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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

정치체제론 3-3-0
Comparative Political System

고대 그리스 시대 이후 제기되어온 바람직한 정치체제에 대
해 역사적, 철학적, 제도적으로 고찰한다. 나아가 현대 민주주
의이론과의 접맥을 통해 각 체제의 특징과 장⋅단점을 연구한
다.
In this course, various models of Ancient Greek political systems are studied from historical, philosophical and
institutional perspectives. Furthermore, the merits, demerits and characteristics of each system will be considered from the viewpoint of the Modern Democratic
theory.

근대 민주주의 혁명 이후 유럽 제국에서 전개된 정치경제적
발전의 역사적 과정과 현대 민주주의의 한 축으로서의 유럽 민
주주의의 역사와 쟁점을 이해함으로써 유럽 정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다.
This course studies the development of European
Philosophy and Economics, with regard to individual
countries, since the modern democratic revolution. The
course progresses with a study of the history and major
issues of European democracy. Through this study, students will receive a mor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European politics.
201.207

일본정치론 3-3-0
Government and Politics of Japan

201.202*

비교정치론 3-3-0
Comparative Politics

이 과목의 중심목표는 수강생에게 정치의 여러 측면, 즉 정
치 체제, 제도, 문화, 과정, 행태 및 공공정책에 대한 비교연구
를 소개하는 것이다. 정치현상에 대한 비교연구는 무엇이며 어
떻게 하는 것인가, 그리고 비교정치연구에서 어떤 주제와 쟁점
들이 논의되어 왔는가를 살펴본다.
This course introduces students to the comparative
study of politics and government. It will examine several, specific aspects including political regime, its institutions, cultures, processes, political behaviors and
public policies. It also discusses both methodological and
substantive issues in seeking empirical, political knowledge by comparing diverse countries.
201.203*

서양정치사상 1 3-3-0
Western Political Thoughts 1

바람직한 인간공동체의 理想型과 인간행위의 공동선을 위한
동기를 탐구모색한 선현들의 정치사상을 이해하고 그 연장선상
에서 현대인들의 정치행위의 근간을 이루는 정치사상을 이해하
고자 한다. 나아가 이 시대의 바람직한 공동체상, 공동선을 추
구함으로써 우리사회의 철학적 기초를 재평가한다.
This course examines the political theories of ancient
philosophers who sought the ideal human community
and motivation for the common good. Through this
study, students will come to understand the ideas that
form the basis of modern political behavior as well as
evaluate the philosophical foundation of our own society.
201.204

서양정치사상 2 3-3-0

본 강의는 일본의 근대 정치사, 문화 그리고 제도들을 포괄
한다. 일본 정치의 최근 변화들 또한 소개한다. 아울러 학생들
은 일본식 발전 모델에 관하여 배우고 이를 근대화의 다른 경
로들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course surveys the political history, culture and
institutions of contemporary Japan. Recent changes in
Japanese politics are also introduced. In addition, students are expected to learn the Japanese model of development and compare it with other cases of
modernization.
201.209A

Issues of Contemporary Democracy

이 강의는 민주화 이행 동학 및 민주주의의 심화 문제를 주
제로 한다. 먼저 정치변동 및 민주화를 설명하는 관점들을 소개
하고, 민주주의 하에서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이 시행될 때 나타
나는 정치적 동학과 함의를 살핀다. 그리고 지구화 및 정보사회
화 등의 변화 속에 현대 민주주의가 어떠한 도전에 직면하여
있는지를 고찰한다. 나아가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와 대안, 거버
넌스 구축 등 민주주의의 질적 심화방향에 관한 논의들을 검토
한다.
This course discusses the dynamics of democratization
and deepening of democracy. Major topics are: 1) various explanations about political changes, transition to
democracy in particular, 2) political dynamics and implications of neoliberal economic reform, 3) implications
of globalization and information society, 4) institutional
limitations and reform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5) governance issues in contemporary democracies.
201.210

