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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 だ い ぶんめい

Ⅰ 고대 문명 (古代文明)
よんだいぶんめい

はっせい

1. 4 대 문명의 발생 (四大文明の発生)
연표로 확인합시다
기원전 세계에서 일어난 일

중국

기원전 500 만 년 이전에 인류 발생

일본
구석기

기원전 3500 년경 메소포타미아 문명
기원전 3000 년경 이집트 문명
기원전 2500 년경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기원전 1500 년경 황하 문명

조몬 시대

은나라

ぶんめい

메소포타미아 문명 (メソポタミア文明)
발 상 지: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주변
문

자: 설형 문자

특

징: 태음력…달이 차고 기울어지는 현상을
설형 문자

기초로 하여 만든 역법
함무라비 법전…함무라비 왕이 만든 법률

ぶんめい

이집트 문명 (エジプト文明)
발 상 지: 나일 강 주변
문

자: 상형 문자

특

징: 태양력…별의 움직임을 기초로 하여 만든 역법
피라미드…왕의 무덤으로 전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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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형 문자

ぶんめい

인더스 문명 (インダス文明)
발 상 지: 인더스 강 주변
문

자: 인더스 문자 ☜ 아직 완전하게 해독되지 않았습니다.

특

징: 모헨조다로…도시의 유적 ☜ 상하수도와 공중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갑골 문자

こう が ぶん めい

황하 문명 (黄河文明)
발 상 지: 황하
문

자: 갑골 문자 ☜ 한자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특

징: 은나라라는 국가가 세워졌습니다.
청동기 사용 ☜ 제사할 때 술과 농작물을 넣었습니다.

지도로 확인합시다
4 대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황하 문명

이
집
트

인더스 문명

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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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봅시다
①

어떻게 해서 문명이 일어났을까요?
농업과 목축의 발달로 식량을 계획적으로 생산하고 저장할 수 있게 되자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마침내 분쟁이 일어나 사람들을 지도하는 사람이 지배자(왕)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나라가 생기고 문명이 일어났습니다.
②

왜 이 지역들은 일찍부터 문명이 발달하게 되었습니까?
모두 큰 강 유역에 있어 농업과 목축이 발달하기 쉬운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 피라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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ちゅうごく

こだい

くに

2. 중국의 고대 나라 ( 中 国 の古代の国)
연표로 확인합시다
나라

시대

특징

이름

기원전 16~15
세기경

은나라

・중국에서 제일 오래된 통일 국가입니다.

일본의
시대 구분
조몬 시대

・진시황제가 나라를 통일하였습니다.
기원전 3 세기

진나라

・만리장성이 세워졌습니다.
・혹독한 정치에 불만을 품은 농민들의 반란으로
멸망하였습니다.
・유교를 중심으로 모든 정사를 돌보았습니다.

기원전 3 세기
~

한나라

기원 3 세기

야요이 시대

・ 주변 나라를 공격하여 서쪽 나라로 이어지는
길(실크 로드)을 만들었습니다.
・최후에는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기원 6 세기~

수나라

기원 7 세기~

당나라

・남북으로 갈라진 나라를 다시 통일시켰습니다.
・일본에서 견수사가 파견되었습니다.
・율령이란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아스카 시대
아스카 시대

・불교가 번창하였습니다.
지도에서 한반도에 있었던
나라들의 위치를

・신라와 협력하여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켰습
니다.

확인합시다!

(일본은 백제에 원군을 보냈지만 백촌강 전투
에서 패배하였습니다)
・일본에서 견당사가 파견되었습니다.

