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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고구려 백제 신라

성립기

부(部)체제 성립

(왕위계습권 확립)

태조왕(2c). 5부체제

→계루부고씨 세습 확립

고이왕(3c). 5부체제

→한강 완전 점령

내물마립간(4c). 6부체제

→김씨 세습 확립

지배체제 (단순) 좌‧우보 대보

지방통치 직접 지배 (공납)

발전기

부자세습 확립 고국천왕(2c) 근초고왕(4c) 눌지마립간(5c)

귀족회의체 확대‧개편
신대왕 : 좌‧우보 → 국상 (명림대부) 좌평 이벌찬

제가회의 제솔회의 제간회의

왕권강화 상비군, 중국과의 외교 중시, 지방관 파견 시작

완성기

정복전쟁 광개토대왕‧장수왕(4‧5c) 근초고왕(4c) 법흥‧진흥왕(6c)

중앙집권체제
대대로(3년 한시직) 상좌평(왕 측근) 상대등(행정권만)

관료제 정비

불교수용
소수림왕(372) 

← 순도(전진)

침류왕(384)

← 마라난타(동진)

눌지(457) - 법흥(527)

← 묵호자(고구려)

율령반포 소수림왕 고이왕(3c) 법흥왕(520)

역사편찬
국초(1c 초)

-유기(미상)

근초고왕(375)

-백제서기(고흥)

진흥왕(545)

-국사(거칠부)

대왕의식 광개토대왕‧장수왕(4‧5c) 근초고왕(4c) 진흥왕(6c)

귀족연립체제 왕위계승 둘러싼 권력 투쟁

제2절. 초기의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연맹

출발

 B.c 2c. 졸본 지방

-압록강 유역. 맥족

-나‧노 집단

 B.C 18. 한강 유역

-마한의 소국

-고구려 유이민+토착 한족

 경주 사로국

-유이민+토착 한족

 기원전‧후 김해 금관가야

-6가야(12가야) 연맹체

고주몽 온조 박혁거세, 석탈해, 김알지 김수로(금관가야)

중앙집권

체제정비

‧B.C 75년 현도군 축출

 -소노부장 중심 연맹국가건설

‧A.D 3년 → 국내성(통구)

‧태조왕(2c)

 -계루부고씨 세습 확립

‧고이왕(3c 중엽)

 -한강유역 완전 장악

 -율령‧관등제‧남당설치

‧내물마립간(17대, 4c)

 -김씨 세습 확립

 -중앙 통제 강화

‧통일국사(X) ← 정치적 혼란

 -백제‧왜의 압력

 -고구려의 침범..

제3절. 가야연맹

6가야

 ‧금관가야 경남 김해, 본가야, 가락국

 ‧소가야 경남 고성

 ‧아라가야 경남 함안

 ‧대가야 경북 고령

 ‧고령가야 경북 함창

 ‧성산가야 경북 성주

경제
 - 철기, 토기, 잠상(蠶桑)

 - 중계무역 (낙랑‧대방 ↔ 왜)

문화

 ‧고분: 고령 지산동 45호분(석실묘, 순장), 창령 교동 3호분(순장)

 ‧유물: 금동관, 환두대도(철제), 갑옷, 마구, 토기

 ‧가야토기 → 일본 스에키 문화 

쇠퇴

전기-금관가야
-4c 초 낙랑, 대방의 멸망

-4c 말 고구려의 침범

후기-대가야
-남중국 남제와 통교 → 영토 확장 → 6c 초 백제의 반격 →  522. 이뇌왕-신라 법흥왕 결혼동맹

-532. 금관가야 투항(법흥왕) → 백제‧신라 양국에 분할점령 → 562. 대가야 멸망(진흥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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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고대의 정치와 그 변천

제1절. 삼국의 변천

고구려 백제 신라

2c

태조왕(53-146)

- 계루부고씨 세습 확립

- 옥저‧동예 복속

- 5부체제 확립

신대왕(146-179)

- 좌‧우보→국상(명림대부)

고국천왕(179-197)

- 중앙집권강화 (←4연나 반란 평정)

 : 5부체제→5부조직, 지방관파견, 부자상속

- 진대법(국상 을파소)

3c

동천왕(227-248) 고이왕(234-286)

- 위 서안평 공격

 →관구검‧왕기 반격→국내성 함락

- 한강유역 통합

- 국가체제 정비

 : 남당, 율령반포, 6전체제, 16관등, 관복제 

4c

미천왕(300-331)

- 서안평‧낙랑‧대방 점령

고국원왕(331-371) 근초고왕(346-379) 내물마립간(356-402)

- 전연(선비족)모용황→수도 함락

- 평양성전투(371): 백제에 대패 - 부자상속, 왕비족 진씨

- 국사(백제사기, 고흥) 편찬

- 해상왕국 패권 장악(요서‧산둥‧규슈)

- 낙동강 유역 점령

- 김씨 세습 확립

- 백제‧왜 격퇴(400, ←광개토대왕)

소수림왕(371-384)

- 불교(전진, 순도) 공인

- 율령반포, 태학설립

5c

광개토대왕(391-413) 실성마립간(402-417)

- 백제‧왜 격파 : 한강선

- 후연(선비족) : 요하선

- 비려(거란) : 서북방

- 숙신(여진) : 동북방
- 고구려에 인질 : 복호(412)

<광개토대왕비문>(414, 장수 2년)

- 주몽설화 / 영토확장 / 연호300호

장수왕(413-491) 비유왕(?) 눌지마립간(417-458)

- 평양천도(427) : 한강유역 진출

- 한성점령(475)
- 나‧제 동맹(434)

- 부자상속 확립, 6촌→행정6부

- 우거사용 보급

<영일냉수리비>(눌지443 or 지증503)

- 갈문왕, 영일지방 재산분쟁 해결

개로왕(455-475) 자비마립간(458-479)<중원고구려비>

- 신라→동이, 의복하사 - 북위에 국서(472) : 원병요청 - 행정6부 이하 방리 선정

문자왕(491-519) 동성왕(479-501) 소지마립간(479-500)

- 부여 복속(494)
- 신라와 결혼동맹(493)

- 신진세력 등용(사‧연‧백)

- 우역 설치(487)

- 경사에 시사(시장) 설치(490)

6c

무녕왕(501-523) 지증왕(500-514)

안장왕(519-531)

- 왕권강화, 22담로(왕족)

- 남조(양)와 외교

- 신궁설치(502), 소경설치(아시촌)

- 한화정책(왕, 신라, 주군(州郡)제)

- 우산국정벌(512, 이사부)

- 순장금지, 상복법제정, 우경장려
안원왕(531-545)

법흥왕(건원, 514-540)

- 병부(517), 율령(520)

- 남조(양)와 외교

<울진봉평비>(524)

- 율령(형벌), 왕→탁부 소속

성왕(523-554)

양원왕(545-559)
- 사비천도→남부여(538)

- 한강탈환(551)→관산성전사(554)

- 상대등(531), 금관가야 복속(532)

진흥왕(개국, 540-576)

평원왕(559-590) - 대왕의식 : 전륜성왕, 황룡사 장육불상

- 태자제도, 국사편찬(거칠부)

- 남조(진)‧북조(북제)와 교섭

- 사정부(544), 품주(565)

- 한강유역 장악(553), 대가야 정복(562)

- 온달 : 북주군 격파

위덕왕(554-598)

<단양적성비>(545-550)

- 관직명, 율령정비내용

<진흥왕순수비>(555-568)

- 북한산‧창녕‧황초령‧마운령

- 남부여→백제

- 대성8족 : 신라정벌 반대

진지왕(576-579, 폐위)

진평왕(579-632)영양왕(590-618)

- 남산신성비(591)

- 원광 걸사표(608)

혜왕(598-599)- 온달 전사

- 수(요서)공격(598) 법왕(599-600)

7c

영류왕(618-642) 무왕(600-641) 선덕여왕(632-647)

보장왕(642-668) - 익산경영, 미륵사 창건

- 귀실‧흑치‧계백씨

- 첨성대

- 황룡사 9층목탑

- 안시성승리(645) 의자왕(641-660) 진덕여왕(647-654)

- 유교강조, 귀족세력 숙청→반발 - 품주→집사부‧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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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석

낙랑 점제현신사비 85년(추정) 저수지 축조기념

고구려

관구검기공비 246(동천왕) 위 장군 관구검

광개토대왕비 414(장수2) 개국설화 / 대왕업적 / 능묘 

중원고구려비 장수 or 문자 → 신라(매금), 고구려영토 확인

신라

영일냉수리비 눌지 or 지증 재산분쟁 판결

울진봉평비 524(법흥11) 울진 순행, 사건 처리

영천청제비 536(법흥23) 역역 동원

울주천전리서석 536(법흥23) 성법흥대왕

단양적성비 545-550(진흥) 적성점령 → 대민회유

진흥왕순수비

북한산비 555-568 순행비. 김정희 고증

창녕비 561 순행비

황초령비 568 순행비

마운령비 568 뚜렷한 관직‧인명, 충효사상, 최남선 고증

남산신성비 591(진평13) 역역 동원

임신서기석 611(진평33) 유교경전 학습

백제
무령왕릉지석 왕‧왕비, 남북조 해서체

사택지적비 654(의자왕) 불탑‧불당 건립 기념, 북조 해서체

제2절. 삼국의 통일

∙수 중국통일(589) => <남북연합(돌궐-고구려-백제-왜)> ↔ <동서연합(수‧당-신라)>

고구려 백제

백제‧고구려의 멸망

‧요서지역 선제공격(영류왕. 598)

 →수문제(1차. 598) : 질병‧악천후

 →수양제(2차. 612) : 건무(영류왕), 을지문덕(살수)

‧당(고조)과 친선 : 도교전래, 포로교환

‧연개소문 정변 → 대당 강경책 : 천리장성

 →당태종 침입→요동성함락→안시성(양만춘. 645)

‧의자왕의 실정

 - 귀족세력 축출→내분

=>  나‧당 연합

‧연개소문 사후 내분

 →거란‧말갈 당에 복속 → 요동 방어선 약화
‧나‧당연합군 → 백강‧탄현 방어선 붕괴

부흥운동 ‧안승(보덕국왕) : 검모잠 제거
‧임존성(흑치상지)

‧주류성(복신, 도참, 부여풍)

나‧당 전쟁

-웅진도독부 : 공주, 부여융

-계림도독부 : 경주, 문무왕(663)

-안동도호부 : 평양, 당 설인귀  → 소고구려국(9c) → 발해에 흡수(10대 선왕)

‧문무왕 → 사비성 공략(671) → 소부리주 설치

<당+거란‧말갈> ↔ <신라+고구려(적극)‧백제(소극)유민>

‧백수성전투(672) → 매소성전투(675) → 기벌포 당 수군 섬멸(676)

제3절. 통일신라의 시대사

1. 신라의 시대구분

박‧석‧김 내물왕-지증왕 법흥왕-진덕여왕 태종무열왕-혜공왕 선덕왕-경순왕

삼국사기 상대(성골) 중대(진골) 하대(진골)

심국유사 상고 중고 하고

왕위‧시호 고유식(거‧차‧이) 중국식 : 왕 불교식 왕호 한식 시호

발전단계 연맹왕국 중앙집권국가완성 전성기 해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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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대‧하대

중 대 하 대

무열계 진골 : 29대 태종무열왕 - 36대 혜공왕
내물계 진골 : 37대 선덕왕 - 52대 효공왕, 56대 경순왕

박씨계 3왕 : 53대 - 55대 경애왕

29. 무열왕(654-661)

‧전제왕권 기반 마련

 -직계장자 세습, 갈문왕 폐지, 한식시호(태종)

 -집사부(시중) 설치

37. 선덕왕(780-785) ‧상대등 김양상(내물계 10대손) 등극

38. 원성왕(785-798)

39. 소성왕(798-800)

40. 애장왕(800-809)
‧하대 5묘제

‧공식(법률) 20여조 반포(805)
30. 문무왕(661-681) ‧식읍‧녹읍, 외사정 최초 파견

31. 신문왕(681-692)

‧전제왕권 확립 (←김흠돌난 평정)

 -귀족세력 숙청, 6두품 두각, 만파식적(유‧불)

 -5묘제(태조‧진지‧문흥‧태종‧문무)

‧제도 완비

 -정치 : 예작부→6전완비, 연좌제, 시위부

 -통치조직 : 9주5소경, 9서당10정

 -교육 : 국학설치

 -토지 : 관료전(687) → 녹읍폐지(689)

41. 헌덕왕(809-826)
‧무열계 반발

 -김헌창(웅주.822), 김범문(한산주.825)

42. 흥덕왕(826-836)

‧장보고 청해진 설치

‧왕권강화 시도

 -격식수정(834), 집사부→집사성(829)

43. 희강왕(836-838)

44. 민애왕(838-839)

45. 신무왕(839)
32. 효소왕(692-702) 46. 문성왕(839-857) ‧장보고의 난

33. 성덕왕(702-737)
‧정전 지급(722)

‧대당 국교 재개(733) → 발해‧당 전쟁 참여
47. 헌안왕(857-861)

48. 경문왕(861-875)

‧집사성의 비대화 → 왕권 제약

‧왕권강화 시도

 -근시기구 : 중사성, 선교성

 -문한기구 : 서서원, 숭문대

34. 효성왕(737-742)

35. 경덕왕(742-765)

‧왕권강화 시도

 -중시→시중(747)

 -유교교육강화(국학→태학; 박사‧교수)

 -고유지명→한화(주‧군‧현)

‧한계 : 녹읍부활(757) → 관료전 폐지

‧석굴암, 불국사

49. 헌강왕(875-886)

50. 정강왕(886-887)

51. 진성여왕(-897) ‧전국적인 농민반란

52. 효공왕(897-912)

36. 혜공왕(765-780)

‧중대 5묘제(미추‧태종‧문무‧성덕‧경덕)

‧대공의난(768)→반왕파대두(김양상)

 →김지정반란(780):혜공왕사망→김양상(선덕왕)등극

53. 신덕왕(912-917) <박씨 3왕>

‧견훤에게 피살

54. 경명왕(917-924)

55. 경애왕(924-927)

‧고려에 투항56. 경순왕(927-935)

3.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정치

6두품 ‧녹진, 왕거인, 최치원 등 → 골품제 모순 인식 → 호족과 결탁 → 고려 개국에 참여

지방호족

 통일 후 농업생산력의 증대 → 지방 경제력 상승

토착 촌주 대토지 집적 → 성‧군대 보유 → 성주‧장군

낙향 귀족 청주호족, 충주호족, 김해호족(김인광), 명주호족(김순식)

군진 세력 북진, 패강진, 청해진, 당성진, 혈구진

대외 무역 송악 작제건, 강주 왕봉규, 김해 이언모, 나주, 정주

지방군사력 견훤

초적 규합 기훤, 양길, 궁예

경제

‧경제체제 붕괴 → 수취체제 문란 → 농촌경제 붕괴 → 농민 반란

 -면세전 확대, 녹읍 부활

 -대토지 사유화 : 귀족, 사원

사상

 유‧불‧선의 통합 → 유‧불‧선‧풍수지리의 복합 : 최치원 4산비명, 훈요10조

불교

‧교종 : 화엄‧법상종 지속

‧선종 : 중심적 위치, 호족과 연합 → 고려건국에 역할

‧말법사상, 미륵신앙 → 궁예

도교 ‧진골의 사치, 향락에 대한 반발 → 현실도피적

유교 ‧정치이념으로서 대두, 아직 학문적 성숙(x)

농민반란

혜공왕 태후의 섭정 → 정치기강 해이 → 반왕파 대두 ... 

