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STUDY SEMESTER
Korean courses are restructured as of Spring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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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Korean 1
(기초한국어1)

본 과목은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학생들을 대상으
로 한 과목으로, 한글 자모의 습득과 한글 읽기를
학습한 후 일상생활에 필요한 어휘, 문법 및 아주
For those with no prior knowledge of Korean Learn the
Korean from alphabet and basic expression needed in 기초적인 표현을 익힌다. '인사, 소개, 숫자, 물건
every life(Greeting, locations, numbers, etc.) also learn 사기, 음식 주문하기, 교통수단 이용하기'등과 관
how to manage basic everyday situations in Korean
련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
using basic grammar and sentences structures.
에서의 인사 및 예절과도 같은 문화도 함께 익혀
실제 생활에 응용할 수 있으며 한국 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도록 돕는다.

O

O

O

Basic Korean 2
(기초한국어2)

In this course, students with beginner Korean language
skills will learn basic vocabulary, basic sentences and
grammar. After that students will learn Korean
vocabularies, grammar and expressions which are
needed for necessary functions in daily life such as
calling, asking for help. Students will learn expressions
used in formal and informal situations, students can be
properly used for context. They also learn not only
language classes but also Korean society and culture
together.

본 과목에서는 한국어 능력이 초급인 학생들을 대
상으로 한국어의 기초 어휘, 기본 문장 및 문법을
익힌 후, 전화하기, 부탁하기 등의 일상생활에 필
요한 기능과 우체국, 은행 등의 공공시설 이용에
필요한 한국어 어휘 및 문법, 표현을 익힌다. 공식
적 상황과 비공식적 상황에서 사용되는 표현을 학
습한 후 이를 상황에 맞게 적절히 구사할 수 있다.
언어 수업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해서
도 함께 학습한다.

O

O

O

Korean Speaking and
Listening 1
(한국어 말하기와 듣기1)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learns Korean expressions
needed for college life and for daily life. Therefore, it
allows students to communicate smoothly when
carrying out actual group activities and tasks. In
addition, students will learn the Korean expressions
needed to conduct university studies such as taking
notes on lectures, surveys, interview, discussion on
specific topics and Korean expressions used in debate.

본 과목은 대학 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표현과 실
제 일상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표현을 익혀 실제
조별 활동과 과제 수행 시 학생들과 원활히 의사
소통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대학 강의 듣고 필
기하기를 비롯해 대학 학업 수행에 필요한 설문
조사, 인터뷰, 특정 주제에 대한 토의, 토론에 사
용되는 한국어 표현을 익힌다.

O

O

O

level test
needed

Korean Speaking and
Listening 2
(한국어 말하기와 듣기2)

This course aims to improve academic purpose
speaking and listening skills for foreign students.
Students can check their listening and speaking skills
by conducting speaking activities such as presentation,
discussion, and debate. In addition, various activities
are carried out to improve it at the same time. Details
and activities covered in this subject include
summarizing lectures after taking courses, explaining
what students understood after taking lectures or
speeches, listening and discussing current social
issues, presenting topics (specialized in majors),
answering questions, presenting, discussing topics,
and debating.

O

O

O

level test
needed

Korean Grammar 1
(한국어 문법1)

This course is aimed at foreign students studying
Korean language grammar and expressions necessary
for them to basically use the communication necessary
for Korean life and college life so that they can write
accurate and correct sentences. In particular, students
learn the differences in meaning and usage between
Korean grammar items that represent similar meanings,
including sentence structure learning in Korean, so that
they can use appropriate grammar to accurately
express their opinions.

O

O

O

level test
needed, new as
of Spring 2020

O

O

O

level test
needed, new as
of Spring 2020

O

O

O

level test
needed

Korean Grammar 2
(한국어 문법2)

This course is aimed at foreign students studying
Korean language grammar and expressions necessary
for them to basically use the communication necessary
for Korean life and college life so that they can write
accurate and correct sentences. In particular, students
learn the differences in meaning and usage between
Korean grammar items that represent similar meanings,
including sentence structure learning in Korean, so that
they can use appropriate grammar to accurately
express their opinions.

Korean Writing 1
(한국어 쓰기1)

This course is a basic writing class for foreign students
studying abroad and learns the basic contents of
various writing necessary for university academic
performance, including writing proper Korean
sentences. Learn the basic knowledge required for
writing formats and content composition, such as
'overview writing, paragraph completion, and learning
the structure of writing', and the writing patterns
required by a particular format, such as 'defining,
comparing, contrasting and quoting'. In the end, the
goal is to complete a single text in the correct sentence
according to the format of the text, along with improved
logical and critical thinking skills.

