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 뗀석기 사용

• 불, 언어 사용

• 사냥, 채집 생활

• 동굴, 막집 거주

• 이동 사회

• 평등 사회

• 연천 전곡리

• 공주 석장리

• 단양 수양개

• 간석기 사용

•   빗살무늬 토기 사

용

•   농경 시작(조, 피, 

수수 등)

• 갈돌, 갈판

•   가락바퀴, 뼈 바

늘 → 의복 제작

• 정착 생활

• 움집 거주

• 원시 신앙

• 서울 암사동

• 부산 동삼동

• 청동기 사용

• 비파형 동검

•   민무늬 토기, 미

송리식 토기

• 벼농사 시작

• 반달 돌칼

•   계급 사회(고인

돌)

• 군장 국가 등장

• 부여 송국리

• 울주 반구대

• 세형 동검

• 철제 농기구 사용

• 농업 생산력 증가

• 빈부 격차 증가

•   명도전, 붓(중국

과의 교역)

선사 시대, 연맹 왕국

고조선 위만 조선

•   단군 신화(삼국유사에 

기록)

• 청동기 문화 수용

• 비파형 동검, 고인돌

• 거친무늬 거울

• 8조법

• 사유 재산 중시

• 제정 일치 사회

•   유이민 출신인 위만이 

준왕을 몰아내고 권력 

장악

• 철기 문화 수용

• 중계 무역 전개

•   한의 공격으로 멸망

연맹 왕국

부 여 고구려 옥 저 동 예 삼 한

• 5부족 연맹체

•   사출도(마가,우

가, 저가, 구가)

• 순장

• 1책 12법

• 영고(12월)

• 우제점법

• 반농반목

• 5부족 연맹체

• 상가, 고추가 등

• 사자, 조의, 선인

• 제가 회의

• 약탈 경제

• 서옥제

• 동맹(10월)

• 군장(읍군, 삼로)

•   소금, 어물 등 풍부

•   고구려에 공물 납부

• 가족 공동묘

• 민며느리제

• 군장(읍군, 삼로)

•   단궁, 과하마, 반

어피 등 특산물

•   책화(부족 생활 

중시)

• 무천(10월)

• 군장(신지, 읍차)

• 제사장(천군)

•   소도(신성 지역)

• 제정 분리 사회

• 철 생산(변한)

• 철제 농기구 활용

•   낙랑, 왜 등 철 

수출

• 저수지 축조

• 수릿날(5월)

• 계절제(10월)

주먹 도끼 탁자식 고인돌 세형 동검

고조선의 세력범위

빗살무늬 토기



고구려

백 제

신 라

0~100 100~200 200~300 300~400 400~500

동명성왕(BC 37-BC 19)

고구려 건국(BC 37)

동천왕(227-248)

요동 서안평 공격(242)

위 관구검 침입과 국내성 함락(244)

미천왕(300-331)

서안평 점령(311)

낙랑군 축출(313)

대방군 축출(314)

광개토 대왕(391-412)

신라에 지원군 파견(400)

후연 격퇴(407), 동부여 정벌(410)

장수왕(412-491)

광개토 대왕릉비 건립(414)

평양성 천도(427)

백제 한성 함락, 개로왕 전사(475)

소수림왕(371-384)

태학 설립, 불교 수용(372) 

율령 반포(373)

광개토 대왕(391-412)

백제 관미성 함락(392)

숙신 정벌(398)

고국원왕(331-371)

백제와의 평양성 전투에서 전사(371)

유리왕(BC 19-AD 18)

국내성 천도(AD 3)

온조왕(BC 18-AD 28)

백제 건국(BC 18)

박혁거세(BC 57-AD 4)

신라 건국(BC 57)

내물 마립간(356-402)

마립간(대군장) 칭호 사용

김씨 왕위 독점 세습

왜의 침입으로 광개토 대왕에게 군사 

요청(399)