헌덕왕

서부지역 기근

 -해적 (당‧왜) → 장보고 성장 배경

 -초적 : 고달산적 수신 → 김범문의 난 가담

진성여왕 대토지 집적, 면제전 확대 → 과도한 수취체제 → 전면적 농민 항쟁

4. 후삼국의 성립

후백제 (900 - 936) 후고구려 (901 - 904)

 ‧무진주(광주) 점령(889) → 완산주(전주)에 도읍(900)

 ‧호족 포섭에 실패 : 신라에 적대적, 경애왕 살해(927)

 ‧외교활동 : 오월, 후당, 거란, 왜

 ‧북진‧패강진 군진세력 규합 → ‘송악’

마진 (무태.904 - 911)

 ‧→ 철원(905), 무태→성책

태봉 (수덕만세.911 - 917)

 ‧수덕만세→정개(914)

 ‧광평성 - 병부‧대룡부(창부)‧수춘부(예부)‧봉빈부‧의형대(형부)‧원봉성

 ‧관제 : 9관등

 

‧대야성 함락(920) → 경주 공격(927) : 대구 공산전투 승리

 ‧고창전투 패배(930)

고려 (917)

 ‧대구 공산전투(927) : 대패

‧935, 경순왕 귀부

‧936, 견훤 탈출, 박영규 투항, 선산 일리산전투, 황산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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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발해의 시대사

1. 발해 역사의 개관

 1. 고왕 (대조영, 698-719, 천통)

고구려인  구당서, 신라고기, 제왕운기, 고려사

말갈수령  신당서, 통전

‧건국(698) : 중경 (동모산 → 영승유적)

‧진(698) → 발해(713)

 2. 무왕 (대무예, 719-737, 인안)

‧북만주 장악 → 당, 흑수부 설치, 대문예 망명

‧당 견제 : 일본(727)-돌궐, 등주 공격(장문휴)

‧당의 대응 : 당-신라(733), 대문예의 공격

 3. 문왕 (대흠무, 737-793, 대흥)

‧요동으로 영토 확장 (←당 안사의난)

 - 중경(영승유적→현덕부) → 상경 용천부 → 동경 용원부

‧유신단행 : 황제, 전륜성왕

‧당과 국교수립 : 대당 유학생, 무역

‧주자감 설치

‧신라도 개설

 5. 성왕 (대화여, 794-795, 중흥)  → 상경 환도

10. 선왕 (대인수, 818-830, 건흥)

- 해동성국

‧대외 팽창

 -송화강 유역, 말갈 모두 복속

 -요하 진출, 요동 지배권 획득

 -소고구려 편입

‧행정조직 정비

 -5경 15부 62주

15. 애왕 (-926, 거란에 멸망) ‧거란 태조 공격(925.12) → 멸망(926.1.14) → 동란국 설치

부흥운동 ‧200여년 간 (정안국‧후발해국‧오사국‧흥요국‧대발해국)

발해사 인식

신라  양면적 (고구려/말갈)

고려

초기  고구려→발해→고려 ‧서긍(고려도경)

후기
 제외

‧삼국사기 : 제외

‧삼국유사 : 말갈족

조선

초기 ‧동국통감 : 신라의 이웃국

후기

 부정적 고구려 영토 상실 ‧한백겸(동국지리지) ‧허목(동사) ‧안정복(동사강목)

 적극적

적극적 편입 ‧신경준(강계고‧동국문헌비고) ‧이긍익(연려실기술)

신라와 대등 ‧이종휘(동사; 기전체최초) ‧홍석주(동사세가) ‧한치윤(해동역사)

남북국으로 표현 ‧유득공(발해고) ‧김정호(대동지지)

한말  유적발굴(신채호, 장지연), 남북국‧답사(안확, 권덕규, 장도빈)

2. 발해의 정치‧사회

대외관계

당  대립 → 평화교류(문왕)

왜  신라 견제 위해 → 끝까지 우호

신라
친선 ‧사신파견, 거란 공격(711)에 반응, 신라도

대립 ‧당의 분열정책, 신라의 보수적 지배층, 신라-고구려간 적대감

통치구조

3성  정당성(상서성), 선조성(문하성), 중대성(중서성)

6부  충(이), 인(호), 인(예), 지(병), 예(형), 신(공)

7시  전중시(국왕), 종속시(왕족), 태상시(제사‧음악), 사빈시(사절), 사장시(무역‧재무), 사선시(주례‧선식), 대농시(창고)

-  중정대(어사대), 문적원(비서성), 주자감(국자감), 항백국(후궁‧환관)

지방제도

5경  상경, 중경, 동경, 서경, 남경

  15부(절도사‧도독) → 62주(자사) → 군‧현(현승) → 촌(촌장; 토착말갈인)

5道  영주도‧조공도, 신라도, 일본도, 거란도

군사제도
중앙  10위 - 좌‧우맹분위, 좌‧우웅위, 좌‧우비위, 남좌‧우위, 북좌‧우위

지방  절충부 (국민개병제)

사회계층
지배층

우성망족  大씨, 고‧장‧양‧두‧오‧이  → 공‧후‧백‧자‧남
일반귀족  49개 성씨  1 ~ 9등급 관등

피지배층  무성(無性)농민, 말갈(대부분)

경제
산업  밭농사, 금속가공(철‧구리), 직물업, 도자기(삼채색, 가볍고 광택), 어업(숭어‧문어‧대게‧고래), 목축(솔빈부; 말)

무역  대댱(발해관), 신라, 왜, 거란  <모피‧말‧인삼‧불상‧도자기> ↔ <비단‧책>

문화

고구려  5경제, 8각석등, 불상(이불병좌상), 기와, 온돌, 봉토분, 말각천장, 초기성터(성산자성‧영승유적)

당
제도  3성6부, 10위, 지방조직, 관료제, 관복제

문화  벽돌무덤, 벽화인물, 정혜공주묘비, 잠자는 미녀상, 삼채그릇, 상경성(장방형, 주작대로)

말갈  흙무덤(토광묘)

고유  무덤위의 탑

종교

불교  고구려불교(불상‧석등‧연화무늬와당‧이불병좌상)

도교  정혜공주‧정효공주 묘비 → 4‧6변려체, 불로장생

유교  6부 명칭

고분

 석실분(대부분), 토광묘(말갈계), 벽돌무덤(당; 왕실일부)

정혜공주(49.돈화)  당(묘비), 고구려(돌방무덤, 3년상)

정효공주(80.화룡)  당(벽돌무덤, 벽화), 고구려(말각천장), 고유(무덤위의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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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고대의 정치구조

1. 관등

고구려 백제 신라

좌‧우보→국상(종신)→대대로(3년) 좌‧우보→좌평→상좌평(왕측근) 대간→이벌찬→상대등(행정권만)

관등 관등 관복 경위 관복 외위

1

2

3

4

5

대대로

태대형

울절(주부)

태대사자

조의두대형

1

2

3

4

5

6

좌평(상‧중‧하)

달솔

은솔

덕솔

한솔

나솔

자색

1

2

3

4

5

이벌찬(각간, 서불한)

이척찬(이찬)

잡찬

파진찬

대아찬

자색

6

7

8

9

10

11

12

13

14

태사자

대형

발위사자

상위사자

소사자

소형

제형

선인

자위

6

7

8

9

아찬

일길찬

사찬

급벌천

비색
7

8

9

10

11

장덕

시덕

고덕

계덕

대덕

비색

1

2

3

약간

술간

고간

10

11

대나마

나마
청색

4

5

6

7

8

9

10

11

귀간

선간

상간

간

일벌

일척

피일

아척

12

13

14

15

16

문독

무독

좌군

진무

극우

청색

12

13

14

15

16

17

대사

사지

길사

대오지

소오지

조위

황색

2. 관제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고려 조선

제가회의 제솔회의 제간회의 정당성 도병마사 의정부  합의기구

‧발고추가(빈객)

‧전객(사신)

‧사인(궁중)

‧통사(왕명)

‧장사, 사마, 참군

‧국자박사, 태학박사

내신좌평 위화부 충부 이부(1) 이조  내무‧인사‧왕실‧훈봉

내두좌평 조부‧창부 인부 호부(3) 호조  호구‧조세, 어염‧광산‧조운

내법좌평 예부‧영객부 의부 예부(5) 예조  제사‧의식‧학교‧외교

위사좌평‧병관좌평 병부 지부 병부(2) 병조  무관인사‧국방‧우역‧봉수

조정좌평 좌‧우理방부 예부 형부(4) 형조  법률‧소송‧노비

<22부>

‧내관(12) : 왕실

‧외관(10) : 시정

예작부‧공장부 신부 공부(6) 공조  토목‧도량‧파발

사정부 중정대 어사대 사헌부  감찰

3. 통치조직‧군사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신라

통치

조직

서울 5부(내평 5부욕살) 5부(전‧후‧상‧하‧중) - 5항 6부(급량‧사량‧모량‧본피‧한기‧습비)

소경 3경: 평양성‧국내성‧한성 담로(한성)→22담로(웅진)
2소경(←아시촌소경)

:중원경(충주)‧동원경(강릉)

5소경 :중원경(충주)‧북원경(원주)

금관경(김해)‧서원경(청주)‧남원경(남원

)

지방
5부(외평 5부욕살) 

→대성(욕살)→소성(처려근지)

사비: 5방(방령‧달솔)

      →군(덕솔)→성(도사)

5주(군주)

   →군(당주)→성(도사)

9주(총관‧도독)

   →군(태수)→현(현령‧소수)

군사

중앙 성주 중심

 →욕살→대모달→말객

각부 500명 시위부‧위병‧대당(중앙)‧서당

시위부‧9서당(중앙군)

신라(녹‧자‧비), 백제(백‧청)

고구려(황), 보덕국(적‧벽), 말갈(흑)

지방 방(방령)→군(군장3人) 6정 10정(옛5주 x 2정)

특수 선비 수사 화랑
5주서(강주‧전주‧한주‧삭주‧명주)

3변수당(국경), 만보당(9주 x 2당)



- 10 -

제3장. 고대의 사회와 경제

제1절. 고대의 사회

고구려 백제 신라

지배층
고추가 : 계루부, 소노부, 절(연)노부 한성시대  진 → 해‧목 성골‧진골

5부 귀족 남천이후  8대성: 진‧해‧목‧사‧연‧백‧형‧국 6‧5‧4두품

피지배

자영농 자영농 자영농

천민 천민(공장) 향‧성‧부곡

노비 노비 노비

율령

살인‧패전‧겁탈 → 사형

반역 → 화형

절도 → 12배

노비 ← 포로‧범죄자가족‧소말죽인자

반역‧살인‧패전 → 사형

수뢰‧횡령 → 3배, 종신형

절도 → 2배, 귀향

노비 ← 포로‧범죄자가족‧간음한부인

<화백제도>(←촌락회의)

‧상대등 ←20여명의 대등

‧만장일치

<화랑도>(←원화; 여성중심)

‧지도승-화랑(진골)-낭도(진골~평민)

‧임신서기석(시‧서‧예‧춘)

‧원광(세속5계)

‧최치원 난랑비문(유불선의 현묘한도)
풍속 씩씩, 자유연애, 지참금(X) 씩씩, 깔끔, 귀족적

제2절. 고대의 경제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신라

산업

농업
휴경, 철제 농기구, 목축

밭농사(쟁기갈이), 보습 수리시설, 논농사 우경 수전농업, 차재배(7c~)

수공업
관청 중심 → 성, 공노비 관청(공장부), 사원수공업

직물, 철 비단, 삼베 금속공예 비단, 무기, 종, 도자기

상업 수도 중심, 관청 감독(백제-도시부), 포‧미곡 사용 동시→서시‧남시, 주‧소경 시장

토지

고유민전 (1/10세), 식읍 정전(722.성덕왕), 식읍

전사법 구분전 녹읍 녹읍→녹봉→녹읍

경무법(밭이랑) 두락제(파종량) 결부제(1결-100부)

수취

기준 인두 기준 (토지생산성 낮아서) 호 기준(토지생산성 향상)

조 상호(1석)‧차호(7두)‧하호(5두) 풍‧흉 차등 - 전세 (1/10)

세 베5필, 벼5석 명주. 베 공물 공물(촌락단위)

역 평양성, 대왕능묘 연호.. 15세이상 정남 영천청제비, 남산신성비 16~60세 정남

무역

대상국 남북조, 북방유목민 남조, 왜 간접→직접(당항성) 대당(당성진, 울산항)

무역로 육로 해상 한강
남양만→덩저우(산둥)

영암→밍저우(상하이)

수출 금‧은‧모피 인삼‧직물 비단(어하주‧조하주‧능라) 비단, 베, 인삼, 금‧은세공품

수입 비단‧서적‧도자기‧장식품 비단‧서적‧차‧의복‧문방구‧심향

**<통일신라 민정문서>** (1933. 일 동대사 정창원)

‧서원경 4개촌

‧자연촌 단위, 3년마다, 촌주가 (촌명, 촌성, 연호, 인구, 우마, 토지, 수목..)