ばん り

나라 시대
헤이안 시대

ちょうじょう

만리장성 (万里の 長 城 )
북방 유목 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세웠습니다.
じゅ きょう

유교 (儒 教 )
공자의 가르침입니다. 춘추 전국시대(기원전 6 세기)에 사람들이 행동을 올바로
하고 예의를 지키면 나라가 잘된다고 전하였습니다. “논어”라는 책이 유명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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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크 로드 (シルクロード)
한나라 시대에 트인 중국과 유럽을 맺는 교역 교통로입니다. 이 교통로를 통하여
중국산 비단이 로마 제국으로 운반되었기 때문에 실크 로드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서방에서는 말과 포도가 운반되어 중국에 불교가 전파되었습니다.
ていこく

로마 제국 (ローマ帝国)
기원전 1 세기에 지중해를 통일한 대제국입니다. 특히 법률과 토목, 건축 기술 등
이 발달하였습니다. ☜ 4 세기에 기독교가 나라의 종교로서 인정되었습니다.
りつりょう

율령 (律 令 )
りつ

당나라가 중국 전체를 통일하기 위하여 만든 법률입니다. “율(律 )”은 형벌을 정한 법률
りょう

로, “영( 令 )”은 생활과 정치 구조를 정한 법률입니다.

지도로 확인합시다
4 세기 말경의 한반도

고구려

신라
백제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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せかい

Ⅱ 유럽과 이슬람 세계 (ヨーロッパとイスラム世界)
せ か い しんしゅつ

1. 유럽의 세계 진출 (ヨーロッパの世界 進 出 )
연표로 확인합시다
세계에서 일어난 일

일본

1453 년 동로마 제국이 멸망함

일본에서 일어난 일

가마쿠라
시대
1467 년 오닌의 난

1492 년 콜럼버스가 서인도 제도에 도착

르

무

1498 년 바스쿠 다가마가 인도에 도착

네

로

1517 년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시작함

상

마

1522 년 마젤란이 세계 일주를 달성

스

치

전
국
시

시

1534 년 예수회 성립

대

대

1543 년 포르투갈인이 다네가 섬에 표착
1573 년 무로마치 막부가 멸망함

아즈치

1600 년 세키가하라 전투

모모야마
시대

ひがし

てい こく

동로마 제국 ( 東 ローマ帝国)
365 년에 로마 제국이 동서를 분열하여 세운 나라입니다. 1453 년에 오스만 = 터키
에 의하여 멸망하였습니다.
르네상스 (ルネサンス)
14, 15 세기 무렵에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뛰어난 문명을 다시 배워 예술과 학문
을 부흥시키자는 운동이 활발해졌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인간 중심의 문화가 발
달하였습니다. ☜ 르네상스는 “문예 부흥”이라는 의미입니다.
콜럼버스 (コロンブス)
스페인 왕국의 지원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대서양을 건너 아시아로 가는 항로를
찾기 위하여 아메리카 대륙 부근의 섬에 도착하였습니다. ☜ 스페인인은 아메리카
대륙의 선주민을 정복하고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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しょくみんち

식민지 (植民地)
외국인 이주자에 의하여 지배되어 개발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바스쿠 다가마 (バスコ・ダ・ガマ)
포르투갈의 항해사. 1497 년에 포르투갈의 지원을 받아 리스본을 출항하여 아프리
카 대륙 남단을 돌아 인도에 도착하였습니다.
마젤란 (マゼラン)
포르투갈의 항해사. 스페인의 지원을 받아 세계 일주를 하였습니다.
しゅうきょうかいかく

종교 개혁 ( 宗 教 改革)
가톨릭 교회로서의 자세를 바로잡고 그리스도교 본래의 정신으로 돌아가려고 하
는 운동입니다.
독일의 마틴 루터, 스위스의 장 칼뱅이 개혁을 제창하였습니다. ☜ 이 신자들은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인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리었습니다.
かい

예수회 (イエズス会)
가톨릭 교회를 다시 세우려고 스페인인이 중심이 되어 만든 모임입니다. 아시아
와 아메리카 대륙에 선교사를 보내어 신앙을 넓히려고 하였습니다. ☜ 서일본을 중
심으로 선교 활동을 펼친 프란시스코 자비엘도 예수회의 선교사입니다.