Western Political Thoughts 2

서구정치론 3-3-0
Government and Politics of Western Europe

행정학서론 3-3-0
Introduction to Public Administration

바람직한 인간공동체의 理想型과 인간행위의 공동선을 위한
동기를 탐구모색한 선현들의 정치사상을 이해하고 그 연장선상
에서 현대인들의 정치행위의 근간을 이루는 정치사상을 이해하
고자 한다. 나아가 이 시대의 바람직한 공동체상, 공동선을 추
구함으로써 우리사회의 철학적 기초를 재평가한다.
This is a follow up course to <Western Political
Thoughts 1>. It will delve deeper into the issues and
topics covered in the previous course.
201.205

현대민주주의의 쟁점 3-3-0

20세기 들어 사회가 발전하고 분화될수록 정치의 무게중심은
통치의 개념에서 관리를 의미하는 행정의 개념으로 이동하고 있
다. 이 과목에서는 행정학의 기본원리와 발전역사를 시론적으로
소개하고 보다 발전된 세부 행정학 분야의 연구를 위한 단초를
제공한다.
With the development and specialization of our world
in the 20th century, the political center of gravity is
moving from the concept of ‘ruling’ to that of
‘administration’ or ‘mana- gement’. This class introduces
the basic principles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how it
has evolved over time. It also prepares students for future research in the various subfields of public

···························································································································································································································································

학점구조는 “학점수-주당 강의시간-주당 실습시간”을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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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ek make one sem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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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on.
201.211

인사행정 3-3-0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인사행정은 행정학의 핵심분야로서 조직을 구성하고 작동시
키는 기제와 조직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이론적 원리를 가르
친다. 나아가 인사행정적 관점에서 한국의 행정경험을 연구한
다.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is one of the key sectors of public administration. In this course, theories of
the optimal usage, operation, and structure of organizations are studied. Finally, the nature of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will be examined from this perspective.
201.214A

한국정치사입문 3-3-0
Introduction to the History of Korean
Politics

이 과목은 한국정치사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과 과정, 특징
등을 정치학 전공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
체적으로, 조선조의 정치유산과 근대(국가)화의 실패 원인, 일제
식민화의 배경과 식민통치의 특성, 독립운동, 분단과 전쟁, 제1
공화국부터 현재까지의 한국정치사, 근대화－민족주의－민주주
의의 제 문제, 민주화의 진전과정 등의 내용들을 역사적 배경과
정치사적 맥락에 초점을 맞추어 강의한다. 정치사 교육의 강조
점은 학생들이 한국정치의 역사와 정치(사)적 맥락, 엘리트체제
의 등장⋅성립⋅공고화, 제도와 과정의 특징, 정치체제의 지속
과 변화 등을 폭넓게 이해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둘 것이다.
This undergraduate course is intended to introduce to
the students the basic facts and history of Korean
politics. Topics will include the legacies of the Chosun
dynasty and the failure of modern state－building,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Japanese colonial rule, the
independence move- ment, liberation and division of
Korea, war and reconstruc- tion, historical survey of
Korean politics from the 1st to the 6th Republic, and the
process of democratization in contemporary Korea.
Survey of history, context, elite structure, institutions and
their processes are the main themes for organizing lectures for this course.
201.216

북한의 정치와 사회 3-3-0
Politics and Society of North Korea

북한의 정치사, 이데올로기, 정치 제도와 과정, 그리고 발전
전략들을 고찰하는 입문 강좌. 남북 관계와 동북아시아의 안보
문제들도 검토한다.
This course provides an overview of North Korea’s political history, ideology, system and development
strategy. In addition, we will review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s well as other security issues in Northeast Asia.
201.217

지구화시대의 정치 3-3-0
The Politics of Globalization

이 과목은 탈냉전과 지구화 시대의 국제관계에 대한 입문과
목이다. 따라서 국제관계의 기본적인 역사와 이론을 통해, 탈
냉전시대 국제관계와 국내정치의 관계, 국내정치에 대한 국제관
계의 영향 및 국제관계의 중요성을 이해하는데 목적을 둔다. 전

