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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19

한국고대사 3-3-0

109.307

Ancient History of Korea

Intellectual History of Ancient Korea

한국고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역사발전의 측면에서 소개
하는 과목이다. 한국민족의 기원과 발달을 고찰하는 한편 초기 고
대국가의 형성문제, 그리고 삼국의 발전과 삼국통일 및 발해의 성
립 등 한국 고대국가의 여러 양상을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
This class will help students understand the politics, economics, social aspects and cultures of ancient Korean civilisation. The study will center on examining the conception
of the Korean race, the formation of the initial states, the
prosperity of the three dynasties, the unification of the Shilla
Dynasty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Balhae Dynasty.
109.220

한국고대사상사 3-3-0

한국근세사 3-3-0

한국고대사에서 불교 및 유교가 가지는 정치, 사회적 의미와 함
께 사상의 사회적 관계를 고찰하기 위해 개설되었다. 고대국가의
정치적 이념으로써 유교 ․ 불교가 도입되는 과정과 삼국통일기 및
이후 통일신라기의 유 ․ 불 각각의 사상적 변천과 문화적 역할을
심도있게 학습하는데 목적이 있다.
This class will help students to understand the role which
Buddhist and Confucian philosophies have played in the ancient societies of Korea, along with the general roles that religious ideologies assumed in those eras. Students will learn
about the introduction of Buddhist and Confucian philosophies, the internal changes those philosophies experienced
during the periods of the unification war and the Unified
Shilla era, and the role they played during those periods.

Early-modern History of Korea

조선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역사발전의 측면에서 소개
하는 과목이다. 15∼6세기에 조선의 건국과 문물제도의 정비, 신
유학의 도입과 정착 등을 살피고 17∼8세기 사회경제적 변동과
신학풍의 성장 등에 주목한다.
In this class, the students will come to understand the
politics, economics, social aspects and cultures of
Early-Modern Korean societies. We will investigate numerous
aspects including the origins of the Chosun Dynasty, the organization of national administrative systems, cultural contents, and the establishment of Neo-Confucianism as the nation’s leading ideology. Socio-economic changes and the advents of new ideological thoughts during the 17th and 18th
century will also be studied in-depth.
109.222

한국근대사 3-3-0
Modern History of Korea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근저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조건들이 어떠한 역사적 과정을 거쳐 변화하고 마련되어 왔는지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 조명해 본다. 개항 이후 해방 이
전까지 사회경제적인 구조적 재편과정과 외세의 침탈에 대항하며
자주적 민족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노력 등을 폭넓게 살펴보는
기회로 삼는다.
In this class, we will look at how the current social conditions were conceived and developed to become the way they
are today. The course will highlight the changes in the socio-economical structure of the society, the aggression of foreign forces, and the efforts to establish an independent nation.
Also included will be evaluation of these series of events.

109.308

History of Korean Foreign Relations

한국 고대에서 근대에 이르는 각 시기의 대외관계를 고찰하기
위해 개설되었다. 주변 여러 국가와의 정치 ․ 경제 ․ 문화 ․ 사상적인
교류와 상호영향관계, 외래문화의 주체적 변용, 국내의 역사적 상
황에 따른 외교정책의 변화 등의 내용을 살펴 주변국과의 관계 속
에서 우리 역사를 폭넓게 이해하도록 한다.
This class will examine the foreign relationships Koreans
have had throughout their history. It will examine several
exchanges between the Korean peninsula and other countries,
evaluating the political, economic, cultural, and intellectual
nature of those exchanges. Students will be able to see how
foreign ideologies were introduced and modified to suit the
Korean intellectual environment, and how doctrines dealing
with the nation’s foreign relations have evolved according to
the changes in the domestic and foreign factors.
109.311

한국사특강 1 3-3-0
Topics in Korean History 1

한국사 연구의 최근 연구 성과를 소개 ․ 검토하기 위하여 개설되
었다. 한국사 연구의 여러 분야에서 최근 주목받는 연구주제와 동
향을 소개하면서 그 주제에 대한 심화된 학습을 목적으로 한다.
This class will introduce students to the most recent academic results in the study of Korean history. Subjects and
issues under current critical investigation will be emphasized
and further studied.
109.316