-토지조사 : (답‧전‧마전) 연수유답(호당12결), 촌주위답(1개촌만, 1/5), 내시령답(관료전), 관모답(관청소유), 마전(마포공납용)

-인구조사 : 남‧녀, 양인‧노비, 연령에 따라 → 6등급(1-9, 10-12, 13-15, 16-57, 58-60, 60~)

-호구조사 : 인정의 다과 → 9등호(상상~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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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고대 문화의 발달

제1절. 사상의 발달

1. 토착신앙‧제사의례

 군장국가(천신)→초기국가(천지신)→정복국가(천지신, 시조신)

고구려 백제 신라

천지신

‧10월 동맹(삼국지위지동이전)

 - 천신‧수신

‧3‧3 낙랑언덕(삼국사기제사지)

 -돼지‧사슴 희생의례
 년4회 함께

 -시조묘 : 동명묘(시조), 구태묘(고이왕)

 -천지 : 오제지신

‧신궁(지증왕) : 김씨 시조신, 천지신

→ 사직단(선덕왕)

시조신
‧시조묘(졸본)

‧종묘: 도읍따라 이동

‧박혁거세 시조묘(남해왕)

 → 5묘제(신문왕): 태조‧진지‧문흥‧무열‧문무

 → 중대5묘제(혜공): 미추‧무열‧문무‧성덕‧경덕

 → 하대5묘제(애장왕)

2. 종교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신라

불교

계율종(←정복전쟁정당화), 인왕경(←호국불교) ‧도의 가지산

‧홍척 실상산

‧혜철 동리산

‧현욱 봉림산

‧도윤 사자산

‧범일 사굴산

‧무염 성주산

‧도헌 희양산

‧이엄 수미산

소수림왕 2년(372)

- 전진, 순도

침류왕 원년(384)

 - 동진, 마라난타

눌지왕 41년(457)

 - 고구려, 묵호자

법흥왕 14년(537)
   법성종(원효)

   화엄종(의상)

→ 계율종(자장)

→ 법상종(진표)

→ 열반종(보덕)

추문사, 이불란사 한산사, 왕흥사, 미륵사 황룡사, 분황사, 통도사

<대승>

‧격의 불교

‧삼론종: 승랑(중국삼론종3대조)

‧열반종: 보덕 →

<소승>
[불립문자 교외별전]

[직지인심 견성오도]

[즉심즉불 즉시성불]

‧계율종: 겸익 ←인도 ‧계율종: 자장       →

‧열반종             →

‧섭론종(유식학)     →

‧열반종(중관학)     →

<원효>(617-686, 6두품)

 - 화쟁사상‧통불교사상

‧대승기신론(화쟁)

‧십문화쟁론(통불교)

‧정토종(무량‧아미‧유심)

<의상>(625-702, 진골)

 - 원융사상‧화엄사상

‧화엄일승법계도

‧백화도량

‧관음신앙

<원측>

 - 심해밀경소

‧중국 유식불교

‧범어능통

‧서명학파 → 티벳불교

‧종파불교의 발달

 - 부도탑 등장

‧한문학 발달 

‧조형미술 침체

도교

 방술, 신선사상, 산천숭배, 수련도교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신라

‧신선사상: 강서고분(사신도)

‧연개소몬: 도교장려

‧불로장생사상 ↔ 열반종

‧신선사상: 산수경전, 금동대향로

‧방술, 둔갑술 → 일본(관륵)

‧무령왕릉지석: 매지권

‧사택지적비: 노장사상

‧신선사상 대유행

-박혁거세(선인) 어머니(지선)

-화랑역사서(선사) 화랑(국선)

‧호석: 12지신

‧임해전: 삼신산 조형

제2절. 학문‧기술의 발달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신라

중대 하대

교육

학문

‧태학(소수림왕)

-5경박사

‧경당(평양천도후)

‧5경박사

‧의박사‧역박사
‧화랑도

‧한학 + 의‧병‧역‧산‧율
<강수. 6두품> 

 :답설인귀서, 청방인문서

 -불교‧골품제 비판

<설총. 6두품> 

 :화왕계(풍왕서)

 -홍유희(고려현종)

 -유교경전 구결→이두 집대성

<김대문. 진골> 

 :고승전, 계림잡전, 화랑세기

 -당대 제일 문장가

 -유교에 대해 비판적

<최치원. 6두품> 

 :시무10조, 계원필경, 제왕연대력

 -유‧불‧선 겸비

 -4산비명(변려체; 숭‧진‧낭‧지)

유학 ‧충‧효‧신 윤리차원, 외교문서

‧중앙 집권적 지도이념

<국학>(신문왕)→태학감(경덕)→국학(혜공) <독서삼품과>(원성왕. 국학졸업특채)

과정 내용 자격 연한 교수 상품 논어‧효경‧춘추‧문선‧예기
1 논어‧효경‧예기‧주역 15-30

5두품

이상

9년
박사

조교

중품 곡례‧논어‧효경
2 논어‧효경‧춘추‧시경

하품 곡례‧효경
3 논어‧효경‧문선‧서경

특품 5경‧3사‧제자백가서산학 철경‧삼개‧구장‧육장

역사서

‧유기(-)

‧신집

(이문진.600)

‧백제서기

(고흥.375)

‧국사

(거칠부.545)

‧선사: 화랑역사

‧고승전, 계림잡전, 화랑세기 (김대문; 기전체) 

‧제왕연대력 (최치원; 삼국사기에 인용)

기술

‧일자(一者) ‧역박사(일관부) ‧첨성대 ‧물시계(누각전)

‧고분 석실, 천장 ‧칠지도
‧금관

‧유리병(황남대총)

‧석굴암: 기하학

‧김암: 둔갑입성법

‧무구정광 대다라니경 (석가탑)

 -목판인쇄술, 제지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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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예술의 발달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신라

고분

<초기>(통구) - 적석총

 - 광개토대왕릉, 장군총

<한성> - 적석분

 - 서울석촌동

<경주>(구덩식돌무지목곽)

- 구덩식→벽화(X), 도굴(X)

‧천마총: 천마도‧기마인물도, 금관

‧황남총: 금관, 방추차

‧호우총: 청동합(415.국강상광개토대왕)

‧화장유행 (←불교)

 - 대왕암

‧토총(굴식돌방)(←고구려‧백제)

‧호석(12지신상 조각)

 - 성덕왕릉, 김유신묘, 괘릉

<후기> - 토총(굴식돌방)

 : 돌방→벽화

‧집안

- 무용총(무용도‧수렵도)

- 각저총(씨름도)

‧국내

- 수산리고분(교예도)

- 강서고분(사신도)

<웅진> - 토총(굴식돌방)

-굴식벽돌(→벽화)

‧송산리6호: 사신도

‧무녕왕릉: 도굴(X), 연대확실, 일본금송 <경북>

‧순흥어숙묘: 연화문 벽화

‧순흥읍내리고분: 벽화<사비> - 토총(굴식돌방)

‧부여능산리: 사신도 <가야>

고령고아동고분(굴식돌방):연화문벽화

탑파 목탑터만..

‧익산 미륵사지 9층석탑(목탑→석탑)

 -현존 최고

‧부여 정림사지 5층석탑

 - 석탑양식 기틀

‧황룡사 9층목탑

 :일본‧중화‧오월‧탁라‧응요‧말갈‧단국‧여적‧예맥(고려)

‧분황사 모전석탑(선덕여왕.643)

‧석가탑(2중기단, 3층탑)

 - 전형적 통일신라석탑

‧전탑등장

 - 법흥사지 7층전탑(최대최고)

불상

‧미륵반가사유상(탑모양관, 삼신관) ‧석굴암 - 본존불 보살상

‧연가7연명 금동여래입상

‧금동보살입상

‧서산마애삼존석불

‧금동미륵보살반가상

(꽃잎모양관, 국보83호)

‧경주배리석불입상

<하대>

‧비로나자불(철불)

 - 장흥보림사, 철원도피안사

‧마애석불 유행(정토종)

 - 감산사, 굴불사

‧원형석불(←시대 혼란상)

 - 함안방어산 약사여래입상

통일신라 <세계문화유산>

건축

‧임해전: 안압지 언덕위 궁전. 삼신산 조성

‧석굴암: 인조석굴, 돔 천장, 본존불상

‧불국사: 석가탑(석가여래), 다보탑(다보여래)

‧1996: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종묘

‧1997: 수원화성, 창덕궁(비원), 조선왕조실록, 훈민정음

‧2000: 경주역사유적지구, 고인돌유적지구(고창, 화순, 강화)

‧2001(기록문화유산): 승정원일기, 직지심경

조각

‧사실적: 무열왕릉(이수, 귀부), 성덕대왕릉(호석)

‧균형미: 불국사‧법주사 석등

‧만불산: 당 대종의 극찬 

범종
‧상원사종: 현전 최고(성덕왕, 725)

‧성덕대왕신종(봉덕사종, 771): 비천상, 연화무늬, 연통

서화
서예

‧김인문: 무열왕 비문, 화엄사 석경

‧김생: 왕희지체  ‧요극일: 구양순체 

그림 ‧솔거: 황룡사벽화

제4절. 고대 문화의 일본 전파

고구려 백제 신라

‧신석기(빗살무늬토기)

 → 조문토기, 소바다식토기

‧청동기 → 아요이토기

‧가야토기 → 스에키토기

‧삼국(백제) → 아스카

‧통일신라 → 하쿠호

‧조선전기 → 무로마치

-의학‧약학

<영양왕>(590-618)

‧혜자: 성덕태자 스승

‧담징: 법륭사 금당벽화

<영류왕>(618-642)

‧혜관: 삼론종 전파

<근초고왕>(346-375)

‧아직기: 한자

‧왕인: 천자문, 일본한학의 시조

<근수구왕>(375-384)

-학자‧도자기‧직조‧도화기술

<개로왕>(455-475)

‧정안나금: 직조기술

<무령왕>(501-523)

-5경박사 단양이‧고안무

<성왕>(523-554)

‧왕보손: 천문관측‧역법

‧노리사치계: 불교전파

‧왕유귀: 5경박사

<위덕왕>(514-598)

‧혜총: 성덕태자 스승, 계율종 전파

‧아좌태자: 성덕태자 초상화

<무왕>(600-641)

‧미마지(악사): 음악‧무용‧탈춤

‧관륵: 천문‧역법‧지리‧둔갑‧방술

-조선술‧축제술

-도자기‧의약‧불상‧음악 

<통일신라>

-율령‧정치제도

  →전제왕권확립에 기여

-불상‧가람배치‧탑파

-심상(성덕왕): 일본화엄종 개창

**연호**

고구려 광개토대왕 영락 마진 궁예 무태, 성책

신라
법흥왕

진흥왕

건원

개국, 대창, 홍제

태봉 궁예 수덕만세, 정개

고려
태조

광종

천수

광덕, 준풍

발해

1.고왕

2.무왕

3.문왕

4.성왕

5.선왕

천통

인안

대흥

중흥

건흥

대위국 묘청 천개

조선 고종 건양

대한제국
고종

순종

광무

융희



- 13 -

제3편. 중세사회로의 발전

제1장. 중세사 개관

10C

태조(918-943, 천수)

<훈요10조>

‧불교사원 노터치

‧사찰→풍수에 맞게

‧적자적손 or 형제

‧당-표절(X), 거란-야만족

‧서경 중시

‧연등‧팔관

‧현인가까이‧조세↓‧공평상벌

‧차현‧금강이남 등용(X)

‧녹봉→직무급

‧요역‧부세↓, 경사 두루공부

중앙집권책

왕권‧호족간 견제‧균형

-훈요10조, 서경분사, 토성‧본관제, 정계‧계백료서, 관제(16등급)설정

-호족통합: 결혼정책, 의제가족제

-호족통제: 기인제(향리자제), 사심관제(중앙관리2인)

북진정책

청천 ~ 영흥

-서경(왕식렴): 북진 전초기지

-동북(유금필): 여진토벌

경제정책 -역분전(공신전), 1/10세, 흑창, 사행관(조장‧금유‧전운사)파견

문화정책 -학보(교육재단), 승관제도, 훈요10조(유‧불‧풍수)

혜종(943-945)
‧외척간 암투: 왕규의 난 ← 태조 사후 왕권 약화

‧서경세력 형성

정종(945-949)

‧왕규의 난 제압 ←서경 왕식렴

‧30만 광군 편성(947): 청천강, 거란대비

‧서경천도 계획: 개경의 외척‧공신세력으로부터 탈피 시도 → 정종 의문사

광종(949-975, 광덕, 준풍)

왕권확립

연호(광덕, 준풍), 황제, 황도(개경), 서도(서경)

-개국공신 계열 숙청 → 신진관료 등용

-병권 장악‧기능강화: 순군부→군부, 내군→장위부

경제정책
호족세력 견제, 국가수입 확대

-주현공부법(949.지방세 통제), 노비안검법(956.국가수입확대), 제위보(963.빈민구제)

정치제도
국가기틀 마련

-과거제도(958.쌍기), 공복제도(960. 자‧단‧녹‧비)

문화정책

균여(성상융회‧성속무애), 혜거(국사), 탄문(왕사)

-승과시행, 화엄종 통합(균여, 귀법사)

-교선통합시도: 천태학+법안종(혜거)

경종(975-981)

‧공신계열의 반동정치: 개혁세력 제거

‧시정전시과(976): 문‧무 양반

‧고리대 이자율 제한: 1/3

성종(981-997)

<시무28조>(현재 22조 전함)

-5조정적평(태조~경종)

-시무28조

‧왕도주의‧귀족정치

: 지방관파견, 중앙관료예우, 

시위군축소, 대간제도, 엄격한 

신분제

‧국방: 북계확정, 방어책

‧유교적 합리주의

: 종묘‧사직제사, 음사제한

‧거란1차(993): 송과 절교유구 → 서희 담판(강동6주)

‧유교정치이념 확립 ← 최승로 시무28조, 김심언 6정6사‧자사6조

제도 정비

-3성6부 완성, 6위설치, 12목설치, 향직개편, 호족무기몰수→농기구제작

-지방관파견: 양계병마사, 12목절도사(←거란1차)

-문‧무산계 26등급 도입: 제도적 동등, 현실적 차별(무과x)

 문산계(중앙 문‧무반) ↔ 무산계(지방향리, 노병, 탐라, 여진, 공장, 악인..)

