펴본다. 본 과목의 주제들은 유럽통합의 역
사, 유럽통화제도, 유럽통화통합에 관련된 거시적 전망, 유럽단일시
장의 정체경제 EU의 산업 및 경제정책, 그리고 이와 관련된 미시
경제정책 등이다.
European Integration is bringing about great changes in the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development of Europe, and
raises many important questions not only for Europe herself
but also all around the world. This course examines the theories and practices of economic and monetary integratio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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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 giving an overview of the history of its process.
Major themes to be covered are the history of European
Construction, the macroeconomic perspectives on EMS and
EMU,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Single European Market,
the industrial and competitive policies of EU, and many more
related microeconomic issues.
8753.639A

유럽통합: 유럽연합의 법과 제도 3-3-0
European Integration: Law and
Institutions of European Union

유럽통합은 하나의 국가에 비할 수 있는 독자적인 법질서를 갖
고 있다. 본 과목은 유럽 공동체법의 구조와 기본적 내용을 살펴보
며, 특히 유럽통합의 체제에 관한 법 및 공동시정법을 분석하고 무
역, 통화, 경쟁, 환경 등 중요 분야의 법과 정책들을 분석한다.
EU is above all founded on the legal structure comparable
to that of a nation. This course tries to present the basic
structure and elements of Community Law. In particular, this
course examines EC’s constitutional and common market law
and discusses the wide range of important issues such as
trade, monetary, competitive and environmental laws and
policies.
8753.652

동구러시아정치

3-3-0

Politics in Russia & Eastern Europe

동구⋅러시아의 정치에 관하여 개관한다. 여기서는 러시아 정치
의 역사적 뿌리, 정치제도, 정치문화, 정치리더십의 충원, 이익집단,
정책결정의 구조, 선거관정 등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특히 탈사회
주의 이후의 개혁과 민주화과정에서 보여지는 정치변동을 비교시각
에서 조망한다.
This course offers an overview of the post-communist
transformation in CIS and Eastern Europe. Lectures introduce
students to comparative and theoretical perspectives as well as
current empirical studies to address topics such as methodology on post-communist transition, democratization and democratic consolidation, institutionalization of political society,
politics of economic reforms, civil society, and nationalism.

M2048.000100

European Integration

유럽은 아시아, 북미 지역과 함께 세계질서의 형성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지역과 달리 수많은 국가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국내정책의 조율을 통해 하나의 경제
권을 형성하고 통화통합을 넘어 정치통합을 지향하고 있다. 본 과
목은 이러한 유럽통합 과정 및 개별 분야의 통합내용을 분석한다.
Europe is leading the world order, together with Asia and
North America. The economic, monetary and social integration pursued by European Union marks a great transformation, and provides a good example that various economies could be fused into one through compromising domestic
policies. This course tries to present the basic structure and
elements of the European integration procedure.

<개발협력정책>
8753.551

한국의 사회발전과 휴먼 캐피탈 3-2-2
Seminar in Social Development and Human
Capital in Korea

한국은 비유럽국가 가운데 가장 모범적으로 경제발전과 근대화
를 이룩한 사회로 알려져 있다. 근대화와 경제발전을 이루는데 기
여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휴먼 캐피탈을 어떻게 축적, 성취했는지
이다. 이 과목은 한국의 근대화와 경제발전을 이해하면서 1960년
대 이래 한국사회에서 휴먼 캐피탈의 축적과 발전을 이해하고자
한다.
Korea is very well known for its achievement of modernization and economic growth among non-European societies
within a very short time period. Many countries are concerned with the secrets of its success. One of them which
contributed to rapid economic growth since 1960 is the accumulation and achievement of higher level of human capital in
contemporary Korean society. This course provides an opportunity for students to understand modernization process in
terms of successful accumulation and achievement of human
capital in contemporary Korean society.
8753.552

8753.653

유럽통합 3-3-0

동구러시아경제 3-3-0

국제개발협력과 인권 세미나 3-2-2
Seminar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Human Rights

Economies of Russia & Eastern Europe

동구⋅러시아의 경제체제, 경제개혁과 개방의 상황, 그리고 향후
성장전망 등을 중심으로 탐구한다. 경제의 역사적 전개과정, 개혁
과정에 나타나는 인플레이션과 안정화정책, 민영화, 외채문제 등의
쟁점이 포함되고 대외경제관계 특히 한국과의 교류와 향후 전망을
시도한다.
This course will allow students to examine the economic
system of Russia and Eastern Europe, its economic reforms
and open-door conditions, and prospects for future change.
Students will cover issues such as the historical transformation of the economy, inflation and stabilization policy in
the reform process, privatization, problems of foreign debt,
foreign economic relations, especially with Korea, and prospects for the future.

