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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  

교과목의 개요: 이 과목은 현대 한국 사회의 쟁점을 다룬다. 

평가: 출석 10%, 중간고사 30%, 보고서 및 토론 30%, 최종 프로젝트 30% 

교과목 일정: 

제1주(3/5): <한국의 사회>의 쟁점 

과목안내

제2주(3/12): 저출산
1) 에미꼬 오치아이. 2011. "가족주의의 역설: 동아시아 사회는 왜 지속불가한가?" 

한중일 가족심포지움 발표.

2) Lesthaeghe, Ron. 2010. "The Unfolding Story of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6(2): 211-251. 

3) McDonald, Peter. 2000. "Gender Equity in Theories of Fertility Transi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6(3): 427-439. 

제3주(3/19): 가족제도의 대변혁: 호주제의 폐지
교재:

*양현아. 2011. 한국 가족법 읽기. 창비

        "제4장 식민지시기 가족법의 “관습”문제 II"

        "제8장 호주제도 폐지, 그 산을 옮기다“



- 2 -

제4주(3/26): 한국의 근대화 시대를 연 박정희 시대를 어떻게 바라볼까? 근대화 시각에
서 1
교재:

조이제, 카터 에커트 편저. 2005. 한국 근대화, 기적의 과정. 월간조선사

1) 조이제. 한국의 근대화 pp.11-53.

2) 이기준. 국가 경제정책의 제도적 기반 pp.115-147.

3) 구본호, 김은미. 경제발전에 있어서 기업의 역할. pp.183-205

제5주(4/2): 한국의 근대화 시대를 연 박정희 시대를 어떻게 바라볼까? 근대화 시각에서 
2
교재:

조이제, 카터 에커트 편저. 2005. 한국 근대화, 기적의 과정. 월간조선사

1) 김광석. 1960년대 수출지향적 공업화 정책의 추진 pp.271-306

2) 김윤형, 김광석. 동태적 산업정책 pp.307-342

3) 앨리스 앰스덴. 위대한 인물 그리고 한국의 공업화 pp.367-393

4) 조이제. 한국 경제발전과 미국의 역할 pp.491-513

제6주(4/9): 한국의 근대화 시대를 연 박정희 시대를 어떻게 바라볼까? 개발동원체제라
는 시각에서 1
교재:

조희연. 2010. 동원된 근대화. 박정희 개발동원체제의 정치사회적 이중성. 휴마니타

스.

제1장, 제2장, 제3장 

   

제7주(4/16): 한국의 근대화 시대를 연 박정희 시대를 어떻게 바라볼까? 개발동원체제라
는 시각에서 2 
조희연. 2010. 동원된 근대화. 박정희 개발동원체제의 정치사회적 이중성. 휴마니타

스.

제4장, 제5장, 제6장 

제8주(4/23): 새마을 운동 1
교재:

1) 문팔용. 2005. “농촌근대화와 새마을운동” 조이제, 카터 에커트 편저. 2005. 한국 

근대화, 기적의 과정. 월간조선사. pp.443-467

2) 이영미. 2010. 그들의 새마을 운동. 푸른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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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부 새마을운동의 기수가 된 농촌운동가” pp.241-347

“4부 국가의 새마을운동 이야기” pp.349-373

제9주(4/30): 새마을 운동 2
교재:

1) 조희연. 2010. 동원된 근대화. 박정희 개발동원체제의 정치사회적 이중성. 휴마니

타스.

2) 박진도, 한도현. 1999. “새마을운동과 유신체제.” 역사비평. 47.

3) 이영미. 2010. 그들의 새마을 운동. 푸른역사.

“새마을운동과 농촌진흥운동” pp.230-239.

제10주(5/7): 중간고사 

제11주(5/14): 한국의 민주주의 1 
교재:

*최장집. 2005.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휴마니타스.

   제1부, 제2부

제12주(5/22): 한국의 민주주의 2
교재:

*최장집. 2005.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휴마니타스.

   제3부 

제13주(5/28): 이념의 분화: 반미, 친미
교재:

1) 전상숙. 2011. “친미와 반미의 이념갈등.” 동양정치사상사 10권 1호.

2) 장달중. 1988. “반미운동의 성격에 관한 이론적 고찰” 세계정치 12권 1호.

3) 유석춘, 김인수. 2005. “한국과 필리핀의 반미, 친미 운동 비교연구” 동남아시아

연구 15(1)

4) 전상인. 2003. “제7장 반미의 역사사회학” 비교사회 

제14주(6/4): 개발, 아파트문화 & 한류
교재:

*전상인. 2009. 아파트에 미치다. 현대한국의 주거사회학. 이숲.

제15주(6/11): 프로젝트 최종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