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국제학과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 International Relations

1. 학과소개

(1) 학과사무실

  가. 위치: 법학관(303관) 9층 910호

  나. 연락처: 전화: 02-820-5473 팩스: 02-825-5473

  다. 홈페이지: https://politics.cau.ac.kr/ 

  라. E-mail: caugs24@cau.ac.kr

(2) 학과소개

  정치국제학과는 21세기 세계화시대에 국내정치와 국제관

계를 포괄적이면서도 전문적으로 이해하는 보다 더 글로벌

화 된 전문 인재양성을 위하여 1949년에 설립되어 유지되어 

온 정치외교학과와 1990년 국내 처음으로 개설된 국제관계

학과가 2011년 통합되어 개편되었다.

  본 학과에서는 정치 및 국제관계의 전반적인 이론 학습은 

물론 세계화시대를 선도할 인재양성을 위한 주요 외국대학

과의 교환학생 교류, 국제기구 인턴 및 협력 양성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차별화된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5) 교수진 

교수명 직위 최종출신교 학위명 연구분야 전화번호

백 훈(白 薰) 교수 Northern Illinois Univ. 경제학박사 지역연구 5470

장 훈(張 勳) 교수 Northwestern Univ. 정치학박사 한국정치 5511

최영진(崔榮眞) 교수 중앙대학교 정치학박사 한국정치 5514

손병권(孫秉權) 교수 Univ. of Michigan 정치학박사 지역연구 5474

이혜정(李惠正) 교수 Northwestern Univ. 정치학박사 국제정치 5475

이승주(李昇柱) 교수 Univ. of California at Berkeley 정치학박사 국제정치 5476

조윤영(曺允榮) 교수 American Univ. 정치학박사 국제정치 5714

장혜영(張慧映) 조교수 Univ. of Southern California 정치학박사 비교정치 6685

문충식(文忠植) 조교수 Florida State University 정치학박사 국제정치 5700

(3) 교육목표

  가. 정치학도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지식인 교육

  나. 세계화 시대를 주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국제적 안

목 함양

  다. 특성화 분야와 지역에 대한 전문가적 식견과 언어 능

력 배양

  라. 한국과 국제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민주적 리더십 육

성

(4) 세부전공

  가. 한국정치 (Korean Politics)

  나. 국제정치 (International Relations)

  다. 비교 및 지역연구 (Comparative & Area Studies)



2. 학과내규

(1) 선수과목

  가. 선수과목 대상: 학과(부) 및 전공을 달리해 석․박사과정에 입학하였거나, 전문 및 특수대학원, 외국대학에서 학위를 취

득하고 석․박사과정에 입학한 자 

    (단, 동종전공, 부전공, 복수전공일 경우는 이수를 면제할 수 있음

  나. 선수과목

* 석사과정은 학부 개설과목 중에서 선택   

** 박사과정은 대학원 개설과목 중에서 선택

※ 선수과목 학점은 졸업이수학점에 미포함

(2) 교과과정 구성

  가. 교과목 개설

  ▪ 석사, 박사학위과정 과목

석   사 

(선택 5과목/15학점)
박   사 (선택 3과목/9학점)

학점 교과목명 학점 한국정치 학점 국제정치 학점 비교 및 지역연구

3

3

3

3

3

3

3

3

3

3

정치학개론

고대정치사상

국제관계론

국제정치경제론

근대정치사상

미국대외관계사

민주주의론

북한정치론

비교정치론

한국정치론

3 북한정치론

3

3

국제관계이론Ⅰ

국제정치경제론Ⅰ

3

3

민주주의론

중국정치외교론

구분 교과목 학점

공통필수과목
국제관계이론Ⅰ
국제정치경제론Ⅰ
비교정치이론Ⅰ

민주주의론
한국정치분석 3

전

공

별

교

과

목

한국정치

세부전공별

필수과목

한국정치학강독
한국정당⋅의회정치론
한국선거론

민주주의와외교
북한정치론

3
전공

선택과목

한국정치사상
한국정치사Ⅰ
한국정치사II
한국민주주의발전론
한국외교사

한국정부론
한국지방정치론
한국통일안보정책론



  나. 타 학과 개설과목의 수강 학점 상한

재학 중 타 학과에서 개설한 과목의 수강은 석사과정은 6학

점까지, 박사과정은 9학점,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은 15학점

까지만 허용함.

(3) 지도교수 배정 및 세부전공 선택

  가. 지도교수 배정 및 전공연구

   1) 석사학위과정

     ① 학생은 2차 학기말까지는 지도교수를 선정해야 한다.