-의창(986.←흑창), 상평창(993.개경‧서경‧12목), 재면법(흉작→세금감면)

-고리대 이식 제한: 이자의 본전 초과(x) 

문화 시책

‧유학 장려: 문신월과법, 교육장려조서, 국자감 설치(비서성, 수서원-개성), 경학‧의학박사

(12목)

‧유교적 제도 수용: 팔관‧연등 폐지

-종묘‧사직, 원구단(풍년기원), 적전(친경)

-오복제도: 상복등급(참최-자최-대공-소공-시마)

11C

목종(997-1009)

‧개정전시과(998): 직‧산관, 현직위주

‧음서제 실시

‧강조의 변 → 목종 폐위(1009)

현종(1009-1031)

‧거란2차(1009. 강조정변 구실로): 강조 패배 → 현종의 입조 조건으로 철수

‧거란3차(1018): 현종의 입조‧강동6주 반환 요구 → 강감찬 귀주대첩

 =>금목양마법(군마확보)‧나성축조(개성)‧2군‧주현군설치‧7대실록(황주량)‧초초대장경(→성종)‧천리장성(→)

<제도정비>

-팔관‧연등 부활

-경기 설치, 주‧부‧군‧현 확정

-면군금고(노부모→군역면제), 주현공고(향리자제→과거허용), 의창수렴(모든전정→의창미)

덕종(1031-1034)

정종(靖宗 1034-1046)
‧도승제도: 아들4 중 1 → 출가 허용   ‧동서대비원

‧천리장성 완성(1044): 압록강 ~ 영흥

문종(1046-1083)

‧전시과제도 확립(1076): 산직 완전배제. 잡류→18과

 - 5품이상: 공음전시

 - 6품이하: 구분전, 한량전

‧귀족사회확립: 공음전, 9제학당(최충)

‧송과 국교재개

‧사회시책: 기인선상법(향리자제규정x, 인질성격x), 삼복제(사형→3심), 삼원신수법(심문시 법관 3인의 합의)

‧흥왕사창건

선종(1084- )
‧초조대장경 완성(현종~76년간)

‧속장경 시작: 의천, 교정도감(흥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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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C

숙종(1096-1105)

‧별무반: 여진정벌군(윤관)

‧속장경 완성(1101)

‧기자사당건립(평양)

‧남경건설

예종(1105-1123)

‧관학진흥책: 관학7재, 청연각‧보문각‧천장각‧임천각

‧여진정벌(1107 윤관): 동북9성

‧무과설치(1116) → 동북9성 환부(→북진정책 중단) → 무과‧무학제 폐지(인종)

‧서경-분사국자감 → 분사제 완성

인종(1123-?)

‧이자겸의 난(1127): 귀족사회 모순 (신진관로↔문벌귀족) → 유신지교15조(서경)

‧묘청의 난(1135): 서경천도운동 - 개경파(정지상), 서경파(묘청; 대화궁, 팔성당) → 분사제‧삼경제 폐지

‧삼국사기(1145.김부식)

의종(?-1170) ‧무신난(1170) : 정중부, 이의방

명종(1170-1198)

‧반무신난: 동북병마사 김보당(1173), 서경유수 조위총(1174)

‧민란: 공주명학소 망이‧망소이(1176), 전주군인‧관노(1182)

‧최충헌 집권(1196) 

신종(1198- ) ‧만적의 난(1198)

13C

희종‧강종

고종(1214-1260)
‧몽고의 침입(1231)

‧최씨정권 붕괴(1258)

원종(1260-1274)

‧개경환도

‧삼별초의 항전

‧녹과전(1271) : 현직위주, 경기8현 한정

‧동서학당

충렬왕(1274-1308)

‧필자도적(1278) ← 도평의사사 견제 위해

‧홍자번 편민18사(1295): 불법농장금지 (←민생문제 인식)

‧전민변정도감(1288)

14C

충선왕(1308-1313)

‧6전체제 환원, 사(司) 폐지: 4사(司)→6조, 감찰사→사헌부

‧정방폐지→사림원(왕명출납)

‧전농사(농지조사), 의염창(소금전매)설치

‧만권당(1314-1320): 이제현‧이곡, 당 송설(조맹부)와 교류

충숙왕(1313-1339) ‧찰리변위도감

충목왕
‧정치도감: 정리도감상(개혁안) 작성

‧도당상서(이제현): 11개항 개혁안 - 응방‧내승 혁파, 녹과전 부활

공민(1352-1375)

‧원‧명(1368) 교체기

‧반원자주정책: 이문소 폐지, 친원파 숙청, 쌍성총관부 공략‧요동정벌(최영‧이성계)

‧개혁정치: 성균관 중건, 경학(經學)중시(↔사장(詞章)), 내재추제(측근정치), 전민변정도감, 전민추정도감

우왕‧창왕

공양왕( -1392.7.17) ‧이성계에게 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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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중세의 정치와 그 변천

제1절. 통치조직의 정비

1.중앙 관제

관제

품관 (9품; 정‧종 18품계) 품외(=리직)

실직
1 2 3 4 5 6 7 8 9 서리

(관인‧향리)

잡류‧장고

(군인‧잡류 세습)재추(옥대) 참상(서대) 참하(흑대)

산직

문 1 2 3 4 5 6 7 8 9
품관진출 가능

품관진출 불가능무 1 2 3 4 5 6 7 8 9

구분 검교직 동정직

입사직 미입사직

‧청요직: 대간(어사대), 정조(정랑), 금내6관

‧관직(館職): 예문관(한림원(=옥당), 교지‧외교문서), 춘추관(사관)

‧금내3관: 도병마사, 식목도감, 영송도감(사신)

‧금내6관: 예문관, 춘추관, 비서성(도서), 보문각(경연), 동문원, 유원

조직

당

중서문하성
재부 문하시중(종1품), 재신‧재상(~2품)  국정 일반 심의‧결정

낭사 성랑‧간관(3품~)  간쟁‧봉박

상서성
상서도성 상서령(종1품), 좌‧우복야(정2품)  종서문하성에 예속, 판사(재신겸직)

6부 상서(정3품), 시랑(정4품)  실무집행 (이‧병‧호‧형‧예‧공)

송
중추원

추부 추밀원사(종2품), 추신(~3품)  군기(군사기밀) 관장 ↔ 병부

승선방 승선(3품~) 왕명출납

삼사 판사(재신겸직)  전곡 출납 회계 ↔ 호부

고려
도병마사 판사(재신겸직)  임시 국방 → 도당(최씨정권) → 도평의사사(원간섭기, 상설)

식목도감 판사(재신겸직)  임시 입법

‧대간(대성)제도: 대간(어사대), 간관(낭사) → 서경(임명‧입법 동의)

 - 어사대: 시정‧풍속‧감찰‧탄핵

 - 낭사: 간쟁(간언)‧봉박(왕명거부)

‧귀족적 성격: 음서제(목종), 공음전시(문종), 한품제, 폐쇄적 통혼, 문산계(중앙)↔무산계(외직)

2. 지방 제도

태조 -사자(조장‧금유; 조부징수), 사행관(전운사‧양전사; 운반)

성종
-양계 병마사(외직)

-조장‧금유 폐지→12목 설치:지방관 상주(민정)→거란1차→12절도사(군정)

현종
-경기설치, 안찰사(경직) 파견 시작

-지방제도 정비: 5도양계, 4도호부, 8목, 주‧진‧군‧현
예종

-5도안찰사 완성(양광‧경상‧전라‧서해‧교주)

-속현→감무(비정규) 파견

3경 유수 서경(평양), 남경(한양), 동경(경주)

민정
5도 안찰사(5-6품) 경직, 춘‧추로 순시, 봉행6조(현종9)

8목 목사

군정

양계 병마사 북계, 동계

도호부

4도호부 안북(정주), 안변, 안남(전주), 경주→안동

5도호부 안북(정주), 안변, 안남(전주), 안동, 안서(해주)

3도호부 안북(정주), 안변, 안동

향촌 향리(호장) 읍사 - 행정‧조세‧사법‧권농‧향도 관장

촌 촌장‧촌정 자치 읍사조직에 참여, 대개 1성1촌

천민집단 외리(장) 향사‧소사‧부곡사, 행정‧사무 처리

3. 군사 제도

중방(상장군, 정3품; 대장군, 종3품) → 장군방(45령, 정4품) → 낭장방(낭장, 정5품) → 산원방 → 교위방 

중앙

(경군)

2군 응양군(1령), 용호군(2령) 근장(친위대), 1령=1,000 ‧군반씨족(직업군인)

 - 군인전, 양호2인

 - 군역세습, 군적(O)

6위

금오위(7령)

천우위(2령)

감문위(1령)

경찰임무

의장대

궁성문수비

좌우위(13령)

신호위(7령)

흥위위(12령)

경군 주력부대

개경경비, 국경방위

‧보승‧정용(의무병‧번상병)

 - 군적(X), 일반 농민군

지방

(부병)

주현군 남방 예비군 보승‧정용군(주력군), 일품군(노역), 2‧3품군(민방위)

주진군 북방 상비군, 예비군 병마사 → 주(방어사)‧진(진장) → 도령(장교)

특수군

정종 광군사
‧거란대비 

‧호족 군대 → 청천강에 배치

숙종 별무반

‧여진 정벌군

‧전 계층(문‧무산계~노비)

‧신기군(기병), 신보군(보병), 항마군(승려)

최우

마별초 ‧의장대

삼별초
‧야별초(경찰) → 좌‧우별초, 신의군(귀환포로)

‧중앙 상비군: 군대‧경찰‧헌병 등 임무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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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 제도

태조 ‧학보(장학재단)

정종 ‧광학보(승려 장학재단)

광종 ‧제위보

성종

‧개경: 국자감‧비서성 (서경→수서원)

‧지방: 향교

-춘추중월부시(문신월과), 교육조서

예종

‧청연‧보문‧천장‧임천각 → 편년통재속편, 해동비록 등

‧분사국자감(서경)

‧양현고(교육장학재단)

‧관학7재: 경덕(시)‧대빙(서)‧예택(역)‧복응(예기)‧양정(춘추)‧구인(주례)‧무학(무예)

-과거응시: 국자감(의무), 삼사제도(외사‧내사‧상사)

인종
‧경사6학

‧지방교육강화: 향교 중심

충렬왕
‧섬학전(안향) ← 양현고

‧문묘건립(국학)

공민왕 ‧성균관 (← 국학 ← 국자감)

교육기관

국립
중앙  국자감, 동서학당(원종2, 원제 모방)

지방  분사국자감(서경, 예종), 향교(성종)

사립
12도  최충(문종) - 문헌공도(9재학당), 12도(=9경3사)

서재  사대부 개인 독서실 → 확대 개방

국자감

유학 3학

(5경‧논어‧효경)

국자학 ~3품 300

9년태학 ~5품 300

사문학 ~7품 300

잡학 3학 율‧산‧서 8품이하~평민 OO 6년

기술

국자감  율학(조선→형조), 산학(조선→호조), 서학(8체서법)

해당관청

의학  태의감 (→ 전의감‧혜민국)

외국어  통문관 (→ 사역원)

천문‧지리  사천대 (→ 관상감)

음양‧도참  태사국

5. 과거 제도

광종9(958) ‧쌍기 건의

성종 후반 ‧과거제 확대 → 지방세력 중앙 진출

문과

제술업(진사과)  문예(시‧부‧송‧책), 보다 중시(←한‧당 유학 영향), 10배이상 많은 인원

명경업(생원과)  유교경전(시‧서‧역‧예기‧춘추) 이해능력

초기  직접 본고사 응시

중기

응시자격시험  상공(개경, 국학‧사학), 향공(지방, 계수관시), 빈공(외국인)

예비고사  국자감시(진사시)

본고사  예부시 → 복시(국왕)

잡과

광종  의업‧복업

성종
 명법‧명산‧명서‧의업‧주금업‧지리업

 예비고사(담당기관) → 본고사(예부)

승과
교종선 왕륜사 화엄경 →대덕 →대사 →중대사 →3중대사 

→

수좌 →승통
→왕사‧국사

선종선 광명사 전등록 →대선 선사 →대선사

기타

음서  공신‧5품이상 (동생‧아들‧손자‧사위‧조카)

천거  ←고급관리

춘추중월부시  문신월과법(성종. 996): 문반승진시

성중애마  성중관(내시직) + 애마(숙위)

남반  궁중사무 하급관리

잡로  서리‧이속

 ‧원칙: 3년(식년시), 통상-2년(격년시)

 ‧양인(O), 천민‧승려자제(X)

 ‧좌주↔문생: 예부시지공거↔합격자

 <고려후기>

 ‧납속보관책(충렬왕): 양인‧하급관리 → 곡식‧은 → 관직

 ‧첨설직(공민왕): 군공포상 → 뇌물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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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무신정권기 (1170-1270)

1. 귀족세력의 분열

이자겸의 난

(인종5. 1127)

배경

‧문벌귀족 형성 ← 외척

 - 11C(현종~문종 4대 50년): 안산 김씨(김은보)

 - 11C말~12C초(문종~인종 10대): 경원 이씨(이자연~이자겸)

 - 기타: 경주 김씨(김부식), 해주 최씨(최충), 파평 윤씨(윤관) ..

