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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안가? 가르칠 어떻게 韓國政治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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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序 言 과목 현황 

n. 韓國大學에서 의 韓國政治分野 rr. 韓國政治꿇 교과서 書評
교과목 현황 V. 韓國政治論 교과과정 모형 

m. 外國大學에서의 自國政治論 교 ; 

홈 

어느 나라의 大學에서나 自國政治에 대한교과목은政治學科에서는물 

돈 그 대학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과옥중의 하나이다. 自國政治論은 그 

나라 政治學의 基健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나라 시민의 民主敎育을 위해 

서도 필요불가결한 교과목인 것이다. 

우리의 경우 自國政治論은 외국 대학에서와 같은 학문적， 교육적 바 

중과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오랫동안의 권위주의 정치는 한국정 

치에 대한 솔직한 연구와 강의를 불가능하게 하였고 이러한 상황은 韓

F함 

이 연구에 연구비 지원올 해준 학울진홍재단에 강사한다. 이 글은 학울진홍 

재단에 제 출한 “한국청치론 교과과청 모형개발”의 일부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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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政治論의 발전을 저해하였던 것이다. 

大學에서의 韓國政治論 講議가 발전하지 못한 반면 시중 서점에서는 

한국정치에 대한 여러가지 서적들이 범랑하고 있다. 이러한 서적들 중 

에는 엄격한 경험척 연구가 없이 어느 하나의 시각에서 한국정치를 다 

푼 것이 많고 독자들의 한국정치에 대한 이해를 혼란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제 한국정치의 전환기를 맞이하여 韓國政治論 교과목의 발전을 위 

한 연구는 절대적￡로 필요하다. 한국정치학의 발전 뿐만 아니라 대학 

생들과 시민들의 民主敎育이 韓國政治論 교과목의 발전을 통해서 이루 

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우선 첫째로 서울大， 高大， 延大， 慶熙大， 西江大에는 韓

國政治分野에 어떠한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고 이 과목들은 어떠한 내용 

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로 美國， 西獨， 英國， 프랑 

스， 日本의 주요 大學에서는 自國政治輪을 어떻게 가르치고있는가플조 

사해 볼 것이다. 셋째로 우리의 경우 韓國政治論 교과서로는 어떠한 것 

들이 나와있고 이들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있는가를 평가해 보고자한 

다. 마지막a로 이 연구는 서울대， 고려대， 경희대의 세 대학의 韓國政

治論 담당교수의 韓國政治論 교과과정 모형 을 제 시 할 것이 다. 

이 연구의 “경희大에서의 한국정치분야 교과목 현황 “英國大學에서 

의 自國政治論 교과목 현황”은 閔짧基교수가， “고려 大에 서 의 한국정 치 

분야 교과목 현황 “프랑스大學에서의 自國政治論 교과목 현황”은 崔

童寶교수가， “연세大에서의 한국정치분야 교과목 현황 “美國大學에서 

의 自國政治論 교과목 현황”은 申正鉉교수가， “서강大에서의 한국청치 

분야 교과목 현황" “日本大學에서의 自國政治論 교과목 현황”은 張達

重교수가， 그리 고 “서 울大에 서의 韓國政治分野 교과목 현황" “西獨大

學에서의 自國政治論 교과목 현황”은 李正觀교수가 각각 집펼하였다. 

韓國政治論 교과서들에 대한 훌評은 공동으로 집필하였￡나 崔章集敎授

의 집펼부분이 크고 서울대， 고려대， 경희대의 韓國政治論 교과과정 모 

형은 각각 李正觀， 崔章集， 閔浚基敎授가 각각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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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韓團大學에서의 훌훌園政治分野 교과목 현황 

1. 서울大에서의 韓빼政治分野 교과목 현황 

서 울大 政治學科에 는 학사과정 에 37개 의 과목， 대 학원 과정 에 42개 의 

과목이 있다. 이 중 韓國政治 분야의 과목은 학사과정 에 5과목， 대 학원 

과정에 5과목이 있다. 韓國政治論， 韓國政治史， 北韓의 政治와 社會， 韓

國政治思想， 韓國政治文化가 학사과정 과목이 고 韓國政治맑究， 韓國政

黨論， 韓國政治思想짧究， 韓國政治學特講， 韓國政治學演習이 대 학원과 

정 과목이 다. 학사과정 5개 의 과목 중 韓國政治論만이 전공필수과목이 

고 나머지 과목들은 선택과목이며 대학원 과정의 5개과목은 모두 선태 

과목이다. 이들 각 과목의 학점은 3학점이다. 

서울大 政治學科에서는 교과과정에 있는 모든 과목을 개설하고 있지 

는 않다. 1년 동안에 학사과정 37개의 과목 중 30개의 과목만을， 대학 

원과정 42개의 과목 중 30여개외 과목만을 개설하고 있다. 韓國政治分

野의 과목도 전부 개섣하는 것이 아니라 학사과정에서는韓國政治論， 北

韓의 政治와 社會， 韓國政治文化의 3과목을， 대 학원과정 에 서 는 韓國政

治맑究， 韓國政治思想빠究， 韓國政治學特講， 韓國政治學演習의 4과목을 

개섣하고 있다. 그러니까 서울大 政治學科에서 개설하고있는과목들 중 

약 10%7} 韓國政治分野에 속하는 셈 이 다. 

서울大는 다른 대학과 달리 政治學科가 政治學科와 外交學科로 분리 

되어 있고 外交學科에서도 韓國政治分野의 과목을 가지고 있다. 서울大 

外交學科의 총 과목수는 학사과정 32과목， 대 학원과정 44과목이 고 그 중 

한국정치분야의 과목은 학사과정에 3과목， 대학원과정에 3과목이 있다. 

韓半島와 國際政治， 南北韓關係땀究， 韓國外交政策論이 학사과정 과목 

이고 韓國外交史演習， 韓國外交政策맑究， 南北韓關係演習이 대학원과정 

과목이 다. 학사과정 3개의 과목 중 韓半島와 國際政治만이 전공필수과 

목이고 나머지 2과목은 선택과목이며 대학원 과정의 3과목은 모두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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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이다. 이들 각 과목의 학점은 3학점이다. 

셔울大 外交學科의 총과목수 76개 중 개설과목은 政治學科와 마찬가 

지로 60여개이고 그 중에는 한국정치분야의 6과목이 포함되어 있다. 外

交學科에서는 이 6과목올 항상 개설하고 있다. 

한국정치분야의 以上의 과목 외에도 政治學科에서는 교양과목a로 擺

說 韓國政治를， 그리고 국먼윤리과목a로 韓國政治入門을 개설하고 있 

다. 擺說韓國政治는 3학점 이고 韓國政治入門은 2학점 이 다. 

서 울大에서의 한국정 치 분야 과목의 담당교수는 학기 에 따라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政治學科의 韓國政治論과 韓國政治맑究는 李正題敎授가， 

韓國政治思、想맑究는 金弘宇敎授가， 韓國政治文化는 安淸市敎授가， 그라 

고 韓國政治特講과 韓國政治學演習은 具範諸敎授가 담당하고 있다. ~t: 

韓의 政治와 社會는 1989년 1學期에 처음 개설되어 미국 하와이大學 政

治學科의 徐大薦敎授가 담당하였다. 

外交學科의 경우에도 韓國政治分野의 담당교수는 학커에 따라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학부과정의 韓半島와 國際政治는 鄭鍾旭敎授가， 南北韓

關係맑究는 이원명강사가， 韓國外交政策論은 朴奉植敎授가 맡고 있고， 

대학원과정의 韓國外交史演習은 童德模敎授가， 韓園外交政策흙究는 河

英善敎授가， 南北韓關係演習은 鄭鍾旭敎授가 담당하고 있다. 

한국정치분야의 수강생윤 정치학과와 외교학과 학생들이 중심이 되야 

있고 他科학생들이 많이 수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北韓의 政治와 社

會만은 1989년 l학기 에 300여 명 이 수강하였다. 

한국정 치 분야의 여 러 과목 중 학부과정 의 韓國政治論과 대 학원과정 의 

韓國政治짧究는 1945년부터 제 4 공화국시대까지의 한국청치를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미 한국청치의 각 시기별로 많은 논쟁이 있었으으로 이를 

중심무로 韓國政治論 강의가 구성되어 있다. 1945년부터 1948년까지의 

한국정 치 는 분단의 外因論， 內因論， 外因 內因복합론， 內因 外因복합본 

의 넷을 중심으로 다룬다. 이 중 어느 것이 옳다고 강의하기 보다는 아 

들 분단원인론이 어떠한 근거에서 나왔는가를 학생들에게 이해시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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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안점을 두고 강의한다. 이와 아울러 남한에서 좌파세력이 어떻게 발 

생， 성장， 몰락했는가의 문제， 그리고 북한에서는우파세력이 어떻게 몰 

락했는가의 문제도 다룬다. 이 시기에 대한 강의에서는 가능한 한 남한 

과 북한 양측의 사회 경제척 조건과 정치적 전개과정을 모두 다루고 남 

한이 북한의 청치에， 북한이 남한의 정치에 어떠한 영향을 마쳤는가도 

다룬다. 

제 1 공화국시대에 대한 강의는 이 시대의 정치의 성격올 밝히고 이 

시대가 그 이후의 갱치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한다. 그 

례고리 헨더슨은 이 시대의 한국정치를 대중사회론에 입각해 설명하고 

있는데 이 강의에서는 이의 문제점도 지적해 둔다. 이 시대의 정치에는 

두 가지 중요한 잇슈가 있다. 첫째는 한국전쟁이고 둘째는 4.19와 李承

뼈政樓의 몰락이다. 이 강의에서는 한국전쟁의 원인에 관한 여러학설을 

고찰하고 4. 19의 성격에 관한 논쟁과 李承願政權 몰락에 관한 여러가지 

해석(軍 압력설， 미국압력설， 이송만자신의 결정 동)도 소개한다. 

제 2 공화국시대는 짧은 기간이지만 중요한 시기이다. 민주정치의 발 

전이 좌철되고 軍이 정치에 개입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대 

한 강의에서는 제 2 공화국 실패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당시 한국 사회 

의 이데올로기적 대립인지， 민주당정권의 분열인지， 일부 군인들의 거 

사 때문인지를 평가해 보고 한국군의 성립과 발전과정과 정치와의 관계 

를 규명한다. 

제 3 공화국시대에 대한 강의는 이 시대의 정치가 제 l 공화국시대의 

정치와 어떠한 점에서 유사하고 어떠한 첨에서 상이한가를 지적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와 아울러 民主共和黨 정부의 훌業化 政策， 韓

日會談， 政策政治 확립시도 둥을 자세히 다룬다. 

제 4 공화국시대는 제 3 공화국과의 연장선 위에서 고찰한다. 이 시대 

를 이해하키 위한 이론롤로서 관료적 권위주의론， 세계체제론， 종속이 

흔， 코포라티즘흔 둥을 소개하고 이러한 이론들이 제 4 공화국시대를 이 

해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고 방해가 되는지를 살펴본다. 이와같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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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위해서는 우리의 정치 경제적 상황이 南美諸國의 상황과 어떠한 

점에서 유사하고 상이한 가에 대한 소개도 펄요하다. 

韓國政治論 강의 는 제 5 공화국이 후의 한국정 치 를 다루지 않A나 민중 

흔과 민중세력의 대두에 관해서만 2， 3시간 정도를 할애해 다룬다. 

이상의 내용을 강의하고도 시간이 남는 경우에는 1948년 이후 오늘에 

이 르기 까지 의 北韓政治를 그 골격 만을 간단하게 소개 하고 南 • 北韓關

係의 변천사도 2시간 정도 강의한다. 

대학원 과정의 韓國政治짧究는 이상 소개한 한국정치의 주요 논쟁과 

잇슈에 대한 대표적 엽적을 학생들에게 읽히고 로론시킴으로써 학생들 

스스로 한국정치의 복장성과 갚이를 이해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서울大 政治學科와 外交學科에 개설되어 있는 韓國政治分野의 과목수 

는 外國大學의 경우와 비교하면 많은 것이 아니지만 적다고 볼 수는 없 

다. 현재 서울大가 당연하고 있는 문제는 개설되어 있는 과목을 모두 

강의할 수 있는 敎授要員이 없다는 데 있다. 韓國政治史나 韓國政治思

想은 학생들이 現代韓國政治를 이해하키 위해서는 반드시 수강해야 될 

과목이나 이 강의는 10여년간 개섣되지 못했다. 대학원과정의 韓國政治

思想짧究도 개섣은 하고 있지만 이 분야를 븐격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못하다. 韓國政治論과 韓國政治따究 강의 역 시 아직 그 폭이 좁고 깊이 

가 얄다고 말할 수 있다. 서 울大 政治學科의 경 우 대 부분의 교수들이 

韓國政治에 대해 연구하고 가르치치만 이 분야만 전문으로 연구하고 있 

지는 않다. 韓國政治분야 담당교수들의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韓國政治論과 韓國政治짧究만 하더 라도 이 강의 는 한국정 치 의 거 시 적 

문제들만 대강 다루고 있을 뿐 한국정치의 다이나믹스를 소상하게 소개 

하지 못하고 있고 또 한국정치의 역사적， 문화적， 사회 경제적， 국제정 

치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지도 뭇하다. 

이 러 한 상황에 서 韓國政治分野외 과목이 앞 o 로 가까운 장래 에 정 치 

학 교과목들 층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외국의 정치이론과 정치를 

이해하는 플로서의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이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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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학에서의 폭 넓고 깊이 있는 강의를 충분히 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발달되어 있다. 

2. 고려大에서의 韓톰政治分野 교과목 현황 

<A> 學 部

고려대학 정치외교학과는 모두 45개의 교과목을 설치하며， 그 가운데 

6개는 전공필수과목이고 나머지 39개는 선택과목으로 되어있다. 분야를 

大別하면 정치이론과 사상， 비교정치， 국제정치， 그리고 한국정치이다. 

전공펼수는 1과목， 선택은 7과목， 모두 8과목이 한국정치에 관한 것이 

다. 백분율로 하면 전체 개설과목의 약 18%에 지나지 않으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다. 과목명은 한국정치과정흔， 한국 

정치사， 한국외교정책， 한국정치사상， 한국정치세미나， 근대한국정치사 

상， 한국외 교사， 북한정 치 폰이 다. 

<ß> 大學院
대학원정치학과의 설치과목수는 모두 80과목이다. 분야는 정치사상， 

비교정치 및 비교정치이론， 국제정치， 한국정치의 넷이다.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6개의 필수과목 가운데 한국정치는 1과 

목이다. 74개의 선택과목 가운데서 한국정치에 관한 것은 정치사상분야 

18과목 가운데 4과목， 비교정치분야 20과목 가운데서는 없고， 국제정치 

분야 18과목 가운데 3과목， 한국정 치 분야 18과목으로서 모두 25과목이 

다. 전체 과목젤치에 대해 한국정치에 관련된 과목의 비율은 약 33%로 

서 상대적으로 높다고 하겠다. 분야별로 과목명과 간단한 내용을 적으 

면 다음과 같다. 

1) 한국청치과정연구. 

2) 한국정치사상-한국의 과거， 현재의 정치사상연구. 

3) 실학의 정치사상-정다산을 중심￡로 한 실학파의 정치사상. 

4) 현대한국정치사상-개화기의 정치사상， 독렵운동가의 정치사상， 

그리고 해방후의 정치사상을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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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교 불교정 치 사상-불교， 도교의 국가관， 이 상국가관등을 개 관하 

고 그 현대적 의미를 고찰함. 

6) 현대한국외교정책연구-해방이후 한국외교정책의 형성과 내용을 

여러학자들의 광법한 연구를 중심 o 로 비교， 분석. 

7) 북한외교정책본-북한외교의 내용과 발전과정을 개관. 

8) 한국과 동북아국제정치 질서 연구-미 • 일 • 중 • 소 4개국의 이해가 

교차하는 동북아지역에 있어서의 국제질서문제를 한국의 업장에서 

연구， 분석. 

9) 한국정치연구서설-한국정치연구를 다각적인 접근방법으로 재검토 

하고 종합적으로 명가하커 위해서 적절한 접근방법을 모색. 

10) 한국정치변동의 동태분석-해방이후 요늘까지의 정치변동의 본질 

을 사회변동 및 근대화과정과의 상호관련속에서 분석. 

11) 한국정치문화와 정치사회화연구-한국의 정치문화 및 정치사회화 

과정에 대한 경험척 조사결과플 중심￡로 주요 특정을 검토. 

12) 현대한국정치사연구-해방이후 한국정치에서 논의된 주요문제를 

역사적 연구방법A로 구체적으로 규명. 

13) 한국정당정치론-정당사회 조명을 통한 한국정당정치의 본질과 

그 다이나믹스의 규명. 

14) 한국정책결정과정흔-행정부를 중심으로 한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사례연구와 바교분석에 역점. 

15) 한국정치경제론-산업화의 본격화에 따른 諸變化의 정치 경제적 

분석. 

16) 한국입법과정연구-한국의 업법과정에 대한 커존연구와 조사결과 

를 재검로하여 한국정치체제속에서의 입법부 역할 규정. 

17) 한국정치발전흔-정치발전이론의 맥락에서 한국정치의 현실과 미 

래전망. 

18) 남북한정치의 비교연구-남북한 정치체제의 비교연구. 

19) 근대한국외교사연구-개화기의 한국대외관계룰 역사적 방법￡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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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0) 한국민의 대외인식연구-근대 100년간 한국인의 국제청치관의 내 

용과 변화에 대한 다각적분석. 

21) 한국정치제도사연구-조선조부터 韓未에 이르는 기간에 제청되었 

던 제도 변천에 관한 연구. 

22) 한국정치기구제도화연구-주자학， 양명학， 실학사상 동 조션조의 

주요정치사상연구. 

23) 한국정치의 특수과제연구-학위논문 주제와 관련된 주제 연구. 

24) 한국대 외 관계 의 특수과제 연구-학위 논문준비 • 

25) 한국정 치 사상의 특수과제 연구.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는 대학원과 학부의 교과목을적은요람의 내용， 

즉 설치과목의 내용과 그에 따라 강의를 하고 있는 내용에는 커다란 차 

이가 있다. 교과목의 설치와 실제 강의의 내용간의 차이는 비단 고려대 

학만의 문제 라기 보다는 다른 대 학들의 경 우도 대 동소이 하다고 생 각된다. 

그러연 고려대학의 경우， 실제로 누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내 

용을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는 학부와 대학원을 구분할 펼요 

가 없다. 그 까닭은 학부는 강사가 교재중심으로 강의를 주로 하고 있 

고， 대학원은 학생들이 교채나 자료를 읽고 발표하고 토론하며 강사의 

논평을 듣는 세미나형식S로 진행되는 방법상의 차이가 크며， 다루는 

내용이나 교재에 있어서는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 

(1) 한국정 치 과정 흔(학부전공 필수과목-한배 호 교수)-主敎材 : 한배 

호 著 〔한국의 정치 J (박영사， 1984). 강의내용은 주로 책의 내용의 순 

서에 따라 진행된다. 먼저 한국정치를 보는 중요한 시각을 제시하는데， 

여기에서는 박문옥 〔한국청부흔J ， 이한번 〔사회변동과 행정 J ， Gregory 

Henderson[Korea: The Politics of the VortexJ와 같은 한국정 치 학 연구 

에 크게 공헌한 저작들의 접근방법과 중심개념을 근거의 틀로 제시하고 

설명한다. 이어서 한국의 정치변화를 보는 패턴으로서 저자 자신이 개 

념화 한 체제유형올 제시한다. 두번째로는 한국청치문화의 내용올 청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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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권위구조의 측면에서 분석한다. 결국 전통사회는 중앙집권화된 관료 

적 유교문화와 일제식민통치하의 합리적 관료주의가 결합한 관료국가의 

전통을 남긴다. 이러한 정치문화는 현대 한국의 정치문화와 정치체제를 

권위주의적인 것으로 만들게 하였다. 곁들여 한국의 정치실리의 정치정 

향을 토론한다. 세번째는 정치과정의 諸측면들을， 엘리트의 충원구조， 

정부정책의 결정과정， 입법부의 입법과정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해방이 

후 현재까지 정치엘리트는 어떻게 충원되었고， 그들의 특성은 어떠한 

가 ; 정부의 행정관료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정책결정의 유형은 어떻게 

성격지울 수 있나 ; 한국의 정당정치， 정치변화， 입법부의 기능， 구조， 

입법과정의 특성， 정치체제의 구조에 있어 투입기능을 갖는의회와산출 

키능을 갖는 행정부간의 관계는 어떤것인가의 문제를 판뱀위하게 다룬다. 

네번째로는 정치발전의 문제를 다룬다. 여기에서는 근대화에 대한 이 

본적 접근， 한국정치발전과정에서의 갈등과 정치체제의 변화， 전통문화 

적요소와 현대적인 정향간의 접합임 문제， 정치체제의 권위주의로의 퇴 

행과 그 원인， 또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의 진보와 발전 등을 광뱀위 

하게 다룬다. 마지막 다섯번째에서는 한국정치의 가장 중대한 문제점을 

을 주로 문제별로 토론한다. 여커에서는 자유와 질서와의 관계， 민족주 

의와 근대화의 문제， 다원적 사회질서와 민족통일의 관계등을 분석하고 

설명한다. 

결국 한국의 정치체제， 정치문화， 정치과정， 정책결정과 선거， 정치 

지도자 및 정당， 정치발전 둥 거의 모든 주제를 가장 채계적으로 다룬 

대표적인 강의라고 할 수 있다. 

(2) 한국외교정책(학부 전공선택-이호재 교수)-主敎材 : 이호재 著，

〔한국 외교정책의 이상과 현실J(법운사， 개정증보판， 1986). 주로 해방 

이후 8년간의 한국외교를 이송만의 대미외교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첫 

번째 강의의 내용은 해방직후부터 한국전쟁과 전쟁이후의 전후질서가 확 

립되는 키간， 한국의 분단에 있어 핵섬적으로 중요한 시키를 어떻게 볼 

것 인가 하는 논리 , 이 론무로부터 시 작한다. 여 기 에 서 는 Morton Ka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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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델을 중심 으로 하고， Hans Morgenthau의 세 력 균형 론을 가마 하여 

李敎授자신의 약소국중심의 지역적 노후제정치체제모형을 발전시켜 소 

개한다. 

두번째는 이론부분 다음으로 미소양극화체제가 한반도에서 어떻게 축 

소， 재현 될 수 있었는가 하는 부분으로서 시치적으로는 해방직후부터 

남북한에 각각 독자적인 정부가 들어서는 과정을 다룬다. 맨저 국내적 

조건으로서 좌우익정치세력이 서로 타협하지 뭇하고 어떻게 분열되어 

나갔는가를 각 중요정치세력을의 행태를 따라 설명하고， 극좌， 극우의 

자세를 합리적인 중간파(그것이 있을 수 있다는 준거의 기준으로서)의 

관점에서 토론한다. 다음에는 신탁통치안과 미소공동위원회의 협상이 

어떻게， 왜 실패하였는가를 설명한다. 이어서 이송만 대통령이 국토분 

단을 막을 어떤 합리적인 대안들이 없었을까를 제시한다‘ 남한의 권력 

자에게 분단을 막을 것을 기대할 수 없을 때 다음에 남는 대안은 남한 

내의 좌우합작운동과 중간파의 노력， 그리고 남북협상에 기대할 수 밖 

에 없게 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이런 모든것이 실패로 돌아 갔을 때 결 

과는 남북한에 각각 분단정권이 들어서는 일이다. 

세번째 부분은 주로 한국전쟁의 원인과 이 전쟁의 결과로 양극화체제 

가 한반도에서 국토분단의 형태로 고착화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먼저 

이송만 대통령이 어떻게 대미외교에 실왜하게 되는가의 과정을 그린다. 

