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정진 핵심 국제정치학 2021년 대비 2순환 논문자료집 포함 논문읽기 주제들

<논문일기 주제 선정 기준>
- 강의책자를 토대로 심화응용 학습이 필요한 주제 포함
- 강의책자에 자세히 기술된 내용으로 인해 논문읽기가 필요없는 주제 제외
- 기발표 논문주제들 중 수험적합성이 높은 논문들 중심으로 선별
- 최근 출제 감안 시 2021, 2022년 출제 가능성 낮은 주제는 가능하면 제외
- 논문자료집 책자에 포함되지 않는 주제는 필요시 별도 읽기 논문으로 추가학습
- 논문형 자료가 아닌 학습자료는 필요시 별도의 유인물로 대체하여 제공

<1일차> 
민족주의와 동북아 지역협력
유럽 국제평화의 기획 : 세력균형, 국제연맹, 유럽통합
중국의 부상과 지정학의 귀환
일대일로의 이론과 실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중경쟁

<2일차>
세력전이와 미중관계 그리고 남북관계
미중 패권경쟁의 이론적 논쟁 재조명 : 패권안정, 세력전이 등
시진핑 집권기 미중 패권경쟁과 중국몽의 길
COVID-19 팬데믹 이후 미중관계 전망 : 투키디데스 함정을 중심으로

<3일차>
국제정치적 무정부성(Anarchy)에 관한 이론적 분석
왈츠 이후 30년 : 국제정치 이론의 변화와 발전
센카쿠제도를 둘러싼 중·일간 분쟁 : 공격적 현실주의적 접근
탈냉전기 북한의 군사도발 결정 매커니즘 : 신고전적 현실주의 시각

<4일차>
유럽연합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경쟁적 이론들
동아시아의 주권인식과 지역협력 : 문화적 정체성
경제적 상호의존과 국제정치 : 안보외부효과 등
반복게임과 남북한 화해·협력 가능성
국제협력에 관한 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 논쟁

<5일차>
양면게임이론과 일본 과거사 문제
민주평화론과 동북아 그리고 한반도
일본 중국의 소프트파워 전략과 신남방정책
국제체제의 환경적 변화와 글로벌 거버넌스 성격의 변화



<6일차>
월츠의 신현실주의에 대한 웬트의 구성주의의 도전
트럼프 시기 중동 정세 변화와 미중의 중동 정책 
영국학파의 국제사회론
탈냉전시대의 안보개념 확대 : 코펜하겐 학파와 안보문제화

<7일차> 
미국의 대한반도 군사정책결정과정 분석 : 앨리슨의 모형 적용
IMF 외환위기와 정부고위정책관료의 의사결정 : Janis의 집단사고
전망이론의 현실주의적 이해 : 현상유지와 상대적 손실
전망이론의 관점에서 본 북한과 이란의 핵협상 비교

<8일차> 
위기 시 청중비용의 효과에 관한 이론 논쟁 
외교정책과 여론 : Almond - Lippmann Consensus의 비판적 검토
중견국의 소프트파워 증진 방안 
공공외교(Public Diplomacy)와 한국의 ODA 활동방안

<9일차>
군비통제의 이론적 고찰 : 전쟁방지·억지논의를 중심으로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이론적 논쟁
미일 동맹과 위협균형론
미중관계와 한국 대미편승전략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헤징(hedging) 전략

<10일차>
동맹이론과 한국의 동맹정책
억제전략 이론
핵확산 논쟁과 북핵문제
보호책임(R2P)과 리비아 사례

<11~12일차>
미중의 통화금융 패권경쟁 : 환율과 기축통화
필독서 <20세기의 유산, 21세기의 진로> 주요 내용 읽기 

<13일차>
탈냉전과 나토(NATO)의 성격 변화 
ASEAN의 지역통합 강화와 AC 결성
다자안보협력 CSCE, OSCE 경험과 동북아 적용
세계시민사회 이론의 비교 : 자유주의적, 구성주의적, 사회학적 관점



<14~15일자>
불확실성 시대의 국제정치경제 :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위기
4차 산업혁명과 국제정치 질서의 전망
미중관계의 이론, 실제, 전망 :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미중 패권경쟁과 한국의 대응방향
환경/기후문제와 공유지의 비극
신기후변화체제(파리협정)의 평가와 대응
코로나 팬데믹과 국제정치경제
코로나19 팬데믹과 글로벌 협력
국내외 사이버안보 환경과 한국

<16일자>
유럽 지역통합의 장단점이 아시아에 주는 함의에 대한 일고
아시아 패러독스 -동아시아 경제협력과 안보갈등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약한 제도화 요인 분석 - 한중일 3국협력을 중심으로 -
미중 전략적 경쟁과 한국에의 함의
아베내각 외교전략과 탈전후체제
브렉시트의 정치경제학

<17~18일자>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과 북미관계 딜레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현황과 전망
한미동맹 및 한중관계의 병행 발전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일본의 대한 수출통제 강화의 정치경제학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평화체제 
한반도 분단구조 해소 위한 구성주의적 접근
신남방정책과 아태평화전략 간 협력과 한계

<기타 필요시 논문읽기 자료 추가 학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