지도로 확인합시다
신항로의 개척

콜럼버스

바스쿠 다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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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젤란

생각해 봅시다
왜 유럽인은 아시아로 향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당시 유럽에서는 각국의 왕에게 보호를 받아 기독교가 널리 퍼지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은 기독교를 더욱 널리 전파하기 위하여 아시아로 건너가 선교 활동을 펼
쳤습니다. 또, 유럽에서는 아시아산 후추, 향료, 견직물이 비싼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그 이익에 눈독을 들이는 사람들도 아시아에 가려고 하였습니다.

せかい

はってん

2. 이슬람 세계의 발전 (イスラム世界の発展)
지도로 확인합시다
이슬람 제국의 발전

きょう

이슬람교 (イスラム 教 )
7 세기 초반에 아라비아 반도에서 무함마드(마호메트)가 창시한 종교입니다. 유일
신 알라의 신앙에 의하여 인간은 구제되고 신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설
교하였습니다. ☜ 불교・기독교・이슬람교는 특히 신자가 많으므로 “삼대종교”라
고 불립니다.
ていこく

이슬람 제국 (イスラム帝国)
8 세기에 무함마드(마호메트)의 후계자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9 세기에는 150 만 명
이나 되는 인구를 가진 세계 최대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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きんだいか

Ⅲ 유럽의 근대화（ヨーロッパの近代化）
し み ん かくめい

さんぎょうかくめい

1. 시민 혁명과 산업 혁명 (市民革命と 産 業 革命)
연표로 확인합시다
세계에서 일어난 일

일본

일본에서 일어난 일

1688 년 영국의 명예혁명

영국에서 산업 혁명이
에도

일어남

시대

1716 년 교호 혁명

1775 년 미국의 독립 전쟁
1787 년 간세이 혁명
1789 년 프랑스 혁명

영국
め い よ かくめい

명예혁명 (名誉革命)
절대 왕정에 반대하여 일어난 혁명입니다. 의회는 왕을 추방하고 새로운 국왕을
네덜란드에서 맞이하였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 실현한 혁명입니다. ☜ 1642 년에
일어난 청교도 혁명도 절대 왕정에 반대하여 일어난 혁명입니다.
ぜったい おうせい

절대 왕정 (絶対王政)
16 세기에 귀족·교회·의회·시민을 억제하고 국왕이 독단으로 펼친 정치입니다.
け ん り しょうてん

권리 장전 (権利 章 典 )
1689 년에 의회를 중요시하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
약속(권리 장전)은 오랫동안 영국 정치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さんぎょうかくめい

산업 혁명 (産 業 革命)
기계의 발명과 개량으로 생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회의 모습이 공
업 중심의 사회로 변화한 것을 산업 혁명이라고 합니다. 자본주의에 인한 생산이
발달하였습니다. ☜ 19 세기가 되자 프랑스·미국·독일로 확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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し ほ ん し ゅ ぎ

자본주의 (資本主義)
자본(자금)을 가진 자본가가 노동자를 고용하고, 돈을 벌 목적으로 상품을 자유
롭게 생산하는 경제 구조를 말합니다.

미국
どくりつ せんそう

독립 전쟁 (独立戦争)
1775 년에 일어난 전쟁으로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전쟁입니다.
どくりつ せんげん

독립 선언 (独立宣言)
1776 년 독립 전쟁 중에 제시한 선언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모든 주권은
시민에게 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がっしゅうこくけんぽう

합중국 헌법 (合衆国 憲法)
영국과의 독립 전쟁에서 승리한 미국이 제정하였습니다. “삼권 분립 정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프랑스
かくめい

프랑스 혁명 (フランス革命)

1789 년에 국왕과 대 귀족 중심 정치에 대한 불만으로 민중이 일어선 혁명입니다.
국왕이 처형되고 공화정이 생겼습니다.
きょうわ せい

공화정 (共和政)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대표자가 의논하여
정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じんけん せんげん

