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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표

<한국사전공>
코드번호 구분 교 과 목 명 영 문 명
G22611 M 개화기의 사회변혁 Social Change in the Period of Enlightenment in Late Choseon
G22120 M 개화기의 제문제 Problems in the Period of Enlightenment in Late Choseon
G22514 M 고려시대정치사특강 Topics in Political History of Koryo Dynasty
G22609 M 나말여초사회변동 Social Change in Late Shilla and Early Koryo Period
G22612 M 일제의 식민정책과 저항 The Colonical Policy of Japanese Imperialism and Resistance
G22522 M 조선정치사특강 Topics in the Political History of Choseon Dynasty
G22306 M 조선초기의 사회와 문화 Studies on the Socity and Culture fo Early Choseon
G22510 M 조선후기의 사회변동 Social Change of Late Choseon
G22614 M 한국경제사연구1 Studies in Korean Economic HistoryⅠ
G22607 M 한국경제사연구2 Studies in Korean Economic History II
G22624 M 한국고고학연구 Studies in Korean Archaeology
G22604 M 한국고대사연습 Seminar in Ancient History of Korea
G22758 M 한국고대문화사연습 Seminar in Ancient Korean Cultural History
G22523 M 한국고대사특강 Problems in Contemporary History of Korea
G22507 M 한국고대의 국가형성 State Formation in Ancient Korea
G22537 M 한국고대정치사특강 Topics in Political History of Ancient Korea
G22538 M 한국고문서연구 Studies in Korean Paleography
G27760 M 한국군사사연습 Seminar in Military History of Korea
G22721 M 한국근대사연습 Seminar in Modern History of Korea
G22539 M 한국근대사특강 Topics in Modern History of Korea
G22605 M 한국근세사연습 Seminar in Pre-modern History of Korea
G22525 M 한국근세사특강 Topics in Early Modern History of Korea
G22540 M 한국금석문연구 Studies in Korean Epigraphy
G22541 M 한국대외관계사연구1 Studies in History of Korean Foreign Relations I
G22542 M 한국대외관계사연구2 Studies in History of Korean Foreign Relations II
G22626 M 한국독립운동사연구 History of National Independence Movement
G22615 M 한국문화론특강 Topics in Culture of Korea
G22623 M 한국미술사연구 Studies in the History of Korean Arts
G22619 M 한국불교사특강 Topics in History of Korean Buddhism
G22627 M 한국사논문지도 Guidance to the Thesis Research in Korean History



G22503 M 한국사상사특강1 Topics in the Korean Intellectual History I
G22527 M 한국사상사특강2 Topic in the Korean Intellectual HistoryⅡ
G22723 M 한국사자료연구 Studies in Materials of Korean History
G22613 M 한국사전환기의 사회변화 Social Change in the Transition Period of Korean History
G22543 M 한국사학사특강1 Topics in Korean Historiography I
G22544 M 한국사학사특강2 Topics in Korean Historiography II
G22617 M 한국사회사연구 Studies in Korean Social History
G22545 M 한국사회운동사연구 Studies in Social Movements History of Korea
G22625 M 한국생활사특강 Topics in Life History of Korea
G22705 M 한국실학사상연구 Studies in Korean Practical Thoughts
G22722 M 한국예술사연구 Studies in Art History of Korea
G22620 M 한국유학사특강 Topics in History of Korean Neo-Confucianism
G22504 M 한국정치사특강 Topics in Korean Political History
G22720 M 한국중세사연습 Seminar in Medieval History of Korea
G22524 M 한국중세사특강 Topics in Medieval History of Korea
G22546 M 한국지방제도사연구 Studies in Provincial System History of Korea
G22608 M 한국현대사연습 Seminar in Contemporary History of Korea
G22526 M 한국현대사특강 Topics in Contemporary History of korea

<동양사전공>
코드번호 구분 교 과 목 명 영 문 명
G22731 M 내륙아시아사특강 Colloquium : History of Inner Asia
G22730 M 내륙아시아역사의 전개 History of Inner Asia
G22645 M 동남아시아근대사의 전개 Southeast Asian Modern History
G22643 M 동남아시아의역사와전통1 Southeast Asia : History and Tradition I
G22528 M 동남아시아의역사와전통2 Southeast Asia : History and Tradition Ⅱ
G22747 M 동아시아국제관계사연구 International Politics in East Asia : History and Practice
G22724 M 동아시아문화권의형성과전개 Tradition and History of East Asia
G22310 M 동아시아와 제국주의 East Asia and Western Powers
G22506 M 동아시아의 근대화 Modernization of East Asia
G22508 M 동아시아특강 Colloquium : East Asia Tradition
G22733 M 동양사논문지도 Guidance to the Thesis Research in Asian History
G22732 M 몽골의 역사와 문화 Mongol : History and Tradition
G22726 M 무굴제국의 역사와 문화 Mogul Empire : History and Culture
G22646 M 베트남의 역사와 문화 Vietnam : History and Tradition
G22647 M 베트남현대사연구 Seminar in History of Modern Vietnam
G22631 M 신유교의 형성과 전개 Seminar in Neo-Confucianism of China
G22729 M 오스만제국의역사와문화 Ottoman Empire : History and Tradition
G22653 M 이슬람문화권의형성과전개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Islam
G22727 M 인도근대사연구 Seminar in the History of Modern India
G22725 M 인도문화사특강 Colloquium : Tradition and History of India
G22728 M 인도현대사특강 Colloquium : Contemporary History of India
G22640 M 일본고대사의 제문제 Topics in Japanese Ancient History
G22642 M 일본의문화전통과서양문화 Japanese Tradition and Western Culture
G22638 M 일본의 역사와 문화1 Japanese Tradition and Culture I
G22639 M 일본의 역사와 문화2 Japanese Tradition and Culture II
G22641 M 일본현대사연구 Seminar in Japanese Modern History
G22629 M 중국고대사상연구 Seminar in Ancient Chinese Thoughts
G22628 M 중국고대사의 제문제 Topics in Chinese Ancient History
G22742 M 중국고대사특강 Colloquium : Chinese Ancient History
G22637 M 중국공산주의운동사연구 Seminar in Chinese Communist Movement
G22635 M 중국근대사의 제문제 Topic in Chinese Modern History
G22644 M 중국근대사특강 Colloquium : Chinese Modern History
G22660 M 중국근대사회사연구 Seminar in Modern Chinese Social History
G22634 M 중국근대정치사상사특강 Colloquium : Modern Chinese Pollitical Thoughts
G22648 M 중국문화의확산과변용(한국,일본,베트남) China and the East Asian Culture
G22307 M 중국사에있어서의혁명과종교 Revolution and Religion in Chinese History
G22748 M 중국사학사연구 Seminar in Chinese Historiography
G22630 M 중국사회사연구 Seminar in Chinese Social History
G22632 M 중국정복왕조연구 Seminar in History of Conquest Dynasties
G22746 M 중국제도사연구 Seminar in Chinese Institutional History
G22749 M 중국종교사연구 Seminar in History of Chinese Religions



