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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구분에 대하여 

일본은 2000 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라고 합니다. 역사는 움직이고 있어 멈추는 일은 없지만, 흐름이 크게 

변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전 시대의 끝이기도 하고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시대 

구분 

시대 년 일어난 일 

고  대 구석기 시대 ~ 1 만년 전  

 조몬 시대 1 만년  

 ~ 기원전 4세기 

 

 야요이 시대 기원전 4세기  

 ~ 3 세기 후반 

 

 고분 시대 3 세기 후반 ~  

 아스카 시대 6 세기 ~  

 나라 시대 710 년 헤이조쿄(나라)로 도읍지를 옮겼습니다. 

 헤이안 시대 794 년 헤이안쿄(쿄토)로 도읍지를 옮겼습니다. 

중  세 카마쿠라 시대 1192 년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정이대장군이 되었습니다. 

 남북조∙무로마치 시대 1333 년 카마쿠라 막부가 멸망하였습니다. 

  1338 년 아시카가 타카우지가 정이대장군이 되었습니다. 

  1392 년 남북조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즈치모모야마 시대 1467 년 오닌의 난이 시작되었습니다. 

 〃 1573 년 무로마치 막부가 멸망하였습니다. 

근  세 에도 시대 1603 년 토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 막부를 열었습니다. 

근현대 메이지 시대 1868 년 연호를〈메이지〉로 바꿨습니다. 

 타이쇼 시대 1912 년 연호를〈타이쇼〉로 바꿨습니다. 

 쇼와 시대 1926 년 연호를〈쇼와〉로 바꿨습니다. 

 헤이세이 시대 1989 년 연호를〈헤이세이〉로 바꿨습니다. 

●일본사에서 구석기 시대 다음은 조몬 시대입니다. 신석기 시대는 없습니다. 

●고분 시대와 아스카 시대는, 확실한 시대 구분이 없습니다.  

●카마쿠라 막부가 멸망한 1333 년부터 무로마치 막부가 멸망한 1573 년까지 자세히 나누면 더 많은 시대 

구분이 있습니다. 게다가 서로 겹쳐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한 것이 아래 표입니다. 

 

 

 

 

 

 

 



년 일어난 일 자세히 나눈 시대 구분 
이번에 사용한 시대 

구분 

1333 년 카마쿠라 막부가 멸망함 

(켄무의 신정 시작) 

켄무의 신정  남북조∙무로마치 시대 

1336 년 아시카가 타카우지가 북조의 천황을 

세움 

남북조 

시대 

1338 년 아시카가 타카우지가 정이대장군이 됨 무로마치 시대 

1392 년 남북조가 하나가 됨 

1467 년 오닌의 난이 시작됨 전국 시대 

1573 년 무로마치 막부가 멸망함 

（무로마치 시대의 끝） 

무로마치 막부가 멸망함 

(아즈치∙모모야마 시대의 시작） 

아즈치∙모모야마 시대 아즈치∙모모야마 시대 

1603 년 토쿠가와 이에야스가 정이대장군이 됨 

 

 

 



 

“세기”란? 

 

시대를 나타내는 말에는 “세기”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1. 서기를 100 년 단위로 구분한 것으로, 백년기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면, 

21 세기는〔2001 년~2100 년〕까지의 100 년입니다. 

세기의 계산 방법은, 계산하고자 하는 년을 4자릿수로 만듭니다. 

  【예】서기 57년 → 0057 년, 서기 239 년 → 0239 년 

4 자릿수로 만든 후, 위 2 자릿수에 1 을 합한 것이 세기가 됩니다. 단, 아래 2 자릿수가 00 년인 경우는 

예외로, 1 을 합하지 않습니다. 

 【예 1】0057 년 →〔00+1〕→ 1세기, 0239 년 →〔02+1〕→ 3 세기 

【예 2】0700 년 →〔07+0〕→ 7 세기, 2000 년 →〔20+0〕→ 20 세기 

2. 기원전(BC)과 기원후(AD)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서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해를 기원(시초. 즉, 서기 1 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태어난 해보다도 오래된 일에 대해서는 기원전을 사용합니다.  

 

 



(1) 구석기 시대（旧石器時代）(~ 기원전 1만년 전) 

 

구분 생활 방법 문화 관련자료 등 

사용하던 도구 뗀석기  뗀석기 

   

 

일상 생활 사냥∙고기잡이∙나무 열매나 

조개를 채집 

 

   

   

사는 곳 간단한 오두막집이나 돌담  

   

 

뗀석기（打製石器, 다세이 셋키） 

돌을 깨뜨려 만든 석기로, 돌의 표면이 연마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리 

1. 사냥이나 고기잡이∙나무 열매나 조개를 채집하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2. 뗀석기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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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몬 시대（縄文時代）(기원전 1만년 전 ~ 기원전 4세기) 

 

구분 생활 방법 문화 관련자료 등 

사용하던 도구 간석기 =조몬 문화=  

 조몬 토기   

 토우   

    

일상 생활 사냥∙고기잡이∙나무 열매나 조

개를 채집 

 조개더미 

    

    

사는 곳 움집  산나이마루야마 유적 

   (아오모리 현) 

    

 

간석기（磨製石器, 마세이 셋키） 

 

돌의 표면을 갈아 울퉁불퉁한 부분을 없앤 도구입니다. 

조몬 토기（縄文土器, 조몬 도키） 

 

표면에 새끼줄 같은 문양이 있습니다. 

토우（土偶, 도구） 

 

귀신을 쫓거나 음식의 풍족함을 빌기 위하여 사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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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개더미（貝塚, 카이즈카） 

 

고대인이 해변이나 물가에 조개 등을 먹은 껍질을 버린 장소입니다. 

움집（たて穴住居, 타테아나 주쿄） 

 

지면을 판 구멍에 지붕을 씌운 집입니다. 

  

정리 

1. 간석기와 조몬 토기가 사용되었습니다. 

2. 움집이나 조개더미∙토우가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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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야요이 시대（弥生時代）(기원전 4 세기 ~ 3 세기 후반) 

 

구분 생활 방법 문화 관련자료 등 

사용하던 도구 야요이 토기 ＝야요이 문화＝  

 금속기   

 동검이나 동창∙동경∙동탁   

    

일상 생활 벼농사   

  타카유카 창고   

  돌칼   

    

사는 곳 움집에 살며, 마을을 만듦  요시노가리 유적 

    

 

※일러두기…흑색 굵은 글씨는 중요한 연대, 적색 굵은 글씨는 특히 중요한 연대 

년∙세기 정치∙경제 문화∙생활 관련자료 등 

기원 전후 일본은 백여 개의 작은 나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57 노국의 왕이 중국에 사신을 보내 

황제로부터 금도장을 받음 

 한왜노국왕의 금인 

    

239 히미코가 위나라에 사신을 보냄   

    

 

야요이 토기（弥生土器, 야요이 도키） 

 

조몬 토기에 비해 얇고 단단한 상질의 토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초기에 발견된 장소의 이름이 

토기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금속기（金属器, 긴조쿠키） 

청동이나 철로 만들어진 용기로, 대륙에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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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탁（銅鐸, 도타쿠） 

 

종의 모양을 한 청동기가 만들어졌습니다. 

타카유카 창고（高床倉庫, 타카유카 소코） 

 

수확한 벼의 이삭을 비축하기 위해 높은 기둥을 세워 그 위에 

마루를 깔았습니다. 

요시노가리 유적（吉野ヶ里遺跡, 요시노가리 이세키） 

 

야요이 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으로 사가 현에 있습니다. 

한왜노국왕의 금인（漢倭奴国王の金印, 칸노와노나노 코쿠오노 킹인） 

1 세기 중반에 왜의 노국 왕이 중국 한나라에 사신을 보내 금인(금도장)을 하사받았습니다. 

야마타이 국∙히미코（邪馬台国∙卑弥呼, 야마타이코쿠∙히미코） 

 

위나라의 역사가 쓰인「위지왜인전」의 3 세기 부분을 보면, 

일본열도에 야마타이 국이라는 나라가 있어, 여왕 히미코가 점을 쳐 

정치를 행하였다고 합니다. 히미코는 사신을 중국 위나라에 보내 

황제로부터 많은 선물을 받았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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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벼농사가 보급되었습니다. 

  야요이 토기∙돌칼(벼의 이삭을 뜯음)∙타카유카 창고를 볼 수 있습니다. 

2. 금속기가 전해졌습니다. 

  제사 도구로 동탁을 볼 수 있습니다. 

3. 마을이 생겨 지배자가 나타났습니다. 

4. 작은 나라가 많이 생겼습니다. 

노국의 왕은 한나라부터 금인을 받았습니다. 

5. 야마타이 국의 여왕 히미코는 위나라와 교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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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분 시대（古墳時代）(3 세기 후반 ~ 600 년 경) 

※일러두기…흑색 굵은 글씨는 중요한 연대, 적색 굵은 글씨는 특히 중요한 연대  

년 정치∙경제 문화∙생활 관련자료 등 

350 경 야마토에 있던 나라가 일본을 

하나로 통일함 (야마토 정권) 

=고분 문화=  

  하니와 

 

 

  다이센 고분 

 

 이 무렵 도래인이 일본에 옴 

  

391 일본군이 조선에 건너가 백제와 

신라를 공격하고, 고구려와 전투를 

치름 

 전방후원분 

 

 

478 왜국의 왕인 부가 중국에 사신을 

보냄 

 

 

538 백제에서 불교가 전해짐  

   

 

야마토 정권（大和政権, 야마토 세이켄） 

나라 분지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에 강대한 세력을 가진 연합정부가 생겼습니다. 그 정부를 야마토 

조정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왕을 중심으로 한 킨키 지방의 유력한 호족에 의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야마토 정권의 왕을 오키미라고 합니다. 

전방후원분（前方後円墳, 젠포 코엔훈） 

야요이 시대 끝 무렵이 되면, 각지에서 지배자를 위한 거대한 무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을 

고분이라고 하고 동그란 것, 네모난 것, 열쇠 구멍 모양을 한 고분이 있었습니다. 열쇠 구멍 모양을 한 

고분을 전방후원분이라고 합니다. 

하니와（埴輪） 

고분 주변에 사람∙말∙집 등의 모양을 흙으로 빚어 만든 하니와를 늘어놓았습니다. 

도래인（渡来人, 토라이진） 

한반도에서 일본열도로 일족이 함께 이주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철제 농기구를 보급하여, 

스에키(흙으로 만든 단단한 질의 용기) 등의 대륙의 문화나 기술을 전하였습니다. 한자도 

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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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1. 각지의 지배자를 위해 거대한 무덤(고분)이 만들어졌습니다. 

◇고분 주위에 늘어져 있는 것이 하니와입니다. 사람∙말∙집 등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다이센 고분은 면적이 세계최대의 고분으로 열쇠의 모양을 한 전방후원분입니다. 

2. 나라 지방에 야마토 정권이 생겼습니다. 

3. 야마토 정권의 왕을 오키미라고 합니다. 정부는 야마토 조정이라고 합니다. 

4. 조선과의 교류가 번성하고 많은 도래인이 건너왔습니다. 