109.301

한국대외관계사 3-3-0

한국중세사 3-3-0

한국사회경제사 3-3-0
Socio-economic History of Korea

Mediaeval History of Korea: Koryo

고려시대 정치제도 경제제도 사회구조 사상 문화 등에 대한 폭
넓은 이해를 위해 개설되었다. 고대와 다른 중세의 시대적 특징을
이해하고 고려시대 사회의 골간을 형성하였던 신분, 토지, 가족제
등의 다양한 양상을 연구 ․ 검토한다.
This class will help the students understand the politics,
economics, social aspects and cultures of Medieval Korean
society. They will learn unique aspects of the Korean medieval society (compared to its ancient societies), in areas such
as social stratification, land systems, and administrations as
well as customs related to the family units.

한국 역사의 고대에서 근대에 이르는 사회 ․ 경제의 변동을 검토
한다. 역사발전의 기본 단위인 사회와 경제단위들을 검토하고 각
시대마다의 특질과 그 변화의 원인을 검토함으로써 역사발전의 맥
락을 이해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This class will show the socio-economic changes during
Korean history. By display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ime
period, the course will help the students to understand not
only the specific socio-economice changes but the overall
evolutionary process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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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317

한국현대사특강 3-3-0

sophical issues related to historical writing. Basic and practical guidelines for writing a dissertation will be suggested.

Topics in Contemporary History of Koera

1945년 해방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는 한국의 현대사를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 ․ 검토하기 위하여 개설하였다. 해방과 한국전쟁으
로 인한 남북 분단, 70년대 이후의 경제성장과 권위적인 정치체제
의 변화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사회변동 등을 주제별로 분석함으
로써 현대에 대한 역사적 조망을 가능케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강의에서는 정치사나 경제사 이외에 문화사, 사회사, 지성사 등으
로 분야를 확장하거나 주제(쟁점)별 심화 학습을 시도할 것이고,
현대사 연구방법론과 사료분석, 사료비판 방법도 아울러 학습할
것이다.
This class will study the requirements for a proper historical material when it is to be fully approved. Basically but
also widely being used text material samples will be selected, and the bibliographical, philological, historical characterstics of those materials will be closely examined, so that
the students will have the opportunity to train themselves for
future studies, by acquiring proper skills to handle historical
materials. The student will be encouraged to concentrate their
efforts upon the task of collecting and analyzing historical
documents and other materials that reflect various aspects of
the Korean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In this class,
not only the political and economical issues, but also the
cultural, social and intellectual issues will be further explored
and examined, point by point. Research methodologies regarding venues which would be useful in addressing issues
of Korean contemporary history, analysis of historical documents, and methods that should be employed in such analyses, will all be covered in the themes of the class.
109.318

한국근세사상사 3-3-0
Korean Pre-modern Intellectual History

조선시대 신유학의 도입과 정착과정을 소개하여 성리학이 정치 ․
경제 ․ 사회 등에서 지배적인 이념으로 기능하는 측면을 검토한다.
여말선초, 사회 변동기에 성리학이 주체적인 수용과정에서 조선시
대에 성리학적 질서로 재편되는 과정, 성리학이 지배 사상으로 한
계를 드러내며 새로운 사상을 모색하는 시기 등을 역사적인 관점
에서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This class will show students Neo-Confucianism’s introduction to the Korean peninsula, and its establishment as
the leading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ideology. It will
also help students understand how Neo-Confucianism was introduced in the ending days of the Koryo Dynasty, how the
ideology was transformed into a ruling philosophy for a nation, and how it was changed and later replaced by other
new ideologies.
109.319B

한국사논문쓰기

109.321

Classical Chinese Readings in Korean
History

한국사의 기본 사료를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개
설된 과목이다. 한국사의 기본적인 다양한 한문 자료를 독해함으로
써 한국사 연구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배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This class will help students achieve the primary skills required to translate basic text materials written in Chinese
characters for future studies of Korean history.
109.325