G22743 M 중국중세사특강 Colloquium : Chinese Medieval History
G22636 M 중국현대사연구 Seminar in Modern Chinese History
G22661 M 중국현대사특강 Contemporary Chinese History
G22745 M 중국현대사회사연구 Seminar in Contemporary Chinese Social History

<서양사전공>
코드번호 구분 교 과 목 명 영 문 명
G22547 M 교회사와 종교문화 History of Churches and Religious Culture
G22548 M 남유럽문화사연습 Seminars in Cultural History of South Europe
G22549 M 독일문화사연습 Seminars in Cultural History of German
G22755 M 독일문화사특강 I Colloquium : German Cultural History I
G22101 M 독일사연구1 Studies in German History I
G22551 M 독일사연구2 Studies in German History II
G22552 M 러시아문화사연습 Seminars in Cultural History of Russia
G22666 M 러시아사연구1 Studies in Russian History I
G22667 M 러시아사연구2 Studies in Russian History II
G22665 M 러시아생활문화전통 Tradition of Everyday Life Culture in Russia
G22553 M 문화사연구와국제관광산업 Studies of Cultural History and International Travel Industry
G22554 M 문화사연구와국제이문화관리 Studies of Cultural History and International Cross-Cultural Management
G22555 M 문화사연구와국제회의,전시회기획 Studies of Cultural History and Planing & Management of International Meeting and Exhibition
G22556 M 문화사연구와 기록영화 Studies of Cultural History and Documentary Movies
G22532 M 문화사연구와지역학방법론 Studies of Cultural History and Area Studies
G22509 M 문화사연구의동향과방법 Currents and Methods of Cultural History
G22521 M 미국문화사연습 Seminars in Cultural History of USA
G22557 M 미국사연구1 Studies in American History I
G22558 M 미국사연구2 Studies in American History II
G22559 M 발칸유럽문화사연습 Seminars in Cultural History of Balkan Europe
G22560 M 북유럽문화사연습 Seminars in Cultural History of North Europe
G22734 M 산업화와서양생활문화의변화 Industrialization and Change of Everyday Life Culture
G22511 M 서양고대사의 제문제 Topics in Ancient Western History
G22119 M 서양근대사의 제문제 Problems in Modern Western History
G22682 M 서양기업문화사특강1 Colloquium : Western Business Cultural History I
G22683 M 서양기업문화사특강2 Colloquium : Western Business Cultural History II
G22534 M 서양기업사연구 Studies in Western Business History
G22674 M 서양문화사특강1 Colloquium : Western Cultural History I
G22657 M 서양문화사특강2 Colloquium : Western Cultural History II
G22704 M 서양사논문지도 Guidance to the Thesis Research in Western History
G22652 M 서양사상사특강1 Colloquium : Western Intellectual Tradition I
G22677 M 서양사상사특강2 Colloquium : Western Intellectual Tradition II
G22203 M 서양사학사 History of Historical Writing in the West
G22654 M 서양사회사특강1 Colloquium : Western Social Tradition I
G22655 M 서양사회사특강2 Colloquium : Western Social Tradition II
G22754 M 서양생활문화사특강 Colloquium : History of Western Life Culture
G22531 M 서양예술문화사와사회변동 Western History of Art Culture and Transformation of Society
G22678 M 서양예술사특강1 Colloquium : Western Art History I
G22679 M 서양예술사특강2 Colloquium : Western Art History II
G22533 M 서양의교육전통과생활문화 Western Tradition of Education and History of Life Culture
G22561 M 서양의생활문화전통과산업,경제구조 Western Tradition of Life Culture and Structure of Industry & Economy
G22664 M 서양의생활문화전통과지리환경 Western Tradition of Life Culture and Geographical Environment
G22312 M 서양중세사의 제문제 Problems in Medieval Western History
G22662 M 서양현대사의 제문제 Topics in Contempoary Western History
G22663 M 서유럽의 생활문화전통 Tradition of Everyday Life Culture in Western Europe
G22667 M 시베리아/극동의생활문화전통 Tradition of Everyday Life Culture in Siberia/Far East
G22669 M 아메리칸인디언및흑인의생활문화전통 Tradition of Everyday Life Culture of American Indian and Black People
G22562 M 영국문화사연습 Seminars in Cultural History of England
G22304 M 영국사연구1 Studies in English History I
G22659 M 영국사연구2 Studies in English History II
G22681 M 유럽문화사와 유럽통합1 Europen Cultural History and European Integration I
G22680 M 유럽문화사와 유럽통합2 Europen Cultural History and European Integration II
G27758 M 유럽문화사와유럽통합세미나I Seminars in European Cultural History and European Integration I
G27759 M 유럽문화사와유럽통합세미나II Seminar on European Cultural History and European Integration II
G22672 M 이슬람과기독교유럽 Islam and Christian Europe



G27757 M 이탈리아사연구I Studies in Italian History I
G22563 M 재독립국가연합한인연구 Studies of Overseas Koreans in CIS
G22564 M 재미주한인연구 Studies of Overseas Koreans in America
G22565 M 재유럽한인연구 Studies of Overseas Koreans in Europe
G22536 M 중남미문화사연습 Seminars in Cultural History of Latin America
G22736 M 중남미의 생활문화전통 Tradition of Everyday Life Culture in Latin America
G22735 M 중부및발칸유럽의생활문화전통 Tradition of Everyday Life Culture in Centural & Balkan Europe
G22566 M 중부유럽문화사연습 Seminars in Cultural History of Central Europe
G22567 M 프랑스문화사연습 Seminars in Cultural History of France
G22756 M 프랑스문화사특강I Colloquium : French Cultural History I
G22757 M 프랑스문화사특강II Colloquium : French Cultural History II
G22568 M 프랑스사연구1 Studies in French History I
G22569 M 프랑스사연구2 Studies in French History II

<과학사전공>
코드번호 구분 교 과 목 명 영 문 명
G22710 M 17-18세기의 과학 Western Science in 17th and 18th Centuries
G22712 M 19-20세기의 과학 Western Science in 19th and 20th Centuries
G22718 M 과학사논문지도 Guidance to the Thesis Research in History of Science
G22717 M 과학사의 제문제 Problems in the History of Science
G22512 M 과학혁명 Scientific Revolution
G22708 M 그리스․로마의 과학 Greco-Roman Science
G22513 M 동아시아의 서양과학 수용 Western Science in Modern East Asia
G22711 M 산업혁명과 기술혁신 Industrial Revolution and Technological Innovations
G22709 M 서양중세의 과학기술 Science and Technology in Medieval Europe
G22713 M 아랍․인도의 과학전통 Science in Arabic and Indian Traditions
G22741 M 일본과학기술사 History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Japan
G22706 M 중국과학기술사 History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China
G22707 M 한국의 과학전통 Science in Traditional Korea
G22716 M 한국의 근대과학수용 Introduction of Western Science in Korea
G22714 M 한국의 기술유산 Technology in Traditional Korea
G22715 M 한국의학사 History of Medicine in Korea

