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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구조는� “학점수-주당� 강의시간-주당� 실습시간”을� 표시한다. 한� 학기는� 15주로� 구성됨. (The first number means “credits”; the second number means “lecture 
hours” per week; and the final number means “laboratory hours” per week. 15 weeks make one sem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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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01 인문학�세미나� � 1-1-0 (Core Course)

Seminar in Humanities

이� 강의는� 소규모� 강의나� 집중� 세미나의� 형식으로� 운영된다. 
이� 강의에서는� 전공과� 관련된� 소주제를� 다루거나� 대학원� 학생
들이� 자신의� 전공이� 갖는� 의미를� 인문학의� 맥락� 속에서� 이해하
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제를� 다룬다. 각� 학과는� 강의의� 성
격에�맞는�부제를�달아�개설한다.

This course in the form of a small-scale lecture or an 
intensive seminar is designed to provide incoming gradu-
ate students with the knowledge of their specialized field 
in the broad context of humanities. It is offered by in-
dividual departments with a specific topic as its subtitle 
and can be run in a more flexible format than regular 
graduate seminars in 3 units.

111.603 진한시대사연구� � 3-3-0

Studies in Qin-han Dynasties

전국� 시대의� 분열을� 극복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다양한� 면에서� 중국의� 원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진한� 제국의�
성립을�중심으로�그� 역사상의�이해를�목적으로�한다. 따라서�이�
시대의� 주요한� 사료와�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논저� 등을� 심도
있게�이해하도록�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provide students with 
knowledge of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the 
Qin-Han empire. Such a knowledge will help them under-
stand the major aspects of Chinese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111.604 중국남북조시대사연구� � 3-3-0

Studies in History of Nan-bei-chao Period 
in China

진한� 제국의� 분열� 이후� 북방� 유목� 민족의� 화북� 진입과� 남북
의� 분열로� 이어지는� 새로운� 역사적인� 전개� 과정에� 나타나는� 호
한의� 문제, 새로운� 종교인� 불교의� 유입으로� 나타나는� 사상적인�
다양성, 그리고�이�시대를�대표하는�귀족�등의�면모�등�이�시대�
고유의� 특징을� 심도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시대의� 주요한� 사
료와�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논저� 등을� 심도있게� 이해하여� 이�
시대가� 중국� 사상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검토해본다.

This course investigates the development of Nan－Bei
－Chao Period in China including various aspects of 
Hu-Han relation, Buddhism influx, economy, society and 
culture.

111.607 명대사연구� � 3-3-0

Studies in Ming China

몽골의� 지배에서� 벗어나� 한족� 중심의� 국가를� 건설한� 명조의�
중국� 지배� 체제의� 확립� 과정과� 그� 특성을� 검토한다. 또한� 명대
의�급격한�사회�경제적인� 변화, 사상적인� 변화� 등의�문제, 그리
고� 각� 지방마다� 독자적인� 성격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아울러� 이해한다. 따라서� 이를� 보다� 심화하기� 위해� 이�
시대의� 기본� 사료라고� 할� 수� 있는� 지방지� 등의� 이해와� 함께� 논
저의�심화�학습을�통해서�중국사상�명조의�위상을�검토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help students understand 
the society, economy, thoughts, and regional develop-
ment of Ming China. Documents including articles from 

the local gazettes will be used for class material.

111.608 청대사연구� � 3-3-0

Studies in Qing China

1840년� 서양의� 침략이� 본격화되기� 이전, 만주� 지역에서� 흥
기한� 만주족이� 중국을� 정복, 통치하면서� 보이는� 특성을� 이해하
는�것을�목적으로�삼고�있다. 만주가�소수�이민족이었음에도�불
구하고� 명대의� 제도를� 온존시키면서도� 나름의� 변화를� 통해서�
중국을�지배하고, 나아가�주변�지역에�대해서�확장을�통해�현재
의� 중국� 영토를� 형성할� 수� 있었던� 과정과� 그� 성격을� 이해한다. 
따라서� 그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료와� 논저의� 이해를� 통해� 청대�
만주족의�중국�지배를�심화�학습한다.