반부에서는 근대 국제질서의 형성에서 탈냉전과 지구화의 당대
국제질서에 이르기까지 국제관계의 변화과정을 역사적으로 추적
한다. 후반부에서는 지구화 시대 국제관계의 본질에 대한 다양
한 시각, 이론 및 개념들을 이해하고 비교한다.
This course aids students in understanding international relations in our post-Cold War, globalized society.
In the first section of the course, students will learn
about the historical events which led to the end of Cold
War and initiated the globalization process. In the latter
part, the student will compare a variety of perspectives
and theories.
201.301*

정치학연구방법론 3-3-0
Research Methods in Political Science

이 과목의 수강생은 정치현상에 대한 과학적 연구의 본질과
목적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와 같은 연구를 체계적으로
추구하는 데에 필수적인 절차와 기법을 학습한다. 주된 강의내용
은 정치현상에 대한 과학적 탐구의 가능성과 한계, 설명과 예측
을 위한 개념⋅모형⋅이론⋅가설 및 변수, 자료수집의 전략, 자료
분석의 기법 등이다.
This course prepares students to understand the nature and purpose of scientific study of politics and
government. It will also introduce the necessary methods
for scientific inquiry. Topics include the philosophical
premises for studies in political science, theoretical elements used to predict trends, and strategies for data
collection as well as methods of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nalysis.
201.303

정당론 3-3-0
Political Party

정당론은 정당조직, 정당체계, 그리고 선거제도와 정당체계와
의 관계에 관한 강의로 구성된다. 이 강의는 유럽제국의 정당연
구로부터 나온 가설과 이론을 소개하는 것이 목적이나, 유럽 주
요 정당의 발달사도 소개한다.
This course consists of lectures in the following three
areas of political party theory: the political party as an
organization, the party system as a whol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electoral rules and the party system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introduce students to
hypotheses and theories regarding these three areas of
study.
201.304*

한국정치론 3-3-0
Government and Politics of Korea

한국정치론은 지난 반세기의 현대한국정치를 국제정치론, 정
치제도론, 정치문화론, 정치과정론, 정치경제론의 시각에서 분석
하는 강의이다.
This course examines Korean politics from diverse
pers- pectives. Throughout the course, theories of international politics and political institutions will be studied
In addition, the Korean culture and economy and their
related processes will be examined.
201.308

중국정치론 3-3-0
Government and Politics of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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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근대 정치사에서 시작하여, 이 과목에서 학생들은 중
국혁명의 기원과 과정 및 그것이 중국사회에 미친 충격에 대하
여 공부한다. 학생들은 또한 전통 중국의 유산, 이데올로기와
문화, 정치권력구조를 배운다. 또 이 과목은 중국의 정치체제가
도전을 받고 있는 민주화, 경제발전, 환경, 국가와 사회의 관계
등에 관하여 논의한다. 이 과목의 마지막 부분은 중국의 국제적
지위에 관한 탐색이다. 세계에 있어서 중국의 현재 위치는 무엇
이며, 미래의 도전은 무엇인가를 공부한다.
Beginning with the modern political history of China,
students are expected to study the origins of the
Chinese Revolution and its impact on its society.
Additionally, the legacies of imperial China- its ideologies,
culture, and organizations of political power- are studied
in depth. The course continues by studying the challenges that lie ahead for the Chinese political system. It
will also consider the problems of economic development,
environmental destruction, and state/ society relations.
The course culminates with a discussion of the problematic nature of China’s place in the world, its current posture and future development.
201.310A

changes in almost all aspects of human life. As the feudal system started to lose its power, the establishment
of a new order became a turning point in the political
sphere. Modern political thought has evolved from this
effort to strive for a democratic political order in societies experiencing secularization of values, turbulent
processes of nation-state building, civil and industrial revolutions, and ambivalence to modern progress. This
course is designed to help students understand general
trends and features of modern political thought by discussing the major figures and works from the
Renaissance to the 19th century. In addition, a special
focus will be placed upon the idea and history of liberal
democracy.

