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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2학기 강의계획서

한국외교사

강의시간 : 화요일 13-16시

담당교수 : 하 영 선

E-mail : ysha@snu.ac.kr

Homepage : http://www.hayoungsun.net/

교과목개요 : 이 과목은 한반도를 21세기 신문명의 매력국가로 만들기 위한 미래지향적 시

각에서 중국적 세계 질서속에서 오랫동안 살아 왔던 조선조가 19세기 중반 이래 구미 중심

의 새로운 근대국제질서와 만나면서 보여 주는 근대국민국가의 형성을 위한 대외적 노력과

좌절을 삶의 총체사의 일부로서 추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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