이어셔， 이번에는 미국이 왜 對韓政策을 잘못 다루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룬다. 양측에서의 실패의 결과는 한국전쟁으로 귀결된다. 전쟁의 과 

정은 간략히 다루고 휴전회담과정에 춧점올 맞추어， 한미군사방위조약 

이 체결되어 남북이 각각 미소양측체제내로 펀입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한국외교정책과목은 과목명처럼 단순히 해방후 시기의 외교정책에 관 

한 과목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당시의 국제정치， 국내정치세력의 성격， 

전쟁， 분단， 한미관계， 통일가능성에 대한 끊임없는 가상적인 준커의 

제시를 통해 우리나라의 운명을 결정지은 역사적인 시기에 대한 폭넓은 

안목을 가질수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154 연구논운 

(3) 한국청치사(학부 전공션돼-김용기 교수)-교재는 특별한 것을 사 

용하지 않고 학생 들올 몇 개 의 小그룹￡로 나누어 발표시 키 고 교수가 논 

평하고 지도하는 형식S로 진행한다. 各 그룹이 공동연구를통해 발표할 

주제는 먼저 교수가 학생틀에게 과제형식으로 준다. 이 과목은 사실상 

한국정당사라고 이름붙일 만큼 해방직후부터의 정당의 역사를 주로 인물 

중심， 리더쉽의 성격， 당 간부의 사회적 배경 둥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 

한다. 나아가 정치와 정권에 큰 영향을 미쳤던 사건과 잇슈를 가려뽑아 

발표와 동흔과 설명을 곁들이는 강의이다. 학부수준에서 세미나식의 강 

의는 학생들 스스로가 교수의 강의를 수동적으로 듣는 형식을 벗어나 

능동적 ￡로 공부하고， 생 각하고， 동흔하는 방법 a로서 학생 들에 게 많은 

효과를 미쳐왔다. 

(4) 한국정치사상(학부 전공선택-한송조 교수)-主敎材 : 한송조， c한 

국의 정치사상J(일념출판사， 1989). 이 책이 강의외 교채라기보다는 그 

동안 韓敎授가 한국정치사상을 수년동안 강의해 온 내용을 모은 결실이 

라고 할 수 있다. 다행히 이 책의 출간으로 보다 체계적인 강의내용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강의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첫번 

째는 한국정치사상을 역사적 전개과청을 따라 설명하는 부분이다. 먼저 

한국정치사상의 법위， 내용， 방법을 다푼다. 4천년 모든 精神史를 대상 

으로 하기 때문에 여 기 에 는 樓君神仙思想， 佛敎圖識思、想， 關敎션는理學思 

想， 改新關學-寶學思想， 新興民族宗敎思想， 獨立運動思想， 解放後韓國

政治思想등， 거의 모든사상을총망라하고있다. 전통사회에서는종교， 

철학， 정치， 경제사상이 미분화된 상태에 있었으묘로 어디서 어디까지 

가 정치사상이고 非정치사상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과거의 

사상가운데서 정치나 통치에 결부되고 그에 영향을미쳤을것A로인정， 

또는 추측되는 사상을 가려 뽑아 당시의 정치사상을 재구성， 재해석하 

는 내용으로 강의한다. 보통 조선조의 유학이나 불교같은 것은 哲學科

둥에서도 다루는 주제로 많이 접할 수 있는 내용이겠￡나 韓敎授의 이 

강의는 그 폭과 내용 범위에 있어 비교할 수 없이 광범위하고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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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들이라 극히 회귀한 강좌라고 하겠다. 또 韓敎授는 思想史의 방법흔 

을 자기자신의 주체척 민족사관의 정렵으로 규정하고， 지금까지의 다양 

한 思想史 방법폰을 소개한다. 식민사관， 민족사관， 실증사관 둥이 그 

것이다. 그리고 그 위에 韓敎授자신의 민주적， 개방척， 국제협조적， 미 

래지향적 민족사관이 제시된다. 

두번째 부분은 전통정치사상에 대한 현재적 주석을 중심￡로 한 첫번 

째부분과는 달리 여기에서는 현재의 청치이념을 다룬다. 첫번쩨 주제는 

역시 한국민족주의와 민주주의이념의 사상적 연원과 내용을 설명한다. 

다음에는 한국민주주의의 국가론적 기초라는 주제를 통해 서 양의 고대 

의 고전적 국가관에서부터 동양사내의 국가관， 한국의 전통사상에 나타 

난 국가관을 포함하여 현대 마르크시즘의 국가관， 다원주의적 국가관， 

유기 체적 국가관， 조합주의 적 국가관 등 다양한 국가관이 총망라되 어 

설명된다. 다음의 주제는 한국자본주의의 사상적 기초가 된 한국자본주 

의를 추동시키는 제반 사상들을 추출하여 경제관， 복지관 또는 철학을 

토의 한다. 다음은 현대 급진사상을 다루는데 , 이 는 우리 나라에 서 수용된 

급진사상， 민족해방투쟁， 계급투쟁， 평화투쟁 둥에 관한 비판적 검로를 

내용￡로 한다. 

마지막￡로 평화통일의 철학을 남북이데올로키 대립이 첨예한 오늘의 

시정에서 남북화해의 철학에 대한 강조는 의미갚은 내용이라 된다. 

3. 연셰大에서의 웰톨政治分野 교과목 현황 

어느 대학에서든 自國의 정치현상을 학생들에게 이해시키고 이와 관 

련해서 청치현상에 대한 연구를 행하는 것이 교육활동의 주요한 목표가 

되고 있다. 더욱이 정치현상은 특수한 문화적 가치들을 내포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연구나 교육은 대학과 같은 최고 수준의 교 

육기관에서는 필수적S로 행해져야 할 기본요건￡로 간주되고 있다. 

일반적A로 국가마다 교과내용은 다르다 할지라도 自國의 청치론에 

대한 강의는 대체로 두가지 목척을 가지고 행해지고 있다. 하나는 自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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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치현상에 대한 순수한 학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고， 또 다흔 

하나는 自國民의 시민적 자정을 고양시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도 예외일 수 없다. 비록 한국에서 대학교육의 역사가 다 

른 서구사회에 비해 짧다 할치라도 한국갱치에 대한 연구와 강의는 대 

학 자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의 중요한 관심영역이 되어왔다. 

그러나 대학에 따라 한국정치에 대한 강의과목 설정이나 강의내용 등 

은 각기 상이하다. 여기서는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와 

동 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에서 개설된 과목을을 중심으로 한국대학에 

서의 한국정치론 강의에 대한 실태를 표 I 과 표 n 에서 나타난 바에 의 

거해서 살펴 보고자 한다. 

학부의 경우 연세대 정치외교학과에서 개설되는 과목의 총 數는 교양，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을 포함하여 68개 에 달하고 있다. 그 중 한국정 치 

와 연관된 개설 교과목의 수는 7개과목으로 전체과목 數의 10%를 점유 

하고 있다. 한국정치와 관련되어 개설된 과옥중에는 “한국정치흔” “한 

국정치사” “한국외교사” “한국외교정책” “한국청치사상” “한국민족주의 

폰”과 “동양외 교사” 둥이 포함된다. 

l학년에는 “한국정치론”이 그리고 2학년에는 “한국청치사”가 각각 전 

공 필수로 개설되고 있으며， 3학년에서는 “한국외교사”가전공필수로그 

리고 “한국외교정책”과 “동양외교사”가 전공선택으로 개설되고 있다. 

그리고 4학년에셔는 “한국정치사상”과 “한국민족주의론” 두 과목이 전 

공선택으로 개설되고 있다. 

교과목의 내용들을 분류해 보연 학부의 경우는 일반이론의 분야가한 

과목이고， 역사분야가 두 과목， 사상 및 이념 분야가 두 과목， 그리고 

외교 및 국제관계분야가 두 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음올 알 수 있다. 반 

연 연세대 정치외교학과의 경우 한국정치제도나 과정에 대한 별도의 교 

과목은 개설되지 않고 있다. 

대학원의 경우 정치학과에서 개설되는 한국정치본의 과목수는 17개로 

전체개설과목수 64개에 비해 25%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학부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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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파정벌 수강 과목 

구분내 용 | 세 부 과 목 | 과목수 

학 부 | 한국갱치흔， 한국정치사， 한국외교사， 한국외교정책 'i 7과옥 
| 동양외교사， 한국정치사상， 한국민족주의흔 j 

한국청당과 압력단체， 한국의 의회와 선거， 한국통일운 

1 제 연구， 한국정 치 변동 사례 연구， 1940년대 의 한국민족 

주의 연구， 한국정치특수문제연구， 현대 한국외교정책과 

대 학 원 과제， 한국외교사 특강， 근대 한국정치문제 세미나， 한 17과목 

국정치발전 세미나， 한국정치과정 세미나， 통아시아국제 

} 관계， 한국전통정치사상， 한국 근대화 정치사상， 한국 j 

j 독렵운동연구， 근대화 청치이론， 한국외교갱책 세미나 1 

1총 : 24과목 

표 1I • 과목전체의 내용별 분포도 

내 용분류 |일반이 론1 역 사 | 사상 { 제 도 j 과청 | 외 교 j 갱 책 1 기 다 { 총 계 

학 부 1 25/*1 1 6써 6써 1 1 2 I 9/ *2 1 118 68/*7 

대 학 원 냄엎 2/씩 13/*41 3 1 7/*6: 쩌i 1 112/*11 64/*17 

총 계 1 44/*21 8/써 19/*61 4 1 9/*6 , 16/*6[ 2 I 30써 132/*24 

우와 비교해 볼 때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정치 

분야는 석사 및 박사과정에서 종합시험을 치는 경우 4개의 주요분야들 

(정치이본 및 사상， 한국정치， 비교정치， 국제정치) 중 하나로서 그 비 

중이 비교적 높게 설정된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개설된 교과목들을내용별로구분 

해 보면 한국정치의 역사분야가 2과목이고 사상 및 이념분야가 4과목， 

과정분야가 6개과목， 외교 및 국제관계분야가 3과목， 그리고 커타가 1 

개 과목 등이다. 한국정치의 과정분야에는 한국정치의 변동이나 근대화 

및 정치발전에 관련되는 과목들과 동시에 정당과 의회 및 선거에 관한 

과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의 공식적인 정치제도에 관련된 교과목들 

은 “의회와 션거”나 “외교정책과 제도” 등으로 부분적으로 개설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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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알 수 있다. 대학원 수준에서 개설펀 한국청치흔의 교과목에는 역 

사분야가 적은 반면 현대한국정치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청치과정 ()l 나 

변동에 관련된 교과목들이 다수를 갱유하고 있다. 

이들 교과목 중 학부에 개설되어 있는 한국청치흔(1학년)에서의 주요 

강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정치의 접근방법과 비교청치이흔 

(2) 한국정치의 환경과 변천 

(3) 한국정치문화와 정치사회화 

(4) 한국인의 정치참여와 투표행태 

(5) 이익표출과 이익칩단 

(6) 이익통합과 정당 

(7) 정 치 자금의 諸문제 

(8) 의회의 충원과 업법과정 

(9) 관료와 행정과청 

한펀 이 강의를 위해 주로 사용된 교재로서는 김운태 外， “한국정치 

론"(1985) ， 윤천주， “한국정치체계’'(1979) ， 윤태렴， “의식구조장으로 

본 한국인“(1974) ， 한국정치학회펀， “현대한국정치론"(1986) ， “현대한 

국청치와 국가"(1987) 퉁이 포함되고 있다. 

이 강의는 청치외교학과 1학년 학생들에게 개설된 것으로 한국정치의 

일반적인 현상을 이해시키는데 주된 목척을 두고 있다. 강의내용은 대 

체로 비교정치분석의 맥락에서 한국갱치현상을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A며 특히 G. Almond의 정치체계모렐에 따른 한국정치현상의 분석 

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정치사"(2학년) 그리고 “한국민족주의론"(4학년)의 강의계획표 

와 사용된 교과서 들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정 치 사”의 경 

우 주요 강의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1) 한국청치사의 연구와 타당성과 인식의 기본방향 

(2) 근세 조선의 체제구축과 전통체제로서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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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세 조션체제의 안정과 변화의 諸요인 및 전개양상 

(4) 근세 조션후기 근대체제에로의 전환척 상황과 정치적 동태 

(5) 근세 조선의 근대민족국가지향의 변동과 그 한계 

(6) 일제의 식먼지지배와 펌民族국가체제에의 회복운동 

(7) 항일 민족운동과 근대 민족국가수립 방향의 정 렵 

이 교과목의 강의내용은 우선 근세조선후기에들어서부터 한국청치체 

제의 성격과 변화양상을 규명하고 나아가 조션후기에 들어서 자체척인 

근대민족국가의 형성을 위한 전개과정에 보다 많은 비중올 두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좌우익의 항일운동을 분석함으로써 현대한국청치현상(분단〉 

을 조명해 보는데 필요한 知的기반을 제공하려는의도를내포하고있다. 

이 강의에서 주로 사용된 교재들은 김운태， “조선왕조행정사 : 근세 

면”， 김흥식 “조선시대 봉건사회의 기본구조" 한국사연구회， “한국근 

대사회와 제국주의" 강재언， “한국근대사연구”， 박경식， “일본제국주 

의의 조선지배” 등의 단행본과 그밖의 많은 연구논문들을 포함하고 있 

다. 대체로 사용된 교재들은 정치사적 측면에서라기보다는 역사적 측연 

에서 서슬된 단행본과 논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4학년과정에 개설된 “한국 민족주의론” 강의에 있어서는 두가 

지 내용이 구분되어 있다. 하나는 일방적인 강의를 위한 내용이며， 다 

른 하나는 로의하기 위한 주제별 항목의 설정이다. 

먼저 강의내용으로서 (1) 민족주의 연구동향 (2) 민족주의의 역사적 

개념 (3) 한국 민족주의의 생성과정 (4) 항일 민족해방투쟁과 민족주의 

(5) 민족분단과 민족주의의 새로운 도전 퉁이 제시되고 있￡며， 로론 주 

제로서는 (1) 한국 민족주의의 정치사상 (2) 민족의 해방과 자주성문짜 

(3) 한국 민족주의의 이데올로기척 단연 (4) 정치적 이데올로기로서의 

한국 민족주의 (5) 한국 민족주의의 과제 (6) 한국 민족주의의 본질 퉁 

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강의를 위한 교재 및 참고운헌A로서는 “민족의식 

의 탐구"(정신문화연구원， 1985) , “한국 민족주의의 이념과 실태"(까치， 

1978), “한국 민족주의론"(창작과 비평사， 1982) 둥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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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의는 내용상 (1) 조선조 후기에서의 한국 민족의식의 전개 (2) 

항일 독립운동과 한국 민족주의의 형성 (3) 남북한 분단과 한국 민족주 

의의 새로운 과제 등 세부분으로 크게 구분되어 한국 민족주의의 역사 

와 실천목표를 함께 규명하는데 그 특정을 두고 있다. 

연세대학교의 학부 및 대학원에서 가르치고 있는 “한국청치론”과 관 

련된 교과목들을 분야별로 구분해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료 :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1988~1989 ， 1988년 간행， 그리고 연세 

대 학교 대 학원 요람 1988~1989， 1988년 간행 을 참조하여 작성 한 것 임 .) 

1) 일반이본(개요 및 방법흔) 

한국정치폰(학부) 

1945년 이후 오늘에 이르는 한국정치를 정치문화， 정치사회화， 선거 

제도， 투표행태， 이익집단， 정당， 의회， 정부와 정책결정， 관료와 정책 

집행， 국제환경 등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분석， 이해한다. 

근대화 정치이론(대학원) 

근대화이론에 대한 종합적인 정리분석을 통하여 한국의 근대화를 위 

한 이폰정립을 모색한다. 따라서 근대화론의 여러 경향， 이데올로기적 

배경， 단계와 유형증후군 등의 일반 이론을 바탕우로 하되 근대화위기 

와 극복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분석을 위한 사례연구를 한국의 

근대 화블 통해 지 도한다. 

2) 역 사 

한국정치사(학부) 

전통사회로부터 근대화 이행기와 식민통치기를 거쳐 해방에 이르기까 

지의 한국정치의 역사척 발전과정을 정치적 동태성과 사상을 중섬으로 

분석， 이해한다. 

동양외교사(학부) 

한 • 중 • 일 3국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동양사회의 특성과 開國 외교 

에 나타난 각국의 특성들을 비교， 분석하고 세계대전에서 연유된 동양 

사회의 새로운 국제질서를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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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교사 특강(대학원) 

근대 개국이래의 한국외교사에서 몇가지 중요한 문제첨을 기본적 자 

료에 의거하여 취급한다. 

근대 한국정 치 문제 세미 나(대 학원) 

한국 근대사의 전개과정에서 표출된 정치현상을 근대화의 시각에서 

문제중심3로 청리하여 한국정치의 역사적 경로와 그 발전단계를 이해 

하고 정치현실의 역사적 위상올 규명한다. 

3) 사 상 

한국 정치사상(학부) 

조선조 통치체제하의 유학적 정치사상의 정립과 전개과정 및 근대 국 

제사회에서의 전통과 근대간의 마찰， 수용을 중심으로 한국 정치사상의 

전통과 특성을 분석， 이해한다. 

한국 민족주의론(학부) 

역사적A로 한국 민족주의의 사상적 계보형성과 통합화과정을 밝히고 

일제하와 해방후의 한국 민족주의의 실상과 허상을 분석하여 그 현실적 

과제와 방향을 모색한다. 

한국 전통 정치사상(대학원) 

조선 왕조시 대 정 치 사상의 본질파악을 목표로 하여 특히 근세 학자들 

이 전개한이론과제도에 대한주장을韓·中관계상의 제약적 측면에 

서 파악하고 분석한다. 

한국 근대화 정치사상(대학원) 

原을典 중심으로 하여， 1960년대 이후 국제사회와의 접촉개시와 개방 

체제에로의 전환과정에서 형상화된 전통사상과 근대사상을 역사척 상황 

과 결부시켜 이해함￡로써 현대 한국 정치사상의 방향설정을 시도한다. 

한국 독랩 운동 연구(대 학원)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정책내지 대륙정책과 관 

련되는 국제정세의 변화를 분석하고 저간에 있어서 전개한 한국 민족독 

렵운동의 민족사적 의의를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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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년대의 한국 민족주의연구(대학원) 

4) 제 도 

제도론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부재함 

5) 과 정 

한국 정당과 압력단체(대학원) 

한국 의회와 선거(대학원) 

한국 통일문제 연구(대 학원) 

한국 정 치 변동 사례 연구(대 학원) 

한국 정치발전 세마나(대학원) 

1945년 이후의 한국정치를 범위로 하되 비교정치학적 접근방법에 약‘ 

거， 한국정치발전에 춧점을 맞추면서 현실 정치의 이해와 방향설정에 

역점을 두어 연구한다. 

한국 정치과정 세미나(대학원) 

정치발전에 관한 여러 이론을 검토하고 신생국의 정치발전 과정을 검 

로함a로써 각종 이론과 실제와의 관계를 검로한 다음 한국 청치발전의 

이본 정랩을 추구한다. 

6) 외 교 

한국외교사(학부) 

구한말 동양제국 사회에 있어서의 한국의 위치와 동서양 접촉에서 기 

인된 전통질서와 근대질서간의 충돌， 그리고 韓· 日 병자수호조약에서 

비롯된 외세의 침략과 자주외교 전개과정간의 관계흘 분석， 이해한다. 

한국 외교정책(학부) 

역사적 이론적 접근방법에 의해 정부수령 후의 한국 외교정책을 분석 

하고 문제 영역별 분석과 지역별 분석을 통해 한국의 외교정책을 폭 넓 

게 이해한다. 

현대 한국 외교정책과 제도(대학원) 

동아시아 국제관계(대학원) 

2차 대전후 동아시아 諸國의 국제관계를 통제하는 정치， 경제， 사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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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요인을 종합척으로 분석하고， 특히 대만， 중국， 남북한， 일본의 對

外政策의 본절과 배경， 미 • 소를 중심으로 한 강대국의 對 아시 아 정책 

의 모형을 비교， 연구한다. 

한국 외교청책 세미나(대학원) 

국내 정치적 요인과 국제 환경의 변천에 따라 변화되어 온 한국의 대 

외정책을 고찰한다. 특히 평화통일을 위한 냥북협상이라는 새로운 국면 

에 대웅하기 위해 형성되어야 할 새로운 한국외교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諸변수를 분석한다. 

7) 정 책 

정책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부재함 

8) 기 다 

한국정치 특수문제 연구(대학원) 

4. 경효1*에서의 월톨政治分野 교과목 현황 

1989년 

1) 학 부 

1학년 전공교양:정치학원론1. n. 정치학 고전특강， 한국정치외교사 
2학년 전공펼수 : 서 양정 치 사상사 1 , 비 교정 치 론， 정 치 사， 국제 정 치 론 

북한정치본 

전공선택 : 정당론， 외교사 1 , 미국정치론， 정책론 

3학년 전공필수 : 정치학방법흔， 동양정치사상사， 현대정치이론 

전공선택 : 정치발전론， 국제정치경제학， 일본정치론， 여론과 

선전， 歐洲정치론， 국제조직론， 정치과정론， 외교사 

n, 중동정치론 

4학년 전공필수 : 외교청책론， 한국정치론 

전공선택 : 한국 정치사상， 동북아 국제관계， 소련정치론 

2) 대학원 

석·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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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이폰， 국제정치경제이폰， 비교외교정책롭， 강대국외교정책 

흔， 제 3 세계외교정책， 공산권연구， 歐洲외교사특수연구， 국제기구비교 

연구， 국제정치와 군사전략， 비교정치방법흔， 미국정치체계론， 정치과 

정론， 한국정치론， 남북한 비교연구， 한국비교정책론， 한국정치사상， 

Platon과 Aristoteles의 정 치 철 학， 중세 서 구정 치 철 학， 근대 사회 계 약폰， 

Hobbes-Kant, 19세 기 서 구정 치 사상， 마르크스와 마르크스주의 , 실 존주 

의 정치철학， 유학과 정치사상， 사회심리학과 사회분석， 이데올로기본， 

현대정치이론， 현대정치방법흔， 계량분석， 정책학， 동양외교사 

〈한국정치관계 교과목 내용〉 

1) 학 부 

한국 정치외교사 

開國을 전후한 시기에 있어서의 舊한말의 諸정치척 사실과 정치권력 

의 변천과정， 이 시기의 조선을 圍燒한 열강의 각축， 청， 일의 조선지 

배 경쟁， 일본의 조선병합 등， 이 全過程을 정치 • 외교사적 측면에서 

구명한다. 

한국정치론 

1945년 이후 한국정치의 변천과정을 고찰하고， 공산주의의 도전， 양 

태， 그리고 이와의 접촉관계배경을 규영하는데 중점을 둔다. 

한국 정치사상사 

조선조에 있어서의 근세철학사상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變容해 갔는가 

하는 것과 근세철학사상의 이와같은 역사적 變容과 관련하여 開國후에 

있어서의 개화파의 사상이 어떻게 전개되어 갔는가블 구명한다. 

한국 외교정책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정과 한반도 분단의 역사적 배경 및 對美外交의 

전개과정을 파악한다. 그리고 한국 외교정책의 특질을 분석하는데 중점 

을둔다. 

동북아 국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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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고 유동적인 현대 동북아시아 안전보장운제의 諸像을 여러가지 

시각에서 분석한다.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환경에 중점을 둔다. 

동양 청치사상사 

중국， 일본， 한국， 인도 등을 중심으로 전개된 동양인외 전통적인 정 

치적 인식양식과 이념을 밝히고， 현대화과정에서 겪게 되는 사상적 變

容을 이해한다. 

2) 대학원 

한국정치론 

조선조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정치제도， 정치문화， 政黨을 고 

찰하고 정치발전의 문제를 제시한다. 

한국 정치사상 

조선에 있어서의 근세철학사상이 역사적A로 어떻게 전개되어 갔는가 

하는 것과 근세철학사상이 이와같은 역사적 變容과 관련하여 어떻게 전 

개 되 어 갔는가를 究明한다. 

남북한 비교연구 

남북한의 정치와 문화， 정치조직을 한국전쟁 전후플 중심으로 살펴 

본다. 

한국 외교사연구 

韓 • 日수호조약 체결을 전후한 朝 • 淸 • 日 관계에서 시 작하여 일본이 

조선을 병합하기까지의 약 40년동안 전개된 조선의 지배권 쟁탈전의 實

相과 송리한 일본이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벙합까지 이르는 외교교 

표 1. 경획대학교 정치학과 교과목의 내용벌 붙포도 

한국정 치 비 교청 치 

I~I정치사상! 정치사 1국제갱치 17-}~;기「 비 융 1 7-}~'ll ;;.11 'll ;;.1 이본 

학 부 | 4 1 11. 4%1 4 I 3 1 5 I 8 I 11 

대 학 원 l 4 I 10.8%1 9 1 I 8 I 6 I다 
* 총 개 설 강좌수 { 학 부 : 35강좌 

( 대학왼 : 37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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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사를 究明한다. 

동양정치사상 

중국의 춘추전국시대의 제자백가들에 의하여 전개된 정치사상의 진수 

를 이흔적으로 究明함￡로써 동양의 전통적 정치인식의 樣式과 이념을 

파악하는데 본 강좌의 목적을 둔다. 

