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과연 정치학을 공부만 하면
치 용은 알정치의 본질과 내용은 알아지는

것인가?것인가?

나. 일반과 특수





가 권역: 기독교/이슬람/유교가. 권역: 기독교/이슬람/유교

나. 전파: 근대국민국가의 전파와

변용







(1917년~1945년)년 년
년도 나이 내용

1917년 1세 3월 24일 3.1독립선언 33인의 한사람인 이갑성의 둘째 아들로 서울에서 출생

1923년 7세 보통학교 입학

1927년 11세
경성부립도서관 아동도서실에서 삼국지, 서유기, 아라비안 나이트 등을 읽으면

1927년 11세
서 중국, 서역, 이슬람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함.

중앙고등보통학교 입학. 고독의 위안을 위한 난독의 시기. 애국적 국사관에 관

1929년 13세 심을 가지고 육당 등의 글을 읽음. 3학년 이후 어학, 해외문학, 언어학 등을

비롯한 다양한 서적들을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

1934년 18세

중앙고등보통학교 졸업. 총독부도서관, 경성부립도서관, 마루젠서점등을 활용

하여 외국문학, 언어학, 철학, 공산주의 관련 서적들을 본격적으로 읽으면서

‘사상적 표랑의 2년’을 보냄



(1917년~1945년)

경주이씨 종중의 도움으로 연희전문학교 문과 입학.

언어학, 서구사상, 해외문학에 대한 지식이 늘어남에 따라 세계적 시야에서

국학과 민족주의를 보려는 생각에서 한문을 익히고 우리 역사, 중국사의 원

적을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함. 정인보 선생의 영향으로 인사동 한남서림, 무

1936년 20세 광서림등에서 우리 고판, 고사본, 중국의 근간본, 우리 얘기책의 목각복판들

을 보러 다님. 연전 도서관 윤치호 좌옹문고를 이용해서 사회과학 고전연구.

오세창에게서 그림보는 법을 배우고 그의 <근역서화징>을 통해 본격적으로

전통회화에 눈뜸. 문예동인지 <시인부락>에 "현대시의 주지(主知)와 주정(主

情)"발표

1940년 24세 연희전문학교 문과 졸업



(1917년~1945년)

중국 대련에서 E.H. Carr의 Twenty Years’Crisis(1939) 와 W. Sharp

and G. Kirk, Contemporary International Politics(1940) 등을 사서

1943년 27세

읽고 구미 국제정세관을 파악함.

주관심이 정치사회문제로 집중되어 영국의 정치학, 불란서의 헌법학, 독일의

을국가학 등을 읽고 비교하면서 일본정치학이 구미정치학의 아류이며 각국의

정치학은 일반정치학이 아니라 자기 정치학을 합리화하는 이론임을 깨달음.

지식사회학에 대한 관심 커짐지식사회학에 대한 관심 커짐.





2. 서울대학교 교수시절(1949년~1975년)서울대학교 교수시절 년 년
년도 나이 내용

1949년 33세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정치학과 조교수

1955년 39세 「國際政治原論」(章旺社, 1955)1955년 39세 「國際政治原論」(章旺社, 1955)

9 년 4 세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외교학과 부교수. Harvard대학 강연 “Alliance

lli C ll f 대 학 강 연1956년 40세 or Non-Alliance”/ Western College for Women 대 학 강 연

“An Observation on the American Mentality”

1956-1959년 40-43세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1958년 42세 「政治와 政治思想」(一潮閣, 1958)

1960년 44세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교수

1960-1961년 44-45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



2. 서울대학교 교수시절(1949년~1975년)서울대학교 교수시절 년 년
1965-1969년 49-53세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1966년 50세 「近代韓國外交文書總目(外國編)」(國會圖書館, 1966)

1967년 51세 한국국제정치학회 6집 한국민족주의 대심포지움 특집1967년 51세 한국국제정치학회 6집 한국민족주의 대심포지움 특집

1969년 53세
“우리나라의 옛그림” 아세아 5회연재

1969년 53세
한국국제정치학회 8집 한국근대화문제 특집

1970년 54세 북구 Nordic Council 현지연구. SIPRI방문

1972년 56세 「韓國繒畵小史」(瑞文堂, 1972)(1996중간)