5. 도래인이 대륙의 문화나 기술을 일본에 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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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스카 시대（飛鳥時代）(600 년 경 ~ 710 년) 

※일러두기…흑색 굵은 글씨는 중요한 연대, 적색 굵은 글씨는 특히 중요한 연대  

년 정치∙경제 문화∙생활 관련자료 등 

593 쇼토쿠 태자가 섭정이 됨 =아스카 문화(불교 문화)=  

 호류지…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 

비단벌레불상궤 

 

603 쇼토쿠 태자가 관위 

12 계를 정함 

 

   비단벌레불상궤(호류지) 

604 쇼토쿠 태자가 헌법 

17 조를 정함 

 

         

쇼토쿠 태자 

 

 석가삼존상(호류지) 

 미륵보살상(코류지） 

   〃  （추구지） 

 

호류지…세계유산에 등록 

 

미륵보살(코류지) 

 

607 오노노 이모코를 

중국 수나라로 보냄  

630 첫번째 견당사를 

보냄 

석가삼존상(호류지) 

 

미륵보살(추구지） 

 

  

645 타이카 개신이 

시작됨 

  

672 임신의 난이 일어남 

  

  

 

섭정（摂政, 셋쇼） 

천황이 여성이나 어릴 경우에 앉히는 사람으로, 천황을 대신하여 정치를 하였습니다. 

관위 12 계（冠位十二階, 칸이주니카이） 

가문에 얽매이지 않고, 재능이나 공적이 있는 인물을 관료로 뽑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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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17 조（十七条の憲法, 주시치조노 켄포） 

천황의 명령에 따라야 할 지침 등에 대해, 관료가 지켜야 할 도리를 나타냈습니다. 

견수사（遣隋使, 켄즈이시） 

중국의 진보한 제도나 문화를 받아들이고자 오노노 이모코를 수나라에 보냈습니다. 

견당사（遣唐使, 켄토시） 

당나라의 제도나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사신을 보냈습니다. 

임신의 난（壬申の乱, 진신노 란） 

텐지 천황 사후 황위를 둘러싼 분쟁이 일어나, 전쟁에 이긴 텐무 천황이 즉위하였습니다. 

타이카 개신（大化の改新, 타이카노 카이신） 

나카노 오에 황자는 나카토미노 카마타리(훗날의 후지와라노 카마타리)와 함께 소가씨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치 구조를 만드는 개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때까지 호족이 지배하고 있던 토지와 사람들을 

공지∙공민으로 하여 국가가 직접 지배하려고 하였습니다. 

아스카 문화（飛鳥文化, 아스카 분카） 

6 세기 중반에 불교가 백제에서 전해져, 쇼토쿠 태자와 소가씨가 불교를 보급하려고 하였습니다. 

도읍지가 있던 아스카 지방을 중심으로, 불교를 기반으로 한 문화가 번창하였습니다. 

호류지（法隆寺） 

나라 현에 있는 쇼토쿠 태자가 지은 절로, 아스카 시대의 대표적인 건축물입니다. 1993 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석가삼존상（釈迦三尊像, 샤카산존조）  

호류지에 있는 아스카 시대의 대표적인 불상입니다. 한반도에서 온 도래인의 자손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정리 

1. 쇼토쿠 태자가 스이코 천황의 섭정이 되어 천황중심의 정치를 하였습니다. 쇼토쿠 태자는 

 ◇관위 12 계와 헌법 17 조를 만들었습니다. 

 ◇견수사를 파견하여 수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2. 나카노 오에 황자와 나카토미노 카마타리가 소가씨를 쓰러뜨리고 타이카 개신을 실시하였습니다. 

공지∙공민 등 천황 중심의 정치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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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텐지 천황 사후, 황위를 둘러싼 분쟁(진신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4. 당나라의 율령 제도를 모방하여 타이호 율령을 만들었습니다. 

5. 일본 최초의 불교 문화인 아스카 문화가 아스카 지방에서 번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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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나라 시대（奈良時代）(710 년 ~ 794 년) 

※일러두기…흑색 굵은 글씨는 중요한 연대, 적색 굵은 글씨는 특히 중요한 연대  

년 정치∙경제 문화∙생활 관련자료 등 

701 타이호 율령이 정해짐 =텐표 문화= 쇼소인 

 

  “고사기”“일본서기” 

 반전수수법이 발령됨   (신화나 전승∙기록) 

  “풍토기” 

710 나라에 헤이조쿄를 세움   (자연, 산물, 전설) 

  “만엽집” 

    (와카)  

741 나라마다 코쿠분지∙코쿠분니지를 

지음 

 토다이지 토쇼다이지 

 

   토쇼다이지 

   

743 간전영년사재법이 발령됨  

   

752 토다이지의 대불이 완성됨  

    

754 간진(당의 승려)이 일본으로 

건너옴 

 

  

   

   

   

   

   

    

 

타이호 율령（大宝律令, 타이호 리츠료） 

당나라의 법률을 모방하여 전국을 다스리는 방법을 자세하게 정한 법률입니다. 율령에 의거하여 

정치를 행하는 국가를 율령국가라고 합니다.  

공지공민（公地公民, 코치 코민） 

모든 토지와 백성을 나라의 소유로 만들기 위하여 사유지∙사유민을 폐지하였습니다. 

반전수수법（班田収授法, 한덴슈주호） 

호적에 등록된 6살 이상의 모든 백성에게 구분전(=토지)이 주어져, 그 백성이 죽으면 나라에 반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대신 백성들은 조(벼), 용(직물), 조(비단∙실∙풀솜∙특산물)라고 불리는 세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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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하였습니다. 

간전영년사재법（墾田永年私財法, 콘뎅에이넨시자이호） 

구분전이 부족하게 되자, 새롭게 개간한 토지라면 나라에 반납하지 않고 영원히 자신의 토지로 하여도 

좋다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때문에 귀족∙사원이나 군사들은 농민을 부려 땅을 개간하고 자신의 

토지를 넓혔습니다. 

텐표 문화（天平文化, 텐표 분카） 

불교와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문화로 쇼무 천황 때 가장 번성하였습니다. 

불교의 힘에 의해 나라를 지키고자 나라마다 코쿠분지를 지었습니다. 

도읍지(나라)에는 토다이지를 세웠습니다. (사진은 토다이지) 

 

 

쇼소인（正倉院） (나라, 奈良:토다이지, 東大寺) 

 

견당사가 가지고 돌아온 물건이 들어있었습니다. (사진은 쇼소인 보물) 

간진（鑑真） 

당나라에서 일본으로 건너와 토쇼다이지를 짓고, 불교를 보급하였습니다. 

 

정리 

1. 법률(율령)에 의거한 정치가 행해졌습니다. 

 ◇당나라를 모방하여 다이호 율령을 만들었습니다. 

 ◇공지공민이 실행되고, 백성들에게는 반전수수법에 의하여 구분전이 주어졌습니다. 

 ◇백성들은 세금(조∙용∙조)을 나라에 납부하였습니다. 

성인 남자에게는 병역에 의무도 있어, 사키모리로서 큐슈 북부로 배정되는 병사도 있었습니다. 

2. 당나라의 장안을 모방하여 헤이조쿄를 만들고, 와도카이친이라는 화폐도 발행되어 시장에서 

사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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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지공민 제도가 무너졌습니다. 

 ◇구분전이 부족해지자 새롭게 개척한 토지의 영구 사용을 인정하였습니다. (간전영년사재법) 

 ◇사유지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4. 쇼무 천황은 각지에 코쿠분지와 코쿠분니지를 지어, 불교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려고 하였기 때문에 

불교가 번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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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헤이안 시대（平安時代）(794 년 ~ 1192 년) 

※일러두기…흑색 굵은 글씨는 중요한 연대, 적색 굵은 글씨는 특히 중요한 연대  

년 정치∙경제 문화∙생활 관련자료 등 

794 도읍지를 헤이안쿄(쿄

토)로 옮김 

=국풍 문화=  

  카나 문자 겐지 모노가타리 두

루마리 그림 

 

894 견당사 파견이 중지됨 “겐지 모노가타리”〔무라사키 시키부〕 

  “마쿠라노 소시”〔세이쇼 나곤〕 

935 타이라노 마사카도의 난

이 일어남 

“코킹 와카슈”〔키노 츠라유키〕 

  신덴즈쿠리  

1016 후지와라 미치나가가 섭

정이 되고, 후지와라씨가 

번영함 

뵤도인 호오도 뵤도인 호오도 

 

 주손지 콘지키도 

  

 

무라사키 시키부 

1086 시라카와 상황이 원정을 

시작함 

   

1156 호겐의 난이 일어남 주손지 콘지키도 

 

  

1159 헤이지의 난이 일어남 

   

1167 타이라노 기요모리가 태

정대신이 됨 

헤이안 시대의 불교  

  〈천태종〉〔사이초〕  

1185 헤이씨가 멸망함    (히에이잔∙엔랴쿠지)  

  〈진언종〉〔쿠카이〕  

    (코야산∙콘고부지)  

  정토신앙  

    

 

견당사의 폐지（遣唐使の廃止, 켄토시노 하이지） 

당나라의 정치가 문란해지고, 또 항해가 위험하다는 이유로 중지되었습니다. 그 결과 국풍 문화가 

번성하였습니다. 

무사의 등장（武士の登場, 부시노 토죠） 

지방의 호족과 중앙 관료의 교류 사이에서 무사가 생겨났습니다. 타이라노 마사카도∙후지와라노 

스미토모의 난이 일어났지만, 무사가 난을 평정시키자 무사의 힘이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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겐씨와 헤이씨의 무사단의 세력이 강하였습니다. 

섭관정치（摂関政治, 셋칸 세이지） 

후지와라씨는 딸을 천황의 황후(아내)로 보내고 그 자식을 다음 천황으로 세워, 천황이 어릴 적에는 

섭정, 성장하면 관백이라는 자리에 올라 정치의 실권을 장악하였습니다. 또한, 장원(사유지)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섭관정치는 후지와라노 미치나가와 그의 자식 요리미치 무렵이 가장 

왕성하였습니다.  

원정（院政, 인세이） 

시라카와 천황이 겐씨와 헤이씨를 부려 시작한 새로운 정치입니다. 천황이 직위를 물려주고 상황이 된 

후에도 섭관가를 누르고 정치를 계속하였습니다. 

겐씨와 헤이씨의 전쟁（源氏と平氏の戦い, 겐지토 헤이시노 타타카이） 

정치의 실권을 둘러싸고 겐씨와 헤이씨가 일으킨 전쟁으로, 타이라노 키요모리가 겐씨를 무찌르고 

세력을 넓혔습니다.  

타이라노 키요모리는 무사로서 처음으로 태정대신이 되었습니다. 또한, 송나라와의 무역을 위하여 

효고(코베시)에 항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송나라와 고려（宋と高麗, 소토 코라이） 

중국에서는 당나라가 10 세기 초반에 멸망하고 송나라가 중국을 통일하였습니다. 

한반도에서는 고려가 일어나 신라를 멸망시켰습니다. 