〈교과과정 편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민주화에 대한 열망의 분출로 우리나라는 현재 급격한 전환기를 맞이 

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현재 교과과 

정으로서는 오늘날 우리의 갈등과 모순을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부족한 

점이 많다. 그러으로 민주화시대를 대처하기 위해셔 새로운 한국정치론 

교과 모형개발의 펼요성을 느끼게 된다. 현재의 교과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知的 펀향성 문제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학문적 영향으로 행태주의적 영향하에 구조기능주의적 시각에서 짜여진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예컨대 청치학개론， 신생국정치론， 비교청 

치론， 국제정치론， 정당론， 미국정치론， 정책론 둥을 들 수 있다. 미국 

에서도 퇴색하고 있는 구조기능주의 패러다엄이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존재하고 있으며 한국정치론과목은 아직도 소외를 받고 있다. 

둘째， 경희대학교 政外科의 경우， 개설된 과목은 35개 과목이 되나실 

제로 학생들은 전공교양과목 18학점， 전공필수선택 63"-'78학캠， 교양과 

목 20학점， 일반선돼 14학점을 취득하면 졸업하게 된다. 따라서 실제로 

청치학과목은 81"-'96학캠을 취득하게 된다. 이 중에서 펼수와 선택을 합 

한 한국정 치 론 분야는 학부과정 에 12학첨 4개 과목(한국정 치 외 교사， 한국 

청치론， 한국 정치사상， 한국 외교정책)이 개설되어 있으며 이는 전체과 

목의 11. 4%에 해당된다. 한국 정치사상은 이번 2학기에 처음으로 개설 

되었다. 대학원에는 한국정치흔 분야가 37과목중에 4개과목(한국정치론， 

남북한 비교연구， 한국 정치사상， 한국 외교정책론)이 개설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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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서 한국정치흔은 필수과목이며 다른과목은 선돼이고 한국정치사 

상은 아직 개설되어 있지 않다. 한국정치분야가대학원 전체과목의 10.8 

%라고 하지만 한국 정치사상은 배우지 않고 있으며 남북한 비교연구와 

한국 외교정책론은 선택이으로 실제 비율은 많이 떨어진다. 

셋째， 김점곤 교수가 담당하고 있는 학부에서의 한국정치론 강의내용 

은 남로당의 지하폭력전략을 한국전쟁의 원인과 결부하여 규명하고 있 

는 것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며， 그 부족한 점을 민준기 교수가 정치발 

전론과 갱당론 시간에 한국정치문제를 다품A로써 보충해 주고 있다. 따 

라서 개설되어 있는 한국정치관련 과목의 수도 적지만 내용도 충실하지 

못하다. 

5. 서강*메서의 轉톰政治分野 교과목 혐활 

a) 개 관 

서강대학교의 한국청치론강의 역사는 매우 일천하다. 정치외교학과가 

서강대학에 절치된 것이 1973년도이며， 대학원 석사과정은 1978년부터， 

그리 고 박사과정 은 1984년부터 시 작되 었다. 한국정 치 론 강의 가 개 설되 

기 시작한 것도 1984년부터이며， 1984년부터 1988년까치는 한국청치론 

1과목만이 1년에 1학기씩 개설되어 왔다. 그러나 1988년 2학기부터는 

한국정치론 과목자체를 한국청치사， 한국 청치체제론， 한국 청치과정 

론， 한국 정치이념논쟁사， 한국정치경제촌 동으로 세분화하여 매학기마 

다 2과목 이상 개설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세분된 과목가운데서도 

강의는 한국정치체제론과 한국정치과정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b) 목 표 

서강대의 한국청치론 강의는 정치적 분석과 평가의 개념적 훈련을 통 

하여 학생들에게 한국정치체제의 특성을 보다 분명히 인식시키는 학문 

적 목표와 동시에 시민으로서의 학생들이 정치의 場에서 자신들이 추구 

하는 바롤 효과적￡로 달성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현실적인 목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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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고 있다. 이와같은 학문적 목표와 현실적 목표는 한국정치사의 새 

로운 인식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제도와 이념의 비판적 검토를 요구한다. 

뿐만 아니라 이와같은 목표의 동시적 추구를 위해서는 기존 정치학의 

방법흔에 의한 한국정치현상의 분석으로부터 탈피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의미에서의 한국청치론 강의는 자연히 이데올로 

기적인 색채블 문제삼지 않을 수 없게 펀다. 모든 한국정치론 강의가 

그렇듯이 엄밀한 의미에서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교육은 불가능하 

다. 왜냐하연 가장 중립적인 강의라 할지라도 교육자의 개념적 틀 속에 

서 사실들이 선별되고 해석되기 때문이다. 교육자의 가청과 선호가 모 

든 교육과정에서 피교육자들에게 진실로 제시되게 되는 것이다. 이 때 

문에 한국정치론의 교육자는 비록 펀견이 있더라도 知的인 자질과 엄정 

성을 희생시킴이 없이 비판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물론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고자 하는 그와같은 비판척 입장이 지 

나치게 지엽척이거나 이데올로기적일 수는 없다. 다만 한국인들의 일반 

적이고 상식척인 가치체계의 필수적 요소들을 대변하고 있을 때 그와같 

은 입장은 정치권력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 그 권력은 어떻게，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행사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입장의 한국정치교육은 독립적이고 사고력을 갖 

춘 지성인을 걸러낼 수 있을 것인가? 독렵적인 사고력을 갖춘 치성인 

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정책이나 정치체제에 대하여 가치판단을 할 수 있 

는 능력의 소지자가 됨올 의미한다. 한국 정치현상의 유동성을 감안한다 

연， 가치선택과 행동의 문제는 현재의 자신이 지니고 있는 가치와 선호 

를 분명히 제시하여， 한국정치의 현재와 미래의 방향에 대하여 올바른 

질문올 제시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르써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가치체 

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구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강대의 경우， 한국정치교육의 상당부분은 이와같 

은 문제들을 체계적오로 제치한 후， 그러한 의문의 정치적 의미를 탐구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서강대의 한국청치론 강의는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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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erican Government" <>11 서 흔히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시민교육은 아 

니다. 되풀이 되지만， 한국청치흔 강의의 목척은 한국 정치현실의 의문 

들을 제기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한국정치체제의 보다 올바른 이해를 도 

와주는데 있다. 현실청치에서 무엇이 일어나며 왜 일어나는가를 이해 

하고자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판단하여 행동하려는 데 있다. 결 

론적으로 말하면 카폴릭 예수회의 보다 정의롭고 나은 사회의 건설을 

위한 이해와 판단과 행동의 방볍올 모색하는 것이 서강대 한국정치교육 

의 궁극적 목표가 될 것이다. 

c) 강의내용 

우선 서강대 청치외교학과에 개설되어 있는 한국정치관계 과목들을 

소개 하면 다음과 같다. (총 19과목) 

한국정치론 

한국정치사 

한국 정치사상사 

한국 정치체제론 

한국 청치과정론 

현대 한국정치사 

한국정당흔 

현대 한국정치의 분석 

한국 정치사회학 

한국 청치이념 논쟁사 

한국군부흔 

한국 정치경제론 

한국정치 특강 

북한정치흔 

냥북한 관계흔 

북한정치 특강 

한국 외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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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연습 

한국외교사 

이 중 정기적￡로 매년 개설되는 과목은 한국정치론， 한국정치사， 한 

국 정치과정론， 한국 정치이념 논쟁사 등 남한에 관계되는 한국정치 과 

옥과북한정치흔， 남북한 관계흔 등S로나타나고 있다. 그외의 과목은 

아직 개설되지 옷하고 있으나 적절한 시기에 개설을 검로하고 있다. 

여기서는 서강대에서 강의되고 있는 한국정치론 교육의 내용을 기존 

에 개설되었던 과목들을 중심흐로 소개하기트 하겠다. 서강대의 한국정 

치흔 교육의 3대과목은 한국 정치이념 논쟁사， 한국정치론， 그리고 한 

국 정치과정흔이다. 

우선 한국정 치 론의 교육내 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정 치 론은 해 방이 후 오늘날까지 의 한국정 치 변화를 한국을 하나의 

정치적 분석단위로 하여 비교정치적 시각에서 분석한다. 따라서 한국정 

치흔은한국정치사나 한국정치과정론보다 이흔적이고논쟁적이다. 한국 

정치론은 한국정치의 현실에 영향올 미치고 있는 역사적， 운화적， 경제 

사회적 및 국제적 요인들을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춧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정치론은 한국정치의 현실을 분단과 자본주의 체제의 특질에서 

해석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우선 분단원인론과 분단결과론에 대한 해석 

상의 논란을 걷로함으로서 한국정치 이해의 출발점a로 삼고 있다. 왜 

냐하면 분단의 원인과 결과가 한국정치현실에 미친 의미를 해석하는 과 

정에서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극단적a로 

단펀화된 해석￡로 인하여 한국정치현실의 원인론에 많은 어려움을 겪 

고 있다. 이러한 혼란은 한국정치현실이 경제， 사회， 문화， 이데올로기 

적 요소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간과하는데서 흔히 오는 것이 

기도 하다. 따라서 한국정치론의 기본과제는 한국정치현실의 어느 청도 

가 분단에서 연유되고 있는가를 밝히는 작업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전제에 입각해 있다. 

두번째 로 한국정 치 론은 한국이 자본주의 사회 라는 사실의 분석 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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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국이 자본주의 사회 라는 의 미 는 사회 의 생 

산력이 생산수단의 소유자들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산수단의 소유자가 아니며， 이 때문에 이들은 

생 산수단율 소유한 사람들흘 위 하여 노동을 제 공함으로써 생 활을 영 위 

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사회구조는 부와 소득분배의 패턴에 의해 형성 

되며， 사회에서의 신분과 권력패턴은 계급구조의 형성에 절대적인 영향 

을 미친다. 따라서 한국청치론은 한국정치패턴과 자본주의적 경제체제 

및 사회구조와의 상관관계를 밝히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데， 이는 특히 

제 5 공화국이후 한국의 국가주도적 경제성장과 정치적 권위주의간의 상 

관관계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보면 현재 한국정치론의 본질을 이루고 

있다고 보여지기 째문이다. 

한국정치론이 주로 한국정치체제의 특질에 대한 이흔적인 해석상의 

문제를 취급한다면， 한국정치과정론은 청치체제의 틀 속에서 개인이나 

집단이 목표를 추구하는 움직임을 다룬다. 죽， 정치과정론은 한국정치 

에서 보상올 획득하기 위하여 권력이 사용되고 많은 사람들의 이해가 

영 향을 받는 과정 올 다룬다. Lasswel1의 표현을 빌 린다면 정 치 과정 론은 

다름아닌 “ Who gets what, when and how"의 연구인 것이 다. 

한국정치과정론은 크게 제도적 정치과정과 비제도적 정치과정으로 나 

누어진다. 그려나 이러한 구분속에서도 주요관심은 입법， 사법， 행정부 

와 여론， 션거， 이익집단， 청당 둥올 첫째， 집단내부의 조직， 둘째， 칩 

단의 활통 및 여타집단과의 관계， 그리고 셋째， 정치과정속에서의 칩단 

의 영향력 및 역할 둥에 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3가지 측면의 고찰을 

위하여 한국정치과청론은 청치사회와 정치문화， 여론과 투표행태， 이익 

집단， 청당， 의회， 대통령， 관료제 동을 중정적으로 연구한다. 다른말 

로 하면 한국청치과정론은 정치제도와 정치과정의 움칙임에 관한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한국정치의 특성을 밝혀내는데 주된 관섬을 두고 

었는 것이다. 우리는 이 과목을 통하여 특청의 정치제도가 어떻게 그리 

고 왜 “특정의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가를 밝힘으로써 정치제도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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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정이 우리국민의 가치체계와 어떠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는지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과연 한국의 정치제도와 정치과청은 우리국민의 

가치체계를 기능적으로 구조화시키고 있는가? 대부분의 정치체제는 정 

치사상카를의 고상한 이상에서 출발하여 현실세계와의 접합여부를 컴둥 

한 뒤 제도화의 과정을 밟아왔던 것이다. 

다음ξL로 한국 정치이념 논쟁사는 아직 1989년도 l학기 한번 밖에 개 

설되지 않았키 때문에 모색의 단계에 있다. 이념논쟁사를 개설한 이유는 

한국정치가 80년을 기점으로 이데올로기적 관첨에서 분석되는 경향이 강 

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청치이념논쟁은 80년대의 변혁흔적 정치 

이념전개과정에 춧점이 주어졌다. 본 과목에서는 변혁흔적 운동본의 형 

성시기를 유신시대의 反體制운동에서 찾음으로써 801션대를 한국사회변 

혁흔의 발전과정으로 보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80년대의 주요변혁 

논쟁들， 즉 CNP논쟁과 민주변혁， 한국사회성격논쟁의 핵심을 이루었 

던 사회구성체론의 이해， 변혁운동의 계급적 기초와 노동자 헤게모니， 

민족모순과 계급모순， 대중성과 중산충논쟁， 통일논의， 그리고 변혁론 

과 주체사상의 논쟁들이 한국정치변화에 미친 영향을 이흔적 각도에서 

분석 하려 시 도하고 있다. 

끝으로 북한정치흔은 남한 정치상황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해 온 북한 

에 대한 학생들의 무지를 극복하고 북한정치에 대한 연구축척을 도모하 

기 위하여 개설되어왔다. 북한정치론은 비교정치롤 이수한 고학년 학생 

들에게 청치학적 기초지식을 로대로 북한정치를 분석케하는 특수지역 

연구과목이다. 다른말로 하면 이념적 펀향을 벗어나서 북한청차를 객관 

적무로 분석하는 길잡이를 마련하려는 강의인 것이다. 

북한정치론에서 다루는 내용은 북한의 공산화 과청에서 시작하여 북 

한의 권력구조， 주체사상， 사회주의 경제건설， 군사， 대외정책， 통일정 

책， 담북한 관계 둥이다. 

이상에 열거한 4개의 한국청치론 과옥은 앞으로 보다 구체적인 한국 

정치흔 관련 과목들에 의해서 보강될 것이다. 서강대에서는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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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과목올 기본필수로 하고 여타 청치학과목들을 전공선택￡로 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정치에 관련된 과목들의 강의의 소개를 통하여 

제기되는 문제첨은 마지악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되겠지만， 이 童

을 결흔치으면서 한가지 제기되어야 할 것은， 한국정치흔 강의들이 어 

떻게 감정이나 이데올로기적 성향을 초월하여 정당한 해석을내릴 수 있 

느냐 하는 것이다. 

lH. 外園大훌에서의 自園政治짧 교과목 현황 

1. 훌톰大훌메서의 “훌톰政治짧” 교과묵 현황 

미국 하버드대학교의 경우를 중심으로 개설되어 있는 “미국정치론”의 

교과목 내용을 표 I 과 표 R 를 중심￡로 살펴 보면 학키별로 학부와 대 

학원의 정치학과(Dep. of Government)에서 총 48개과목이 개설되어 있 

￡며， 이를 세분해 보면 학부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교과목의 수는 13 

개이고 학부와 대학원학생들에게 모두 해당되는 교과목은 17개， 그리고 

대학원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교과옥은 18개로 각기 나누어져 있다. 전 

체 과목 수 150개에 비해보면 “미국정치흔”과 연관된 교과목의 비율은 

약 32%에 달하고 있다. 

하버드대학교의 경우 학부와 대학원생들이 다같이 선돼할 수 있는 교 

과목올 상당수 개설하고 있다. 그리고 이 대학교에서는 학부 3학년 정 

치학 전공의 학생들이 15명 이내로 한정된 소규모 클라스단위에서 세미 

나형태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4개의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학부 및 대학원 전과정을 합쳐서 개셜되어 있는 교과목들을 내용별로 

구분해보면， 일반이론의 교과목이 4개이고， 사상분야의 교과목이 전체 

적으로 5개이며， 역사분야에 2개의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그리고 제 

도 및 법률분야의 교과목이 8개이며， 정치과정분야의 교과목이 12개이 

고， 외 교 및 국제 관계분야의 교과목이 10개 , 공공정 책 분야의 교과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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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 과정낼 수강 파북 

과목수 

학 부 

부
 꺼
 쐐
 

학
 

( 

대
 

대학원 

세 부 과 옥 

미국과 로크빌의 민주주의， 미국의 대외정책， 상각세계 

에 있어 국내청치와 국제청치， 미국-라틴아에리카의 국 

제관계， 미국갱부흔 업문， 마국 민주주의의 이상과 제도， 

미국 민주주의와 대표제， 씬 벨트지대 도시청치론， 미국 

청치사의 계급과 인종청치롱， 연방갱부의 경제규제의 기 

원， 미국의 외교청책과 윤리， 의제와 컬청 및 공공청책， 

대통령과 의회의 정책결청관계. 

시민자유흔， 노동과 갱치의 비교분석， 도시정치론， 의회 

청치론， 관료제， 미국대통령제， 헌법해씩， 대통령 선거 

와 청당체계， 미국의 선거과청， 복지 국가론， 미국갱치 

와 이익집단， 아프리카 미국인틀간의 갱치와 사회， 미국 

의 정치문화와 인종집단， 1945년 이후의 미국의 방위정 

책， 미국청치와 공공갱책， 연방청부와 공공청책， 미국의 

외교경제청책. 

헌법과 청치이론， 자유에 대한논쟁， 미국갱치사상의 주 

제플， 미국갱치의 해석， 미국청부와 청치(세미나)， 미국 

정치경제흔， 의회론(세마나)， 사척 이익의 동원， 유지， 

표출， 미국정치 : 의회행태， 도시빈민촌과 갱치변동， 미 

국-중동 관계론， 국제관계와 융리， 미국의 외교청책론， 

미국의 외교정책(세미나)， 미국에 있어 복지국가의 발전 

(세 미 나)， 국가안보와 군사청 책 (세 미 나)， 도시 청 치 론(세 

미나)， 미국과 라틴아에리카 관계론. 

13과목 

17과목 

18과복 

|총: 48과옥 

표 n. 과목 전체의 내용벌 분포도 

「일반。1 론| 역사 | 사상 | 제도 | 과갱 | 외교 | 정책 | 기타] 총 계 
학 부 !며강j짧꿇|짚， 6/*11 5/*4꿇|그-，그감* 
학부+대학원 카-， 4 1 5/*1펴꽉교굶|교김펴월「τ-，파승 
대 학 원 91*3 i 3 1 8/*21 4/*2113/*5112써 4/*21 - 다낄 
총 계 1 191*4 1 15써 17써 파1**8/*121271*10111/*71 9써 150/* 

* . 미국갱치론. 
셰비나 방식의 강의 운영은 27과목1150과목이며， 이 중 미국청치론은 *6개 과목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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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하버드대학교에서의 “미국청치론”과 관련된 교과 

목의 개설 및 강의는 다음과 같은 특정올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 

째로 “미국정치론” 교과목 중에 벼국정치의 역사와 관련되어 폭립펀 교 

과목이 개설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 대신 각커 분화 

된 교과목의 내용 중에서 미국정치의 역사적 측면들이 다루어지고 있다. 

둘째로 “미국정치론” 교과목들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세분화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교과목들이 주제별， 시기별로 나누어져 있으며 동시에 

경험적인 사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셋째로 “미국정치론”의 전체 

교과목들 중 제도 및 법률분야와 정치과정 분야가 큰 B]중올 가지고 있 

부며， 여러 종류의 세부적인 교과목들이 개설되어 있다는 점에서 미국 

정치론의 강의가 역사나 이념에 대한 것보다는 실제적인 정치현상에 보 

다 큰 관심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넷째로 “미국정치론”의 강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초과목들로서 하버드대 

학교 정치학과에서는 정치철학 입문， 비교청부론입문， 미국정부흔입문 

및 현대세계에 있어 국제갈등 등 4개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는데， 그 중 

에 하나가 미국정치흔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잘 나타나 있다. 이것 

은 학부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교과목으로 결국 미국시민교육의 목표와 

연관된 것이라고 생각펀다. 다섯째로 하버드대학교의 경우 역시 대부분 

의 교과목들이 동시에 학부와 대학원생들을 상대로 개섣되고 있다는 점 

에서 한국대학의 경우와는 다른 변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버드대학교에 개설된 미국정치흔 강의와 관련된 교과목의 명칭과 

내 용을 분류해 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자료 : Official Register of Har. 

vard University, Courses of Instruction 1985"'-'1986, 1985년 간행 을 참 

조하여 작성한 것임) 

1) 일반이론(개요 및 방법흔) 

마국정부론 입문(학부) 

미국정부론과미국정치론을소개하는것이다. 의회， 행정부， 법원， 정 



176 연구논운 

당， 이익칩단， 여흔， 그리고 유권자 둥과 같은 제도들이 시민들과 공공 

정책의 형성에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를 살피는 것이다. 기본적A로 시민권， 외교정책， 경제적 규제， 선거행 

태 등과 같은 영역에서 몇가지의 역사적인 그리고 현대의 케이스를 시 

험분석함으로써 정치과정을 연구한다. 

미국정부와 정치 : 세미나(대학원) 

미국정치론의 여러가지 다양한 주제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유용성을 

가지고 있는 접근법들을 가지고 청치학과 박사과정을 지망한 일정 수준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강의한다. 미국정치본 일반에서부터 구체적으 

로 특정제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고전적인 저작과 현대적인 저작 

플을 포함해서 표본이 될 수 있는 모든 저작들올 연구교재로 하여 집중 

적인 시험을 통해 이들 접근법을 시험해 본다. 

미국정치경제흔(대학원) 

제 2 차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정치와 경제의 상호의존에 대한 특정한 

측연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후의 인플례이션과 경기후퇴의 구조적인 

원인과 이것의 개별적인 의미， 경제적인 조건이 정치행태나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정치적 압박 둥， 정치와 경제의 상 

호관계에 대해서 살펴본다. 특히 OPEC성렵 이후의 경제상황이 미친 정 

치적인 딜레마나 低成長， 高인플레이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근의 

정책제안， 레이건노믹스로 알려진 일단의 정책들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 

본다. 

미국정치의 해석(대학원) 

미국정치에 관한 사상이나 그 현상올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미국의 정치발전과 청치해석의 변화의 과 

정 및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본다. 時代에 따른 미국의 각 정권이 갖는 

특수한 성격과 이들의 진화과청에 대해서 이해하는 바를 비교연구한다. 

2) 역 사 

미국정치사의 계급과 인종정치흔(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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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을 가진 미국인들이 선거권， 교육， 경제적 안정 등을 포함한 

자신들의 권리나 혜택을 확대하려고 노력을 기울인다는 관점에셔， 미국 

내의 여러가지 다양한 조직들과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결사의 변화형태 

와 少數者團體 등을 살펴 본다. 

연방정부의 경제규제의 기원(학부) 

19세기와 20세기에 들어서 연방정부가 철도나 반트러스트와 같은 경 

제적 규제정책을 형성하고 이를 채태하는 정치 현상을 살펴보면서， 특 

히 의회정치에 관심을 기울여 살펴븐다. 또한 권력의 위엄의 문제와 이 

것의 현대적인 의미를 이 강의를 통해 구체적인 주제를 선별하여 살펴 

본다. 

3) 사 상(이념) 

미국과 토크빌의 민주주의(학부) 

미국민주주의에 대한 여러가지 저작을 먼저 중심척으로 살펴보고， 토 

크벌의 사상을 現時代와 관련해서 연구 분석한다. 

미국정치의 이상과 제도(학부) 

미국의 정치적 환경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그 전망에 대해 이상과 제 

도의 상호작용의 측면에셔 분석해 본다. 권리와 자격， 시민권과 공동체， 

자유와 민주주의의 상호 경쟁척 개념과 이러한 내용들이 제도적으로 표 

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살펴본다. 

시 민자유흔(학부+대 학원) 

권리장전 (Bill of Rights)의 세부적인 조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이들의 역사적인 근원과 철학적 기초， 연방최고법원의 해석 방식 

등에 대해 살펴본 후， 나아가 이 조항들이 법체계나 정치과정 속에서 얼 

마나 보호 혹은 非보호되는가를 연구 분석한다. 

헌법과 정치이론(대학원) 

미국헌법에서 볼 수 있는 적법절하에 관한 정치이론과 법리학 동을 살 

펴본다. 그리고 20세기 들어서 그 중요성이 첨차 증가하고 있는 법이론 

이나 자유국가 정당화에 중요한 개념인 적법절차에 관하여 살펴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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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본 강의의 목척이다. 나아가 법， 역사， 정치철학에 관한 세부내용올 

케이스별로 탐독하여 살펴본다. 

