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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강의는 크게 두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강의의 전반 부분에서는 발전정치경제학의 측면에

서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의 경로를 살펴본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국

가와 기업의 관계를 이해하고, 재벌의 성장과  정경유착 부패를 이해한다. 정치적 측면에서 패거리 

정치에 의한 유착 부패도 살펴본다. 

  강의의 후반 부분에서는 관료부패의 정의, 유형, 원인, 영향을 이해하고, 세계화(globalization)의 맥

락 속에서 정경유착 부패와 관료부패 개선 방안, 국제적인 부패추방 노력, 국가별 부패척결 노력을 

배운다.

강의실 강의가 학습의 주가 된다. 외국 사례의 소개 등 주제에 따라서 비디오 시청이 있을 수 있다. 

필요한 주제에 따라서는 발표 수업, 외부 학자 초청 강의와 관찰 수업도 가능하다.

강 의 계 획 서

Ⅰ. 강의 목적 및 개요

Ⅱ. 강의 진행방법

Ⅲ. 교재

Ⅳ. 참고도서



평가항목별
반영비율(%)

중간고사(30%), 기말고사(40%), 요약/과제발표(20%), 출석(10%)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중간고사(30점) 및 기말고사(40점): 단답형, 주관식 
과제물: 교재 요약 및 발표

출석미달 기준
결석 시간별 점수 차등: 0시간(10점), 1시간 (9점), 2시간(8점), 3시간
(7점), 4시간(6점), 5시간(5점), 6시간(4점), 6시간이상(학칙)

주 학습내용 교재(page)
활동사항
/과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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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란?
What is corruption?

   

2
부패의 소지
The Opportunities for Co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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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부패의 영향과 후원자-고객 관계
The Effects of Corruption and the Patron-Client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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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과 한국사회 I
Chaebol in Korean Society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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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과 한국사회 II
Chaebol in Korean Society II

   

6
정경유착 I
State-Business Collusion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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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유착 II
State-Business Collusion II

   

8
정경유착 III
State-Business Collusion III

   

9
하위직 공무원의 부조리 실태와 대책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10
부패방지 거버넌스
The Governance against Corruption

   

11
외국의 부패방지제도 - 홍콩과 싱가포르
The Institutions against Corruption - Hong Kong and 
Singap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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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를 정경유착 부패와 하위직 공무원의 부패로 나누어 공부한다.  

Ⅴ. 평가방법 

Ⅵ. 주별 강의계획 및 과제

Ⅶ. 기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