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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53A

동양사원전강독 3-3-0
Readings in Primary Sources of Asian
History

본 수업은 역사학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원전이해에 대한
기초적인 소양을 배양하도록 하는 데에 1차적인 목적이 있다. 이
러한 목적을 위해 사료 해독력만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에 대해 이
해하고 분석하는 능력도 아울러 증진시키는 방식으로 교육한다.
따라서 본 수업은 학생의 철저한 수업준비와 적극적인 수업참여를
유도한다. 즉 학생 개개인은 미리 지정된 항목의 문장을 완정하게
해석해 옴은 물론 거기에 나오는 역사적 사실도 모두 찾아 수업에
임하도록 함으로써 독해자로서의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한다.
This course aims at training the students to satisfy fundamental requirements for studying history, that is, reading and
understanding historical documents in Chinese. The students
of this course will then be able to understand and analyze
the recorded historical events in the documents. In this
course, the students will be encouraged to prepare the lessons tho- roughly. This preparation includes not only translations but also analyses and historical evaluations of the
texts. This training will help the students to understand the
history between the lines in Chinese source materials.
111.154A

동양사한문사료강독 3-3-0
Readings in Chinese Source Materials of
Asian History

본 수업은 사학도에게 필요한 원전사료의 독해력을 향상시키
는 데에 기본적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문원전사료를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기초적인 독법을 위주로 하여 강의한다. 따라서
초급자가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원전사료를 선택
하여 문장 내의 용어 사용 등을 비롯한 기초적인 원전이해능력을
배양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사료가 보여주는 역사적 배경과
사건에 대해 생각해보고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진다. 이러한 훈
련을 통해 보다 진전되고 발전된, 사학도로서의 기본 능력을 배
양하도록 한다.
This course aims at providing students with basic training
in reading historical documents written in Chinese. For that
purpose, this lecture will emphasize the basic way of reading, for instance understanding the application of words in
texts. So that simple historical texts suitable for beginners
will be selected at first. After this training of reading, which
is a requirement for more advanced studies in Asian history,
the students of this course will be able to understand the recorded historical events in the texts.
111.223B

중동사회의 전통과 근대 3-3-0
Tradition and Transformation in Middle
Eastern Societies

18세기 말부터 현재에 이르는 중동의 격변의 역사는 많은 시사
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슬람권의 전 시대의 역사 중 가
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되는 만큼 첨예한 정치적 입장의 대립으로
인해 논란도 많은 시대이다. 이 강의는 19세기 근대화 개혁의 성
과와 한계, 제국의 해체와 국민국가들의 성립, 중동권의 민족주의
와 시오니즘, 양차대전, 석유와 경제, 교육과 인구, 가족, 여성문
제, 정치적 이슬람주의 등의 여러 주제들을 균형 있게 다루는 것
을 목표로 한다.
Synopsis : The fluctuating history of the Middle East
since the late eighteenth-century has been a focus of tremendous public interest, and there have been heated debates on

its nature due to the existence of disparate political camps.
For an attempt to impartially and factually understand the
texture of the modern Middle East, this lecture aims at balanced explorations of themes such as the nineteenth-century
reforms and their results, dissolution of the early modern
empires and the formation of national states, Middle Eastern
nationalisms and Zionism, two world wars, the dimension of
oil, education and population, family and women, and last
but not least, political Islam.
M1249.000200 일본의 국가와 문화 3-3-0
Japanese State and Culture

일본 국가의 성립과 전개 과정을 고찰한다. 일본 국가를 발전시
킨 중핵 요소를 살펴보고 이를 문화와 연관시켜 일본 역사를 종합
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특히 천황을 중심으로 황제와 대비
되는 동아시아 속 일본 국가론의 특질을 살펴보고, 그 특질이 일
본 문화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알아본다.
This course explores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the
Japanese nation and culture. It investigates the essential elements contributing to the nation’s development and considers
these elements in relation to culture, thereby providing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Japanese history. The course
particularly concerns with the Japanese emperor(tenno)
vis-à-vis the Chinese emperor (huangdi) in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Japanese conception of the state in the
East Asian context. It also analyzes how such characteristics
affected Japanese culture.
111.227A

일본의 무사사회 3-3-0
The Feudal Society of Japan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무사 사회를 경험한 일본사회의 특수성
을 검토해본다. 이러한 특수성에 대한 고려와 아울러, 일본 전근대
사회가 동아시아국가의 일원으로 가지고 있었던 ‘동아시아적’인
측면에 대한 검토도 시도한다.
This course will introduce students to the warrior society
of Japan and further their understanding of its characteristics
as well as distinguishing it from other East Asian countries.
111.229

중국문명과 제국의 형성

3-3-0

Formation of civilization and Empire in
China

기존에는 黃河文明 또는 江河文明이라고 불리웠던 중국문명이
왜 중국문명으로 불리워야 하는가에 대한 이해를 도모해 본다. 아
울러, 중국 역사발전의 주체였던 제국이 어떠한 과정과 논리를 통
해 형성되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전체 중국문화의 이해를 돕는다.
This course provides students with knowledge of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the Chinese civilization and its
empires. This class will proceed by specifically investigating
the factors behind the reason why the civilization is not called
‘Hwang-he’ or ‘Jiang-he’ but rather the ‘Chinese Civilization’.
111.230