눌지 마립간(417-458)

백제와 나제 동맹 체결(433)

고이왕(234-286)

왕위 형제 상속

관등, 관복 제정(260)

율령 반포(260)

근초고왕(346-375)

왕위 부자 상속

평양성 공격(371)

고흥, 『서기』편찬(375)

비유왕(427-455)

신라와 나제 동맹 체결(433)

침류왕(384-385)

불교 공인(384) 문주왕(475-477)

웅진 천도(475)

동성왕(479-501)

신라와 혼인 동맹 체결(493)

개로왕(455-475)

장수왕의 한성 침입으로 전사(475)

고국천왕(179-197)

왕위 부자 상속

진대법 실시(194)

태조왕(53-146)

고씨 왕위 독점 세습

중앙 집권 체제 정비

고구려

백  제

신  라

삼국 시대

석촌동 고분군

환도산성

서울 풍납동 토성

무용총 수렵도
광개토 대왕릉비



고구려 통일
신라

발 해

백 제

신 라

500~600 600~676 676~800 800~900 900~936

영양왕(590-618)

수 문제의 1차 침입(598)

이문진, 『신집』 5권 저술(600)

영양왕(590-618)

을지문덕의 살수 대첩(612)

신문왕(681-692)

국학 설치(682)

9주 5소경 완성(685)

관료전 지급(687)

녹읍 폐지(689)

헌덕왕(809-826)

김헌창의 난(822)

효공왕(897-912)

견훤, 후백제 건국(900)

궁예, 후고구려 건국(901)

경애왕(924-927)

견훤의 공격으로 피살(927)

경순왕(927-935)

고려에 항복, 신라 멸망(935)

흥덕왕(826-836)

장보고, 청해진 설치(828)

진성여왕(887-897)

원종, 애노의 난(889)

최치원, 시무 10조 제시(894)

성덕왕(702-737)

정전 지급(722)

경덕왕(742-765)

녹읍 부활(757)

혜공왕(765-780)

피살 사건, 무열왕계 왕위 세습 

종료(780)

원성왕(785-798)

독서삼품과 설치(788)

대조영(698-719)

발해 건국(698)

선왕(818-830)

5경 15부 62주 완성

해동성국으로 불림

대인선(906-926)

거란의 공격으로 발해 멸망(926)

무왕(719-737)

인안 연호 사용(719)

장문휴, 당의 등주 공격(732)

문왕(737-793)

대흥 연호 사용(737)

상경 용천부 천도(755)

동경 용원부 천도(785)

영류왕(618-642)

천리장성 축조(631)

보장왕(642-668)

연개소문 집권(642)

당 태종의 침입, 안시성 전투(645)

연개소문 사후 내분 발생(666)

고구려 멸망(668)

고구려 부흥 운동(670~674)

무령왕(501-523)

22담로 왕족 파견

의자왕(641-660)

대야성 등 신라 40여개 성 함락(642)

백제 멸망(660)

백제 부흥 운동(660~663)성왕(523-554)

사비 천도, 국호 남부여(538)

한강 유역 수복(551), 관산성 전투(554)

지증왕(500-514)

순장 금지, 우경 실시(502)

왕 칭호 사용, 국호 신라 확정(503)

우산국 정벌(512)

선덕 여왕(632-647)

황룡사 구층 목탑 건립(643)

태종 무열왕(654-661)

진골 최초 국왕

황산벌 전투, 백제 멸망(660)

문무왕(661-681)

고구려 멸망(668)

외사정 설치(673)

나당 전쟁 승리, 삼국 통일(676)

법흥왕(514-540)

병부 설치(517), 율령 반포, 공복 제정(520)

불교 공인(527), 금관가야 병합(532)

진흥왕(540-576)

한강 유역 진출(553), 관산성 전투(554)

대가야 멸망, 가야 연맹 해체(562)

화랑도 창설(576)