    중국  당   ⇒  송  

    조선  신라  ⇒  고려  

 

정토신앙（浄土信仰, 조도신코） 

10 세기 중반부터 세상이 어지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염불을 외어 아미타불에 의지하며 사후에 

극락정토에서 다시 태어날 것을 기도하였습니다. 각지에는 아미타당이 지어졌습니다. 뵤도인 

호오도(아미타당)도 그 중 하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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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1. 칸무 천황은 도읍지를 교토로 옮기고, 동북지방의 에미시에 대항하여 여러번 군을 보내어 세력을 

넓혔습니다. 

2. 천태종(사이초)이나 진언종(구카이) 등의 새로운 불교가 나왔습니다. 

3. 후지와라 씨가 섭정∙관백이 되어 실권을 장악하였습니다. 후지와라 미치나가와 그의 아들 요리미치 

무렵에 섭관정치는 전성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이 무렵 정토신앙이 유행하여 뵤도인 호오도가 

지어졌습니다. 지방의 정치는 자신의 수입만을 생각하는 관리가 늘어나 문란해졌습니다. 

4. 천황이 직위를 물려준 뒤에도 정치를 계속하는 인정이 시작되었습니다. 

5. 호겐∙헤이지의 난에서 승리한 헤이씨가 정치적으로 큰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는 

타이라노 키요모리로, 태정대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헤이씨도 겐씨에게 패배하여 멸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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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카마쿠라 시대（鎌倉時代）(1192 년 ~ 1333 년) 

※일러두기…흑색 굵은 글씨는 중요한 연대, 적색 굵은 글씨는 특히 중요한 연대 

년 정치∙경제 문화∙생활 관련자료 등 

1192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정이대장

군이 되어 카마쿠라 막부를 엶 

    

  새로운 불교   

  미나모토노 요리토모 

 

〈정토종〉〔호넨〕   

  〈정토진종〉〔신란〕    

  〈시종〉〔잇펜〕   

  〈일련종〉〔니치렌〕   

 선종(중국에서 전해짐)   

  〈임제종〉〔에이사이〕   

  〈조동종〉〔도겐〕   

    

1219 겐씨 장군이 멸망하고 호조씨가 

권력을 잡음 

  

  =카마쿠라 문화= 

     “헤이케 모노가타리”  

1221 조큐의 난이 일어남  “신 코킹와카슈” 

     “호조키”〔카모노 

초메이〕 

1232 호조 야스토키가 고세이바이 시

키모쿠를 정함 

 “츠레즈레구사”〔요시다 

켄코〕 

  

  토다이지〈금강역사상〉 금강역사상（토다이지） 

     〔운케이∙카이케이〕 

1274 원나라의 대군이 옴 (붕에이 전

쟁) 

  

      

1281 다시 원나라의 군대가 옴 (코안 

전쟁) 

 

쿠빌라이 칸 

  

    

    

   모코슈라이 그림 

 

    

    

    

    

      

1297 토쿠세이레이를 발령     

        

1333 카마쿠라 막부가 멸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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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고（守護）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나라마다 둔 관직. 나라 안의 군대나 경찰의 일을 하였습니다. 

지토（地頭）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장원∙공령에 둔 관직. 연공이라는 조세를 거두는 일을 하였습니다. 

싯켄 정치（執権政治, 싯켄 세이지） 

제 3 대 장군인 미나모토 사네토모가 죽자, 정치의 실권이 호조씨에게로 옮겨졌습니다. 호조씨는 

미나모토노 요리토모의 처가로서, 모든 정무를 관할하는 최고직인 싯켄이라는 직책에서 정치를 

행하였습니다. 

조큐의 난（承久の乱） 

1221 년 고토바 조코가 조정의 세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반란을 일으켰지만, 막부군에게 

패배하였습니다. 그 후, 막부는 쿄토에 로쿠하라탄다이를 두고 조정을 감시하였습니다.  

고세이바이 시키모쿠（御成敗式目） 

1232 년 싯켄 호조 야스토키가 재판의 기준을 고케닌(장군의 부하 무사)에게 지시하기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무사 법률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겐코（元寇） 

쿠빌라이 칸에 의한 두 번의 습격(1274 년 붕에이 전쟁, 1281 년 코안 전쟁)을 말합니다.  

일본을 정복하려고 하였지만 결국 실패하였습니다.  

고온과 호코（ご恩と奉公） 

장군과 고케닌(장군의 부하 무사)은 주종관계에 의해 맺어져 있었습니다. 장군은 고케닌의 영지를 

보호하고(고온), 고케닌은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호코). 이러한 사회제도를 봉건제도라고 합니다.  

                      장  군 

     목숨을 걸고 싸움=호코            영지를 부여함=고온 

                                  고케닌 

토쿠세이레이（徳政令） 

겐코(원나라의 두 차레에 걸친 습격) 이후, 카마쿠라 막부는 생활이 어려운 고케닌을 구제하기 위하여 

빚을 없애 주는 토쿠세이레이를 발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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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1. 헤이씨가 멸망하고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정치의 실권을 장악하였습니다.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는 

슈고와 지토를 두어 카마쿠라 막부를 열고 정이대장군이 되었습니다. 장군과 무사는 고온과 호코의 

관계로 맺어져 있었습니다. 

2. 미나모토노 요리토모 사후, 장군을 돕기 위하여 호조씨에 의하여 싯켄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고토바 상황이 호조씨에게서 정치의 실권을 되찾기 위하여 조큐의 난을 일으켰습니다. 

◇고세이바이 시키모쿠라는 무사의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3. 원나라의 습격(겐코)이 두 차례 있었습니다. 

◇막부는 지출이 컸기 때문에 자금난에 처하였습니다. 

◇무사들도 생활이 궁해지자, 막부에 불만을 품게 되었기 때문에 토쿠세이레이를 발령하였습니다. 

4. 새로운 불교가 보급되어, 카마쿠라 문화(귀족 문화와 무사 문화)가 태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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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무로마치 시대（室町時代）(1335 년 ~ 1573 년) 

※범례…흑색 굵은 글씨는 중요한 연대, 적색 굵은 글씨는 특히 중요한 연대  

년 정치∙경제 문화∙생활 관련자료 등 

1334 켄무의 신정이 시작됨 =무로마치 문화= 금각 

 

   키타야마 문화 

1336 고다이고 천황이 요시노로 

이동하여 남북조가 대립함 

금각:〔아시카가 요시미츠〕 

   히가시야마 문화 

  은각:〔아시카가 요시마사〕 은각 

 

1338 아시카가 타카우지가 무로마치 

막부를 엶 

선종의 영향 

   쇼인즈쿠리 

1392 남조와 북조가 하나가 됨  료안지의 석정 

  수묵화:〔셋슈〕 

 

 

1397 아시카가 요시미쓰가 금각을 세움 쇼인즈쿠리 

 

  

1404 칸고 무역이 시작됨 

  

1467 오닌의 난이 시작됨  노가쿠:〔강아미∙제아미〕  

   “타이헤이키” 료안지 석정 

 

1489 아시카가 요시마사가 은각을 세움 “오토기 소시” 

   〈렌가〉 

1543 소총이 전해짐 

 

〈차노 유〉 

 〈쿄겐〉  

  

 

 

 

 

“오토기 소시”일촌 법사 

 

  

   

1549 천주교가 전해짐  

   

1573 무로마치 막부가 멸망함  

    

 

켄무의 신정（建武の親政, 켄무노 신세이） 

고다이고 천황은 카마쿠라 막부가 멸망한 다음 해, 연호를 켄무로 고치고 귀족 중심의 정치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무사들의 불만이 늘자 아시카가 타카우지가 군사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 

신정도 2년 남짓으로 실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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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조의 내란（南北朝の内乱, 난보쿠초노 나이란） 

남조(고다이고 천황 측)과 북조(아시카가 타카우지 측)으로 나뉘어 대립하였습니다. 이 내란은 

약 60 년간 계속되어 아시카가 요시미츠 무렵에 끝났습니다. 

칸고 무역（勘合貿易）(명일 무역, 日明貿易） 

3대 장군인 아시카가 요시미츠가 시작한 명나라와의 무역입니다. 정식 무역선과 

왜구(중국의 연안에서 배를 습격하던 해적)를 구별하기 위하여 칸고(정식 

무역선의 증표)를 사용하였습니다. 

오닌의 난（応仁の乱, 오닌노 란） 

1467 년 제 8 대 장군인 아시카가 요시마사 시기에 호소카와씨와 야마나씨가 다음 장군을 결정하는 

문제로 사이가 나빠지자, 다수의 슈고다이묘를 끌어들인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쿄토를 중심으로 약 

11 년간 전투가 계속되어 점차 각국 각지로 퍼졌습니다. 이 이후를 전국 시대라고 하고 무로마치 

막부의 힘은 약해져 갔습니다. 

중계 무역（中継貿易, 추게이 보에키） 

15세기 초반, 류큐 왕국(지금의 오키나와 현)이 성립하였습니다. 류큐 왕국은 동아시아 지역의 나라와 

무역이 왕성하였습니다. 특히 중국과 조선, 일본, 동아시아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무역을 중계 무역이라고 합니다. 

소총 전래（鉄砲伝来, 텟포 덴라이） 

포르투갈인이 전한 소총은, 전국 시대에 전해져 순식간에 일본 각지에 퍼졌습니다.  

그 결과, 전투 방법이 변하여 전국 통일이 앞당겨지게 되었습니다. 

천주교 전래（キリスト教伝来, 키리스토교 덴라이） 

자비에르가 일본에 천주교를 전하였습니다. 자비에르는 카톨릭의 세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아시아에 

천주교를 보급할 목적으로 왔습니다. 

남만 무역（南蛮貿易, 난반 보에키） 

이 무렵 행해진 포르투갈∙스페인인과의 무역을 말합니다. 수출품은 은과 구리, 수입품은 

생명주실∙소총과 화약∙향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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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1. 카마쿠라 막부의 멸망으로 천황 중심 정치(켄무의 신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귀족을 중요시하는 정치에 불만을 품고 있던 무사들에 의하여 켄무의 신정은 서너 해 만에 

무너지고, 남북조의 쟁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8대 장군인 아시카가 요시마사 때, 남북조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2. 아시카가 타카우지가 정이대장군이 되어 무로마치 막부를 열었습니다. 

3. 제 3 대 장군인 요시미츠가 칸고 무역(명일 무역)을 시작한 것을 계기로, 각지에서 산업이 

번성하였습니다. 

4. 다이묘의 대립과 장군가의 상속 분쟁에서 오닌의 난이 일어나 전국에 전란이 퍼졌습니다. 

5. 오닌의 난 이후, 하극상의 풍조가 퍼져 센고쿠다이묘가 각지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극상이란, 

계급이나 신분이 낮은 사람이 윗사람을 꺾고 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6. 유럽인이 건너와 소총과 천주교를 전하였습니다. 포르투갈인과 스페인인과의 무역(남만 무역)으로 

남만 문화가 전해졌습니다→남만 문화는 아즈치 모모야마 시대에 기재. 