강의 교과목 내용

<한국사전공>
개화기의 사회변혁 (Social Change in the Period of Enlightenment in Late Choseon)

  개항 전후 대내외적 모순구조 및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변혁운동을 사회구성체의 이행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하
고, 한국사의 발전과정을 체계적으로 이해한다.
개화기의 제문제 (Problems in the Period of Enlightenment in Late Choseon)

  개항 전후 근대사회로의 이행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사회구성체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하고 새로운 근대사상
을 모색한다.
고려시대정치사특강 (Topics in Political History of Koryo Dynasty)

  고려시대 정치사의 전개과정을 정치세력, 정치구조, 정치운영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정치운영의 기본원리를 지배
이념의 변천과 관련하여 체계적으로 이해한다.
나말여초사회변동 (Social Change in Late Shilla and Early Koryo Period)

  후삼국～고려 초기 정치․경제․사회․사상의 변화를 사회변동이라는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한국사의 발전과
정을 체계적으로 이해한다.
일제의 식민정책과 저항 (The Colonical Policy of Japanese Imperialism and Resistance)

  일제 식민정책의 전개과정과 본질을 시기별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식민지 민중의 저항을 고찰한다.
조선초기의 사회와 문화 (Studies on the Society and Culture of Early Choseon)

  조선 초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제도의 성립과정을 검토함으로써 조선사회의 기본적인 운영원리를 체계
적으로 이해한다.
조선정치사특강 (Topics in Political History of Choseon Dynasty)

  조선시대 정치사의 전개과정을 정치세력, 정치구조, 정치운영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정치운영의 기본원리를 지배
이념의 변천과 관련하여 체계적으로 이해한다.
조선후기의 사회변동 (Social Change of Late Choseon)

  농업생산력, 토지소유관계, 신분제 등 조선후기 사회변동의 전반적인 양상을 검토하고 근대사회로의 이행과정을 체



계적으로 이해한다.
한국경제사연구 I (Studies in Korean Economic History I)

  고대～고려시기 경제사를 농업생산력, 토지소유관계와 토지제도, 국가재정운영 등을 중심으로 검토함으로써 고중세 
사회성격을 새롭게 규명할 연구방향을 모색한다.
한국경제사연구 II (Studies in Korean Economic History II)

  조선～근대 경제사를 농업생산력, 토지소유관계, 지주제, 부세제도 등을 중심으로 검토함으로써 중세사회의 해체와 
근대사회로의 전환을 새롭게 규명할 연구방향을 모색한다.
한국고고학연구 (Studies in Korean Archaeology)

  고고학 연구방법론과 발굴성과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원시사회의 전개 및 고대국가의 형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한
다.
한국고대사연습 (Seminars in Ancient History of Korea)

  한국 고대 국가형성론과 사회성격론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연구성과를 고찰하고 새로운 연구방향을 모색한다.
한국고대문화사연습 (Seminars in Ancient Korean Cultural History)

  한국고대문화사와 관련된 주요 문헌 사료와 고고학 자료를 검토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연구성과를 검토함으로써 
새로운 연구 성과를 모색한다.
한국고대사특강 (Topics in Ancient History of Korea)

  한국 고대사 가운데 특정 주제를 선정하여 관련 사료와 연구성과를 깊이 검토함으로써 고대사에 대한 새로운 이해
를 도모하고 연구주제를 모색한다.
한국고대의 국가형성 (State Formation in Ancient Korea)

  사회구성체론, 인류학이론 등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통해 한국 고대의 국가형성을 검토함으로써 한국사를 체계적으
로 이해한다.
한국고대정치사특강 (Topics in Political History of Ancient Korea)

  한국 고대 정치사의 전개과정을 정치세력, 정치구조, 정치운영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정치운영의 기본원리를 지
배이념의 변천과 관련하여 체계적으로 이해한다.
한국고문서연구 (Studies in Korean Paleography)

  각 시기별 주요 고문서를 문서 유형별로 검토함으로써 한국사 연구를 위한 소양을 함양하고 한국사의 세부적인 측
면을 풍부하게 이해한다.
한국군사사연습 (Seminar in Military History of Korea)

  한국사의 전개과정을 군사사적 연구방법론을 통해 재조명한다. 이를 통해 군사제도와 무기체계의 변화양상을 체계
적으로 파악하고, 전쟁사를 국제변동과 연관시켜 새롭게 이해한다.
한국근대사연습 (Seminars in Modern History of Korea)

  한국 근대사회의 성립과정을 제국주의 침탈에 대한 저항 및 사회구성체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하고 새로운 연
구방향을 모색한다.
한국근대사특강 (Topics in Modern History of Korea)

  한국 근대사 가운데 특정 주제를 선정하여 관련 사료와 연구성과를 깊이 검토함으로써 근대사에 대한 새로운 이해
를 도모하고 연구주제를 모색한다.
한국근세사연습 (Seminars in Early Modern History of Korea)

  조선시대 정치체제와 사회경제구조 변동에 관한 주요 연구성과를 고찰하고 새로운 연구방향을 모색한다.
한국근세사특강 (Topics in Early Modern History of Korea)

  조선시대사 가운데 특정 주제를 선정하여 관련 사료와 연구성과를 깊이 검토함으로써 근세사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도모하고 연구주제를 모색한다.
한국금석문연구 (Studies in Korean Epigraphy)

  각 시기별 주요 금석문의 탁본과 원문을 검토함으로써 한국사 연구를 위한 소양을 함양하고 한국사의 세부적인 측
면을 풍부하게 이해한다.
한국대외관계사연구 I (Studies in History of Korean Foreign Relations I)

  고대～조선시대 대외관계사를 국제정세 변화와 관련하여 검토한다. 특히 국제정세 급변기의 대외정책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동아시아에서 차지한 한국사의 위상을 정립한다.
한국대외관계사연구 II (Studies in History of Korean Foreign Relations II)

  근현대 대외관계사를 국제정세 변화와 관련하여 검토한다. 특히 제국주의의 세계전략과 이에 대한 대외정책을 집중 
검토함으로써 근현대사를 세계사적 시각에서 이해한다.



