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수의 사랑방을 알고 계신가요? 19 세기 격변의 시대에 후학을 양성하기 위해 박규수가 만든
공부방이었습니다. EAI 사랑방은 그 뜻을 이어 새 시대를 열어갈 국제정치전문가와 외교관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곳에서는 앞서 걷고 계신 하영선 선생님의 큰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또
함께 미래를 고민하는 친구들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한 학기란 시간은 참 짧으면서도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인생을 바꿔놓을 긴 시간이기도 합니다. 매주의 세미나, 자유롭게 진행되는
개인 연구, 그 뒤 사랑방 밖으로 나가보는 현장답사와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답사기까지
사랑방의 한 학기는 알차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발된 학생 여러분들은 동서고금을 넘나드는
책을 읽고 쌍방향 토론을 통해 국제정치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배경지식과 개념, 이론을
습득하고, 다양한 국제정치경제 현상을 탐구하는 지적 유격훈련을 받게 됩니다. EAI 사랑방은
미래를 꿈꾸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13주의 강의

역사 현장 답사

연구논문과 답사기

강연자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하영선 이사장은 현재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및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겸임하고 있으며
대통령 국가안보자문단 위원, 통일준비위원회 민간위원이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
하고, 동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미국 워싱턴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한국 핵 문제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프린스턴대학(Princeton University)
국제문제연구소 초청연구원,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초청연구원,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국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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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장, 미국학연구소장, 한국평화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에 “하영선 칼럼”을 7년 동안 연재하였으며, 연행 연구 모임, 전파 연구 모임, 정보세계
정치 연구회, 동아시아연구원 모임 등을 이끌며 한국 국제정치학의 길을 개척해 왔다. 최
근 저서 및 편저로는《1972 한반도와 주변4강 2014》(2015),《한반도 신뢰프로세스 2.0:
악제.관여,신뢰의 복합추진》(2014),《2020 한국외교 10대과제:복합과 공진》(2013), 《신시
대 한일협력 7대과제》(2013),《하영선 국제정치 칼럼 1991-2011》(2012),《근대한국의 사
회과학 개념 형성사 2》(편, 2012),《복합세계정치론 : 전략과 원리 그리고 새로운 질서》
(편, 2012), 《역사 속의 젊은 그들》(2011),《북한2032: 선진화로 가는 공진전략》(2010),
《21세기 신동맹:냉전에서 복합으로》(2010),《한일신시대를 위한 제언:공생을 위한 복합
네트워크의 구축》(2010) 등이 있다.
강의안 한반도 통일과 현대세계정치학
〮 일정: 9월~12월 매주 금요일 오후 2시-5시
〮 장소: 동아시아연구원 대회의실
〮 내용
1회: 근대유럽과 국제정치사상
2회: 제1차 세계대전과 국제정치학의 탄생
3회: 냉전과 현실주의 국제정치학
4회: 연구계획서 발표
5회: 국제정치학 방법론 논쟁 1: 역사 vs 과학
6회: 데탕트와 패러다임 논쟁
7회: 신냉전/탈냉전과 신현실주의/신자유주의
8회: 국제정치학 방법론 논쟁 2: 실증주의 vs 탈실증주의
9회: 복합화와 구성주의
10회: 복합화와 세계역사사회학
11회: 동아시아의 국제정치학
12회: 한국의 통일과 국제정치
13회: 연구논문 초고발표
14회: 일본답사

1일

10:30
10:40-13:00
13:00-15:00
15:10-16:30
17:00-18:30
19:00-20:00

도착
점심식사
글로버가든 답사
데지마 답사
원폭자료관 답사
저녁식사

2일

09:00-10:30
10:30-14:00
14:00-15:30
16:00-17:00
17:00-17:30
17:30-18:30

한일교류 박물관 답사
점심식사
사세보 미군기지 방문
아리타 도자기 박물관
이삼평 기념비
이마리 도자기 거리

3일

10:00-11:30
11:30-14:30
14:30-15:30
19:20

일청강화기념관 답사
점심식사
규슈 국립박물관 답사
출국

*답사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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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목록
번호

제목

보도일

1

한국, 동아시아 신질서 위한 새로운 외교 절실

2015-01-04

2

구한말 개화파 모임처럼 청년 모아 국제정치 공부

2015-01-04

3

Diplomacy expert says East Asian nations must cooperate

2015-01-07

언론사
중앙일보
중앙일보
중앙일보

전형안내
〮 강연 대상 : 정치학, 국제정치학을 전공하는 학부졸업예정 대학생 혹은 국내외
대학원생, 유학예정자
〮 제출 서류 : 한글 이력서, 자기소개서(한글/영문 2 개 제출), 연구에세이(한글 A4 용지
1 매 분량, 연구에세이는 자유주제)
〮 접수 마감 : 2016 년 6 월 21 일 ~ 8 월 12 일
〮 일정
8 월 12 일

서류전형 마감

8 월 16 일

1 차 서류전형 발표 (개별통보)

8 월 18 일

2 차 면접 심사 (장소: 연구원)

8 월 19 일

최종 합격자 발표

8 월 23 일

예비모임

9 월 02 일

개강

〮 신청 방법 : 제출서류를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제출 (Sarangbang@eai.or.kr)
〮 문의 전화 : 02-2277-1683 (내선 113)
모든 강의는 무료로 제공되며 답사는 항공료와 숙박비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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