1974년 58세 「日本속의 韓畵」(瑞文堂, 1974)

「우리나라의 옛그림」(博英社 1975)(1996중간)
1975년 59세

「우리나라의 옛그림」(博英社, 1975)(1996중간)

李用熙(외) 「韓國의 民族主義」(韓國日報社, 1975)





3. 현실참여시절(1975년~1997년)현실참여시절 년 년

년도 나이 내용

1975-1976년 59-60세 대통령특별보좌관

1976-1979년 60-63세 국토통일원장관

1977년 61세 「韓國民族主義」(瑞文堂, 1977)

1980-1987년 64-71세 대우재단이사장

1981-1982년 65-66세 아주대학교총장

1983년 67세
盧在鳳 편 「韓國民族主義와 國際政治 : 東州 李用熙先生 謝

1983년 67세
恩 學術 심포지음」(民音社, 1983)



3. 현실참여시절(1975년~1997년)현실참여시절 년 년

1987년 71세
「韓國繒畵史論」(열화당, 1987)

1987년 71세
「李用熙 著作集-韓國과 世界政治」(民音社, 1987)

1989-1993년 73-77세 세종연구소 이사장

1993년 77세 「未來의 世界政治」(民音社, 1993)

1996년 80세 「우리 옛그림의 아름다움」(시공사, 1996)

1997년 81세 12월 4일 별세1997년 81세 12월 4일 별세





가. “우리겨레가 왜 이렇게도 취
약하나”

나 "종전의 일반정치학은 누구를나. 종전의 일반정치학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가 중심내용가. 중심내용

국제정치학의 국제정치적 성격/국제정치의• 국제정치학의 국제정치적 성격/국제정치의
개념

• 국제정치의 권역성과 전파의 문제

• 근대국제정치의 유형적 양태

• 세계정치의 역사적 성격• 세계정치의 역사적 성격



나 동주국제정치학의 생명력나. 동주국제정치학의 생명력

• 문제의식의 중요성• 문제의식의 중요성

• 장소의 논리에 기반을 둔 국제정치학이론장 의 논리에 기반을 둔 국제정치학이론
의 독창성

근대국제정치의 역사적 성격을 실증적으로• 근대국제정치의 역사적 성격을 실증적으로
규명규명

• 내 나라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지침





가. <일반국제정치학(상)>의 마무리

“근대국가간의 국제정치로서의 면과 초국가적인
국가군대 국가군의 양상은 마치 겹쳐서 박혀 있는국가군대 국가군의 양상은 마치 겹쳐서 박혀 있는
사진과 같이 세계정치 에 이중으로 투영되고 있다
고 이해된다 ”고 이해된다.

나. 1967년 한국국제정치학회 한국민족주의 대심나. 1967년 한국국제정치학회 한국민족주의 대심
포지움

다. 1977년 회갑기념 학술심포지움 “민족주의
개념”개념





가. 1992년 세종연구소 하영선 “탈근대지구정치가. 1992년 세종연구소 하영선 탈근대지구정치
학” 초청발표

나. 동주 21세기 세계정치 특별강의

다. 미래 세계정치의 새로운 국가형태를 전망하
기 위해서 국가연합(confederation)과 연방기 위해서 국가연합(confederation)과 연방
(federation)을 중심으로 한 국가 연합의 역사와
사상을 검토한 위에 현대의 국가연합으로서 유럽사상을 검토한 위에 현대의 국가연합으로서 유럽
연합을 분석





가.‘모방의 국제정치학’에서 ‘창조의 국
제정치학’으로

나. 구미의 특수국제정치학을 넘어서는 ‘일
반국제정치학’ 정립의 실마리반국제정치학 정립의 실마리

다 동주국제정치학의 계승 발전다. 동주국제정치학의 계승 발전

라 세기 한국과 동아시아의 미래방향 제시라. 21세기 한국과 동아시아의 미래방향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