This course helps students understand the character-
istics and continuity of Qing empire Manchus. Readings 
of basic historical documents and researches will be 
included.

111.612 동양사회경제사연구� � 3-3-0

Studies in Socio-economic History of Asia

동양� 사회의� 경제적인� 흐름에� 대한� 이해의� 폭을� 심화시키기�
위해서�각�시대의�사회와�경제의�구체적인�내용을�정리하고, 이
해하는�것을�강의�목적으로�한다. 따라서�중국의�사회�경제적인�
변모를� 토지, 화폐, 농업� 생산, 인구� 등의� 다양한� 요소를� 통해
서� 살펴보기� 위해� 경제�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문서들을� 선택하
여� 그를� 이해하고� 그와� 관련된� 논저를� 정리� 이해한다. 이를� 통
해서�각�시대의�경제�상황의�이해를�도모한다.

This course will examine the different particulars of 
socio－economic history of Asia, especially such aspects 
as land, currency,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popularity.

111.613 중국문화사연구� � 3-3-0

Studies in Cultural History of China

동아시아� 문화의� 원형을� 형성한� 중국� 문화의� 전개� 과정을� 이
해하는� 것을� 본� 강의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중국� 문화
의� 성립이� 그� 자체의� 내재적인� 것만이� 아니라� 다양한� 주변� 지
역으로부터� 문화� 요소가� 동시에� 그�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관점
에서� 그런� 문화� 요소들을� 추출하고� 그것이� 어떻게� 중국� 문화를�
형성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을� 이해한다. 이를� 위해� 그와� 관련
된�논저를�정리, 이해하도록�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examine various aspects of 
the cultural history of China, which set an archetype for 
the East Asian culture.

111.614 중국사학사연구� � 3-3-0

Studies in Chinese Historiography

동양의� 역사� 기록의� 전범이� 되고� 있는� 중국의� 풍부한� 역사�
기술의� 방법론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것을� 강의� 목적으로� 하
고�있다. 따라서�역사�기술의�방식과�그�전승과�발전에�대한�이
해를� 초기� 삼대의� 기록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를� 통사적으로�
연결하는� 이해를� 심화하기� 위해� 각� 시대의� 대표적인� 원전� 등의�
해제를�정리한�이후�그를�정확하게�이해하고, 그와�관련된�논저
를�정리한다. 이를�통해서�중국인들의�역사�기술에�대한�인식과�
이해�방법�등을�이해하도록�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help students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historiography of traditional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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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ical texts from various periods and the basic fea-
tures of those researches are considered.

111.616 중국정치제도사연구� � 3-3-0

Studies in Political Institutions of China

동양의� 정치�제도의� 원형을�형성한� 중국의� 정치�제도를� 제도
사적인�측면에서�접근하는�것이�본� 강의의�목적이다. 따라서�각�
시대의� 고유한� 정치� 질서의� 정립� 과정과� 그� 이후� 변용� 등의� 모
습을� 살펴봄으로써� 중국� 정치� 제도의� 변화� 과정과� 아울러� 그�
이념� 등이� 각� 시대마다�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각� 시대� 정치�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
고�있는�전장�제도�관계의�사료�등을�분석하여�그에�대한�올바른�
이해를�도모한다.

This class will examine the political institutions of 
China which provided the original archetype for the East 
Asian political system.

111.618 중국신사층연구� � 3-3-0

Studies in Chinese Gentry

명청� 시대� 과거� 제도와�학교� 제도의� 결합으로� 새롭게�지방의�
유력자층으로� 등장하게� 된� 신사층의� 사회� 경제적인� 역할을� 통
해서� 명청� 시대� 중국사의�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 본� 강의의� 목
적이다. 따라서� 본� 강의에서는� 신사층의� 사회� 경제적인� 역할이�
과연� 순기능적이었는가� 아니면� 역기능적이었는가� 하는� 점을� 통
해�지방�통치의�실태와�그� 전개�과정을�이해한다. 이를�위해�신
사층의� 역할을� 주요하게� 엿볼� 수� 있는� 지방지나� 족보� 등의� 구
체적인� 자료를� 분석� 검토함으로써� 그들의� 위상과� 역할을� 재조
명한다.

