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정치외교학과

Goals and Objectives 

In an effort to prepare political scientists who are equipped with excellent analytic skills and good 
values as well as professionals in closely related fields, th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offers five major areas of specialization, which involve Political Theory, Research 
Methods in Politics, Comparative Politics, Korean Politics, and International Politics. 

Faculty

 Kim, Myeoun Hoei Ph.D. in Political Science Free University Berlin
Comparative Politics, European Politics

 Kim, Ung jin Ph.D. in Political Science, University of Cincinnati
Research Methods in Political Science, Philosophy of Social Science

 Kim, Yong Min Ph.D. in Political Science, University of Chicago
Political Philosophy (Rousseau, Plato)

 Lee, Chung Hee Ph.D. in Political Science, University of Missouri
Theory of Korean Politics, Theory of Political Psychology, Theory of American 
Politics

 Lee, Sang Hwan Ph.D. in Political Science, Michigan State University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Namkoong, Yoong Ph.D. in Political Science, University of Missouri
International Politics, American Foreign Policy, North-South Korea relations

 Seo, Kyoung Kyo Ph.D. in Political Science,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Theory of Comparative Politics, Political Change, Southeast Asian Politics

Course list

<정치사상 및 이론>
코드번호 구분 교 과 목 명 영 문 명
G40507 M 개별연구I Independent Study I
G40601 M 고대정치사상연구 Ancient Political Thoughts
G40602 M 근대정치사상연구 Modern Political Thoughts
G40605 M 동양정치사상연구 Proseminar in Eastern Political Thoughts
G40607 M 서구정치사상세미나 Seminar in Western Political Thoughts
G40609 M 정치사회학세미나 Seminar in Political Sociology
G40670 M 정치심리학연구 Proseminar in Political Psychology
G40671 M 페미니즘연구 Proseminar in Feminism
G40108 M 한국정치사상세미나 Seminar in Korean Political Thoughts
G40608 M 현대정치사상연구 Contemporary Political Thoughts
G40603 M 현대정치이론연구 Proseminar in Contemporary Political Theories
G40672 M 환경정치이론연구 Proseminar in Environmental Politics

<정치학 방법론>
코드번호 구분 교 과 목 명 영 문 명
G40713 M 개별연구II Independent Study II
G40613 M 다변인분석세미나 Seminar in Multivariate Statistical Analysis
G40612 M 분석모형연구 Proseminar in Analytic Modeling
G40615 M 사회과학철학세미나 Seminar : Philosophy of the Social Science
G40611 M 사회통계연구 Introductory Social Statistics
G40614 M 인식론세미나 Seminar : Epistemology in Social Research
G40610 M 정치학방법론연구 Research Methodology in Political Science
G40665 M 지역연구전략세미나 Seminar in Strategies for Area Studies



<비교정치론>
코드번호 구분 교 과 목 명 영 문 명
G40508 M 개별연구 III Independent Study III
G40420 M 구미정치사연구 Proseminar in Western Political History
G40626 M 동남아정치연구 Proseminar : Government and Politics in Southeast Asia
G40622 M 러시아정치연구 Proseminar in Russian Government and Politics
G40619 M 미국정치연구 Proseminar in American Government and Politics
G40723 M 비교민주주의연구 Seminar in comparative Democracy
G40669 M 비교의회정치연구 Proseminar in Comparative Legislative Studies
G40666 M 비교정치경제연구 Proseminar in Comparative Political Economy
G40716 M 비교정치세미나 Seminar in Comparative Politics
G40616 M 비교정치연구 Proseminar in Comparative Politics
G40633 M 비교정치체제세미나 Seminar in Comparative Political Regimes
G40668 M 여성정치연구 Proseminar in Women and Politics
G40621 M 유럽정치연구 Proseminar in European Government and Politics
G40107 M 일본정치연구 Proseminar Government and Politics in Japan
G40604 M 정치과정연구 Porseminar in Political Process
G40228 M 정치변동세미나 Seminar in Political Change
G40617 M 정치변동연구 Proseminar in Political Change
G40715 M 중국정치연구 Proseminar : Government and Politics in China
G40620 M 중남미정치연구 Proseminar in Latin American Government and Politics
G40714 M 중동정치연구 Proseminar : Government and Politics in the Middle East
G40667 M 환경정치연구 Proseminar in Environment and Politics
G40656 M COMPARATIVE SOCIOLOGY Comparative Sociology
G40674 M POLITICAL SCIENCE AND AREA STUDIES Political Science and Area Studies
G40659 M POLITICS OF THE EUROPEAN UNION Politics of the European Union
G40673 M SOCIOLOGY FOR AREA STUDIES Sociology for Area Studies