인권 선언 (人権宣言)
프랑스 혁명이 한창인 때 발표되었습니다.
인간은 모든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가지고
있고, 정치하는 권리는 국민에게 있다고 주
장하였습니다.
나폴레옹 (ナポレオン)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인민 투표로 황제가
되었습니다. 혁명의 이념을 널리 전파하였
습니다.
▲ 나폴레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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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봅시다
산업 혁명으로 사회는 어떻게 변하였을까요?
산업 혁명으로 완성된 새로운 사회는 이익을 지향하는 경쟁 사회가 되었습니다.
공장의 경영자인 자본가들은 노동자를 고용하여 많은 이익을 올리려고 하였습니다.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자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어 대우 개선을 요구하게 되었
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를 비판하여 노동자를 중심으로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는
사회주의도 나타났습니다.

しんしゅつ

2. 유럽의 아시아 진출 (ヨーロッパのアジア 進 出 )
영국과 중국(청나라)
아편 전쟁에 이르는 무역 관계

18 세기

차·견직물

영국

청
은

19 세기
차·견직물
영국

청
しん

清
은
견직물

아편
인도

11

せんそう

아편 전쟁 (アヘン戦争)
1840 년에 영국과 청나라 사이에 일어난 전쟁. 영국은 청나라에 인도산 마약인 아
편을 밀수하여 팔아 청나라에서 차와 비단을 얻고 있었습니다. 청나라가 아편 밀수
를 단속하자 영국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청나라와 영국은 난징 조약을 맺었습니
다.
なんきん じょうやく

난징 조약 (南京 条 約 )
아편 전쟁에 승리한 영국이 1842 년에 청나라와 맺은 불평등 조약입니다. 영국은
상하이를 포함한 5 개 항구를 개방시켜 홍콩을 수중에 넣었습니다.
たいへい てんごく

らん

태평천국의 난 (太平天国の乱)
청나라의 정부는 전쟁 비용과 배상금 때문에 농민의 세금 부담을 증가시켰습니다.
1851 년에 빈부의 격차가 없는 나라를 만들고자 민중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혼
란 중에 영국과 프랑스는 베이징을 점령하였습니다.

영국과 인도
だいはんらん

인도의 대반란 (インドの大反乱)
1857 년에 영국 군에 고용된 인도인 병사 세포이가 영국인 상관에게 대항하여 일
으킨 반란입니다. 인도인은 영국 지배에 불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각지에서 반란
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인도는 영국에게 진압되어 완전한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아편 전쟁에서 청나라가 진 것을 알게 된 에도 막부는 어떤 식으로 대응하였을까
요?
“이국선 추방령”을 개정하여 외국선에게 연료와 식량을 주어 퇴각시키기로 하
였습니다. 또, 외국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하여 서양의 기술과 학문을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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ふた

たいせん

Ⅳ 두 번의 대전 (二つの大戦)
1. 제 1 차 세계 대전 무렵의 세계 동향
だいいち じ

せ かいたいせん

ころ

せ かい

うご

(第一次世界大戦の頃の世界の動き)
연표로 확인합시다
세계에서 일어난 일

일본

일본에서 일어난 일

1882 년 삼국 동맹 성립
1889 년 대일본제국헌법 발포
1904 년 러일 전쟁
1907 년 삼국 협상 성립

메이지
시대
1910 년 한일 병합

1911 년 중국에서 신해혁명이 일어남
1914 년 제 1 차 세계 대전 발발
다이쇼
1917 년 러시아 혁명

시대
1981 년 쌀 소동

1919 년 베르사유 조약

1919 년 3·1 독립운동

1919 년 5·4 운동
1923 년 관동대지진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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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차 세계 대전의 흐름○
삼국 동맹

대립

독일·오스트리아·이탈리아

삼국 협상
영국·프랑스·러시아

1914 년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 암살 (사라예보 사건)

1914 년 제 1 차 세계 대전 발발

군사력을

배경으로

식민지를

획득하려는 나라들이 참가하였
습니다.

1919 년 베르사유 조약

일본은 영일 동맹을 구실로 삼
아 전쟁에 참가하였습니다.

