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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계획서

◎ 강좌 개요

개발목적

국제사회는 주권 국가를 기본으로 운영되는 국가 단위의 사회를 말한다. 국제사회는 서로
경쟁하지만 평화유지와 분쟁혜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본 콘텐츠의 개발
목적은 학습자들이 국제사회를 이해하고 국제질서를 바로 세우기위해 국제사회는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 알아보고 PBL 수업을 통해 글로벌마인드를 향상하고, 팀활동을 통해 문제
해결력향상, 공감소통 및 유연성등 핵심역량을 배양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자신을 만들
어나가는 기초를 다지는데 있다.

강 좌 명
한 글 국제사회 이야기

영 문 International communities and its story

강의주제 국제사회의 질서와 평화를 지키는 국제사회 이야기

강의개요

이 수업은 국제사회를 이해하고 핵심역량을 배양하여 국제인이 되는 기본을 갖추는데 필
요한 정보 및 소양을 제공하며 PBL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팀활동으로 국제사회의 문제점
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도모하는 수업이다. 따라서 이 수업은 교수의 원격강의와 학생
들의 팀활동 참여 및 결과 발표 그리고 수시평가와 학습태도, 그리고 과제제출로 진행된다.

학습목표

이 수업의 목표는 국제사회를 이해하고 국제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국제사회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3가지의 핵심역량 글로벌마인드 고취, 문제해결능력 향상,
공감소통 배양을 통해 국제사회의 책임감 있는 일원으로 자신을 만들어가는 기초를 다지
는 것이 목표이다.

주차
주차명

(주제)
주차별 학습 목표 차시 콘텐츠 명 영상길이

1 오리엔테이션
수업의 목적 및 주차별
수업내용 및 평가방법
에 대해 설명

1-1 국제사회 이야기 오리엔체이션 1 26:09

1-2 국제사회 이야기 오리엔테이션 2 27:47

2
국제사회의
정의

국제연맹의 붕괴 이유
와 국제연합의 설립목
적

2-1 국제사회의 정의 1 26:30

2-2 국제사회의 정의 2 27:36

3 국제사법 국제사법 이해
3-1 국제사법 1 25:01

3-2 국제사법 2 32:50

4 국제관습법 국제관습법 이해
4-1 국제관습법 1 27:19

4-2 곡제관습법 2 30:14

5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조약에 대한 이해 5-1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1 26:11



27:39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25-2

6
난민의 지위에
간한 협약

난님의 지위에 대한 이
해

6-1 난민지위에 관한 조약 1 32:50

6-2 난민지위에 관한 조약 2 32:04

7 강행규범 강행규범 이해
7-1 강행규범 1 25:35

7-2 강행규범 2 26:32

8 중간고사 중간고사
8-1 중간고사 Review 1 11:07

8-2 중간고사 Review 2 13:08

9
무력사용금지
원칙

무력사용원칙에 대한
이해

9-1 무력사용 금지 원칙 1 30:20

9-2 무력사용 금지 원칙 2 26:28

10 집단살인죄 집단살인죄에대한이해

10-1
집단 살인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조
약 1

25:34

10-2
홀로코스트, 르완다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재판소의 역할

26:52

11 인도에 반한 죄
인종차별금지 원칙에
대한 이해

11-1 인종차별 철폐 협약 및 조약 및 사혜 31:40

11-2 인종차별의 사례 및 대한민국의 현실 27:46

12 전쟁 범죄 전쟁범죄 사례
12-1 731 마루타 28:23

12-2 제노포비아 28:52

13 국제문제 중국과 미국의 대립
13-1 남중국해 26:13

13-2 미중 무역전쟁 37:00

14 국제문제 홍콩과 시리아 사태
14-1 홍콩보안법과 홍콩의 변화 28:53

14-2 시리아 내전과 폭격의 국제법상문제 31:09

15 기말고사 기말고사
15-1 기말 Review 1 17:13

15-2 기말 Review 2 17: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