한국사 논문의 작성에 필요한 실질적인 방법을 검토한다. 사료
의 수집, 이용과 해석, 역사 서술의 방법 및 그 철학적 문제 등을
연구함으로써, 한국사 논문작성을 위한 기본적 소양과 실제적인
기술을 익히는 데 목적이 두어진다.
This class will introduce students to research methods useful in writing dissertations with a historical subject. The
course aims at improving student’s ability to use and interpret textual material Students will also be exposed to philo-

한국사와 멀티미디어

3-3-0

Multimedia Tools and Methods in Korean
Historical Studies

한국사 연구는 전통적으로 문헌사료가 바탕이 되었지만, 이제
정보화 사회의 출현과 함께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의 이용이 요
구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이 강의에서는 규장각에 소장된 역사
자료의 전산화, 프리젠테이션에 필요한 시청각 자료의 활용, 표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한 전산 프로그램 실습, 금석문의 탁본 및 판독,
기타 콘텐츠의 제작 등을 다루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장차 학생들
의 연구 및 발표 능력을 향상시키고, 아울러 사회에 진출했을 때
에 필요한 기술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Traditionally, Korean historical studies have been based
upon the task of examining only documentary records, but
considering the recent developments made in the area of information technology, it would only be natural for the historians to modify their formats of studies and research techniques to reflect such aspect of the current society. Several
themes or tasks that have been established or enabled by the
aforementioned IT development, and that would be included
in the class sessions, are as follow: The task of transforming
the historical resources currently in custody of the
Gyujanggak Archives into a digitalized format, or the task of
learning how to utilize visual texts effectively in presentation
opportunities, how to deal with computer programs designed
for creating tabular or statistic data, how to create a rubbed
copy or to analyze and interpret copies made in that fashion,
or to create other kinds of material for similar usages. The
students will be provided with an opportunity to enhance
their abilities of researching and also presenting their points
of view, which would undoubtedly help them in their
post-graduation lives.
109.326

한국상공업사 3-3-0
Commerce and Industries in Korean
History

3-3-0

Thesis Writing on Subjects of Korean
History

한국사한문강독 3-3-0

조선시대 및 근대의 상공업사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역사에서의
상공업 발달을 검토한다. 특히 조선후기 근대를 지향하는 속에서
자수자강(自修自强) ․ 자력근대화(自力近代化)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상공업 발달과 일제 강점하의 상공업 발달의 이해에 초점을 맞추
고자 한다. 이를 통해 조선∼일제시대까지의 역사적 경험이 해방
이후 산업화 정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
In this class, the process of Korean commercial and industrial developments that specifically took place during the
Joseon dynasty period and also the modern era, will be
examined. The commercial and industrial developments,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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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lected the hope for strengthening the country and achieving modern developments independently(a hope that was
shared by many people at the time in the wake of the public’s asking for the advent of modernization), will be particularly studied, and so will be other similar developments that
occurred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The students
will be provided with an opportunity to understand the nature of the historical experiences that were accumulated during those time periods, and will also come to see how such
experiences were inherited to the later periods and continued
in the form of industrial developments that happened in the
post-liberation period.
109.327

한국사세미나 1

3-3-0

Seminar in Korean History 1

고대 및 중세사의 특질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개설하
였다. 고대국가의 형성에서 통일신라를 거쳐 고려에 이르는 시기
를 대상으로 한정된 시기나 주제를 선택하여 심도 있게 학습하며,
각종 문헌사료와 금석문, 논문들을 통해 한국 고대사 및 중세사의
지식을 깊이 있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과학사나 예술사와
같은 특수사도 다루어 한국사 이해의 폭을 보다 넓게 하는데 도움
이 되도록 한다.
This class will provide the students with the opportunity
to have a more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historic nature
of ancient and medieval periods in Korean history. From the
formation of ancient states, to the Unified Shilla dynasty period, and to the entire Goryeo dynasty period, specific time
periods and relevant issues will be carefully selected and intensely examined. The students of this class will be encouraged to enrich their knowledge regarding the Korean ancient
and medieval history, by having documentary records, epigraph materials and a variety of treatises at their disposal,
and successfully using them. Also, other special themes such
as science and arts, which had also prevailed throughout the
Korean history, will be addressed as valid issues as well.