미국정치사상의 주제들(대학원) 

로크빌 (Tocqueville) , 얘 머 슨(Emerson) ， 더 로우(Thoreau) ， 위 트만 

(Whitman)과 같은 사상가들과 최근의 듀이 (Dewey， D.H.) , 로렌스 

(Lawrence) , 바르쿠제 (Marcuse)와 같은 학자들을 중섬 으로 민주적 개 

인의 개념에 관해서 연구 분석하며， 국민으로서의 개인에 대한 특성을 

살펴본다. 

4) 제 도(조직) 

미국 민주주의와 대표제(학부) 

미국에서 공중이 자신들의 선호를 전달하고， 또 이를 표현하는 대안 

적인 여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선거를 통해서 대중들이 이익을 표 

현하는 것과 시민대표회의， 국민투표， 그리고 여론조사와 같은 제도적 

인 장치를 통해 대중들의 이익을 표현하는 방식들을 서로 비교 분석한 

다. 민주주의와 사회적 선택의 이론들과 관련된 연구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노동과 정치의 비교분석(학부+대학원) 

마국과 영국 등에 있어서 노동단체를 비교연구하고， 노동단체들이 정 

치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한다. 특히 공장 내부의 노동조합 

주의와 국가의 경제 및 산업정책 형성， 정권의 변화， 선거경제， 정당체 

계와 같은 광법위한 운제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살펴본다. 그리고 민주 

주의 체제 아래에서 노동조합과 정당의 관계와 권위주의 정권에서의 노 

동자들의 저항이 가지는 역할， 그리고 노동운동과 정치의 변화에 대해 

서 설명하는 여러가지 상이한 모텔들을 살펴본다. 

의회정치 (학부+대학원) 

상하원이 이론적￡로나 실제적으로 국가 정책결정에 참여하여 어떠한 

활동을 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입법과 예산정책에 있어서의 

대통령의 역할，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국내정치 활동， 이익집단， 범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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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정당， 여흔매체， 관료， 연방정부와 의회의 상호작용에 관하여 분 

석한다. 

도시 정치론(학부+대학원) 

하나의 정치적 영역A로서 여러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중심 

무로 도시정치학을 연구한다. 특히 도시의 정치적 갈등에 관련된 조직 

이나 단체， 제도적인 장치와 개혁정치， 제도적 장치의 수렴과 청부의 개 

혁방식， 그리고 정치연합의 형성 퉁에 춧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그리고 

나아가 중심거점 도시의 쇠퇴， 공동체의 회복 전략， 태양지대 (Sunbelt) 

도시의 성장， 북부도시의 재기 가능성 동에 대한 현행 정책문제에도 관 

심을 기울인다. 

미국 대통령제(학부+대학원) 

미국 행정부에서 국민에 의해 션임된 리더쉽의 발전과 현대적인 관행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본다. 특히 정부행위의 참여자로서 통치자의 과 

엽과 그 기술에 관십을 가지고， 그 내용과 의미를 살펴본다. 분석을 구 

체화시키기 위해， 영국의 여러가지 원형과 또 다른 비교 대상들이 설정 

되어 분석될 것이다. 

관료제 (학부+대 학원) 

문화적 환경의 차이에 따른 관료의 일반적 성격을 살피고자 한다. 미 

국의 경험을 강조하면서， 정책결정 장치의 하나로서 관료제의 특징을 살 

펴보고， 특히 첨증하는 관료화 현상의 원인과 의미， 정책목표가 설정되 

거나 혁신을 시도하는 방식， 관료조직 내부에서의 전문칙， 하급자， 노 

동자들의 역할을 중점을 두고 살펴본다. 

자유에 대한 논쟁 : 공리주의 계약 및 역사(대학원) 

자유의 가치 에 대 한 주요 논의 를 분석 펑 가한다. 밀 (].S. Mill)의 공 

리주의적 사유， 롤(Rawls)과 고디에 (Gauthier)의 계약주의에 관한 논 

의， 그리고 서구의 개인주의적 전통에 관한 중요한 특정들을 살펴본다. 

자유에 관한 자유주의적 이론에 대해서 최근의 보수주의자들과 사회주 

의자들이 비판하는 주요 관점에 대해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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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론 : 세미나(대학원) 

업법이익을 대표하는 것과 공공정책을 집합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에 춧점을 맞추어， 의회의 구조와 의원의 분포 그 

리고 의원플의 행태를 연구한다. 그리고 의회흔을 연구하는 여러가지 

방법론적 기솔을 직접적으로 시험한다. 

5) 과 정(사회집단) 

씬벨트지 대 도시 정 치 론(학부) 

미국의 북동지역과 충서부 지역의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이들의 경험 

에 로대를 두고 많은 정치학자들이 도시정치학 이론을 발전시켜왔다. 싼 

벨트지역의 도시가 등장하기 시작하자， 많은 연구가들이 미국의 남서부 

지역의 도시들이 지금까지 알려졌던 많은 도시들과 똑같은 경험을 할 

것인가 혹은 이들 신도시에서의 정치적인 삶이 기존의 도시들과 서로 

다르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관심을 t가지게 되었다. 현재의 도시 

정치이폰들이 신도시의 정치현상을 설명하는데 어느 정도의 적실성이 있 

으며， 또한 싼벨트지역의 경험에 적실성이 있도록 이론적인 수정을 가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싼벨트지역의 도시들을 케이스로 조사 

하여 분석한다. 

미국 선거과정(학부+대학원) 

미국에 있어서 피선거권자를 어떻게 선출하며， 이러한 여러 방식들이 

정부의 운영방식에 어떠한 차이점을 낳는가를 살펴본다. 여폰， 투표， 선 

거유세， 정당의 역할， 여론매체 등의 주제들도 분석한다. 

헌법해석 (학부+대학원) 

미국 현법의 제정에서부터 현재까지 미국의 헌법교리를 조사한다. 부 

분적으로는 역사적 접근을 부분적으로는 분석적 접근법을 사용하며， 연 

방 최고법원의 미국정부에 대한 역할과 사법과정의 성격에 특히 관심을 

기울인다. 

대통령선거와 정당체계(학부+대학원) 

마국의 정딩체계가 형성되어 진화하는 과정 속에서 대통령 선거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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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의마를 분석한다. 특히 경제문제가 마치는 영향， 재초청의 성격， 

1980년대 마국의 유권자들의 선거행태 등의 운제를 살펴본다. 

미국정치와 이 익집단(학부十대학원) 

다원주의와 다원옐리트이흔을 포함해서 미국에 있어서 이익집단의 활 

동에 관한 연구에 이흔적인 기여를 하고자 한다. 노동자 단체， 경영자 

단체 그리고 공공이익 로비단체들을 포함한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활동 

과 그들이 사용하는 기 술올 살펴 본다. 

미국정치문화와 인종집단(학부+대학원) 

미국정치발전에 있어서 인종단체의 역할을 분삭한다. 정치적인 태도， 

지도력의 유형， 협조관계， 정책문제 등에 있어서 인종적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아일랜드인， 이탈리아인， 유대인， 흑인， 영국청교도 

들 사이의 정치적 양태의 진화과정에 특히 관심을 기울이며， 또한 다른 

인종그룹， 즉 스페인， 슬라브 미국인 둥에도 관심을 갖고 분석한다. 

아표리카 미국인들잔의 정치와 사회(학부+대학원) 

미국의 남부와 북부지역의 도시에 있는 아표리카 미국인의 정치행태 

즉 리더쉽 조직패턴， 협조관계， 투표행태 등을 분석한다. 인종적 지위나 

직업적 지위， 계급 패턴등과 같은 아표리카 미국인들이 사회구조속에서 

어떠한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중심적으로 살펴보며， 아프 

리차 미국인들의 정치적 영향력의 발전을 백인들과 비교하여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둔다. 

사적 이익의 동원， 유지와 표출이론(대학원) 

집단행동의 문제를 살펴보고， 이러한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조칙화된 대표제도를 실시하는 가운데， 어떤 종류 

의 이익들이 결국은 유리하며， 정치체계를 위한 이러한 분석의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미 국정 치 : 의 회 행 태 (대 학원) 

의회의 구조， 양원의 의안 처리의 차원， 소환 분과의 활동， 업법관계， 

미 까1'1의회나 선거에서의 여론 매체의 역할， 개인의 행태나 제도적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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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들의 업척 성취의 결정인자 동 역사적인 발전과정올 포함하는 의회의 

행태의 특정한 측면들을 분석 연구한다. 

도시반민촌과 정치변동(대학원) 

도시의 흑인 공동체 사회에서 죠직이나 지도력， 충원， 참여， 그리고 

정치 스타일과 같은 정치적인 패턴이 변화하고 있는 모습들을 자세히 

살펴본다. 그리고 흑인들이 새로운 정치적인 계급A로 형성되어 국가 

전체의 정치와 어떠한 연관을 가지며， 인종적인 동원자， 거래자， 그리 

고 기술자나 관료로서 흑인들의 청치적인 스타일은 어떠한 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본다. 

도시정치론 : 세미나(대학원) 

도시정치론에 대한 주요 저작을 먼저 탐독하고， 이 강의에서는 도시 

정치론과 많은 정치학적인 접근법 그리고 미국정치론과의 관계를 광뱀 

위하게 밝힌다. 특히 최근의 도시정치론의 연구 동향과 활동을 소개하 

면서， 지방의 정치활동에 있어서 연방정부의 간섭에 대한 상반되는 평 

가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여 강의의 효율을 높인다. 

6) 외 교〔정책과 국방관계) 

미국 대외정책(학부) 

냉전의 기원이나 제 3 세계에 있어서의 상호의존과 강대국의 개업과 

같은 전후의 근본적인 주요문제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외교정책연구의 

이론적인 접근법에 관해서 살펴본다. 

삼각세계에 있어 국내정치와 국제관계(학부) 

미국， 서부유럽， 일본 사이의 국제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적인 요 

언을 살펴보고， 거시경제적 조청， 무역， 동서관계， 방위정책， 유렵의 

통합 등과 같은 문제들을 포함해서 경제 및 안보분야에 관한 여러가지 

케이스를 분석한다. 

미 국-라틴 아메 리 카의 국제 관계 (학부) 

1945년 이래로 미국과 남미국가들 사이의 정치경제적 관계 및 남미의 

국제관계에 관한 연구를 행하고， 미국과 남미 국가들의 외교정책 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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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살펴보고， 특히 국제관계와 외교정책연구를 위한 첩근법의 대안 

을 연구한다. 

미국 외교정책과 윤리(학부) 

전쟁， 개업， 핵억제， 불명등， 인권의 문제등과 같은 외교정책에서 실 

제 존재하는 여러가지 문제들의 윤리적인 측면들에 대해 살펴보고， 이 

에 대한 사상적인 측면들을 살펴본다. 

1945년 이후의 미국의 방위정책(학부+대학원) 

미국의 군사척 개입과 군사전략， 군사정책 형성의 발전과정을 살펴보 

고， 핵무기나 재래식 병력 그리고 동맹정치와 동서관계 사이의 연관관계 

를 나로(NATO)에 관련해 중점적A로 연구한다. 한국전쟁과 베트남전 

쟁과 같은 전쟁이나 국내정치， 단체이익， 군민관계둥에 대한 미국의 개 

업이나， 정보판단， 군사균형의 개념， 전략분석의 정치 등을 분석한다. 

미국의 외교 • 경제 정책(학부+대학원) 

이 강의의 과정은 제 2 차세계대전 이래의 미국의 대외경제정책결정 

문제를 소개하는 것이다. 주제로는 무역， 재정， 에너지， 원자채 등의 외 

교정책결정이본과 산업조정의 문제， 제 3 세계국가의 경제적 요구에 대 

한 미국의 원조전략과 그 반응 등에 관한 것이다. 

미 국-중동 관계 론(대 학원) 

미국의 대외 지역연구의 중요한 대상의 하나인 중동지역과의 외교정 

책을 살펴본다. 특히 제 2 차세계대전 이후에 있어서 중계역할， 경제적 

원조， 군사적인 원조 동의 주제와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본다. 

국제관계와 윤리(대학원) 

생존과 안전의 딜레마， 제한전쟁， 제국주의， 경제적 상호의존， 불명 

등과 인권 등과 같은 윤리문제를 포함해서 국제관계에 있어서 윤리가 

차지하는 위상올 확인하고， 실제 전개 양상을 연구한다. 그리고 현대의 

미국외교관계에 있어서 제기되었던 문제들을 사례별로 분석한다. 

미국의 외교청책 : 세미나(대학원) 

1945년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 수행에 있어서 봉쇄， 데탕트， 상호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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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 등과 같은 군사적으로 중요한 개념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제한전 

쟁， 개입， 경제원조， 무기통제， 달러외교 등과 같은 외교군사적인 주요 

수단이나 개념들에 대해서 살펴본다. 

미국의 외교청책론(대학원) 

미국에서 주요 외교정책을 결청하는데 있어서 국내적 환경， 국제정치 

구조， 제도적 갈둥과 같은 영향력있는 요인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미국 

과 소련사이의 관계를 관리하는 정책이나 정책수단과 방법에 대해서 살 

펴본다. 

미국-라틴아메리카의 관계론(학부) 

1945년 이후 마국과 남미국가들 사이의 정치경제적 관계 및 남미의 

국제관계에 관해서 연구한다. 그리고 미국과 남미 국가들의 외교정책 

결정과정을 살펴보고， 특히 국제관계와 외교정책연구를 위한 접근법의 

여러가지 대안을 연구한다. 

7) 정 책(행정) 

의제와 결정 및 공공정책(학부) 

조직하는 장치로서 중앙집권주의와 분권주의의 문제를 사용하여， 미 

국내에서 공공정책의 발전과 평가에 중요한 여러가지 개념을에 대해서 

연구 조사하여 알아본다. 의제설정， 이익동원， 이익표출， 정책결정， 그 

리고 정책집행을 포함하는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살펴본다. 

대통령과 의회의 국내정책결정관계(학부) 

현대 대통령 제도와 작금의 의회에 주안점을 두고 이들이 국내정책의 

주요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공동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 

에 대해서 살펴본다. 갈동의 원인， 정책결정에 있어서의 화합과 통제， 

그리고 개혁정책의 평가 등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복지 국가흔(학부+대 학원) 

미국 사회정책의 정치적 기초에 관한 역사적 관점과 분석척 관챔을 

분석한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체제에서 복지국가론이 가지는 의미를 분 

석하고， 사회주의자들의 이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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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정 치 와 공공정 책 (학부+대 학원) 

공공정책은 어디서 오는가? 이 강의는 공공정책의 기원과 결정에 관 

한 논의를 분석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케이스블 분석한다. 공공정책윤 이 

익집단 경쟁의 결과이며， 공중의 저항과 대중의 요구에 대한 반응이며， 

정부조직에셔 산출한 것으로 자신들의 욕구를 반영하고 있으며， 개화된 

일부 자본가들에 의해 유도된다는 명제를 살펴븐다. 

연방정부와 공공정책(학부+대학원) 

마국의 행정부가 정부의 국내공공정책의 산출물을 구체화 시키는데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정책산출에 행정부가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의 갈등과 그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행정부 

는 새로운 주요청책방향을 제안 섣정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정책환경율 

필요로 하는가? 행정부와 의회의 관계나， 행정부 조직의 확대， 대통령 

의 의제섣정， 국가예산의 행정부통제 등의 주제를 다루게 펀다. 

미국에 있어서 복지국가의 발전 : 세미나(대학원) 

역사적， 비교분석적인 관점에서 강의를 이끌어 나간다. 먼저 마국내 

의 각주 단위로 복지국가의 특징적인 요소들에 관한 문핸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복지국가의 이본에 관한 이론연구문핸들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두번째로 뉴우딜 정책， 위대한 미국사회의 건섣， 레이건 행정부 등올 

포함해서 미국의 복지국가로의 발전과정에 대해서 일정기간을 상정하여 

분석한다. 

국가안보와 군사정책 : 세미나(대학원) 

국가안보에 필수불가결한 요건으로서 군사정책과 제도들이 미국내에 

서 청차 변화하고 있다는 엽장에서， 역사적， 이론적， 비교분석적， 정치 

적인 뱀주에서 이들의 현대적인 의미를 살펴본다. 

2. 英톰大훌에서의 自톰政治뚫 교과목 현황 

영 국의 대 학들중에 서 3개 대 학의 커 리 률럼 0989"-' 1990)을 선정 한 이 

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Essex대학은 1950년대에 세워진 실험대학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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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다. 이 대학의 특갱은 계량척인 방법을 도업해서 갱치학을 가르치 

고 있다는 것이다. 졸업하면서 바로 사회에서 요구하는 실용적인 학문 

을 가르치는 곳이다. 말하자연 民主市民을 양성하는 대학이다. 두번째 

London School of Economics(LSE)는 중산충 자녀 들을 교육시 킬 목적 a 
로 세워졌으나 현재는 별로 그 전면올 찾을 수 없다. 그러나 학자들이 

좌파에 속하는 경향이 다대학보다 많은 펀이다. 세번째 Oxford 대학 

은 지도자를 양성하는 대학￡로 아직도 보수적인 성향이 깊고 학문의 

경 향도 그렇 다. 정 치 학과는 PPE(Phi1osophy, Politics, and Economics) 

로 지칭되고 있다. 이것은 사회과학의 접합을 뭇한다. 대부분의 강의는 

College에서 개별 및 그룹으로 일주에 한시간 내지 두시간씩 이미 과제 

를 준 것을 가지 고 강의 및 토론을 하면서 학생 들을 지 도한다. University 

는 전체 College 학생들의 강의와 세미나를 계획해서 실천한다. 여기에 

서 3개대학의 각기 다른 커리률렴올 잘펴본다. 

1) University of Essex 

학부에서는 정치이론 분야가 9개 과목(정치이론입문， 청치분석론， 선 

진산업사회의 청치사회학， 투표행태론， 청치와 기술， 공공정책의 정치 

원리， 정치통합과 공동시장， 청치폭력이론， 정치경제학)이고， 대학원에 

서는 6개 과목(정치행태론， 청치이론， 이데올로기와 논문분석， 정치경 

제학， 사회과학 자료분석， 정치학 수료 증명서 강좌)이 개설되어 있다. 

각국정치론은 학부가 2개 과목(라틴아메리카， 소련， 미국， 서구 가운데 

한 나라의 정치체계론， 영국， 라틴아메리카， 러시아， 미국， 서구， 일본 

풍의 정치(전문과정))， 대학원에는 4개 과옥(라틴아메리카 갱치론， 소련 

정치론， 미국정치론， 서구정치론)이 개설되어 었다. 국제정치학 분야는 

학부에 1개 과목(국제관계론)만이 개설되어 있을뿐이다. 그리고 영국정 

치에 대한 강좌는 학부에 1개 과목(영국청치체계흔)이 설치되어 있다. 

이와같이 Essex대학은 학생들에게 현대갱치학의 경험척 연구방법에 

대한 기초와 수많은 경험척 분석의 질제영역에서의 이론적 질철척 배경 

을 이해시키는 것올 중심으로 하는 교과과청올 펀성하고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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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치이론에 관한 강좌가 상대적a로 많이 개설되어 있다. 

특히， 청치이론에 관한 강좌의 개설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갚이 계량 

분석을 중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분석기술을 가르쳐 주 

고 있다. 그리고 각국의 정치에 대한 강좌에서는 반드시 해당국가의 언 

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Essex대학의 경우 영국정치에 대한 강좌는 학부에 l개 과목만이 개설 

되어 있는데， 이는 Essex대학이 정치이론과 각국정치를 중심으로 교과 

과정을 펀성한 것에 기언하는 것이다. 

2) LSE 

학부에서는 정치이흔 분야가 2개 과목(비교정치분석론과 비교정치제 

도론 중 택 1, 공공정책론)이고， 정치사상이 3개 과목(정치사상사， 정치 

사상， 20세기 정치사상과 언어와 정치 중에서 선태한 한 과목)이며， 각 

국정 치 폰 분야가 1개 과목(프랑스， 독일， 미 국， 러 시 아， 동유럽 , 스칸 

디나비아， 라틴아메리카 등에서 선돼한 한 나라의 정치와 정부론)， 영 

국 정치론이 1개 과목(영국정치사) 둥이 개설되어 있다. 그러나 선택의 

폭이 넓어서 다양한 분야로 나누어져 있고 전공분야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를 한다. 

대학원의 경우도， 정치이론 분야가 4개 과목(정치이론， 정치사회학， 

비교정부론， 공공행청과 공공정책)이고， 각국정치는 3개 과목(러시아정 

치학， 서구정치론 아프리카， 정치론)이며， 영국정치론은 1개 과목(현대 

영국정치학)이 각각 개설되어 있다. 각국정치의 경우 해당국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만약 이것이 안되면 첫해의 철저한 언어학습 

을 포함한 2년 과정이 펼요하다. 

3) Uuiversity of Oxford 

학부 l학년 과청은 2학년이나 3학년에서 배우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 

을 쌓도록 구성되어 있다. 학년말 예비시험은 3개의 필수시험을 보아야 

한다. 

%철 학:일반철학， 도덕철학， 논리학중에서 2개 과목을선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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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학 : 1914년부터 마국， 러시아， 프랑스의 정치학 변천에 대한 

자료와 정치이론에 관한 topic 및 20세기의 주요한 정치 사 

회적 운동. 

% 경 제 : 거시경제학， 마시경제학， 개설적 이론의 에셰이， 수리경제 

학과 통계학 중에서 선택. 

정치이흔 분야에서는 9개 과목(노동경제와 산업관계， 사회학이흔， 산 

업사회의 사회학， 산업사회학， 정치사회학， 사회정책， 비교 인구통계 

제도론， 정치이폰， 정치제도론)이 개설되어 있다. 정치사상은 3개 과목 

(1800 1건까지의 고전정치사상， 맑시즘， 현대 사회 정치사상의 기초)이 

개설되어 있고， 각국정치는 4개 과목(서구정치론， 미국정치론， 개도국 

정치론， 일본정치폰)이 개설되어 있다. 그리고 영국정치론은 2개 과옥 

(1870년 이후의 영국사회사， 현대영국정치롱)이 개설되어 있다. 국제정 

치 분야는 4개 과목(국제체제론， 양차 대전기 간의 국제정치， 1945년 이 

후의 국제정치， 소련과 동유럽의 공산주의 정부론)이 개설되어 있다. 

이와같이 학부이지만 철학분야에서부터 폭넓고 깊이 있으며 영국 중 

심의 공부를 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원 과정의 목적은 정치학에 대한 폭넓은 기초와 특정 주제에 대 

한 전문적 연구키회를 제공하는 데 있다. 대학원의 경우 정치이론 분야 

에서 7개 과목(정치이론， 정치제도론， 서구통합， 정치의 사회학， 현대 

법과 국가이폰， 전략론， 지방정치와 권력분산)을 태해야 한다. 각국정 

치 분야는 4개 과목(아프리카의 3지역 가운데 한 나라의 정치흔， 남아 

시아의 정치， 미국 소련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정치， 스페인령 아 

에리카의 정치쉰력과 정치적 저항)이며， 정치사상은 3개 과목(헤겔과 

마르크스의 정치이론， 마키아벨리로부터 루소까지의 정치이폰， 유럽민 

족주의선언)이고， 국제정치는 1개 과목(국제공산주의)을 선택한다. 

이와같이 대학원은 폭넓은 전문적 훈련보다 한 특정 주제에 대한 연 

구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적합하다. 주제에 대한 연구능력， 명석함， 

학문적 태 도를 보여 야 한다. 특히 박사과정 생 의 주제 는 중요하고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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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 영국대학 

j 비 교 청 치 
정 치 사상l국제 정 치 염 국정 치 , 

켜국갱치|청치이론 비 융 

Essex 초츠난」--F」 디 꾀 1 [ 껄 
대학원 1 4 1 6 1 -1-1-1-

| 학 부 1 I 2 3 I 1 I 14.396 
LSE 

| 대 학 원 3 I 4 I - I 메 1 I 12.596 

학 부* I 4 9 3 I 4 I 2 9.19ó 

4 7 I 3 I 1 , 6.39ó 

3 I - 1 - 1 10 1 - 1 
* Oxford대학의 학부는 정치학， 철학， 경제학3로 나뉘어 있음(정치학 : 22 , 
철학 : 12. 정제학 : 15). 표안의 숫자는 갱치학(22과목) 가운데서의 분류임. 

질적인 공현이 있어야 한다. 