201.314

Administrative Organization

동아시아정치사상 3-3-0
Introduction to East Asian Political Thought

이 과목은 동아시아 정치사상 입문이다. 길고 복잡한 동아시
아 정치사상사 전체를 다루기보다는, 가장 영향력이 컸던 학파
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정치사상을 개관한다. 수업시간에는 선진
제자백가에서 모택동에 이르는 주요 정치 사상가들의 저작을 읽
고 토론하게 된다. 이 수업은, 동아시아의 정치사상사에 대한 일
정한 지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동시에, 일반적이지만 대학교육에
핵심을 이루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는다: 꼼꼼히 읽기, 쓰기,
논변 능력의 배양.
This course is an introduction to East Asian political
thought. Rather than surveying the long history of East
Asian political thought, this course focuses on the major
schools that originated in China: Confucianism, Mohism,
Daoism, Legalism, Neo-Confucianism, and Maoism.
Readings include the writings of come of the most influential thinkers in East Asian history: Confucius, Mozi,
Mencius, Laozi, Zhuanzi, Xunzi, Han Feizi, Zhu Xi, Wang
Yangming, and Mao Zedong.
In addition to introducing the major features of each
school’s political thought, we will pay special attention to
developing skills in three areas: reading, writing and
reasoning. This course has no prerequisites, and assumes no background in foreign languages.
201.311

근대정치사상 3-3-0

행정조직론 3-3-0

행정학의 세부과목인 행정조직론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행정
조직의 운영과 구성방식을 배운다. 이를 통해 전문적인 행정지
식을 습득함은 물론 현대사회분석에 필수적인 관료제의 작동기
제를 이해함으로써 현대사회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힌다.
This course provides a specialized study in the field of
Administration. Students learn the basic ways that an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operate. The students will
then apply their knowledge to contemporary society,
aquiring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mechanisms of
bureaucracy.
201.315

재무행정 3-3-0
Public Finance Administration

현대 국가는 폭력의 독점과 함께 경제문제의 국가적 해결이
라는 과제를 떠안고 있다. 자유방임주의적 전통에 입각해 있던
근대의 夜警국가가 점점 더 개입적이며 적극적인 국가로 변화
함에 따라 재정분야, 금융분야는 공권력과 함께 국가운영의 기
본적인 두 수단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학생들은 이 수업을
통해 국가재정을 운영하는 국가의 기능과 선택가능한 정책의
변용을 배울 것이다.
One of the missions of a state is to solve economic
pro- blems. However, modern police states, operating on
traditions of laissez-faire, have become more aggressive
and prone to intervention. In this way, financial monopolies and coercive force have become the two primary
means of state operation. With this background perspective, the students will learn the functions of state
concerning finance and various government policies.

Modern Political Thoughts

근대사회의 형성은 역동적인 변화를 내포한다. 그리고 봉건
적인 질서가 와해되면서 새로운 질서 수립의 문제는 근대사회
가 해결해야할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근대 정치사상의 역
사는 가치관의 세속화, 국민국가의 형성, 시민혁명과 민주주의,
산업혁명과 자본주의의 발전, 진보와 근대성에 대한 신념과 회
의 등을 배경으로 근대적 정치질서를 모색하는 과정이다. 본 강
의는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시기로부터 19세기에 이르기까지의
서양정치사상의 주요 고전들을 강독하고 토론함으로써 근대정치
사상의 흐름과 특성에 대한 이해를 추구한다. 특히 강의의 초점
은 자유민주주의 사상의 형성과 변천과정에 두어진다.
The formation of modern society involved dynamic

201.320

러시아동구정치론 3-3-0
Government and
Eastern Europe

Politics

of

Russia and

본 강의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학생들이 러시
아와 동유럽 국가들에 실존했던 국가 사회주의의 역사를 익히
도록 하고, 둘째, 민주화/민주적 공고화, 국가건설, 경제개혁의
정치적 동학, 사유화/기업지배구조, 민족주의, 그리고 지방정부
등 탈공산주의 이행의 다양한 특징들을 학생들에게 소개하는
것이다.
This course has two purposes. First, it acquaints students with the history of state socialism as it exist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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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ia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Second, it introduces various features of post-communist transition.
Special focus will be on democratic consolidation, state
building, the political dynamics of economic reform, privatization and corporate governance, as well as nationalism and the local government.
201.321