한국독립운동사연구 (History of National Independence Movement)

  일제 침략기 독립운동의 추이를 사회적․사상적 측면에서 고찰하고, 민중이 민족해방의 주체로 성장하는 과정과 그 
사회경제적 기반을 새롭게 조명한다.
한국문화론특강 (Topics in Culture of Korea)

  주요 사상과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성격을 고찰하고,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방향을 
모색한다.
한국미술사연구 (Studies in History of Korean Arts)

  한국 미술사의 전개과정을 건축, 조각, 회화, 도자기 등 주요 주제별로 검토하고, 각 시기 역사전개와의 연관성에 
유의함으로써 작가의 생애와 미술작품에 담긴 역사상을 새롭게 이해한다.
한국불교사특강 (Topics in History of Korean Buddhism)

  한국 불교사의 전개과정을 지배이념과 사회구조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검토함으로써 한국 불교의 역사적 성격을 체
계적으로 이해한다.
한국사논문지도 (Guidance to the Thesis Research in Korean History)
  한국사 논문작성을 사료조사방법, 연구성과의 정리와 분류, 문장연습과 논문작성 등으로 나누어 지도한다.
한국사전환기의사회변화 (Social Change in the Transition Period of Korean History)

  한국사 전환기의 사회변동을 정치, 사회, 경제, 사상 등 제반 측면에서 검토하고, 각 시기별로 역사발전을 이끈 사
회계층의 성격을 새롭게 이해한다.
한국사상사특강I (Topics in the Korean Intellectual History I )

  고대～고려시기 사상사를 무교, 불교, 유학 등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여러 사상의 상호연관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
여 지배이념의 변화양상을 이해한다.
한국사상사특강II (Topics in the Korean Intellectual History II)

  조선시대 사상사를 성리학, 실학, 천주교, 동학 등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시기별 역사전개와 사상의 상호 작용을 체
계적으로 이해한다.
한국사자료연구 (Studies in Materials of Korean History)

  문헌자료, 고문서, 금석문, 근현대 공문서 등 한국사 연구를 위한 기본적인 사료를 총괄적으로 검토한다.
한국사전환기의 사회변화 (Social Change in the Transition Period of Korean History)

  한국사 전환기의 사회변동을 정치, 사회, 경제, 사상 등 제반 측면에서 검토하고, 각 시기별로 역사발전을 이끈 사
회계층의 성격을 새롭게 이해한다.
한국사학사특강 I (Topics in Korean Historiography I)

  고대～조선시기 역사서술의 전통 및 역사인식을 주요 역사서와 역사가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아울러 지성사적 맥락
에서 재검토하여 역사발전과의 연관성을 이해한다.
한국사학사특강 II (Topics in Korean Historiography II)

  근현대 역사서술의 전통 및 역사인식을 주요 역사서와 역사가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특히 식민사관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근현대사의 전개와 관련하여 검토한다.
한국사회사연구 (Studies in Korean Social History)

  한국사의 전개과정을 사회사적 시각과 방법론을 통해 재조명함으로써 사회구조의 변동 및 변혁주체의 역사적 성격
을 새롭게 이해한다. 아울러 각 시기별 계층구조, 기본적인 사회단위와 조직원리, 제반 사회제도 등을 체계적으로 
고찰한다.
한국사회운동사연구 (Studies in Social Movements History of Korea)

  한국 역사상의 변혁운동을 각 시기별 사회경제적 변화 및 지배이념의 변화와 관련하여 고찰한다.
한국생활사특강 (Topics in Life History of Korea)

  한국사의 전개과정을 생활사라는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도입하여 풍부하게 이해한다. 의식주 등 일상생활, 다양한 
사회적 삶의 형태, 국가 운영과 관련된 삶의 양상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이를 통해 역사적 개인의 시간대별 일상
과 일생을 복원한다.
한국실학사상연구 (Studies in Korean Practical Thoughts)

  조선 후기 실학의 성립 배경과 사상 내용을 사회경제적 변동과 관련하여 고찰함으로써 실학의 역사적 성격을 깊이 
이해한다.
한국예술사연구 (Studies in Art History of Korea)

  음악․미술 등 한국 예술 전반의 역사적 추이를 다양한 각도에서 탐구하여 한국사를 문화사적 시각에서 폭넓게 이해
한다.



한국유학사특강 (Topics in History of Korean Neo-Confucianism)

  한당유학, 성리학, 양명학 등 한국 유학사상의 전개과정을 중세적 정치이념과 사회운영원리라는 관점에서 검토함으
로써 한국 유학의 역사적 성격을 체계적으로 이해한다.
한국정치사특강 (Topics in Korean Political History)

  한국 정치사의 전개과정을 정치세력, 정치구조, 정치운영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정치운영의 기본원리를 지배이념
의 변천과 관련하여 체계적으로 이해한다.
한국중세사연습 (Seminars in Medieval History of Korea)

  고려시대 정치체제와 사회구조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연구성과를 고찰하고 새로운 연구방향을 모색한다.
한국중세사특강 (Topics in Medieval History of Korea)

  고려시대사 가운데 특정 주제를 선정하여 관련 사료와 연구성과를 깊이 검토함으로써 중세사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도모하고 연구주제를 모색한다.
한국지방제도사연구 (Studies in Provincial System History of Korea)

  한국 전근대 중앙집권체제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한 지방제도의 추이를 각 시기 국가체제와 관련하여 고찰한다.
한국현대사연습 (Seminars in Contemporary History of Korea)

  해방 이후 현대사의 전개과정에 대한 주요 연구성과를 고찰하여 올바른 역사인식을 수립함과 아울러 새로운 연구방
향을 모색한다.
한국현대사특강 (Topics in Contemporary History of Korea)

  한국 현대사 가운데 특정 주제를 선정하여 관련 사료와 연구성과를 깊이 검토함으로써 현대사에 대한 새로운 이해
를 도모하고 연구주제를 모색한다.

<동양사전공>
내륙아시아사특강 (Colloquium ; History of Inner Asia)

  내륙 아시아 지역 역사의 특정 주제를 선택해서 다룬다. 특히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연구코자 하는 연구자의 지도
를 주목적으로 한다.
내륙아시아역사의 전개 (History of Inner Asia)

  내륙아시아의 역사를 개괄적으로 조감하되 이질적인 문화가 어떻게 중점적으로 누적되었는가에 주목한다.
동남아시아근대사의 전개 (Southeast Asian Modern History)

  제국주의 국가의 침략 및 각국별로 보이는 민족운동과 근대화 노력에 주목하여 오늘의 상황을 이해하는 기초 지식
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동남아시아의 역사와 전통1 (Southeast Asia : History and Tradition I)

  동남아시아 대륙부 국가들의 역사와 문화를 하나의 문화권이라는 전제 아래 살피되 개별국가의 특성에도 유의한다.  
아울러 중국 및 인도와의 관계도 다룬다.
동남아시아의 역사와 전통2 (Southeast Asia : History and Tradition II)

  동남아시아 도서부 국가들의 역사와 문화를 하나의 문화권이라는 전제 아래 살피되 개별 국가의 특성에도 유의하여 
이해시킨다.  아울러 이슬람교의 동향에 대해서도 살핀다.
동아시아국제관계사연구(International Politics in East Asia : History and Practice)

  동아시아 제국 사이의 상호교류 및 국제질서를 고찰한다. 특히 전통시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조공질서 및 그 지역
적, 시대적 변이, 그리고 동아시아 제국이 경험한 근대 조약질서의 편차에 대한 분석 및 인식에 중점을 둔다.
동아시아문화권의 형성과 전개 (Tradition and History of East Asia)

  중국을 중심으로 한 전통시대 동아시아 문화권이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 변모해 왔는가를 개괄적
으로 이해시킨다.
동아시아와 제국주의 (East Asia and Western Powers)

  서구열강에 맞서서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 등 동아시아 각국이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살피되 열강이 어떤 자세를 
지녔었는가에 유의한다. 그리고 서구 문물에 대한 자세에 주목한다.
동아시아의 근대화 (Modernization of East Asia)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중국, 일본, 베트남의 근대화 노력과 결과를 비교, 검토한다. 아울러 각국의 전통 사회체제가 
근대화, 산업화와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 살핀다.
동아시아특강 (Colloquium : East Asia Tradition)

  동아시아 각국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특정 주제를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다룬다.  특히 조공질서를 중심으로 한 
상관관계에 유의한다.



