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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시대 한국의 정치: 한국정치의 권력구조

수업목표

본 강의는 한국정치의 권력구조를 소개한다. 특히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으면서 의원내각

제적요소가 강한 특징을 지니게 된 역사적 기원과 그 정치적 효과를 살펴본다. 또한 이론적 

측면에서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혼합형 정부의 특성을 비교함으로써 한국정치의 권력구조에 

대한 이해를 심화한다. 본 강의 수강 후 학생들은 정부형태의 특징과 한국의 대통령제의 이

해를 심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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