이들 영국의 주요 대학의 교과과정을 전공별로 분류하면 다음의 〈표 

1 )과 같다. 

〈표 I)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영국 대학(선정된 3개 대학) 가운데 

영국정치에 관한 강좌의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은 LSE의 학부로서 14.3 

%에 이르고 있다. LSE의 대학원 역시 12.5%로써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 반면 Oxford대 학의 경 우에 는 대 학원 6.3% , 학부 9.1% 

의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학부에서 7.7%의 비중을 두고 있는 Essex 

대학의 경우 대학원에서는 영국정치에 관한 강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비율은 실제 전체 개설과목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무로 

서 큰 중요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표면적무로는 모든 대학 

에서 영국정치에 대한 강좌가 1""2개 과목에 지나지 않으나 기타 강좌 

에서도 영국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강좌가 많기 때문에 실제 정 

확한 추계를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예컨대 Oxford 대학의 학부 

교과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1 800년 까지의 고전정치사상〕 이라든가 LSE 

의 학부 교과과정 에 포함되 어 있는 〔정 치 사상]. C정 치 사상사〕의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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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중에는 당연히 영국의 정치사상이 포함되고 있으나， 도표에 나타 

내는 데 있어서는 영국정치가 아닌 청치사상에 포함시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 영국에 관한 강좌는 많다고 볼 수 있다. 

또 한가지 지척해야 할 점은 영국청치에 관한 강좌라 하더라도 그 내 

용이 실로 다양하다는 점이다. 사실상， 이들 대학의 영국정치에 관한 

강좌는 영국갱치사상사， 영국정치사， 영국정치체계론， 현대영국정치폰， 

1870년대 이후의 영국사회사， 영국의 의회제도와 행청제도 등 다양하다. 

앞에서 영국의 3개대학에서 영국정치분야에 강좌의 비율을 %로 낸것 

을 다시 소개 한다. LSE의 학부는 14.3%, 대 학원은 12.5%로서 비 교적 

높은 비율이다. Oxford의 경우는 학부 9.1% , 대학월 6.3%~로 낮은 

비율이다. Essex 대학의 경우는 학부는 7.7%이며 대학원은 나타나있지 

않았다. 그러나 전체과목 비율로 %를 낸다는 것은 중요한것이 아니다. 

고대정치사상이나， 정치사상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영국은 학문을 자가 

나라 중심의 시각에서 보기때운에 교과과청의 표면상에 나타난 것￡로 

측청하커가 매우 어려우며 실제로 강의 내용올 을어봐야 이해할 수 있 

다. 필자의 경험￡로는 교과과정의 2/3가 영국의 중심적 시각에서 강의 

를 하고 있다고 본다. 

우리의 경우는 아직도 학문적 사대주의 사상에서 탈피하지 못한 실정 

이키 때문에 한국정치론 과목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중심척 시 

각에서 학문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다. 

영국학생들은 영국정치론을 세부적으로 깊게 공부하고 있A며 학생들 

에 게 많은 양의 책 을 읽 히 고 있 다. Oxford 대 학은 tutoriaI system이 커 

때문에 학부학생들을 3년 (3년졸업)간 기숙사 생활을 시키면서 tutor가 

열심히 지도하면서 전인교육올 시킨다. 

3. 西빼大훌에서의 自톰政治톰 교과목 혐활 

西獨 大學의 政治學科에서는 自國政治論에 어느 청도의 비중올 두고 

있는 가흘 여기서는 西獨 自由베롤린大學 政治學科의 커리률렴을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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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로 살펴보기로 한다. 自由베를린大學 정치학과가 西獨 여타 大學의 

정치학과들의 전형척인 평균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自由베 

를련大學 정치학과는 다른 西獨大學의 정치학과보다 그 敎授 수와 학생 

수에 있어 몇배나 더 크다. 텀由베를린大學 청치학과의 교수 수는 60여 

명에 이르고 학생수도 5， 000여명이라고 한다. 

자유베를린대학 정치학과의 커리률렴올 일별해 보면 교과목수가 200 

여개가 넘는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 대학 정치학과는 독 

일의 전통적인 정치학도 그대로 견지하고 있고 미국의 행태주의적 정치 

학도 수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같이 다양한 교과목 중 자국정치론 교 

과목의 비중은 매우 높다. 

자유베를린대 정치학과의 교과목은 학부 저학년들이 수강하는 기초과 

정 과목， 학부 고학년들의 주요과목， 그리 고 박사과정 학생 들이 수강하 

는 과목의 세둥급A로 나누어 졌다. 총 200개가 넘는 과옥 중 박사과정 

학생들을 위한 과목은 12개 밖에 없으으로 이 대학 청치학과의 강의의 

중심은 박사과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학부과정에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 다. 학부의 기 초과청 (Grundstudium) 과목과 주요(Hauptstudium) 

과목 외에도 이에 대한 보충과목들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과목을 

보다도 더 기초적인 과목으로 입문과목과 이에대한 보충과목들이 있다. 

입문과목은 정치학개론이고 이에 대한 보충과목은 개요강의과목으로 

역사와 정치， 법과 정치， 경제와 청치， 정치이론과 철학， 사회제도와 

정치， 서독 국내정치， 국제정치가 있다. 이들 과목들은 일반적인 교과 

목이지만 대개 독일의 경우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역사와 정치는 독일 

의 역사와 정치를， 법과 정치는 독일의 법과 정치를， 국제정치는 독일 

의 외교정책과의 관련하에서 국제청치를 다루는 과목인 것이다. 

기초과정과목은 정치와 역사， 정치와 법， 정치경제학， 정치사회학， 정 

치이론， 서독 국내정치， 국제정치의 7개 분야로 나뉘어져 있고 각 분야 

에는 7-10개의 과목이 젤치되어 있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이 7개의 

분야에 대한 일반척인 강의는 기초강의에서 이루어지고 기초과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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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전문적인 분야를 다루고 있다. 여기서 각 분야외 교과목들을 전부 

소개할 수는 없흐나 예로서 정치와 역사분야의 기초과목을 보면 각 분 

야의 교과목들이 얼마나 전문화되어 있고 독일 중심인가를 쉰게 알 수 

있다. 

기초과청 정치와 역사분야 과목 

-19세키 독일의 산업화-베를련의 경우 

-아프리카에 대한 독일 식민지배의 구조와 문제 

-독일제국과 바이마르시대의 유태여자들 

-1919"-'1930\건 독일의 초기 파시 즘 

-저항으로서의 망명 1933"-'1945 

-서 독의 초기 외 교정 책 (1945,,-, 1955) 

-1945년 이후의 교육청책-베를련의 경우 

-1961년 이 후 베 를린 발전의 문제 

-1919년 터키의 “케말혁명” 

-라틴아메리카 노조운동의 역사， 구조， 전략 

다른 분야， 특히 정치경제학이나 정치이론분야에는 순수이론과목이 많 

으나 이론 자체가 독일에서 나온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과목들도 사 

실은 독일이나 다른 유럽국가들을 그 배경A로 하고 있다고 하겠다. 서 

독 국내정치분야에는 서독의 정치문화， 의회정치， 영국과 비교한 서독 

의 정치체계， 서독의 연방주의， 독일의 사회정책， 독일의 문화정책， 서 

독에서의 자조운동， 1945년 이후 베를련의 정치와 경제의 8개의 과목이 

있다. 이 분야도 세분되어 있다는 것을 이 과목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학부 고학년의 주요과목으로는 12과목이 있고 이 과목은 바이 마르공 

화국의 정치척 이데올로기와 사회운동이라는 강좌부터 서독산업사회의 

가치와 가치변동이라는 강좌에 이르기까지 그 제목이 다양하다. 

학부 기초과목들과 주요과목들 외에 여러가지의 보충과목들이 있는데 

통계학을 포함해서 정치학 방법흔올 다루는 9개의 보충과목과 청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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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정치와 법， 정치와 경제， 정치이론과 철학， 정치와 사회， 국내정 

치， 국제정치， 여성과 정치의 8개분야의 80여개의 과목이 있다. 후자의 

보충과목은 강의， 연숨， 세미나로 나누어져 있고 미국， 유럽， 제 3 세계 

국가도 다루지만 대다수가 독일을 다루고 있다. 이 보충과목들의 내용 

도 앞서 소개한 보충과목들의 내용과 마찬가지로매우전문화되어 있다. 

각 분야에서 한가지씩 예를 들연 다음과 같다. 

〈정치와 역사분야) 19세커와 20세기에 있어서의 지식인과 노동운동 

〈정치와 법분야) 

〈정치와 경제분야) 

서독에 있어서의 비판적인 국가이롱， 민주주의 

이론， 헌법이론 

정치와 생산 

(정치이론과 철학분야) 학문발전의 이론과 정치학 

(정치와 사회분야) 페루에 있어서의 지역적 문화정책 

(국내정치분야) 환경정책， 보건정책과 의학연구 

(국제정치분야) 

〈여성과 정치) 

중소분쟁의 기원과 전개 

서독과 동독의 국가정책에 있어서의 어머니 이 

데 올로커 (Mutter ldeologie)와 가족정 책 

서독 자유베를린대학 정치학과에처 독일정치를 다루는 과목의 수는 

우리의 경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독일정치분야의 과목들 

은 독일의 역사， 법경제， 사회， 문화， 국제관계를 모두 다루고 있다. 정 

치학과에서 좁은 의미의 정치학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과학의 

전분야를 정치와 관련시켜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또 독일정치 분야의 

과목들은 세세한 문제들까지도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 

뜰에서는 한 두시간 강의로 끝낼 주제틀을 한 학키에 걸쳐 다루고 있는 

것이다. 

4. 프랑스大學에서의 自톨ïat5s1홈 교과묵 혐활 

정치학은 하나의 독립된 분과로서 프랑스의 대학교육과정에서 분명히 

제도화되지 않았다. 예컨대 學際的 교육을 강조하는 프랑스의 〔사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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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고동연구대 학J(Ec이e des Hautes Etudes en Sciences Sociales)을 보 

면 언문사회과학의 기본 연구분야를 설정하는 가운데서 정치학은 빠져 

있는 상태이다. 지리， 역사， 사회학， 경제학， 심리학， 민속학은 설정되 

어 있지만， 정치학의 내용은 역사， 사회학， 심리학 등 속에 내용적으로 

들어가 있다. 따라서 여키에서는 프랑스에서 정치학을 가장 광범위하고 

구체 적 으로 다루고 있는 〔정 치 대 학J(L’ Ecole libre des Sciences Politique) 

의 경우를 보기로 한다. 

〔정치대학〕의 정치학일람은 정치학이 하나의 독립된 분과학으로 제도 

화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말하면서 19세기말부터 정치경제， 사회철학， 

공법학， 사회학， 심리학， 윤리학， 철학등에 다양하게 분산되어 오늘날 

정치학이라 묶을 수 있는 내용이 다루어져 왔다고 지적한다. 제도적으 

로 볼때 하나의 독립된 분과학으로서의 정치학의 발전을 1871년 〔정치 

대학〕의 설럽과 휩L를 같이 한다. 

그러나 현대 프랑스정치학의 발전은 2차대전이후 미국(Anglo-Saxon) 

의 실증과학으로서의 정치학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하겠다. 정치대학 

을 중심A로 하여 볼때 정치학의 대상A로서 프랑스정치에 대한 분야와 

여타 다른 분야가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통합되어 있다는 특 

정을 발견한다. 우선 정치학의 분야를 보고 각 분야의 내용을 언급하는 

것이 좋겠다. 분야는 다음과 같다. (1) 투표행태 (2) 정당 (3) 국가와 

공공정치 (4) 정치철학 (5) 여론조사 (6) 정치제도 

분야별로 좀 상세히 보면 

(1) 투표행태-1) 계량적 생태학과 지리학-각 선거구의 특성과 투 

표결과간의 상관관계를 통계학적으로 처리한다. 2) 청치적 센서스의 조 

사-일반투표자의 투표행 태 뿐만 아니 라 후보자에 관한 자료수집 , 분석 

을 주로한다. 여기에는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변수들이 수집 분석된다. 

3) 문화적 현상에 관한 연구-앞의 것이 사회경제적 자연지리 및 생태 

적 변수에 춧점을 둔다면 이것은 주로 정치문화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 

을 다룬다. 보수 카툴릭과 좌파 마르크시즘의 문화 및 이데올로기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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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4) 심리학적 방법-앞의 것들이 지리학， 사 

회학에 관한 분석이라면 여기에서는 개인 및 집단심리， 정서을에 춧점 

을둔다. 

(2) 청당--전통적인 정당론은 그동안 미국의 기능이론이나 체제이 

흔의 영향무로 상당히 쇠퇴하여왔다.1) 정당제도또는체제-대중정당， 

간부정 당， 양당제 , 다당제 동 정 당제 도의 다양한 형 태 를 다룬다. Duverger 

나 Lavau 등이 고전￡로 다루어 진 다. 2) 계 량적 접 근들-제 도론적 접 

근이 아닌， 기능주의， 체계이론， 구조주의， 구조주의적 마르크시즘적 

접근에 의한 정당연구를 행한다. 60년대 이후에는 마국의 영향을 받은 

커능이흔적 접근이 강세를 보인다. 계량적 방볍， 인터뷰， 태도 및 여흔 

조사 동의 방법이 활용된다. 3) 다양한 접근들-정당의 역사를 추적하 

는 역사적 접근， 정당의 지지세력을 계급， 계충적으로 보는 방법， 정치 

체제와 환경간의 관계를 중심3로 보는 기능적 방법， 정당의 내부조직 

을 중심으로 보는 조직이폰적 방법， 집단행동이론 이데올로기를 중심￡ 

로 보는 방법 퉁이 다루어진다. 

(3) 국가와 공공정 치 -1) 행 정 온에 서 국가론으로-종래 행 정 론 또 

는 행정조직분야로 다루어져오던 내용을 국가와 시민사회간의 관계의 

맥락에서 다루고 있다. 이를테면， 예산펀성， 국립명원의 운영동을 국가 

의 행정조직과 운영의 측연에서뿐 아니라 국가본의 시각에서 다룬다. 

2) 자꼬방 국가-극도로 중앙집권화되고， 합리적이고， 관료기술적이고， 

권위 주의 적 인 프랑스국가의 성 격 은 자]교방 국가라는 개 념 을 통하여 분석 

된다. 3) 국가와 사회사이의 정당의 역할-자퍼l방 국가의 개념은 시민 

사회와 절연된 국가의 존채와 역할을 상정하는데， 현실정치는 사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면 안된다. 사회집단， 정당의 형성과 활동은 국가 

와 사회사이를 매개하묘로 이 부분의 연구가 요구된다. 4) 이데올로커 

연구-국가의 행위는 사회내의 정당성의 획득으로부터 도출된다고 할 

수 있다. 국가의 행위를 규제 및 제약하고 야기하는 문제가 그것이다. 

(4) 정치철학-1) 법학과의 분리-근대정치철학은 대체로 세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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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분된다. 첫째는 17， 18세기의 자연법사상과사회계약론의 발전이다. 

두번째는 자연볍사상의 쇠퇴와 헤젤철학의 대두의 시키이다. 세번째는 

영국의 정치경제론， 프랑스의 자유주의， 독일의 헤겔철학의 말전을 다 

룬다. 2) 사회와 국가-19세기이후 정치철학의 발전은 사회와 국가의 

개념구분을 중심으로 다루는데， 여기에서는 주로 자유주의， 무정부주 

의 -사회 주의 , 마르크시 즘을 다룬다. Rousseau , Tocqueville, Proudhon, 

Karl Marx를 중섣으로 한다. 3) 외국의 정치철학-청치철학， 인식론에 

관하여 프랑스정치철학자들과 벙행하여 미국， 영국， 독일의 중요철학자 

들을 다룬다. 

(5) 여콘조사--여론조사는 주로 두가지 방법으로 나쉰다. 첫째는 

조사대 상 표븐을 무작위 로 추출하는 무작위 표본조사방법 이 다. 이 경 우 

는 오차의 폭이 상대적으로 넓을 수 있는 위험성이 많다. 영 미에서는 

주로 이 빙-법 을 사용한다. 둘째 는 쿼 타(quota) 방법 이 다. 이 것은 조사 

하고자하는 대상윤 우선 특성별로 분류하고， 이를헤면 성별， 연령별， 

도시대 농촌， 직엽벨， 계급별 등의 칩단 o 로 분류하고， 이들 집단의 크 

기에 정확히 축소 비례하는 표본을 만들어 조사하는 방법이다. 오차폭 

。1 좁은 매우 정확한 방볍으로 프랑스에서는 이 두번째 테크닉을 주로 

사용한다. 그리고 이 여론조사방법은 제도적 법적규제를 통해 관리되는 

데， 공공여본도 사기관에서의 조사의 실제， 피조사대상자를 보호하는 

엽법， 출판시의 제반 볍적규제등， 상당히 실제적인 키술과 훈련을 쌓 

는다. 

전체적으로볼 때 〔정치대학〕이 보여주듯이 정치학의 교과목은 특별히 

우리나라나 미국에서와 같이 비교정치학， 국제정치학등의 분야와 한국 

정치흔의 분야가 별개로 옐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학의 전분야가 

표랑스정치를 연구 한다고 할 수 있다. 

교과목의 개관에 덧붙여 정치학을 가르치는 제도적 측면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 프랑스정치학은 여러 대학수준의 학교들을 상호 밀접하게 연 

결한 일련의 제도적 앙상블을 통해 교육되고 그지위는매우높다.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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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정치대학〕의 국립대학화와 동시에 법령에 의해 〔국립정치학센타〕 

(la Fondation Nationale des Sciences Politiques FNSP)가 설 립 되 었 다. 

이 센다는 파리의 〔정치학 연구소J(L’ Institut d’etudes Politique de Paris

IEP de Paris)와 연결되며 센타의 長은 IEP 소장직올 겸임하고 똑 參專

院(Conseil d’ Etat)의 위원이 된다. 이 센타의 산하에는 〔현대표랑스정 

치생활에 관한 연구센타J C국제정치연구센타〕 등이 있다. 

IEP는 1945년 이후에는 〔정치대학〕의 뒤를이어 오늘날 상스 포(Sciences 

Po)로 불리우는 〔정치대학〕의 이름을 갖게 되었다. 전체적￡로 볼 때 

정치학이라는 분과학으로 독립되어 정치학을 가루치는 경우는 매우 적 

다. 청치학교수들의 수는 전국에서 70여명밖에 되지 않는다. 정치학 강 

좌개설도 따라서 상대적무로 적다. 일반 대학에서는 적기는 하지만 상 

급코스로서 정치학을 분과로서 설치하고， 정치학과목에 대한 시험을 차 

르는 경우도 있고， 행청학 경제학과 경영학， 법률시험에서 정치학시험 

을 보기도 한다. 말하자연 청치학이 분과학으로 교육되는 제도는 일율 

적이 아니고 매우 들쑥 날쑥하다. 정치학을 분과학ξζ로 설정하고 가르 

치는 대학으로 중요한 것은 IEP, 파리 l대학， 그르노불， 보르도 대학이 

고， 조금이라도 가르치는 곳은 랜스， 뚜르죠， 리용， 아마앵， 몽페리에， 

엑쌍 표로방스대학이 고작이다. 또 상급학교(grande ec이e) 인 국립행정 

대학(l’ENA)에서도 정치학을 가르친다. 

5. 日本大훌에서의 自톰政治흙 교과목 월활 

일본 대학들의 일본정치론 강의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대변혁을 

맞이하고 있는 듯하다. 왜냐하면 전후 일본의 정치학이 “사상a로서의 

정치학”과 “운동￡로서의 정치학”에 주력했던데 반해， 19801건대의 일본 

정 치 학은 “과학으로서의 정 치 학”드로 옮겨 가고 있을 뿐만 아니 라1) 우리 

가 서구 선진국들의 자국정치흔 강의에서 볼 수 있는 것과 유사한 내용 

의 강의 들이 둥장하기 시 작하고 있기 때문이 다. 다른말로 표현하면， 이 

1) 이 와같은 구분윤 阿部齊， w현대 청 치 의 정 치 학.ll， 3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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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경향은 지금 일본 각 대학의 일본정치강의에서 전후 지금까지 계 

속되어온 “일본의 특수성”에 대한 강조가 첨차 사라져가고 있음을 의미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일본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대신 일본의 

정치제도나 정치과정이 여타 나라을의 유사한 제도나 과정과 동일하다 

는 전제 아래서 일본의 정치와 여다 나라들의 정치를 비교적으로 고찰 

하려는 경향이 강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2) 

이러한 경향은 정치제도， 특히 통치커구가 어느나라를 막론하고보펀 

성을 지니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는 듯하다. 의회나 내각， 정 

당， 선거둥의 여러 제도는 어느 나라를 막흔하고 제도화되었을 경우 어 

느 정도까지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정치체제가 유사한 

경우에는 그러한 경향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 이 때운에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일본의 정치제도나 과정을 여타 나라와 비교가능할 뿐만 아니 

라 비교의 보편성이 상당히 높을 수 있다 3) 

일본정치론 교육이 미국이나 서구의 자국정치흔 교육과 유사하게 이 

루어지기 시작한 두번째의 배경적 이유는 청치학 연구에 도입된 행동과 

학적 연구방법 (behavioral approach)의 도입 정착에서 찾아질 수 있을 

것 같다 4) 1960년대경부터 도입되기 시작하여 정착되기 시작한 행동과 

학적 정치학 연구방법은 수량화를 통하여 일본과 여타국가의 정치를 비 

교하기 시작 했던 것이다. 수량화펀 지표에 의하여， 정치의 현상을 정 

확히 파악하여 정책결정자나 정치가들에게 유용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 

는 것은 정치학의 주요한 과제의 하나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의 관섭을 끄는 것은 일본정치폰 교육이 이와같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본의 현 “정치의 현상”을 인정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 

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치의 현상에 대한 비판을 주안정으로 삼 

았던 전후의 일본정치론 교육과는 확연히 구분되고 있는 것이다. 阿部

2) lbid. , p.92. 
3) lbid. , p.92. 
4) lbid. , pp.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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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는 이러한 차이흘 다음의 3가지 측면에서 파악하고 있다 5) 

첫째， 기성의 정치학이 현실에 대하여 비판적인데 반하여 새로운 정 

치학은 일본정치의 현실올 공청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두번째， 기성의 

정치학은 일본정치를 다른 나라와 비쿄할 해 일본정치의 독차성을 주장 

했지만， 새로운 정치학은 일본정치와 여타나라의 정치간에 유사성내치 

연속성이 있음을 주장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보고 있다. 세번째， 새로운 

일본정치학의 경향은 수량적 분석의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京極純一교 

수의 표현을 빌린다면， 기성의 정치학이 “了解모델”에 의하여 현실의 

매크로한 설명을 시도했다면， 새로운 갱치학은 “블랙박스모렐”에 의하여 

현실의 마이크로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수량적 분석에 의한 

새로운 정치학의 방법론은 일본 정치내지 정치학의 보수화와 밀접한 연 

관을 맺고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정치학”의 연구경향이 확대되면서 일본정치학계에서는 전후 

정치학의 기본가설에 대한 비판이 일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비판의 여파 

는 자연히 각 대학의 일본정치흔 강의에도 파급되고있는것 같다. 1980 

년대 초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전후정치학”에 대한 비판은 전후청치 

학의 끼본가설이었던 관료우위설과 전전 전후 연속설을 부청하고 정당 

우위설과 전전 전후 단절설을 내세우고 있다. 새로운 정치학이 말할 펼 

요도 없이 행동과학적 방법흔을 채태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법론을 통한 

일본정치의 연구는 실증성을 결여한 전후정치학의 이데올로커성과 추상 

성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전후의 정치 

학은 지나치게 사실을 무시한 가치판단에 의존함으로써， 일본정치현질 

이 변화했음에 도 불구하고 그러 한 현실의 변화를 이 론화시 키 지 못한 문 

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6) 이러한 연구경향의 반영이 일본정치론교 

육에서 전후정치학의 대표적 서적들이었던 E.H. Norman의 〔일본에 있 

어 서의 근대 국가의 성 렵 그， 九山훌男의 〔現代政治의 思想과 行動]， 石田

5) Ibid. , pp.58"-'60 • 
. 6) Ibid. , p.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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雄의 〔明治政治思想史짧究]， 神島二部의 r近代 日本의 精神構造]， 間義

武의 〔現代 日 本政治過程〕 둥이 松村l技夫의 〔戰後 日 本의 官傑制]， 三펀 

一郞 동의 〔日本政治의 座標〕 그리 고 住顧識三部와 松破哲久의 C自民黨

政權〕 등의 보다 실증척연구 서척S로 대체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정치론 교육상의 커리률럼에서도 서서히 그 변화가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즉 지금까지 일본정치론 강의는 거의 일본정치 

사에 치중되었으나 1980년대 이후에는 “현대일본의 정치 “현대일본의 

행정분석" “지방자치흔 “현대일본의 외교정책결청론” 등의 강의가 

기존의 “일본정치사” 혹은 “근대일본의 분석” 둥과 같은 과목과 함께 

개설되고 있다. 또한 “현대일본의 정치” 같은 과목은 대체로 일본의 정 

치경제론， 정치과정， 대외정책등에 관한 이흔척 연구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일본 각 대학의 일본정치흔 교육을 서베이하연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특징적인 현상의 하나는 아칙도 일븐정치흔 강의가 지난날의 

일본 정치문제를 역사적으로 그리고 사상적으로 다루는데 춧점을 맞추 

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와같은 정치사의 중점적 연구에도 불구 

하고 이제 일본정치 교육에서는 전후 일본정치교육의 주된 내용이었던 

“일본의 특수성”에 대한 논의가 사라지고， 일본의 정치제도와 정치과정 

을 여타나라의 제도와 과정과 비교하는 정치제도와 통치기구의 보펀성 

에 기초한 일본정치 교육이 주류를 형성하71 시작한 것같다 7) 최근 이J 

러한 새로운 정치학의 연구경향을 정리한 三힘一郞， 松村l技夫， 山口定，

進顧榮一의 〔일본정치의 좌표〕를 보면 일본정치론의 주요관심사가 어 

떠한 것인지 111 교적 확연하게 드러난다. 참고로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 

음과 같다. 

