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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외교관 후보자 문제와 윤정진의 국제정치학 

 제 1문
   19세기 후반부터 진행된 독일의 부상이 두 차례 세계대전으로 귀결되었다. 반면, 20세
기 중반 소련의 부상은 강대국 간 세계대전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20세기 중후반 국제사
회는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냉전을 겪기는 했지만, ‘긴 평화(long peace)’를 유지했
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총40점)

   1) 두 신흥강대국의 부상 사례가 신현실주의의 전쟁예측에 부합하는 정도를 논하시     
      오.(16점)

   2) 두 신흥강대국의 부상 사례가 상이한 결과로 이어진 현상을 군사동맹(alliance)의 신  
      뢰성(credibility)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두 가지를 중심으로 논하시오. 또한 그 논거  
      로 제1차 세계대전과 냉전 시기의 동맹의 사례를 제시하고 그 차이를 비교 서술하시  
      오.(24점)

1. 세부문제 1)번 관련 적중 내용
  o 신현실주의와 전쟁예측 관련 이론적 내용
   - 윤정진 핵심 국제정치학 기본이론편(강의책자), p.144에 제시된 예상문제 1)번
     1) 케네스 왈츠의 신현실주의의 등장배경 및 핵심내용을 제시하고, 이러한 신현실주의  
        에 대한 국제정치이론 차원의 비판들을 설명하여 보시오.
   - 2020 대비 1순환 제2회 모의고사 제2문의 1)번
     1) 일극적, 양극적, 다극적 국제제제가 각각 안정적이라는 입장을 비교 설명해 보시오.

  o 두 신흥강대국의 부상 사례와 전쟁 여부 : 신현실주의 시각의 WWI, WWII 발생 원인
   - 2020 대비 2순환 제1회 모의고사 제1문의 1) 및 2)번 문제
     1)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 원인을 케네스 월츠의 3가지 이미지에 비추어 각각 설명하  
        시오.
     2)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 원인을 케네스 월츠의 3가지 이미지에 비추어 각각 설명하  
        시오.

2. 세부문제 2)번 관련 적중 내용
  o 동맹의 신뢰성 관련 이론적 내용
   - 2020 대비 2순환 제6회 모의고사 제2문의 1)번 문제
     1) 그동안 한미동맹이 견고하게 유지되어 온 이유를 동맹의 주요 특성을 기준으로 설  
        명하여 보시오.
        * 동맹의 주요 특성 : 응집성, 동질성, 호혜성, 의무이행의 신뢰성 (관련내용은 윤  
          정진 핵심 국제정치학 영역이론편(강의책자), pp.140~141 통해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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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문
   외교정책은 국제정치적 환경 변화나 다른 국가와의 상호작용 등 국제정치적 요인은 물
론 국내정치 역학에 영향을 받는다. 로버트 퍼트남(Robert Putnam)은 국내외 측면을 고려
하여 국제협상 과정과 결과를 설명하는 양면게임(Two-Level Game)을 제시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총30점)

   1) 양면게임의 주요 개념과 주장을 기술하고, 양면게임에서의 단기적 결과와 반복게임   
      협상에서의 장기적 결과에 대해 논하시오.(20점)

   2) 한미 양국의 제조업과 농축산업의 로비 또는 시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협상에 미치는 영향을 양면게임을 이용하여 논하시오.(10점)

1. 세부문제 1)번 관련 적중 내용
  o 영면게임 관련 이론적 내용
   - 윤정진 핵심 국제정치학 기본이론편(강의책자), p.285에 제시된 예상문제 1)번 문제
     1) 로버트 퍼트남(Robert Putnam)이 제시한 외교협상에서 양면게임이론의 주요내용  
        을 설명하고 그 한계점을 제시하시오.

  o 반복게임 관련 이론적 내용
    - 2020 대비 3순환 제4회 모의고사 제2문의 1)번 문제
      1) R. Axelord의 TFT 게임(Tit-for-Tat, 반복게임 의미) 구조의 특징을 제시하고,   
         이 게임 하에서 국가 간 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시오.

2. 세부문제 2)번 관련 적중 내용
  o 한미 FTA 관련 이슈 이해 
    - 윤정진 핵심 국제정치학 영역이론편(강의책자), p.279제시 예상문제 1)번 문제
      1) 한국의 FTA 추진, 성과 그리고 한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o 양면게임 이론의 적용 연습
    - 2020 대비 1순환 제3회 모의고사 제2문의 2)번 문제
      2) 미북 양국 간의 북핵문제 관련 협상이 타결에 성공하기 위하여, 양국이 각각 어떠  
         한 전략을 사용할 수 있을지 양면게임 이론을 통하여 설명해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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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문
   1917년 러시아 혁명 후 소련은 제1차 세계대전을 제국주의 전쟁으로 비판하며 독일과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을 맺고 전선에서 이탈하였다. 이 조약에 따라 ‘체코군단(체코와 
슬로바키아 출신으로 오스트리아군으로 징집되었지만, 러시아군의 포로가 된 후 명목상 프
랑스군 지휘 아래 오스트리아군과 전투를 벌였던 무장단체)이 시베리아를 거쳐 유럽으로 이
동하게 되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총30점)

   1) 브레스트-리토프스크 평화조약이 제1차 세계대전의 전개과정과 연합국의 대소련 정  
      책에 끼친 영향을 설명하시오.

   2) 연합국의 대소련 정책이 3·1운동 직후 한국 무장독립운동에 끼친 영향을 논하시 
      오.(10점) 

1. 브레스토-리토프스크 조약에 대한 적중
  o 1차 세계개전 중 브레스토-리토프스크 조약 강의
    - 2020대비 3순환 현대외교사 강의자료, p.5에 포함하여 강의됨
    - 현대외교사 필독서로 박건영의 『국제관계사』 추천, 해당 책자 pp.120~130에 러시아  
      혁명, 브레스토-리토프스크 조약, 이 조약 이후 제1차 세계대전에의 영향과 연합국의  
      대소련 개입정책, 극동지역 정세 관련 부분 기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