This class will help students to further their under-
standing of the social conditions, functions, influence, 
and modern development of the gentry during the 
Ming-Qing era of China.

111.619 중국토지제도사연구� � 3-3-0

Studies in the Evolution of Land- 
ownership in China

고대� 정전제로부터� 시작된� 중국의� 토지� 제도의� 발전�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농경� 사회인� 중국의� 경제의� 일단면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본� 강의의�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고대� 이래� 중
국의�토지�소유�관계와�그� 이념의�변화�과정, 그리고�그의�실상
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그와� 관련된� 관계� 문헌인� 호적, 
토지�문서�등을�구체적으로�검토하고, 그와�관련된�논저를�심층
적으로�이해한다.

This class will examine the evolution of land owner-
ship in China, which was basically an agricultural society. 
It will give students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Chinese economy.

111.621 동아시아국제관계사연구� � 3-3-0

Studies in History of East Asian 
International Relation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시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중
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정치적인� 관계를� 이해
하려는� 것이� 본� 강의의� 주요한� 목표이다. 따라서� 각� 시대에� 따
라서� 나타나는� 각� 국가� 간의� 다양한� 면모를� 구분지어서� 이해하
기� 위해� 국제� 관계의� 이해에� 필요한� 사료를� 항목별로� 정리, 검

토하고�그와�관련된�논저를�정리하여�이해를�심화한다.
This class will examine the history of international re-

lations in East Asia, and help students understand how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affected the political bodies 
scattered throughout the region, and how those bodies 
turned such situations to their advantage.

111.622 동서교류사연구� � 3-3-0

Studies in East-West Relations in Pre- 
modern Era

동양과� 서양의� 문화� 교류를� 매개한� 중앙아시아� 지역을� 중심
으로� 어떻게� 다양한� 문화가� 실크로드를� 통해서� 전해졌는가� 하
는� 점을� 이해하는� 것을� 본� 강의의�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동양�
사회에� 보이는� 서양의� 다양한� 문화� 요소가� 그� 사회의� 변화에�
어떤�영향을�가져왔고, 또한�반대로는�어떤�양상을�보였는가�하
는� 점을� 이해한다. 이를� 위해� 동서� 교류와� 관련된� 사료를� 정리
하여� 이해하고, 논저를� 정리하고� 심화� 학습함으로써� 단순히� 동
서의� 교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대륙을� 중심으로� 한� 하나
의�세계사상을�이해하는�데�노력한다.

This class will examine East－West relations in the pre
－modern era, especially Central Asia and the Silkroad 
Route which acted as an intermediary between East and 
West, and will help students to understand how they af-
fected each other.

111.624 정복왕조사연구� � 3-3-0

Studies in Conquest Dynasties

거란의� 요조� 성립으로� 초원의� 유목� 사회에� 정주적인� 농경� 지
역을�이중적으로� 지배하는� 정복�왕조의� 성립�이후� 금, 원, 청조
로� 이어지는� 중국� 내� 정복왕조의� 다양한� 면모를� 이해하는� 것을�
본� 강의의� 목적으로� 한다. 이중적인� 사회� 체제의� 내용과� 그� 한
계,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화� 변용� 등의� 측면을� 이해
하여� 중국사상에서� 유목� 국가가� 중국을� 지배함에� 따라서� 나타
나는�새로운�요소와�특성을�이해하도록�한다. 이를�위해�이중적
인� 체제의� 이해에� 필요한� 사료와� 논저를� 정확히� 이해하도록� 한
다.

This class will examine various aspects of the 
Conquest Dynasties which conquered nomadic steppe so-
cieties and agricultural Han societies in China, for exam-
ple the Liao, Jin, Yuan, and Qing Dynasties.