<한국정치론>
코드번호 구분 교 과 목 명 영 문 명
G40704 M 개별연구IV Independent Study IV
G40637 M 북한정치세미나 Seminar in North Korean Politics
G40662 M 한국대통령제연구 Proseminar : Presidency in Korea
G40717 M 한국선거과정연구 Proseminar : Electoral Process in Korea
G40236 M 한국정치엘리트충원과리더십연구 Proseminar: Political Elite Recruitment & Leadership in Korean Politics
G40632 M 한국의회정치연구 Proseminar Legislative Process in Korea
G40634 M 한국이익집단정치연구 Proseminar : Interest Group Politics in Korea
G40631 M 한국정당정치연구 Proseminar : Korean Political Parties
G40661 M 한국정치문화연구 Proseminar : Korean Political Culture
G40630 M 한국정치사연구 History of Korean Politics
G40639 M 한국정치세미나 Seminar in Korean Politics

<국제정치론>
코드번호 구분 교 과 목 명 영 문 명
G40719 M 개별연구V Independent Study V
G40643 M 국제기구연구 Proseminar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G40644 M 국제분쟁연구 Proseminar in International Conflict
G40664 M 국제정치경제세미나 Seminar in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G40646 M 국제정치경제연구 Proseminar in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G40105 M 국제정치세미나 Seminar in International Politics
G40645 M 국제정치와국제법 International Politics & International Law
G40640 M 국제정치이론 Theories of International Politics
G40647 M 국제정치체제연구 Proseminar in International Political Systems
G40660 M 국제환경레짐연구 International Environment Regime
G40205 M 동북아국제관계연구 International Relations in Northeast Asia
G40650 M 러시아외교정책연구 Proseminar in Soviet Foreign Policy
G40649 M 미국외교정책연구 Proseminar in American Foreign Policy
G40642 M 비교외교정책연구 Proseminar in Comparative Foreign Policy
G40722 M 세계화와국제정치연구 Globalization and International Politics
G40641 M 외교사연구 Proseminar in Diplomatic History
G04654 M 외교정책세미나 Seminar in Foreign Policy
G40230 M 일본외교정책연구 Proseminar in Japanese Foreign Policy
G40652 M 중국외교정책연구 Proseminar in Chinese Foreign Policy
G40718 M 한국외교정책연구 Proseminar in Korean Foeign Policy



Course description

<정치사상 및 이론>
개별연구Ⅰ (Independent Study Ⅰ)

  특정 주제 및 분야에 대한 교수-학생간 심도있는 개별적 연구
고대정치사상연구 (Ancient Political Thoughts)

  서양 정치사상의 중심축을 이루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사상 연구
근대정치사상연구 (Modern Political Thoughts)

  정치사상에 있어 근대의 문을 연 마키아벨리로부터 홉스를 위시한 사회계약론자들을 거쳐 근대성의 종말을 예언한 
니체에 이르기까지 서구 근대정치사상 개관

동양정치사상연구 (Proseminar in Eastern Political Thoughts)

  동양정치사상의 핵심 주제와 흐름에 관한 개괄적 연구
서구정치사상세미나 (Seminar in Western Political Thoughts)

  주요 서구 정치사상에 관한 주제별․사상가별 접근
정치사회학세미나 (Seminar in Political Sociology)

  정치경제체제 및 구조의 성립과 변동, 사회집단․계급․계층간의 정치적 상호작용, 정치사회적 갈등과 통합에 관한 사
회학적 접근방식을 연구

정치심리학연구 (Proseminar in Political Psychology)

  정치 행태의 근원이 되는 심리학적 역동에 관한 연구
페미니즘연구 (Proseminar in Feminism)

  페미니즘 사상가들의 이론과 현대적 적용 양식 연구
한국정치사상세미나 (Seminar in Korean Political Thoughts)

  근세 및 현대 한국정치사상과 정치 이념에 대한 심층적 연구
현대정치사상연구 (Contemporary Political Thoughts)

  현대 정치사상의 주제인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심층적 이해 추구
현대정치이론연구 (Proseminar in Contemporary Political Theories)

  현대 정치학의 주요 이론을 존재론․인식론 및 패러다임에 따라 개괄적으로 연구
환경정치이론연구 (Proseminar in Environmental Politics)

  환경문제에 대한 정치철학적 고찰

<정치학 방법론>
개별연구Ⅱ (Independent Study Ⅱ)

  특정주제 및 분야에 대한 교수-학생간 심도있는 개별적 연구
다변인분석세미나 (Seminar in Multivariate Statistical Analysis)

  중다회귀분석, 시계열분석, 인자분석, 차별분석, 경로분석 등 고급사회통계의 수리적 논리와 관련 컴퓨터 패키지의 
운용방식을 습득

분석모형연구 (Proseminar in Analytic Modeling)

  인과모형, 게임-시뮬레이션 모형 등 각종 분석모형의 기본 전제, 유형과 구조, 구축논리 및 절차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철학세미나 (Seminar: Philosophy of the Social Sciences)

