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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들베리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대한민국
한국 사회와 경제의 역사, 2017 년 여름학기

한국사회와 경제의 역사
교수: 김세완
전화: +82-2-3277-4467
이메일: swan@ewha.ac.kr
면담시간:

SKYPE 를 통하여 면담을 합니다. 제 SKYPE ID 는 ‘swan7227’

입니다. 매주 화요일 미국 서부시간으로 오후 9:00 에서 오후 10:00 시까지
면담이 가능합니다.
이 시간 이외에 면담을 원하시면 미리 이메일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수업 웹사이트:
http://swan.ewha.ac.kr/teaching_middlebury.htm
에서 모든 강의노트, 강의 정보, 숙제, 관련된 자료들은 수업 웹사이트에
실리게 됩니다. 따라서 매주 화요일 수업에 오시기 전에 수업 웹사이트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교과서:
교과서는 따로 필요가 없고, 모든 강의노트는 수업웹사이트에 제공됩니다.
다음의 2 가지 교과서는 참고서적입니다.
1. 한국의 근대사에 대한 참고서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현대사
창작과 비평사, 2001 년
Korea's Place in the Sun: A Modern History by Bruce Cummings
W. W. Norton; Updated edition (September 1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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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단한 경제이론에 대한 참고서
맨큐의 경제학
센게이지러닝코리아, 2015
Principles of Macroeconomics by Gregory Mankiw
Thomson South-Western Publishier; 6th edition
이 수업의 목표:
이번 학기에는 남한과 북한의 다양한 사회, 경제적 변화 역사를 재미있게
공부합니다. 이번 학기에 배우게 될 주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북한
사회와 경제의 발전, 남-북한 사회와 경제의 현재 상태, 남-북한의 경제 협력,
남-북한 통일의 사회, 경제적인 효과, 한류의 태동과 발전 등 입니다.
한국의 사회, 경제적인 이슈들에 대하여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때로는
총소득, 인플레이션, 실업률, 이자율 등의 개념을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념이 나오면 제가 쉽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번 학기 동안, 신문, 잡지, 그리고 TV 뉴스를 통하여 한국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수업의 평가:
이번 학기에는 1 번의 시험과 개인 발표가 있습니다.
(조별 발표에 대하여는 다음 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업의 출석:
모든 학생은 최소 80% 이상 출석을 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학점이
취소됩어 F 학점이 부여됩니다. 출석은 매번 확인합니다.
수강철회:
자세한 내용은 미들버리 대학의 2017 년 여름학기 계획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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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계획:
아래의 수업계획은 수업의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주

2주

3주

4주

한국의 현재 이슈들
남한의 경제성장과 그에 따른 사회적인 변화
한국의 현재 이슈들
북한의 경제성장과 그에 따른 사회적인 변화
한국의 현재 이슈들
남한 사회와 경제의 현재 모습
한국의 현재 이슈들
북한 사회와 경제의 현재 모습

개인 발표 시작
5주

한국의 현재 이슈들
한국의 사회변화 1960 년대와 1970 년대

6주

7주

한국의 현재 이슈들
남북한 통일의 사회 경제적인 효과
한국의 현재 이슈들
극동아시아 경제통합의 가능성과 사회 경제적인 효과
한국의 현재 이슈들

8주

한류의 역사와 남한 산업의 구조

미들버리대학 켐퍼스에서 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