concept of universality and also upon goal-oriented sentiments, and as a result failed to correctly and effectively reflect the actual situations of those time periods in terms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the beginning stage of the class,
the students will be encouraged to perceive these inherent
problems of the earlier perspectives and to have a more balanced view upon the issues, through extensive methodology
discussions regarding the matter of how we are going to approach th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ssues that suggested
themselves throughout the history of Korea. If necessary, the
Japanese and Chinese historical studies established in those
areas will be consulted as well. After that, specific achievements that have surfaced periodically over the years and
contributed to correcting the flawed nature of preceding studies will be examined in chronological order, or from areas to
areas. The themes that will be examined throughout the
class, will not only include technological details, astronomical
readings and calculations, or even medical science, but also
general knowledge of the nature based upon metaphysical
and natural philosophies.
109.406

Intellectual History of Mediaeval Korea

고려시대를 통하여 변화 ․ 발전하는 유교 및 불교 사상의 면모를
소개하기 위하여 개설하였다. 고려시대 전시기를 통괄하여 흐르는
유교와 불교의 통합노력을 중심으로 고려시대 사상의 특질을 이해
시키는데 그 목적을 둔다.
This class will show the changes which the Confucian and
Buddhist philosophies went through during the medieval period of Korea. It will help students understand the specific
thought patterns of the people of the Koryo dynasty, who
put ongoing efforts into their intellectual cause of ultimately
uniting those two leading ideologies to create a single grand
belief system.
109.408

109.328

한국과학기술사 3-3-0
Science and Technology in Korean History

고대부터 근현대 사회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역사 속에 존재했
던 과학과 기술의 모습에 대한 전반적 고찰을 목표로 한다. 종래
한국의 과학기술에 대한 역사적 이해는 보편주의 적이고 목적론적
인 역사인식에 의해서 실제의 역사상과 상당히 거리가 있었던 것
이 우리의 현실이다. 수업 서두에 이와 같은 종래의 이해를 교정
할 수 있도록 한국의 과학기술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방
법론적 고찰을 충분히 진행한다. 필요한 경우 중국과 일본의 과학
사에 대한 선행 연구 성과도 모델연구로 고찰한다. 이후 종래의
잘못된 과학사 이해를 바로 잡아주는 연구 성과들을 시대 순으로
또는 분야별로 고찰하도록 한다. 고찰해 볼 분야는 기술 지식이나
천문역산, 그리고 의학 지식과 같은 자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뿐 아니라, 자연에 대한 형이상학적인 자연철학적 지식들도 균형
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
In this class, the students will be provided with an opportunity to have a general examination upon th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s that were made throughout the
history of Korea, from the ancient days to the modern and
contemporary periods. The previously established understanding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spects of the Korean
history that had already been established for years, was
based more upon historical perspectives that preferred the

한국중세사상사 3-3-0

한국사특강 2 3-3-0
Topics in Korean History 2

최근의 한국사 연구의 연구 성과를 소개 ․ 검토하기 위하여 개설
되었다. 한국사 연구의 최근 동향을 검토하는 동시에 한 주제에
대하여 세밀하고 심층적으로 연구함으로써 한국사 이해를 심화시
키는데 그 목적을 둔다.
This class will introduce students to the most recent academic results in the studies of Korean history. Subjects and
issues under current critical investigation will be emphasized
and further studied.
109.409

한국독립운동사 3-3-0
History of National Independence
Movements

일제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한국 독립 운동의 면모를 탐
구 ․ 소개하기 위하여 개설하였다. 독립운동을 하였던 개인, 단체
등의 사상적인 특징과 함께 한반도를 비롯하여 중국 및 동북아시
아일대에서 벌어졌던 항일투쟁의 역사를 검토함으로써 해방의 역
사적 동력을 이해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This class will examine various aspects of the Korean
National Independence Movement, which sought liberation
from Japanese imperial control. It will study the thoughts
and philosophies of the personnel and resistance bodie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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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ved in the fight against the Japanese forces at the time. It
will also examine the resistance activities carried out inside
the Chinese and Northeast Asian territories.
109.412