     ② 지도교수 신청은 학과에 구비된 신청서류를 작성하

        여 제출해야 한다.

     ③ 지도교수는 교수 및 학생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후

        에 변경할 수 있다.

전

공

별

교

과

목

국제정치

세부전공별

필수과목

국제관계이론Ⅱ

국제정치경제론Ⅱ

동아시아정치경제론

국제정치사상

민주주의와외교

미국외교연구

3

전공

선택과목

국제사회론

국제정치사이론세미나

국제제도론

국제개발협력론

국제협력론

군비통제세미나

대외정책과국제협상

동북아국제관계론

동아시아안보와국제관계

동아시아지역주의

동아시아평화세미나

동양외교사

미국의대외관계및정책

분쟁과갈등연구

비교국제사회론

서양외교사

외교정책론

외교정책세미나

전략론

전쟁론

지정학연구

평화및안보연구

한국안보정책연구

한일관계론

현대국제정치론

환경-생태정치학

비교 및 

지역연구

세부전공별

필수과목

비교정치이론Ⅱ

지역연구세미나

동아시아정치경제론

민주주의와외교

북한정치론

정치학방법론Ⅰ

3

전공

선택과목

남북한관계연구

대통령과의회

동아시아경제론

동아시아금융시스템

동아시아에너지협력론

미국과중국

미국정치론

비교의회정치론

유럽정치론

일본정치론

정당선거론

정치변동론

정치학방법론Ⅱ

중국정치외교론

중-러정치외교론

NGO 정치

전공연구
전공연구Ⅰ

전공연구Ⅱ

전공연구Ⅲ
2



④ 본인의 세부전공을 결정한 후에는 전공에 따른 교과과

정에 맞춰서 강의를 수강해야 한다. (※ 교과 과정표 참조)

⑤ 전공 및 지도교수가 결정된 이후, 4차 학기 수강 신청 

시 지도교수가 개설하는 전공연구Ⅰ(2학점)을 수강하여

야 한다.

⑥ 기타 사항은 대학원 시행세칙에 따른다.

2) 박사학위과정

① 2차 학기에 재학 중인 학생은 학기말에 지도교수를 선

정해야 한다.

② 지도교수 신청은 학과에 구비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지도교수는 교수 및 학생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후에 변

경할 수 있다.

④ 본인의 세부전공을 결정한 후에는 전공에 따른 교과과

정에 맞춰서 강의를 수강해야 한다. (※ 교과 과정표 참

조)

⑤ 전공 및 지도교수가 결정된 이후, 3차 학기 수강 신청 

시 지도교수가 개설하는 전공연구Ⅱ(3차 학기), 전공연

구Ⅲ(4차 학기)을 수강해야 한다.

⑥ 기타 사항은 대학원 시행세칙에 따른다.

3) 석․박사학위 통합과정

① 2차 학기에 재학 중인 학생은 학기말에 지도교수를 선

정해야 한다.

② 지도교수 신청은 학과에 구비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지도교수는 교수 및 학생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후에 변

경할 수 있다.

④ 본인의 세부전공을 결정한 후에는 전공에 따른 교과과

정에 맞춰서 강의를 수강해야 한다. (※ 교과 과정표 참

조)

⑤ 전공 및 지도교수가 결정된 이후, 7차 학기 수강신청 

시 지도교수가 개설하는 전공연구Ⅱ(7차 학기), 전공연

구Ⅲ(8차 학기)을 수강하여야 한다.

⑥ 기타 사항은 대학원 시행세칙에 따른다.

(4) 논문 프로포절 심사

  가. 석사논문 프로포절 심사

  1) 시기 및 장소

석사논문 프로포절 심사는 4차 학기에 실시하고, 학기 시

작 후 30일 이내 하루를 지정하여 실시한다. 장소는 논문 

프로포절 심사 일정이 확정된 이후에 추가로 홈페이지 및 

학과사무실 게시판을 통해 공고한다.

  2) 심사위원회의 구성

석사논문 프로포절 심사위원회는 심사 대상자의 지도교수가 

주도하여 지도교수 포함 3인 내외로 구성한다. 심사위원장

은 심사위원들 중 호선하여 선임한다.   

  3) 심사과정

    ① 석사논문 프로포절 심사 대상자는 석사과정 재학생 

및 수료생이 이에 해당된다.

    ② 석사논문 프로포절 심사를 원할 경우 학기 초에 대

학원 조교에게 통보를 하며, 안내를 받도록 해야 한

다.