제 1 부 : 국제관계속의 일본 

7) 일본에서의 “새로운 청치학”의 경향은 獲口孝 등이 주로하여 펴낸 정치학 
Series(東大出版홉)와 阿部齊퉁이 시 도하고 있는 岩波훌店의 政治뿔 Series 
에 의해 잘 나타나 있다. 특히 이 부분은 阿部의 책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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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장:패전과제헌 

2 장:강화와제 3 세계 

3 장 : 안보에서 경제마찰로 

제 2 부 : 전후일본의 정치체제와 정치과정 

l 장 : “전후개혁”의 정치적 의미 

1. 국민주권과 상정천황제의 성렵 

2. 정치옐리트의 재현성과 대일점령청책 

3. 첨령청책의 전환과 “보수본류” 노선의 형성 

4. “전후개혁”올 둘러싼 단절과 연속 

2 장 : “55년 체 제 ”의 성 링 과 전개 

1. 55년 체제의 성 립과 보수합동 

2. “전후혁신”의 성격과 60년 안보투쟁 

3. “대중사회” 논쟁과 현대일본분석틀의 모색 

4. “보수본류” 정치의 확립과 고도경제성장 

5. 자민당 지배의 구조 

6. 자민당의 “장기저락”과 압력정치의 전개 

3 장 : 고도성장의 정치적 귀결 

1. 55년 체제의 변용과 사회 당의 쇠퇴 

2. 야당의 다양화 : 민사당， 공산당， 공명 당 

3. 혁신자치제의 홈生과 “참가민주주의”론 

4. “신 중간총” 논쟁에서 “지지없는” 층의 확대 

5. “연합정치”의 모색에서 “보수회귀”에 

6. 田中角榮 문제에서 제 2 차 臨調 中曾根정권에 

결론 : 일본정 치 발전의 “일본모텔”을 구하여 

제 3 부 : 정책과정 

l 장: 

1. 시대의 변화와 이론 

2. 국회중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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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각과 총리대신 

2 장 : 청당과 관료제 

1. 정당제 

2. 관료제 

3 장:이익집단 

1. 이익집단이론의 발생 

2. 일본의 이익집단흔 

3. 마르크시스트의 견해 

4. 경제계의 영향에 관하여 

5. 그외의 논점 

4 장:중앙 지방관계와 지방자치 

1. 지방자치의 규범적 이흔 

2. 중앙 지방관계론의 변모 

3. 지방정치과청론의 출현 

정리 :정책과정의 틀 

제 4 부 : 世論과 시민의 정치참가 

1 장:현료제의 정통화와 그 정착 

1. 전통적 인 公私의 관념 

2. 공의 해체와 사의 해방 

3. 공의 전환 

4. 시민의식과 시민문화 

2 장 : 청당지지의 변용과 사회구조 국제환경의 변화 

1. 청당지지의 중요성 

2. 정당지지를 설명하는 주요한 요인 

3. 제 l 기 : 계몽민주주의의 종식 

4. 제 2 기 : 이익민주주의 

5. 제 3 기 : 대중민주주의 ? 

3 장:정치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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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참가에의 관십과 현실 

2. 투표행동의 제도적 조건 

3. 투표행 동-껴 권 or 투표 

4. 투표행 동-투표방향 

이상의 내용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일본정치론 교육의 흐름은 

일본정치 체제의 변혁보다는 일본정치체제의 현상 인정 속에서 일본정 

치체제를 여타 서구선진사업사회의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체제로 해석하 

고 있다는 정이다. 

N. 훌훌園政治짧 교과서 를評 

韓國政治를 개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교과서에는 10가지 정도가 있다. 

출판년도별로 보면 1963년에 朴文玉敎授의 〔韓國政府論J(박영사)， 1976 

년과 1982년에 金雲泰외 여러 敎授가 공저한 〔韓國政治論J(박영사)， 

1984년에 韓培浩敎授의 〔韓國의 政治J(박영 사)， 1985년에 安秉萬敎授의 

〔韓國政府論J(다산출판사)， 1986년에 安海헝敎授의 〔韓國行政體制論J ，

1987년에 韓培浩 • 魚秀永敎授의 〔韓國政治文化J ， 韓國政治學會의 〔現代

韓國政治論J(법문사)과 〔現代韓國政治와 國家J(법문사)， 그리고 1988년 

에 閔俊基敎授의 〔韓國民主化와 政治發展J(조선일보사)과 尹亨燮敎授의 

〔韓國政治論〕이 각각 발간되 었다. 

이 들 10가지 의 교과서들은 朴文玉敎授의 〔韓國政府論〕과 安海均敎授

의 〔韓國行政體制論〕을 제외하고는 모두 여러 敎授들에 의해 집필되었 

거나 혹은 한 사람이 쓴 경우라도 그 사람이 과거에 쓴 논문들을 집대 

성한 것이다. 

(1) 朴文玉， [韓國政府論〕

이 책 은 李朝時代， 日帝植民地時代， 美軍政時代， 그리 고 第一， 二共

和國時代의 大韓民國政府의 통치기구를 기술하고 있다. 美軍政時代와 

大韓民國政府時代에서는 정당과 압력단체를 간단히 다루고 있지만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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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S로는 李朝時代부터 第 2 共和國까지의 統治機構를 法的 制度的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朴敎授의 〔韓國政府論〕은 李朝時代부터 오늘에 이 르기 까지 의 統治機

構 變選史흘 학생들에게 개괄적으로 소개하는데는 유용한 책이다. 그려 

나 이 책은 大韓民國政府에 대해서 책전체 분량의 1/3정도만을 할애하 

고 있고 또 1963년에 출판되 었기 때 문에 , 第 3 共和國以後 오늘에 이 르 

기까지의 統治機構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이 책은 統治機構의 法的 制度的記述에 치우쳐 그 기구의 운영상 

을 동태적무로 파악하고 있지 뭇하다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2) 깅운태 외， [한국정치론〕 

전체 9장 730"，1 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으로 9인의 공저로 집필되 

었다. 제 l 장은 깅운태와 최창규가 나누어 쓴 것으로 이책 전체의 지배 

적 패라다임이라 할 기능주의이론과 근대화론척 시각￡로부터 다소 벗 

어나 있는 것이 흥미롭다. 기능주의이흔이 70년대이래 풍미하기 이전의 

고천적 이론인 제도척， 정치사상적 이론들올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특이하다. 최창규의 한국의 정치전통에 대한 논의는 매우 보수적 

인， 위정척사론적인 민족주의의 주장을 폈다는 점에서 보다 진취적이거 

나 민중주의적인， 그 동력이 밑으로부터 추동되는 민족주의논의나 운동 

과는 대조를 이룬다. 민족주의운동의 전개는 전통적 사회질서가 제국주 

의의 탄압A로 위기에 처할때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발전할 수 있기 때 

문이다. 민족주의운동의 지도이념은 전통옐리트인 양반계충이 발전시킬 

수도 있고， 주변적 식민지하의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 도시옐리트나 중 

산충이 발전시킬 수도 있다. 제국주의의 탄압올 핵심척으로 담지하는 

노동자， 농민， 하급중산총이 중심이 되면 반제민족해방투쟁적인 진보적 

이거나 급진적인 민족주의도 있을 수 있다. 최창규는 구양반계충에 의 

한 수구적 성격의 민족주의로부터 오늘날 대한민국의 주권국가로서의 

기반올 끌어내고 우리의 정치전통의 원류를 거기에서 발견한다. 

이 관청은 한국의 정치문화를 다루는 제 2 장으로 이어진다.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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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전통척 특성은 사회의 위계구초와 질서를 합리화하는 유교문화 

이며 유교의 기본덕목인 忠、과 孝라는 점에는 학계에서 넓은 합의가 가 

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유교적 정치운화가 곧바로 현대 한국사회에 있 

어서도 역시 규범척인 뎌목이 되어야한다면 여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많 

을 것이다. 저자는 유교문화속에는 근대국가의 관념이 함축되어있고 이 

로부터 민족국가의 기 본이 념 이 도출되 어 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전통과 

현재의 연속성올 부각한다. 저자에게 있어서 한국사회는 일체성의 대동 

단결과 충효의 덕목이 사회의 버팀목이 되며， 그 기반위에서 국가는 君

王가 의 사적 大家族의 長(Pater Familias)이 되 는 일종의 가족무로서 이 

해된다. 저자는 이러한 국가관이 현재국가의 행정수반인 대통령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암시한다. 이러한 논리는 우늘날 민주 

주의를 지향하는 시대에 있어 권위주의적인 독재체제를 합리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가능하며， 사회와 국가를 순결성， 동질성， 갈등의 부재， 

비분화성에 이념적 기반을 갖는 가부장적 위계구조를 갖는 하나의 거대 

한 가족으로 보이게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민족분단은 한국사회 

의 동질성과 염속성， 일체성을 파괴하는 것우로 자연히 비역사적인， 그 

리고 반민족적인 현상A로 이해된다. 

이러한 전통문화의 특징은 어떻게 현재에 전수되고 재생산될 수 있는 

가? 그것은 정치사회화 과정을 통해서이다. 이영호는 정치사회화 과정 

과 이를 통해 형성되고 재형성된 현대 한국정치문화의 성격을 논한다. 

이영호의 章은 50， 60년대 근대화이흔과 행태기능주의이본의 중심적 논 

거로 발전된 미국의 정치운화이론이 70년대 우리나라 비교정치학의 중심 

이롤으로 수용되연서 이루어낸 하나의 교과서적 서숭이라고볼수있다. 

Almond와 Verba가 경험척연구를 위해 범주화한 향리적 정향， 신민적 

정향， 참여적 정향을 그대로 비판없이 수용한다. 이것은 서구의 경험에 

서 나온 문화적 행태적 특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그대로 우리의 문화 

적 조건과 특성을 측정하고 규청하는 것이 된다. 서구적 경험에서의 근 

대-전통 이분법위에서， 특히 앵글로 색슨족경험을 근대화의 모렐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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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이에 대한대립법주로서， 개발도상국또는제 3 세계적 전통문화의 

특성을 전통문화의 그것으로 전제하는 논리라고 하겠다. 이렇게 되면 

참여적인 정향을 목표로하고 향리적 신민적인 정향을 출발점으로 삼아， 

신민적인데에서 참여적인것으로， 전통에서 근대로， 제 3 세계적 정치문 

화의 조건에서 서구적인 것으로 지향해 나가는， 즉 발전해나가는 것으 

로 근대화를 이해하게 될 수 밖에 없다. 근대화의 과정이란 다른것이 

아니라 이미 정향의 분류와 범주화에서 외생척 jζ로 주어질 수 밖에 없 

고 단선적 발전경로를 따라 나아갈 수 밖에 없는， 또 그 과정을 업증해 

가는 과정이 되고 말것이다. 또 저자의 논의는 유교적 전통문화를 강하 

게 갖는 우리나라의 근대화과정에서 쉽게 약화되지 않는 발전에 대한 

잔여법주(residual ca tegory)로 보인다. 김운태와 최창규가 전통문화적 

요소를 보다 적극적으로 긍정하려는 연을 보였던 것과는 달리 이영호의 

전통문화의 이해는 근대화의 과정에서 극복될 어떤 낙후된 것으로 보인 

다. 이영호의 논의에서는 전통문화가 근대화의 과정에서 소멸 약화되어 

간다면， 어떤 정치사회화의 과정을 통해， 왜 어떤것은 약화되고 반대로 

어떤것은 유지존속되는지， 또 서구식 근대문화와 전통문화사이에는 어 

떤 상보적 기능이 있고， 어떤 갈둥적 성격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들이 좀 

더 상세히 다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운근식과 김운태가 함께 쓴 제 3 장은 정치체제와 구조， 그 특성과 변 

화를 볍적 제도적 측면에 춧점을 두어 역사적으로 서술한 부분이다. 제 

도변화를 年代記的으로 서솔하여 제도적으로 정치사를 이해하는데는 도 

움이 된다. 그려나 저자들은 분단은 왜 만들어졌고， 이것이 정치체제에 

어떤 제약과 긴장을 야기하고， 1공화국에서 유신에 이르기까지 각개의 

정치체제를 어떻게 개념적으로 이해할것인가， 정권들은 어떻게 수립되 

고， 운영되고， 붕괴되었는가 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설명을 

대체로 제시하지 옷하고 있다. 

윤형섭이 쓴 제 4 장은 이익의 표출적， 취합적 측면을 내용으로하는 

투입적 측면(input side) , 즉 정치과청을 주로 다룬다. 청당의 입법과정， 



韓國政治論，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207 

이익집단의 이익표출기능을 중심으로한， 규칙제정， 의사결정， 의회의， 

구조와 변화， 선거， 투표형태， 이익집단， 정당체제들 이익대표체계의 

특성 과 구조를 분석 한다. 그런데 저 자가 고전적 多元主義(Pluralism) 이 

폰을 통하여 작업올 수행하는 동안 한국적 현실에서 왜 구조척으로 이 

정치과정에 대한 제약이 가해지는가에 대한 언급을 발견할 수 없다. 그 

러나 서구의 자유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다원주의모델을 준거의 기준으 

로 삼을때， 흥미있는것은 기능주의적 근대화이론의 모델을 사용할 때보 

다 한국정치에서 민주주의를 제약하는 요소， 그리고 서구민주주의와 한 

국의 정치체제간의 차이가 훨씬 더 부각되고있다는점이다. 저자의 “일 

사불란한 획일화 “권위주의적 과두화”에 대한 비판이 이를 말한다. 

다원주의적 이익대표제를 구성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구성요소가 

바로 이익단체， 또는 압력단체이며 압력단체의 조직， 활동， 영향력은 

우리나라 정치의 저발전을 대변해주는 정표라고 하겠다. 압력단체가 약 

한곳에서 정당체제의 발전이란 있을 수 없으며 정당체제가 발전하지 옷 

한데서 광뱀한 국민 또는 대중의 정치참여에 의하여 공공의사 및 정책 

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 저자는 민주발전의 청도 

를 진단하는 정치과정의 핵섬적 측면들을 관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능주의이론의 사용에 의한 입법과정분석의 한계를 발견하게 된다. 저 

자는 한국민주주의제도의 저발전은 주로 “의원 및 정책결정자들이 정책 

결정자로서 역할을 하지 옷한다”에서 찾는다. 이 결론이 틀렸다는 의미 

가 아니라 이렇게된데 대한 원인분석， 구조적 제약조건의 탐색， 전체정 

치내에서의 입법과정 및 청당의 위상과 기능등이 설명되어야 하지 않을 

까본다. 

백완기가 기고한 제 5 장은 의사결갱과 그 집행을 주기능으로 하는 한 

국행정과정， 즉 정치체제의 산출부분(output side)를 다루고 있다. 발전 

주의적， 기능주의적， 능률주의적 시각에서， 한국행정의 합리척 운영과 

기 능을 저 해 하는 특수주의 적 (partistic) 전통문화적 요소를 찾아내 고， 현 

실에 있어 한국행정의 제도적 작동과정을살펀다. 한송조에 의한 제 6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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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현정치의 지도이념， 유신체제에 의해 제한된 “한국척 민주주의” 그 

리고 이를 실현하고 지도하는 지도자와 그 특성을 다루고 있다. 여기에 

서 한국적 민주주의는 서술적 개념이 아니라， 유신체제가 한국적민주주 

의 발전을 구체적으로 실현한다고 보는 보다 적극적이고 가치함축적인 

긍정성， 목척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를 끈다. 저자는 보다 

야심적A로 위로부터의 혁명， 서구민주주의와 동구민주주의(한국적 민 

주주의가 이에 속하는)가 구멸되는 민족적， 주체적 민주주의 정의 위에 

서 한국적 민주주의를 정형화 내지는 이론화하려는 시도가 크게 부각 

된다. 

제 7 장 역시 한송조교수가 집필한 것a로 앞장의 논의의 연장선상에 

서 정치발전 유형과 근대화과청은 근대화이흔과부강한 근대국가의 건설 

이라는 대전제위에서 강력한 지도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경제발전과 이 

것이 새마을운동과 그 정신에 의해 구체화되는 변을 강조한다. 위로부 

터의 급속한 산업화에 의한 급속한 산업성장이야말로 민족의 숙원인 근 

대화를 이루는 최상의 걸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급격한 산업화에 의한 

물질문명의 발전은 농공간， 도시농촌간， 계급간 격 차를 야기하였고， 이 

러한 산업화의 부작용은 농공간， 도시농촌간， 계급간 격차를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제기하는데， 새마을운동에 의해 계도되는 정신혁명을 통하여 

이를 극복하고 보다 높은 복지사회로 지향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윤근식에 의한 제 8 장은 미소냉전의 외적환경의 변화와 담북관계의 

변화롤 해방이래 7.4공동성명에 이르기까지 서술적으로 요약한다. 어떤 

특별한 관점이나 강조점은 보이지 않는 제 9 장은 안병영이 쓴것으로 북 

한정치체제를 다루고 있다. 북한정치체제를 이해함에 있어 저자는 반공 

주의적입장에서 보다 북한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보인다. 2차대전이후 

현재까지 공산주의연구의 지배적 파라다임인 전체주의흔학파(totalitari. 

anism school)의 시 각올 따르고 있다. 북한의 지 배 이 념 으로서 주체 사상 

의 허구성， 권력 및 통치구조， 송계문제， 專紅간의 갈동 동， 북한사회 

에 대한 거의 모든 문제를 매우 요령있게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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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로 볼 때 이책의 특정은 저자들이 미국의 행태기능주의， 다 

원주의， 근대화론을 이흔적 플로서 수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러한 50"'70년대에 이르는 지배적 패러다임a로서 이들 자체가 지니는 

문제점과 한계가 이책에서도 다소 노정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전통 

운화에 대한 해석과 이에 뿌리를 둔 민족주의이념의 이해는 수구적이라 

고 느껴질 정도로 보수적 시각올 드러낸다. 여기에서는 국가주도에 의 

한 산업화에 의한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는 근대화， 강력한 근대국가 

의 건설을 가져오게한 높은 엽적￡로 평가된다. 북한과 남북문제에 관 

한 인식은 냉전적사고의 핵심적 내용을 구성하는 반공안보의식， 또는 시 

각으로 일관된다. 그런데 행태기능주의적 측연 (functional behavioralism) 

에서 정치구조와 문제， 변화를 서솔하는 저자들과 다원주의척 시각 

(pluralism)에 서 문제 에 접 근하는 저 자들， 서 구의 경 험 을 준거 의 기 준으 

로 삼는 기능적합리주의에 춧점을 둔 저자들과 토착적 전통문화내지는 

민족주의적 요소를 우위에 두는 저자들의 논의사이에는 논리와 가치정 

향에 있어서 또 사실인식에 있어서 다소의 불일치와 긴장이 보이는 것 

도 흥미있는 사실이다. 발전， 커능주의， 근대화， 대북한체제 우위가 강 

조되는 것은 좋￡나 급격한 발전이 창출해낸 갈퉁， 긴장， 대립이 심화 

되는 과정과 조건을， 남북분단의 역사적조건과 사회경제적 재생산구조 

그리고 오늘날 남북의 극도의 대렵관계와 긴장상태가 명화지향적인 것 

우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을 가로막는 원인과 조건들은 이책에서는 논의 

의 공백으로 남겨져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책의 저자들은 권위주 

의체제의 극복과 민주화에 대한 의치와 가치청향이 약한 것무로 보인 

다. 유신체제와 같은 권위주의체제에 대한 비판적 측면을 보는데 무관 

심한것은 이책에서 가장 아쉬운 첨이 아닌가 생각한다. 

(3) 韓培浩， [韓國의 政治그 

한배호교수의 저서 〔한국의 정치〕는 그동안 필자가 독자적인 논문형 

식으로 발표한 것을 종합하여 책으로 내놓은 한국갱치에 관한 연구서적 

이다. 단순한 교과서의 형태를 띄고 있다기 보다는 한국청치의 특정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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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들(range)의 이흔적 연구시각으로 분석하고 설명하려는 연구논문들 

의 집성이라고 볼 수 있다. 

한배호교수의 이러한 논문을 속에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방법론적 

관심은 기존의 규법적 정치이론이나 서술적 제도연구에 의한 정치현상 

의 설명을 비판적으로 취급하여 새로운 서베이나 통계적 분석방법둥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의 권위주 

의적 정치현상을 설명하려 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규뱀적 정치이론은 

정치현상의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없었으며， 또한 제도적 연구는 비공 

식적 정치사회과정은 물론 정당이나 이익집단， 매스마디어 등과 같은 

바정부조직이나 제도의 연구에 부적절하다고 보고 관찰될 수 있는 자료 

나 검증가능한 가설수립을 통하여 한국정치의 특징을 해석하고 이본화 

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심은 사실 미국에서 1960년대와 70년 

대에 얼어나고 있던 행동과학적 정치학 연구 방법론의 한국정치연구에 

의 적용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한교수는 정치문화와 정치체제의 

상관관계， 정당이나 이익집단의 역할， 정치엘리트의 정치적 오리엔테이 

션 그리고 정부기구내의 정책결정과정등에 연구의 춧점을 맞추고 있다. 

한 교수의 한국정치 연구가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설명하려고 하는 것 

은 한국정치의 지속적인 권위주의 현상이다 8) 

그러나 한교수의 이러한 접근방법은 우선 국가에 관한 관심의 부재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에 관한 관섬의 부재로 한교수는 

자연히 한국정치체제내의 권력관계 분석에 춧점을 맞추고 있지만， 그와 

같은 권력관계는 사회관계속에서 남을 통제할 수 있는 정치행위자의 능 

력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국가나 계급권력과는 매우 동떨어져 있는 것 

이다. 두번째의 문제첨은 정치문화와 정치체제의 운용간에 인과관계를 

찾아내려는 그의 노력이다. 문화의 변화가 정치체제의 구조나 운영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2..리라는 그의 가정은 역사적으로나 현실척a로 증 

8) 장달중， “서평 한국청치"， \J한국정치학회보~ Vo1.18, (1984) , pp.435"-'43T 
융 창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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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되기 어렵다. 특정정부나 정치지도자에 대한 불만이나 만족은 체제전 

체에 대한 태도와는 혼동될 수 있기 때문이다. 

(4) 안병 만， c한국정 부론〕 

6펀 17장 400여페이지로 이루어졌다. 1연은 이흔적 접근을 다루고 한 

국청치문화의 두 원류라고 할 조선조와 일제하 관료제와 이에따른 권위 

주의 청치문화를 서술한다. 책의 중심을 이루는 부분은 분량으로나 내 

용적￡로나 한국정치의 변동을 1공화국에서부터 4공화국에 이르기까지 

선거와 정당정치， 옐리트 충원패턴을 중심무로 다룬 3펀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그리고 중앙정부와 입법부간의 역학관계를 중심으로 다룬 

4펀과， 정부와 재벌간의， 즉 정치와 경제의 역학관계를 해방이후로부터 

현재까지 다룬， 그리고 이를 발전론적 시각에서 다룬 5펀이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를 진단하면서 한국과 미국， 일 

본， 공산권간의 관계를 자주적 경제발전의 논리와 북한공산주의의 공격 

적 위협하에 처해있는 상황을 강조하는 반공안보논리의 시각에서 서술 

하고 있는 부분도 이에 포함된다. 

