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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품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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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해에 갱해 있는 여러 나라와 지역률 사이의 흉합 판계와 과정에는 책판적인 지

리적. 지청학혜， 경제적. 생태적 펼수 조건이 존재한다 지리격 조건용 유샤한 자연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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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기후 죠건으로 구성왼다 지쩡학적 iξ 건용 일본해에 접한 나라들， 지역툴 사이에 공룡

~r

도 포항원다 경제척인 조건온 특정 지역에 연재되어 있는 자연 자원율 효융척으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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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판싱사가 있다는 것융 의미하며， 안보상의 판계나 지정학객 문제 혜경융 휘한 판계율

하고자 하는 각국의 의도에 외혜서 표현힐 수 있다 생태학격 조건온 엉용혜에 정한 지
역들의 환정 상태， 륙히 생태학적 문제나 판심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밍정한 관계가 유
지되어야 함융 의미한다

이훌 확인하기 위해 우선 일본해 용 툴러싸고 있는 지역흩융 구분하였다 가장 중요
한 통합 조건온 모든 지역동의 경재적 - 지리적 상황의 특수성에셔 발견월 수 었다 모든
지역듭용 힐본해에 근갱하거나 접해 있￡며， 일본해 연안외 포든 지정에 대에 상호 접근

성융 갖고 있다 일본해 톨 중심으로 철도나， 도로망에 의한 환행의 네트쩍이 구축되고 있

어 연안외 항구나 항구도시롤과 합께 환형 구초을 형성하고 있다 각 지역톨의 경제적 ·
지역걱 위치 상얘서 가장 중요한 특정용 자연 자원에 대한 판셰이다

잉본해 연안의 이

지역률옹 자연 자원의 종류는 다양하지안 그 분포는 툴균형융 이루고 있어 지역들 사이
의 상호 보완이 필요하다 이 특정이 이 지역틀 간의 경제척 룡합 판계의 지속적인 발전
융 위해 가장 중요한 월수 초건이 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조건은 각 나라들이나 지역툴 사이의 정치걱인 판찌로 혜석필 수도

있다 경제척 • 지리적 상황이나 자연 자원의 장재성용 포항하는 지리적 요인온 지정학걱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지리적 정계의 존재나 그 양식도 지정학척 요인이나 흥합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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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으로 고려힐 수 있다

현채 수준에서의 생산력과 노동력 분화， 시장과 사회적 관계 풍

의 조건 아래서 한 국가나 지역온 인근 국가나 지역외 영토나 영혜에 판심융 갖게 된다

이러한 지갱학적 판성온 한 냐라가 다콩 나라의 영토나 영혜용 자연 자윈 용급지로， 시
장으로， 연구 활동이나 문화적 종간으로 이용하려는 형태로 표줄된다

일본해 각 지역 동

의 상호척인 지정학적 관심도흉 구해 온 곁파 일본파 냥한 중국 북동후 지역용 능동켜

- 7 -

인 지갱학켜 판심도을 나타내 긍정적인 지청학적 잠재 혁융 가진 반연‘ 러시아의 지역 률
이나 욕한용 수동적인 지정화객 관성도훌 나타냈다

자연 자원의 개방이나 얼본혜의 경제적 해상권을 장악하려는 과정에서 자연 자왼과
사회 • 정제걱 겁촉 구조가 형성되었다 。l 접촉 구조의 첫 번째 유형용 육지와 일본혜의

연철 지껑과 판련이 되어 있고， 두 번째 유 형온 일본해 톨 툴러싸고 있는 다른 국가률과
의 접옥. 연경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접촉 구조는 일본해을 중심 으로 방사형적 차이，

환앵격 차이을 만흩어 내고 있는데‘ 망사형척인 차이는 첫 번째 유형 융， 환형적 차이는
두 밴째 유형용 대연하고 있다
한연 이러한 접촉 구 조는 특정 지정이나 곁절정‘ 지역 퉁이 수행하는 특수한 접측

기놓으로 이어진다 그 정측 기능온 에 가지 그홈으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 그룹옹 육지

와 해양의 연경과 판련되고， 두 번째는 다릉 국가들간의 연결과 관련되며， 세 번째는 일
본혜의 환정 보호와 판리 ， 생태학적 문제에 대한 의사 경정 용 행하는 ￡직툴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일본해 지역애서의 룡합 판계를 위해서는 다양하고， 중요한 필수 조건톨
에 대한 고허가 필요하다
‘

l1L

Fl

J
?
ιi

t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