    ③ 석사논문 프로포절 심사는 심사위원 과반수의 찬성

을 얻어야 통과되며, 프로포절 심사에 합격하여야만 

학위논문심사를 받을 수 있다.

    ④ 석사논문 프로포절 심사결과 불합격한 경우 당해 학

기에는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없다.

   4) 적용대상

      상기 조항은 2011년 2학기 논문심사자부터 적용한다.

   5) 기타 사항은 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

른다.

  나. 박사논문 프로포절 심사

   1) 시기 및 장소

   박사논문 프로포절 심사는 본 논문 심사 직전 학기에 실

시한다. 장소는 논문 프로포절 심사 일정이 확정된 이

후에 추가로 홈페이지 및 학과사무실 게시판을 통해 

공고한다.

   2) 심사위원회의 구성

      박사논문 프로포절 심사위원회는 심사 대상자의 지도

교수가 주도하여 지도교수 포함 4인 내외로 구성한다.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들 중 호선하여 선임한다.

   3) 심사과정

    ① 박사논문 프로포절 심사 대상자는 박사과정 재학생 

및 수료생이 이에 해당된다.

    ② 박사논문 프로포절 심사를 원할 경우 학기 초에 대

학원 조교에게 통보를 하며, 안내를 받도록 해야 한다.

    ③ 박사논문 프로포절 심사는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되며, 프로포절 심사에 합격하여야

만 학위논문 심사를 받을 수 있다.

    ④ 박사논문 프로포절 심사결과 불합격한 경우 당해 학

기에는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없다.

   4) 적용대상

     상기 조항은 2011년 2학기 논문심사자부터 적용한다.

   5) 기타 사항은 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

른다.

(5) 학위논문 제출자격 종합시험

  가. 어학시험

    외국어(영어)시험은 1차 학기 때부터 신청 가능하며, 

성적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다만, 

TOEFL 530점(CBT 233점, IBT 91점), TOEIC 780점, TEPS 664

점 이상 취득자는 어학시험 대체인정서를 제출함으로서 합



격한 것으로 본다(단, 어학시험 대체인정서 제출일 현재 유

효한 성적표에 한함). 

    기타 사항은 대학원 시행세칙에 따른다.

  나. 전공시험

   1) 석사과정은 총 3개 과목에 응시한다. 다만 2과목 이

상을 공통필수과목 또는 세부전공별 필수과목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

   2) 박사과정은 총 4개 과목에 응시한다. 다만 2과목 이

상을 공통필수과목 또는 세부전공별 필수과목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 다만, 석사과정 전공시험에서 이미 응

시했던 과목은 박사과정 전공시험 대상과목이 될 수 

없다.

  다. 출제 및 평가

   1) 전공시험 출제는 해당과목 당당교수에 의한다.

   2) 각 과목별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3) 특정 과목에서 불합격할 경우 다음 전공시험에서 반

드시 불합격 과목에 응시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응시

생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

과 전체교수회의의 결정으로 두 번째 재시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라. 기타 사항은 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

른다.

(6) 학위논문 제출자격

  가. 석사학위과정

   1) 본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30학점 이상을 이수한자. 여

기에는 논문을 제출하는 학기의 신청과목 학점이 포함

되며, 선수과목 학점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석사학위 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3) 학과에서 지정한 공통필수과목(2과목) 및 선수과목(5

과목, 해당되는 경우)을 이수한 자.

   4) 논문 지도교수로부터 1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5) 입학 후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논문 제출 

시한 최종학기에 지도교수의 해외연수, 신분변동, 공

공성을 띤 학생의 해외연수, 해외 유학, 해외근무 또

는 6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최장 1년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병

역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미산입)

   6) 기타 사항은 대학원 시행세칙에 따른다.

  나. 박사학위과정

   1) 본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30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여기에는 논문을 제출하는 학기의 신청과목 학점이 포

함되며, 선수과목 학점은 포함되지 않는다.

   2) 박사학위 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3) 학과에서 지정한 공통 및 전공필수과목(2과목)을 이

수한 자.

   4) 선수과목(3과목, 해당되는 경우)을 이수한 자.

   5) 논문 지도교수로부터 2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6) 입학 후 8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논문 제출

시한 최종학기에 지도교수의 해외연수, 신분변동, 공

공성을 띤 학생의 해외연수, 해외 유학, 해외근무 또

는 6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는 최장 1년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병역

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미산입)

   7) 박사과정 입학 후에 1편 이상의 논문을 학술진흥재단

의 등재(후보)지에 게재한 실적(공저일 경우는 주 저

자여야 한다)이 있는 자.

   8) 기타 사항은 대학원 시행세칙에 따른다.