동양사논문지도 (Guidance to the Thesis Research in Asian History)
몽골의 역사와 문화 (Mongol : History and Tradition)

  몽골의 역사와 문화를 개괄하되, 특히 전통시대에는 중국과의 관계를, 근대 이후에는 러시아와의 관계에 주목하여 
이해시킨다.
무굴제국의 역사와 문화 (Mogul Empire : History and Culture)

  무굴제국의 역사를 개괄적으로 검토하되 전통시대 문화의 완결이라는 시각에서 종합적인 이해를 유도한다.
베트남현대사연구 (Seminar in the History of Modern Vietnam)

  오늘의 베트남을 이해한다는 목표 아래 제국주의 침략이후의 역사를 다룬다.
베트남의 역사와 문화 (Vietnam : History and Tradition)

  전통시대 베트남의 역사를 개괄적으로 살피되, 중국 등 주변 국가의 관계, 문화적 특질 등에 주목한다.
신유교의 형성과 전개 (Seminar in Neo-Confucianism of China)

  송학과 양명학의 기원과 전개 과정을 살피되, 특히 신유교가 중국사에 미친 영향을 거시적으로 개괄한다.
오스만제국의 역사와 문화 (Ottoman Empire : History and Tradition)

  오스만 제국의 성립과 발전을 개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며, 특히 문화적 특성에 역점을 두어 추적한다.
이슬람문화권의 형성과 전개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Islam)

  이슬람교의 발전을 기초로 한 이슬람 문화권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유도하되 기독교 문화권과의 관계에도 유의한
다.
인도근대사연구 (Seminar in the History of Modern India)

  인도의 근대사 이해에 필수적인 영국의 식민지배, 민족운동의 전개에 중점을 두면서 살핀다.
인도문화사특강 (Colloquium : Tradition and History of India)

  전통시대 인도 문화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주제를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다룬다.
인도현대사특강 (Colloquium : Contemporary History of India)

  인도 현대사의 특정 주제를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다룬다.  특히 오늘날의 인도에 대한 이해와 연결되는 문제에 주
목한다.
일본고대사의 제문제 (Topic in Japanese Ancient History)

  일본 고대문화의 특질을 이해시키기 위해 주요 문제점을 택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일본의 문화전통과 서양문화 (Japanese Tradition and Western Culture)

  현대일본을 이해하기 위한 전제로서 근대화시기에 이질적인 문화가 어떻게 조정, 집합되었는가를 살핀다.
일본의 역사와 문화1 (Japanese Tradition and Culture I)

  일본 고대의 역사와 문화를 개관하되, 중국, 한국과의 문화 교류를 아울러 살핀다.
일본의 역사와 문화2 (Japanese Tradition and Culture II)

  토쿠가와 막부 성립 이후의 역사를 추적한다.  특히 근대 일본문화의 발전에 어떤 요소를 제공했는가에 주목한다.
일본현대사연구 (Seminar in Japanese Modern History)

  일본 현대사의 전개과정을 이해시키기 위해 주요 문제점을 택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중국현대사연구 (Seminar in Modern Chinese History)

  5․4운동 이후 전개된 중국 현대사를 정치, 문화적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특정 주제를 기초로 문제의
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중국고대사상연구 (Seminar in Ancient Chinese Thoughts)

  선진시대 제사상의 흐름을 추적하되 개별 주제와 공통의 주제를 선정하여 유기적 이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중국고대사의 제문제(Topics in Chinese Ancient History)

  중국 고대사의 특정 주제를 택하여 연구 동향과 학설을 점검하고, 사료의 재해석을 통하여 기존 연구업적에 대해 
비판적 검토를 가한다.
중국고대사특강(Colloquium : Chinese Ancient History)

  선진 시대 이래 진한제국의 출현에 이르는 중국고대사의 전개를 주제별로 심화 학습한다.
중국공산주의운동사연구 (Seminar in Chinese Communist Movement)

  중국 공산주의 운동의 전개과정을 개관하되 이념 투쟁과 변용과정에 유의하여 오늘의 중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중국근대사의 제문제 (Topic in Chinese Modern History)

  중국 근대사의 특정 주제를 택해서 연구 동향과 학설을 점검함과 아울러 사료의 재해석을 통해 기존 연구업적에 대
해 비판적 검토를 가한다.



중국근대사특강(Colloquium : Chinese Modern History)

  중국근대사의 주요 쟁점이 되는 주제를 선정하여 다각적으로 분석, 토론함으로써 근대사 인식 내지 연구의 안목을 
기른다.
중국근대사회사연구(Seminar in Modern Chinese Social History)

  중국사회가 근대 구미세력과 접하면서 변모되어 가는 모습을 탐구한다.  특히 전근대 말기 중국 전통사회의 구조 
및 그 근대적 변화과정에 초점을 두어, 중국 근대사의 전개에 대한 사회사적 관점에서의 이해를 도모한다.
중국근대정치사상사특강 (Colloquium : Modern Chiese Pollitical Thoughts)

  근대 이후 전개된 내부의 사상적 흐름과 서구 사상의 도입에 따른 문제를 주제 중심으로 다룬다. 중국 근, 현대사
의 전개가 정치사상의 흐름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가에 유의한다.
중국문화의 확산과 변용(한국, 일본, 베트남) (China and the East Asian Culture)

  중국의 문화가 주변국에 어떻게 확산되어 영향을 주었으며, 나라마다 어떻게 변용, 토착화되었는가를 살핀다. 유교, 
한자, 제도, 민속 등은 물론 불교처럼 중국을 통해서 전파된 문화적 요소에도 유의한다.
중국사에 있어서의 혁명과 종교 (Revolution and Religion in Chinese History)

  전통시대 중국 민중운동의 흐름과 민간종교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연구한다.
중국사학사연구(Seminar in Chinese Historiography)

  전통시대 중국인들의 역사관 및 역사철학, 그리고 역사서술의 구체상에 대해 연구한다. 방대한 사서의 체계와 사학
사상을 인식하고, 아울러 사학사에 반영된 중국사의 변천을 탐색하는 것에도 유의한다.
중국사회사연구 (Seminar in Chinese Social History)