111.626 월남사연구� � 3-3-0

Studies in Vietnamese History

본� 과목은� 전설� 시대로부터� 베트남� 전쟁이� 종결되는� 1975년
까지를� 다룬다. 베트남의� 역사는�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베트남�
사회의� 고유� 특성이� 무엇이며� 그� 위에� 끼친� 중국� 문화의� 영향
과� 함께� 끊임없는� 외세의� 침입� 앞에서� 베트남인들은� 어떻게� 저
항을� 하였는가� 하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주요한� 이해의� 방법이
다. 따라서� 이런� 점에� 주목하여� 그와� 관련된� 베트남의� 사료를�
정리하고, 그와� 관련된� 논저를� 심화� 학습함으로써� 베트남� 고유
의� 역사적인� 특징과� 함께� 보편적인� 성격을� 또한� 추출할� 수� 있
다.

This class will closely examine the history of Vietnam, 
especially its unique traditions, its relations with China, 
and its struggle with foreign inva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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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30 명치유신사연구� � 3-3-0

Studies in Meiji Restoration

1868년� 일본이�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근대화에� 성
공하고� 제국주의� 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을� 이해하는� 것
을�도모한다. 따라서� 명치유신의�발생� 배경과�그� 전개� 과정, 그
리고� 그� 한계와� 의의� 등을� 검토한다. 따라서� 이� 시기의� 주요한�
문건들에�대한�구체적인�해독과�검토, 그리고�논저에�대한�심층
적이고� 밀도� 있는� 탐구를� 통해� 일본� 명치유신의� 성격을� 이해한
다.

This class will examine the background, development, 
and limitations of the Meiji Restoration. Students will un-
derstand the modern history of Japan as a unique ex-
ample of the success of modernization, but one which 
has developed into imperialism.

111.632 일본사상사연구� � 3-3-0

Studies in Intellectual History of Japan

본�강의는� 동아시아에서� 사상의� 중심이라고�할� 수� 있는� 중국
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고� 나름의� 독자적인� 사상을� 발전시
켜온� 일본이� 그들� 자체의� 사상적인� 바탕과� 중국적인� 영향을� 어
떻게� 연결시켜서� 나름의� 사상� 체계를� 이루었는가� 하는� 점을� 이
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각� 시대의� 대표적인� 사
상가의�저작�등을�이해하고, 그들에�대한�논저를�심층�분석함으
로써�일본�사상사의�전개를�구체적으로�이해한다.

This class will examine some books of notable intelle-
ctuals and help students understand the development of 
Japanese thought and culture as indirectly influenced by 
China.

111.633 일본봉건사회사연구� � 3-3-0

Studies in Japanese Feudal Society

본�강의는� 천황의�지배�체제가� 무사들의� 등장과�함께�약화된�
일본� 봉건� 시대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본에서� 무사들에� 의한� 분권적인� 정치� 질서가� 성립되는�
과정과� 그� 전개� 과정을� 통해서� 일본만의� 고유한� 봉건� 사회� 성
립과� 발전을� 이해한다. 이를� 위해� 이� 시대의� 기본적인� 사료의�
해독과�함께�논저를�정리하여�이�시대상의�이해를�심화한다.

This class will provide students with a deeper under-
standing of Japanese feudal society during the Middle 
Ages. It will help them perceive its characteristics as be-
ing quite different when compared to many other East 
Asian societies from the Middle Ages.

111.640 원대사연구� � 3-3-0

Studies in Yuan China

초원�지역에서�발흥한�몽골족이�중국을�정복, 통치하는�과정, 
배경, 성격을� 이해하고자� 한다. 특히� 유라시아에� 걸친� 몽골� 제
국이라는� 개념과는� 달리� 중국을� 통치한� 원조에� 대한� 분석을� 대
상으로� 한다. 그리하여� 중국의� 한족과의� 관계, 중국� 지배의� 형
태, 초원� 지역에� 잔류한� 다른� 몽골� 국가들과의� 관계� 등의� 문제
를�파악하여�중국사상에서�원조의�성격을�규명한다.