(7) 학위논문 본심사

  가. 석사학위과정

   1) 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심사위원은 본 대학교의 교수, 부교수,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본교 비전임교

수, 명예교수, 타 대학교수 및 기타 논문지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경력자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

은 자에 한함.

    ② 외부심사위원은 1인까지 위촉이 가능함.

    ③ 심사위원은 논문심사가 개시된 이후에는 교체 불가

함.

   2) 심사과정

    ① 석사논문심사는 공개발표와 내용심사 및 구술시험으

로 하고, 논문심사일정 및 장소는 심사일 이전에 학과

사무실 게시판과 학과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②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은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하며, 

각각 평균 80점 이상, 논문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함

   3) 기타 사항은 대학원 시행세칙에 따른다.

  나. 박사학위과정

   1) 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심사위원은 본 대학교의 교수, 부교수,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본교 비전임교수, 

명예교수, 타 대학교수 및 기타 논문지도 자격이 있다

고 인정되는 연구경력자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자

에 한함.

    ② 외부심사위원은 최소 1인은 의무적으로 위촉하되 2

인을 초과할 수 없음.

    ③ 심사위원은 논문심사가 개시된 이후에는 교체 불가

함.

    ④ 심사위원은 학기당 2편을 초과하여 논문심사 불가



함. (다만 석사논문과 박사논문을 각각 1편씩 심사하

는 것은 가능

    ⑤ 박사논문 심사위원에는 해당 논문 프로포절 심사위

원 중 반드시 2인이 포함되어야 함.

    ⑥ 상기 조항은 2011학년도 2학기 논문심사자부터 적용

한다.

   2) 심사과정

    ① 박사논문심사는 2회 이상이어야 하며, 각 심사일의 

간격은  최소 7일 이상으로 하고, 심사위원 5분의 4이

상의 출석으로  진행함. 

    ② 박사논문심사는 공개발표(1차 심사의 경우)와 내용 

심사 및 구술시험으로 하고, 논문심사 일정 및 장소는 

심사일 이전에 학과사무실 게시판과 학과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③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은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하여, 

각각 평균 80점 이상, 논문심사위원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함.

    ④ 박사논문 심사위원회는 논문심사 개시 후 8주 이내

에 심사를 완료해야 함.

    ⑤ 상기 조항은 2011학년도 2학기 논문심사자부터 적용

한다.

   3) 기타 사항은 대학원 시행세칙에 따른다.

(8) 기타 사항은 대학원 시행세칙에 따른다.  

3. 교과과정

(1) 공통필수과목

  가. 석∙박사 공통필수과목

국제관계이론Ⅰ (Theor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1) 

3학점

국제정치의 현실주의이론, 이상주의이론 및 급진주의이론을 

대표하는 이론들을 읽고 이를 평가한다.

국제정치경제론Ⅰ (Seminar in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1) 3학점

국제정치의 중요한 세 가지 준거모형인 자유주의모형, 급진

주의모형 및 (신)중상주의 모형의 기초를 습득하고 이미 습

득한 기본모형을 활용해서 현 국제정치경제 질서의 본질 및 

구조적 특징을 국제금융통화체제, 무역질서, 해외직접투자, 

자원민족주의, 기술이전의 문제 및 환경의 정치경제를 중심

으로 분석한다.  

비교정치이론Ⅰ(Seminar in Comparative Politics 1) 3학점

정치현상, 정치체계, 정치과정을 비교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한 기존의 패러다임, 접근 방법 및 이론들을 검토, 평가

한다. 전통적 접근법과 급진이론, 다원주의와 엘리트주의, 

정치문화의 사회화, 정치구조의 제도화, 정치안정과 정치변

동 등이 주요 토론 주제이다.

민주주의론 (Democracy Studies) 3학점

민주주의에 대한 다양한 개념정의를 바탕으로 각 국가의 민  

주주의의 전개과정과 제도 등을 비교 연구한다.

한국정치분석 (Analysis of Korean Politics) 3학점

한국정치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한국정치에 대한 기

존의 주요 접근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본 과목에서는 주

요 논저에 대한 논의를 통해 사회과학 주요 접근법이 한국

정치에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지를 학습한다.

  

(2) 세부전공별 필수과목

  가. 석∙박사공통 세부전공별 필수과목

   1) 한국정치 전공

한국정치학 강독 (Reading in Korean Politics) 3학점

한국정치 전공과목 학습과 세미나에 요구되는 기초 학습능

력을 갖추기 위해 한국정치학에 있어 중요하다고 평가되는 

논문과 저서를 강독한다.