  설명과 예측, 개념과 개념화, 이론의 정립․변환․붕괴과정 등 현대 사회과학철학의 주요한 방법론적 쟁점에 관한 심
층적 토론

사회통계연구 (Introductory Social Statistics)

  기본적인 추론통계 및 서술통계기법과 관련 컴퓨터 패키지의 사용법을 습득
인식론세미나 (Seminar: Epistemology in Social Research)

  현대 사회과학의 연구방법론이 기초하고 있는 경험론, 실재론, 의미론의 기본전제에 관한 심층적 비교연구
정치학방법론연구 (Research Methodology in Political Science)

  현대 정치학의 연구방법론을 구성하고 있는 핵심논리와 규준, 연구분석설계의 구축절차, 자료관측 및 측정방법을 
개괄적으로 연구



지역연구전략세미나 (Seminar in Strategies for Area Studies)

  지역연구의 방법론적 전략의 논리와 적용방식 연구

<비교정치론>
개별연구Ⅲ (Independent Study Ⅲ)

  특정 주제 및 분야에 대한 교수-학생간 심도있는 개별적 연구
구미정치사연구 (Proseminar in Western Political History)

  구미의 근-현대 정치사에 관한 체계적․심층적 연구
동남아정치연구 (Proseminar: Government and Politics in Southeast Asia)

  동남아 각국의 정치구조 및 정치과정과 정치문화에 관한 연구
러시아정치연구 (Proseminar in Russian Government and Politics)

  동유럽 각국의 정치구조․과정 및 정치문화에 관한 비교 연구
미국정치연구 (Proseminar in American Government and Politics)

  미국의 정치사, 정치구조, 과정, 정치형태 및 정치 문화에 관한 역사적․경험적 연구
비교민주주의연구 (Seminar in comparative Democracy)

  민주주의에 관한 다양한 개념 분석 및 각국 정치제도의 비교연구
비교의회정치연구 (Proseminar in Comparative Legislative Studies)

  각국 의회제도의 특징과 제도화 과정 연구
비교정치경제연구 (Proseminar in Comparative Political Economy)

  각국의 정치제도와 체제의 형성과 변동 그리고 정치체제와의 상호관련성 연구
비교정치세미나 (Seminar in Comparative Politics)

  비교정치분야의 주요한 이론 및 연구동향과 관련한 주제별 세미나
비교정치연구 (Proseminar in Comparative Politics)

  비교정치분야의 전개과정(학문적 생성 및 발전)과 주요한 이론, 저작들을 개괄적으로 연구
비교정치체제세미나 (Seminar in Comparative Political Regimes)

  각국의 정치제도, 문화, 역사, 정치체제의 변화양상 연구
여성정치연구 (Proseminar in Women and Politics)

  여성의 정치적 참여, 지위 등 정치과정에 있어서 여성의 정치적 역할‧기능 연구
유럽정치연구 (Proseminar in European Government and Politics)

  EU를 포함한 유럽 각국의 정치구조․과정 및 정치문화에 관한 비교 연구
일본정치연구 (Proseminar: Government and Politics in Japan)

  일본의 정치사, 정치구조․과정 및 정치문화에 관한 역사적․경험적 연구
정치과정연구 (Proseminar in Political Process)

  정치과정에 관여하는 정치집단․제도 및 절차․정치참여 형태에 관한 이론적 연구
정치변동세미나 (Seminar in Political Change)

  정치변동 양태 및 과정과 관련한 주제별 세미나
정치변동연구 (Proseminar in Political Change)

  제3세계의 정치사회변동 양태와 경로 및 과정에 관한 여러 이론 및 최근의 연구동향에 관한 연구
중국정치연구 (Proseminar: Government and Politics in China)

  중국의 정치사, 정치구조․과정 및 정치문화에 관한 역사적․경험적 연구
중남미정치연구 (Proseminar in Latin American Government and Politics)

  중남미 제국의 정치구조․과정 및 정치문화에 관한 비교 연구
중동정치연구 (Proseminar: Government and Politics in the Middle East)

  중동 각국의 정치구조․과정 및 정치문화에 관한 비교 연구
환경정치연구 (Proseminar in Environment and Politics)

  환경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 모색, 제도화 과정을 통한 정책적 환경문제 해결방안 연구
Political Science and Area Studies

  지역연구와 정치학의 이론적‧방법론적 연계성에 관한 영어강의
Politics of the European Union



  유럽연합의 형성과 운영에 관련된 정치과정과 개별국가들의 정치경제적 대응에 관한 비교연구
Sociology for Area Studies

 지역연구에 동원되는 사회학적 시각에 관한 영어강의

<한국정치론>
개별연구Ⅳ (Independent Study Ⅳ)

