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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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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서에서 오랫동안 살아 왔던 조선조가 19세기 중반 이래 구미 중심의

새로운 근대국제질서와 만나면서 보여 주는 근대국민국가의 형성을 위한 대외적 노력과 좌

절을 삶의 총체사의 일부로서 추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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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1973)

유길준, 서유견문 (서울: 일조각, 1971/ 서울: 박영사, 1976 / 서울: 한양출판, 1995/ 서울:
명문당, 2003)

이승만, 독립정신 (서울: 국학자료원, 1999 / 서울: 정동출판사,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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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한·중·일 관계사』(연세대학교출판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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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청일전쟁과 조선 (서울: 일조각, 1988)
陳偉芳, 권혁수 역, 청 일 갑오전쟁과 조선 (서울: 백산자료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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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n Nish, The Anglo-Japanese Alliance: The Diplomacy of Two Island Empires: 1894-1907

(London: The Athlone Press, 1965) Introduction & Conclusion.

*Ian Nish, The Origins of the Russo-Japanese War, (London: Longman, 1985),

Introduction & Conclusion.

*Andrew Malozemoff, Russian Far Eastern Policy 1881-1904: With Special Emphasis on

the Causes of the Russo-Japanese War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58)/ 석화정 역, 러시아의 동아시아 정책( 서울: 지식산업사, 2002)

*A. V. Ignat'ev, "The Foreign Policy of Russia in the Far East at the Turn of the

Nineteenth and the Twentieth Centuries" in Valeri Nikolaevich Ponomarev, eds.,

Imperial Russian Foreign Policy (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pp. 247-267.

梶村秀樹, “러일전쟁과 조선의 중립화론”, 양상현편, 『한국근대 정치사 연구』 (서울: 사계

절, 1985)

*국제정치포탈 변화의 세계정치: 러일전쟁

제 11 주 : 을사조약과 한일병합

*유광렬 엮음, 항일선언, 창의문집 (서문문고, 1990)

*이태진 편저, 일본의 대한제국 강점: “보호조약”에서 “병합조약”까지 (서울: 까치, 1995)

*이기백 편, “특집: 일본의 대한제국 침탈의 불법성”, 한국사 시민강좌 제19집 (1996)

*森山茂德, 김세민역 近代韓日關係史硏究 (東京: 東京大出版會, 1987/서울: 현음사, 1994)

신용하, 한국현대사와 민족문제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0), “한말의 애국계몽운동”

김도형,『대한제국기의 정치사상연구』(서울: 지식산업사, 1994)

*Andre Schmid, Korea between Empires 1895-1915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2) Introduction

제 12 주 : 조선의 일본식민지화와 독립운동

*신채호, “조선혁명선언”(1923) (http://www.daejonggyo.or.kr/herstory/josunrevoltn.htm)

*이광수, 『민족개조론』(1922)

*김구, 백범일지 (서울: 돌베게, 1997)
*“세력균형주의와 국제협력문제” 개벽 제 46호, 1924년 4월 1일

*안재홍 “대전환기의 민족과 국가” 삼천리 제8권 2호, 1936년 2월 1일

*“대동아전쟁과 반도의 무장, 결전대연설기록의 특집” 삼천리 제14권 제1호, 1942년 1월1일

*구대열, 한국국제관계사연구1: 일제시기 한반도의 국제관계 (서울: 역사비평,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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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江昭, 이성환 역, 일본의 외교 (東京: 中央公論, 1966, 1991 / 서울: 푸른산, 1993)

윤병석 외, 독립운동사의 제문제 (서울: 범우사,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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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선 편, 한국전쟁의 새로운 접근 (서울: 나남, 1990)
*하영선 편, “한국현대사의 재조명: 한국전쟁을 중심으로” 『국제문제연구소 논문집』(서울

대학교) 제17호 (1993)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New Evidence on the Korean War, " Bruce Cumings and Kathr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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