인권은 경제개발, 정치발전 등을 포함하는 사회개발의 핵심 요
건이다. 수많은 국가에서 경제개발을 추진하면서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 오늘날 여러 형태의 발전을 이룩한 후에도 삶의 질의
향상을 위협하는 사회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개발
을 추진하고, 완전한 의미의 개발을 성취할 수 있도록 국제개발협
력에 있어서 인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필요성, 개발에 있
어서 인권의 역할 등을 탐구하는 과목이다.
Human rights highlight the completion of development in
any society. To achieve a balanced development in a society,
it is necessary to guarantee human rights regardless of gender, age, class and ethnicity for all social members in a
country. However, the issue of human rights is often neglected in dealing with social development up to now. This
seminar provides an opportunity to understand the role and
contribution of human rights to social development in a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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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3.553

국제개발협력과 젠더 세미나 3-2-2

8753.554

국제개발협력의 경제분석 방법론 세미나 3-2-2
Seminar in Methodology of Economic Analysi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Seminar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Human Rights

한국은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민주화도 성취했지만 여성들
의 지위가 낮고 사회의 여러 면에서 성불평등이 지속되고 있다. 그
결과의 하나가 극도로 낮은 출산력으로, 사회전체적으로 재생산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개발을 이루는데 젠더라는 요인을 전
혀 고려하지 못한 결과이다. 이 세미나는 개발에서 젠더 및 젠더균
형을 이루는 것이 개발을 성취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탐구한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을 추구하는 개발도상국에서도 경제적, 사
회적 개발을 이루는데 젠더는 언제나 함께 고려되어야 하고, 성평
등의 성취가 개발을 완성하는 요소임을 이론과 사례연구를 결합해
서 다룬다.
Korean society still faces higher level of gender inequality
despite higher level of socioeconomic development. That
comes from long-standing neglection of gender equality in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As a
result, Korean society faces the crisis of social reproduction
in the 21st century. This seminar aims to enhance the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gender and gender equality to achieve development in its true sense in East and West, and advanced and developing countries. This course combines theories and case studies in East and West to understand the significance of gender and gender equality in development.

이 과목은 개발도상국 특히 저소득 국가들의 발전과정과 관련된
경제적인 분석 방법론을 익힌다. 특히 경제발전, 경제성과, 또는 구
조변화와 관련된 현안을 중심으로 경제적 분석 방법론을 익히도록
한다. 이들 현안에는 인구증가, 인구이동, 도시화, 빈곤, 보건, 교
육, 노동여건, 환경 등을 포함한다. 이 과목은 특히 아시아, 아프리
카, 라틴아메리카의 국가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적인 분석 방법
론을 다룬다.
This course provides methodology of economic analysis related to development process in developing countries, especially low-income ones. It focuses on the methodology of
economic analysis of diverse issues related to economic development, economic growth and structural change such as
population growth, migration, urbanization, poverty, health,
education, workplace conditions and environment. The course
emphasizes country cases throughout Asia, Africa, and Latin
America in dealing with methodology of economic analysis
of diverse development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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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4.513

한국의 역사 3-3-0
Korean History

이 과목은 한국사의 전체적인 성격을 구조적으로 이해시킴을 목
표로 한다. 특히 한국문화사 방면의 연구를 집중적으로 소개함으로
써 한국사에 대한 손쉬운 이해를 꾀할 수 있게 한다.
This course presents a general overview of Korean history
and introduces students to Korean cultural history.
8754.518

현실을 이해하기 위하여 개설되었다. 이 강좌에서는 또한 북한사회
에 대한 분석과 아울러 남북한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 통일정책
과 관련된 내용이 함께 제공될 것이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enhance students’ understanding
of North Korea’s politics and economy as well as North
Korean life style and reality. Emphasis is also placed on exploring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North and
South, and providing students with an opportunity to explore
topics and strategies concerning unification.