고구려

백  제

통일

신라

신  라

발  해

삼국, 통일 신라 시대

연가 칠년명 금동여래 입상

포석정

정효공주 고분 벽화
막새기와 이불 병좌상



고려

918~1000 1000~1100 1100~1200 1200~1300 1300~1392

태조 왕건(918-943)

고려 건국(918)

흑창 설치(918)

신라의 투항(935)

후백제 멸망, 후삼국 통일(936)

사성 정책, 호족 통합 정책

역분전 지급(940)

훈요 10조(943)

정종(945-949)

광군 30만 조직(947)

현종(1009-1031)

강조의 정변(1009)

거란의 2차 침입(1010)

초조대장경 간행 시작(1011)

거란의 3차 침입(1018)

강감찬, 귀주 대첩(1019)

숙종(1095-1105)

은병(활구) 제작(1101)

해동통보 주조(1102)

윤관, 별무반 설치(1104)

충선왕(1298, 1308-1313)

연경에 만권당 설치(1314)

공민왕(1351-1374)

정방 폐지, 전민변정도감 설치(1352)

쌍성총관부 폐지(1356)

친원 세력 제거(1356)

우왕(1374-1388)

최영, 홍산 대첩(1376)

최무선, 화통도감 설치(1377)

이성계. 황산 대첩(1380)

최무선, 진포 대첩(1380)

이성계, 위화도 회군(1388)

원종(1259-1274)

개경 환도, 무신 정권 종료(1270)

삼별초의 항쟁(1270~1273)

충렬왕(1274-1298, 1298-1308)

정동행성 설치(1280)

2차 일본 원정 실패(1281)

일연, 『삼국유사』 저술(1281)

이승휴, 『제왕운기』 저술(1287)

고종(1213-1259)

몽골의 1차 침입(1231)

강화 천도(1232)

몽골의 2차 침입, 처인성 전투(1232)

팔만대장경 제작(1251)

쌍성총관부 설치(1258)

의종(1146-1170)

무신 정변(1170)

신종(1197-1204)

만적의 난(1198)

공양왕(1389-1392)

박위, 쓰시마 섬 토벌(1389)

과전법 실시(1391)

고려 멸망(1392)명종(1170-1197)

무신 정권 시작(1170)

망이, 망소이의 난(1176)

이규보, 「동명왕편」 집필(1193)

최충헌, 최씨 무신 정권 수립(1196)

인종(1122-1146)

이자겸의 난(1126)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1135)

김부식, 『삼국사기』 편찬(1145)

예종(1105-1122)

별무반 여진 정벌, 동북 9성 설치(1107)

7재 설치(1109)

양현고 설치(1119)

정종(1034-1046)

천리장성 축조(1044)

문종(1046-1083)

경정 전시과 시행(1076)

숙종(1095-1105)

의천, 천태종 창시(1097)

광종(949-975)

노비안검법 시행(956)

과거 제도 시행(958)

백관 공복 제정(960)

경종(975-981)

시정 전시과 시행(976)

목종(997-1009)

개정 전시과 시행(998)

성종(981-997)

최승로, 시무 28조 건의(982)

12목 지방관 파견(983)

국자감 설치(992)

상평창 설치(993)

거란의 1차 침입(993), 서희의 

외교 담판(993)

강동 6주 획득(994)

고  려

고  려

귀주 대첩

최무선 화포

팔만대장경

삼국유사
은병(활구) 해동통보



조선

1392~1450 1450~1500 1500~1550 1550~1600 1600~1650

정종(1398-1400)

제2차 왕자의 난(1400)

태조(1392-1398)

이성계, 조선 건국(1392)

한양 천도(1394)

제1차 왕자의 난(1398)

문종(1450-1452)

『고려사』 편찬(1451)

단종(1452-1455)

계유정난(1453)

세조(1455-1468)

직전법 시행(1466)

6조 직계제 부활

성종(1469-1494)

관수 관급제 시행(1470)

