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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학기 강의계획안

북한세미나(북한의 정치와 경제)

Seminar in North Korea(Politics and Economy in North Korea)

학수번호(Crs. No.): *8754.522
시간(Class Time): 목. 9:30-12:15
장소(Room): 140-1 206호
교수(Lecturer) : 조 은 희(Cho, Eun-Hee), nkmaria@hanmail.net

1. 강의 목표

이 강의의 목표는 북한을 다각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북한의 

정치와 경제를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은 정치 우선의 사

회이다. 때문에 북한에 대한 연구는 북한의 정치연구를 중심으로 정치경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중요한 것이다. 때문에 본 강의에서는 북한의 정치는 물론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현상까지 다양한 분야에 대한 주제를 다루어 북한에 대한 종

합적인 이해와 분석능력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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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업 방법 및 활용 매체

강의는 발표와 토론(세미나) 및 강의를 기본으로 한다. 또한 본 강의에서는 북한의 

현재 모습을 볼 수 있는 영상자료도 활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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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

출석 및 수업참여: 20  발표: 20  학기논문: 60

* 학생들은 매주 정해진 분량을 읽고 발제와 토론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쪽글)

* 과제: 8주차에 기말논문의 proposal을 제출, 기말논문은 학기가 끝나기 전 정해

진 기간까지 제출한다.

5. 강의 내용

* 강의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강의내용은 첫 주 제시될 예정 * 

주 강의내용

1주 강의 소개

2주 북한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김연철 논문

3주 추석

4주 1950년대 경제위기: 사회정치 갈등과 조직이기주의* 이태섭 2장

5주 개천절

6주 행정관료적 지도체계의 한계와 당적 지도체계의 확립 이태섭 3장

7주 1960년대 경제위기: 성장전략의 한계와 외적 자원제약 이태섭 4장

8주 당적지도체계의 한계와 수령체계의 확립 이태섭 5장

9주 중간고사 기간 / proposal 제출

10주
사회주의 권력 계승론과 북한의 '후계자론'

강요된 '전시체제'와 계속혁명의 요구 : 1967 ~ 1974*
정영철 2장-3장

11주
'김일성주의'의 공식화와 '지도자'의 길 : 1974 ~ 1978

'우리식' 사회주의와 김정일 혁명역사의 창조 : 1978 ~ 1982
정영철 4장-7장

12주 북한영화감상

13주 체제위기 발생과 병행전략의 등장(1988~1992) 김진환 2장

14주 체제위기 심화와 병행전략의 강화(1993~1998) 김진환 3장

15주 병행전략의 지속과 체제위기 완화(1999~2002)* 김진환 4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