7. 무로마치 시대의 문화에는 귀족의 문화와 무사의 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키타야마 문화(금각사, 

노), 간소하고 기품있는 히가시야마 문화(은각사, 수묵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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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아즈치모모야마 시대（安土桃山時代）(1573 년 ~ 1603 년) 

※일러두기…흑색 굵은 글씨는 중요한 연대, 적색 굵은 글씨는 특히 중요한 연대  

년 정치∙경제 문화∙생활 관련자료 등 

1577 오다 노부나가가 아즈치 마을에서 

라쿠이치 라쿠자 령을 내림 

=남만 문화=   

  ・빵    ・카스테라 카스테라 

 

1582 혼노지의 정변으로 오다 노부나 ・담배  ・단추 

 가가 사망함 ・카루타  ・의학 

 오다 노부나가 

 

・천문학 ・항해술 

  

 =아즈치 모모야마 문화= 카루타 

 

 성곽 건축이 대표적 

  아즈치 성 〔노부나가의 

거성〕 

  오사카 성 〔히데요시의 

거성〕 

  히메지 성  

1582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켄치를 시작

함 

(세계문화유산)  

  주라쿠다이〔히데요시의 

저택〕 

히메지 성 

 

1588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카타나가리를 

시행함 

병풍 그림∙맹장지 그림 

  〔카노 에이토쿠∙카노 

산라쿠〕 

1590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통일

함 

 차노유 완성〔센노 리큐〕 

   조루리 (샤미센) 

1592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으로 병

사를 보냄 

카부키 오도리 

 (분로쿠∙게이초의 출병) 〔이즈모노 오쿠니〕 차노유 

 

  카부키 

 

1598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 

 토요토미 히데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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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 세키가하라 전투가 일어남   

 〔토쿠가와 이에야스 vs 

이시다 미츠나리〕 

  

    

 

라쿠이치 라쿠자（楽市楽座） 

오다 노부나가가 시행한 정책으로, 시장의 세금이나 각지의 관문을 없애 상공업의 발전을 

꾀하였습니다. 교통을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관문을 없앴습니다. 

타이코 켄치（太閤検地）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시행한 정책으로, 목적은 연공(年貢, 세금)을 확실히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길이와 양의 단위를 통일하여 전국의 논밭의 넓이를 조사하고, 예상되는 생산량을 코쿠다카로 

나타내었습니다. 1 코쿠는 150 킬로그램에 상당합니다.  

타이코 켄치에 의하여 귀족이나 절, 신사, 유력한 농민이 가지고 있던 토지의 권리는 없어졌습니다. 

대신 직접 토지를 일구고 있는 농민이 토지의 권리를 가졌습니다. 

카타나가리（刀狩） 

각지에 일어나는 폭동을 막기 위하여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시행한 정책으로, 농민에게서 무기를 

몰수하여 무사와 농민의 구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병농 분리（兵農分離, 헤이노 분리） 

타이코 켄치와 카타나가리로 무사와 농민의 신분을 분명하게 나누었습니다. 

조선 출병（朝鮮出兵, 초센 슛페이） 

명나라의 정복을 꾀하던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길목에 해당하는 조선에 두 번에 걸쳐 군대를 

출병시켰습니다. 하지만 격렬한 저항에 부딪치고, 히데요시가 사망하면서 군대를 철수하였습니다. 

세키가하라 전투（関ヶ原の戦い, 세키가하라노 타타카이）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한 후,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지지하는 그룹과 반대하는 그룹, 양 군을 

합하여 16 만명의 병사가 기후 현의 세키가하라에 모였습니다. 천하를 판가름하는 전투에서 토쿠가와 

이에야스가 승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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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1. 오다 노부나가가 무로마치 막부를 멸망시켰습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아즈치 성하에서 라쿠이치 

라쿠자를 실시하였습니다. 

2. 오다 노부나가 사망 후,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통일하였습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타이코 켄치와 카타나가리를 실시하여 오래된 사회 구조를 

무너뜨렸습니다→이것을 병농 분리라고 합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명나라의 정복을 노려, 두 번에 걸쳐 조선을 공격했지만 실패하였습니다. 

3. 낮은 신분에서 높은 신분이 된 다이묘와 다이쇼닌의 기풍을 나타낸 화려하고 웅대한 모모야마 

문화가 번성하였습니다. 또한 이 시대에는 남만 무역에 의한 유럽 문화(남만 문화)의 영향도 눈에 

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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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에도 시대（江戸時代）(1603 년 ~ 1868 년) 

※일러두기…흑색 굵은 글씨는 중요한 연대, 적색 굵은 글씨는 특히 중요한 연대  

년 정치∙경제 문화∙생활 관련자료 등 

1603 토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 막부를 엶   

 토쿠가와 이에야스 

 

  

  

  

  

  

  

   

1615 토요토미씨가 멸망함   

 부케 쇼핫토를 정함   

   인형 조루리 

 

1635 산킨 코타이 제도가 시행됨  

   

1637 시마바라∙아마쿠사의 폭동이 일어남  

   

1639 포르투갈선이 오는 것을 금지함(쇄국 

완성) 

=겐로쿠 문화= 

  카미가타(오사카∙교토) 

중심의 서민 문화 

 

   오쿠노 호소미치 그림 

 1649 케이안 포고문을 내림 〔치카마츠 몬자에몬〕 

  …인형 조루리 

1687 생물살생금지령을 내림 〔이하라 사이카쿠〕 

  …우키요 소시 

1709 아라이 하쿠세키가 쇼토쿠의 정치를 

실행함 

 〔마츠오 

바쇼〕…하이카이 

  “오쿠노 호소미치”  

1716 토쿠가와 요시무네의 쿄호 개혁  카부키가 유행함 텐메이의 대기근 그림 

 

   

1772 타누마 오키츠구가 로주가 됨  

  난학이나 국학이 일어남 

1782 텐메이의 대기근이 일어남  〔스기타 겐파쿠〕… 

  “해체신서”(1774) 

1787 마츠다이라 사다노부의 칸세이 개혁  〔모토오리 노리나가〕…  

  “고사기 전”(1798) 카츠시카 호쿠사이가 

그린 그림 19 세 카세이 문화가 번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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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반   

  =카세이 문화= 

  에도 중심의 서민 문화 

  우키요에 

1825 외국선 추방령이 발령됨 〔키타가와 우타마로〕 미

인화 

안도 히로시게가 그린 

그림 

 

  〔카츠시카 호쿠사이〕풍

경화 

1833 텐포의 대기근이 일어남 〔안도 히로시게〕풍경화 

  문학 

1837 오시오 헤이하치로의 난이 일어남 〔줏펜샤 잇쿠〕… 

  “토카이도추 히자쿠리게” 

1841 미즈노 타다쿠니의 텐포 개혁 〔타키자와 바킨〕…  

  “난소 사토미 핫켄덴” 토카이도추 히자쿠리게 

동상 

 

1853 페리가 우라가로 내항함 〔코바야시 잇사〕…(하이

쿠) 

 

 

〔요사 부손〕…（하이쿠） 

  

 

 

코바야시 잇사 

 

 

  

1854 미일화친조약을 맺음 난소 사토미 핫켄덴 

 

  

1858 미일수호통상조약을 맺음 

   

1859 안세이노 타이고쿠가 일어남 

  

1863 사츠에이 전쟁이 일어남  

   

1866 삿초 동맹을 맺음  

   

1867 토쿠가와 요시노부가 대정봉환을 하

여 에도 막부가 멸망함 

  

    

    

 

부케 쇼핫토（武家諸法度） 

에도 막부가 다이묘가 힘을 키우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정한 규칙입니다. 막부의 허가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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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묘끼리 결혼하거나, 새로운 성을 짓는 일 등도 금지시켰습니다. 

 

산킨 코타이（参勤交代） 

제 3 대 장군인 토쿠가와 이에미츠가 만든 규칙입니다.「산킨」이란 에도에 나와 장군을 섬기는 

일,「코타이」는 자신의 영지로 돌아가 정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킨 코타이는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각 번의 재정은 어려워졌습니다. 번의 재정을 어렵게 하여 각 번의 힘을 약하게 하는 

것이 토쿠가와 막부의 목적이었습니다. 

시마바라∙아마쿠사의 폭동（島原・天草一揆, 시마바라∙아마쿠사 잇키） 

지금의 나가사키 현에서 농민들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반란입니다. 에도 막부는 천주교를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반대하는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아마쿠사 시로 토키사다라는 소년이 그 

반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쇄국（鎖国, 사코쿠） 

에도 막부가 일본인이 해외에 나가는 것을 금지하고, 네덜란드와 중국을 제외한 나라와는 외교와 

무역을 하지 않은 정책을 말합니다. 데지마 이외의 곳에서는 외국과의 무역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케이안 포고문（慶安のお触書, 케이안노 오후레가키） 

에도 막부가 농민들에게 시행한 법률로, 사치를 금하고 농업에 정진하라는 규칙입니다. 

생물살생금지령（生類哀れみの令, 쇼루이 아와레미노 레이） 

제 5 대 장군 토쿠가와 츠나요시가 내린 명령으로, 모든 살아 있는 생물을 죽이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쇼토쿠 개혁（正徳の冶, 쇼토쿠노 지） 

화폐의 발행을 늘려 재정난을 극복하려 한 제 5 대 장군 츠나요시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하여 아라이   

하쿠세키가 시행한 개혁입니다. 아라이 하쿠세키는 화폐의 가치를 원래대로 돌려 놓고 지출을 줄이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쿄호 개혁（享保の改革, 쿄호노 카이카쿠） 

제 8 대 장군 토쿠가와 요시무네가 약해진 막부를 복구하기 위하여 시행한 개혁입니다. 

칸세이 개혁（寛政の改革, 칸세이노 카이카쿠） 

마츠다이라 사다노부가 토쿠가와 요시무네처럼 개혁을 했습니다. 막부를 복구하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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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선 추방령（外国船打払令, 가이코쿠센 우치하라이 레이） 

일본은 쇄국 정책을 펴고 있었기에, 연안에 근접하는 외국선은 모두 대포로 쫓아 버리라는 막부의 

명령입니다. 

텐포의 대기근（天保の大飢饉, 텐포의 다이키킨） 

1833 년부터 1839 년 경에 일어난 대기근입니다. 막부의 대책이 충분하지 못하여 많은 사람이 죽고, 

각지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오시오 헤이하치로의 난（大塩平八郎の乱, 오시오 헤이하치로노 란） 

태풍과 쌀의 흉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던 농민을 구제하기 위하여, 전 막부의 관리였던 

오시오 헤이하치로가 일으킨 반란입니다. 전 막부의 관리가 일으킨 반란이었기 때문에 막부는 굉장히 

당황하였습니다. 

텐포 개혁（天保の改革, 텐포노 카이카쿠） 

미즈노 타다쿠니가 막부를 복구하기 위하여 힘쓴 개혁입니다. 하지만 이 개혁도 칸세이 개혁처럼 

실패하였습니다. 쿄호 개혁∙칸세이 개혁∙텐포 개혁을 에도 삼대 개혁이라고 합니다. 