한국정당∙의회정치론 (Political Party and National 

Assembly in Korea) 3학점

해방 이후 한국정당정치와 의회정치의 특성과 성격을 사    

상적, 제도적, 구조적, 형태적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이해하  

고자 한다.

한국선거론 (Elections in Korea) 3학점

1948년 제헌의회 선거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실시된 선거의  

제도적, 형태적, 구조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 연구한다.

민주주의와 외교 (Democracy and Diplomacy) 3학점

민주화 이후에 외교정책의 결정 과정에 새로이 참여하게    

된 다양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구조와 과정을 이론적, 경  

험적으로 연구한다.

북한정치론 (Politics & Government of North Korea) 3학점

북한의 체제성립과 전개과정을 연구하며 남한과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적실성 있는 통일방안과 통일 후의 문제에 대비한  

다.

   2) 국제정치 전공

국제관계이론Ⅱ (Theor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2) 

3학점

국제관계의 주요한 기존 패러다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 패러다임 내부의 논쟁 및 기존 패러다임 내부의 논쟁 및  

기존 패러다임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도전들을 연구한다.

국제정치경제론Ⅱ (Seminar in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2) 3학점

국제정치경제의 주요한 기존 패러다임에 대한 이해를 바탕

으로 각 패러다임 내부의 논쟁 및 기존 패러다임에 대한 새

로운 이론적 도전들을 연구한다. 

동아시아정치경제론 (Political Economy of East Asia) 3학

점



동아시아 국가들의 정치∙경제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접근과  

함께 이론의 현실적 적응을 목표로 한다.

국제정치사상 (International Political Thought) 3학점

고대 영웅시대의 트로이 전쟁으로부터 21세기의 테러 전쟁

에 이르기까지 전쟁과 평화는 인류의 삶의 질과 내용을 결

정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본 강좌는 호머, 투키디데스, 플

라톤,아리스토텔레스, 아퀴나스, 마키아벨리, 그로티우스, 

칸트, 헤겔, 카, 모겐소 등의 텍스트를 검토함으로써 인간

의 삶과 국제정치의 본원적 관계를 탐구할 것이다. 본 강좌

를 통해 학생들은 현실주의, 이상주의, 역사주의, 이성주의 

등과 같은 현대국제정치이론의 사상적 토대를 확인하고 검

증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며, 이와 함께 이들 이론에 대

한 독자적이고 비판적 시각을 습득하게 될 것이다.

민주주의와 외교 (Democracy and Diplomacy) 3학점

민주화 이후에 외교정책의 결정 과정에 새로이 참여하게 된  

다양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구조와 과정을 이론적, 경험적  

으로 연구한다.

미국외교연구 (Studies on American Diplomacy) 3학점

미국의 정치경제체제와 국제체제의 상호연관에 대한 역사적  

검토를 중심으로, 미국외교의 특성, 결정요소 및 영향을 체  

계적으로 분석한다.     

   

   3) 비교 및 지역연구 전공

비교정치이론Ⅱ(Seminars in Comparative Politics 2) 3학

점

정치현상, 정치체계, 정치과정을 비교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한 기존의 패러다임, 접근방법 및 이론들을 검토, 평가한

다. 전통적 접근법과 급진이론, 다원주의와 엘리트주의, 정

치문화의 사회화, 정치구조의 제도화, 정치안정과 정치변동 

등이 주요 토론 주제이다.

지역연구세미나 (Seminar in Area Studies) 3학점

아시아∙태평양, 유럽, 북미와 중남미 등 각 지역의 고유한  

역사적,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고 경제적, 정치적 통합의 과  

정을 비교 분석한다.

동아시아정치경제론 (Political Economy of East Asia) 3학

점

동아시아 국가들의 정치∙경제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접근과  

함께 이론의 현실적 적응을 목표로 한다.

민주주의와 외교 (Democracy and Diplomacy) 3학점

민주화 이후에 외교정책의 결정 과정에 새로이 참여하게 된  

다양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구조와 과정을 이론적, 경험적  

으로 연구한다.

북한정치론 (Politics & Government of North Korea) 3학점

북한의 체제성립과 전개과정을 연구하며 남한과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적실성 있는 통일방안과 통일 후의 문제에 대비한  

다.

정치학방법론Ⅰ (Scope & Method in Political Science 1) 

3학점

정치학 연구의 기본적 접근, 경험적 이론의 논리, 자료의 

준비 및 분석 그리고 formal model에 관한 문헌을 읽고 정

치에 대한 경험적 가설의 형성과 평가를 검토한다.