홍문관 설치(1478)

『경국대전』 반포(1485)

연산군(1494-1506)

무오사화(1498)

명종(1545-1567)

을묘왜변(1555)

임꺽정의 활동(1559~1562)

인조(1623-1649)

이괄의 난(1624)

어영청 설치(1624)

정묘호란(1627)

영정법 실시(1635)

병자호란(1636)

선조(1567-1608)

사림의 동인, 서인 분열(1575)

정여립의 난(1589)

임진왜란 발발(1592)

한산도 대첩(1592)

진주 대첩(1592)

훈련도감 설치(1593)

행주 대첩(1593)

정유재란 발발(1597)

명량 해전(1597)

노량 해전(1598)

광해군(1608-1623)

대동법 경기도 시범 시행, 선혜청 설치(1608)

기유약조 체결(1609)

허준, 『동의보감』 저술(1610)

인목 대비 폐위(1618)

인조 반정(1623)

연산군(1494-1506)

갑자사화(1504)

중종 반정(1506)

명종(1545-1567)

을사사화(1545)

양재역 벽서 사건(1547)

중종(1506-1544)

삼포 왜란(1510)

비변사 설치(1517)

현량과 실시(1519)

위훈 삭제 사건(1519)

기묘사화(1519)

주세붕, 백운동 서원 건립(1543)

태종(1400-1418)

사병 혁파(1400)

신문고 설치(1401)

호패법 시행(1413)

6조 직계제 시행(1414)

세종(1418-1450)

이종무, 쓰시마 섬 토벌(1419)

집현전 확대 개편(1420)

『농사직설』 편찬(1429)

『향약집성방』 편찬(1433)

장영실, 자격루 제작(1434)

갑인자 주조(1434)

의정부 서사제 시행(1436)

측우기 제작(1441)

『칠정산』 편찬(1444)

『의방유취』 편찬(1445)

훈민정음 반포(1446)

조  선

조  선

백운동 서원

임진왜란

삼전도비한산도 대첩

동의보감

훈민정음

경국대전



조선

1650~1700 1700~1750 1750~1800 1800~1850 1850~1900

현종(1659-1674)

기해예송(제1차 예송논쟁, 1659)

갑인예송(제2차 예송논쟁, 1674)

효종(1649-1659)

북벌 운동 추진

시헌력 시행(1653)

제1차 나선 정벌(1654)

제2차 나선 정벌(1658)

숙종(1674-1720)

대동법 확대 실시

백두산정계비 건립(1712)

순조(1800-1834)

공노비 해방(1801)

신유박해(1801)

홍경래의 난(1811)

정약용, 『목민심서』 저술(1818)

헌종(1834-1849)

기해박해(1839)

철종(1849-1863)

김정희, 『금석과안록』 저술

최제우, 동학 창시(1860)

임술 농민 봉기(1862)

고종(1863-1907)

흥선 대원군 집권(1863)

서원 철폐(1864)

비변사 폐지, 『대전회통』 편찬(1865)

경복궁 중건(1865~1868), 원납전 징수(1865) 

당백전 발행(1866), 사창제 시행(1866)

병인박해, 병인양요, 제너럴 셔먼호 사건(1866)

오페르트 도굴 사건(1868)

신미양요, 척화비 건립, 호포제 시행(1871)

운요호 사건(1875)

강화도 조약 체결, 수신사 파견(1876)

영선사 파견, 조사 시찰단 파견, 영남 만인소(1881)

임오군란,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1882) 

제물포 조약, 조미 수호 통상 조약(1882)

보빙사 파견, 원산 학사 설립(1883)

갑신정변(1884)

한성 조약, 거문도 사건(1885)

육영 공원 설립(1886)

동학 농민 운동, 청일 전쟁, 갑오개혁(1894)

이제마, 『동의수세보원』 저술(1894)

교육입국조서 반포(1895)