의회정치론 3-3-0
Theory of Parliamentary Politics

이 과목에서는 의회제도를 중심으로 대의민주정치의 이론과 실
제를 학습한다. 의회정치연구에 있어서 주요 개념, 시각, 쟁점과
함께 대표적인 국가들의 의회제도 운영을 비교론적 관점에서 고찰
한다.
This course aims to pursue a systematic understanding
of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parliaments or legislature as well as the central institution of representative
democracy. Major topics under review include the nature
and history of representative politics, the structural attributes and functions of the modern parliament, policy
and representational activities and parliamentary reform.
201.323

미국정치론 3-3-0

201.326

Gender and Politics

이 과목은 성과 정치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지식을 증진함
으로써 여성정치의 주요 쟁점과 과제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강의의 전반부는 성과 정치에 대한 다양한 페미니즘 이론
과 이와 연관된 논쟁들 - 성과 평등, 여성과 공공정책, 성과 민
주주의 등 - 을 살펴본다. 강의 후반부는 역사적, 경험적인 분
석을 위해 여러 국가의 여성권리 확대과정을 비교한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성과 정치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분석을 첨가하여
여성권리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과 과제를 제시한다.
This undergraduate course is designed to provide understanding of theoretical and empirical perspectives regarding gender and politics. The course will consider
some works of feminist political theories engaging
themes such as gender and equality, woman and public
policies, gender and democracy in a globalization and information era. The latter half of the course will cover
more empirical and historical analysis, with special focus
on the comparison among countries in the process of
raising women’s rights and power.

201.403

Governments and Politics of America

이 과목은 미국 민주주의의 성격과 구성/작동원리를 이해하
는데 목적이 있다. 민주주의의 특수한 한 형태를 이해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다양성/보편성을 이해하는 한편, 미국의 국내외적
움직임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강의로 진행되
며, 미국의 정치제도, 정치과정, 행위자/정치세력 및 주요 이슈/
정책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수강규모에 따라 최근 미국정치와
사회의 주요 이슈들에 대한 토론이 병행될 수 있다.
This course aims to provide a comparative understanding of the nature and principles of democracy in
the United States. Focusing on the unique institutions and
processes of American democracy, students will realize
how diverse democratic systems can be as well as understand the domestic and foreign actions of the United
States.
201.325

공공선택이론 3-3-0
Public Choice Theories

정치과정을 공공재의 시장외적인 교환과정으로 이해하고 이
러한 전제에 입각하여 사익에서 출발한 개개인의 행위가 공동
체의 공익으로 수렴될 수 있는 기제와 원리를 탐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국가안보, 경찰, 환경 등 다양한 공공재의 창출을
위한 투표행위, 정당 간 연합행위 등의 정치적 과정을 이해하도
록 도모한다.
Public choice theory understands the political process
as the extra-market exchange of public goods. With this
assumption, the class tries to explore the principles and
mechanisms which cause individual actions and interests
to converge with the public interests of the community.
It specifically deals with political processes such as voting behavior and the party coalitions designed to encourage national security, policing, and/or environmental
reforms.

성과 정치 3-3-0

한국정치사상 3-3-0
Introduction to Korean Political Thought

이 수업에서는 고대 한국에서 현대 한국에 이르기까지 출현
한 정치사상을 탐구한다. 그를 통해 한국의 정치사상사에 대한
일정한 지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동시에, 일반적이지만 대학교육
에 핵심을 이루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는다.: 꼼꼼히 읽기,
쓰기, 논변 능력의 배양. 이 수업은 정치사상 일반이나 한국 문
화에 대한 깊은 지식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초보자
에게 열려 있다.
This course examines the dynamics of Korean political
thought. No knowledge of either Korean history or
Classical Chinese is required.
201.405

정치철학 3-3-0
Political Philosophy

고대로부터 현인들은 각자의 근본적인 인간관, 세계관에 입
각해 정치학이 추구하는 공동선에 관해 해석해 왔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의 원전을 통해 선현들의 정치철학을 총괄적
으로 이해토록 하여 학생들의 이론적 실력을 튼튼하게 다지도
록 한다.
Since the ancient times, philosophers have interpreted
the meaning of the common good through the discipline
of political science. During the course, students will fully
grasp the political philosophy of such great thinkers as
Plato and Aristotle through a study of their selected
works. Their theoretical capabilities in the domain of political philosophy will also be further enhanced.
201.407

