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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좌 소개 
 이 수업은 국제대학원의 외국인 한국학 전공자들을 위한 개론 수준의 정치학 강좌이며, 특

히 글로벌 시대 한국의 정치과정에 대하여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수업에

서는 한국의 정부 형태와 의회 구조, 정당 체계와 선거 결과 등이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진화하고 변화였는지 역사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한국 정치의 맥락과 구조를 다양한 

각도로 이해하고자 할 것이다. 나아가 한국의 정치 개혁에 관한 다양한 쟁점들과 시사성 있

는 정치 이슈들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본 수업은 전반부의 강의와 후반부의 발표와 토론,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강의자는 수업 

전반부에서 한국 정치의 다양한 부문과 제도 및 행위자 등 관하여 소개하고 설명한다. 수강

생들은 수업 후반부에서 지정된 주제에 관한 발표와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수

강생들은 반드시 1회 이상 발표에 참여해야 하며, 해당 주에 지정된 발표자가 아니더라도 

수강생 전원은 사전에 정해진 수업 주제에 관하여 1페이지 분량의 토론문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 

  

2. 교재
Ÿ 심지연. 2017. 『한국정당정치사: 위기와 통합의 정치』, 3차 증보판, 백산서당. 

Ÿ 강원택. 2018. 『한국정치론』. 박영사.  

Ÿ 진영재 편. 2017. 『개헌: 1987년 제 6공화국 헌법과 2017년 개헌 논의』. 카오스

북. 

Ÿ 온라인을 통해 수시로 관련 논문을 제공할 것.

3. 평가 방식
Ÿ 중간고사(30%), 기말고사(30%), 발표(20%), 토론문(20%)  



일정 주제 주요 내용

1주 강의소개

2주 정부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수립 과정

3주 정부 대한민국 정부형태의 변천 과정 

4주 국회 대한민국 국회제도의 이해

5주 국회 대한민국 국회의 입법과정과 국회선진화법

6주 정당 민주화 이전의 정당정치: 민주 대 반민주

7주 정당 민주화 이후의 정당정치: 3당합당과 DJP연합

8주 중간고사

9주 선거 대한민국 선거제도의 변천 과정

10주 선거 한국 유권자들의 특성: 지역주의

11주 선거 한국 유권자들의 특성: 이념, 세대, 무당파층  

12주 한국사회 한국 사회의 이념갈등 

13주 정치개혁 정치 개혁의 방향과 과제 (1)

14주 정치개혁 정치 개혁의 방향과 과제 (2)

15주 기말고사

4. 강의 세부 일정

5. 관련 문헌 

제 2주: 정부 –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수립 과정   

Ÿ 김인식. 2014.『대한민국 정부수립』.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현대사교육총서2. 



제 3주: 정부 – 대한민국 정부형태의 변천 과정   

Ÿ 강원택. 2018. 『한국정치론』. 박영사.  제 1장 p.1-50. 

- 김용호. 2017. “민주화이후 한국 대통령제의 진화과정 분석.”『의정연구』제 23권 

제 1호. p.37-79. 

제 4주: 국회 – 대한민국 국회제도의 이해

Ÿ 강원택. 2018. 『한국정치론』. 박영사.  제 2장 p.61-93.

- 유성진. 2018.“국회의 행정부 견제방식: 제도적 연원과 형성 그리고 변화.”『대한민

국 국회제도의 형성과 변화』. 푸른길. p.273-319.

제 5주: 국회 – 대한민국 국회의 입법 과정과 국회선진화법  

Ÿ 강원택. 2018. 『한국정치론』. 박영사.  제 2장 p.93-112.

- 전진영. 2010. “국회입법과정.” 의회정치연구회. 『한국 국회와 정치과정』. 오름. 

p.181-208.

제 6주: 정당 – 민주화 이전의 정당 정치: 민주 대 반민주

Ÿ 심지연. 2017. 『한국정당정치사: 위기와 통합의 정치』, 3차 증보판, 백산서당. 제 

4장~제 7장 

제 7주: 정당 – 민주화 이후의 정당 정치: 3당합당과 DJP연합 

Ÿ 심지연. 2017. 『한국정당정치사: 위기와 통합의 정치』, 3차 증보판, 백산서당. 제 

8장~제 10장 

- 강원택. 2019. “한국 정당 정치 70년: 한국 민주주의 발전과 정당 정치의 전개” 

『한국정당학회보』 제 17권 제 2호. p.5~31.  

제 8주: 중간고사

제 9주: 선거 – 대한민국 선거제도의 변천 과정 

Ÿ 강원택. 2018. 『한국정치론』. 박영사.  제 4장 p.229-238.  

- 정준표. 2014. “독일선거제도: 작동 원리와 한국선거에의 적용 가능성.”『한국정치

학회보』제 48권 제 2호. p.29~56. 

제 10주: 선거 – 한국 유권자들의 특성: 지역주의 

- 최장집. 2010. “민주화 이행의 보수적 종결과 지역 정당 체제.”『민주화 이후의 민

주주의』제 2장. 후마니타스. p.117-151

- 강원택. 2000. “지역주의 투표와 합리적 선택.”『한국정치학회보』제 34권 제 2호. 

p.51~67. 

제 11주: 선거 – 한국 유권자들의 특성: 이념, 세대, 무당파층 



Ÿ 강원택. 2018. 『한국정치론』. 박영사.  제 4장

- 박원호, 송정민.  2012. “정당은 유권자에게 얼마나 유의미한가?: 한국의 무당파층과 

국회의원 총선거.”『한국정치연구』제 21집 제 2호. p.116-143. 

- 노환희, 송정민, 강원택. 2013. “한국 선거에서의 세대효과: 1997년부터 2012년까지

의 대선을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제 12권 제 1호. p.113-140. 

제 12주: 한국 사회 – 한국 사회의 이념 갈등  

Ÿ 강원택. 2018. 『한국정치론』. 박영사.  제 9장 

- 강원택. 2005. “한국의 이념 갈등과 진보, 보수의 경계.” 『한국정당학회보』 제 4

권 제 2호 p.193~216. 

- 김갑식. 2007. “한국사회 남남갈등: 기원, 전개과정 그리고 특성.” 『한국과 국제정

치』. 제 23권 제 2호. p.31~59.  

제 13주: 정치 개혁의 방향과 과제 (1)  

Ÿ 진영재 편. 2017. 『개헌: 1987년 제 6공화국 헌법과 2017년 개헌 논의』. 카오스

북. 제 1장, 제 7장

- 최장집. 2013.“강력한 대통령제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하는가.”『어떤 

민주주의인가』. 후마니타스. p.79-121.

- 강원택. 2014. “87년 체제 극복의 바람직한 방향.” 『철학과 현실』. 여름, 73-87.

제 14주: 정치 개혁의 방향과 과제 (2) 

- 강신구. 2017.“대통령제 정부 형태에서 대중정당론의 적실성에 대하여.”『정당정치

의 변화, 왜 어디로』. 형설출판사. p.77-106. 

- 정진민. 2017.“한국의 새로운 정당모델.”『정당정치의 변화, 왜 어디로』. 형설출판

사. p.43-76.

- 박찬표. 2013.“전문가 정당정치론 대 대중 정당정치론”『어떤 민주주의인가』. 후마

니타스. p.179-220.

제 15주: 기말고사 

※ 본 수업은 외국인 한국학 전공자를 위한 국제대학원의 수업이므로 타 전공생의 수강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