1920 년 국제 연맹이 생김

파리의 강화 회의에서 맺어진 조약입니다.
독일은 본국의 일부와 식민지 전체를 잃고,
배상금을 물었습니다.

こくさい れんめい

국제 연맹 (国際連盟)
세계 평화를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본부는 스위스의 제네바에 있었습니다. ☜ 미국
독일·러시아는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かんこく へいごう

한일 병합 (韓国併合)
일본은 한국을 식민지로 삼고 조선총독부를 두었습니다.
さん

いちどくりつうんどう

3·1 운동 (三・一 独立 運動)
1919 년 3 월 1 일에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하여 펼친 운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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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しんがいかくめい

▼ 쑨원

신해혁명 (辛亥 革命)
そん ぶん

쑨원(孫 文 )이 청나라의 지배를 끝내게 한 혁명입니다. 난징
을 수도로 하여 중화민국을 성립시켰습니다.
そんぶん

쑨원 (孫 文)
중국 혁명의 아버지라고 불리었습니다. 삼민주의(민족의 독
립·민권의 존중·민생의 안정)를 외쳤습니다.
にじゅういち

じょう

ようきゅう

21 개조 요구 (二十一か 条 の 要 求 )
1915 년에 일본은 중국에 독일이 소유하고 있던 산둥 반도
의 권리와 이익, 남만주 철도의 권익 기한 연장 등을 요구하
고 그 대부분을 중국이 인정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ご

し うんどう

5·4 운동 (五・四運 動)
중국 전토에 퍼진 항일·반정부 운동입니다. 일본이 중국에게 요구한 21 개조 요구에 반
대하는 학생 운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러시아
かくめい

러시아 혁명 (ロシア革命)
1917 년에 러시아에서 일어난 3 월 혁명과 11 월
혁명을 말합니다. 계속되는 전쟁으로 국민의 생활이
어려워지자 황제와 정부에 대한 불만에서 일어났습
니다. 1922 년에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
세워졌습니다.
がつかくめい

3 월 혁명 (3月 革命)
1917 년 3 월에 황제가 퇴위하고 의회의 임시 정부
가 설치되었습니다.
かくめい

11 월 혁명 (11 月革命)
1917 년 11 월에 레닌을 지도자로 한 노동자·농민·
병사들이 다시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 레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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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2 차 세계 대전 무렵의 세계 동향
だ い に じ せ か い たいせん

ころ

せかい

うごき

(第二次世界大戦の頃の世界の動き)
연표로 확인합시다
세계에서 일어난 일

일본

일본에서 일어난 일

1929 년 세계 공황
각국의 불경기 대책
∙블록 경제

1931 년 만주 사변

∙뉴딜 정책

쇼와

1932 년 5·15 사건

∙파시즘

시대

1936 년 2∙26 사건

1937 년 중일 전쟁
1939 년 제 2 차 세계 대전

1940 년 독이일 삼국 동맹
1941 년 태평양 전쟁
1943 년 이탈리아 항복
1945 년 독일 항복

1945 년 포츠담 선언을 수락

せ か い きょうこう

세계 공황 (世界 恐 慌 )
1929 년에 미국에서 주식의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여 은행과 공장이 도산하고 실업자
가 거리에 넘쳐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에서 세계로 퍼졌기 때문에 이를 세계 공
황이라고 합니다.
けいざい

블록 경제 (ブロック経済)
영국과 프랑스가 취한 정책입니다. 관세를 올리고 자국에 속한 식민지에서 타국의 상
품을 배제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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せいさく

뉴딜 정책 (ニューディール政策)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시작한 정책입니다. 공공사업을 벌임으로써 실업자를 줄이
고 국민의 구매 욕구를 촉진하여 경기를 회복시켰습니다.
파시즘 (ファシズム)
독일과 이탈리아 등에서 행해진 독재 정치입니다. 자국을 위하여 타국을 침략하고 국
민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였습니다. ☜ 독일의 히틀러,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유명합
니다.