This class will examine the characteristics and special 
facets of the Yuan Dynasty, which had conquered and 
governed China in the latter 13th to mid 14th Century.

111.647 중국선진사연구� � 3-3-0

Studies in HIstory of Pre-Qin China

본� 강의는� 중국의� 고전� 문화를� 형성한� 선진� 시대의� 다양한�
면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전반에� 걸친� 중국의� 문화를� 형성한� 이� 시대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보통� 동양의� 고전이라고� 불리는� 이� 시대
의� 저술� 등에� 대한� 정확한� 해독을� 통해서� 동양의� 고대� 세계에�
대한�이해를�심화한다.

This class will closely examine some Chinese Classics 
to understand original aspects of Chinese politics, eco-
nomics, society, and culture.

111.650 동아시아고대사연습� � 3-3-0

Seminar in Ancient History of East Asia

본� 강의는�동아시아�고대�사회의� 전반에�대한�이해를� 심화시
키기� 위해� 개설한� 강의이다. 동아시아� 각� 지역의� 고대에� 대한�
논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나아가� 이� 시대의� 이해에� 필수적
인� 사료들을� 직접� 읽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여� 이
와�관련된�주제의�보고서를�작성한다.

This class will handle subjects selected from events 
occurring during the ancient period of Chinese history, 
including the pre Qin-Han Era and the formation of the 
Qin Han Dynasty. A variety of themes will be covered, 
and numerous written and epigraphical texts will be 
examined. leading the students to positive debates.

111.651 동아시아중세사연습� � 3-3-0

Seminar in Medieval History of East Asia

본� 강의는�동아시아�중세�사회의� 전반에�대한�이해를� 심화시
키기� 위해� 개설한� 강의이다. 동아시아� 각� 지역의� 중세에� 대한�
논문과� 저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나아가� 이� 시대의� 이해에�
필수적인� 사료들을� 직접� 읽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
한다.

This class will handle subjects selected from events 
occurring during the medieval period of the Chinese 
history. Students will study variety of themes through 
the examination of numerous written and epigraphical 
texts.

111.652 동아시아근세사연습� � 3-3-0

Seminar in Early Modern History of East 
Asia

본� 강의는� 동아시아� 근세사의� 전반에� 걸친� 다양한� 주제들을�
검토하면서� 그것이� 어떤� 역사적� 성격을� 갖고� 있는가를� 검토하
는�데�그� 목적이�있다. 따라서�논문과�저서, 사료�등� 각종�자료
들을� 직접� 읽고� 그� 내용을� 분석, 비판하고� 종합하는� 훈련을� 쌓
도록�한다. 강의는�학생들이�학습한�내용을�상호�토론하고�담당�
교수가�이에�대해�적절히�조언하는�형식으로�진행한다.

This class will handle various subjects selected from 
events occurring in the early modern history of East 
Asia. Students will examine numerous written and epi-
graphical texts for class and resource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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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53 동아시아현대사연습� � 3-3-0

Seminar in Contemporary History of East 
Asia

본� 강의는� 학생들이� 동아시아� 현대사� 전반에� 대해� 포괄적이
고� 심도있는� 이해에� 도달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료의� 섭렵이� 필요한데� 한국어
는�물론�외국어로�된�논문과�저서, 사료�등을�읽고�이를�소화하
여� 학생� 상호간의� 토론을� 거친� 후� 담당� 교수가� 조언하는� 형식
으로�수업을�진행한다.

This class will handle subjects selected from events 
occurring in the contemporary history of East Asia, cov-
ering various themes and ideas.

111.656 중앙아시아사연습� � 3-3-0

Seminar in Central Asian History

본� 강의는� 초원과� 오아시스� 지역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사회�
문화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중앙아시아� 사회에� 대한� 이해
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심화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와�관련된�논문과�저서를�우선�정확하게�이해하고, 그와�관련
된�다양한�자료를� 정리, 조사한다. 그런� 다음�이를�바탕으로� 상
호� 토론을� 실시한� 이후에� 그와� 관련된� 주제의� 보고서를� 제출하
고�교수의�적절한�지도를�받는다.