본 과목은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에 대
학 학업 수행에 필요한 학문 목적 말하기와 듣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학생들이 실제 강의를 듣고 하는 활동과 발표, 토
의, 토론 등의 말하기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본인
의 듣기와 말하기 능력을 확인함과 동시에 이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진다.
본 과목에서 다루는 세부적인 내용과 활동으로는
대학 학업 수행에 필요한 강의 듣고 요약하기, 강
의 또는 주제 강연을 듣고 이해한 내용 설명하기,
시사 문제 듣고 토론하기, 주제(전공관련) 발표하
기, 질의 응답하기, 발표하기, 주제 토의하기, 토
론하기 등이다.

본 과목은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기
본적으로 한국생활과 대학생활에 필요한 의사소
통을 구사하는 데 필요한 한국어 문법과 표현을
학습하여 정확하고 올바른 문장을 작성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한 과목이다. 특히 학생들은 한국어의
문장 구조 학습을 비롯하여 유사한 의미를 나타내
는 한국어 문법 항목들 간의 의미 및 용법의 차이
를 익혀 상황과 맥락에 맞게 적절한 문법을 사용
하여 의사표현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학습한
다.
본 과목은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대
학에서 학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한국어 문법을
학습하기 위한 과목이다. 학생들은 구어와 문어,
공식적 상황과 비공식적 상황에 사용되는 한국어
문법을 학습하여 상황에 맞는 한국어 문법을 선별
하여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대학 학업 수행에 반드
시 필요한 공식적인 말하기인 설명하기,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말하기, 발표하기, 등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빈도가 높은 구어 관련 필수
문법들을 집중적으로 학습한다. 이밖에도 전공 서
적 읽기, 리포트 쓰기, 시험답안 쓰기 등에 필요한
문어 문법 등을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본 과목은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글쓰기
기초 수업으로 올바른 한국어 문장 쓰기를 비롯하
여 대학 학업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글쓰기의 기
본적인 내용을 학습한다. '개요 쓰기, 문단 완성하
기, 글 구조 익히기'등 글쓰기 형식 및 내용 구성에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과 '정의하기, 비교하기, 대
조하기, 인용하기'등 특정 형식에서 요구하는 글
쓰기 문형들을 익힌다. 최종적으로는 글의 형식에
맞게 올바른 문장으로 하나의 글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더불어 논리적, 비판적 사고 능력도
함께 향상될 것이다.

8

9

10

Korean Writing 2
(한국어 쓰기2)

This course is designed for foreign students who have
a level 4 or higher Korean language proficiency in
college. Based on the Korean vocabulary and grammar
expressions learned before, it is a class for training to
complete the results on tasks related to actual writing,
such as "taking notes, writing reports, and writing test
answers." In particular, this class consists of activities
to take a step further from the simple writing learned in
Korean Writing 1 and complete a single writing
assignment from beginning to end. After taking the
course, students will be able to describe in appropriate
Korean language what is required by the actual test
questions. In addition, the task will be able to complete
the task in the format and method required by each
major, from writing the table of contents to writing the
reference. In addition, the technical skills of
communication and consideration cooperation among
peers will be improved through cooperative tasks as
well as individual tasks.

본 과목은 한국어 능력 4급 이상의 외국인 유학생
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대학에서의 학업 수행을 돕
는 과목으로, 선수 학습된 한국어 어휘와 문법 표
현을 바탕으로 '강의 필기하기, 리포트 쓰기, 시험
답안 쓰기'등 실제 쓰기와 관련된 과제에 대한 결
과물을 완성하는 훈련을 위한 것이다. 특히 본 과
목은 한국어 쓰기1에서 배운 간단한 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하나의 쓰기 과제물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해보는 활동들로 이루어진다. 본 과목
수강 후 학생들은 실제 시험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형식에 맞게 적절한 한국어로 서술할 수
있으며, 과제 역시 목차 쓰기 및 참고문헌 쓰기에
이르기까지 각 전공에서 요구하는 형식 및 방법으
로 과제물을 완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개인
과제는 물론 협동 과제 등을 통해 교우 간의 소통,
배려 협동의 기술 능력도 향상될 것이다.

