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 Com parative G&P
강의계획서
과 목 명 : AP Comparative G&P

수업시간 : (토일반) 1:30 ~5:30

(비교정치)
담당교수 : Brian (이광훈)

수업일정 : 1/4(토)부터 ~ 주 2회(토/일)

------------------------------------------------------------------ -------------------------------------------------------------------------------

1. 강의목표
AP Comparative Government and Politics는 세계 여러 나라들의 정치적 변화와 결과를 분석하기
위한 정치적 기본개념을 공부합니다. 이 과목은 정치적 생명의 다양성, 정치제도의 선택, 정치변화의
차이점과 정책결과에 대한 설명, 세계정치와 경제변화의 중요성 등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또한 정치
적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정책결정을 비교 분석하는 것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과목을 택한 학생들은 다양한 정치적 구조의 심층 있는 비교분석을 통해 문제해결 또는 악화를
초래하는 정치제도와 정책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아, 인구폭발과 같은 공통적인 문
제의

해결을

위해

각

나라들

어떤

정책을

가지고

접근하는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AP

Comparative Government and Politics 과목에서는 중국, 영국, 이란, 멕시코, 나이지
리아, 러시아와 같은 특정 6개국의 정부와 정책을 비교분석 하게 됩니다.
AP Comparative Government and Politics 과목의 학습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➀서로 비교되는 주요 정치적 개념, 사상의 이해 및 개괄

➁중국, 영국, 이란, 멕시코, 나이지리아, 러시아 정부의 주요 정치적 사실 학습
➂전형적인 정치적 변화 유형, 정치적 행위와 결과에 대한 이해
➃국가별 정치단체의 형성과 변화 비교분석
➄정부와 정치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의 분석 및 해석

2. 강의형태 : 강의 80% / 단원 기출문제 풀이 20% / 매시간 에세이 과제 및 첨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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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의일정 및 내용
가. 강의일정(총 8주)
구분

수업 내용

수업형태

비교 정치학의 기본 개념 1
1강

- 정치학의 개념
- 정치학의 비교 방법과 의도
비교 정치학의 기본 개념 2

2강

- 국가의 종류와 형태
- 정부 정책의 과정
국가의 주권과 권력

3강

- 정치적 의사전달
강의 및
기출문제 풀이
매시간 에세이 과제 및
첨삭

- 정치와 문화
4강

국가의 정당성
- 문화적 정당성
- 이념적 정당성

5강

국가의 구성 요소
- 법적 구성 요소
- 경제적 구성 요소

6강

정치 기구
- 대통령제의 구성 기구
- 의원내각제의 구성 기구

7강

정치 체제의 구성
- 선거제도
- 이익 집단, 군사력

8강

Multiple Choice
+ 주관식(Essay 형식)

모의고사 1

9강

시민 사회와 국가
- 시민 단체
- 사회적 자본의 역할

10강

시민의 정치적 참여
- 언론의 정치적 역할
- 시민 정신과 사회운동

11강

정치와 경제의 관계
- 경제적 환경과 정치

12강

정치 혁명
- 정치적 발전의 필수적 요소

13강

세계화와 정치

14강

전체 강의 복습

15강

모의고사 2

16강

모의고사 3

강의 및
기출문제 풀이
매시간 에세이 과제 및
첨삭

Multiple Choice
+ 주관식(Essay 형식)

수업용 강의자료 참고 : http://cafe.naver.com/ls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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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나. 강의 내용
-미국 이외의 국가들의 정치를 주요 대표적인 국가들과 비교

1. 비교 정치학의 기본 개념

-문화적 종교적 지리적 차이에 따른 정치 비교
-사회과학의 학문적 연구 방법 개념 이해
-사회과학적 연구방법에서의 정치학 접근법 이해
-국가 권력의 정당성 이해

2. 국가의 주권과 권력

-일반적 폭력과 윤리적 폭력의 차이
-민주주의 사상의 이해와 역사적 발전의 이해
-냉전 이후 민주주의의 확산과 국가적 민주주의 제도의 차이
-근대 사회의 국가의 개념 이해

3. 국가의 정당성

-베스트 팔렌 조약의 의의와 현대 사회의 적용
-통치 체제와 리더쉽에 관한 역사적 발전과 한계
-법과 정치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해

4. 국가의 구성 요소

-국가의 구성과 법의 역할
-헌법의 기능
-전 세계 대표적 나라들의 정치체제 이해

5. 정치 기구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차이
-시대와 문화에 따른 정치기구의 변화
-정부와 선거의 관계

6. 정치 체제의 구성

-정부와 이익집단의 역할
-국가와 군사력의 필요성과 현실주의에 관한 이해
-시민단체의 역할

7. 시민 사회와 국가

-세계화 시대에 따른 시민사회의 기능
-시민사회와 정부가 국가에 미치는 영향
-언론의 기능

8. 시민의 정치적 참여

-언론의 발전과 정치의 발전
-사회적 자본의 개념과 이해

9. 정치와 경제의 관계
10. 정치 혁명
11. 세계화와 정치

-정치와 경제의 역사적 이해
-국제질서와 경제의 상관성 이해
-정치혁명의 개념과 이해
-나라별 정치 발전의 전개 과정
-국제사회의 역사적 변화
-근대 이후 민주주의, 제국주의, 전체주의, 공산주의 전개 방식의 이해

4. 참고자료
가. Online 홈페이지
① https://www.collegeboard.org/

나. 교 재
① Barron's
② 기타 Hand-Out

다. 영상자료
① http://cafe.naver.com/lse3

라. 시험 및 평가 방법
① 테스트 : 매시간 테스트 및 에세이 과제에 대한 첨삭
② 모의시험 : 시험 이전까지 배운 내용을 객관식 / 주관식 형태로 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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