페리의 내항（ペリーの来航） (흑선 내항, 黒船来航） 

1853년 미국인 선장 페리가 검은 선박을 타고 우라가로 왔습니다. 미국은 포경선이나 무역선을 위하여 

태평양에 기항지가 필요하였기에 일본에 개국을 요구하였습니다.  

미일화친조약（日米和親条約, 니치베이와신조야쿠） 

페리가 내항한 다음 해, 에도 막부와 미국이 맺은 조약으로, 막부는 시모다 항과 하코다테 항을 

개항하였습니다. 또 미국 선박에 연료와 음식을 내주는 약속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200 년 이상 

계속되었던 쇄국 정책이 막을 내렸습니다. 

미일수호조약（日米修好条約, 니치베이슈코조야쿠） 

막부의 타이로(장군을 보좌하던 최고의 벼슬)인 이이 나오스케와 미국의 해리스가 맺은 조약입니다. 

미국과 사이좋게 무역을 하고자 맺은 조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죄를 범한 외국인을 일본의 법률로 

심판할 수 없는 조항과 수출품에 자주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조항 등 불평등한 

조약이었습니다. 

안세이노 타이고쿠（安政の大獄） 

개국 이후의 혼란으로, 미국과 조약을 맺은 것은 실패였다며 책임자인 이이 나오스케에 대한 반발이 

높아져, 손노조이(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나라로 바꾸고 외국을 쫓아냄) 운동이 고조되었습니다. 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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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스케는 이 움직임을 억누르기 위하여 많은 사람을 탄압하여 감옥에 넣었습니다. 이것에 분노한 

손노조이파의 사람들이 일으킨 것이 사쿠라다 몬가이 변입니다. 

사츠에이 전쟁（薩英戦争, 사츠에이 센소） 

요코하마의 나마무기 마을에서 사츠마 번(지금의 가고시마 현) 무사가 영국인을 헤쳤습니다. 이 일로 

화가 난 영국이 사츠마 번에 사죄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츠마 번은 영국의 요구를 거부하고 

영국선을 공격하자 영국도 사츠마 번을 공격하였습니다. 너무나 힘의 차이가 커서 사츠마 번은 

패배하였습니다.  

삿초 동맹（薩長同盟, 삿초 도메이） 

외국과 싸워 패배한 사츠마 번과 초슈 번(지금의 야마구치 현)이 맺은 동맹입니다. 외국을 쫓아내는 

것은 불가능했기에 함께 협력하여 정부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고자 맺은 동맹이었습니다. 

대정봉환（大政奉還, 타이세이 호칸） 

제 15 대 장군 토쿠가와 요시노부가 조정에 나라의 정치를 행하는 권리를 반환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카마쿠라 시대부터 약 700 년간 계속된 무사에 의한 정치가 끝났습니다.  

정리 

★에도 막부의 성립과 쇄국 

1. 토쿠가와 이에야스가 세키가하라 전투에 승리하여, 정이대장군이 되어 에도 막부를 열었습니다. 

2. 부케 쇼핫토를 정하여 산킨 코타이를 발령하여 다이묘의 힘을 저지하였습니다. 

3. 시마바라∙아마쿠사 폭동을 계기로 포르투갈선의 내항을 금지하여 쇄국을 완성시켰습니다. 청나라와 

네덜란드는 나가사키의 데지마에서 무역하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에도 막부의 정치 개혁→쿄호 개혁∙칸세이 개혁∙텐포 개혁을 에도 삼대 개혁이라고 합니다. 

1. 쇼토쿠의 정치…아라이 하쿠세키가 실행하였습니다. 

2. 쿄호 개혁…토쿠가와 요시무네가 실행하였습니다. 

3. 타누마 오키츠구의 정치…타누마 오키츠구가 실행하였습니다. 

4. 칸세이 개혁…마츠다이라 사다노부가 실행하였습니다. 

5. 텐포 개혁…미즈노 타다쿠니가 실행하였습니다. 

★개국과 에도 막부의 멸망 

1. 미국에서 페리가 내항하였습니다. 다음 해, 미일화친조약을 맺어 시모다∙하코다테를 

개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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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이 나오스케가 미일수호통상조약을 맺었습니다. 영사 재판권을 인정하고 관세 자주권이 없는 

불평등한 조약이었습니다. 

3. 삿초 동맹으로 막부를 쓰러뜨릴 권력이 모였습니다. 막부는 대정을 봉환하고 에도 막부는 

멸망하였습니다. 

★문화의 발전 

1. 겐로쿠 문화는 카미가타(쿄토∙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서민 문화입니다. 

카세이 문화는 에도를 중심으로 한 성숙한 서민 문화입니다. 

2. 학문은 주자학, 국학〔모토오리 노리나가〕, 난학〔스기타 겐파쿠〕이 발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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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메이지 시대(明治時代
め い じ じ だ い

) (1868 년 ~ 1912 년) 

※일러두기…흑색 굵은 글씨는 중요한 연대, 적색 굵은 글씨는 특히 중요한 연대 

년 정치・경제 문화・생활 관련자료 등 

1868 ■무신 전쟁이 일어남 케이오 의숙이 설립됨 

（1868 년） 

 

 

 ■5 개조 서문을 발표함  

 ■에도를 토쿄로 개칭함  

   

1869 ■판적봉환이 시행됨  

   

1871 ■폐번치현이 시행됨  

 

 

 

 ■이와쿠라 토모미 사절단이 

유럽과 미국으로 시찰을 떠남 

 

  문명 개화가 시작됨 

   

1872 ■새로운 학교제도가 정해짐 신바시~토쿄 사이에  

철도가 운행되기 시작함 

（1872 년） 

 

  

1873 ■징병령이 내려짐  

 ■지조 개정이 실시됨  

   

1874 ■이타가키 타이스케 등이 

민선의원설립 건의서를 제출함 

 

   

    

1877 ■서남 전쟁이 일어남 후쿠자와 유키치 

『학문의 권장』 

（1872 년） 

 

 

 

 

사이고 타카모리 

 

  

  

  

  

  

    

1881 정부가 국회를 열 것을 약속함 로쿠메이칸을 세움 

（1883 년） 

 

 

   

   

1885 ■내각 제도가 생기고,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내각총리대신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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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토 히로부미   

 토카이도 본선이 전부 개통됨 

（1889 년） 

모리 오가이 

 

  

  

  ＝메이지 시대의 문화＝ 

1889 ■대일본제국 헌법이 선포됨 문학 

    〔츠보우치 쇼요〕 

1890 ■제 1회 제국 의회가 열림 …『소설신수』 히구치 이치요 

 

    〔후타바테이 시메이〕 

…『뜬구름』 

1894 ■영국과 조약 개정에 성공 〔모리 오가이〕 

…『무희』 

    〔히구치 이치요〕 

 ■청일 전쟁이 일어남 …『키재기』 

 

 

〔나츠메 소세키〕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요사노 아키코〕…시인 

  자연과학 

  〔키타자토 시바사부로〕 

1895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함    …파상풍 연구 

 ■삼국 간섭이 일어남  〔시가 키요시〕 

     …적리균 발견  

1901 ■야하타 제철소에서 생산을 

시작함 

 〔노구치 히데요〕 노구치 히데요 

 

     …황열병 연구 

1902 ■영일 동맹을 맺음  미술  

  〔오카쿠라 텐신〕 

1904 ■러일 전쟁이 일어남  〔요코야마 타이칸〕 

   음악 

 

 

 〔타키 렌타로〕  

   

   

   

   

   

1910 ■한국을 병합함   

    

1911 ■코무라 주타로 등에 의해 타국과 

맺은 조약이 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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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전쟁 (戊辰
ぼ し ん

戦争
せんそう

, 보신 센소) 

대정봉환 이후, 구 막부군과 신정부군 사이에서 일어난 전쟁입니다. 신식 총을 장비한 신정부군이 

승리하였습니다. 

5 개조 서문 (5箇条
かじょう

の御誓文
ごせいもん

, 고카조노 고세이몬) 

메이지 정부가 정한, 새로운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지를 쓴 것입니다. 

판적봉환 (版籍
はんせき

奉還
ほうかん

, 한세키호우칸) 

나라의 권력을 정부에 집중시킨 국가를 만들기 위해, 다이묘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와 백성을 전부 

나라에 반환시켰습니다. 

폐번치현 (廃藩
はいはん

置県
ち け ん

, 하이한치켄) 

판적봉환으로 다이묘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와 백성은 나라로 반환되었지만, 다이묘들은 그대로 정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개혁하여, 중앙으로부터 현령(지사)를 파견하고, 정부의 힘이 지방까지 

미치도록 하였습니다. 

학교제도 (学校
がっこう

制度
せ い ど

) 

만 6 세 이상의 모든 남녀가 소학교에 다니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징병령 (徴兵令
ちょうへいれい

) 

근대적인 군대를 만들기 위해, 만 20 세 이상의 남자는 군인이 되도록 의무화시켰습니다. 

지조개정 (地租
ち そ

改正
かいせい

, 치소 카이세이) 

쌀농사가 잘 된 해나 잘 안된 해에도, 정부의 수입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토지 가격의 3%를 화폐로 거두어들이도록 하였습니다. 

민선의원 설립 건의서 (民撰
みんせん

議院
ぎ い ん

設立
せつりつ

の建白書
けんぱくしょ

, 민센기인 세츠리츠노 켄파쿠쇼) 

이타가키 타이스케는 민중으로부터 선발된 사람으로 국회를 열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곧 이어, 

전국민적인 자유민권운동이 확대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서남전쟁 (西南
せいなん

戦争
せんそう

, 세이난 센소) 

정부의 방식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나타나자, 사이고 타카모리가 고향인 가고시마에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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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본제국헌법 (大日本
だいにっぽん

帝国
ていこく

憲法
けんぽう

) 

왕(일본에서는 천황)의 힘이 미치는 범위가 넓은 독일의 헌법을 모방하여 만들었습니다. 또, 천황이 

국민에게 반포하는 형식으로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제국의회 (帝国
ていこく

議会
ぎ か い

, 테이코쿠 기카이) 

황족・화족으로 이루어진 귀족원과, 선거로 뽑힌 의원으로 이루어진 중의원의 이원제였습니다. 

중의원의 선거권은, 세금을 많이 납부한 만 25세 이상의 남자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그 때문에, 선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적었습니다. 귀족원 의원은 천왕이 임명했기 때문에 귀족원 선거는 

없었습니다. 

청일전쟁 (日清
にっしん

戦争
せんそう

) 

청일전쟁은 조선의 지배권을 두고 일본과 청(중국)이 벌인 싸움입니다. 일본의 침략과 관리들에 대한 

불만, 흉작이 원인이 되어, 조선의 농민들이 일으킨 반란(갑오농민전쟁)으로부터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시모노세키 조약 (下関
しものせき

条 約
じょうやく

) 

청일전쟁 이후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맺어진 조약입니다. 청은 일본에 다음과 같은 3가지를 

약속하였습니다. 