O

O

O

level test
needed, new as
of Spring 2020

Korean Reading 1
(한국어 읽기1)

This course provides various kinds of writing for foreign
students who are intermediate in Korean and above,
and improves students' background knowledge and
reading comprehension by dealing with current topics.
In particular, foreign students' understanding of the
article may be somewhat reduced when they encounter
articles related to Korea or suggestive contents due to
the limitation of background knowledge. Therefore,
students can read and understand various texts based
on the learning materials covered in this subject,
explain what they mean, understand Korean society
better, and adapt to Korean life. The ability to express
one's thoughts logically can also be improved by
dealing with various writings in depth.

본 과목은 한국어 중급 이상의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종류의 글을 접하고, 시사적인
내용을 다룸으로써 학생들의 배경 지식의 함양과
독해력을 향상하도록 한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들
의 경우 배경 지식의 한계로 한국 관련 내용의 글
이나 시사적인 내용의 글을 접할 때 그 글에 대한
이해는 다소 떨어질 수 있다. 이에 학생들은 본 과
목에서 다루는 학습 자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글을
읽고 이해하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으며 한국 사회를 보다 더 잘 이해하
며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다. 다양한 글을 깊이
있게 다룸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
하는 능력도 함께 향상될 수 있다.

O

O

O

level test
needed

Korean Reading 2
(한국어 읽기2)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quickly read and
understand various written materials necessary to
conduct university studies for foreign students who are
intermediate in Korean. First, students will learn the
frequent vocabulary words needed to perform
university studies. In addition, students can read
various kinds of texts and learn Korean vocabulary and
grammar while identifying the central content and topic
of the text, understanding what the text means and
explaining it to their colleagues. In addition, it will also
cover various news and newspaper articles related to
Korea to foster students' background knowledge and
improve reading comprehension. This accumulated
background knowledge can be expected to be the
basis for logical speaking or writing of one's thoughts in
the future.

O

O

O

level test
needed, new as
of Spring 2020

X

O

X

Instruction
language:
Korean

X

O

X

Instruction
language:
Korean

O

X

X

Instruction
language:
Korean

This course helps international students and Korean
students residing overseas gain basic knowledge on
Korean politics, economics, society, culture, and
Korean Studies Introduction history. It aims to give students a comprehensive
11
understanding of Korea by examining basic and current
(한국학입문)
topics related to the country. The course is a bridge
course designed to prepare students who have chosen
Korean Studies as a secondary major to take advanced
courses in that field.

12

Korea Society and Culture
(한국의 사회와 문화)

Korea's Politics and
13 Economy
(한국의 정치와 경제)

This course focuses on the transformation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Korean society with a view to helping
international students and Korean students residing
overseas better understand Korean society today. To
this end, the course first introduces students to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that have shaped modern
Korean society. We will look into the living
environments of Koreans, birth and family, coming-ofage ceremony, love and marriage, and funeral rituals,
among other topics. Second, we will examine the
influence of these historical and cultural factors on the
lives of modern Koreans by looking at the themes of
festivals, traditional seasonal customs, costumes, wars,
education, and women’s lives. Third, to deepen
students’ understanding of Korean society, specific
issues of contemporary Korean society are selected
and analyzed through presentations and discussions. It
is hoped that this will enhance understanding of the
culture and life of the Korean people.
This course introduces the characteristics of Korea’s
politics and economy from an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perspective. It focuses on how Korea’s
politics and economy, while interacting with each other,
have developed since 1945, when the current political
system was established. To this end, we examine the
division of Korea into north and south, rebuilding of the
nation, economic development, democratization, and
globalization, all of which are essential for
understanding the uniqueness of Korea.