정치학특강 3-3-0
Topics in Political Science

본 강의의 목적은 정치학의 새로운 경향을 소개하거나 다른 과
목들이 충분히 다루지 못하는 특정 이슈들을 다루는 것이다. 따
라서 담당교수들이 매 학기마다 새로운 강의 주제를 사전에 공
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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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urse introduces new trends in political science,
dealing with specific issues that haven’t been adequately
addressed in the previous courses. Topics will vary from
semester to semester at the discretion of the instructor.
201.409

정치경제론 3-3-0
Political Economy

사회의 발전은 더 이상 정치와 경제를 구분되는 두 개의 분
야로서가 아닌 하나의 통합된 시각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 과목을 통해 학생들은 정치의 경제학적 이해와 경제의 정치
학적 이해라는 매우 현실적이며 설득력 있는 이론의 틀을 습득
하고 이의 효과적인 적용을 통해 현대사회를 분석하게 된다.
As political science and economics are no longer regarded as two distinct and autonomous disciplines in our
society, a more integrated view is required to understand
them properly.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study more
reasonable
and
realistic
theoretical
frameworks.
Furthermore, they will understand economics from a political way of thinking and apply the theories into an
analysis of modern society.
201.413

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이해는 전통적인 사유의 틀을 넘어선
분석력과 상상력을 요구한다. 본 강의는 현대의 주요한 정치사
상의 갈래를 자유주의, 민주주의, 신보수주의, 공동체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주의 등으로 분류하여 고찰한다. 각 정치사상의
이론적 전제와 핵심적 주장, 그리고 이념들 간에 전개되는 논쟁
의 쟁점들에 대한 비판적 이해와 평가를 강의의 목표로 한다.
Contemporary societies have witnessed rapid and complex changes on a global scale. Conflicting trends such
as globalization vs. localization, homogenization vs. diversification, and integration vs. segregation, are often
bewildering. Thus, understanding contemporary society
requires new analytical prowess and imagination beyond
traditional paradigms. This course investigates political
ideas and theories of the 20th century, including new
theories of liberalism and democracy, neo-conservatism,
communitarianism,
postmodernism
and
socialism.
Students discuss and critically assess theoretical assumptions and the main arguments of each trend.

국가론 3-3-0
Theory of State

행태주의 정치학의 발전은 국가에 관한 기존의 법적, 제도적
관심을 인간의 심리와 행태에 대한 관심으로 대체하였다. 반면
오늘날의 추세는 다시 국가가 정치사회에 있어서 차지하는 역
할에 대한 관심으로 충만하다. 이 과목을 통해 학생들은 국가의
기원과 기능 그리고 그들의 역할에 대한 여러 이론가들의 경쟁
적인, 그리고 때론 상반된 시야를 접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이해
를 증진한다.
As political behavioralism developed, the focus of research shifted from legal and institutional features of the
State to issues relating more to human psychology and
behavior. However, recent trends have shown a renewed
interest in the State as a political entity. Through this
course students will compare conflicting views of various
theorists on the origin, function and role of the State.
201.414

현대정치사상 3-3-0
Contemporary Political Thoughts

현대사회는 급속하고 복합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지구
화와 지방화, 동질화와 이질화, 통합과 분열의 상충적인 추세들이
상
호
작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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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탐색과목
(Pre-major Tracks for College of Social Sciences)
200.103

and business conglomerates); and finally, the socialistic
planned economy vs. the capitalistic market economy.

