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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수교과목

면담시간

2. 교재 및 참고문헌

출석(%) 과제(%) 중간(%) 기말(%) 수시평가(%) 태도(%) 기타(%)

15% 5% 40% 40% 0% 0% 0%

5. 수강생 참고사항

○ 시각장애: 교재 제작(디지털교재, 점자교재, 확대교재 등), 대필도우미 허용

○ 지체장애: 교재 제작(디지털교재), 대필도우미 및 수업보조 도우미 허용

○ 청각장애: 대필 및 문자통역 도우미 활동 허용, 강의 녹취 허용

○ 건강장애: 질병 등으로 인한 결석에 대한 출석 인정, 대필도우미 허용

○ 학습장애: 대필도우미 허용

○ 지적장애/자폐성장애: 대필도우미 및 수업 멘토 허용

○ 시각장애/지체장애/청각장애/건강장애/학습장애: 과제 제출기한 연장, 과제 제출 및 응답 방식의 조정, 평가 시간 연장, 평가 문항 제시 및 응답 방식의 조정, 별도 고사실 제공

○ 지적장애/자폐성장애: 개별화 과제 제출 및 대체 평가 실시

비고 본 강의를 수강하는 장애학생들에게는 이상의 지원 서비스 이외에도 장애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요구에 따라, 지도교수 및 장애학생지원센터와의 상담을 통하여 적절한 수준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서비스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학생들은 담당교수 이재원() 혹은 장애학생지원센터(02-880-8787)로 문의바랍니다.

교재-도서-The uses and abuses of weaponized interdependence / edited by Daniel W. Drezner, Henry Farrell, Abraham L. Newman.- Daniel W. Drezner-Washington, D.C. : Brookings Institution Press-2021-ISSN/DOI/ISBN://9780815738374-<br/>교재-도서-

Economic statecraft / David A. Baldwin.-Baldwin, David A. ,1936--Princeton : Princeton Univ. Press-2020-ISSN/DOI/ISBN://978-0691204420-<br/>교재-도서-War by other means : geoeconomics and statecraft / Robert D. Blackwill, Jennifer M. Harris.-

Blackwill, Robert D.-Cambridge, MA : Harvard University Press-2016-ISSN/DOI/ISBN://0-674-54598-2-

3. 평가방법

4. 강의계획 이 수업에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경제적 통치술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검토한다. 둘째, 경제적 통치술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제재, 슈퍼컴퓨팅 기술, 인프라 등)를 탐색한다. 셋째, 미국, 중국, 일본, 한국, 유럽연합의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그룹 발표를 진행한다.

6. 장애학생 지원사항

강의수강관련

과제 및 평가관련

사전 약속

1. 수업목표 이 수업은 경제적 통치술(economic statecraft)에 대한 연구를 소개하고 주요 사례를 탐색한다. 

이메일

국제협력전공 강사 이재원 jaewon.lee@snu.ac.kr

첨부파일(국문) 첨부파일(영문)

합계(%)

100%

출석 규정 : 수업일수의 1/3을 초과하여 결석하면 성적은 "F" 또는 "U"가 됨(담당교수가 불가피한 결석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음)

기타의 비고 :

교과목 : 8752.827 국제협력연구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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