전개 ‧이자겸‧척준경(十八子爲王) → 인종 이자겸 제거 시도 → 궁궐 침입 → 척준경-이자겸제거 → 정지상-척준경제거

결과

‧서경천도론 대두 ← 궁궐 소실, 도참 유포

‧유신지교 15조(서경)

‧서경세력(묘청‧정지상) ↔ 개경귀족세력(김부식‧김인존)

    풍수지리‧전통사상 ↔ 유교사상

  고구려게승‧자주의식 ↔ 보수적 사대사상

묘청의 난

(인종13. 1135)

주도
‧서경재지파: 묘청‧조광 - 무력 실행 주장

‧개경관리파: 정지상‧김안‧백수안 - 정치적 해결 도모

전개

‧정치적 타결 실패 → 묘청의 난

 - 칭제건원: 대위국(천개), 팔성당(도‧불‧민간), 대화궁

 - 금 정벌 주장

‧김부식 개경관리파 제거 → 반란 진압(1136)

결과

‧분사제‧삼경제 폐지

‧개경귀족세력 대두 → 왕권약화

‧북진정책 후퇴

2. 무신정변(1170)

배경
‧문치주의: 무과(X), 강예재(무학재) 폐지(인종11. 1133), 문신이 군지휘권 장악(서희‧강감찬‧윤관‧김부식)

‧무인세력 형성: 대 여진전쟁, 이자겸‧묘청의 난 등 → 실질적 세력 형성

정변 ‧정중부‧이의방 → 의종 폐위 → 명종 옹립

변천

무신정변(1170) 최씨정권(1196) 붕괴(1258) 왕정복고(1270)

‧정중부 - 중방

‧경대승 - 도방

‧이의민 - 중방

‧최충헌 - 교정도감

‧최우 - 정방‧서방

‧최항, 최의

‧김준‧유경

‧김연

‧임유무

‧원종(1260-1274)

의의

정치
‧문벌귀족 붕괴 → 관료제 대두

‧문무차별X → 겸직 일반화

경제 ‧전시과 붕괴 → 사전‧농장 확대 → 농민몰락

사회
‧신분상승: 이의민‧김존‧신돈, 향리자제의 관료진출 활발

‧신분추락: 문벌귀족 몰락, 몰락농민→노비

문화
‧패관문학, 시조문학 발생

‧낭만적 성향 활발

3. 사회동요

반 무신란

문신세력  동북 병마사 김보당(명종3. 1173)

무신세력  서경 유수 조위총(명종4년. 1174)

교종계통  귀법사‧중광사‧홍화사‧흥왕사‧왕륜사‧경복사 등 → 최충헌 조계종(선종) 후원

민란

배경
‧무신 간 권력 투쟁 → 지방 통제력 약화

‧토지겸병, 농장확대, 과도한 수탈 → 지방경제 붕괴

특징

‧명종-신종대 30년 간: 활발

‧최충헌 독재: 정권 안정 → 지방통제 강화

‧신분해방, 신라부흥 등.. 다양한 양상 

전개

1172 (명종2) 서북계 민란  최초 민란 → 조위총에 호응

1175 (명종5) 석영사의 난  남도 최초

1176 (명종6) 공주 명학소, 망이‧망소이  천민신분해방운동 , 명학소 → 충순현

1182 (명종12) 전주, 군인‧관노의 난  노비 첫 참가

1193 (명종23) 김사미(운문), 효심(초전)  가장 대대적 민란

1198 (신종1) 개경, 만적의 난  최초의 노비반란

1200 (신종3)   진주, 공사노비 / 민성, 애노 / 협천, 부곡민 

1202 (신종5) 경주 민란  신라 부흥운동

1217 (고종4) 서경, 최광수  고구려 부흥운동

1237 (고종24) 담양, 이연년 형제  백제 부흥운동

의의
‧정부 시책에 반영: 감무의 대대적 파견, 부곡지역 소멸 시작

‧문벌사회 붕괴 → 관료제 사회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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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씨정권

최충헌

‧시무10조: 왕 정사-정전, 관원-축소, 조세-공평, 지방관평가-엄정, 탐학(x), 승려취식‧궁출입(x), 사치(x)‧숭검, 비보사찰외(x), 직간자-임용

‧명종 →신종 →희종 →강종 →고종

‧진양(진주)-식읍, 대규모 농장 형성

‧진강후, 흥령부→진강부

‧도방 확대: →6번

‧교정도감: 인사‧재정‧감찰 등 국정 총괄

최우

‧진양후, 진양부

‧정방: 인사행정 장악 → 조선초까지 지속

‧서방: 문신 숙위기구

‧강도 천도

 - 대몽항쟁: 삼별초(좌‧우별초, 신의군)

 - 문화사업: 상정고금예문(1234, 금속활자), 팔만대장경(1236~, 목판)

제3절. 대외관계의 변천

송

‧건국(960. 광종) → 통일(197. 경종)

친송정책
-송: 군사‧외교적

-고려: 군사적 중립, 경제‧문화적(유학생파견, 서적‧의술‧약재 수입)

송의 고려소개
-계림유사(1103. 숙종8): 북송, 손목. 견문록, 고려 토풍‧어휘 체록

-고려도경(인종): 송, 서긍. 서해항로‧고려 학풍 등 소개

거란

(→요)

‧건국(916) → 발해멸망(926)-동단국 → 요(946) → 정안국멸망(986)

침입

‧거란1차(성종12. 993): 친송(x) 

 - 소손녕 80만 → 서희 강동6주: 공화진(의조)‧용주(용천)‧통주(선주)‧철주(철산)‧귀주(귀성)‧곽주(곽산) → 김취려(제천)

‧거란2차(현종1. 1010): 강조정변 구실

 - 거란 성종 40만 → 현종 입조 요구 → 여‧몽‧동진국(금. 포선만노) 연합 격퇴

‧거란3차(현종9. 1018): 입조‧강동6주 반환 요구

 - 소배압 10만 → 강감찬(귀주대첩)

결과

‧거란장, 양수척‧화척

‧나성 축조(개성, 현종20. 1029): 강감찬 건의, 왕가도 감독

‧천리장성(덕종2. 1033 ~ 정종10. 1044): 압록강 ~ 영흥 도련포

‧감목양마법‧구분전‧면군금고법‧주창수렴법(현종)

여진

(→금)

침입  숙종때 정주. 고려 패전

여진정벌

‧숙종: 별무반(신기‧신보‧항마)

‧예종: 여진정벌(1107. 윤관‧오연총), 9성 축조

‧9성 환부 → 금의 성장 → 사대외교(이자겸‧김부의)

몽고

(→원)

원인 ‧여‧몽연합(거란2차) → 과도한 공물 수탈 → 저고여 피살(고종12. 1225)

침입

‧1차 (고종18. 1231): 살례탑 → 개경포위, 강화 → 최우 강도 천도

‧2차 (1232.8): 개경환도와 고종‧최우 입조 요구 → 김윤후(처인성) 살례탑 살해 → 부인사 초조대장경 소실

‧3차 (1235-1239): 대대적 공격 → 팔만대장경 각판 시작 → 황룡사탑 소실

‧4차 (1247-1248): 아모간 → 원 정종 사망 → 철군

‧5차 (1253-1254): 야굴 → 김윤후(충주성) 승전

‧6차 (1254-1259): 차라대, 최대의 전화 → 충주성 다인철소민 승리 → 반부사건(조휘‧탁청) → 동계 15주 이탈 

→ 쌍성총관부 성립(1258) → 최씨정권 붕괴(1258) → 고려 태자 몽고로 출발(1259.4) 

대몽항쟁
‧입보책: 섬‧산성에 입보

‧삼별초: 진도(배중손) → 제주도(김통정)

결과

‧민족의식 고취: 삼국유사(일연), 제왕운기(이승휴), 대장경판군신기고문(이규보)

‧무신정권 붕괴

‧문화재 소실: 황룡사 9층목탑, 부인사 초조대장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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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원 간섭기

1. 자주성의 시련

일본정벌

 ‧실패 ← 일본의 저항, 태풍, 고려의 소극적 태도

1차 (충렬왕1. 1274)  합도에 둔전(군량확보) → 둔전 경락사 설치(1271)

2차 (충렬왕7. 1281)  정동행성(1280): 장관-고려왕

영토상실

쌍성총관부(1258-1356) 영흥, 철령 이북 고종45. 조위‧탁청(반부사건)  원 직할 통치

동령부(1270-1290) 서경, 자비령 이북 원종11. 최탄 배신  원 직할 통치

탐라총관부(1273-1301) 제주도 원종14  목마장

관제변화

(충렬왕)

 2성 → 첨의부 → 도첨의사사(1293)

 6부 → 4사 → 6조(충선왕)  호칭의 격↓

이부
→ 전리사 ‧조‧종 → 왕, 충(충성)

‧선지 → 왕지, 짐 → 고

‧폐하 → 전하, 태자 → 세자

‧문하시중 → 첨의중찬

‧상서 → 판서, 시랑 → 총랑

예부

호부 → 판도사

병부 → 군부사

형부 → 전법사

공부 x

‧중추원 → 밀직사 → 광정원(충선왕)

‧어사대 → 감찰사 → 사헌부(충선왕)

‧국자감 → 국학 → 성균관(공민왕)

내정간섭

정동행성

(충렬~공민)

- 대원 연락기구

이문소  정동행성 속관, 원 관련 범죄 → 부원세력 이익 대변

순마소  → 의금부, 경찰‧근위

다루가치  민정 감찰관

만호부  군사조직에 영향

입성책동  충선왕4년(1312), 충숙왕16년(1323)

부원세력  역관‧군인‧응방‧겁령구(원 공주 시중)

혼인정책  원종(왕권회복 위해) → 겁령구

독로화  고려 세자 → 인질

분열정책  심양왕 ↔ 충숙‧충혜 간 왕위계승 분쟁

노비제 개혁  일천즉천 → 일양즉양, 정부‧귀족 반발 → 실패

착취
경제 응방  해동청, 공물(금‧은‧포‧곡물‧자기‧인삼‧나전칠기)

인적 결혼도감, 과부처녀추고도별감  처녀, 과부, 환관 요구 → 조혼 풍속

문물교류

언어  왕실‧상류층 → 몽고이름, 몽고어 사용

풍속
 - 몽고풍: 체두변발, 족두리, 연지‧곤지, 장도 

 - 고려양: 아청(의복), 고려병(떡), 생채(보쌈)

문화

‧종교: 라마불교, 도교, 강남불교

‧농업: 농상집요(이암), 이앙법(강남농법), 목면(문익점, 정천익)

‧이슬람과학: 천문, 역법, 수학, 건축, 의학, 기상, 지리

- 성리학, 조맴부체, 탑(경천사지 10층석탑), 수시력, 화약

2. 개혁 정치

충렬왕(1274-1308)

‧필자적(충렬4.1278): 국왕 측근기구, 도평의사사 견제

‧편민18사(충렬22. 홍자번): 사회적 폐단 지적

‧전민변정도감(충렬14. 1288): 권문세족의 반대 → 폐지 → 설치 ...

충선왕(1308-1313)

정치

‧재상 권위 축소, 충렬왕 측근세력 제거

‧원(院) 설치: 사림원(왕명출납), 광정원(←밀직사←중추원), 자정원(재상 자문기구)

‧6전체재 환원, 판서→상서

‧사(司) 폐지: 4사→6조, 밀직사→광정원, 감찰사→사헌부

경제
‧의염창: 소금전매 → 국가 제정 확보 

‧전농사: 농장‧노비 조사 → 토지문란 시정 

충숙왕(1313-1339) ‧찰리변위도감

충목왕(1339- )

‧도당상서(이제현): 11개 개혁안

 - 경연, 지방관, 응방‧정방 혁파, 녹과전 부활, ..

‧정치도감: 정리도감상(11개항 개혁안)

 - 사급전 혁파 → 녹과전, 양전, 부원세력 척결 

 - 실패 ← 원의 간섭

공민왕(1352-1375)

1차

<반원자주정책>

 ← 신진사대부 성장, 원‧명교체기(1368)

반원정책 친명외교, 몽고풍 근절, 부원세력 숙청 

관제복구  원 연호‧정동행성 이문소 폐지

영토수복
- 쌍성총관부: 유인우

- 요동정벌: 최영(1차), 이성계(2차)

2차

<왕권강화>

 ← 신돈 등용(1365. 삼중대광 영도첨의), 신흥사대부(정몽주‧정도전‧이승인‧임박)

군사 강화  거경숙위(국역기피자‧한량관) 법제화

유교 정치  성균관 중건, 과거 경학(經學) 중시

권세가 압박  전민변정도감(토지)‧전민추쇄도감(노비) : 불법약탈 → 환원

실패요인

안

- 신진사대부‧신돈의 정치적 미숙

- 권문세족 반발: 흥왕사의 변(1363. 김용)

- 공민왕의 실정 → 살해(자제위 홍륜, 환관 최만생)

밖
- 원의 압력

- 홍건적(1차-서경함락(이방실), 2차-개경함락(최영‧이성계)), 왜구 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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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중세의 사회와 경제

제1절. 사회구조와 지배세력

1. 지배세력

<문벌귀족> <권문세족>

시기 고려 전기 고려 후기

출신

‧지방호족

‧개국공신

‧신라6두품

‧향리

‧전기문벌귀족: 경원이씨, 해주최씨, 파평윤씨, 철원최씨

‧무인: 우봉최씨(최충헌), 언양김씨(김취려)

‧사대부: 여흥황씨(황려), 민씨(민영모), 황천조씨(조충)

‧신흥세력: 평영조씨(역관 조인규), 안동김씨(김방경) 

 - 원 만호, 삼별초‧일원정무공자, 역관‧응방‧환관‧겁령구

관직진출 과거>음서 음서>과거

권력행사 가문의 권위, 보수적 사회제도, 제추독점 현실적 관직 (도평의사사, 정방)

가문강화 계급내혼, 왕실혼

경제
‧과전

‧공음전

‧대농장: 재경부재지주→ 장사, 장두파견

 - 면세특권

 - 관리: 가신‧노비

 - 경작: 헌호‧노비

2. 신분구조

지배층

왕족

귀족  5품이상 문‧무양반, 친족

중간계층  이속(서리‧잡류), 남반(궁중실무), 기술관(15‧16과), 향리, 하급장교

피지배층

양인
 정호(기인호, 군인호, 역호), 백정호 → 관직진출 가능

 상인, 수공업자 → 관직진출 X

사회적 천민

(신량역천)