  중국사에 있어서의 사회구조, 신분, 계층 문제를 살피되, 특히 신유교가 중국사에 미친 영향을 거시적으로 개괄한
다.
중국정복왕조연구 (Seminar in History of Conquest Dynasties)

  원, 청을 중심으로 한 이민족 왕조의 특징, 한족 문화의 수용, 변용 등을 다룬다.
중국제도사연구(Seminar in Chinese Institutional History)

  관료제 및 법제, 세역제 등의 변화에 중점을 두어 제도사적 측면에 반영된 중국역사의 변천과정을 탐구한다.
중국종교사연구(Seminar in History of Chinese Religions)

  전통시대 중국 사회에 영향을 미친 제종교의 사적변천에 대해 탐구한다.  특히 불교와 도교, 그리고 그것에 기반한 
민간신앙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 제종교와 전통시대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각 부문 사이의 연결을 추적하고 분석
하는 감각을 배양한다.
중국중세사특강(Colloquium : Chinese Medieval History)

  중국중세사의 주요쟁점이 되는 주제를 선택하여 심도 있게 탐구함으로써 중국 중세의 역사전개에 대한 균형 있는 
인식을 도모한다.
중국현대사특강(Colloquium : Contemporary Chinese History)

  중국현대사의 주요 쟁점이 되는 주제를 선정하여, 학계의 기존 연구동향에 대한 이해 및 새로운 인식의 가능성 모
색 등에 초점을 두어 연구한다.
중국현대사회사연구(Seminar in Contemporary Chinese Social History)

  20세기 전반기 중국사회의 변화과정을 분석, 연구한다. 사회 각 계층, 농촌 및 도시사회, 비밀결사 등의 동향에 대
한 인식에 주안점을 둔다.

<서양사전공>
교회사와 종교문화 (History of Churches and Religious Culture)

  동․서방교회의 역사를 연구하여 그 종교문화의 특징을 파악하고 해당 교회 문화권 국가들과의 연관을 이해한다.
남유럽문화사연습 (Seminars in Cultural History of South Europe)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 남유럽국가들의 문화사 가운데 학생들의 관심 주제를 선택하여 심도 있는 세미나를 
진행하고 학위논문 작성 연습과정과 연결시킨다.
독일문화사연습 (Seminars in Cultural History of German)

  독일문화사 가운데 학생들이 관심 주제를 선택하여 심도 있는 세미나를 진행하고 학위논문 작성 연습과정과 연결시
킨다.
독일문화사특강 I (Colloquium : German Cultural History I)

  근대 이전 독일인의 삶의 총체로서의 문화양상 가운데 특정 주제를 택하여 연구한다.
독일사연구1 (Studies in German History 1)



  근대 이전의 독일사의 쟁점 가운데 특정 주제를 택하여 다룬다.
독일사연구2 (Studies in German History 2)

  근대 이후의 독일사의 쟁점 가운데 특정 주제를 택하여 다룬다.
러시아문화사연습 (Seminars in Cultural History of Russia)

  러시아 문화사 가운데 학생들이 관심 주제를 선택하여 심도 있는 세미나를 진행하고 학위논문 작성 연습과정과 연
결시킨다.
러시아사연구1 (Studies in Russian History 1)

  근대 이전의 러시아사의 쟁점 가운데 특정 주제를 택하여 다룬다.
러시아사연구2 (Studies in Russian History 2)

  근대 이후의 러시아사의 쟁점 가운데 특정 주제를 택하여 다룬다.
러시아의생활문화전통 (Tradition of Everyday Life Culture in Russia)

  러시아의 일상생활문화를 역사적으로 고찰한다.
문화사연구와 국제관광산업 (Studies of Cultural History and International Travel Industry)

  문화사 연구 결과를 국제 관광산업 분야에 활용시키고 활용과정을 통해 문화사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킨다. 이를 통
해 국제관광 산업과 연계한 산학협동의 모델을 제시한다.
문화사연구와 국제이문화관리 (Studies of Cultural History and International Cross-Cultural Management)

  문화사 연구 결과를 국제 이문화관리 분양에 활용시키고 활용과정을 통해 문화사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킨다. 이를 
통해 이문화관리 산업과 연계한 산학협동의 모델을 제시한다.
문화사연구와 국제회의․전시회기획

(Studies of Cultural History and Planing &Management of International Meeting and Exhibition)

  문화사 연구 결과를 국제회의․전시회 기획산업 분야에 활용시키고 활용과정을 통해 문화사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킨
다. 이를 통해 국제회의․전시회 기획산업과 연계한 산학협동의 모델을 제시한다.
문화사연구와 기록영화 (Studies of Cultural History and Documentary)

  기록영화들을 평가하고 자체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 문화사 이론과 내용을 심화시키고 현실 사회에서의 활용방안을 
개척한다. 이를 통해 영상산업과 연계한 산학협동의 모델을 제시한다.
문화사연구와 지역학방법론 (Studies of Cultural History and Area Studies)

  지역학 방법론으로서 문화사 연구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분석․종합한다.
문화사연구의 동향과 방법 (Currents and Methods of Cultural History)

  문화사 연구의 역사와 최근의 동향 및 방법을 분석 검토한다.
미국문화사연습 (Seminars in Cultural History of USA)

  미국문화사 가운데 학생들이 관심 주제를 선택하여 심도 있는 세미나를 진행하고 학위논문 작성 연습과정과 연결시
킨다.
미국사연구1 (Studies in American History 1)

  근대 이전 미국사의 쟁점 가운데 특정 주제를 택하여 다룬다.
미국사연구2 (Studies in American History 2)

  근대 이후 미국사의 쟁점 가운데 특정 주제를 택하여 다룬다.
발칸유럽문화사연습 (Seminars in Cultural History of Balkan Europe)

  발칸유럽 국가들의 문화사 가운데 학생들의 관심 주제를 선택하여 심도 있는 세미나를 진행하고 학위논문 작성 연
습과정과 연결시킨다.
북유럽문화사연습 (Seminars in Cultural History of North Europe)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아크 등 북유럽국가들의 문화사 가운데 학생들의 관심 주제를 선택하여 심도 있는 세
미나를 진행하고 학위논문 작성 연습과정과 연결시킨다.
산업화와 서양생활문화의 변화 (Industrialization and Change of Everyday Life Culture)

  산업혁명을 통해 서양의 생활문화가 변화하는 과정과 내용을 고찰한다.
서양고대사의 제문제 (Topics in Ancient Western History)

  고대 문명 이래 로마에 이르는 서양 고대사의 제문제 중 특정 주제를 다루고, 그 연구사 및 향후 연구방향에 대한 
기본적인 전망을 지닐 수 있도록 한다.
서양근대사의 제문제(Topics in Modern Western History)

  근대 유럽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발전과 문제들 중 특정 주제를 택하여 연구하고, 나아가 연구사의 주요 논
점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를 갖도록 돕는다.



