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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회 모의고사

 제 1문

   미국은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 취임 이후 이른바 ‘미국 우선주의’를 대외정책의 
기조로 내세우는 가운데, 최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는 무역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등 
양국 관계의 갈등 양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30점)

   1)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대외정책 내용을 서술하고, ‘패권안정이론’을 통해  
      이를 설명하시오.(15점) 

   2) 현재의 미중 관계를 ‘세력전이 이론’으로 설명할 경우 제기될 수 있는 비판에 대해   
      서술하시오.(15점)   

<2019년 외교관 후보자 기출문제 활용>

 제 2문

   케네스 월츠(Kenneth N. Waltz)의 신현실주의(구조적 현실주의)는 국제체제의 무정부성
을 기본 가정으로 하면서, 국제체제의 안정을 위한 양극적 세력균형을 중시하였다. 한편 그
의 신현실주의는 방어적 현실주의, 공격적 현실주의, 신고전적 현실주의의 등장에 기여하였
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질문에 답하시오.(30점)

    1) 일극적, 양극적, 다극적 국제제제가 각각 안정적이라는 입장을 비교 설명해 보시    
       오.(15점)

    2) 방어적 현실주의, 공격적 현실주의, 신고전적 현실주의가 각각 중요시 하는 안보 또  
       는 생존 방식에 대하여 비교 설명하여 보시오.(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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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모의고사

(60분)

 제 1문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은 수많은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한 인류사의 큰 재앙이
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이상주의적 시각에서 국제연맹에 의한 집단안보가 제시되
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현실주의적 시각에 의한 세력균형이 주요 방책으로 제시
되었다. 그렇지만 세력균형 이론도 계속 변용되고 비판받아 오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50점)

1)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상주의를 비판하며 등장한 Hans J. Morgenthau의 고전적 현실  
   주의와 관련하여, 그가 주장한 현실주의의 주요 가정과 주요 원칙, 나아가 세력균형의   
   실천 방법과 취약성에 대하여 설명하여 보시오.(15점)
2) Kenneth N. Waltz의 신현실주의 속에서 세력균형론이 일반이론으로 발전하였으나 이에  
   대한 다양한 비판들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과대동맹 및 과소동맹, 편승, 위협균형  
   시각을 중심으로 설명하여 보시오.(15점)
3) 근래 들어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추구하여 온 지정학적 팽창 현상들을 제시한   
   후, 이에 대한 오바마 정부부터 미국의 역외균형(off-shore balancing) 정책들을 설명  
   하여 보시오.(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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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모의고사

(85분)

 제 1문
Kenneth N. Waltz는 신현실주의를 제시하면서 국제체제 구조로서의 극성(polarity)이     
국제적 안정 또는 불안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그는 양극체제가 
안정적이라는 시각에서 탈냉전 이후 미국 중심 일극체제의 지속성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이
와 관련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30점)

1) 월츠가 미국 중심 일극체제의 지속성에 회의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하시오.(10점) 
2) 미국 중심 일극체제의 지속성을 미국 예외주의, 연성균형, 균형방지, 책임전가, 연성권력  
   의 시각에서 설명하시오.(20점) 

    

 제 2문
미중 간의 패권경쟁이 세계적 대전쟁으로 비화될지 그렇지 않을지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질문에 답하시오.(20점)

1) R. Gilpin의 패권전쟁론 시각에서 미중 간의 패권전쟁에 대하여 설명하시오.(10점)
2) 미중 간의 패권전쟁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오르간스키의 세력전이론, 모델스키의   
   장주기론, 앨리슨의 평화열쇠론을 통해 제시하여 보시오.(10점)   

   

 제 3문
   Stephen Van Evara의 방어적 현실주의는 공격-방어 균형 그리고 공격-방어 구분 가
능성이 안보딜레마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고 본다. 특히 공격-방어 균형에서 
공격우위의 군사기술이 안보딜레마를 심화시켜 전쟁 등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20점)

1) Stephen Van Evans의 시각에서, 공격우위의 군사기술이 국제체제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로와 안보딜레마를 악화시켜 초래하는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시오.(10점)
2) 국가는 안보를 극대화시키려는 현상유지적 존재라는 방어적 현실주의의 입장을 공격적  
   현실주의(John Mearsheimer)와 신고전적 현실주의(Randall Schweller) 시각에서 각각  
   비판 하시오.(10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