にっちゅうせんそう

중일 전쟁 ( 日 中 戦争)
일본과 중국의 전쟁입니다. 일본군은 중국의 수도 난징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때 많은
もうたくとう

중국 민중을 학살하였습니다. 당시 내전을 계속하고 있던 국민당과 마오쩌둥(毛沢東 )이
이끄는 공산당이 협력하여 일본군에 맞서 싸웠습니다.
もうたくとう

마오쩌둥 (毛沢東)
중국의 혁명 지도자입니다. 1949 년에 중화 인민 공화국을 설립
하였습니다.
にち ど く い さんごくどうめい

독이일 삼국 동맹 (日独伊三国 同盟)
국제 연맹을 탈퇴한 독일·이탈리아·일본이 맺은 군사 동맹입
니다.
▲ 마오쩌둥
だ い に じ せ か い たいせん

제 2 차 세계 대전 (第二次世界大戦)
1939 년에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전쟁입니다. 독일·
이탈리아·일본 등의 추축국에 대항하여 미국·영국·프랑스 등으로 이루어진 연합국이
싸웠습니다. 1945 년에 이 전쟁은 막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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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확인합시다
다음 사건들과 관계가 있는 장소를 확인합시다.

① 5・4 운동 ② 제 2 차 세계 대전

②

③ 세계 공황

④ 제 1 차 세계 대전

①

④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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れいせん

せかい

Ⅴ 냉전 체제 하의 세계 (冷戦のもとでの世界)
연표로 확인합시다
세계에서 일어난 일

일본

일본에서 일어난 일
1946 년 일본국 헌법 공포

1949 년 중화 인민 공화국 성립
1950 년 한국 전쟁이 시작됨
1951 년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
1955 년 아시아·아프리카 회의
1965 년 베트남 전쟁이 시작됨

쇼와

냉

시대

전
1972 년 오키나와 일본 복귀
1978 년 중일 평화 우호 조약

1990 년 동서독 통일

헤이세이
시대

1991 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해체

ちゅうか じんみん きょうわ こく

중화 인민 공화국 (中華人民共和国)
もう たく とう

공산당의 마오쩌둥(毛 沢 東 )을 주석으로 하여 건국한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공산당과
대립하고 있던 국민당은 대만으로 달아났습니다.
ちょうせんせんそう

한국 전쟁 (朝 鮮 戦争)
남한과 북한의 전쟁입니다. 제 2 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의 대립으로 한반도
의 남쪽은 대한민국, 북쪽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갈렸습니다. 1950 년에 미국과
소련이 남한과 북한을 각각 지원하면서 전쟁은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1953 년에 휴전되
었습니다.
へ い わ じょうやく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 (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 条 約 )
1951 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강화 회의에서 동의한 평화 조약입니다. 일본
은 48 개국과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か い ぎ

か い ぎ

아시아∙아프리카 회의 (반둥 회의) (アジア・アフリカ会議（バンドン会議）)
인도·중국·이집트·인도네시아 등 29 개국의 대표가 식민지 지배 반대와 평화 공존에
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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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둥 회의 참가국
せんそう

베트남 전쟁 (ベトナム戦争)
남북 베트남의 내전입니다. 소련이 베트남을 지원하고, 미국이 남베트남을 지원하면
서 전쟁은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1976 년에 남북 베트남은 통일되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냉전(차가운 전쟁)이란 무엇일까요?
직접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경제·외교·정보 따위를 수단으로 하는 국제적인 대립을
말합니다. 제 2 차 세계 대전 이후,
유럽과 아시아 각지에서 점령 지구
의 관리와 부흥을 둘러싼 대립이 일
어났습니다. 세계는 미국을 중심으
로 한 자본주의 국가(서방측)와 소
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국가(동
방측)로 갈려 대립하였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 세계 각지에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1985 년에서
1989 년 사이에 동방측의 세력이 약
해지면서(동서독의

통일과

소련의

해체 등) 냉전 상태는 사실상 종결
되었습니다.

▲동서독의 통일(베를린 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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