6펀은 농촌마을주민과 대차농의 정치적태도를 경험적으로 조사연구한 

두개의 사례연구를 담고 있다. 저자는 정치적 효능， 대정부신뢰도를 측 

정 하기 위 해 Easton과 Denis가 법 주화한 측정 변수를 통해 요소분석 방법 

을 사용한다. 역시 이책에서는 “중대선거” 개념올 중심으로 선거결과를 

분석한 3펀이 책의 핵심일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하나의 공헌이 아 

닌가 보인다. 그런데 핵심적 개념이 되고 있는 “청상선거”와 “중대선거” 

는 서술적 개념이상의 것은 제시하지 옷하는 아쉬움을 남긴다. 안교수 

의 저서도 앞의 윤교수의 저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정부론”이라는 일반 

적인 책명에도 불구하고 다루고 있는 주제는 몇개의 주제에 한청되어 

관료제， 중앙청부의 기능， 옐리트충원， 정부와 재벌기업간의 관계를 다 

루고 있을 뿐이다. 안교수의 저서는 정치문화， 즉 서구의 민주척 정치 

문화와 그 잔여개념으로서 관료적 청치문화， 정치제도의 기능에 대한 

중요성， 경제성장과 국력증대를 외한 경제발전흔적 퍼스펙티브， 대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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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있어서는 반공안보적 냉전논리를 서술과 설명의 중심적 위치에 놓 

는다. 안교수의 경우， 중대선거라는 개념설정에 있어서도 그것은 기존 

정치체제를 위협하는 선거를 의미하는 의미로 선거결과에 나타난 여야 

당간의 투표결과의 배분을 중심으로 말하고 있을뿐， 그것이 투표로 반 

영된 지지세력 또는 지지표의 엄밀한 분석， 사회경제적 분화와 다수의 

성격， 정치체제내에서 여야당의 구조， 집권정부여당과의 관계와 이 관 

계내에서의 변수 등， 정치체제가 당연하고 있었던 위기의 성격， 선거시 

의 잇슈의 성격등에 대한 설명은 발견되지 않는다. 

諸測面으로서 의 정 치 지 도자의 사회 배 경 , 京獅新聞 發刊決定過程， 권 

위주의적 정책결정유형， 입법수행랙올 다루고 있고 정치발전폰과 韓國

政治의 課題도 포함하고 있다. 이 책은 여키 소개한 각각의 주제에 대 

한 연구논문을 싣고 있으나 韓國政治論 교과서로 쳐음부터 쓰여진 책은 

아니다. 韓國政治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출 책이나 韓國政治전반 

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 

安秉萬敎授의 〔韓國政府論〕은 韓國의 정치문화와 관료제， 重大選擊와 

政黨政治， 政府옐리트 出身背景， 中央政府와 地方政府의 관계， 行政과 

政治의 관계 , 行政府와 立法府의 관계 , 官과 財閒의 역 학관계 둥을 다루 

고 있다. 이 책도 韓培浩敎授의 책과 마찬가지로 이들 각 주제에 대해 

安敎授가 과거에 썼던 論文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주제 

에 대해서는 매우 유용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第一共和國부터 第 5 共和

國에 이 르커 까지 의 韓國政府의 공통완 특성 과 각 共和國에 고유한 특성 

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못하다. 또한 이 책은 政府論이기 때문에 

韓國政治의 주요 잇 슈를 커 의 다루고 있지 않다. 

(5) 安海협， [韓國行政體制論〕

이 책 은 投入-출出의 모델에 따라 第 l 共和國부터 第 5 共和國까지 의 

政治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각 공화국이 한개의 章올 이루고 各

章은 1) 각 공화국의 成立背景， 2) 정치척， 사회적， 경제적， 안보적， 

투입， 集團的 環境， 3) 體制의 목표와 중앙행정기구， 4) 행정과정(政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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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이익집단， 정책결정기구， 政策參짧， 산출)， 5) 統制， 6) 體制와 環

境간의 홉顧(政黨과의 갈등， 言論과의 갈둥， 北韓과의 갈등， 學生集團

과의 갈동)， 7) 각 공화국 行政體制의 이흔적 示浚로 나누어져 있다. 

이 책은 여러 敎授들이 분담해서 쓴 것도 아니고 또 한 敎授가 그의 

과거의 論文을 엮어서 낸 것도 아니다. 한 敎授가 나름대로의 체계를 

세워서 집필한 것이기 때문에 第 1 共和國부터 第 5 共和國까지가 이상 

열거한 주제에 따라 잘 정리되어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 이 책 

은 각 공화국 별로 구성되어 있키 때문에 각 공화국의 政治 行政이 어 

떠한 점에서 유사하고 어떠한 점에서 상이한가도 쉽게 비교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이 책은 각 공화국에 대해 비교적 많은 양의 情報

를 담고 있기도 하다. 

이 책의 문제정은 韓國의 政治 行政過程을 투입-산출의 모델로 잘 

분석할 수 있느냐는 의문에 있다. 사실상 이 著書는 매우 體系的으로 

記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韓國政治의 核心을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 

를 노정하고 있다. 또한 각 공화국 간의 政治變動이 일어나는원인도깊 

게 분석되어있지 못하다. 

(6) 한배호 • 어수영， [한국정치문화〕 

펀자의 견해로는 이책은 개념화， 작업범주화， 양적측정을 위한 작업 

화(operationalize)에 있어 이흔적a로 잘 정립되고 방법본적 o 로 세련 

된 한국정치문화연구에 있어 가장 수준높은 연구서가 아닌가 한다. 서 

술에서 결흔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일관된 이흔적 개념의 사용을 통하여 

광범한 경험적 자료의 분석을 행한 연구서는 우리나라 정치학연구서에 

서 드물게 보는 전문적연구서 (monograph)로서 모뱀이 되지 않을까 생 

각한다. 또 이 책의 높은 수준은 또 당연하게 여겨지기도 하는 것이 한 

국정치학계가 60년대 이후 마국정치학의 지배적 패러다임을 수용하여온 

이래 정치문화부분의 연구가 가장 풍부한 엽적을 내고 있다는 사실외에， 

두 저자는 이 분야연구의 대표적인 개척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책은 5펀 310페이지 정도이다. 1펀은 정치문화에 대한 이흔적 부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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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있다. 정치문화내지는 정치정향의 위협 

에 관한 이 론적 개 념 을 주로 이 분야의 고전 이 라할 Almond, Verba의 향 

리적， 신민적， 참여적 정향유형을 한국적 현실에 보다 적합하게 변용하 

려고 시도한다. 표본대상은 전국에 걸쳐 1 ， 500으로서 매우 규모가 크다 

고 하겠다. 2현은 1펀에서 행한 묵종， 의인주의， 형식주의 등 7개의 정 

치정향을 추출하여 설문응답을 분류， 정리， 서솔하는 내용으로 이루어 

져 있다 3펀은 이렇게 얻어진 결과에 대한 거시적 분석을 시도하는데 

여기에서는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정치참여， 연령충， 성별， 도시 

화의 변수를 통해 정향의 분포를 분석한다. 4펀은 이에 대한 미시적 분 

석으로서， 특정집단이 어떤 특정의 정향을 갖느냐하는하위문화에 대한， 

즉 정치하위집단과 특정하위문화간의 적합성 (congruence)에 대한 측정 

이 주를 이룬다. 각 변수를 집어넣은 집단들은 근대와 전통， 권위주의 

와 민주주의라는 문화의 역사적 전통을 민주주의의 제도화의 정도에 합 

얼하는 태도정향과 결합하는 연속선상(continuum)에서 1) 전통-권위， 

2) 근대-권위， 3) 전통-민주， 4) 근대-민주로 유형분류를 하고 이 

분류에 따른 분석을 행한다. 

결론에서 저자들은 한국의 정치문화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듯이 권 

위주의적 정치문화라는 명제에 수정을 가하면서 복합， 이질화， 다양화， 

흔합문화적 요소가강하다는사실을발견한다. 세대간， 도농간， 계총간， 

차이를 발견하고 한국적 정치문화의 특수성을을 지적해낸다. 정치문화 

접근은 흔히 정치문화결정본적인 논리를 가진다. 특정의 청치제도를 발 

전시키고， 또 체제 및 제도를 일정방향a로 변화시키고， 특정한 제도의 

운영을 하게하여 민주주의 또는 권위주의의 방향으로 정치를 변화시키 

는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결론에서 특정형태의 정치문화의 변 

화가 한국민주화를 촉진시킬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런데 자칫 운화적 접 

근은 동어 반복적 설명， 정치변화를 야기하는 요인으로서 설명력을 갖 

기 어려울때가 많다. 저자들이 얘기하듯이 정치정향의 질적변화는 대체 

로 여러변화를 일으키케하는 요인의 결과얼 경우가 많다. 그 결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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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치문화의 변화가 민주화를 위한 설명변수로서 어떻게 기능할 수 

있을런지는 불확실하다. 

차라리 정치문화와 민주화는 특정형태의 정향을 지속시키게하는 구조 

적 힘， 구조적 요인들， 즉 사회경제적， 정치척 요소들의 결과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책에서의 정치문화는 사회문화의 수동적 반영으로서 문화 

일 뿐이다. 그러나 두루 알다시피 정치문화는 문화의 특정요인의 재생산 

메카니즘과 교육 그리고 정치적경험， 사회화과정， 즉 문화의 습득 내지 

는 재 생 산과정 (political enculturation)에 대 한 설 명 을 필 요로 한다. 국 

가의 권력엘리트을이 특정의 문화 항목을 선별적￡로 선태하고 이를 교 

육， 교화시키는 능동적 과정에 대한 중요성이 그것이다. 여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다. 

향리적， 신민적 이니하는 정치문화의 특정법주와 개념들은 대체로 서 

구적 경험이나 정향S로부터 추출한 것으로 그것을 외부로부터 한국척 

현실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미 그동안 근대화이론의 근간을 

이루었던 전통-근대의 이분법은 서구의 역사적 경험에 입각한 개념화 

엄은 두루 아는터이다. 유교문화의 전통적 요소속에서도근대적 요소는 

발견될 수 있고， 또 이 양자는 현재 병렵할 수 있다. 권위주의， 민주주 

의적이라는 개념도 민주주의가 무엇인가하는 개념정립A로부터 문제가 

제키된다. 미국， 또는 영 미의 현존 민주주의제도가 민주주의 이념형인 

가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문화와 제도가 반드시 적합척인 것이 

며， 한나라의 정치문화가 반드시 수미일관한 특성을 갖는 것이며， 정 

치변화가 문화의 변화에 선행하여 변할 수 있￡며 이후 정치문화가 바 

뀔 수도 있지 않겠는가 등 거기에는 여러가치 이흔적 문제들이 제기될 

수있다. 

(7) 한국정 치 학회 펀， c現代韓國政治論〕

한국청 치 학회 펀， c現代韓國政治論〕은 해 방후의 한국청 치 사와 청 치 과 

정을 이론적으로 조명해보고자 한 논문들의 집대성이다. 

현대한국정치의 역사적 시원을 일제의 식민통치와 한국민족주의사상 



216 연구논운 

에 서 찾고 분단과 분단극복시 도， 그리 고 단정을 통한 1공화국과 한국전 

쟁， 제 2， 3공화국을 각 필자의 이흔적 표리즘을 통하여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정치과정면에서는 정치문화와 민주주의， 정치엘리트， 국회， 선 

거제도둥의 분석둥올 통하여 한국정치외 현실율 이해하려하고 있다. 이 

와같은 논문의 종합은 물론 종합적인 이론 체계를 결여하고 있기는 하 

지만， 현대한국정치의 포괄적인 이해를 시도했다는 점에서는 매우 가치 

있는 엽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現代韓國政治論〕은 몇가지의 중대한 결함을 안고 있다. 첫째， 

앞의 두 권의 책과 마찬가지로 한국 정치권력의 실상을 종합적￡로 파 

악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정치권력구 

조와 정치체제의 속성을 보다 명확히 밝힐 수 있는 논문들이 포함되었 

더라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한국청치를 보는 이론적 시각이 필자마 

다 다르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커다란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 

념적 대결로 전후한국정치사를 보는 시각이 있는가하연， 청치문화적 시 

각이 존재하고， 또 제도적 시각과 정치경제흔적 시각등이 서로 경쟁하고 

있는 형펀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각 시각의 장 단정을 종 

합적으로 겁로하여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의 이론적 가이드라 

인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 과연 우리의 정치체제를 과학적 

탐구의 대상으로 취급해야하는가 아니면 변혁의 대상ξ로 취급해야 하는 

가 하는 문제로 정치학회 차원에서 제기되었으연 좋았을 것이다. [現代

韓國政治論〕이 한국정치의 전근대성을 비판하고 있는 경우， 비판의 대 

상이 되고 있는 것은 미국이나 유럽형 정치모델과 한국정치의 현실간에 

발생하는 갱일 것이다. 그러나 서구형 정치제도나 실제가 한국정치의 

모텔로서 매력을 상실해 나가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는 제 3 세계에 대 

한 깊은 이해와 동시에 문화적 다양성과 상대성을 걱극적으로 이해하는 

바탕위에서 한국정치의 현실을 분석하려는 시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8) 한국정치학회펀， [현대한국정치와 국가〕 

위의 책들은 일정하게 70년대까지 한국정치학의 엽적을 담고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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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우리시대의 가장 기본척이고도 중요한 정치변화의 동인， 다이나막 

스， 과정을 설명하는데 크게 미흡하다는 느낌이 강하다. 우리시대의 정 

치학이 다루어야할 핵심적인 문제는 다음 두가지 문제로 요약될수 있다 

고 본다.1) 지난 4만세기 동안의 급속한 산업화와 이에 따른 사회전반 

의 구조적 변화， 그 정치적 귀결과 함의， 이 과정에서 권력과 부의 사회 

적 불평등의 심화， 이에따른 제반 문화적， 제도적， 변화와 정치체제가 

담고 있는 기반의 변화에 대한 탐색이 그 하나이며， 2) 이 시기에 걸쳐 

진행된 급속한 산업화와 군부 권위주의체제의 강화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문제가 그 두번째이다. 여기에 한가지가 추가된다연 강력한 민중주의적 

민주주의요구의 대두와 명화적 민족통일문제의 제기가 그것이다. 위의 

7펀은 공통적으로 앞에서 지적한 핵심적 잇슈들을 탐구의 대상 o 로 삼 

지 옷하고 있다. 아마도 그것은 부분적으로 70년대까지의 주류이폰으로 

서 근대화론과 행태기능주의 패라다임의 한계인지도 모른다. 

[현대한국정치와 국가〕는 앞의 7펀과 비교해볼 때 매우 대조적인 책 

이다. 무엇보다도 이 책에서 한국정치학계의 상당한 세대차이， 또는 교 

체가 말견된다. 이 책의 기고자들은 대체로 801건대에 들어와 교직을 시 

작한 사람들로서 특히 시각에 있어 이전의 선배연구자들과 상당한 차이 

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꽤라다임의 변화와 이에따른 문제의식， 주 

제설정의 차이를 발견한다. 여기에서의 이론적 개념들은 국가， 세계자 

븐주의 와 독점 자본주의 , 코포라티 즘(Corporatism) ， 국가의 자율성 , 관료 

권위주의， 노동， 민주화등， 새로운 문제영역과 이롱， 또는 개념들이 중 

심을 이룬다. 

책은 모두 14장으로 구성되고 14인이 기고하였다. 1편은 주로 이흔적 

문제를 다루고 있고， 2펀은 새로이 변화된 이론， 방법론 등을 통해 이를 

우리나라에 적응하는데 따른 적실성 문제와 경험적 연구를 담고 있다. 

3펀은 민주주의의 실제적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내용의 특정을 앞의 

7권과 비교해볼 때 큰 차이가 발견된다. 마르크스의 국가에 대한 개념 

과 기 능， 서 독의 Altvater나 Hirsch와 같은 국가도출혼자의 이 흔，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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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Samir Amin, A.G. Frank, 0 ’Donnell, Schmitter의 코포라티 즘의 개 

념과 이흔들이 제시되고 이를 적용하는 경험적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 

독점자본주의체제하에서의 국가의 기능， 세계자본주의체제의 구조와 성 

격， 세계자본주의체제가 주변부국가를 규융， 제약하는 문제들과 이에따 

른 정치체계의 군부권위주의체제흔의 변질이 중심주제로 나타난다. 

그것 이 네 오마르크시 즘의 이 론이 든 자유주의 적 신중상주의적 국가중 

심이론이든， 그 이전 학계의 주류패라다임과 달리 국가중심적 패라다임 

이라는 것이 두드러진 특정이다. 

임현진， 백운션의 한국에서의 국가자율성이란 제목의 제 8 장과 한상 

진의 중화학공업정책의 노동시장의 전개는 Skocpol, Nora Hamilton, 

Miliband 등의 네 오마르크시 즘과 신베 버 주의 적 (Neo-Weberian) 이 론의 

적용을 통해 한국의 국가가 자본주의의 발전과 기존질서의 유지를 위해 

어떻게 적극적 기능을 해왔는가를 지배와 피지배， 성장배분의 차등적 배 

분이라는 문제의식A로 접근하고 있다. 한상진의 중화학공업정책과 노 

동시 장의 변화를 다룬 제 9 장은 70년대 중반이 후 국가에 의 한 중화학공 

업촉진정책이 사회의 구조， 특히 노동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를 

표랑크푸르트학파의 Claus Offe의 이론a로 조명하면서 반노동적， 관료 

적권위주의국가의 정책과 성격이 민주화와 명행되지 않는 연을 지적하 

고 있다. 3펀의 제 12장을 쓴 김영재는 코포라티즘의 이론을 적용하여 

한국의 국가가 어 떻게 노동자를 국가의 조합주의적 통제 하에 두는가 그 

리고 그 목적과 정치적 의미는 무엇인가를 탐색한다. 

김영명의 제 13장은 한국의 정치변동과 유신체제를 한국정치의 암흑기 

로 규정하고 유신체제가 분단， 산업화， 정치문화의 복합적인 결과로서 

가능했고， 민주화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라는사질을부각시킨다. 제 14장 

의 박상섭은 한국정치에 있어 자유민주주의의 제도적 정착이 원활히 이 

루어지지 옷한 과청을 서솔하고 이것이 오늘날까지의 정치불안정의 요 

소라는 사실을 지적한다. 

이 책은 권위주의 정치체제를 부청적으로 규청하는 문제설청에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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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듯이 군부권위주의체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올 비교적 분명히 하고 있 

다. 국가의 자본주의체제의 재생산을 위한 기능과 국가와 경제간의 상 

호관계， 이의 정치경제적 결과에 대한 관심과 문제의식이 강하여 배분 

적 청의에 대한 의식도 상대척으로 강하다. 청치문화척， 발전흔적， 근 

대화론적 시각이 퇴조하고 마르크시즘을 학문적A로 수용하여， 정치경 

제적 퍼스펙티브를 전면에 부각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이 우리사회 

가 안고있는 정치의 핵심적 문제들을 모두 포괄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 

다. 현대 젊은 연구자들은 학교의 교직이라고 하는 이른바 제도권 학운 

영역의 바깥에서 무시못할 정도의 양적 확대와 학문연구의 질적내용을 

담는 업적을 내고 있는 실정이다. 아직 제도권 학문영역이 제대로 수용 

하지 옷하고 있는 우리사회의 민중주의운동의 문제， 계급구조의 심화문 

제， 변혁의 운제， 민족통일문제등 중요문제들은 비판적 시각의 수용과 

더불어 대부분이 이러한 제도권 학문영역 밖에 위치하고 있다. 

9) 閔浚基著， [韓國民主化와 政治發展]， 朝蘇日報社， 1988 

이 책은 발전론의 시각에서 한국정치문제를 다루었다. 제 1 부 민주화 

와 정치발전에서는 왜 한국이 해방이후 민주주의를 시도했는데 뿌리를 

내 려 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가를 정치 문화의 특성 에 서 부터 고찰하고 

특히 근대화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현상의 원인을 규명하고 무엇이 문 

제였나를 진단했다. 40년만에 헌정사상 처음￡로 평화적인 정권이양이 

이루어져 민선정부가 탄생되어 민주화시대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 매우 

오랫동안 갈망해 왔던 정치적 숙원이 드디어 국민의 힘￡로 성취되었다. 

그러나 민주화는 사회적 과정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다. 이 책에서는 왜 한국의 민주화가 잘되지 않고 있나를 주로 다루면 

서 민주화로의 갈 걸을 제시하는데 노력을 했다. 

제 2 부에서는 한국의 청당과 청치발전을 다루고 있다. 우리의 민주주 

의가 숱한 시련을 겪어 오면서 해결해야할 과제는 너무나 어렵고 복장 

한 것이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해 나강에 있어 가장 중심적인 추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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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었어야 할 한국의 정당은 그 경혐의 미숙과 자체가 지난 병리들로 

인해 제구실올 해보지 뭇했다. 그러무로 政黨이 정부의 정책결정의 참 

여에 공헌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정당정치흘 이해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정당내의 파벨주의의 현상인데 한국 

의 정치가들은 파벌에 의해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척했 

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파벨에 관련하여 다음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 

루었다.1) 한국정치에 있어서의 파벌주의의 역사적 배경은 무엇인가? 

2) 한국에는 어떠한 유형의 파벨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것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3) 정치과정에서 파벌들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4) 파벨간의 갈등을 결정짓는 요소는 무엇이며 그러한 갈등의 변화에 

대한 특정과 그 원인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하여 고찰했다. 

제 3 부 민족주의와 남북통일의 당위성에서는 그동안 우리의 분단현실 

은 어떤 제도를 밟아 왔고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 우리는 왜 統一을 

해야 하는가? 분단 40여년이 지난 오늘의 좌표와 우리에게 주어진 과 

제들은 무엇인가?와 같은 문제들을 진단하고 미래의 방향을 모색했다. 

이 글에서는 왜 통일을 해야 하느냐의 당위성으로서 민족사적， 인도주 

의적인 것을 들고 통일은 민족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으며 세계명화에 

키여할 수 있다는 것을 다루었다. 이 책의 특이한 정은 타 저서와는 달 

리 한국의 민주화 문제를 주로 다루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은 87 

년도말까지만 다루었기 때문에 현재의 민주화에서 파생되는 문제를 다 

루지 못한것이 아쉬운 감이 든다. 

10) 윤형성， [한국정치폰〕 

이 책은 모두 7펀 20장으로 구성된 분량면에서 매우 방대한 책이다. 

1펀은 한국정치의 이념적 배경이라는 제하에 민주주의의 기본이념과 근 

대화론을 서솔한다. 2， 3펀은 해방직후의 정국， 미군청하에서 좌우대렵 

을 주로 청년학생운동을 중심 ξζ로 다룬다. 또 군갱하 옐리트 충원문제 

와 농지개혁정책을 중심으로하는 정책결청과 해방직후 소련첨령하 북한 

정권의 대남 “적화” 전략을 다룬 짧은 장이 여기에 추가된다.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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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 6면은 선거제도， 50년대 진보당과 4.19이후의 혁신청당을 다룬 부 

분과 그리고 국회의 기능， 국회의원의 충원， 이익집단， 특히 대한교련 

을 사례연구한 이익접단을 다푼 부분으로 구성된다. 7펀은 국민적 합의， 

준법정신， 합리적 사고의 함양에 업각한 정치발전을 강조하는 비교적 짧 

은 장A로 구성되어있다. 다루어진 시기는 해방직후 현재에 이르기까치， 

주제는 민주주의의 이념， 이념대립， 옐리트충원， 정책결정， 정치문화， 

선거제도， 정당체제， 이익집단을 포함하는 주로 투입구조의 측면을 다 

룬다. 