(3) 세부전공별 선택과목

  가. 석∙박사공통 세부전공별 선택과목

   1) 한국정치 전공

한국정치사상 (Korean Political Thought) 3학점

한국정치의 사상적 기반으로 작용해왔던 불교와 유교 (특

히 성리학)의 이념적 특성과 의미를 분석하면서 이러한 종

교와 문화가 한국정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지 분석

한다.

한국정치사Ⅰ (Korean Political History 1) 3학점

삼국시대에서 한말에 이르기까지의 한국정치의 전개과정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정치사의 역사적 전통과 특징을 이해  

하도록 한다.

한국정치사Ⅱ (Korean Political History 2) 3학점

일제 식민지 시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한국정치의  

전개과정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정치사의 역사적 전통과  

특징을 이해하도록 한다.

한국민주주의발전론 (Democratic Development in Korea) 3

학점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에서의 민주주의 발전 문제를 현

상, 설명,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연구함으로써 

한국정치의 문제와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한국외교사 (Diplomatic History of Korea) 3학점

개항기 이후 오늘날까지 한국정치에 영향력을 미쳤던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열강과의 외교관계를 연구하고 21세

기 한국외교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한다.

한국정부론 (Korean Government) 3학점

해방 이후 한국의 대통령과 정부의 특성과 성격을 제도적,  

구조적, 역할수행적, 형태적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

고, 타국 정부와의 비교검토를 통해 21세기 한국정부의 역

할과 기능을 모색한다.

한국지방정치론 (Local Politics of Korea) 3학점

1990년대 이후 한국지방정치의 특성을 투표형태, 지방정부  

운영,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관계 등의 관점에서 체계적으  

로 살펴봄으로써 한국지방정치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한국통일안보정책론 (Korean Unification and Security 

Policy) 3학점

분단국가로서 한국의 통일정책과 안보정책의 특성과 성격,  

그리고 결정과정을 시대별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 

시기 필요한 한국의 통일 및 안보정책을 모색한다.

    



   2) 국제정치 전공

국제사회론 (Seminar in International Society) 3학점

이 과목은 고대 문명에서부터 최근의 지구화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다양한 정치공동체들이 윤리, 문화, 경제 등의 제반  

측면에서 발전시켜온 상호연계의 사회적 속성을 역사적, 이  

론적으로 탐구한다.

국제정치사이론세미나 (Seminar in Theory of Int'1 

Political History) 3학점               

국제정치사를 조망하는 여러 이론들을 살펴보고 체계적  

및 거시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제반 이론들을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제제도론 (Seminar in International Institutions) 

3학점

국제기구와 국제법 그리고 국제 레짐의 역사적 발전과 

운용을 검토하여 국제체제의 사회적, 제도적 특성에 대

한 이해를 심화한다.

국제개발협력론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3학점

국제개발협력의 정의와 개발이론, 발전론 등 국제개발

과 국제원조에 대한 다양한 활동들에 대해 고찰한다.

국제협력론 (International Cooperation) 3학점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행위자와 비국가행위자

의 구성적 연계를 연구하고자 한다. 공적지원(ODA)와 

다자외 교체제에 대한 사례를 비교분석 한다.

군비통제세미나 (Seminar in Arms Control) 3학점

국제체제에서 폭력의 관리와 규제에 대한 이론을 연구

하고, 역사적 사례를 비교분석 한다.

대외정책과 국제협상 (Foreign Policy and 

International Negotiation) 3학점

대외정책과 협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연구하고, 대외

정책과 국제협상의 모델에 관해 분석한다. 그리고 국제

관계에서 대외정책과 국제협상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동북아국제관계론 (Seminar in Northeast Asia: 

Domestic & Int'1 Politics) 3학점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열강들에 대한 정책 및 세력관계 등

을 연구하고 동북아 정세 속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정책을 

연구한다.  

동아시아 안보와 국제관계 (Securit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in East Asia) 3학점

안보협력관계의 유형들을 살펴보고 동아시아에서 가장 유용  

한 안보협력 모델에 대해 연구한다. 동아시아 안보에 있어

서 한국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 한국의 안보정책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동아시아 지역주의 (Regionalism in East Asia) 3학점

동아시아의 지역수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대한 검토

를 하고, 이에 대한 각국의 대응을 고찰한다. 또한 동아시

아 지역 협력의 주요 동인과 장애 요인들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지역주의 제도화의 가능성을 고찰한다.  