천민집단  향‧소‧부곡, 장‧처
교통기관  진, 관, 역

법제적 천민

(의무X)

거란‧여진 귀화  양수척(버들고리), 화척(도살, 피혁, 유기), 제인(광대), 기생

노비

 -공‧사‧사원 노비

 -솔거‧외거 노비

 -납공‧입역 노비

3. 노비제의 변천

노비세전법 태조 왕건 전쟁노비 → 세습

천자수모법 정종2. 1039 비의 소유주에 귀속, 양천결혼 금지

일천즉천 충렬왕24 노비자식 → 노비

노비종부법 조선 태종 노비 평민화 확대

노비종천법 세조14 일천즉천 → 경국대전 형전 공사천조

노비추쇄법 효종. 1655 노비추쇄도감

노비종모법
현종10. 1669 일천즉천 폐지. 서인(노비종모) ↔ 남인(일천즉천)

영조. 1731 노비종모법 정착 → 속대전(1744)

노비공감법 영조. 1755 균역법(1751) → 노(1필), 비(부가세만)

노비추쇄폐지 정조. 1785 → 대전통편

공노비 해방 순조. 1801 관 납공(외거)노비 대상

노비세습 철폐 고종. 1886

노비제 철폐 고종. 1894 갑오개혁(1차)

백정인권운동 1923 조선형평사 (진주. 이학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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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중세의 생활

농민조직

(향도)

기원 신라 화랑도(용화향도) → 불교신앙활동: 불상‧석탑조성, 법회 노동력 제공, 매향활동

전기 지방 향리 주도 → 지역 통합

후기 지방 농민 주도 → 공동체 조직: 마을노역, 혼‧상‧장례, 마을제사

사회시책

농민보호

‧농번기 잡역동원X

‧재면법: 재해 정도에 따라 조‧역 감면

‧고리대 제한: 경종(1/3), 성종(본전이상X)

권농정책
‧광종: 황무지 개간 → 일정기간 면세

‧성종: 원구에서 기곡례, 적전(친경), 사직(지신‧5곡신)

사회시설

제위보 광종 빈민구제기금  빈민‧행려병자 구호, 서민 질병 치료 

(흑창→)의창 성종 춘대추납  진급(무상), 진대(유상)

상평창 성종 물가조절  개경(경시서), 서경(분사사천대), 12목(관헌)

동서대비원 정종  개경, 빈민구휼‧치료

혜민국 예종  관 약국

유행병 치료  임시관청: 동서대비도감(예종)‧구제도감(예종)‧진제도감(충목)‧진제색(공민)

지방  의관 파견, 약점설치

가족생활

혼인
연령  20/18 → 원간섭 → 조혼 유행

형태  근친혼(왕족), 계급내혼(귀족), 일부일처 → 원간섭 → 일부다처(지배층)

남녀
- 균분상속, 호적에 연령순, 여성→ 제사‧호주

- 부계 중심, 모계 중시

법률

고려율 71개조 형법(당률 참작) - 죄형‧상황에 따라 차별화→ 객관적 법률

5형 태(볼기), 장(곤장), 도(징역), 유(유배), 사(교수‧참수)

가정폭력 장80, 이1개→장90, 이2개→장100

풍속

장례 불교→화장, 5복제(성종; 참최‧자최‧대공‧소공‧시마)

제례 기일제(불교식), 자녀윤회봉사(번갈아), 분할봉사(나누어)

불교행사 불탄일, 기복도량(국왕생일), 보살계도량(국왕보살계), 무란분도량(부모명복), 제야도량(12,30), 인왕회(국가평안)

국가제사 대사, 중사, 소사

역사적인물
산신사(왕건 시조 호경), 정사(왕건 조모 용녀부인), 동명신사(고주몽‧유화부인), 숭산신(개경 수호신)

기자사당(숙종. 평양), 구월산 삼성사(환인‧환웅‧단군; 민간)

연등회 팔관회

‧전국적 불전 행사

‧전쟁영웅, 전몰병사

‧지방장관 → 국서 올려 하례

‧불교+선풍 → 통합적 종교행사

‧국제적 행사: 송‧여진‧아라비아 상인 진상품

제3절. 경제 구조

토지

공전  소작 1/4, 공해전(관청), 둔전(군수), 내장전(왕실; 장‧처), 학전(국자감‧향교), 적전(친경) 

사전

 소작 1/2, 공음전(목종), 공신전(충선), 양반전(문무과전), 한인전(동정직), 한인구분전(미임미혼자), 

 구분전(양반처‧딸, 퇴역군인), 향리전(외역전), 군인전(경군), 궁원전(비‧왕족), 식읍(왕족‧공신), 사원전

면세전  사원전, 별사전(승려, 지리업 ←별사전시)

영업전(세습)  문무과전(관인신분 유지시), 훈전(경종)‧공음전(목종)‧공신전(충선), 향리외역전‧군인전

민전
공전 (←수조권 설정시) 사전

1/10 → 전주(수조 권리자) 1/10 → 국가

역분전 태조. 940  후삼국통일 논공행상, 인품‧공로대소

전시과

(양계제외

전국)

시정 경종1. 976 직관‧산관  다원적 기준 - 인품‧관품‧파벌세력

개정 목종1. 998 직관>산관  일원적 기준 - 관품, 18품 이하 → 한외전(17결), 16과 → 시지(X)

경정 문종30. 1076 직관

 지방 향직‧잡류 → 18과, 15과 → 시지(X) 

 5품이상(공음전시), 6품이하(구분전‧한인전)

 별정전시과: 별사전시, 무산계전시(향리‧노병‧공장‧악인‧탐라‧여진)

전시과 붕괴
 ‧농장발달: 문계조작‧사패모수

 ‧압량위천, 공전축소

녹과전 원종12. 1271  현직위주, 경기8현 한정

과전법 공양왕. 1391  조준 전제개혁안 → 도평의사사 결의 → 급전도감 설치 → (수조권기초)농장 혁파

수취

전세 (조)  민전(1/10), 공전소작(1/4), 사전소작(1/2)

국역 (역)

신역  군역‧정역

요(호)역
 9등호: 인정다과 → 토지다과(후기)

 국가(궁궐‧축성), 군현(조세운반) 

공납 (포)
 9등호: 인정다과 → 토지다과(후기)

 상공(정기적), 별공(비정기; 부족분 보충)→가렴주구

잡세  어염세, 상세

기준  호적, 양안(수유주, 전분3등, 결수, ...)

관청

호부  호적‧양안 작성, 인구‧토지 조사

삼사  제정 수입

각 관청  수취‧지출

지출  녹봉, 왕실경비, 국방비, 일반비(제사, 연등‧팔관, 건축‧수리, 국왕하사품)

역참 22도 - 525역  공문, 출장, 곡물(X)→조운

조운 조창→경창  남부5도 13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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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경제 활동

농업

정책
 ‧광종: 황무지 개간 → 일정기간 면세

 ‧성종: 호족무기 물수 → 농기구 제작

기술

품종  5곡, 채소류

수리‧개간

 저수지 확충 (김제 벽골제, 밀양 수산제)

 ‧중기: 황무지, 산지

 ‧후기: 농수로, 보, 해안 저습지 간척(강화도, 서해안)

기본  1년1작, 산전(일역‧재역)

논  직파 → 이앙법 보급(말기; 남부지방 일부)

밭  2년3작(윤작; 보리‧콩‧조)

우경  깊이갈이 보급

시비법  가축배설물, 녹비법, 재, 퇴비(녹비+가축배설물) → 려말: 재, 인분

농서  농상집요(이암): 화북농법

신흥사대부  강남 수전농법(이앙법)에 관심

목화
도입  문익점(공민왕1. 1364)

제배  정천익 → 물레 제작

수공업

전기
관청 공장안. 부역 동원  무기, 귀족장신구, 도자기, 가구, 금은세공품, 견직물

소 공물 납부  금‧은‧철‧구리, 실‧옷감, 종이‧먹, 차, 생강

후기
민간  놋그릇, 도자기, 죽제품, 명주‧삼베‧모시, 종이 ← 소 수공업 대체 

사원  베‧모시, 기와, 술, 소금

상업

전기

 ‧경시서(개경): 상행위 통제

 ‧시전(환허 상설시장): 국가시설물(장행랑) 이용, 관 허가 생필품 판매

 ‧지방: 관아 근처 일용품 교환, 일용품 행상

후기

 ‧시전: 규모 확대, 업종별 전문화 → 도성 밖으로 확대 → 벽란도 발달

 ‧지방: 조운‧육상로(원) 따라 발달

 ‧의염창(충선. 소금전매)

금융

장생고  왕실‧관청‧사원 고리대업, 정부공식이자율: 1/3

보
 공익재단 (←신라 점찰보‧공덕보)

 - 학보(태조), 광학보(정종), 경보, 팔관보, 제위보(광종)

계  지연‧혈연적 상호 협동 (←신라 길쌈‧화랑 향도)

화폐

 ‧강제적 유통: 화폐발행 이익금, 경제활동 장악 위해 → 실패: 필요성(X)

물품화폐  베>쌀

주조화폐

 ‧성종: 건원중보(철전)

 ‧숙종: 주전도감(의천) → 활구(은병), 해동‧삼한‧동국통보

 ‧충렬왕: 쇄은, 소은병

 ‧공양왕: 사섬서(→사섬시) → 저화

 ‧태종: 저화

 ‧세종: 조선통보

 ‧세조: 전폐‧유엽전‧팔방통보

 ‧숙종: 상평통보

 ‧대원군: 당백전 

 ‧고종: 전환국 → 당오전, 은화‧황동‧백동‧적동화(갑오개혁)

대외무역

 ‧벽란도 예성항(최대)

송

(최대)

수출  금‧은‧동‧인삼, 금은세공품‧책‧종이(청오지)‧붓(황모필)‧먹, 나전칠기‧화문석‧부채

수입  비단‧약제‧서적‧자기‧차‧향료‧악기

무역로

(북→남)

북  예성항 → 웅진 → 숙도(풍도) → 덩저우(산둥)

남  예성항 → 죽도 → 흑산도 → 명주(황주)(상해)

거란
수출  식량, 문방구, 구리, 철

수입  은, 말, 모피

여진
수출  식량, 농기구, 포목

수입  은, 말, 모피

왜
수출  식량, 서적, 문방구, 인삼

수입  유황, 수은, 감귤, 진주, 칼, 말

아라비아

(대식국)

진상품  수은, 향류, 산호, 물감, 호박, 마노

답례물  은, 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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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중세 문화의 발달

제1절. 불교의 발달

특징

‧현세구복적‧호국적(←삼국), 유+불 융합

‧교종+선종 통합문제  cf:신라: 교학 대승 ‘중관’+‘유식’ 통합문제

‧대장경 조판: 고종 23.1236. 최우~1252.최항

‧연등‧팔관회: 성종(X), 현종 부활

사원 건립

 -태조: 왕륜사, 광명사, 법왕사, 흥국사, 개태사..

 -현종: 현화사

 -문종: 흥왕사

국가 예속
 -태조: 승관제도(승록사)

 -광종: 승과제도 → 주지선발, 종파공인, 왕사‧국사 책봉

초기

태조  이엄(왕사), 경수(국사); 훈요10주: 불교국가 천명, 종파별 사원쟁탈 금지

광종

 탄문(왕사, 혜거(국사); <교‧선 통합시도> → 광종사후 실패

1단계

 교/선 분리통합 시도

교종  균여 화엄종 중심, 귀법사 창건, 천태학(교종중심 선종흡수) 융성 시도

선종  중국 법안종(선종중심 교종흡수) 수입, 혜거 귀국, 각 선문정리

2단계

 법안종‧천태학 융성 위해 → 오월 유학생 파견

지종  국청사(천태종 본거지)

의통  중국 천태종 13대 조교

제관  천태사교의(천태학입문서) 저술

중기

 ‧보수적 귀족 불교: 법상종‧화엄종의 대립

 -법상종: 인주이씨 - 현화사(현종), 소현

 -화엄종: 왕실 - 흥왕사(문종), 의천

의천

‧대각국사 문집: 천태사교의주, 원종문류, 석원사림, 신편제종교장총록(속장경)

‧송에 유학 → 화엄경각(황주 혜인사; 고려교원(송 황제) 법운사(청 건륭)): 천태종 연구 → 해동 천태종 창시

‧교종 통합: 원효 화쟁사상 중시, 화엄종 중심 교종 통합

 -교관겸수: 교학 수련, 실천 강조 → 균여 화엄교단 정비

 -성상겸학: 법상종 포섭

‧선종 포섭 시도: 해동 천태종 창시(개경 국청사)

‧의천 사후 

 - 천태종 쇠퇴 → 화엄종 분열: 균여파/의천파

 - 5교9산 독립

 - 선종 자극 → 조계종 성립 

무신정권기

‧선종 부흥: 조계종 발달

‧불교게 재편

 -교종: 화엄종‧법상종

 -선종: 천태종(←법안종 승려 대거 합류), 조계종(←합류거부, 조계혜능의 전통적 선종 고수)

‧지눌: 교선일치사상 완성 → 헤심: 유불사상일치설 → 성리학 수용 토대

‧충지: 원감록(원감국사문집) - 수선사 선맥, 항몽좌절, 백성수탈상황 기록

‧각훈: 해동고승전(교종입장)

‧수기: 화엄승통, 대장경조판 책임자

지눌

(보조국사)

‧조계종 개창(명종): 수선사(송광사)

‧수선사 결사: 독경‧수행‧노동에 힘쓰자

‧교선일치사상 완성 : 돈오(한번에 깨닫고) 점수(꾸준히 실천) → 정혜쌍수(교‧선 근본은 하나)

‧정토사상 수용: 서방정토‧아미타불 → 마음속에 내재

‧간화선(←중국 임제종) 도입: 선대 선사들의 화두 연구, 참선 → 선종 수행방식 확립

혜심

(진각국사)

‧수선사 2대 교주

‧유불사상 일치설 → 성리학 수용 토대

‧선문염송: 선문 기본학습서: 선대 선사들의 화두와 그에 관련된 고승들의 말씀 채록

수선결사

(조계종)

중심  전라도 수선사(원→송광사) - 지눌

후원세력  지방향리‧일반민 → 독서계층지지 → 최우정권과 유착 - 불교교단 총괄

사상
 선사상의 종합‧발전

 정토사상 수용: 지방민의 광범위한 지지

계승  지눌→혜심→충지 ...단절... 원간섭기 → 송광사 ... 보우(충목) - 9산선문 통합 → 조계종 종조 

백련결사

(천태종)

중심  전라도 강진 백련사(현. 만덕사) - 요세(원묘국사)

후원세력  지방 기층민 → 지방관 배려 → 최씨정권과 연결

사상  천태 법화사상 기반, 참회법‧미타정토신앙

계승  요세→천인→천책 ... 원간섭기 → 묘련사(원황실원찰)로 변질..