한국생활사 3-3-0

8754.523

History of Korean Life Style

History of Korea s Foreign Relations

이 과목은 학생들에게 한국사람들의 의식주 전통을 보여줌으로
써 학생들이 한국인들의 생활 패턴을 이해하도록 하는 데 그 목표
가 있다. 이 강의를 통해 학생들은 전통적인 한국문화의 특징을 이
해할 것이다. 이 강의는 일반 강의와 함께 슬라이드 강의가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
This class will show students the typical clothes the
Korean people usually wore, the foods they ate, and the residences they lived in, providing the students with a closer
look at the living styles and patterns of the Korean people.
Students will feel the characteristics of age-old Korean traditions not only through lecture, but through slide films.
8754.519

한국의 경제정책과 경제발전

이 과목에서는 한반도 주변의 국가들, 특히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고찰한다. 본 강의를 통
해 학생들은 기존의 연구성과에 대한 검토와 최근 공개된 다양한
자료들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모색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enhance the students’ understanding of Korea’s relations with the great powers, such as
China, Russi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from a historical
viewpoint. Students will examine various historical sources as
well as existing works in Korean history since the 19th
century.
8754.540A

3-2-2

이 수업을 통해 한국에서 경제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실무적인
지식과 경험을 고찰한다. 한국정부는 각 부문의 정책에 대한 고려
를 통해 다양한 경제정책을 결정해 왔다. 이 강의는 한국의 경제개
발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서들 사이의 경제정책 조정과 결정과정을
제시할 것이다.
This course intends to provide practical knowledge and
deep insight of an economic policy-making process in Korea.
The Korean government has made various kinds of policy
formulation with consideration of each policy section. This
course will show the process of coordinating economic policies among departments during the Korean economic
development.
한국학개론 3-3-0

한국의 근현대 역사와 현재 한국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을 이해한
다. 우선 급격히 변화해 나가고 있는 세계정치, 경제질서 속에서
한국의 위상을 이해하고, 그 역사적 경위를 추적한다. 아울러 한국
근대사에서 전개되었던 중요한 사건들, 즉 분단, 한국전쟁, 경제개
발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근대화 이후 변화된 한국사회의 모
습을 고찰한다. 또한 한국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북한의 현대사
와 현재의 모습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This course improves student’s understanding important issues on modern Korean society. First of all, this course provides explanation of the status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World arena. Moreover students will deal with crucial topics
in modern Korea history, like the division, the Korean War,
and the economic growth, and will examine changes in
Korean society after modernization. To illuminate North
Korean history and society is covered for understanding current Korean issue.

Introduction to Korean Studies

8754.712

이 과목은 한국에 대한 인문학과 사회과학 관련 연구성과를 조
망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그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이 과목에서는 해외에서의 한국
학에 관한 연구 성과를 소개한다. 이 과목은 인문대학과 사회대학
의 다양한 학과의 교수들이 공동강의로 진행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important research results in Korean
Studies, especially in the field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In this course, existing works on Korea by foreign
scholars will also be examined. This course is taught by a
team of professors from departments in the College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8754.522

근대한국의 역사와 사회 3-3-0
Modern Korean History and Society

Economic Policies and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8754.520

한국의 대외관계사 3-3-0

한국의 종교 3-2-2
Korean Religion

이 과목은 한국의 종교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 과목에서는 인간의 문화현상을 종교적으로 올바르게 이해
할 수 있는 시각도 배양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This course offers students a comprehensive approach to
diverse Korean religions. It is specially designed to cultivate,
from a religious perspective, a deep understanding of human
culture in South Korea.
8754.715