동아시아평화세미나 (Seminar in Peace of East Asia) 3학

점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특성에 대한 검토를 평화사상과 운동

에 대한 이해와 결합하여, 동아시아 평화건설의 조건, 다양

한 주체들(개별 국가, 지역적 국제기구, 시민단체 등) 및 

그 수단을 연구한다.

동양외교사 (Oriental Diplomatic History) 3학점

동북아 3개국 및 동남아 각국의 상호간의 관계 및 강대국 

간의 관계를 외교사적 차원에서 분석, 연구, 전망한다.  

미국의 대외 관계 및 정책 (US's International 

Relations and Foreign Policy) 3학점  

건국 이래 미국의 대외인식에 대해 논의하고 미국 대외정   

책의 역사를 살펴본다. 이와 아울러 미국의 강대국화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의 변화에 대해 연구한다.

분쟁과 갈등연구 (Seminar in Conflict Resolution) 3학점

민주주의 확대와 함께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분쟁과 갈등의 전개과정과 해소 방안을 연구하는 것을 학습

목표로 한다. 

비교국제사회론(Comparative International Society) 3학점

다양한 국제사회와 지역체계 형태의 유형, 문화, 발전 양식  

을 검토하고 비교한다. 이를 통해 일반 국제정치이론을 보

충하고 보다 다양하고 보충적 시각에서 국제관계를 조망한

다.

서양외교사 (Western Diplomatic History) 3학점

비엔나회의 이후 몰타회담까지 국제정치의 체계를 외교사적  

인 차원에서 분석, 연구, 전망한다. 

외교정책론 (Studies on Foreign Policy) 3학점

외교정책의 특성과 개인, 국가, 국제 체제적 요수 등 다양

한 결정요인에 대한 일반 이론을 연구한다.

외교정책세미나 (Seminar in Foreign Policy) 3학점

외교정책의 일반이론을 바탕으로 외교정책의 구체적인 역사  

적 사례들을 심층적으로 비교분석한다.

전략론 (Study on Militaristic Strategy) 3학점

군사기술의 발전과 주권국가체제의 변화를 이해하고, 군사

전략의 역사적 발전과 특성을 분석한다.

전쟁론 (Study on War) 3학점

국제체제에서 전쟁과 폭력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원인론, 

그  역사적 변천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지정학연구 (Study on Geopolitics) 3학점

국제관계에서 지리적 요인과 전략적 요인의 상호 관계를 19  

세기 후반 이후 지정학 이론의 발전을 통해 역사적으로 검

토한다.  



평화 및 안보연구 (Peace and Security) 3학점

평화연구로서 세계평화연구의 학문적 발전추세와 전략 및 

상호간 관계, 나아가 강대국들과의 외교관계를 연구한다.

한국안보정책연구 (Studies on Korea's Security Policy) 

3학점             

분단국가체제와 한미동맹의 구조적 특성을 역사적으로 검토  

하고, 민주화와 냉전의 종언 이후 한국외교정책 결정의 새

로운 정치적 환경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한국 안보정책

의 미래를 전망한다.

한일관계론 (Korea-Japan Relations) 3학점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한일 양국 간

의 여러 문제점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분석하고 능동적인 협

력관계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한다.

현대국제정치론 (Contemporary International Politics) 3

학점

현대국제정치의 특징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분석한다.  

국제정치분야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실을 이론적으로 분석  

하고 이론과 현실의 정합성을 논의한다. 외교사와 외교정책  

등 구체적인 현실을 중요한 사례 분석의 대상으로 한다.

환경-생태정치학 (Environment-Ecopolitics) 3학점

국제정치의 주요문제로 부상하는 환경, 자원, 인구 등에 관  

련된 국가 간의 문제와 해결방안, 그러한 것들을 다루는 국  

제기구, 협약에 대해 연구한다.

  3) 비교 및 지역연구 전공 

남북한관계연구 (Studies on North and South Korea's 

Relations) 3학점

한국 민족주의와 남북한 국가체제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  

탕으로, 분단 이후 양국관계의 변화를 동아시아 지역질서와  

세계적 냉전질서의 변화를 배경으로 분석한다.

대통령과 의회 (President and Parliament) 3학점

현대 민주정치 과정의 가장 핵심적인 두 요소인 대통령과 

의회에서의 정책 결정 과정의 구조와 과정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분석을 심화한다.

동아시아경제론 (Economies of East Asia) 3학점

동아시아의 경제체제를 역사적으로 살펴보고, 중국의 급부

상 이후 동아시아 경제의 변화에 대해 분석한다. 그리고 한

국의 동아시아 경제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동아시아금융시스템 (East Asian Financial System) 3학점

동아시아 금융시스템의 특성과 주요 문제점들에 대해 알아

보고, 한국의 동아시아 금융허브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

다.