본 과목은 한국어 중급 이상의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 학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문어 자료를 신속하게 읽고 내용을 이해하도록 하
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대학 학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빈도가 높은 어휘들을 학습한
다. 또한 학생들은 다양한 종류의 글을 읽고 한국
어 어휘, 문법에 대한 학습과 동시에 글의 중심 내
용과 주제를 파악하여 해당 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것을 동료에게 설명할 수 있
다. 이와 더불어 한국과 관련된 다양한 뉴스와 신
문 기사 등의 시사적인 내용도 함께 다룸으로써
학생들의 배경 지식 함양과 독해력 향상을 도모한
다. 이렇게 쌓인 배경 지식이 추후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말하거나 쓸 때 기초가 될 것으로 기
대할 수 있다.
본 강의는 외국국적 학생· 재외국민 학생이 한국
과 관련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등의 제반
기초지식을 쌓도록 한다. 한국에 관련된 기초적이
며 시사적인 내용을 다루어 한국에 관한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한국학을 복수 전공으로 선택한
학생들이 한국학 관련 상급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
록 지원하는 교과목이다.
본 강의는 외국국적·재외국민 학생이 오늘날의 한
국사회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의 변
모과정과 특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현대의 한국사
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국의 문화적 특성을 주제별
로 소개한다. 한국인의 삶의 공간, 출생과 가족,
성년식, 연애와 혼인, 죽음의 의례 등을 문화사적
으로 살펴볼 것이다. 두 번째, 축제, 세시풍속, 복
식, 전쟁, 교육, 여성의 생애 등의 주제를 살펴봄
으로써 이와 같은 역사·문화적 요소가 현대 한국
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세 번
째, 한국사회의 이해를 심화하기 위하여 현대 한
국사회의 특정 이슈를 선정하여 발표와 토론을 통
해 분석해보도록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구사회
의 문화와 생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 과목은 한국의 정치와 경제의 특징을 국제적
및 비교적 관점에서 소개한다. 현재와 같은 국가
체제가 성립한 1945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정치와 경제가 어떻게 연관이 되면서 발전
되어 왔는가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이를 위해서
한국적 특수성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남북분단,
국가건설, 경제발전, 민주화, 세계화에 대해 살펴
볼 것이다.

Understanding of Korean
14 History
(한국사이해)

15

Taekwondo
(태권도)

Understanding of Korean
16 Wave
(한류의 이해)

17

Current Korea
(시사 한국어)

Introduction to East Asia
18
(동아시아 입문)

Study of Drama Contents
19
(드라마콘텐츠론)

Theory of Korean Popular
20 Poetry
(대중가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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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to Suwon
(수원의 이해)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help international
students and Korean students residing overseas gain a
deeper understanding of Korean history and society.
We take several different approaches to help students
improve their understanding of Korean history. First, we
select and compare common themes by era of Korean
history to give students a clear overview of the
development and progress of Korean history. Second,
we look at Korea’s exchanges with its neighboring
countries of China and Japan and the influences of
these countries on Korea. This will help students better
understand the historic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of
Korean history. Third, we introduce some of the
controversies over historical issues in modern society.
Through this, we hope that students are able to gain a
strong grasp of Korean history from a modern
perspective. Fourth, we use video media to provide a
window through which foreign students can experience
Korean history. This not only helps them increase their
understanding of the nation, but also gives them the
tools with which they can criticize and utilize video
media based on the themes from Korean history
throughout their course.

본 강의는 외국국적·재외국민 학생이 한국의 역사
를 이해하고, 그로 인해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사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첫 번째, 한국역사의 시기
별 공통주제를 선별하고 비교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한국 역사의 전개와 발전에 대한 이해를 도
울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한국과 주변국인 중
국·일본과의 역사상의 대외적인 교류와 영향을 살
펴보도록 한다. 그럼으로써 한국사의 역사·문화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세 번
째, 현대사회에서 쟁점화되는 역사 이슈에 대한
논란을 소개한다. 이를 통해 한국 역사의 현대적
의미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네
번째, 외국학생들이 한국 역사를 접하는 창구인
영상매체를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구가의
이해에 대한 집중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역사를 활용한 영상매체에 대한 비판 및 활
용에 대해서도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인간은 언제 어디서나 뜻밖의 위험에 당면하게 되
는 경우가 있다. 이런 때에 순간적으로 그 상황을
People can encounter unexpected dangers anytime,
모면하지만 상대가 한 사람이든 다수이든 상대를
anywhere. At such times, you might be able to avoid
the situation momentarily, but eventually you may need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능
력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전문적인 수
the ability to subdue a single or multiple enemies.
However, this ability is not developed overnight and
련을 쌓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다. 태권
requires professional training. Taekwondo not only
도는 태권무술과 호신술을 통해서 몸을 보호하는
develops your ability to protect yourself from attackers 여력과 태권도 호신술의 위력을 보여줌으로써 자
and demonstrate your martial arts prowess, but also
신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을 길러 헌신적
helps you become a well-disciplined person who
이고 봉사적인 사회인이 되는데 도움을 줄 것이
serves society.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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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urse aims to enhance students’ general
understanding of Korean culture by focusing on the
factors and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Wave”
phenomenon, including how it was formed and
developed. To this end, students will appreciate and
study Korean cultural content of various genres, such
as dramas, movies, music, and games, which have
been important drivers of the Korean Wave.