  특정 주제 및 분야에 대한 교수-학생간 심도있는 개별적 연구
북한정치세미나 (Seminar in North Korean Politics)

  정권 수립 이후 북한의 정치에 관한 세미나
한국대통령제연구 (Proseminar : Presidency in Korea)

  한국정치현실에서 대통령제가 갖는 유의미성 연구
한국선거과정연구 (Proseminar: Electoral Process in Korea)

  한국의 선거제도, 절차와 투표 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엘리트충원과리더십연구(Proseminar: Political Elite Recruitment andLeadership inKoreanPolitics)

  한국정치에 있어서 엘리트 충원과 리더십의 유형 연구
한국의회정치연구 (Proseminar: Legislative Process in Korea)

  한국의회의 제도적 측면과 운용에 관한 연구
한국이익집단정치연구 (Proseminar: Interest Group Politics in Korea)

  한국이익집단의 이익표출과 영향력행사 양상에 관한 연구
한국정당정치연구 (Proseminar: Korean Political Parties)

  한국의 정당정치와 정당체계․조직 및 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문화연구 (Proseminar : Korean Political Culture)

  한국정치문화와 정치사회화 특성과 내용 연구
한국정치사연구 (History of Korean Politics)

  해방 이후 한국정치의 전개과정에 관한 역사적 연구
한국정치세미나 (Seminar in Korean Politics)

  한국정치의 주요 쟁점에 관한 심층분석

<국제정치론>
개별연구Ⅴ (Independent Study Ⅴ)

  특정 주제 및 분야에 대한 교수-학생간 심도있는 개별적 연구
국제기구연구 (Proseminar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UN을 위시한 각종 국제 기구의 생성배경, 조직, 권한 및 기능을 연구
국제분쟁연구 (Proseminar in International Conflict)

  국제 분쟁의 양상과 유형, 발생배경과 해결경로, 파급효과 및 영향에 관한 외교사적․이론적 고찰
국제정치경제세미나 (Seminar in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국제정치경제 해당 이슈 영역 주제들의 제도, 역할, 기능, 특징 연구
국제정치경제연구 (Proseminar in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국제정치경제체제의 생성, 변화와 발전에 관한 이론적․역사적 고찰
국제정치세미나 (Seminar in International Politics)

  국제정치이론의 주요 쟁점 및 국제정치체제의 변동, 갈등과 분쟁 현실 등 국제정치현상에 관련된 핵심적 이슈들을 
심층적으로 연구

국제정치와 국제법 (International Politics and International Law)

  국제정치와 국제법의 상관관계를 구체적 사례를 통해 연구
국제정치이론 (Theories of International Politics)

  주요 국제정치 이론을 체계적으로 연구
국제정치체제연구 (Proseminar in International Political Systems)

  국제정치체제의 유형과 변동과정에 관한 이론적․역사적 연구
국제환경레짐연구 (International Environment Regime)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규범, 국제조약에 대한 연구
동북아국제관계연구 (International Relations in Northeast Asia)

  동북아 국제관계의 특징과 변화양상을 한국과 관련하여 연구
러시아외교정책연구 (Proseminar in Soviet Foreign Policy)

  스탈린 이후의 구소련 및 러시아 외교정책 기조와 변화를 연구
미국외교정책연구 (Proseminar in American Foreign Policy)

  미국 세계전략의 특성, 기조, 변화에 대한 연구
비교외교정책연구 (Proseminar in Comparative Foreign Policy)

  외교정책결정 및 수행과정에 관한 비교분석의 이론적 틀을 연구
세계화와 국제정치연구 (Globalization and International Politics)

  세계화의 성격, 특성, 경향에 대한 분석 및 국제정치학적 관점에서 세계화가 각 국가,    집단, 개인에게 미치는 영
향에 관한 연구
외교사연구 (Proseminar in Diplomatic History)

  동․서양 외교사의 심층적 연구
외교정책세미나 (Seminar in Foreign Policy)

  주요 국가의 외교정책기조, 변화양상, 결정
일본외교정책연구 (Proseminar in Japanese Foreign Policy)

  일본의 대외관계, 외교정책 기조와 변화를 연구
중국외교정책연구 (Proseminar in Chinese Foreign Policy)

  현대 중국의 대외관계, 외교정책 기조와 변화를 연구
한국외교정책연구 (Proseminar in Korean Foreign Policy)

  한국외교정책의 기조와 변화양상 및 대외관계에 관한 연구 및 수행과정에 관한 심층분석과 토론
Comprehensive exam

(석사학위과정)
전공분야 전 공 과 목 (교과목코드) 비 고

정 치 학

정 치 이 론 및 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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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제 정 치 론
비 교 정 치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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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치 학

정 치 이 론 및 사 상
정 치 학 방 법 론
한 국 정 치 론
국 제 정 치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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