원 간섭기

불교쇠퇴  불교세속화, 파벌싸움, 유역자 도피처로 전락, 신앙결사 단절

원 불교 도입  원 라마불교, 원 임제선(보우‧혜근)

교종  균여파 화엄종, 법상종

선종  가지산파 부흥: 일연~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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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경조판

초조대장경

(거2~몽2)

목적  거란퇴치 호국불교, 불서 보급

조판  현종2.1011 ~ 선종4.1087.. 총6천권

소실  대구 부인사, 몽고2차(고종19.1232) 소실

속장경

(선종~숙종6)

목적  교종 교리 정리

조판
 의천: 교정도감(흥왕사) → 숙종6.완성 : 교종만 포함

 신편제종교장총록(3권): 고려‧송‧요(거란) 등지 4,700여권 불서 목록

소실  몽고 침략 → 흥왕사 소실(함께)

현존  인본 일부(일본), 불서목록(재인본, 송광사)

재조대장경

(국보111호)

계기  부인사대장경(초조) 소실(고종19.1232)

조판

 고종23(1236) 최이 ~ 고종39(1252) 최항

 -대장도감(강화) : 임시행정지원기구

 -남해분사대장도감(진주): 실제 기획‧완성(총책임 화엄승통 수기)

 대장경판군신기고문(이규보)

 강화성 대장경판당 → 강화도 선원사 → 합천 해인사(15c 초)

특징
 현존 세계 최고 → 세계문화유산(96)

 가장 정확한 내용 → 각국 대장경 정본으로 사용

제2절. 도교‧풍수지리‧무속

도교

의례 초제
민간  잡신적(서당신‧토지신)

국가  도사 주관. 도량(내란‧외침에 대한 진호기양)

기관

태조 구요당  고려 최초 도교기관. 초성처

예종 복원궁  도교사원. 본격적 도교보급

의종  기은색, 대초색

고종  신격전, 정사색

충선왕  대청관

-  소격선 → 소격서(조선)

성격
 ‧종합행사: 팔관회(도교초제+토속+불교행사)

 ‧비조직적: 교단(X) → 민간신앙으로 전개

관련인물  강감찬(현종), 묘청(인종. 팔성당)..

풍수지리

전개

태조  훈요10조 - 도선비기 강조

문종  한양명당설 → 남경건설 추진

숙종  남경건설, 남경천도 주장(김위제)

예종  해동비록(김인존‧이재‧박승중. 현전x)

특징
 ‧지기쇄왕설, 비보사탑설

 ‧풍수‧도참 결합: 삼경‧삼소제, 연기궁궐 조성

영향

 ‧삼경제(개경‧서경‧남경) → 묘청이후 삼소제(개경주위; 좌소(백악), 우소(백마), 북소(기달))

 ‧과거 잡과 -지리업 → 일관 등용

 ‧산천비보도감: 개풍 흥왕사(문종)

무속

특징  무‧불‧선 합일: 팔관회, 팔성당

국가
 ‧신지가호(태조 이후): 산‧강‧바다‧우물 등 숭상

 ‧성리학 전래이후: 배무론‧금무정책

민간
 ‧집집마다 신사

 ‧마을단위 공동제의: 서낭굿, 당굿, 당산굿, 산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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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역사‧문학‧유학

1. 역사

유교사관

 ‧춘추필법(시시비비→포폄): 서술‧평가 구분

 -김부식 삼국사기, 조선왕조실록

 ‧목적에 따라 서술체 달리함

 -기전체(인물), 편년체(연대), 편년강목체(평가), 기사본말체(토픽) 

고려

<중세 유교사관>

‧한‧당 훈고학적 유학 → 사기‧기전체 양식 지배

‧도덕적 경사 일치

조선

전기 ‧송 성리학적 유학 ← 사마광 자치통감(통감체), 주자 자치통감강목(강목체) 

후기

<중세 합리주의>

‧도덕 중심 사관 비판 → 문헌적 증거 강조(한백겸. 동국지리지 ~)

‧경‧사 분리 → 전문 역사학자 등장(안정복‧한치윤‧이긍익)

역사의식

초기  고구려 계승의식 뚜렷: 구삼국사

중기  신라 계승의식 강화

후기
 중세유교사관 비판: 고대사의 소박한 원형을 그대로 표출하려는 민족적 자주의식(동명왕편)

 성리학 전래이후: 성리학적 대의명분에 따라 기존 사서들을 개찬

역사서

초기

- - 구삼국사 x  단군조선~고구려~고려...추정

성종 최승로 5조정적평 O  태조~경종. 유교적 역사인식 본격적 도입

- - 고려왕조실록 x  거란 침입시 소실

현종 황주량 7대실록 x  임란때 소실

중기

문종 김양감 가락국기 O  가야지방사

문/선 박인량 고금록 O  

- - 편년통재 x

예종 홍관 속편년통재 x  편년통재 개찬

예종 김인존 해동비록 x

인종 김부식 등 삼국사기 O

‧기전체 최고 사서, 즉위년(흉년)칭년법

‧묘청진압 후 구삼국사(고구려계승)적 역사관 전환을 위해

‧신랴계승의식: 고조선‧삼한역사 삭제

‧유교사관의 기초: 사실/논찬 구분

‧고유법속‧명칭 고수: 거서‧차차‧이사‧마립간, 이벌찬‧파진찬

인종 최윤의 상정고금예문 O  의례서, 유교정치이념 구현

의종 김관의 편년통록 x  →‘고려사’에서 인용, 태조왕건 이전 6대조 계보

무신집권기

명종 이규보 동명왕편 O
‧유교적 합리주의 비판: 고대사 원형 그대로 표출

 -동명왕신화, 고구려사 재발견

고종 각 훈 해동고승전 O

‧교종 영통사 주지 ← 선종 발전에 자극

‧교종 관점 (고종 왕명)

‧중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고려 불교를 서술

원간섭기

충렬 일연 삼국유사 O

‧목적: 자주성 회복 주장(←원간섭기), 불교옹호(←유교의 비판)

‧민족관

 -단군계: 단군‧부여‧고구려‧백제

 -중국계: 위만‧마한‧진한‧신라

 -무소속: 옥저‧예맥‧가야‧발해‧변한

‧사관: 신라중심, 선종관점

‧사료제시에 충실: 고조선‧삼한 상고사 복원

‧기사본말체, 야사체, 유사체

 -기이편(야사체) / 유교적 효‧선 행위(유사체) 

충렬 이승휴 제왕운기 O

‧사찬 역사시(7언시‧5언시)

 -중국사(上)‧한국사(下) 병렬적 서술, 발해사 우리역사에 포함

‧사관: 유교중심, 불‧도‧기층공동체문화 포함

 - 단일혈족 단일민족사: 모두 단군의 자손

 - 3조선설: 단군(혈연)-기자(문화)-위만(민족)

 - 단군: 도가의 기원(수목신숭배)

 - 요동 이동 지역: 중국과 다른 또 하나의 천하세계

‧한계: 을지문덕‧강감찬 기록 삭제 

성리학전래이후

충렬 원부, 허공 고금록 O  박인량 고금록 증수

충렬 정가신 천추금경록 O  

충숙 민지 본조편년강목 O
‧주자 강목법 최초 도입

‧원덕대왕(태조 3대조) ~ 고종, 총 42권

충숙 민지, 권부 세래편년절요 O ‧본조편년강목 증수: 호경(왕건 시조) ~ 원종

공민 이인복, 이색 본조금경록 O  천추금경록 증보

공민 이제현 사략 ‧
‧사론(논찬, 열전 서문)만 현존

‧미완성: 기전체 국사 편찬 위한 일부

‧영토확장‧도덕적 유교정치실현한 왕 높이평가 

   → 고려국사(정도전)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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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학

전기

배경  과거제→문치주의: 제술과 중시, 박인량(고금록)‧정지상(송인) 등 시인 등장

초기
향가  균여: 보현십원가 11수

한문학  중국모방 → 독자적

중기
향가  한시에 밀려 소멸 → 잔영-단가: 도이장가(예종), 정과정(정서)

한문학  귀족화: 당 시, 송 산문 숭상

후기

국문학

신진사대부
경기체가

 향가형식 계승, 관료문학

 - 한림별곡, 관동별곡(안축), 죽계별곡

시가  어부가(처사문학)

민중 속요(장가)

 청산별곡  자연을 벗삼아 사는 감정 

 서경별곡  서경 남녀의 애정

 정읍사  장사나간 남편 무사귀환

 동동  월령체

 쌍화점  퇴폐적 사랑

한문학

수필문학
해좌7현

 낭만적‧현실도피적

 -이인로‧임춘‧오세재‧조통‧황보항‧함순‧이담

패관문학  파한집(이인로), 보한집(최자), 백운소설(이규보), 역옹패설(이제현)

설화문학  국선생전(이규보), 국순전(임춘), 공방전, 죽부인전(이곡)

한시

 이제현, 이곡, 이색, 정몽주

‧문집: 동국이상국집(이규보), 서하집(임춘)

‧진화의 시 - 송(쇠퇴), 금(미개) → 고려가 중심 

 <동국이상국집>

 - 상정고금예문

 - 신품4현: 김생(신라), 유신(문종), 탄연(인종), 최우(고종)

 - 대장경판군신기고문

 - 동명왕편: 자유로운 문장구사

3. 유학

초기

태조  최언위, 최응, 최지몽 등 6두품 활약

광종
‧과거 → 유학에 능숙한 관리선발 → 고대 잔재 청산

‧정관정요 중시

성종
‧최승로(시무28조), 김심언(6정6사‧자사6조), 비서성

‧연등‧팔관 폐지 → 원구례(유교적의례) 시작

중기

현종  신라 유교전통 계승 → 설총(홍유후), 최치원(문창후) 문묘 봉사

문종  사학12도: 최충(문헌공), 정배걸(홍문공), 노단(광헌공)..

숙종  기자사당(평양): 유교전통 → 고조선, 기자 → 교화의 임금

예종  궁중학문연구소: 청연각‧보문각‧천장각‧임천각 → 정관정요언해서, 편년통재속편, 해동비록

특징

‧학풍: 전문화‧철학화‧학문화

 - 중용‧주역‧주례 연구 → 보수화

<유학파↔국풍파>

 - 거란 격퇴 직후 : 북진파(왕가도) ↔ 유학파(황보유‧황주량‧최제안‧최충)

 - 여진 정벌      : 윤관        ↔ 김인존

 - 금과 갈등      : 묘청          ↔ 김부식 

후기

무신정변  문신귀족 몰락 → 유학 위축

성리학

(신유학‧정주학‧주자학)

- 남송 주희 집대성

- 인간심성‧우주원리 탐구

- 관료주의적 정치이념: 4서, 역사 중시

- 배타적 보수사상: 이단 허용(X), 전통‧대의명분 중시

수용배경

‧불교 의 세속화

‧고려 유학의 자체 심화

‧남송(원에 쫓겨 남천)과 동병상련

‧신진사대부: 고려문화 전면 비판, 새로운 사상적 이념 모색

전래

‧안향 → 백이정 → 이제현 → 이색

충렬왕  안향: 성리학 수입‧소개 → 백이정: 원 유학 → 이제현‧박충좌

충선왕  이제현(만권당) → 이색

충숙왕  원 과거급제: 안축‧이곡‧이인복, 이색

공민왕
 성균관 → 순수유교교육기관으로 개편

 이색(대사성) → 정몽주‧정도전‧김구용‧박상충‧이숭인...