This class will handle subjects selected from the 
steppe and oasis areas in the history of Central Asia. A 
variety of themes and prominent figures will be covered. 
Additionally, numerous written and epigraphical texts will 
be examined to lead the students to productive debates 
and discussions.

111.657 동남아시아사연습� � 3-3-0

Seminar in South-East Asian History

본� 강의는� 해양성과� 함께� 다양한� 종교, 인종� 등의� 면모를� 보
이는�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심화
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사료들을� 정확
하게� 읽고� 논저� 등을� 이해하면서� 그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정리, 조사한다. 그런� 다음� 이를� 바탕으로� 상호� 토론을� 실시하
고� 그와� 관련된� 주제의� 보고서를� 제출하여� 교수의� 적절한� 지도
를�받는다.

This class will handle subjects selected from the vari-
ous areas, races, and religions in the history of 
South-East Asia. Various written and epigraphical texts 
will be examined, leading the students into a productive 
discussions and debates.

111.658 이슬람문명사연습� � 3-3-0

Seminar in Islamic Civilaization

본�강의는� 이슬람�지역에� 보이는�다양한� 사회� 문화적인� 모습
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심화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논문과� 저서, 사료들을� 정확하게� 읽
는�것이� 우선�필요하고, 그와�관련된� 다양한� 자료를�정리, 조사
한다. 그런� 다음� 이를� 바탕으로� 상호� 토론을� 실시한� 이후에� 그
와� 관련된� 주제의� 보고서를� 제출하고� 교수의� 적절한� 지도를� 받
는다.

This class will handle subjects selected from various 
aspects of culture in the history of Islamic Civilization. A 
variety of themes and figures as well as numerous, writ-

ten and epigraphical texts will be examined and dis-
cussed by the students.

111.659 일본현대사연습� � 3-3-0

Seminar in Contemporary History of 
Japan

본� 강의는� 일본� 현대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심화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일본� 현대사� 관계의� 논
문과� 저서, 사료들을� 정확하게� 읽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그런�
다음� 이를� 바탕으로� 상호� 토론을� 실시하고� 이에� 대해� 담당� 교
수가� 적절히� 조언하는� 형식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이후에� 그와�
관련된�주제의�보고서를�제출하고�교수의�지도를�받는다.

This class will handle subjects selected from events 
occurring in the contemporary history of Japan. Students 
will study numerous themes as well as people, examin-
ing various written and epigraphical texts along the way.

111.660 일본사회사연습� � 3-3-0

Seminar in Japanese Social History

본� 강의는� 일본� 사회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심화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일본� 사회사� 관계의� 논
문과� 저서, 사료들을� 정확하게� 읽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그런�
다음� 이를� 바탕으로� 상호� 토론을� 실시하고� 이에� 대해� 담당� 교
수가� 적절히� 조언하는� 형식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이후에� 그와�
관련된�주제의�보고서를�제출하고�교수의�지도를�받는다.

This class will handle subjects selected from events 
occurring in Japanese social history. A variety of themes 
and figures will be covered as well as numerous written 
and epigraphical texts in class.

111.661 중동사회사연구� � 3-3-0

Studies in Social History of the Middle East

전근대� 중동� 혹은� 이슬람� 사회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폭넓게�
고려해보는� 수업으로, 도시와� 도시� 거주� 명사층, 도시와� 배후지
와의� 관계, 울라마와� 수피� 교단, 길드, 거주구역, 종교/종족� 공
동체� 등의� 사회조직, 커피집이나� 공중� 목욕탕� 등의� 사회풍속과�
대중문화, 도시반란과� 사회� 구조, 종교적/정치적� 의례, 여성의�
법적� 지위와� 권리� 등의� 주제를� 심도있게� 다루며� 주로� 영어로�
번역된�사료와�연구서의�강독과�토론�위주로�수업을�진행한다.