민족이동과 수당세계제국 3-3-0
Volkerwanderung and Sui-Tang World
Empire

위진남북조의 분열기를 거치면서 북방의 유목민족(호족)과 중원지
역의 한족이 서로 융합, 교류하면서 탄생하게 된 수당제국의 역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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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을 주로 민족이동과 민족융합이라는 관점을 통해 이해해본다.
This course provides students with knowledge of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the Sui-Tang World Empire by
considering the viewpoint of volkerwanderung and surveying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nomads and the Han race.
111.231

전통중국의 사상과 종교 3-3-0
Thought and Religion in Traditional China

제자백가 ․ 현학 ․ 이학 ․ 양명학 ․ 고증학 등을, 해당 사회의 구조적
인 맥락 속에서 다룸으로써, 사상이나 종교가 구체적인 역사적 힘
으로 전화되는 과정을 심도 있게 다룬다. 또한, 불교와 도교 등의
거대종교 뿐만 아니라, 중국 사회 이해에 필수적인 비밀결사(회당 ․
교문 등)의 이념적 기반이 되었던 다양한 중국 민간신앙에 대한
이해를 통해 중국사회의 또 다른 측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This course provides students with knowledge of the process on how thought and religion were transformed into a
historical force in China.
111.232

근세무슬림제국과 그 유산 3-3-0
The Early Modern Muslim Empires and
Their Legacy

이 강의는 대표적인 근세 무슬림 제국으로 간주되는 오스만제
국의 통사를 주된 줄거리로 하면서 정치체제, 군사기구의 변천, 경
제구조, 사회조직 및 엘리트와 대중문화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펴
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기에 이란의 사파비 제국, 인도의 무굴
제국의 역사적 전개에서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
이들 제국이 그 이후의 무슬림 세계의 현대적 재구성에 어떠한 영
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This course focuses on the outline of the Ottoman empire
which is considered the most prominent of early modern
Muslim empires, while aiming at having students comprehensively understand the political system, the evolution of
military institutions, economic structures, social organization,
and the nature of elite and mass culture. It will also make
comparisons with the history of the Safavid and Mughul empires and explore the legacy of these great empires in the
modern remaking of the Muslim world.
M1249.000100 중앙아시아사 논저강독 3-3-0

111.326

Formation and Unfolding of the Modern
State in Japan

강의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후발 제국주의 국가였던 일본이 근
대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사에 끼친 영향을 ‘국가’의 역할에 중점을
두어 검토해본다. 아울러, 일본이 여러 다양한 가능성 속에서 군국주
의적인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원인에 대해서도 검토해본다.
This course considers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the modern state in Japan through analyses on how it was
transformedinto Militarism.
111.327

동양사특강 3-3-0
Topics in Asian History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형성과 전개>가 주로 당대까지의 동아시
아를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한 과목이라면, 본 과목은 송대 이후 특
히 명청대 중국 사회의 발전을 다양하게 접근해보고자 한다. 명청
대 사회의 지배 계층이었던 신사(紳士)의 존재양태와 다양한 사회
적 기능, 그리고 과거 합격에 의해 주로 형성되었던 신사와는 다
른 경로를 통해 엘리트의 지위에 올랐던 다양한 사회계층 혹은 집
단에 대하여 살펴본다.
This course introduces students to the most recent academic results in the field of East Asian history. Current subjects
and issues are highlighted, commented and studied.
111.329

동남아시아 근대와 제국주의

3-3-0

Modern Southest Asia and Imperialism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등의 진출과 이에 대응한 동남아시아
제국의 역사를 다양한 측면에서 고찰한다. 특히 제국주의 국가의
성격에 따라 그 식민지의 대응이 어떻게 달랐으며, 역으로 식민지
의 존재양태에 따라 제국주의 국가의 정책이 어떻게 달랐는가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 비교분석함으로써, 동남아시아 각국의 제국주
의에 대한 대응의 다양성과 공통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
We will investigate the Imperialism in modern South-East
Asia by examining the impacts and responses existent between the imperialists and their colonies.
111.330

사대부사회의 성립과 신유학 3-3-0
Formation of the Literati Society and
Neo-Confucianism

Readings for the Study of Central
Asian History

중앙아시아의 역사에 관한 국내에서의 연구는 매우 일천하고
따라서 한국어로 된 연구문헌들 역시 충분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중앙아시아사에 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위해서 외국에
서 이루어진 중요한 연구서나 논문을 선별하여 읽는 것은 매우 중
요하다. 본 강의는 중앙아시아사 분야에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으로 된 중요한 연구 성과를 원문으로 읽고 토론함으로써 이 분
야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The study on Central Asian history in Korea are not sufficiently accumulated because of the shortness of its
tradition. So it is very difficult to find suitable works for the
students to read, and in this sense, the works of foreign
scholars, especially written in English, Chinese or Japanese
are indispensible. This course will select and discuss important studies written in these languages, which would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the students in the history of
Central Asia.

