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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의 목적: 지난 60년 간 미국은 한국 역사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는 비단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측면에서 중요

한 영향을 미쳤다. 본 강의는 지난 60년 동안 한미관계가 어떻게 역동적으로 움직였는가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연구성과 중 중요한 연구성

과를 이해하고, 앞으로 한미관계의 발전방향을 전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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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박태균, 우방과 제국, 창비, 2006  An Ally and Empire (AKS Press, 2012)

     역사비평사, 갈등하는 동맹, 2010

     박태균, 사건으로 읽는 대한민국, 2013

     Gaddis, Strategies of Containment(Oxford: Oxford Univ. Press, 1982)

제1주 수업 소개 9/3

제2주 미국의 냉전 전략의 이해 9/10

   Gaddis, Strategies of Containment(Oxford: Oxford Univ. Press, 1982)

Chapter 2, 3, 4

   NSC 68 

  1. Kennan 전략은 이상주의적인가, 현실주의적인가? 

  2. Nitze 전략의 경제적 함의는 무엇인가? 

제3주 추석 9/17

제4주 미국의 대한정책의 기원 9/24

   박태균, 우방과 제국, 제1부

   사건으로 읽는 대한민국 (신탁통치 및 미소공위 부분)

   SWNCC 문서군. 

  1. SWNCC 문서에 나타나는 미국의 한일관계에 대한 정책은 어떤 특징을 갖는가? 

  2. 미국이 한국에 대해 신탁통치 계획을 수립한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제5주 반공포로 석방과 이승만 제거계획 10/1

  박태균, 우방과 제국, 제3부

  이승만 영문편지.

  FRUS 문서 (1953년) 

  1. 1952년과 1953년 이승만 제거계획을 세운 배경의 차이는 무엇인가? 

  2. 1952년과 1953년 계획을 세우게 된 이유를 통해 미국의 대한정책이 갖는 핵심적 내

용을 생각해 보자. 

제6주 1950년대 New Look, 그리고 대한정책 10/8

  박태균, Armistice... 

  Tae Gyun Park, "Changes in U.S. Policy Toward South Korea in the Early 1960s," 

Korean Studies

  신욱희, 박태균, 이승만의 생각. 

  1.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대외원조에 왜 사적 자본을 동원하고자 했는가? 

  2. 1957년 유엔군 사령관이 정전협정 13조 (d)항의 효력을 정지시킨 이유는? 

제7주 미국 대외정책의 또 다른 변화 10/15

  Rostow, A Proposal: Key to an Effective Foreign Policy(New York; Harper & 

Brothers, 1957) 

  박태균, 우방과 제국, 4부 1장

  1. 왜 이러한 제안을 했을까? 

  2. 로스토우의 제안에 동의하는가? 그의 제안은 정말 효율적이고 필요한 것이었나? 

  3. 로스토우는 왜 소장 장교에 주목했을까? 

제8주 중간보고서 10/22 

    “사건으로 읽는 대한민국” 한미관계 및 국제관계 부분 비판적으로 읽기.

제9주 5.16 쿠데타와 한미관계 10/29

  박태균, 우방과 제국, 제4부 2·3장

  군사혁명위원회, 군사혁명사

  1. 윤보선 대통령이 동의했으면 5.16 쿠데타에 대한 진압이 이루어졌을까? 

  2. 미국이 민정이양을 강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제10주 베트남 전쟁과 한미관계 11/5

  Tae Gyun Park, "Beyond the Myth," Pacific Affairs

  박태균, 우방과 제국, 2006, 창비, 제6부

  박태균, 제2경제론, 역사비평

  1. 왜 베트남 전쟁과 한반도 안보위기는 서로 연결되는가? 

  2. 안보위기에 대한 북한의 전략은 성공적이었는가? 

제11주 데땅트, 미중관계 그리고 남북관계 11/12

  홍석률, 분단의 히스테리, 창비, 2012

  박태균, 의도하지 않은 결과 

  Victor Cha, Abandonment, Entrapment, and Enoclassical Realism in Asia: The 

United States, Japan, and Korea

  1.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요구한 핵심적 내용은 무엇인가? 

  2. 닉슨 독트린이 동아시아에서 연쇄적인 변화를 가져온 이유는 무엇인가? 

  3. ‘연루’와 ‘방기’ 이론으로 한미일 관계를 설명할 수 있을까? 

제12주 1980년대 한미관계 11/19

  박태균, 신자유주의의 확산

  George Katsiaficas, Remembering the Kwangju Uprising, Socialism and Democracy

  1. 미국은 왜 4.19와 5.18에 다른 정책을 선택했을까? 

  2. 카터와 레이건은 왜 신군부를 지지하는 정책을 취했을까? 

제13주 탈냉전과 한미관계의 변화 11/26

  레이건, 부시, 클린턴 시기 미국의 대한정책과 한미관계

  노태우 시대의 재인식

제14주 세계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미래의 한미관계는? 주한미군은 철수할 것인가? 12/3

Gaddis, Lewis, "Toward the Post Cold War World," Foreign Affairs No. 70, Vol. 2, 

Spring 1991

Ikenberry, G. John, "Myth of Post-Cold War Chaos," Foreign Affairs Summer No. 

75, Vol. 2, 1996

Joshua Cooper Ramo, The Beijing Consensus (Foreign Policy Centre, May 2004)

  1. 지금은 냉전인가? 탈냉전인가? 어떤 시기로 규정할 수 있는가? 



제15주 Final paper 12/10

no mobile phone, no computer on your desk during class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