This course considers the particularity and universality 
of the premodern Middle Eastern/Islamic societies. Its 
themse may include: cities and urban notables, relations 
between the city and its hinterland, ulama and sufi or-
ders, guilds, residence quarters, religious/ethnic commun-
ities, religious/political rituals, women’s legal status and 
rights. Translated primary sources in English and secon-
dary sources will be read and discussed. 
 
111.662 오스만제국사연구� � 3-3-0

Studies in Ottoman History

오스만제국은� 1300년경부터� 1923년까지� 존속한� 대제국으로, 
계승국가들� 사이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많은� 역사적� 논란
의�대상이�되어왔다. 이�수업은�오스만제국사를�파악하는�데� 있
어서� 기본이� 되는� 여러� 문제, 즉, 비잔티움과의� 계승관계를� 어
떻게� 볼� 것인가, 오스만� 국가와� 사회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
가, 오스만제국의� 정복지� 지배와� 대민관계의� 성격은� 어떤�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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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71 복사와�금문연구� � 3-3-0

Studies on the Oracle Bone and Bronze 
Inscription

었나, 과연� 후반기의� 역사(17∼19세기)를� 쇠퇴로� 볼� 수� 있는가�
등의�문제를�집중적으로�다루게�된다.

The Ottoman empire, a great Muslim empire that ex-
isted from 1300 ca. to 1923, has been a focus of histor-
iographical controversies due to the conflicting political 
interests of its successor states. This course concentrates 
on the essential problems in grasping the gist of 
Ottoman history, such questions as: 1. How should we 
look at the transition from the Byzantine empire to the 
Ottoman? 2. What was the basic nature of state－society 
relations in the Ottoman settings. 3. How did Ottomans 
rule their conquered territories and people? 4. Was the 
second half of the Ottoman period really a process of 
continuous decline?

본� 강의는� 중국� 은주� 시대와� 춘추� 시대의� 이해에� 필수적인�
복사(갑골문)와�청동기의�명문인�금문의�이해를�통해서�초기�한
자의� 원형에� 대한� 이해와� 함께� 그� 시대의� 상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하고�있다. 따라서�이런�초기�한문�자료와�그�이후�역
사� 기록과의� 비교� 검토를� 통해서� 중국의� 초기� 문명� 형성� 과정
과�이후�그�전승을�심도�있게�이해하도록�한다.

By examining the Oracle Bone and Bronze Inscriptions, 
the course will lead students to understand the origin of 
the Chinese letters and the pre-Qin society.

111.672 중화민국사연구� � 3-3-0

Studies in Republican China

1911년� 신해혁명으로� 성립된� 중화민국의� 역사적인� 전개� 과
정을�이해하는�것을�본� 강의의�목적으로�한다. 기존의�전통적인�
왕조� 질서가� 붕괴되고� 서양의� 공화제가� 중국에� 도입되면서� 나
타나는� 폐단과� 새로운� 정치� 질서� 확립을� 위한� 모색� 과정을� 심
화� 학습한다. 이를� 위해� 이� 시대� 기본적인� 사료에� 대한� 정확한�
이해, 아울러�관계�논저에�대한�정리, 심화� 등을�통해서� 중화민
국의�성립과�그�속에�내재된�다양한�변화�양상, 그리고�여러�가
지�도전의�모습�등을�이해한다.

The history of Republican China and the process of 
republicanism since the First Revolution in 1911 are ex-
amined in this course.

111.673 중국공산주의운동사연구� � 3-3-0

Studies in History of Chinese Communist 
Movement

1910년대� 중반� 서양의� 다양한� 사조가� 중국에� 유입되는� 시기�
소련의� 등장과� 함께� 본격적으로� 중국에� 사회주의� 사상이� 유입
되어� 공산당이� 성립된� 이후� 제1차� 국공� 합작과� 분열, 그리고�
이후� 내전, 제2차� 국공� 합작� 등� 중국� 현대사� 속에서� 공산주의�
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었고, 이후� 49년� 공산주의� 정권이� 성립되
기까지의�과정을�이해하도록�한다. 따라서�이와�관련된�문건�등
의�정리와�정확한�해독, 그리고�관계�논저�등의�심화�학습을�통
해� 중국� 현대사에서� 공산주의� 운동이� 차지하는� 위상을� 추적해
본다.

