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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평화로운하나의세계인가? 

Immanual Kant ‘영구평화론’, Immanual Wallestein ‘세계정부’

-유혈충돌이난무하는분쟁의세계인가?

S. P. Huntington ‘문명충돌론’, Robert Kaplan

-1992년구소련의붕괴와사회주의권민족분쟁의심화

-Amy Chua, World on fire, 불타는세계와세계화(火)

-다민족국가의소수민족분리독립운동과국제분쟁

-UNPO와 Stateless-diaspora의국가수립분리독립운동

-나라잃은한인디아스포라와북미지역독립운동지원

-1929년광주학생독립운동과북미지역(미국, 쿠바, 멕시코)

*이론적 논의:세계화와 분쟁



-21세기평화로운하나의세계인가? 

-유혈충돌이난무하는분쟁의세계?

-1992년구소련의붕괴와민족분쟁의심화

소련(USSR)의 붕괴



-21세기평화로운하나의세계인가? 

-유혈충돌이난무하는분쟁의세계?

-1992년구소련의붕괴와민족분쟁의심화

유고연방의 붕괴



중국의 跨界民族과 정치안정

*서부지역소수민족분리독
립운동지속적전개

*변강과계민족의정치적
중요성인식과대응전략

*티벳문제의글로벌화
*신장과중앙아시아범투르
크주의(범이슬람주의)

*내몽고와삼몽통일론
*만주와조선족, 남북한문
제

*티벳의서남공정, 신장의
서북공정,몽고의북방공정

*서부대개발/동북진흥전략
전략으로경제통합을통한
국가통합



중국-티벳 분쟁의 배경과 국제 이슈화

분쟁의근본적원인 : 1949년중화인민공화국수립후인민해방군의티벳진입과중국화추진

▶1952.2.10. 서장군구설치
▶1952.9.6. 서장외무사무소설치
▶1953.2.24. 달라이라마북경사무처설치
▶1955.3.9. ‘서장자치구설립준비위원회에
관한결정’의결(달라이라마대체기구)
→티벳정교합일정치체제개혁의도

▶1957년 인민해방군 8개사단동원진압
▶1965.9.1. 서장장족자치구설립
▶1966년문화대혁명, 강합적통합정책실시

중화인민공화국

▷1952.03. 인민회의조직, 17개조협의와중국군
주둔반대라싸시위

▷ 1956년이후티벳저항시위빈발(게릴라전)

▷ 1959. 3월티벳독립선언, 대규모시위발발
→ 17개조협약파기후망명정부구성

▷ 1966년이후티벳내분리독립활동약화

티 벳

중국의강압정치결과 - 해외망명정부의독립주장정당화구실제공
- 티벳독립운동에대한국제사회관심고조



중국-티벳 분쟁의 배경과 국제 이슈화

2. 티베트 문제의 국제이슈화 : 내부 응집력과 달라이 라마의 국제적 활동

민족갈등의크기 결정요소 :  지배체제의정치적특성,  저항민족집단의내부응집력,  지도자의존재

- 티벳 분리독립 지속적 전개의 원동력
- 티벳의 민족정체성은 불교에 기반한 종교와 문화위에 달라이 라마라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강한 응집력을 가지고 있음.

달라이라마불 교

- 티벳 문화로써 보편적 신앙과 이념
체계로 존재

- 민족적 일체감 형성
- 티벳 민족주의에 정당성을 부여함

- 종교적 지도자이자 정치 지도자
- 관세음보살의 화신으로 불교 신정국가 티벳을

400년간 이끌어옴.
- 제14대 달라이라마인 텐진감초는 1959년 라
싸
사태이후인도로망명하여국제사회의지도자로부
상함.