을미사변, 을미개혁, 을미의병(1895)

아관 파천, 독립 협회 결성, 독립신문 간행(1896)

대한 제국 선포(1897), 헌의 6조(1898)

대한국 국제 선포(1899)

정조(1776-1800)

규장각 설치(1776)

박제가, 『북학의』 저술(1778)

초계문신제 시행(1781)

유득공, 『발해고』 저술(1784)

『대전통편』 편찬(1785)

장용영 설치(1788)

신해통공(1791)

신해박해(1791)

수원 화성 완성(1796)

영조(1724-1776)

조엄, 고구마 전래(1763)

유형원의 『반계수록』 간행(1770)

『동국문헌비고』 편찬(1770)

영조(1724-1776)

탕평책 실시

탕평비 건립(1742)

『속오례의』 편찬(1744)

『속대전』 편찬(1746)

균역법 실시(1750)

숙종(1674-1720)

상평통보 유통(1678)

경신환국(1680)

기사환국(1689)

갑술환국(1694)

조  선

조  선

상평통보

백두산정계비

탕평비

수원 화성

목민심서

19세기 농민 운동



1900~1910 1910~1920 1920~1930 1930~1940 1940~1945

고종(1863-1907)

지계아문 설치, 지계 발급(1901)

하와이 이주(1902)

한일 의정서(1904)

제1차 한일 협약(1904)

보안회 조직(1904)

러일 전쟁(1904)

을사늑약, 을사의병(1905)

경부선 개통(1905)

통감부 설치(1906)

대한 자강회 조직(1906)

헤이그 특사 파견, 고종 강제 퇴위(1907)

순종(1907-1910)

한일 신협약, 군대 해산, 정미의병(1907)

신민회 설립, 국채 보상 운동(1907)

오산 학교 설립(1907)

대성 학교 설립(1908)

13도 창의군, 서울 진공 작전(1908) 

전명운·장인환, 스티븐스 저격(1908)

신채호, 『독사신론』 저술(1908)

안중근, 이토 히로부미 저격(1909) 

간도 협약 체결(1909)

국권 피탈, 한일 병합 조약(1910) 

무단 통치 시기

회사령 시행(1910)

105인 사건(1911) 

신민회 해체(1911)

제1차 조선 교육령(1911)

조선 태형령(1912) 

토지 조사령(1912)

흥사단 조직(1913)

호남선 개통(1914)

대한 광복군 정부 설립(1914)

박은식, 『한국통사』 저술(1915)

김규식, 파리 강화 회의 참석(1919)

2·8 독립 선언서, 3·1 운동(1919)

의열단 조직(1919)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1919)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1920)

문화 통치 시기

회사령 폐지(1920)

산미 증식 계획(1920)

물산 장려 운동(1920)

박은식, 『한국독립운동지혈사』 저술(1920)

자유시 참변(1921)

조선어 연구회 조직(1921)

제2차 조선 교육령(1922)

민립 대학 설립 운동(1922)

국민 대표 회의(1923)

형평 운동(1923)

신채호, 조선 혁명 선언 작성(1923)

암태도 소작 쟁의(1923)

경성 제국 대학 설립(1924)

조선 노농 총동맹 결성(1924)

치안 유지법(1925)

미쓰야 협정(1925)

6·10 만세 운동(1926)

정우회 선언(1926)

한용운, 『님의 침묵』 간행(1926)

신간회 조직(1927)

근우회 조직(1927)

원산 노동자 총파업(1929)

광주 학생 항일 운동(1929)

민족 말살 통치기

조선어연구회, 조선어 학회로 개칭(1931)

브나로드 운동(1931)

한인 애국단 조직(1931)

이봉창, 윤봉길 의거(1932)

쌍성보 전투(1932)

흥경성·영릉가 전투(1932)

농촌 진흥 운동(1932)

백남운, 『조선사회경제사』 저술(1933)

조선 농지령(1934) 