동아시아에너지협력론 (East Asian Energy Cooperation) 3

학점

동아시아 국가들의 에너지 정책들을 살펴본 후 국가 간 에

너지 협력 현황 및 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동아시에에

서 가장 이상적인 에너지협력 유형에 대해 연구한다.

미국과 중국 (U.S. and China) 3학점

미국과 중국의 역사적 관계를 조명하고 미중 양국 간의 주

요한 문제점에 대해 연구한다. 중국의 개혁, 개방 및 경제

성장 이후 양국 간 정책의 변화에 대해 면밀히 살펴본다.

미국정치론 (Politics & Government of US) 3학점

미국의 정치, 경제, 문화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미국의 국

내, 대외정책을 연구한다.

비교의회정치론 (Comparative Legislative Politics) 3학점

비교의회정치론은 한국을 포함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의회  

정치과정을 비교함으로써 국민의사 대표기구이며 동시에 정

부정책의 심의기구인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국과 독일을 포함

한 유럽의 의회 그리고 미국의 의회 등 선진 민주주의 국가

의 의회는 물론, 아시아와 남미 등 민주주의 경험이 그리 

오래되지 않은 국가들의 의회정치과정도 분석함으로써, 민

주주의 공고화 및 심화의 수준에 따른 의회 간 비교를 시도

함과 동시에 이를 통해서 한국 의회정치의 문제점을 돌아보

고 한국 의회민주주의 발전 경로를 제시하는 것도 이 수업

의 주요목적 가운데 하나이다. 

유럽정치론 (European Politics) 3학점

유럽정치의 제도적 구조와 작용은 오랜 시간에 걸쳐 나타난  

유럽이념의 형성 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그 정

치적 과정은 하나의 유럽을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오랜 과정의 한 부분으로서 나타난 결과가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로부터 출범한 유럽연합(EU)

이다. 본 과목은 유럽이념의 형성 과정과 그 과정에서 나타

난 정치적 과정의 의미와 작용에 대해서 이해하며, 현재의 

유럽연합의 정치적 현상과 주요 현안들에 관한 논의를 통하

여 향후 유럽 통합 과정에서의 정치적 요소들의 역할에 대

한 전망을 모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일본정치론 (Seminar in Japanese Politics) 3학점

일본의 정치제도, 정치사상의 형성, 정치변동의 성격, 정치  

권력의 구조, 정치참여의 유형 등의 주요한 문제에 관하여  

연구한다.

정당선거론 (Political party and Election) 3학점

정당과 정당체계에 관한 역사적 발전, 선거체계와 의회 구  

성, 권력구조의 형성, 민주정치의 균열에 관한 주요 문제 

등에 관해 연구한다.

정치변동론 (Seminar in Political Change) 3학점

국제환경과 국내환경의 변화에 따라 각 국가들의 정치체제

나 제도 등의 변화를 살펴보고 정치변동에 대한 새로운 패

러다임을 모색하는 작업을 통해 국가들의 정치적 변동에 대

한 유용한 시각을 찾는데 주력한다.

정치학방법론Ⅱ (Scope & Method in Political Science 2) 

3학점



정치학 연구의 기본적 접근, 경험적 이론의 논리, 자료의 

준비 및 분석 그리고 정치에 대한 경험적 가설의 형성과 평

가를 검토한다.

중국정치외교론 (Seminar in the Chinese Politics) 3학점

중국 정치체제의 성격과 기능에 관한 비교분석과 검증의 시  

도로서 전통, 정치문화, 사회경제적 변화, 정치경제적 변화  

양상 등을 논한다. 그리고 중국과 세계와의 관계를 아울러  

논한다.

중-러 정치외교론 (Seminar in the Chinese and Russian 

Politics) 3학점

중국 정치체제와 러시아 정치체제의 성격과 기능에 관한 비  

교 분석과 검증의 시도로서 전통, 정치문화, 사회 경제적 

변화, 정치경제적 변화 양상을 논한다.

NGO 정치 (NGO Politics) 3학점

현대 민주주의 정치 과정의 새로운 핵심적인 행위자로 떠오  

른 NGO의 역할, 위상, 공헌과 한계 등에 대해서 연구한다.

(4) 전공연구

전공연구 Ⅰ (Studies in Major Field Ⅰ) 2학점

  전공연구 Ⅱ (Studies in Major Field Ⅱ) 2학점

  전공연구 Ⅲ (Studies in Major Field Ⅲ) 2학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