서양기업사연구 (Studies in Western Business History)

  서양의 기업들의 형성․발전 또는 소멸 과정을 분석하여 기업사 연구의 방법과 실제를 제시한다.
서양기업문화사특강1 (Colloquium : Western Business Cultural History 1)

  제1차 세계대전 이전 서양기업문화사의 쟁점 가운데 특정 주제를 택하여 다룬다.
서양기업문화사특강2 (Colloquium : Western Business Cultural History 2)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서양기업문화사의 쟁점 가운데 특정 주제를 택하여 다룬다.
서양문화사특강1 (Colloquium : Western Cultural History 1)

  근대 이전 서양인의 삶의 총체로서의 문화 양상 가운데 특정 주제를 택하여 다룬다.
서양문화사특강2 (Colloquium : Western Cultural History 2)

  근대 이후 서양인의 삶의 총체로서의 문화 양상 가운데 특정 주제를 택하여 다룬다.
서양사논문지도 (Guidance to the Thesis Research in Western History)

서양사상사특강1 (Colloquium : Western Intellectual History 1)

  근대 이전 서양사상사의 쟁점 가운데 특정 주제를 택하여 다룬다.
서양사상사특강2 (Colloquium : Western Intellectual History 2)

  근대 이후 서양사상, 특히 자유주의, 사회주의, 민족주의 등 특정 사상을 택하여 다룬다.
서양사학사(History of Historical Writing in the West)

  역사학의 기원 및 서양 각 시대를 통한 역사서술의 변천을 다룬다.
서양사회사특강1 (Colloquium : Western Social History 1)

  근대 이전 서양사회의 쟁점 가운데 특정 주제를 택하여 다룬다.
서양사회사특강2 (Colloquium : Western Social History 2)

  근대 이후 서양사회의 쟁점 가운데 특정 주제를 택하여 다룬다.
서양예술문화사와사회변동 (Western History of Art Culture and Transformation of Society)

서양 예술문화사의 전개와 사회변동 관계를 분석한다.
서양예술사특강1 (Colloquium : Western Art History 1)

  근대 이전 서양예술사의 쟁점 가운데 특정 주제를 택하여 다룬다.
서양예술사특강2 (Colloquium : Western Art History 2)

  근대 이후 서양예술사의 쟁점 가운데 특정 주제를 택하여 다룬다.
서양의 교육전통과 생활문화 (Western Tradition of Education and History of Life Culture)

  서양의 교육 전통에 초점을 맞추어 생활문화사의 전개를 분석한다.
서양의 생활문화전통과 산업․경제구조

(Western Tradition of Life Culture and Structure of Industry & Economy)

  서양의 산업․경제 구조를 생활문화 전통의 시각에서 분석한다.
서양의 생활문화전통과 지리환경 (Western Tradition of Life Culture and Geographical Environment)

  지리환경 조건에 초점을 맞추어 서양 생활문화사의 전개를 분석한다.
서양중세사의 제문제 (Topics in Medieval Western History)

  유럽 세계의 시작이 되는 중세 유럽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제문제 가운데 특정 분야를 택하여 연구하고, 중
세사 연구의 주요 논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도록 돕는다.
서양현대사의 제문제 (Topics in Contemporary Western History)

  현대 유럽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발전과 문제들 중 특정 주제를 택하여 연구하고, 나아가 연구사의 주요 논
점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를 갖도록 돕는다.
서유럽의 생활문화전통 (Tradition of Everyday Life Culture in Western Europe)

  서유럽의 일상생활문화를 역사적으로 고찰한다.
시베리아/극동의생활문화전통 (Tradition of Everyday Life Culture in Siberia/ Far East)

  시베리아와 극동 러시아의 일상생활문화를 역사적으로 고찰한다.
아메리카인디언 및 흑인의 생활문화전통

(Tradition of Everyday Life Culture of American Indian & Black People)

  아메리카 인디언 및 흑인의 일상생활문화를 역사적으로 고찰한다.
영국문화사연습 (Seminars in Cultural History of England)

  영국문화사 가운데 학생들의 관심 주제를 선택하여 심도 있는 세미나를 진행하고 학위논문 작성 연습과정과 연결시
킨다.
영국사연구1 (Studies in English History 1)



  근대 이전 영국사의 쟁점 가운데 특정 주제를 택하여 다룬다.
영국사연구2 (Studies in English History 2)

  근대 이후 영국사의 쟁점 가운데 특정 주제를 택하여 다룬다.
유럽문화사와 유럽통합 I (European Cultural History and European Integration I)

  유럽문화사의 관점에서 유럽통합 현상을 역사와 논쟁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유럽문화사와 유럽통합 II (European Cultural History and European Integration II)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통합 현상을 유럽문화사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유럽문화사와 유럽통합세미나 I (Seminars in European Cultural History and European Integration I)
  유럽문화사와 유럽통합의 주제 가운데 학생들이 관심있는 주제를 선택하여 심도있는    세미나를 진행하고 학위논
문작성 연습과정과 연결시킨다. 
유럽문화사와 유럽통합세미나 II (Seminar on European Cultural History and European Integration II)

  유럽문화사와 유럽통합의 관계를 심도있게 연구함 
이슬람과기독교유럽 (Islam and Christian Europe)

  이슬람 세계와 기독교 유럽 세계의 상호관계와 문화적 영향들을 연구․고찰한다.
이탈리아사연구 I (Studies in Italian History I)
  근대 이전의 이탈리아사 쟁점 가운데 특정주제를 택하여 다룬다.
재독립국가연합한인연구 (Studies of Overseas Koreans in CIS)

  러시아를 비롯한 독립국가연합 거주 한인의 역사와 생활문화의 변화를 다룬다.
재미주한인연구 (Studies of Overseas Koreans in America)

  미주지역 거주 한인의 역사와 생활문화의 변화를 다룬다.
재유럽한인연구 (Studies of Overseas Koreans in Europe)

  유럽 거주 한인의 역사와 생활문화의 변화를 다룬다.
중남미문화사연습 (Seminars in Cultural History of Latin America)

  중남미 국가들의 문화사 가운데 학생들의 관심 주제를 선택하여 심도 있는 세미나를 진행하고 학위논문 작성 연습
과정과 연결시킨다.
중남미의생활문화전통 (Tradition of Everyday Life Culture in Latin America)

  중남미의 일상생활문화를 역사적으로 고찰한다.
중부 및 발칸유럽의 생활문화전통 (Tradition of Everyday Life Culture in Centural & Balkan Europe)

  중부 및 발칸유럽의 일상생활문화를 역사적으로 고찰한다.
중부유럽문화사연습 (Seminars in Cultural History of Centural Europe)

  중부유럽 국가들의 문화사 가운데 학생들의 관심 주제를 선택하여 심도 있는 세미나를 진행하고 학위논문 작성 연
습과정과 연결시킨다.
프랑스문화사연습 (Seminars in Cultural History of France)

  프랑스문화사 가운데 학생들의 관심 주제를 선택하여 심도 있는 세미나를 진행하고 학위논문 작성 연습과정과 연결
시킨다.
프랑스문화사특강 I (Colloquium : French Cultural History I)

  근대 이전 프랑스인의 삶의 총체로서의 문화 양상 가운데 특정 주제를 택하여 다룬다. 
프랑스문화사특강 II (Colloquium : French Cultural History II)

  프랑스문화사를 특정주제아래 심도있게 연구함
프랑스사연구1 (Studies in French History 1)

  근대 이전 프랑스사의 쟁점 가운데 특정 주제를 택하여 다룬다.
프랑스사연구2 (Studies in French History 2)

  근대 이후 프랑스사의 쟁점 가운데 특정 주제를 택하여 다룬다.