진단 학회 조직(1934)

황국 신민 서사 암송(1937)

국가 총동원령(1938) 

제3차 조선 교육령(1938)

창씨개명(1939)

국민 징용령(1939)

미곡 공출제(1939) 

식량 배급제(1939)

임시정부 충칭 정착(1940)

한국 광복군 조직(1940)

국민 학교령(1941)

조선어 학회 사건(1942)

학도 지원병 제도(1943)

제4차 조선 교육령(1943)

카이로 회담(1943)

징병 제도(1944)

여자 정신대 근무령(1944)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1945)

얄타 회담(1945)

포츠담 회담(1945)

국내 진공 작전 준비(1945)

8·15 광복(1945)

근대,

일제

강점기

근대, 일제 강점기

한일 병합(경술국치)

민족대표 33인

대한민국 임시 정부 산미 증식 계획 한국 광복군

8·15 광복



1945~1960 1960~1970 1970~1980 1980~1990 1990~2000

미군정기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1945)

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1946)

좌우 합작 위원회(1946)

남북 협상(1948)

제주 4·3 사건(1948)

5·10 총선거, 제헌 국회, 대한민국 

정부 수립(1948)

5·16 군사 정변(1961)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발표(1962)

박정희 정부 수립(1963)

제3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1972)

7·4 남북 공동 성명(1972)

남북 조절 위원회 설치(1972)

10월 유신 발표(1972)

3·1 민주 구국 선언(1976)

제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1977)

수출 100억 달러 달성(1977)

YH 사건(1979)

부산·마산 민주 항쟁(1979)

10·26 사건(1979)

12·12 사태(1979)

5·18 민주화 운동(1980)

박정희 정부

6·3 항쟁(1964)

베트남 파병(1964)

한일 국교 정상화(1965)

제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발표(1967)

3선 개헌(1969)

새마을 운동 추진(1970)

경부 고속 도로 개통(1970)

이승만 정부

반민족 행위 처벌법 제정(1948)

농지 개혁법 제정(1949)

농지 개혁 실시(1950)

6·25 전쟁(1950)

인천 상륙 작전(1950)

1·4 후퇴(1951)

휴전 회담 개최(1951)

발췌 개헌(1952)

지방 자치제 시행(1952)

반공 포로 석방(1953)

휴전 협정 체결(1953)

한미 상호 방위 조약(1953)

사사오입 개헌(1954)

우리말 큰사전 편찬(1957)

3·15 부정 선거(1960)

4·19 혁명(1960)

장면 내각 성립(1960)

전두환 정부

공직자 윤리법(1981)

프로 야구 출범(1982)

남북 이산가족 상봉(1985)

4·13 호헌 조치, 6월 민주 항쟁, 

6·29 선언(1987)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1991)

남북 기본 합의서(1991)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1991)

중국과 국교 수립(1992)

김대중 정부

금강산 관광 실시(1998)

남북 정상 회담(2000)

6·15 공동 선언(2000)

한일 월드컵 개최(2002)

노무현 정부

개성 공단 건설(2004)

한국 - 칠레 간 자유 무역 협정 체결(2004)

KTX 개통(2004)

호주제 폐지(2005)

제2차 남북 정상 회담(2007)

10·4 남북 공동 선언(2007)

한국 - 미국 간 자유 무역 협정 체결(2007)

김영삼 정부

금융 실명제, 공직자 재산 등록제 실시(1993)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발표(1994)

지방 자치제 재시행(1995)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가입(1996)

IMF 구제 금융 신청(1997)

노태우 정부

제24회 서울 올림픽 개최(1988)

국민 연금 제도 도입(1988)

헝가리,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와 

국교 수립(1989)

소련과 국교 수립(1990)

현대

베트남 파병 7·4 남북 공동 성명 남북 이산가족 상봉

경부 고속 도로 개통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제24회 서울 올림픽

제1차 남북 정상 회담

현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