북한세미나 3-2-2

한국의 사회

3-3-0

Korean Society

Seminar in North Korea

이 강좌는 북한 사회의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북한주민의 삶과

이 과목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특징과 한국사회에 적용되어 온
이념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학습함을 목표로 한다. 특히, 근대화 이
후 한국사회의 성격과 변화에 대한 이해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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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게 배려한다. 매 학기 학생들의 관심에 따라 주제가 바뀔 수
있다.
This course is a comprehensive study of the characteristics
of Korea’s social structure, and the ideals and problems
which have developed within Korean society. Special attention is paid to increasing the students’ understanding of the
nature and the changes of Korean society since modernization. Each semester topics depend on student interests.
8754.717

한국의 기업과 경영

3-2-2

Business and Management in Korea

한국 기업의 정치, 경제, 문화적 환경을 살펴보고 기업 내의 인
사, 조직, 재무 등 여러 측면에서 의사 결정의 특징과 경영관리 문
제를 다각도로 검토한다. 이론, 사례연구, 실증연구자료를 통한 종
합적 분석과 이해를 지향한다.
The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environment surrounding Korean business is analyzed in this course. Students also
examine characteristics of business in Korea, especially in
terms of personnel, organization and finance. Theory, case
studies, and empirical data is utilized to foster comprehensive
analysis and understanding.
8754.722

근대화와 한국사회의 변화 3-3-0
Modernization and Transformation of
Korean Society

한국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20세기에 이루어진 한국사회의
변화과정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20세기 이후 한국은
식민지, 분단을 거치면서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였으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있었던 6.25 전쟁, 경제개발계획은 한국사회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본 과목은 한국사회의 근대화과정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주요한 사건들을 살펴보고, 그러한 사건들의
결과로 인해 나타나는 한국사회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주
요한 목적으로 한다. 강의는 20세기 이후에 나타난 한국 근대화과
정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살펴보는 역사학 전공 교수 1인과 한
국사회의 변화를 살펴볼 사회과학 전공 교수 1인에 의해 공동강의
로 이루어진다.
To understand Korean society should be needed to recognize changes in the 20th century on the Korean Peninsula.
Korean people experienced enormous turning points like colonization and division of the peninsula, and characters of
Korean society have changed through the Korean War, economic development, financial crisis, and so on. The aim of
this class is to provide knowledges on significant turning
point in modern Korean history and changes in Korean society as results of the historical events. This course is led by
two professors: one is specialists on modern Korean history
who explains the crucial events in modern Korean history,
the other major in social science, who analyzes transition of
Korean society.

8754.803

대학원논문연구 3-3-0
Dissertation Research

이 과목은 지도교수가 지정하는 참고문헌을 학생들이 읽고 연구
함으로써 석사학위논문을 준비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학생들로 하여금 정규 강의시간 외의 연구를 한층 더 충실
히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함을 목표로 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read basic materials under the
supervision their thesis advisors, in preparation for writing
their master’s thesis. It will also give students an opportunity
to carry out in-depth research outside regular class time.
8754.821A

한국학세미나 3-2-2
Seminar in Korean Studies

외국인들에게 한국학을 가르쳐 보았거나 한국을 외국인에게 소
개하는 경험을 가진 국내외 학자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직접 강의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실무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
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이 강좌를 담당하는
초빙교수는 학생들이 직접 외국인들을 가르치는 경험을 할 수 있
도록 일주일에 2시간씩의 실습시간을 할애한다. 강의는 한국과 관
련된 모든 부분을 포함한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understand various factors
that could exist in working place through lectures based on
experiences of experts who work as a Korean studies lecturer
or has experiences of introducing Korea to foreigners. The
professor of this course provides students practical training
for two hours a week. Topics in this course covers all of
field on Korean Affairs.
8754.824

한국학연구 프로젝트 1 3-2-2
Research Project in Korean Studies 1

한국학 프로그램 교수의 전공에 맞추어 교수가 그 전공분야의
특정 주제에 관한 심도 있는 지식을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학생들
의 연구논문 작성을 지도하는 과목이다. 담당교수의 전공에 따라
학기마다 주제가 바뀔 수 있으며, 학생들은 연구논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담당교수는 학생들이 주제에 맞는 적절한 이론과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현실에 도움이 되는 연구논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This course is a customized research course designed to
offer students in－depth knowledge and guidance regarding a
subject given by a professor of Korean Studies Program. The
subject may change depending upon the specialization of professors every semester, and students write in depth practice－
oriented research papers. The professor teaches students how
to use relevant theories, and research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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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501

