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대외관계사 수업계획서(2013년도 1학기) 전반부 (후반부는 강의계획서 추후 첨부 예정)

한국의 대외관계사: 한일관계

*담당교수: 남기정, (연구실;140-401, 전화;880-9347, 메일;profnam@snu.ac.kr)
*세미나 시간: 목요일, 9:00-12:00
*면담시간: 목요일, 16:00-18:00
*세미나실: 140동 104호

1. 개요
일본의 패전과 한국의 해방 이후 한일관계사를 주로 한일국교정상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추적
하면서 갈등과 협력의 역사적 구조를 파악한다. 

2. 세미나 진행방식
첫째 주에는 오리엔테이션을 겸해 강의로 진행한다. 이후로는 매주 국문, 일문 또는 영문의 
강독 과제가 주어지며, 발제자의 문제제기에 대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강독 과제에 
더해 매주 참고자료가 추가로 제시된다. 제8주에는 시험을 본다. 다만 참가자의 규모에 따라 
시험을 연구발표로 대체할 수 있다.

3. 일정
제1강(3/7), 도입, 전후 한일관계 개관

남기정(2012) / 南基正(2012)
제2강(3/14), 전후 한일관계 통사

빅터 차(2004)
제3강(3/21), 한일회담의 전개1

이원덕(1996) / 다카사키(1996)
제4강(3/28), 한일회담의 전개2

오오타(2008) / 박진희(2008)
제5강(4/4), 한일회담의 전개3

요시자와(2005) / 장박진(2009)
제6강(4/11), 역사로서의 한일회담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I/II, 2010) / 李鍾元他(I/II, 2011)
제7강(4/18), 한일회담 이후 한일관계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2011) / 류상영 외(2012)
제8강(4/25), 중간고사 또는 연구발표

4. 기본도서
빅터 D. 차, 『적대적 제휴: 한국, 미국, 일본의 삼각 안보체제』, 문학과지성사, 2004.[Victor 

D. Cha, Alignment Despite Antagonism: The US-Korea-Japan Security Triangle,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9]

다카사키 소우지, 『검증 한일회담』, 청수서원, 1998.[高崎宗司, 『検証, 日韓会談』, 岩波新書, 
1996.]

이원덕, 『한일 과거사 처리의 원점: 일본의 전후처리 외교와 한일회담』,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오오타 오사무, 『한일교섭: 청구권 문제 연구』, 선인, 2008.[太田修, 『日韓交涉─請求權問題の
硏究』, クレイン, 2003.]

박진희, 『한일회담: 제1공화국의 대일정책과 한일회담 전개과정』, 선인, 2008.
장박진, 『한일회담이라는 역설: 식민지 관계 청산은 왜 이루어질 수 없었는가』, 논형, 2009.
吉澤文寿, 『戦後日韓関係─国交正常化交渉をめぐって』, クレイン, 2005.
이창훈/이원덕 편, 『한국 근현대정치와 일본 II, 해방후 편』, 선인, 2010.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편, 『한일회담과 국제사회(외교문서 공개와 한일회담의 재조명 I)』, 

선인, 2010.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편, 『의제로 본 한일회담(외교문서 공개와 한일회담의 재조명 II)』, 

선인, 2010 
李鍾元・木宮正史・浅野豊美, 『歴史としての国交正常化 I, 東アジア冷戦編』, 法政大学出版局, 

2011.
李鍾元・木宮正史・浅野豊美, 『歴史としての国交正常化 II, 脱植民地化編』, 法政大学出版局, 

2011.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편, 『박정희 시대 한일관계의 재조명』, 선인, 2011.
류상영, 와다 하루키, 이토 나리히코 편, 『김대중과 한일관계: 민주주의와 평화의 한일현대

사』, 연세대학교출판부, 2012.
남기정, 「한일관계의 국내정치와 국제정치」, 류상영, 와다 하루키, 이토 나리히코 편, 『김대중

과 한일관계: 민주주의와 평화의 한일현대사』, 연세대학교출판부, 2012.
남기정, 「한국민족주의의 전개와 한일관계: 분석적 연구를 위한 시론」, 『일본연구논총』, 24, 

2006.
남기정,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한일관계: ‘관대한 평화’와 냉전의 상관성」, 『동북아역사논

총』, 22. 2008.
남기정, 「중일국교정상화와 한일관계: 지연된 갈등」, 『일본연구논총』, 22, 2011. 
남기정, 「한일회담 시기 한일 양국의 국제사회 인식: 어업 및 평화선을 둘러싼 국제법 논쟁을 

중심으로」, 『세계정치』, 29(2), 2008.
남기정, 「한일 선박반환 교섭에 관한 연구: 1차 선박분과위원회 교섭을 중심으로」, 『일본연

구』, 43, 2010. 
南基正, 「戦後日韓関係の展開─冷戦、ナショナリズム、リーダーシップの相互作用」, 『GEMC 

Journal』, 7. 2012.

5. 참고자료
「미군정 법령 33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한일기본조약」 
「청구권협정」
「어업협정」
「문화재반환협정」
「재일한국인 지위 협정」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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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한일 지식인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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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평가방법
출석 20%, 세미나 참여도 30%, 시험(또는 연구발표)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