① 조선의 독립을 인정함 

② 요동 반도와 대만을 일본에 양도함 

③ 2 억 냥(당시 일본 엔화로 3 억 1 천만엔)의 배상금을 지불함 

삼국간섭 (三国
さんごく

干 渉
かんしょう

) 

러시아・독일・프랑스 삼국이, 청일전쟁에 승리한 뒤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받은 요동반도를 다시 청에 

돌려줄 것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야하타 제철소 (八幡製鐵所
やはたせいてつしょ

) 

청일전쟁 배상금의 일부로 건설되었습니다. 일본의 근대공업이 발전하게 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영일동맹 (日英
にちえい

同盟
どうめい

) 

당시 러시아는 매우 강했기 때문에, 일본과 마찬가지로 러시아가 적이었던 영국과 동맹을 맺어 

러시아에 대항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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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일전쟁 (日露
に ち ろ

戦争
せんそう

) 

만주국을 노리는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기나긴 전쟁으로 일본과 러시아는 

양국 모두 전쟁을 계속하기 어렵게 되어, 포츠머스 조약을 맺었습니다. 

포츠머스 조약 (ポーツマス条約
じょうやく

) 

러일전쟁 이후,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 맺어진 조약입니다. 

러시아는 일본에 다음과 같이 약속하였습니다. 

① 한국에 관해 일본 쪽이 우위에 있음을 인정함 

② 여순・대련을 포함한, 요동반도를 빌릴 권리를 일본에 양도함 

③ 남만주 지역의 철도의 권리를 일본에 양도함 

④ 북위 50 도 이남의 사할린 지역을 양도함 

⑤ 오호츠크 해와 베링 해에서의 어획권을 인정함 

한국병합 (韓国
かんこく

併合
へいごう

) 

한국을 일본의 식민지로 만들고, 조선총독부를 설치하였습니다. 

 

정리 

★ 메이지 유신과 대일본제국헌법 

1.  신정부는,  5 개조 서문과 판적봉환으로 중앙집권체제를 확립하였습니다. 그 후, 폐번치현을 

실시하고, 중앙에서 지사를 파견해, 다이묘가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2.  부국강병을 위하여 징병령, 식산흥업을 위하여 각지에 나라가 운영하는 모범공장을 만들었습니다. 

3.  정부에 불만을 품은 무사 출신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서남전쟁이 가장 규모가 큰 

반란이었습니다. 

4. 1874 년 이타가키 타이스케 등이 국회를 열 것을 요구한 민선의원 설립 건의서를 내고, 

자유민권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유민권운동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를 만들기 위하여, 독일 헌법을 본보기로 하여 만든 대일본제국헌법이 

국민에게 널리 알려졌습니다. 

6. 제국의회(국회)가 열렸습니다. 천황이 임명한 의원으로 구성된 귀족원과, 선거로 뽑힌 중의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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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제였습니다. 

★ 외국에 대한 움직임과 산업・문화의 발전 

1, 막부시대 말기부터 맺고 있었던 불평등한 조약의 개정(1. 영사재판권 철폐 2. 관세자주권의 

회복)은, 1911 년에 끝났습니다. 

2. 청일전쟁은 갑오농민전쟁을 계기로 하여, 일본과 청나라 사이에서 시작된 전쟁입니다. 전쟁은 

일본이 승리하여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었지만, 프랑스 독일 러시아 삼국이 간섭해 왔습니다. 

3. 만주・한국에 진출해 있던 일본과 러시아 양국의 이해가 부딪쳐 일어난 것이 러일전쟁입니다. 중국 

동북부가 주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결과는 일본의 승리로 끝나, 미국 포츠머스에서 조약을 

맺었습니다. 

4. 1910 년에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한국병합)하였습니다. 1911 년, 중국에서 신해혁명이 일어나, 

1912 년에는 중화민국이 탄생하였습니다. 

5. 산업 면에서는,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전환이 시작되어, 1901 년에 야하타 제철소가 

건설되었습니다. 

6. 문화 면에서는, 문명개화가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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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타이쇼 시대(大正
たいしょう

時代
じ だ い

) (1912 년 ~ 1926 년） 

※일러두기…흑색 굵은 글씨는 중요한 연대, 적색 굵은 글씨는 특히 중요한 연대 

년 정치・경제 문화・생활 관련자료 등 

1914 ■제 1 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어 

 일본도 참전함 

＝타이쇼 시대의 문화＝  

  문학 

 

 

시라카바 파나 프롤레타리아 

문학 등이 일어남 

  

  〔무샤노코지 사네아츠〕 

   …『그 여동생』『우정』  

  〔시가 나오야〕 

   …『암야행로』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1915 ■21 개조 요구를 제출함   …『라쇼몽』『코』 

   〔카와바타 야스나리〕  

1918 ■쌀소동이 일어남  …『이즈의 무희』『설국』 

 ■하라 타카시가 정당내각을 만듦  〔코바야시 타키지〕 

    …『게공선』 

  

 라디오 방송이 시작됨  

 （1925 년） 

 

 

  

1919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됨 

   

1920 ■국제연맹이 생김 

  

1923 ■관동 대진재가 일어남  

 

 

신문・주간지・종합잡지・ 

  유성 영화・축음기의 보급  

 

신문 

 

  

  

  

   

1925 ■보통선거제도가 생김  

 ■치안유지법이 생김   

    

 

- 39 -



제 1 차 세계대전 (第一次
だいいちじ

世界
せ か い

大戦
たいせん

) 

제 1 차 세계대전은, 군사력을 배경으로 식민지를 획득하려 하는 국가들에 의한 단체전이었습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로 이루어진 그룹(삼국동맹)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로 이루어진 

그룹(삼국협상)으로 나뉘어 싸웠습니다. 일본은 영일동맹을 구실로 전쟁에 참가하여, 독일의 영토였던 

중국의 산둥 반도의 칭다오를 점령하였습니다. 

21 개조 요구 (二十一
にじゅういち

箇条
かじょう

の要求
ようきゅう

, 니주잇카조노 요큐) 

일본은 중국에 대하여, 독일이 가지고 있었던 산둥 반도의 권리와 이익, 남만주철도의 권리를 양보할 

것을 요구하고, 그 대부분을 중국이 인정하게 하였습니다. 

쌀소동 (米
こめ

騒動
そうどう

, 코메소도) 

시베리아 출병(시베리아로 전쟁을 나감) 때, 쌀집이 쌀을 사재기하여 쌀값이 비싸지자, 토야마 현에서 

쌀을 싸게 팔아달라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 이 운동은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정당내각 (政党
せいとう

内閣
ないかく

) 

의회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있는 정당이 중심이 되어 만든 내각을 말합니다. 쌀소동 이후, 

입헌정우회라고 하는 정당의 하라 타카시가 총리대신이 되어, 처음으로 본격적인 정당내각을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베르사유 조약 (ベルサイユ条 約
じょうやく

) 

프랑스 파리에서 체결된 제 1 차 세계대전의 강화조약입니다. 강화조약이란, 전쟁이 끝났다고 

설명하고, 영토나 배상금 등의 조건을 결정하여 평화를 되찾는 조약입니다. 이 강화조약에 의해,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에 엄청난 배상금과 군비 축소를 강요하였습니다. 

국제연맹 (国際
こくさい

連盟
れんめい

) 

제 1 차 세계대전을 교훈 삼아, 세계평화와 전세계 국가들이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세계에서 

가장 최초로 만들어진 국제평화를 위한 조직입니다. 

관동 대진재 (関東
かんとう

大震災
だいしんさい

, 칸토 다이신사이) 

1923 년 9 월 1 일, 카나가와 현 사가미 만을 진원으로 하여 일어난 지진입니다. 부서진 가옥은 25 만 

채, 불에 탄 가옥은 45 만 채,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수는 14 만 명에 달하는 등, 일본 재해 

사상 최대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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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유지법 (治安
ち あ ん

維持法
い じ ほ う

) 

천황제나 사유재산제와 같은 법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단속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공산주의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었습니다. 

보통선거법 (普通
ふ つ う

選挙法
せんきょほう

) 

그 전까지는 일부 사람만이 할 수 있었던 선거를 누구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25 세 이상의 남자 뿐이었고, 여자는 선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정리 

★제 1 차 세계대전과 일본 

1. 제 1 차 세계대전의 배경에는 두 그룹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사라예보 사건을 계기로 하여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2. 일본은 영일동맹을 구실로 참전하였습니다. 전쟁 후 21 개조 요구를 중국에 내밀었습니다. 일본 

국내에서는 전쟁에 의한 수출이 늘어, 호경기를 맞이하였습니다. 

3. 베르사유에서 강화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국제연맹은 패전국인 독일로부터, 군비 제한과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게 했습니다. 

4. 제 1 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윌슨 대통령의 제창으로 국제연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국제연맹에 가입하지 않았고, 전쟁에 이긴 나라가 이익을 보는 등, 나쁜 부분도 많았습니다. 

★타이쇼 데모크라시 

타이쇼 데모크라시란, 타이쇼 시대에 성장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요구하는 운동을 말합니다. 

1. 요시노 사쿠조가 민본주의를 주장하였습니다. 민본주의란, 정치는 일부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상입니다. 

2. 국민에게 인기가 있었던 하라 타카시가 수상이 되어, 본격적인 정당내각제가 탄생하였습니다. 

3. 보통선거법을 인정하는 동시에, 사회주의자를 탄압하기 위하여 치안유지법이 생겼습니다. 

★타이쇼 문화 

1. 도시화…가스, 수도, 전기의 보급에 의하여, 도시에서는 서양풍의 생활양식이 유행하였습니다. 

2. 대중화…100 만 부를 넘는 신문이나 주간지·종합잡지가 나타났습니다. 토키(유성 영화), 

축음기(레코드)가 보급되었습니다. 1925 년에는 라디오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 41 -



(14) 쇼와 시대(昭和
し ょ う わ

時代
じ だ い

) (1926 년 ~ 1989 년) 

※일러두기…흑색 굵은 글씨는 중요한 연대, 적색 굵은 글씨는 특히 중요한 연대 

년 정치・경제 문화・생활 관련자료 등 

1929 ■세계 공황이 일어남 ●유카와 히데키가 일본인 

최초로 노벨상을 수상함 

유카와 히데키 흉상 

 
 

(1949 년)  

1931 ■만주사변이 일어남       

  ●텔레비전 방송이  시작됨 

1932 ■5・15 사건이 일어남        (1953 년) 

  

 

1933 ■국제연맹에서 탈퇴함 토쿄 올림픽 

 ■뉴딜 정책 시작됨 

 

  

1936 ■2・26 사건이 일어남 

  ＝올림픽 대회 개최＝ 

1937 ■중일전쟁 시작됨 ●토쿄 대회(1964 년) 

  ●동계 삿포로 대회 (1972 년) 

1938 ■국가총동원법이 제정됨   

   

1939 ■제 2 차 세계대전이 시작됨 ＝엑스포 개최＝ 

  ●일본 엑스포 

1940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삼국군사동맹을 맺음 

오사카 (1970 년) 

  ●국제 해양박람회 

1941 ■소일중립조약을 맺음     오키나와 (1975 년) 삿포로 동계올림픽 

 ■태평양 전쟁이 시작됨 ●국제 과학기술박람회 

 

  츠쿠바 (1985 년) 