<과학사분야>
17-18세기의 과학 (Western Science in 17th and 18th Century)

  과학혁명 이후 과학은 여러 방향으로 발달하기 시작한다. 물리학, 화학, 의학, 생물학, 지질학, 수학 등의 발달과 함
께 과학은 전문화하고 학회 활동이 시작된다. 과학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도 주목해야할 시기인 것이다.
19-20세기의 과학 (Western Science in 19th and 20th Centuries)

  과학은 고도로 세분화, 전문화가 시작하며 눈부신 발달을 거듭한다. 19세기의 이런 발달은 20세기초에 들어와서는 



아인슈타인, 플랑크, 하이젠베르크 등으로 대표되는 큰 전환을 맞으며 크나큰 사상적 영향을 남긴다.
과학사논문지도 (Guidance to the Thesis Research in History of Science)
과학사의 제문제 (Problems in the History of Science)

  과학사의 범위와 방법, 동양과학과 서양과학 비교의 문제성, 과학과 문학, 철학 등 다른 분야와의 관련, 과학과 기
술의 연관성, 과학발달과 인간의 미래 등 많은 문제들이 강의 또는 세미나 주제가 될 수 있다.
과학혁명 (Scientific Revolution)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이후 17세기 유럽은 눈부신 과학의 발달을 이룩한다. 갈릴레오, 케플러, 뉴튼의 업적을 바
탕으로 서양 근대과학의 등장과정을 살펴본다.
그리스․로마의 과학 (Greco-Roman Science)

  탈레스 이후의 자연철학자들과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과학 발달을 개관하고, 그것이 로마시
대까지 어떻게 계승되고 변질되었는가를 살펴본다.
동아시아의 서양과학수용 (Western Science in Modern East Asia)

  17세기에 시작된 동아시아의 서양 과학 수용은 나라에 따라 서로 다른 역사적 과정을 거쳤다. 특히 중국, 일본, 한
국의 역사적 경험을 비교하는 일은 동아시아 역사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산업혁명과 기술혁신 (Industrial Revolution and Technological Innovations)

  과학과는 별도로 발달해 온 서양의 기술은 18세기 말부터 폭발적인 기술혁신의 계속으로 산업발달에 획기적 계기
를 주고 서양의 근대화를 가속했다. 그 사회경제적 원인을 찾아보고 그 과정과 이해하는 일은 아주 중요하다.
서양중세의 과학기술 (Science and Technology in Medieval Europe)

  기독교 성장 이후의 서양과학이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민족의 이동과 기술의 전파문제에 관심을 갖고, 아리스토텔레
스이 전통이 어떤 도전을 받는가 살펴본다.
아랍․인도의 과학전통 (Science in Arabic and Indian Traditions)

  흔히 서양 과학의 그늘에 가리워 있지만 아랍 세계와 인도에서의 고대 및 중세 과학은 빛나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
고 또 적지 않은 영향을 서양에 미쳤다.
일본과학기술사 (History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Japan)

  삼국의 영향 아래 일본의 고대부터 상당한 과학 기술 수준을 지켜왔고, 또 근대에는 서양과학의 수용에서 이웃을 
앞질러 근대화에 성공했다.
중국과학기술사 (History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China)

  15세기쯤까지는 중국의 과학 기술은 서양에 비해 그리 떨어지지 않았다. 중국문화에서의 과학 기술의 위치, 그리고 
과학 기술의 구체적 내용을 이해하는 일은 동양의 이해에만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세계사의 이해에도 절대적이다.
한국의 과학전통 (Science in Traditional Korea)

  동양 과학의 기본구조를 그대로 지키면서도 한국의 역사는 시대에 따라 과학의 어느 분야에 크게 발달한 경우도 있
었고 쇠퇴할 일도 있었다. 한국 과학사에 대해 연구하면서 그 성격을 밝혀 봄으로써 과학의 본질에 대하여 생각하
는 기회를 갖는다.
한국의 근대과학수용 (Introduction of Western Science in Korea)

  한국의 근대과학사는 실학시대 이래 특히 개화기 이후의 서양과학 수용으로 커다란 전변을 경유한다.
한국의 기술유산 (Technology in Traditional Korea)

  연구가 아직 극히 미흡한 분야이지만 한국의 기술전통이 인쇄술, 조선, 화학, 도자기 등 여러 영역에서 특히 발달했
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다.
한국의학사 (History of Medicine Korea)

  동양 의학은 서양 과학의 방법과는 조금 다른 구조 속에서 전개되어 오늘까지 계승되고 있다. 동양 의학의 틀을 이
해하고 그 속에서 한국 의학이 어떤 구체적인 전개과정을 보였나 살펴본다.



종합시험 과목

(석사학위과정)
전공분야 전 공 과 목 교과목코드 비 고

한 국 사

한 국 근 ․ 현 대 사

한 국 고 중 세 사

한 국 사 회 경 제 사

G2201

G6203

G2207

필 수

동 양 사

중 국 사 상 사

중 국 근 대 사

일 본 의 근 대 화

G2240

G2241

G2242

필 수

서 양 사

서 양 현 대 사

서 양 사 학 사

서 양 문 화 사 연 구

G6204
G6289
G6290

필 수

과 학 사

과 학 혁 명

한 국 의 과 학 전 통

동 서 양 과 학 기 술 사

G2260

G2261

G6207

필 수

(박사학위과정)
전공분야 전 공 과 목 교과목코드 비 고

한 국 사

한 국 고 중 세 사

한 국 근 현 대 사

한 국 사 회 경 제 사

한 국 사 학 사

D2127

D2128

D2133

D2131

필 수

동 양 사

중 국 사 상 사

중 국 근 현 대 사

일 본 근 현 대 사

중 국 사 회 경 제 사

D2135

D5730

D5731

D2137

필 수

서 양 사

서 양 현 대 사

서 양 사 학 사

서 양 문 화 사 연 구

서 양 각 국 사

D5732

D6280

D6281

D5735

필 수

과 학 사

과 학 혁 명

한 국 의 과 학 전 통

동 양 과 학 기 술 사

서 양 과 학 기 술 사

D2155

D2156

D5736

D5737

필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