중국-티벳 분쟁의 배경과 국제 이슈화

달라이 라마의 국제적 활동

▶ 1950년 중국의 티벳 점령
▷ 1950년 티벳 공산화 방지 유엔 청원
▷ 1959년 인도 망명 후 티벳문제의 국제화 본격 시작

서구 자유민주주의국가들의 적극적 지지 속에 국제사회를 무대로 활동
▷ 1978년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실시로 미국이 티벳을 중국 견제 카드로 활용

하면서 달라이라마의 국제적 지명도 상승
▷ 1989년 노벨평화상 수상으로 국제사회 정치적 입지 강화

국제사회의 중국에 대한 반인권 강압행위 비판 촉발
▷ 2008년 북경 올림픽을 티벳 독립의 마지막 기회로 선언

< 티벳 청년회의 >
1970년 10월 인도에 설립되어 전 세계 85개 지부를 두고 35,000여명의 회원이 있음.
인도 내 각종 시위를 주도하며 티벳 독립운동을 이끌고 있음.

http://tibetanyouthcongres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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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ublic of East Turkistan’분리독립 운동의 전개

744년. 터키계 이슬
람의 첫 국가 수립

중국 왕조와 대결

1397~1759년 . 통일
국가수립 후 독립유
지

1876년 . 청의 점령 ,
신강으로 지명 변경

*신강:새로운 변경, 새로
운 영토의 의미

1911년. 중화민국의
관리파견(신해혁명)
=> 무슬림 메카 순례
금지 등 종교탄압

1933년. 제1차 동투
르키스탄공화국 선포.
소수민족 동화 정책
반달

1944년. 제2차 통투르
키스탄공화국 선포(소련
의 지지 ) =>삼구혁명
(1945), 공화국정부가
이리, 타청, 아싼 등을 점
령

삼구혁명 中. 동투르
키스탄-국민당 연합
정부 구성/결렬

1949년. 임시정부-공
산당 연합 선언(독립
파 이탈=>터키 망명,
활동지속)

 통투르키스탄의 거센 분리독립 운동의 배경 : 민족적/종교적/문화적 이질성, 외세 개입,
내부 이념적 갈등 등의 복합적 요인에 의한 것임.

 2차례 동투르키스탄 공화국 선포의 의의 : 강압적 지배정책에 저항하는 반한 민족주의에
기반한 민족국가 수립의 경험, 현 중국체제 하의 저항 근거, 종교적/문화적 차이를 넘어선
민족자결의 정치적 활동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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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틀

분리독립 촉진 분리독립억제(통합, 동화)

중국의 통합정책및 대응정책
<4장의내용>

신강분리독립운동
<3장의내용>

2. 외부환경
① 중앙아시아
및 이슬람권
과의 국제적
연대

1. 내부 요소(정치적 동원능력)

① 역사적독립경험
② 민족 및종교동질성
③ 사회경제적상황

중국 서부 신강지역 과계민족과 정치안정

신강분리독립은
(1) 중국의 정치체제로부터 분리하여 새로운 정치체제 수립을 목적으로 함.

(2)신강및중국의내부요소/외부환경과의연계속에서촉진또는억제됨.

1. 내부 요소
① 분리독립불허 정책
② 서부대개발 정책

2. 외부환경 대응
① 상하이협력기구



* Devided and Diaspora of Mongolian->

1. 과계민족으로서몽골인:규모와분포

몽골인의 총인구는 1,000만 명 규모인데 <그림-1>과 같이 중국 내몽고자치구와 신강

위구르자치구, 청해성 등지에 580여만 명, 몽골리아에 300여만 명, 러시아의 브랴트,

칼미크, 튜바 등의 공화국에 8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다. 이외에도 한국, 미국 등 세계 12

개 국가에 분포되어 있다.

<그림1> 몽골인의거주분포



중국 동북3성 동북진흥전략과 북한관계

*동북지역은노후국
유기업중심의저발
전지역

*압록강과두만강을
사이에두고북한과
1,343km 국경

*단동-신의주, 장백-혜
산, 연변-함경도등
북중접경지역변경
무역

*북핵문제, 후계체제
문제등북한불안정
요인민감

*동북3성조선족과한
국인과연계현상

*접경지역탈북자문
제국제인권문제로
대두



-21세기평화로운하나의세계인가? 

-유혈충돌이난무하는분쟁의세계?

-1992년구소련의붕괴와민족분쟁의심화

다민족국가 중국은???G1 or Devid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