국제개발정책론 3-3-0
International Development Policy

개발도상국이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할 때 정부가 사용할 수 있
는 정책들을 살펴본다. 이러한 정책 중에는 무역정책, 투자정책, 재
정정책, 조세정책, 산업정책, 과학기술정책, 금융정책 등을 포함한다.
This course covers a wide spectrum of development policies that developing countries can introduce for their economic growth. These include trade policy, investment policy, financial policy, tax policy, industrial policy, technological policy, and monetary policy.
876.502

경제발전전략 3-3-0

Transnational migration is expanding in the era of
globalization. Increasing transnational migration has affected
development in both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Many developing countries often face the problem of brain
drain, and suffer the shortage of the educated and skillful
workers in their pursuit of development. However, remittances
from oversea workers greatly contribute to the stable finance
in many developing countries.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development in relation to increasing transnational migration
in the era of globalization. This course offers students an opportunity to understand the issues of brain drain and brain
circulation, gender, labor, remittance, security, health and education in relation to increasing transnational migration and
development.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876.505

개발도상국들의 경제발전 현상을 규명하고 경제발전에 따른 제반
문제들을 다룬다. 이들 문제 중에는 불균형 성장의 문제, 도시화의
문제, 환경문제, 빈곤 문제, 소득분배 문제, 인구문제 등을 포함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examine the situation of economic development in developing countries and cover the
general problems of economic development, such as unbalanced growth, urbanization, environment, poverty, income
distribution, and population.
876.503

국제개발협력론 3-3-0
Global Development and Development
Cooperation

국제개발협력과 해외원조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다룬다. 이 과
목에서 다루게 될 주제 중에는 해외원조 동향과 특징, 해외원조가
공여국에 미치는 영향, 원조가 수원국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students theories and practice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foreign aid. Topics
include the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foreign aid and the
influence of foreign aid to donor countries and recipient
countries.
876.504

국제인구이동 및 개발 3-3-0

사회개발과 국제개발협력 3-3-0
Social Development and
Development Cooperation

International

본 과목은 기존의 경제발전 위주로 진행되어 온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논의를 사회개발이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재구성하고 현재 주
요 국제기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개발 프로그램을 소개하여 국
제개발협력에 대한 이론적⋅경험적 학습효과를 제고하려는 데 목
적을 두고 있다. 사회개발에 관한 제반 이론을 소개하고 노동, 인
권, 지역커뮤니티, 이민자, 환경, 여성, 시민사회 등으로 세부주제를
나누어 국제사회에서 소통되는 규범적 논의와 개도국에서 적용되는
현실적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introduce a new approach of
social development to the existing economic growth-oriented
paradigm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By presenting and comparing a variety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dealing with social development programmes, this course aims to enhance both theoretical and
practical learning effects on social development. The first part
of the course will introduce norms and theories of social development which have been shared amo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the second part will lead to practical issues
specializing in diverse agendas such as labor, human rights,
local communities, immigration, environment issues, gender,
and civil society.

Transnational Migration and Development

본 과목은 세계화시대에 확대되고 있는 국제인구이동이 개발도
상국 및 선진국의 개발 및 개발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
해 마련되었다. 세계화가 심화되면서 자본과 상품의 이동뿐만 아니
라 국경을 넘은 인구이동이 확대, 심화되고 있다. 개발도상국은 때
로는 유능한 인구유출문제에 직면하고, 자국의 사회, 경제적 발전
에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반면, 해외에 나가 일하는 노동자들
이 본국으로 송금하는 돈은 개발도상국의 전체 재정에 큰 몫을 차
지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국제인구이동의 증가는 국제협력에 있
어서 새로운 안보 문제를 낳으면서 개발도상국의 개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 과목은 세계화시대의 증대하는 국제인구
이동이 인구유출, 여성, 노동, 송금, 안보, 보건, 교육 등 다양한 측
면에서 어떻게 개발과 연관되고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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