일본근대국가의 성립과 전개 3-3-0

과거제도의 확립과 궤를 같이하여 등장한 사대부계층의 존재양
태와 성격을 검토함과 동시에, 사대부가 계층으로서 성립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의 하나였던 신유학(=주자학)에 대한 이해를 꾀한다.
신유학에 대한 이해는 비단 송대의 역사적 성격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여말선초의 한국사 이해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This course will help students understand the formation of
the Literati and Neo-confucianism, focusing on their significance in Song China.
111.331

신사와 중국사회 3-3-0
The Gentry and Chinese Society

명청대 중국사회의 지배계층이었던 신사층을 그 존재양태, 사회
적 기능(순기능과 역기능을 포함한), 사회적 영향, 그리고 신사층
의 근대적 전개 등의 측면에서 다양하게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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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urse examines the social condition, function, influence
and modern development of the Gentry in Ming- Qing China.

111.404

동양사학연구지도 3-3-0
Supervised Research in Asian History

111.332

동양사세미나 3-3-0
Seminar in Asian History

기존의 강의로는 다루기 힘든 흥미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심도
있는 동양사 학습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만든 과목이다. 따라서, 수
업은 주로 해당 주제와 관련된 논저를 발표하고 토론하며, 그 성
과를 보고서로 구체화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Political, economical, intellectual and cultural events which
occurred in the history of Asia are dealt with in this course.
This course will further students’ understanding of the history of Asian society. Active student participation, including
individual presentations as well as discussions are an integral
part of the class.
111.333

전통중국의 역사인식과 역사서술 3-3-0
The Idea of History and Historiography
in Traditional China

문헌 자료를 포함하여 방대한 역사 자료를 남긴 전통 중국의
역사기록을 중심으로 그에 담긴 역사인식과 역사서술의 특징을 주
된 강의내용으로 한다. 전통시대 중국의 역사 서술은 단순히 기록
이라는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상적 이념을 표현하는 수단이
었다. 역대 역사서술의 정치 사회적 배경과 사상과의 연관성을 강
조하며 전통사학의 현대적 의미를 탐색한다. 수강자의 역사관을
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This course helps students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history and historiography of traditional China. By investig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cio-political backgrounds
and thoughts of chronological historiography, students will be
able to establish their own view of history.
111.402

동양사회경제사 3-3-0

역사학도로서 논문 작성에 필요한 방법론을 주요한 강의 목표
로 한다. 학부 졸업논문의 작성에 필요한 주제의 선정, 주제의 심
화, 그리고 논문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등을 실제 논문의 작성과정
속에서 지도함으로써 이후 논문 작성 시에 필요한 능력과 방법 등
을 배양하도록 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learn how to conduct research
and write theses on historical studies.
111.413

3-3-0

Reform and Revolution in Modern China

근대 중국의 최대 과제였던 근대적 국민국가의 건설에 있어서
제기되었던 가장 유력한 방식인 개혁과 혁명이라는 주제를 중심으
로 하여 중국근대사의 전개와 발전과정을 개관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students to the process of reform
and revolution of modern China as a nationstate.
111.414

근⋅현대중국의 사회와 문화 3-3-0
Society and Culture in Modern and
Contemporary China

기존의 중국현대사=중국혁명사라는 도식적인 틀에서 벗어나 현
대 중국의 다양한 측면을 다룬다. 특히, 명청대 이래로 지속되어온
사회 구조라든가 문화적 지속성에도 관심을 할애하여 보다 폭넓은
중국 현대사 이해를 꾀한다.
This course aims at students’ understanding of the culture
of contemporary China on a broad range. One of foci will
be its social structure and cultural continuity handed down
from the Ming.85
111.415

20세기 일본의 역사 3-3-0
Japan in the 20th Century

Socio-economic History of Asia

동양사회의 경제적인 흐름에 대한 이해의 폭을 심화시키는 것
을 강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중국 사회경제적인 변모를
토지, 화폐, 농업생산, 인구 등의 다양한 요소를 통해서 살펴보고,
아울러 각 시대의 경제 사상과 그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의 연관관
계 등을 살펴본다.
Socio-economic history of Asia is investigated in this
course. Aspects such as lands, currency, agriculture, and population will be considered, in addition to the economic
thoughts and circumstances of the time.

근대중국의 개혁과 혁명

20세기의 일본사는 제국주의, 정당정치, 군국주의, 아시아주의,
식민지배, 고도경제성장등의 문제에 관한 많은 시사를 우리에게
제공해준다. 이 강의에서는 러일전쟁전후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일
본사회의 궤적을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 분석할 것이다.
The Japanese history in 20th centuries provides us with a
plentiful implication about such issues as imperialism, party
politics, militarism, Asianism, colonialization and rapid economic growth. We will approach and analysis with a variety
of views on the development of Japanese society from
around the Russo-Japanese War to the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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