Students in this course examine the history of Chinese 
communist movement from 1910 to 1949, through read-
ings and analyses of related documents.

111.674 수당시대사연구� � 3-3-0

Studies in State and Society in Sui and 
Tang Period

고대� 동아시아� 문화권을� 형성한� 수당� 시대의� 성격을� 이해하
는� 것을� 본� 강의� 목적으로� 한다. 수당� 시대의� 동아시아를� 하나
로� 묶을� 수� 있는� 율령, 한자, 유교, 불교� 등을� 주변� 지역에� 널
리� 전파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계� 제국이라고� 불릴� 수� 있을� 정
도로� 동서� 문화� 교류� 역시� 활발한� 시기였다. 따라서� 이런� 수당�
제국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 이� 시대의� 기본적인� 사료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논저� 이해의� 심화를� 통해� 이� 시대의� 성격
에�대한�본격적인�접근을�시도한다.

This class will examine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the Sui-Tang World Empire--which propagated 
Confucianism, Buddhism, Chinese characters, and the 
Tang Code in East Asia. Our study will focus on völker-
wanderung and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nomads 
and the Han race.

111.675 근대중국의�개혁과�혁명의�연구� 3-3-0

Studies in Reforms and Revolution in 
Modern Chinese History

19세기�중반�서양의�중국에�대한�본격적인�침입이�시작된�이
후� 중국이� 어떻게� 이런� 도전에� 대응하여� 내적으로� 개혁(양무운
동과� 변법자강운동)을� 추진하였고, 그의� 실패를�교훈�삼아�이후
에� 혁명� 운동이� 어떻게� 발생하였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을�
본� 강의의�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중국� 근대�개혁, 혁명�운동과�
관련된� 정치가들의� 사상을� 검토하기� 위해� 그들의� 문집이나� 당
시� 정책� 문건� 등의� 사료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와� 관련된� 논
저�등을�정리�심화�학습한다.

This class will examine the process of reform and rev-
olution that built a nationstate in modern China.

111.676 동양사상사연습� � 3-3-0

Seminar in Intellectual History of Asia

본� 강의는� 역사학적� 방법론을� 동원하여�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각국에서� 나타난� 사상의� 흐름들의� 역사적� 배경과� 의
미, 사회적� 영향� 등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그러기� 위해� 기존의� 논문과� 저서들을� 읽는� 것은� 물론� 당시의�
문집이나� 수필집, 일기� 등� 다양한� 자료를� 섭렵한� 후� 학생� 상호
간에� 이를� 토론하고� 담당교수가� 이에� 대해� 조언하는� 형식으로�
강의를�진행한다.

This class will handle subjects selected from the in-
tellectual history of Asia. The course will cover numerous 
themes and examine specific historical thinkers.

111.803 대학원논문연구� � 3-3-0

Reading and Research

대학원� 석사� 및� 박사� 논문의� 체계적인� 지도를� 위해서, 논문
의� 준비에� 필요한� 사료와� 관계� 연구에� 대한� 논저의� 이해를� 통
해� 연구사� 등을� 정리하고, 논문� 작성에� 필요한� 방법� 등을� 구체
적으로�지도받는다. 또한�논문�작성�과정에서�필요한�여러�가지
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지도교수와�상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또한� 과목� 개설의� 매� 학기마다� 담당교수가� 지정하는� 부제에� 따
라서� 논문� 연구� 과목을� 개설하고, 그에� 맞추어� 논문을� 지도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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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lass will provide graduate students with the 
skills necessary for choosing a theme, conducting re-
search, and writing a thes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