정치학원론 3-3-0

200.106

Principles of Political Science

Principles of Economics 2

사회과학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학 전공 탐색과
목. 정치현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논리적 사고
능력을 배양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정치사상, 정치이론 및 방법
론, 정치과정, 비교정치, 한국정치, 국제정치 등의 기초를 소개
한다.
This is an introductory course for freshmen in the
College of Social Sciences. It helps students develop a
systematic and logical understanding of politics. It surveys the major fields of Political Science including
Political Philosophy, Political Theory and Methodology,
Political Process, and Comparative Politics, as well as
Korean Polit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200.104

국제정치학개론 3-3-0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Politics

본 수업에서는 국제관계의 양상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되
어 왔으며 21세기를 맞아 어떠한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지
다루고자 한다. 특히 기존의 국제정치학 소개 과정들이 “국제정
치학” 이론을 중심으로 국제관계 그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어
구성되어 있는데 반해 본 수업에서는 역사학, 사회학, 국내정치
등 보다 넓은 시각에서 국제관계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give prospective students
of International Relations a basic understanding of world
politics in the 21st century. It analyzes the complexity of
the issues and players of the 21st century world politics,
examining various strategies for survival and prosperity.
200.105

경제원론 2 3-3-0

경제 전체 차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경제문제의 체계적인
분석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이 강좌의 목표이다. 특히 다음과
같은 주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국민소득, 물가, 이
자율, 실업률, 고용, 임금, 소비, 투자 등은 어떻게 결정되며 그
들간의 상호관계는 무엇인가? 국민소득은 어떠한 원리를 따라
결정되고 분배되는가? 호황과 불황은 왜 일어나며 대책은 무엇
인가? 경제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성장하는가? 세계 속에서 한
국경제는 어떠한 위상을 지니며 환율과 국제수지는 어떻게 결
정되는가? 정부의 제반 경제정책이 경제활동에 대해 미치는 영
향은 무엇이며, 경제정책의 공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This course cultivates the ability to analyze various
economic problems. The class focuses on the following
topics: How are national income, prices, interest rates,
unemployment rates, employment, wages, consumption,
and investment determined and what are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m? By what principle is national income decided and allocated? Why do booms and recessions occur and how can they be controlled? By what
process does the economy experience growth? What
place does the Korean economy occupy in the world and
how are exchange rates and balance of payments determined? What effect does the government’s economic
policy have on economic activities and how are we to
evaluate the merits and demerits of those economic policies?
200.107

현대사회와 사회학 3-3-0
Sociology in Contemporary Society

경제원론 1 3-3-0
Principles of Economics 1

다양한 경제현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경제분석 능
력을 배양하는 것이 이 강좌의 주목표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주제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공부한다. 경제학이란 무엇이
며 어떤 접근방법을 택하는가? 수요와 공급은 어떻게 결정되며
어떠한 과정을 거쳐 조정되는가? 생산요소의 공급 및 소득의
처분을 담당하는 가계는 어떤 원리를 따라 경제활동을 영위하
는가? 생산요소를 고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국민경제
에서 어떠한 기능을 담당하는가? 경쟁 독점 과점 등 다양한 경
쟁형태 또는 재벌기업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등 다양한 기업조
직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중 어떤 경제체제가 나은가? 시장경제에서 정부
가 맡아야 할 역할은 무엇이며 정부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
엇인가?
The primary objective of this course is for students to
develop appropriate skills to analyze economic
appearances. The class addresses the following topics:
definitions of Economics and its methodologies; supply
and demand and their balance; the role of the household economy in supplying productive inputs and disposable income; the role of the corporations in hiring
productive input and producing goods for the national
economy; the merits and drawbacks of various competitive systems (competitive, monopoly, and oligopoly)
and industry types (big, medium, and small corporations

본 강의는 대학 신입생들이 2학년에 진학할 때 자신에게 적
합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회학의 대략적인 모습을 소개
한다. 이 강좌를 통해 학생들은 사회학적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
봄으로써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행위와 사회적 현상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강의는 우리의 일상적인 경
험과 사회학 연구 성과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행위가 사
회의 구조 및 사건들－가족, 종교, 교육, 사회계급, 성차별, 범
죄 등－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 지 설명하고자 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for students who are seeking
a general overview of Sociology. It investigates human
behavior and social phenomena from a sociological perspective, offering a more complete world view. Using
student’s daily experience as examples, the class will illustrate how our behaviour is influenced and constrained by
societal ‘structures’ and factors, such as family, education, social class, and gender discrimination.
200.108