한국사학사 3-3-0
Korean Historiography

한국 역사학의 발전과정을 소개하기 위하여 개설하였다. 고대에
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의 역사서와 역사학의 전개와 특징
을 검토하여 지나간 시대의 역사상을 풍부히 인식한다.
This class will show the history of Koreans’ research of
their own history. Students will have the opportunity to learn
what kind of historical texts were written during each time
period and the basic characteristics of those respective periods’ historical research.
109.413

109.417

한국정치사회사 3-3-0
Korean Politico-Social History

한국사의 발전과정에서 변화의 근본적인 단위가 되는 사회제도
의 여러 부면을 소개하기 위하여 개설하였다. 역사상 존재하는 다
양한 수준의 사회제도를 검토 ․ 연구함으로써 역사의 구조적인 이
해를 가능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두어진다.
This class will show the changes Korean social systems
have gone through during the course of its history. Through
examinations of various kinds of social systems which have
existed throughout Korean history, students will also be able
to hone their abilities to systematically view general history.
109.416

which would be effective and appropriate in viewing the history of Both South and North Koreas. They will also be offered some explanations and evaluations regarding already established views and perspectives featured by early Korean
contemporary historical studies, the nature of the Korean society today, and the internal structures of the current concept
of Korean contemporary history. In this class, the students
will be asked to view the achievements of previous historical
studies in the area of Korean contemporary history very
carefully, and also link them to the intellectual trends and
atmosphere of the times which bred such achie- vements.
This class is recommended to students who already joined
classes such as Understanding Korean Contemporary History
or Korea in the 20th Century.

한국현대사 3-3-0
Contemporary Korean History

해방 이후 한국현대사의 전개과정에 대한 개설적 이해를 바탕
으로 한국 현대 사회에 대한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이해를 시도할
것이다. 특히 남과 북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시야를 가
지고, 한국현대사 연구의 시각과 관점, 현대사회의 성격, 현대사의
구조를 해명하고자 한다. 본 강의에서는 한국현대사연구의 성과와
과제, 시기별 연구동향을 살펴보되 이를 해당 시기의 지성사와 연
결시켜 살펴볼 것이다. <한국현대사의 이해> 또는 <20세기 한국
사> 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의 수강을 권한다.
In this class, the students will be encouraged to attempt to
obtain structural and systemic understanding of the Korean
society today, based upon general knowledge regarding the
contemporary history of Korea (which began with the liberation
in 1945). Students will be introduced to new perspectives

한국사세미나 2 3-3-0
Seminar in Korean History 2

조선시대∼해방전까지의 중요한 역사적 주제와 관점을 학습한
다. 조선시대의 정치 ․ 경제 ․ 문화 ․ 사상 등 조선시대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모든 영역을 학습대상으로 하여 해당시대를 이해하고, 개
항에서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전근대 시기에서 이어져 내려온
‘전통’과 외부로부터 이식된 ‘근대’가 긴장관계를 유지하며 끊임없
이 갈등 또는 결합하며 나타나는 한국사의 여러 모습들을 다양한
부문에 걸쳐 공부한다. 각 주제의 최근까지의 연구동향을 살피고
주제와 관련된 사료를 직접 다루면서 발표와 토론을 통해 한국 근
세사 및 근대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This class will provide the students with the opportunity
to study several historical themes and perspectives that were
derived from the Korean history, especially the Joseon dynasty period and the modern period that continued up until
the liberation in 1945. Politics, economy, culture and philosophies, all the areas of which the understanding would prove
vital in perceiving the Joseon dynasty period appropriately,
will be thoroughly examined. Also, regarding the days that
started when the Korean peninsula was opened to the outer
world, and the days of suffering of the Japanese occupation,
will all be examined and inspected under the issue of conflicts that continued between the concept of ‘traditions’ that
the people inherited from their ancestors, and the concept of
‘modernity’ that was intrusively planted from the outside.
Previous studies that have dealt with these issues will also
be consulted. The students will be encouraged to enhance
their understanding of these time periods by participating in
extensive discussions and having opportunities to represent
their views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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