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CW 참여강의 개요
1. 교과목 개요
교과목명(국문)

동아시아영토분쟁

교수자명

김인성

교과목 학습목표

교과목 소개

교과목 키워드

이 강의의 목표는 2010년 이후 격화되고 있는 동아시아 영토분쟁의 과거와 현재를 탐구
하고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화와 영토문제와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한편, 이에 대
한 각국의 정책을 이해하는 데 있다.
이 강의에서는 독도문제, 중·일 간 센카쿠 제도의 영유권 문제, 러·일 간 쿠릴열도 반환문
제, 그리고 남중국해의 많은 섬들을 둘러싼 중국과 주변 국가들의 영토·영해문제의 추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동아시아 영토문제를 강대국 간 세력전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파악하기 위해, 동아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역학관계의 변화와 관련된 제반 이슈들을 고찰
할 것이다.
영토분쟁, 독도, 센카쿠, 댜오위다오, 동중국해, 쿠릴열도, 북방영토, 우수리강

2. 주차별 강의 내용 및 연관 파일명
주
차

주제

내용 요약

해당 주차의
강의자료 파일명

1

독도: 일본정부의 주장에 대한
반론 Ⅰ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 외무성의 공식입장에
대한 한국의 반론 – 1600년대 이전

1. 독도: 일본정부의 주장
에 대한 반론 I.pptx

2

독도: 일본정부의 주장에 대한
반론 Ⅱ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 외무성의 공식입장에
대한 한국의 반론 – 1600년대 이후

2. 독도: 일본정부의 주장
에 대한 반론 Ⅱ.pptx

3

동북아 영토분쟁 개관 및 관련
국가들의 대응

동아시아 영토분쟁의 개요를 파악하고,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을 고찰

3. 동북아 영토분쟁 개관
및 관련 국가들의 대
응.pptx

4

동아시아 영토분쟁과 미국
: 재균형과 복합대응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의 국가이익 변화와
주변국가들과의 권력관계 변화 분석

4. 동아시아 영토분쟁과
미국 : 재균형과 복합대
응.pptx

5

센카쿠(댜오위다오)분쟁
-역사적 기원-

센카쿠제도(댜오위다오) 분쟁이 발생하게 된
역사적 경위와 전개과정 분석

5. 센카쿠(댜오위다오)분쟁
-역사적 기원-.pptx

6

센카쿠 분쟁의 격화

최근 센카쿠제도 분쟁이 격화된 이유와 전개
과정 분석

6. 센카쿠
화.pptx

7

쿠릴열도 영토분쟁 역사

쿠릴열도(북방영토) 영토분쟁 발생의 역사적
경위와 전개과정 고찰

7. 쿠릴열도 영토분쟁 역
사.pptx

8

쿠릴열도 영토분쟁의 국내외적
요인과 조건
-러시아입장에서-

최근 쿠릴열도(북방영토) 영토분쟁 격화의 이
유와 전개과정 분석

8. 쿠릴열도 영토분쟁의
국내외적 요인과 조건 -러
시아입장에서-.pptx

9

남사군도 영토분쟁과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관련국들의 기본 입장과
영토문제 대응 전개 과정 고찰

9. 남사군도
중국.pptx

10

남중국해와 관련국들

남사군도의 영토분쟁 관련 중국의 기본 입장
과 베트남, 필리핀 등 관련국들의 대응 전개
과정 고찰

10. 남중국해와
들.pptx

11

중-러 영토분쟁의 역사적 전개

우수리강을 둘러싼 중국과 러시아간 영토분
쟁의 역사적 경위 및 전개 과정 분석

11. 중-러 영토분쟁의 역
사적 전개.pptx

12

중-러 영토분쟁의 타결

중러 영토 분쟁 협상의 전개 과정 및 영토
분쟁 타결 요인 분석

12. 중-러 영토분쟁의 타
결.pptx

분쟁의

격

영토분쟁과

관련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