인류학의 이해 3-3-0
Understanding of Anthropology

본 과목에서는 인류학의 기본적인 관점과 연구영역들을 체계
적으로 소개함으로써 인류학이 추구하는 학문적 목표와 성격을
제시한다. 인간과 문화의 관계, 문화의 다양성과 유사성, 문화
간 상호 이해의 문제를 비교 문화적 시각에서 접근하여, 현대
사회에서의 인류학적 지식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한다.
Through the introduction of basic, anthropological per-

···························································································································································································································································

학점구조는 “학점수-주당 강의시간-주당 실습시간”을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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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ek make one sem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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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tives and branches of its study, this course presents
the primary objectives of Anthropology. It addresses the
relationship between man and culture, cultural diversity
and uniformity as well as the challenges of cross-cultural
understanding and communication. It also explains how
anthropological knowledge can be applied to understanding modern society.
200.109

심리학: 인간의 이해 3-3-0
Psychology: Understanding of Human
Mind

본 과목은 과학으로서의 심리학을 소개하는 과목으로 생물심
리, 지각, 인지, 발달, 정서, 동기, 사회 행동, 조직 행동, 의사
결정, 및 정신병리학 등 세부 분야의 이론 및 경험적 연구를 전
공교수의 team teaching을 통해 소개한다.
This course surveys the scientific fields that study human behavior. It introduces students to topics such as
biological psychology, perception, cognition, human development, emotion, motivation, social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decision making, and psychopathology.
Psychology professors who conduct research in each of
these fields will take turns lecturing.
200.111

200.114

복지국가의 사회과학적 이해 3-3-0
Social Scientific Understanding of the
Welfare State

이 과목은 현대사회에서 복지국가전략의 필요성에 관한 사회
대 학생들의 이해를 도모하는 목적을 지닌다. 현대의 복지국가
에서 나타나는 사회복지제도는 크게 거시적 차원의 정책적 개
입, 서비스 전달 체계와 관련된 중시적 접근 및 일선에서 특수
욕구가 있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전달하는 미시적 접근으로
대별된다. 이 과목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의 복지국가전략을 차
례로 소개하고, 미래 한국사회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한 학생들
나름의 견해를 준비하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한다.
The objective of this course is to facilitat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need of a “strategic welfare state”
in the contemporary society to students studying social
science. The general classification of social welfare systems in the modern welfare state is threefold; policy intervention in the macro level, proximal approach to service delivery systems and a micro-level approach to delivering services to those with special needs. This course
introduces the three levels of social welfare strategies
and attempts to equip students in creating their own
perspectives on the positive development of the future
Korean society.

지리학입문 3-3-0
Fundamentals of Geography

지리학은 오랜 역사를 가진 학문이며 인간의 일상생활과 밀
접한 관계가 있는 학문이다. 본 과목에서는 지리학의 주요 주제
와 내용을 우리의 일상생활이나 뉴스 등에서 경험하는 사례와
연결시켜 설명함으로써 수강생들의 지리적 사고력의 증진을 유
도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간과 환경의 관계, 공간구조의 형성
과 변화, 지역의 특성, 장소의 역사성, 경관의 해석, 그리고 현
지답사 방법 등을 들 수 있다.
The science of Geography has a long history lending
more insight into everyday events than one might
assume. Thus, this course will expand the critical thinking skills of students by investigating the events of everyday life from a geographical perspective. Major
themes of study will include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beings and the environment, the formation and
change of spatial structures, the specificity and universality of regional features, the historicity of places and the
interpretation of landscape, as well as the methodology
of fieldwork.

200.113A

커뮤니케이션의 이해 3-3-0
Understanding Communication

본 과목에서는 인간커뮤니케이션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본
개념들을 소개하고, 특히 언론정보학과 전공탐색과목으로서 커
뮤니케이션 학문의 특성과 역사 및 다양한 연구분야들을 소개
하여 언론정보학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the field of communication
through the study of its basic concepts, theories, history,
and specific, relevant issues. Furthermore, it acquaints
the students to various forms of communication including
journalism, visual communication, interpersonal and
tele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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