한사람의 저작으로는 매우 광뱀위한 시기에 걸쳐 폭넓은 주제를 다루 

고 있고， 분량도 방대하다고 볼 수 있다. 방법론으로서는 서구식민주주 

의의 이념과 합의에 토대를 둔 정치문화의 토양위에서의 민주발전， 민 

주주의의 제도화와 합리주의적 운영에 대한 강조， 근대화흔 및 발전이 

론， 다원주의적 행태주의이론을 기본 돼러다임으로 한다. 이 책의 약점 

이라면 장간의 불균퉁한 배분으로 책 전체의 균형이 없는 것이 아닌가 

보인다. 미군갱과 정치적 개펀은 150페이지에 이르는 긴 내용인데 반하여 

7떤 한국정치발전의 과제는 주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30페이치에 불 

과하다. 내용적으로 이 책은 몇개의 수준높은 사례연구들을 모은것인 데 

編과 章의 연결을 위해 또는 주제의 균형을 위해 평론적이고 짧은 글들 

을 삽입함으로써 책의 구성이 체제적이고 균일적이지 못하다. 전체적으 

로 볼 때 치밀한 실증연구의 토대위에서 미군정하의 정책결정을 다룬 8 

장과 다원주의적 이폰으로 대한교련을 사례연구한 이익대표의 문제를 

다푼 18장은 이 책 전체에서 가장 빛나는 章일 뿐만아니라 이 분야 연구 

전체에서도 정치학계의 가장 탁월한 연구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책은 차라리 중간 중간 삽입된 평흔적인 장을 빼고 연구논문모음집으로 

하였더라연 주제에 대한 전착이 더 부각되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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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려대에서의 훨톰政治倫 피파과정 모혈 

〔개요〕 

담당교수:崔 童 集

〈분단하 한국정치경제의 구조와 변화〉 

가) 본 강의는 한국의 정치변화를 분단￡로 귀결되는 해방이후의 청치 

적 갈등으로부터 1980년대 후반 이른바 “민주화” 과정까지를 시키적 

으로 그 궤적을 추적하연서 다루어 보는 것올 목적으로 한다. 이 기 

간동안의 한국현대사와 한국의 정치구조 및 변화에는 커다란 영향을 

미친 중요한 諸 쟁점을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다루어 볼 생각이다. 

그리고 이 변화의 과정에서， 변화의 內的 연계구조와 실체로서의 구 

조의 특성과 분석에 관심을 갖는다. 여기에서의 구조는 전통적인 의 

미에 있어서의 정치제도 또는 제도화와 동일한 개념이 아니며， 제도 

화보다는 실제적으로 보다 광범위한 권력 (power)의 관계， 그리고 諸

정치의 힘과 제도의 연관관계 및 그 구조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 

한다. 구조의 개념은 현상의 일청한 반복적 균일성이나 경향성과 이 

러한 현상을 야기하는 본질적 또는 인과적 측면을 인지하는 다소 추 

상적이며， 분석적인 개념법주에 가깜다고 하겠다. 

나) 개념뱀주의 구분가운데서는 무엇보다도 국가와 사회에 대한 구분을 

중요시한다. 국가는 두 측면에서 이해된다. 첫번째는 합법척 강권력 

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중앙권위기구의 힘의 외연적 행사 및 정책의 

내용과 유형， 그리고 정책의 결정과 집행을 관장하는 일련의 힘의 제 

도화라는 측면이다. 두번째는 정치적 힘과 권위의 집중화된 제도 및 

기구를 관장하거나 이에 중십적￡로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집단적 행 

위자 및 특정사회세력의 집합체로 이해된다. 여기에서 사회의 개념은 

어디까지나 자본주의척￡로 조직화된 특정형태의 사회관계 또는 지배 

종속으로 얽혀 짜여진 하나의 사회공동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여기에 

서는 국가권력 및 기구에 중심척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회세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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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적 사회내에서의 우월한 역할과 특권을 향유하는 세력 및 셔r 

력간의 연합， 그리고 권력과 부의 배분에서 소외된 다른 현의 사회집 

단-여기서는 민중오로 치칭-간의 구분과 이들사이의 상호관계를 중 

시한다. 전체적으로 이 과목에서는 국가와 사회간의 관계， 즉 사회세 

력의 변화의 양태와 국가와 사회세력간의 매개의 양태， 그리고 국가

사회간 상호작용이 서로의 구조에 미치고 있는 힘의 변화의 확인에 

관심을 갖는다. 여기에서 우리는 국가와 사회에서 지배적 권력과 영 

향력을 행사하는 諸 세력의 연합의 결합 상태， 그 발전 및 변화와 이 

에 대립되는 민중세력의 성장， 조칙， 변화의 형태， 그리고 이들 양자 

간의 힘의 관계의 변화에 관심을 갖는다. 이 兩大세력은 어떻게 조직 

화되고， 어떤 지명위에서 대립， 경쟁， 투쟁하며 그 결과가 어떤 정치 

변화를 일으키는가에 또한 초점을 둔다. 

다) 해방후의 40여년의 역사를 설명함에 있어서 시기구분과 그 시기의 

특수성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이 40년의 시기를 연속적 

측면과 단절적 측면으로 동시에 보되 대체로 두 시기로 구분할 수 있 

다고 생각한다. 

첫번째 시기는 해방직후부터 한국전쟁이 종결되고， 분단구조라고 하 

는 전후체제가 정착되는 시기로 1960년 4. 19학생혁명까지이다. 4.19 

의 의미는 이중적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한시키의 종결을 의미하며 

동시에 분단모순을 극복하는 문제제키라는 의미에서이다. 이 後者의 

의미는 1961년 5. 16 쿠헤타를 주도한 근대화의 주역 군부세력이 제기 

한 종속적 경제발전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개막에 있어 두 개의 헤마 

가운데 하나를 구성 한다. 

두번째 시기는 분단이 정착된 前後縣序下에서 근대화 또는 종속자 

본주의 발전이 주도하는 시기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 두번째 시키는 

4. 19와 맥을 같이 하는 민중주의， 통일， 민주화， 민중생존견을 주축 

으로 한 민중민주화운동으로 연결되고， 朴政權下의 자본주의 발전이 

라는 국가 중심척 발전주의와 경쟁하고충몰하는시기로특칭되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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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1980년대 중반이후 민주화 통일운동의 형태로 구체화된다. 첫먼 

쩨 시기가 정치적， 전략적， 세계체제의 재면성， 이에 따른 전쟁， 한 

반도의 분단이라는 정치전략적 요소와 이에 따르는 격변이 두드러졌 

던 시기라면， 두번째 시기는 격변적 환경이 안정되고 세계 자본주의 

구조와 존재라는 조건하에서 권력블럭이 -念무로 추진하여 온 사회 

경제적 측면이 보다 중요한 주제라고 하겠다. 

그리고 이 두 구조적 요소의 錯$흙과 중청은 한국의 정치구조 및 체 

제형성과 그 챙치적 착용과， 변화를 이해하는 기본동력이라고 보여지 

며， 특히 산업화， 민주화， 통일문제에의 접근과 이의 향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힘으로 보인다. 이 강의에서는 이 문제를 중심테마로 

부각시킬 것이다. 

라) 이 강의에서는 다음의 주제가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 질 것이다. 

그 이슈는 기본적으로 시기적 배열에 따른 강의내용을 各 時代에 따 

른 가장 중요한 중심 이슈와 錯縣하고 표출(articulate) 시키게 될 것 

이기 때문에 강의에서는 시기적 내용(diachronic)과 구조적 (synchronic) 

이슈에 대한 토의가 아울러 진행될 것이다. 

1) 분단국가의 원인， 형성， 구조， 성격， 말전을 둘러싼 쟁점 및 이론 

적 토의 

2) 한국부르조아지의 발생， 성장， 조직비교 

3) 노동계급의 성장， 조직， 의식 

4) 농민， 도시빈민， 중산충， 이른바 도시 비공식부분에 대한 논쟁 

5) 정당제도 및 투표의 분석， 이익집단의 성장과 배열 

6) 한국국가의 발전과 구조 

7) 자본주의 성 장과 그 불균등 말전 

8) 이데올로기， 문화 

9) 지역차별현상의 발생과 그 정치척 기능 

10) 군부와 정 치 , 군부와 사적 부문과의 관계 

11) 민중민주주의 통일운동의 발전과 분화， 그 이 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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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한 미관계의 분석 

13) 북한의 현상학적 이해의 변화와 분한사회의 인식， 남북관계 및 통 

일문제 

바) 강의의 설명과 분석에 예컨대 Marxism과 같용 특정의 이론적 출， 

개념， 멤주들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두가지 원칙， 즉 이흔적 

시각이 기존의 특권적 사회질서를 비판적으로 보는 것들과 현상을 역 

사적으로 보는 이론들을 선호하는 펼자 자신의 펀견은 인정한다. 중 

요한 쟁점들에 대해서는 이런 시각， 해석의 방법을 소개하고 이를 대 

조시키며， 학생들로 하여금 그 문제에 대한 최종적 심판자가 되도록 

하는 방법을 취할 예정이다. 

예컨대 라)항에서 제시된 쟁점가운데 “유신체제는 왜 발생하였나 1" 

라는 문제를 토의할 때 우리는 여러 관점들， 예컨대 BA이론， 중상주 

의 국가론， 발전주의 , 과대 성 장국가이 론， 국가도출흔， 정 치 문화적 접 

근， 권력제도적 접근 등 여러 대표적인 해석의 메뉴들도 소개할 예정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학자들은 다른 경우보다 더 빈번하게 설 

명플로 인용될 수 있을지 모른다. 

Barrington Moore Jr. , Anthony Giddens, Michael Mann, Philippe 

Schmitter, Adam Przeworski, Alfred Stepan, C.B. Macpherson, Gr

amsci, Habermas, C. Offe, L. Althusser, N. Pouantzas, Pietro Ingrao, 

Fernando Cardoso, Francisco Weffort, Eric O. Wright, Karl Marx, 

Max Weber, Emile Durkheim, Immanuel Wallerstein 둥. 그러 나 이 

흔적 문헌은 독서표에서는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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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9.20 

고려대 :최 장 접 

*A.J. 그라즈단제브， w한국현대사회본~， 이기백 역(일조각， 1972). 

*서대숙， w한국공산주의 운동사연구~(화다， 1985). 

*스칼라피노， 이정식 ， w한국공산주의 운동사 1 ~(돌베개， 1986). 

* 송건호， 강만걸 펀 ， w한국민족주의 론 1 ~(창비 사， 1982). 

*송건호， 강만길 면， w한국민족주의본 U(창비사， 1983), 박현채의 글. 

*망원한국사연구실 ， w한국근대민중운동사~(돌베개， 1989). 

2) 냉전， 미군정， 민족통일국가 수립을 위한 만중운동 

*송건호， 진덕규 외 ， w해망전후사의 인식 U(한걸사， 1979) , 

송건호， 진덕규， 깅학준， 이동화의 글. 

* 강만걸 외 , w해 방전후사의 인식 2~(한걸사， 1985). 

* 박현채 외 , w해 방전후사의 인식 3~(한걸사， 1987) , 김 남식 , 안 진， 

이완범， 김태송， 박혜숭， 황남준의 글. 

*최장집 외 ， w해방전후사의 인식 4~(한길사， 1989) , 1 ， 2 ， 3 ， 5부. 

* Bruce Cumings, The Origins 01 the Koreaπ War(Princeton, 1981) 

* Gregory Henderson, Korea: The PoUtics 01 the Vortex(Havard , 1968) 

* 이 호재 , w한국외 교청 책 의 이 상과 현실~(5판)(법 문사， 1986), 1장"-'6장. 

*최장집 펀， w한국현대사 uc열음사， 1985) , 최장집， 김광식， 황한식 

의 글. 

*김남식 ， w남로당연구~(돌베개， 1984). 

*정해구， W10월 인민항쟁M열음사， 1988). 

*심지연 ， w한국현대정당론~(창비사， 1984). 

*심지연 펀 ， w해방정국논갱사 U(한울，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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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식， 심지 연 펀저， ~박헌영 노선 ll] 판~(세계， 1986). 

3) 로지개혁과 사회경제문제 

*이대근， 정운영 펀， w한국자본주의온~(까치사， 1984). 

*W해방전후사인식 2~， 황한식， 장상환， 성한표의 글‘ 

4) 남북분단국가의 수립 

*조순송， [j'한국분단사~(형성사， 1983). 

*이호재， 앞의 책， 7， 8， 9장. 

*W해방전후사의 인식 4~， 김명섭의 글. 

2. 한국전쟁과 1950년대의 청치 

1) 전쟁의 조건 및 원인 

*이호재， 앞의 책， 7， 8， 9장. 

* Okonoki Masao, “The Domestic Root of the Korean War," Akira 

Iriye, eds. , The Origins 0/ the Cold War iη Asia(Univ. of Tokyo 

Pr. 1977). 

* Bruce Cumings, Child 0/ Con.βict-The Koreaπ-American Relatioη· 

ship, 1943'" 1953(Univ. of Washington Pr. 1983). 

*Cumings, 앞의 책 • 

2) 전갱의 과정 

* Peter Lowe, The Origiηs 0/ the Korean War(London, 1986). 

* Bruce Cumings, Jon Halliday, Korea; The Unkπoψn War(Pantheon , 

1988). 

*Rosemary Foot, The Wrong War; American Policy and the Dimen-

sioπs 0/ the Korean Conflic’t, 1950'" 1953(Cornell, 1985). 

3) 전쟁의 종결 

* Cumings and Halliday, Foot의 책 • 

*전영진， 박찬표， 정해구， 이태섭의 글， w역사비평~. 계간 5호， (1989, 

여름호). 

4) 1950년대 의 정 치 와 4. 19학생 혁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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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건호， 박현채 외， [j'해방 40년의 재인식 UC돌베개， 1985) , 3부 김 

양화， 노정훈， 김성한의 글 • 

. * Sung Joo Han, The Failure 01 Democracy η South KoreaCUniv. of 

California, 1974). 

(제 2 공화국과 한국의 민주주의， 종로서적， 1983). 

*한배호， 진덕규 외， [j'1950년대의 인식.!J C한길사， 1981). 

* Han Been Lee, Korea: Ti까e， Change, AdmiηistrationCHonolulu， Univ. 

of Hawaii, 1968). 

*강만걸 외， [j'4월혁명론.!J C한길사， 1983). 

*[j'4월혁명 자료집 -4. 19의 민중사 l.!J C학민사， 1984). 

*Quee-Young Kim, The Fall 01 Syηgman RheeCUniv. of California, 

1983). 

3. 1960, 1970 1칸대 의 정 치 경 제 

1) 한국 자본주의 산업화의 과정 과 문제 

*박현채， [j'한국경제구조론.!J C일월서각， 1986). 

* Hyun-Chin Lim, Dependeηt Development in Korea, 1963"-' 1979CSeoul 

National University, 1985).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펀， [j'오늘의 한국자본주의와 국가.!J(한길사， 1988). 

*최장집 펀， [j'한국자본주의와 국가M한울， 1985). 

* David Cole and Princeton Lyman, Korean Deνelopment(Havard， 1971). 

*사공일， L. P. 존스， [j'경제개발과 정부 및 기업가의 역할.!J C한국개발연 

구원， 1981). 

*깅병국， “국가구조와 국가능력 : 한국과 멕시코의 대외불균형관리청책 

의 벼 교연구" 경 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j'한국과 국제 정 치 .!J, (1988 봄). 

*장달중， “경제성장과 청치변화” 계간 경향， [j'사상과 정책.!J(1985 가을 

호). 

* 황병 덕 , [j'한국에 서 의 국가와 후발자본주의 적 산업 화.!J (1989， 출쳐 미 상). 

*안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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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신체제의 성렵원인， 과정， 붕괴 

*이정복， “산업화와 청치체제의 변화" ~한국정치학회보~， (1985). 

*한상진， ~한국사회와 관료적 권위주의d1(문학과 지성사， 1988) , pp. 

122"-'151변. 

*최장집， ~한국현대청치의 구조와 변화~(까치， 1989). 

*최장집 펀， ~한국자본주의와 국가d1(한울， 1985) , 깅태일의 글. 

*최완규， “권위주의체제성립의 정치경제학척 분석 : 유신체체의 경우" 

한국과 국제 정 치 4권 1호 (1988봄) pp.97"-'176. 

*백운선， 체제세력과 만체제세력의 한국갱치"， ~한국정치학회보d1， 22 

칩 2호(1988) ， PP. 115'" 130. 

*배금찬， “닉슨독트린과 동아시아 권위주의 체제의 퉁장" 한국정치학 

회 보 22칩 2호(1988) ， 321"-'338연 

* 제 임 스 팔레 , “한국의 민 주주의 1948"-'1972", ~한국현대 사 1945"-'1975Jl 

(사계 절 , 1984), pp. 149"-'184. 

*한배호， 어수영， ~한국청치문화d1(법문사， 1987) , pp.55"-'144 

3) 사회경제적 균열과 민중운동의 성장 

*한송현， 이근성 외， ~유신체제와 민주화운동.nc춘추사， 1984). 

*검진균 외， ~한국사회변동 U(민중사， 1984).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펀， ~한국사회변화와 문제.nc법문사， 1986). 

*최장칩， w한국의 노동운동과 국가d1(열음사， 1988).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펀， 앞의 책. 

*김진균 외， ~한국사회계급연구 U(한울， 1985). 

* 서 관모， w한국사회 의 계 급구성 과 계 급분화d1(한울， 1984), pp.33"-'98. 

*변형윤 외， w분단시대와 한국사회d1 C까치， 1985) , 김진균과 조희연의 

글， pp.397"-'436. 

*서관모， “중간계충의 계급적 성격"， tr실천문학d1(1987) ， pp.108"-'123. 

*한상진， “한국중산층의 개념화를 위한 시도 : 중산충의 규모와 이데올로 

치적 성격을 중심으로"， rr한국사회학 21접d1(1987， 여름) pp.12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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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배 호， 어 수영 , 앞의 책 , Pp. 147""236. 

4. 19801건대 군부정권의 청치경제와 민주화 

1) 고도단계 의 산업 화과청 과 문제 

*신동아 현집실， ~가진차와 옷 가진차.!l(동아일보사， 1988). 

2) 군부정 권의 제 도화과청 과 모순， 붕괴 

*최장집， ~한국현대정치의 구조와 변화.!l. 

3) 민중운동의 성장과 분화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펀~한국농업농민문제연구 1 • ll.!l (연구사， 

1988). 

*한국사회연구소， ~한국사회노동자연구 1 , U(백산서당， 1989). 

*한둑기독교산업개발원， ~한국노동운동의 이념.!l(정암사， 1988). 김금 

수， 정대용， 이종오의 글. 

*~전남사회와 민족문제의 인식.!l(전남일보사 펀집국， 1988). 

*월간 사회와사상 특별기획， ~80년대 사회운동논쟁.!l(한걸사， 1989). 

4) 계급구조의 변화 

*흥덕률， “한국 대커업가의 자본축적과청과 계급지배에 대한 실증적 

연구~한국사회학연구.!l， 제 9 집 (1987). pp.65""104. 

*흥덕률， “한국채별조직의 환경통제기제에 관한 연구"， lJ한국사회학연 

구.!l， 제 8 집 (1985). pp. 125"" 158. 

*이현송， “한국 대자본가의 형성 및 구조에 관한 일고찰" ~한국사회 

의 신분 계 급과 사회 변동.!l(문학과 지 성 사， 1987). pp.278""328. 

*서재진， “한국 자본가계급의 사회척， 정치적 연줄망 연구~한국사 

회 학연구.!l 22집 (1988, 겨 울). pp.47""64. 

*조형， “한국의 도시비공식부문과 빈곤" ~한국사회의 재인식 1.!l pp. 

339""415. 

* 조회 연， “종속적 산업 화와 비 공식 부문"， rr한국자본주의 와 노동문제 』

(돌베 개 , 1985). pp.289""343. 

5. 대미관계와 통일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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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철 펀， w남북통일이론의 새로운 전개.n c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 

소， 1989) , pp.18~132 . 

. *W특집-현단계 민족통일운동의 실천전략.n， 월간 사회와 사상， (1989. 

9). 

3. 경회대에서의 웰톰政治빼 교과과정 모혈 

담당교수:閔 俊 훌 

〈한국정치론 교과과정 모혈개밟과 교재내용〉 

1) 서구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학부 일학년 교양필수과 

목에 한국정치입문과목을 넣어 전체학생들이 수강하도록 한다. 개설목 

적은 한국전통사상이나 한국정치의 인식으로 인하여 우리의 주체의식을 

확립할 수 있으며， 민주시민 정신과 바른 통일관을 심어줄 수 있다. 

2) 학부에는 세분화된 한국정치분야가 개설되어야 한다. 예컨대 한국 

정치를 조선조 초기부터 현대까지 다루되 로픽중심a로 〔한국정치 1, n J 

로 세분한다. 한국정치 I 에서는 제도적 측면， 사회경제구조， 사건중심 

으로 다룬다. n 에서는 사상척 측면과 당시대의 대표적 인물과 지배이 

념의 논리를 중심으로 다룬다. 

3) 남북한청치론을 개설해서 통일을 중요내용으로 하는 민족문제， 분 

단의 원인 남북한의 통일정책비교와 통일에 유리한 동북아 국제환경의 

조성방안을 다룬다. 

2. 한국정치본 교재개발 

앞에서 각대학에서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5개의 한국정치분야에 책을 

고찰하고 지적한 바와 같이 강외에 충분하지 뭇하다. 여기에서는 3가지 

분야의 책이 필요함을 말한다. 첫째는 학부에서 배우는 한국정치 입문서 

둘째는 한국정치론 I 과 세째 한국정치론 n~로 나누어 본다. 

1) 한국정치업문 

이 교재에서는 포팔적￡로 한국정치문제를 이해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한국정치사의 상황적 조건과 정치문화적 맥락올 소개하고 현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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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전개과정에서 시대적으로 그 특정과 성격을 규명해야 한다. 

2) 한국청치흔 I 

한국정치론 I 에서는 주제별로 체계척으로 제도적인 측면과 사회경제 

적인 구조사건중심으로 다루어서 한국정치의 수평적인 것 보다는 수직 

적￡로 싱충분석을 하는데 역첨을 두어서 교채를 개발한다. 

3) 한국정치론 R 

이 책에서는 사상적인 측면， 즉 한국정치의 이념， 가치를 시대별로 

논의하고， 당시대의 대표적인 인물과 지배이념의 논리를 중심￡로 전개 

한다. 

3. 강의내용 

(1) 정치문화적 측면 

우리의 역사적 맥락속에서 현재에 남아 의식-우의식 중에 우리의 정 

치의식과 행동올 규제하고 있는 많은 정치문화의 유산들이 긍정적인 요 

소이건 또는 부정척이건간에 서로 뒤섞여 흔채하고 있다. 우리는 조선 

조의 전통문화 속에서 현재 우리가 지향할 정치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 

다고 생각되는 정치문화의 특성과 청치관의 주제를 분석해 본다. 그리 

고 일제시대와 해방 이후 외래문화의 영향 o 로 가치관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시켜 정치적 불안정을 가져왔다. 여기서는 주로 한국벤의 정치정향 

은 어떤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가? 한국인의 정치문화의 특징은 무엇인 

가? 이러한 문제들을 논의하고 새로운 정치문화로 어떻게 정립할 것인 

가를 로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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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계기능적 접근방법 

한국의 정치현상은 복잡한 대내외적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영향 

을 받고 있다. 한국정치체계와 그 하위체계의 <11 교분석올 위한 이본적 

툴로 제 1 공화국부터 제 5 공화국까지를 살펴 본다. 한국청치체계의 불 

안정 요인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지난 40여년 동안의 한국갱치체계가 

불안， 정체， 혼미를 거듭했던 원인과 앞으로 한국청치가 나아갈 방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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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다루기로 하였다. 그러나 제 6 공화국의 파벌문제도 약간 취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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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이론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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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근대국가로서 '31 교적 짧은 역사밖에 경험하지 옷했다. 국 

가란 무엇인가? 하는 이론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근대민족국가 창건 

이라는 현질적 과제로서도 이 문제는 중요하다. 더우기 자본주의론， 종 

속이론， 관료국가론 동 새로울 시각들이 활발히 전개되는 상황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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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주화와 정치발전 

현대는 도처에서 급격하게 사회적-기술적 변화가 일어나는 시대이다. 

권위주의체제로는 이와같은 변화에 충분히 대웅할 수 없게 되었다. 민 

주주의체제만이 이러한 변화에 대웅할 수 있으며 자유와 다원주의가 없 

이 발전을 원하는 나라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올 알게 되었다. 우리 

는 헌정사상 쳐음으로 평화척인 정권이양이 이루어져 민선정부가 탄생 

되어 민주화시대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민주화를 

달성할 수 있을까? 이 문제는 지금까지 한국청치를 배운것을 바탕으로 

종합해서 민주화의 방향 모색울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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