1945 ■히로시마・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됨   

 ■포츠담 선언을 받아들이고   

 연합국에 항복함 ＝선진국정상회담 개최＝ 

 ■UN 이 창설됨 ●1979 년 토쿄 오사카 엑스포 

 

  ●1986 년 토쿄 

1946 ■일본국헌법이 공포됨  

  ＝교통망의 개통＝ 

1950 ■한국전쟁이 시작됨 ●토카이도 신칸센 (1964 년) 

  ●상요 신칸센 (1975 년) 

1951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조인함 

●토호쿠·조에츠 신칸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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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2 년) 세토 대교  

 

 ■미일안전보장조약을 맺음 ●세이칸 터널·세토 대교 

  (1988 년) 

1956 ■소련과의 국교를 회복함 신칸센 

 

 ■UN 에 가입 

  

1964 ■토쿄에서 올림픽대회를 

개최 

  노벨의 유언 

 

  

1965 ■한일기본조약을 맺음 

   

1970 ■오사카에서 일본엑스포를  ＝노벨상＝ 

 개최  물리학: 유카와 히데키 

(1949) 

  물리학: 토모나가 싱이치로 

(1965) 

 

1972 ■오키나와가 일본에 반환됨 문학: 카와바타 야스나리 

 (1968)  

삼종의 신기  

 

 ■중국과의 국교를 맺음 물리학: 에자키 레오나 

(1973) 

       (중일공동성명) 평화: 사토 에이사쿠  

(1974) 

  화학: 후쿠이 켕이치(1981) 

1973 ■오일쇼크가 일어남 생리학·의학: 토네가와 

스스무 

  (1987) 

1978 ■중일평화우호조약을 맺음   

  삼종의 신기(1960 년대)  

1979 ■토쿄에서 선진국정상회담  흑백 

텔레비전·냉장고·세탁기 

 

  (서미트)을 개최 3C(1970 년대)  

    컬러 텔레비전·카·쿨러  

1985 ■프라자 합의로 인하여    

 엔고가 진행됨   

 

세계공황 (世界
せ か い

恐慌
きょうこう

) 

1929 년, 미국에서 주식의 가격이 매우 낮아져, 은행이나 공장이 문을 닫고, 식료품의 가격이 매우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 자본주의 국가로 퍼져 일어난 경제 혼란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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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주사변 (満州
まんしゅう

事変
じ へ ん

, 만슈 지헨) 

중국 만주에서 일본이 권리와 이익을 얻기 위하여, 만주와 중국을 별개의 나라로 만들려고 한 일본은 

류조 호수에서 남만주 철도를 폭파하였습니다. 이것을 중국이 벌인 일로 꾸며 중국에 쳐들어갔습니다. 

5・15 사건 (五
ご

・一五
い ち ご

事件
じ け ん

) 

1932 년, 정당정치에 불만을 품은 젊은 해군 병사들이 이누카이 츠요시 수상을 암살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정당정치가 끝나고 군부에 의한 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국제연맹 탈퇴 (国際
こくさい

連盟
れんめい

脱退
だったい

) 

1933 년, 국제연맹은 만주국의 건국을 인정하지 않고 일본에 병력을 철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결정에 반발한 일본은 국제연맹을 탈퇴하였습니다. 

뉴딜 정책 (ニューディール政策
せいさく

) 

세계공황을 멈추기 위하여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시작한 정책입니다. 공공사업(댐 건설 등, 

나라가 나라에 사는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펼치는 사업)에 의해 일자리를 잃는 사람을 줄이고, 

미국인이 더욱 많은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하여 경기를 회복시켰습니다. 

2・26 사건 (二
に

・二六
に ろ く

事件
じ け ん

) 

1936 년, 육군의 젊은 병사들이 유명한 정치가를 습격하고 토쿄의 일부를 점거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정치가들은 ‘자신도 살해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품게 되고, 일본 군대가 정치에 여러가지로 

개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중일전쟁 (日中
にっちゅう

戦争
せんそう

) 

대륙에 진출한 일본군은 중국군과 언제 전쟁을 시작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1937 년, 

베이징 근처에 있는 노구교에서 일본과 중국의 군대가 충돌하여 시작된 것이 중일전쟁입니다. 

국가총동원법 (国家
こ っ か

総動員法
そうどういんほう

) 

일본 국민이 모두 전쟁에 협력하도록 정한 법률입니다. 이로써 일본의 인력이나 물자를 모두 전쟁을 

위하여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2 차 세계대전 (第二次
だ い に じ

世界
せ か い

大戦
たいせん

) 

유럽을 지배하고자 하는 히틀러가 나치 독일을 이용해 1939 년 폴란드를 공격함으로써 시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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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입니다. 영국, 프랑스,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의 연합국과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의 파시즘 

국가와의 전쟁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전쟁은, 식민지를 소유한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 간의 

전쟁이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삼국동맹 (日
にち

独伊
ど く い

三国
さんごく

同盟) 

일본의 남진정책에 미국과 영국이 반발하자, 이에 저항하기 위하여 일본은 독일, 이탈리아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소일 중립조약 (日
にっ

ソ
そ

中立
ちゅうりつ

条約
じょうやく

) 

북쪽에서 공격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일본은 소련과는 아군도 적도 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태평양전쟁 (太平洋
たいへいよう

戦争
せんそう

, 타이헤이요 센소) 

중일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진행되던 일본과 미국 간의 대화가 원활히 되지 않자, 일본이 하와이의 

진주만을 공격함으로써  시작된 전쟁입니다. 

제 2 차 세계대전과 태평양전쟁의 차이 (第二次
だ い に じ

世界
せ か い

大戦
たいせん

と太平洋
たいへいよう

戦争
せんそう

の違い
ち が い

) 

제 2차 세계대전…1939년부터 1945 년까지 독일, 이탈리아, 일본 삼국과 미국, 영국 등 연합국이 세계 

각지에서 싸운 전쟁. 

태평양전쟁…제 2차 세계대전 중,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일본과 미국, 영국 등 연합군과의 전쟁. 

미국 등 연합국이 부르던 이름이며, 일본에서는 대동아전쟁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포츠담 선언 (ポツダム宣言
せんげん

) 

1945년 미국·중국·영국의 이름으로 발표된 일본의 무조건항복(아무 조건도 달지 않고 전쟁에 졌음을 

인정하는 것)을 요구한 선언입니다. 다음날, 천황 자신의 목소리로 전쟁이 끝났음을 알리는 라디오 

방송이 있었습니다. 

국제연합 (国際
こくさい

連合
れんごう

) 

1945 년 연합국 50 개국이 샌프란시스코에 모여서 만든 세계평화를 위한 국제기관입니다. 

일본은 소련과의 국교회복(1956 년, 일소공동선언)으로 국제연합 가맹이 인정되었습니다. 

일본국헌법 (日本国憲法
にほんこくけんぽう

) 

맥아더의 원안을 일본측에서 논의, 검토하고 수정을 반복하며 대일본제국헌법을 개정한 것으로서 

국민에게 발표되었습니다. 기본적 인권의 존중, 국민주권, 평화주의가 삼대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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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朝鮮
ちょうせん

戦争
せんそう

, 초센 센소) 

한반도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 이후 1948 년 북위 38 도선을 경계로 하여, 북쪽은 소련의 원조로 북한, 

남쪽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 한국을 건립하였습니다. 1950 년 북한이 한국을 쳐들어가 한국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1953 년에 휴전 조약이 맺어졌지만, 지금도 휴전 상태로 국교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베트남 전쟁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소련의 대리 전쟁’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
へ い わ

条約
じょうやく

) 

1951 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전쟁이 완전히 끝났음을 승인하였습니다. 이로써 다음 해 일본은 

독립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키나와나 오가사와라 제도는 계속해서 미국의 관리하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가사와라 제도는 1968 년, 오키나와는 1972 년에 일본에 반환되었습니다. 

미일안전보장조약 (日米
にちべい

安全
あんぜん

保障
ほしょう

条約
じょうやく

)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동시에 미일안전보장조약을 맺었습니다. 일본이 타국의 침략을 받는 사건 

등이 일어날 때는 미국이 일본을 지킨다는 약속을 맺었습니다. 지켜 주는 대신에 일본은 기지 제공, 

미군의 체류, 군 비용을 일부 부담해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소련, 한국, 중국과의 국교회복 (ソ連
れん

, 韓国
かんこく

, 中 国
ちゅうごく

との国交
こっこう

回復
かいふく

) 

국교회복이란 나라와 나라 간의 외교를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국 년 결과물 그 외 

소련 1956 년 일소공동선언 북방영토 문제가 남아 있어 평화조약은 맺지 않았음 

대한민국 

(한국) 

1965 년 한일기본조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의 국교는 지금도 

없음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1972 년 중일공동성명 국교가 있었던 중화민국(대만)에 국교 단절을 전함. 

대만과는 우호적인 교류관계 

1978 년 중일우호평화조약  

 

토쿄 올림픽(1964)와 오사카 엑스포(1970) (オリンピック東京
とうきょう

大会
たいかい

(1964）と大阪
おおさか

万国
ばんこく

博覧会
はくらんかい

) 

전쟁 후 밑바닥이었던 일본경제는 부흥을 이루어, 고도성장기인 1964 년,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올림픽 대회를 토쿄에서 열었습니다. 같은 해에는 토카이도 신칸센도 개통되었습니다. 1970 년에는 

오사카에서 엑스포가 열렸습니다. 고도경제성장기에 있는 나라의 행사로서, 2008 년의 베이징 올림픽, 

2010 년의 상하이 엑스포와 비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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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쇼크(石油
せ き ゆ

ショック) 

1973 년, 제 4 차 중동전쟁 때 OPEC(석유수출국기구)가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나라에는 원유의 가격을 

인상하기로 한 것이 계기가 되어 일어난 경제 혼란을 말합니다. 일본에서는 원유 가격이 4 배가 되어, 

‘화장실 휴지가 없어진다’는 소문이 돌면서 줄을 서서 사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서미트(サミット) 

서미트의 원래 의미는 산꼭대기라는 뜻으로, 세계의 선진 8 개국의 대표자가 경제나 무역에 관해 

의논하는 것입니다. 제 5 차 회의가 1975 년 일본에서 이루어져, 그 후 네번 개최되었습니다. 

 

정리 

★제 2 차 세계대전과 일본의 관계 

정당정치의 힘이 약해지고 군부의 힘이 강해진 일본은, 중국 대륙에 진출하여 만주사변, 중일전쟁을 

거쳐 제 2 차 세계대전, 태평양전쟁에 돌입하였습니다. 

1. 미국의 주식이 갑자기 크게 떨어지는 세계공황이 일어나, 전 세계 경제가 대혼란을 맞았습니다. 

미국은 뉴딜 정책을 실행하였습니다. 

2. 일본 군부는 만주사변을 일으켜 만주국을 세웠습니다. 만주사변에 대하여 비난을 받게 되자 일본은 

국제연맹을 탈퇴하였습니다. 

3. 5・15 사건, 2・26 사건이 일어나, 군대가 정치를 행하는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4. 중일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국가총동원법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전쟁 준비를 시켰습니다. 

