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역사 2 (한국근현대사)

담당교수: 박태균 (tgpark@snu.ac.kr; tgpark3@gmail.com)

연구실: 140-1동 618호

조교: 강의선

강의의 목적: 

1.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넓힌다.

2. 논쟁이 되고 있는 분야에 대해 왜 논쟁이 되고 있으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에 

대해 접근해 본다. 

3. 현재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원인을 역사적으로 접근해 본다.

4. 한국 근현대사에서 내적인 힘과 외적인 힘이 어떻게 서로 충돌하고 서로 융합되

었는가를 고찰한다. 

1주: 한국근현대사의 다양한 주제들 9/4

2주: 근대를 이해하는데 조선시대를 왜 이해해야 하는가? 9/11

James Palais, Uniqueness

한영우, 다시 찾는 우리 역사, (조선시대 부분)

  핵심토의. 조선시대는 노예제 사회인가? 아니면 근대적 관료 사회였는가? 

- 질문 보내기

3주: 추석

4주: 식민지 근대화론 9/25

박태균, 원형과 변용, 서문과 결론

Atul Kohli,

  Q 1. 콜리의 글 처음에 조선시대 부분이 나오는 이유는? 

  Q 2. 박태균의 글은 콜리의 글에 대한 비판적 글이 될 수 있는가? 

- 보고서 보내기

5주: 한반도 분단과 전징의 기원 10/2

정용욱, 모스크바 3상협정과 신탁통치

   박태균, 사건으로 읽는 대한민국 (신탁통치와 미소공위 부분) 

  Q 1. 모스크바 3상협정의 기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Q 2. 한국과 독일을 비교할 때 분단 원인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 

- 보고서 보내기

6주: 한국전쟁의 기원 10/9

   핵심토의: 세계체제의 개편, 미국, 그리고 북한과 소련

   한국전쟁 114-181쪽 

스탈린의 편지 자료.

NSC 68

   

핵심토의. 왜 스탈린은 1950년 봄 김일성의 전쟁 계획을 승인하였는가?

- 질문 보내기

7주: 한국전쟁: 전개과정과 정전협정 10/16

   핵심토의: 전쟁은 왜 3년간이나 지속되었는가? 

   한국전쟁 4장, 5장, 6장

  Q 1. 유엔군과 공산군의 포로교환에 대한 주장 중 어떤 주장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

는가? 

  Q 2. 미국과 중국의 개입은 올바른 판단이었을까? (미국, 중국의 국익의 입장에서. 한국

의 국익의 입장이 아님.) 

- 보고서 보내기

8주: 중간보고서 10/23 - “사건으로 읽는 대한민국” 또는 “함께 읽는 근현대사 2권” 비판

하기. (오탈자 찾기 포함)

9주: 끝나지 않은 전쟁 10/30

  Tae Gyun Park, Armistice

  박태균, 전쟁의 기억

  Q 1. 미국은 왜 1957년 13조 (d)항을 무효라고 선언했을까? 

  Q 2. 각자 자기 나라의 국민들은 전쟁에 대해 어떠한 기억을 갖고 있는가?

- 보고서 보내기

10주: 동원체제의 형성과 베트남 전쟁 11/6

   핵심토의: 주민등록제도, 징병제도, 그리고 베트남 전쟁

   참고문헌: 

   박태균, 1960년대 중반 안보위기와 제2경제론, 역사비평 2005 가을



   한홍구, 박정희 정권의 베트남 파병과 병영국가화, 역사비평, 2003 봄

  Q 1. 한국군은 왜 베트남에 파병되었는가? 파병되어야 할 이유가 있었는가?

  Q 2. 베트남에 한국군을 파병하면서 박정희 정부가 사회적 통제를 강화한 것은 무엇 때

문이었는가? 

- 질문 보내기

11주: 1970년대 한국사회 11/13

   핵심토의: 1970년대 한국과 동아시아

박태균, 1970년, 와우아파트, 경부고속도로, 주한미군 감축

백경옥, 1970년대 박정희 정부의 대중문화 통제

  Q 1. 1970년대가 중요한 변화를 가져온 이유는 무엇인가? 

  Q 2. 왜 정부는 성 문제를 갖고 대중문화를 통제하려고 했을까? 

- 보고서 보내기

12주: 한국의 경제개발 11/20

   핵심토의: 한국 경제개발의 빛과 그림자

박태균, 발전국가에 대한 시론, 역사와현실, 2009

박태균, 8.3조치, 역사와 현실

  핵심토의. 왜 8.3조치인가? 

- 질문 보내기

13주: 광주, 그리고 민주화 11/27

박태균, 우방과 제국, 7장

George Katsiaficas, spread of 신자유주의

박태균, 1970년대 신자유주의의 확산

  Q 1. 미국이 신자유주의적 질서를 강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Q 2. 미국은 왜 한국의 민주화운동 세력과 야당 세력을 신뢰하지 않았는가? 

- 보고서 보내기

14주: 민주화 이후 한국 12/4

박태균, 탈냉전사

박태균, 우리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역사와 현실

- 질문 보내기

15주: 기말 시험 또는 보고서 12/11

▶ 기본교재: 

박태균, 한국전쟁, 책과함께

박태균, 우방과 제국, 창작과비평사

성적: 출석 20%, 보고서(Q에 대한 1 페이지 분량 답변) 20%, 발표 및 토론 20%, 중간보고

서 20%, 기말시험 20%

핸드폰, 컴퓨터 소지 안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