본 교과목은 한류가 어떻게 형성되고 전개되어왔
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한류 현상의 요인과 특징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류 열
풍을 이끌어낸 중요한 콘텐츠인 드라마, 영화, 음
악, 게임 등 다양한 장르의 한국 문화 콘텐츠를 감
상하고 연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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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urse aims to have students read and
understand Korean literature on current issues such as
Korean politics, economics, society, and culture. In this
way, students can expand their overall understanding
of Korean society, going beyond gaining a simple
grammatical understanding of the Korean language. To
join this course, students must have completed Korean
Language 3 or 4 or achieved Level 4 in the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TOPIK).
This course deals with theories, specific facts, and
information on all major areas of Asian geography,
history, society, culture, politics, and economics. It
strives to provide students with a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Asian civilization with
a focus on East Asia as the subject of regional
research.

본 강의는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시사적 이슈들에 대한 한국어 문헌을 읽고 이해하
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과목으로서, 한국어에 대한
문법적 이해를 넘어 보다 심층적 한국사회에 대한
전반적 이해의 폭을 확장한다. 한국어3, 한국어4
를 수강한 학생 혹은 한국어능력시험 4급의 한국
어 학력수준을 필요로 하는 과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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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를 지역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아시아 문
명에 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이해와 연구를 위
해 아시아 지리, 역사,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등
제반 주요 영역에 관한 이론과 구체적 사실 및 정
보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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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드라마에 대한 전반적이고 개괄적인 이해를 높
인다. 특히 TV드라마의 내용이 무엇으로 채워지
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배우며, 나아
가 게임이나 시나리오 등 인접 장르의 콘텐츠에
대해서도 함께 공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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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중가요의 기원과 전개과정, 미적 특징을 이
해하기 위해 대중성을 띤 고전시가로부터 현대 대
중가요까지 통시적으로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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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 역사, 실학, 화성, 음식문화, 시민사회, 대
중문화, 관광, 다문화, 기업 그리고 행정과 지방자
치에 이르기까지 수원시 전번에 대한 주제를 폭넓
게 다루게 된다. 그리고 다양한 주제를 다루게 되
는 만큼 강의는 주로 각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하
여 이루어 질 예정이다. 그리고 이들 다양한 주제
가 서로 유기적 연관을 맺을 수 있도록 담당교수
는 초청된 전문가들과 강의의 초점 및 범위를 조
율할 예정이다. 그리고 한 학기 강좌가 진행되는
동안 학생들은 담당교수의 인솔 하에 수원시의 중
요한 문화유적 혹은 기업에 대한 현장답사를 할
기회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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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urse will improve your overall understanding of
television dramas. In particular, students will learn, in
detail, how television dramas are composed and also
study the content of similar genres, such as games and
film scripts.
This course focuses on the development and evolution
from classical poems to modern pop songs in order to
help students understand the origins, development
process, and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Korean pop
music.
This course covers a wide range of topics related to
Suwon, including Suwon’s history, Silhak (Realist
School of Confucianism), Hwaseong Fortress, food
culture, civil society, popular culture, tourism,
multiculturalism, business, and public administration
and local self-government. In addition, the lectures will
be mainly conducted by invited experts in each field, as
the course covers various topics. The professor will
coordinate the focus and scope of the lectures in
cooperation with the invited experts to ensure that the
various themes are organically linked. During the
course of one semester, students will have the
opportunity to take field trips to important cultural or
corporate sites in Suwon under the guidance of their
profes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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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of Korean Politics
(한국정치사)

This course deals with the history of Korean politics,
from the establishment of the Joseon dynasty to the
end of the Second Republic. It looks at the national
characteristics, factions, and power politics of Joseon,
political reform of Joseon, fall of Korea, nature of
modern nations and class politics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al rule, nationalism, Korean politics
before and after liberation, the United States’ military
government, characteristics of the First and Second
Republics, and pro-democracy movement, among
others. Until now, the History of Korean Politics has
been treated as part of Korean politics, but it is urgently
necessary to make the History of Korean Politics a
separate course, given the necessity of subdividing
research on Korean politics and giving students an indepth understanding of real politics.

조선건국 이후 제3공화국 이전까지를 망라한 한
국정치의 역사를 다룬다.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조선의 국가적 성격, 파벌 및 세도정치, 조선의 정
치개혁, 조선의 멸망, 일제강점기 근대국가의 성
격, 일제강점기 계급정치, 민족주의, 해방 전후 한
국정치, 미군정,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의 성격,
민주화운동 등이다. 지금까지 한국정치사는 한국
정치의 일부로 다루어졌으나 정치학에서 한국정
치연구의 세분화의 필요성과 현실정치에 대한 심
도 있는 이해를 위해서 별도의 과목 설정이 절실
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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