5. 독일이 폴란드로 쳐들어간 사건을 계기로 제 2 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은 독일, 

이탈리아와 동맹을 맺고 전쟁에 참가하였습니다. 

6．일본의 하와이 진주만 공격을 계기로 하여 태평양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기에 이르자, 일본은 포츠담 선언을 받아들여 전쟁에 패배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일본의 항복과 연합군의 개혁 

일본은 연합군에 진 후, 연합국의 지원으로 여러가지 개혁을 펼쳐, 지금과 같은 일본으로 변하여 

갔습니다. 

1. 점령정책을 추진한 것은 GHQ(연합국군총사령부, General Headquarters)였습니다. 

최고사령관(대표자)은 맥아더 장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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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벌 해체를 실시하여, 일본 경제를 지배하고 있던 그룹을 뿔뿔이 흩어지게 하였습니다. 군대와 

협력하여 전쟁을 추진한 커다란 기업 그룹들을 없애고, 일본을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로 만들려 한 

것입니다. 

3. 농지개혁을 실시하였습니다.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나라가 토지를 싸게 사들여, 

토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농민에게 싸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4. 선거법을 개정하여, 20 세 이상의 모든 남녀에게 선거권을 주었습니다. 

5. 일본국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①기본적 인권의 존중, ②국민주권, ③평화주의가 3 대 

기본원칙입니다. 

★미국과 소련의 대립, 일본의 독립, 중국의 성립 

1. 전쟁에 승리한 나라를 중심으로 하여 국제연합이 생겼습니다. 

2.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진영이 직접 전쟁을 하지 않고 

경제나 군사 면에서 대립하였습니다. 무기를 사용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차가운 

전쟁’=‘냉전’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그 예로, 한국전쟁, 동서 독일, 베트남전쟁 등에서의 대립이 

있습니다. 

3. 1949 년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되었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세운 것은 마오쩌둥(毛沢東)입니다. 

4. 1951 년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독립을 회복하였습니다. 동시에, 미일안전보장조약을 

맺었습니다. 1956 년 소련과의 국교를 회복(일소공동선언)하고, 국제연합에 가입하였습니다. 

★그 후의 일본과 세계의 움직임 

1. 경제 

  ◇1950 년대 후반부터 1970 년대 초에 일어난 고도경제성장으로 국민들의 생활이 윤택해져,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1964 년 토쿄 올림픽, 1970 년에는 오사카 엑스포 등의 세계적인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또한, 토쿄 올림픽의 개최와 맞물려, 토카이도 신칸센이 개통되었습니다. 

◇1973 년의 중동전쟁을 계기로 오일쇼크가 일어나, 일본 경제는 저성장 시대에 들어갔습니다 

2. 외교 

 ◇소련(1956 년, 일소공동선언), 한국(1965 년, 한일기본조약), 중국(1972 년, 중일공동성명 ・ 

·1978 년, 중일우호평화조약)과 연이어 국교를 회복하였습니다. 

◇1972 년, 오키나와가 일본에 반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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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헤이세이 시대(平成時代
へ い せ い じ だ い

) (1989 년 ~ ) 

※일러두기…흑색 굵은 글씨는 중요한 연대, 적색 굵은 글씨는 특히 중요한 연대 

년 정치・경제 문화・생활 관련자료 등 

1989 ■소비세(3%)가 도입됨 ＝올림픽 대회 개최＝  

  ●나가노 동계 올림픽 

(1998 년) 

1980 년대 말 ■버블 경제가 시작됨 ＝월드컵 개최＝ 

  ●한국과 공동개최(2002 년) 

  ＝엑스포 개최＝ 

1991 ■버블 경제가 무너짐 ●오사카 꽃 박람회(1990 년) 

 ■소련이 붕괴됨 ●아이치 엑스포(2005 년) 

    

1992 ■PKO 협력법이 성립됨  

   

1993 ■EU 가 발족함 ＝선진국 정상회담 개최＝ 

  ●1993 년 토쿄 

1995 ■한신・아와지 대진재가 일어남 ●2000 년 큐슈・오키나와 

 

 

●2008 년 홋카이도 

 ＝교통망 개통＝  

 ●아카시 해협 대교(1998 년)  

 
 

 

  

  

   

2001 ■미국 동시다발 테러가 일어남  

   

  ＝노벨상＝  

2002 ■북일정상회담이 열림 문학: 오오에 켄자부로(1994)  

  화학: 시라카와 히데키  

(2000) 

 

2003 ■이라크 전쟁이 일어남 화학: 노요리 료지 (2001)  

  물리학: 코시바 마사토시 

 (2002) 

 

2004 ■육상자위대를 이라크에 파견함 화학: 타나카 코이치 (2002)  

  물리학: 코바야시 마코토  

(2008) 

 

  물리학: 마스카와 토시히데 

(2008) 

 

2007 ■세계금융위기가 시작됨 화학: 시모무라 오사무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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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 스즈키 아키라 (2010)  

  화학: 네기시 에이이치  

(2010) 

 

    

 

소비세 3% 도입 (消費税
しょうひぜい

３％導入
どうにゅう

) 

1989년, 쇼와에서 헤이세이가 된 해에 소비세가 도입되었습니다. 세금의 수입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넓게는 물건, 서비스의 소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도입 당시에는 3%였지만, 1997 년에는 5%가 

되었습니다. 

버블 경제 (バブル経済
けいざい

) 

미국의 무역적자가 원인으로 급격한 엔고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제까지 달러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엔을 갖게 되어 일본 국내에서는 남는 현금이 흘러넘쳤습니다. 그렇게 되자, 남는 현금을 쓰기 위하여 

사람들은 토지나 주식을 사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토지의 가격은 내려가지 않는다는 ‘토지 

신화’가 있었기 때문에, 은행은 토지를 담보로 하여 현금을 빌려 주었습니다.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현금으로 또다시 토지나 주식을 사는, 끝없는 반복이 일어나, 토지나 주식의 값이 

올라갔습니다. 내용물 없이 부풀어 있는 비누방울, 그것이 버블입니다. 어떤 계기가 있으면 거꾸로 

반복이 되어 버블은 터지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길게 지속되지 못하고, 1990 년대를 시작으로 

버블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PKO 협력법의 성립 (ＰＫＯ協 力 法
きょうりょくほう

の成立
せいりつ

) 

PKO 란, UN 의 평화유지활동을 말합니다. 이 법률이 생겨남으로써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자위대는 자국의 방위를 위한 것으로 국외에 파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정부는 자위대는 방위력이지 전력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같은 해(1992 년) 

자위대가 처음으로 캄보디아에 파견되었습니다. 이후, 자위대는 이라크 부흥 지원 등에도 

파견되었습니다.  

EU 의 발족 (ＥＵの発足
ほっそく

) 

일본이나 미국에 대항하기 위하여 서유럽 15 개 국가가 만든 경제권입니다. 현재 가맹국은 

27 개국입니다. 

한신・아와지 대진재 (阪神
はんしん

・淡路
あ わ じ

大震災
だいしんさい

, 한싱・아와지 다이신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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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년 1 월 17 일 5 시 46 분, 아와지시마 북부를 진원으로 한 진도 7.3 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재해에 의한 사망자는 6,434 명, 행방불명 3 명, 부상자 43,792 명이라는 전쟁 이후 최악의 피해자를 

낳았습니다. 건물은 105,000 채가 완전히 무너지고, 부분적으로 무너진 건물은 144,000 채에 

달하였습니다. 

미국 동시다발 테러 (アメリカ同時
ど う じ

多発
た は つ

テロ) 

2001 년 9 월 11 일, 납치된 네 대의 비행기 중 두 대가 뉴욕 맨하탄의 세계무역센터 빌딩에, 한 대는 

펜타곤에 들이받고, 남은 한 대는 추락한 사건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날짜를 따서 ‘9.11’이라고도 

합니다. 이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북일정상회담 (日
にっ

朝
ちょう

首脳
しゅのう

会談
かいだん

) 

일본과 북한의 정상(코이즈미 중이치로와 김정일)에 의한 회담으로서 2 회 열렸습니다. 2002 년에 열린 

첫번째 회담에서는 ‘북일평양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회담으로 인하여 북한에 납치되었던 5명이 

일본에 돌아왔습니다. 2 차 회담은 2004 년에 열렸습니다. 

이라크 전쟁 (イラク戦争
せんそう

) 

2003 년 미국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가 대량파괴병기를 숨기고 있다고 하여 공격을 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량파괴병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라크의 후세인 대통령은 체포되어 사형을 

당하였습니다. 

세계 금융위기 (世界
せ か い

金融
きんゆう

危機
き き

) 

2007 년 미국의 주택시장 버블 붕괴를 계기로 시작되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금융위기를 말합니다. 

 

정리 

★1989 년(헤이세이 원년) 1 월부터 소련 붕괴(1991 년 12 월)까지 

1. 일본은 토지 버블에 들떠 있었습니다. 

2. 소련의 해체로 1945 년 이래 계속된 냉전이 끝났습니다. 

 ◇1989 년… 1989 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었습니다. 

말타 회담에서 미소 정상이 냉전의 종결을 선언하였습니다. 

동유럽에서는 혁명이 일어나 공산당 정권이 차례로 무너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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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년… 걸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991 년… 소련이 붕괴되었습니다. 

★소련 붕괴(1991 년 12 월)부터 미국 동시다발테러(2001 년 9 월)까지 

1. 일본은 ‘잃어버린 10 년’이라고 불린 불황의 시대였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믿었던 은행이 

도산하고, 학생들에게는 ‘취직 빙하기’가 찾아와, 디플레이션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1955 년 이래 

계속되어 왔던 자유당과 사회당에 의한 체제가 자유당 대 연립정당 구조로 변화하였습니다. 

2. 소련의 붕괴로 미국화가 일어나, 전 세계적으로 시장원리주의가 침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 

순간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투기 자금이 온 세계에 돌게 되면서, 한 나라의 경제를 좌우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미국 동시다발 테러(2001 년 9 월)부터 세계금융위기(2007 년 9 월)까지 

1. 일본은 코이즈미 내각 시대로, ‘성역 없는 구조개혁’이라 불리는 움직임이 거세졌습니다. 또 

중국의 경제발전에 따라 일본의 최대 무역상대국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바뀌었습니다. 

2. 세계에서는 이슬람 과격파가 미국 동시다발테러를 일으켜, 자폭 테러가 연이어 발생하였습니다. 

테러와의 전쟁을 주도해 온 미국의 힘이 약해졌습니다. 또한, 자원가격이 인상되어, 

러시아·브라질·아랍수장국연방 등의 자원을 가진 나라가 힘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세계금융위기(2007 년 9 월) 이후 

1. 일본에서는 취직 빙하기가 다시 찾아와, 많은 비정규직 고용자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2. 2008 년에 미국 서브프라임 론을 계기로 한 세계 동시 불황이 일어났습니다. 리만 쇼크나 두바이 

쇼크, GM 파산 등의 사건이 일어나 은행이 대출을 자제하게 되자, 시장에 현금이 충분히 돌지 않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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