영향

불교 타락 비판

정몽주  비판기록(X)

이제현  불교자체(X), 승려비행, 사원폐혜 비판

이색  불교 철학개념 → 성리학 이해

불교 자체 비판

정도전

학자지남도  성리학의 대강

불씨잡변
(←심문천답‧심기리)

 불교(허학) - 성리학(실학)

권근
 사서오경구결, 오경천견록, 예기천견록

 입학도설(←학자지남도 발전), 권학사목(유교교육이념)

예속 변화
 실천적‧경세적(원 성리학) ↔ 송 성리학: 형이상학적

 → 소학(주자의 실천덕목), 주자가례(가족규범)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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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과학‧예술의 발달

1. 과학기술

 국자감 기술교육, 과거잡과 실시  → 천문‧의학‧인쇄‧상감법‧무기 등 발달

천문‧역법

목적  농업, 천인감응설(점성)

발달

 천문관측‧역법계산 중심

 사천대(서운관)  첨성대에서의 관측기록 (일식 13회, 혜성 87회)

 역법  당 선명력(신라) → 원 수시력(충선) → 명 대통력(공민)

인쇄술

 목판인쇄(고정식) → 활판인쇄(이동식)

목판인쇄  대장경

금속활자

‧현존: 복 (청주박물관)

‧배경: 목판인쇄술, 청동주조기술, 잉크, 종이

‧상정고금예문(고종.1234)

 - 동국이상국집: 상정고금예(최윤의) → 금속활자로 28부 찍었음

‧직지심체요절(우왕.1377): 청주 흥덕사

 - 현존 최고 금속활자본(프)

기관
목판  서적포(숙종)

금속  서적원(공양왕)

의학

교육
‧중앙: 태의감‧상약국

‧지방(향교): 의박사

치료  태의감(고급관료), 동서대비원‧혜민국(서민)

의서

‧재중입효방(김영식), 신집어의 활요방(최종준)

‧향약구급방(고징.1236): 현존최고. 180종 토산약재 처방

‧삼화자향약방: 임상서

화약 ‧최무선(←원 이원): 화통도감(우왕3.1377) - 화약‧화포‧화통 → 화통방사군(우왕4) : 진포왜군격퇴(우왕6)

조선

‧대형범선: 송과의 무역

‧조운선: 대형(1,000석), 소형(200석)

‧일본원정선: 5개월간 900여척 건조

‧려말: 화통설치 → 왜구격퇴 

2. 건축‧조각

건축

전기

 궁궐‧사원 중심 → 현존 x

궁궐  개성 만월대: 경사면따라 계단식 배치

사원  현화사(현종), 흥왕사(문종)

후기

주심포

 기둥위 공포 → 굵은 배흘림 기둥 → 장중‧우아

 봉정사 극락전  맞배지붕  현존 최고 목조건물

 부석사 무량수전  팔작지붕  주심포 중 가장 대규모

 수덕사 대웅전  맞배지붕  

 강릉 객사문   현존 최고 문건물

다포

(←원)

 기둥위, 기둥사이 공포 → 지붕 크기 커짐 → 중후‧화려

 성불사 응진전

 석왕사 응진전  맞배지붕 

 심원사 보광전  팔작지붕

석탑

특징  다양. 다각다층. 받침 보편화

전기

전탑  여주 신륵사 전탑

둥근탑  개풍 현화사 7층석탑

송→  다각다층. 월정사 8각9층탑, 보현사 8각13층석탑

백제→  기성 불일사 5층석탑, 무량사 5층석탑, 익산 왕궁리 5층석탑

후기
‧경천사 10층석탑(현 경복궁)

 - 목조양식, 대리석. 화려한 조각(←원 라마불교), 조선 원각사탑(세조)에 영향

부도

전기

팔각원당형

(기본형)

‧신라후기 부도 전형 계승

 - 고달사지 원종대사탑(혜진), 인각사 보각국사탑(일연)

특수형
‧구형탑신: 종토사 흥법국사탑(실상)

‧평면사각: 원주 법천사 지광국사탑(현묘)

후기
석종형

→ 인도불탑 영향 → 조선시대 부도에 영향

 - 여주 신륵사 보제존자 석종

탑비  태고사 원국사탑비(보우)

불상

‧조형미 부족(← 대장경조판, 사경(寫經) 유행)

‧향토적 특색(길목): 논산 관촉사 석조상, 안동 이천동 석불

‧대형철불: 광주 춘궁리 철불

‧석불‧금동불 주축

 연산 개태사지 삼존 석불입상  태조

 논산 관촉사 미륵보살 입상  광종. 21미터, 최대 석불

 안동 이천동 석불  거대 마애불

 강원 금강군 내강리 묘길상  마애불 중 최대

 부석사 소조 아미타여래 좌상  신라양식 계승, 고려시대 가장 우수한 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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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예

발전  나전수법(목공예) → 은입사수법(금속공예) → 상감수법(도자기공예)

목공예
나전칠기  불경경합, 화장품갑, 문방구 → 자개무늬

하회탈  과장된 표정 ← 서구 이국적 양식의 영향

금속공예

은입사공예

 ←송에서 기술 전래

‧청동은입사표류수금무늬정병 

‧밀양 표충사 향로(명종. 현존최고)

범종

 중기 이후 → 소종

 천흥사 종  현존. 신라양식 계승. 고려범종 대표

 조계사 종  신라양 + 중국풍

 내소사종  고려범종 특징

도자기공예

 순수백자 → 순수청자 → 음양각청자 → 상감청자 → 분청사기 → 조선백자

고려청자

 신라토기 +  발해자기 + 송 남방가마 기술

산지  강진‧부안‧강화‧송화

쇠퇴  13C 이후 : 흙‧유약 불순물, 대량생산(인화기술)

분청사기
 ← 원 북방가마 기술

‧신흥사대부 → 도공 지원

4. 서예‧회화‧음악

서예

전기

 구양순체

‧신품4현: 김생(신라), 유신(문종), 탄연(인종), 최우(고종)

 - 유신: 송광사(수신사) 불일 보조국사 탑비(지눌)

 - 탄연: 청평사 문수원 중수비

후기
 조맹부(송설)체 → 조선에 계승

‧이암, 이제현

회화

전기

 왕실‧귀족의 취미

 - 도화원 설치: 화원 양성 → 왕‧귀족 초상, 국가행사, 산수풍경

 - 문인, 승려: 사군자 → 개성 왕건릉 소나무그림(최초의 문인화)

 - 이녕(예성강도, 천수사남문도), 이광필

후기

‧문인화 발달 ← 시화일치론

‧원 북화 → 고려 실경산수 발전

‧불화 발달: 아미타불도, 지장보살도, 관음보살도 ← 왕실‧귀족 구복적 요구

 담무갈보살예배도 노영  지장보살+금강산7경. 현존 최고의 금강산도 

 기마도강도 이제현  실경산수

 천산대렵도 공민왕  필치 뚜렷 ← 원 북화 영향

 양류관음도  일본 현존. 김우문(장엄), 혜허(섬세), 서구방(화려)

음악

궁중음악

 악기: 통일신라(거문고‧비파‧가야금‧대금) + 장구

향악
‧궁중음악의 주류 ← 신라고유음악 + 중국음악

‧연회 동쪽(우방악)

당악
‧당음악(통일신라) + 송 속악(문종)

‧연회 서쪽(좌방악)

아악
‧송 대성아악 수입

‧종묘 사직에서 연주

산대극

나례

‧가면극

‧역귀쫓는 종교의식 → 세속화 → 나희

 - 처용무: 궁중탈춤 → 민속극으로 발전

백희가무

기악잡희

‧연등, 팔관의 종합 공연예술

 - 창우‧재인들의 노래‧춤, 땅재주‧줄타기‧접시돌리기 



한국사 (Ⅱ) : 조선

 제4편. 근세사회로의 발전

(조선 전기: 태조 ~ 명종)

 1장. 근세사회로의 전환

 1. 전환기의 시대상황
 - 신진사대부

 - 정치상황

 2. 조선의 성립과 근세조선
 - 근세사회의 전개

 - 집권체제의 정비

 2장. 근세의 정치와 변천

 1. 정치체제 확립

 - 양반관료제

 - 중앙정치구조

 - 지방통치조직

 - 군사 제도

 - 교육 제도

 - 과거 제도 

 2. 사림의 대두

 3. 대외 관계  

 4. 왜란

 3장. 근세 사회의 전개

 1. 양반관료사회

 - 신분 제도

 - 신분 구조

 - 사회 정책

 - 지방 조직 

 2. 성리학적 지배질서  

 3. 경제 구조
 - 토지

 - 조세‧재정

 4. 경제 활동  

 4장. 근세의 문화

 1. 민족문화의 융성

 - 한글 창제

 - 조선왕조실록

 - 역사서

 - 지도‧지리지‧법전

 2. 성리학의 발달  

 3. 신앙

 4. 과학 기술
 - 과학 기술의 중흥

 - 기술 서적

 5. 문학과 예술

 - 문학

 - 건축

 - 자기‧서예‧회화‧음악

 제5편. 근대사회의 태동

 1장. 근대사회의 특징  

 2장. 정치체제의 변화

 1. 통치기구의 변화

 2. 정치적 변동
 - 붕당정치 (선조-정조)

 - 세도정치 (순-헌-철)

 3장. 경제구조 변화와 사회변동

 1. 수취체제의 개편

 2.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3. 서민경제의 발달

 4. 사회구조의 변동 

 5. 향촌질서의 변화

 6. 사상적 변화

 7. 농민의 항거 

 4장. 문화의 새 기운

 1. 성리학의 변화 

 2. 실학사상의 발달

 3. 문화 저변의 확대

 4. 문학‧예술의 새 경향
 - 서민 문학의 대두

 - 예술의 새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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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근세사회로의 발전 
(조선전기: 태조~명종)

제1장. 근세사회로의 전환

제1절. 전환기의 시대상황

1.신진사대부

개념

등장  무신정권기 → 충선왕 개혁정치기에 두각

정치적  과거

경제적  재향 중소지주층

사상적  성리학

성장

‧공민왕 : 과거제 정비

‧무인세력(이성계)와 합작

‧고려후기 사회‧경제적 변동

 - 농업생산력 향상 → 지방 중소지주 성장: 주로 삼남지방

 - 재지품관층 대두: 군공‧납속 → 첨설‧동정직

 - 성리학 도입 → 국학 성립 ↔ 권문세족

2. 정치상황

우왕

 극단적 보수반동정치  친원파 권문세족(이인임‧염흠방‧임견미) - 토지겸병, 시대역행적 외교(명 적대, 북원과 계속 교섭)

 사대부 세력 실권장악  최영‧이성계 : 이인임일파 축출 → 온건(최영)↔급진(이성계) 분열 

<온건파> <급진파>

 ‧역성혁명 반대, 점진적 개혁  ‧역성혁명 추진

 ‧수적 우세: 정몽조, 이색, 길재, 군 상층부  ‧수적 열세: 정도전, 권근, 조준, 신흥무인

 ‧불교 옹호(유불동조론) : 폐단만 시정  ‧불교 철저히 비판 → 종교개혁 시도

 ‧수신제가 : 수기적 입장

 - 성리학 본연의 왕도에 충실

 - 소학‧가례 중시 → 대의명분 → 상‧하 신분 중시

 ‧치국평천하 : 치인적 입장

 - 맹자의 역성혁명론

 - 주례 중시 → 공개념 → 사회 혁신

 ‧토지사유화 인정 (←성리학적 기본입장)

 - 사회모순의 부분적 완화

 - 사원경제 개혁(X)

 ‧토지개혁 ← 주례사상

 - 빈부격차 완화

 - 사원경제 개혁(O)

무인세력 성장

홍건적
1차 공민왕8.1359  서경함락 - 이방실, 이승경

2차 공민왕10.1361  개경함락→안동으로 피난 - 최영, 이방실, 이성계

왜구

침입  고종~우왕

토벌

우왕2. 1376  홍산(부여) - 최영

우왕6. 1380  진포 - 최무선

우왕6. 1380  황산 - 이성계

우왕9. 1383  관음포 - 정지

창왕1. 1389  대마도정벌 - 박위

요동정벌

→ 위화도회군

원인 영토분쟁  명의 철령위 설치 통보

대책

최영

 <요동정벌론>

 - 원‧명교체기의 공백지대 수복

 - 이성계세력 제거

이성계

 <4불가론>

 - 소국이 대국을 치는 것은 불가

 - 여름철에 대군을 움직이는 것은 불가

 - 왜구의 침입이 우려되어 불가

 - 장마철, 괴질과 병장기 녹슬어 불가

회군  요동정벌 단행 → 회군 → 최영세력 제거

결과

폐가입진  우왕‧창왕 폐위 → 공양왕 옹립

전제개혁  조준, 정도전(1391): 도평의사사 결의 → 과전법 반포 → 급전도감 설치

태조등극  공양왕의 선양(139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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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조선의 성립과 근세조선

1. 근세사회의 전개

새왕조성립

국호  조선 ← 단군조선(시조), 기자조선(8조교‧정전제), 위만조선(X 쿠데타왕조)

수도  → 한양(태조3.1394) → 개성(정종1.1399) → 한양(태종.1405)

정책  숭유‧농본, 사대‧교린

한양

성곽  백악산‧목멱산(남산)‧낙타산(낙산; 좌청룡)‧인왕산(우백호) 연결 17km 둥근 도성

5대궁

 경복궁(북궐. 태조4. 1395) → 창덕궁(동궐. 태종5) → 창경궁(동궐. 성종14) 

→ 경희궁(서궐. 경덕궁. 광해군) → 경운궁(덕수궁. 왕궁)

<경복궁>(고종2. 1865. 중건) <창덕궁>(세계문화유산. 1997)

광화문  정문 돈화문  정문

근정전  정전. 현존 목조건물 중 최대 인정전  정전 - 임란후 재건 - 화재 - 순조4년 삼건

사정전  왕의 거처. 정사, 경연

수정전  왕실도서관. 집현전 → 예문관(선조)

강녕전  왕 침전

교태전  왕비 침전

경회루  연회장

집옥재  고종의 서재

도성

 5부 - 방 - 계, (현재: 남대문‧동대문, 남소문‧북소문) 

4대문  동대문(흥인), 서대문(돈의), 남대문(숭례), 북대문(소지), 종각(보신)

4소문  4대문 사이. 동소문(혜화), 남소문(광희), 북소문(창의), 서소문(소의)

도로  대도 - 중도 - 소도 (개천도감: 청계천 하수구 구축)

종루  인정(10시) ~ 파루(4시)

개혁사상

청치
왕도주의  국가 ← 가족확대

관료주의  왕도 ← 학자관료집단의 조력

사회

명분론  정통(상위가치)을 가진 존재를 존중 (← 공자. 정명사상)

분수론  ‘지주‧소작 대립’ 완화 위해

삼강오륜  차별적 신분질서 합리화

경제 검약  → 상공업 억제, 말업 천시

외교 화이론  14C. 배원친명 → 17C. 존명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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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권체제의 정비 (조선전기: 태조~명종)

태조(1392-1398)

 소수 재신 중심  공신‧종친 소외 → 1차 왕자의 난

 의흥삼군부  도평의사사‧중추원 무력화

 1차 왕자의 난  (1398) 이방원 → 방석(세자)‧정도전 제거 → 태조양위 → 정종

정종(1398-1400)
 개성 환도  (1399)

 2차 왕자의 난  (1400) 방간‧박포 → 이방원 제거 시도, 실패 → 정종양위 → 태종

태종(1400-1418)

 한양 재천도  (1405) 

 왕권 강화

-대대적 숙청, 외척‧종친 억압

‧도평의사사 → 의정부서사제 → 6조직계제

‧사간원 독립: 대신 견제

‧권력분산: 국정회의에 의정부‧6조‧승지‧대간‧공신 등 다수 참여

‧전제 개혁: 사원 토지‧노비 몰수

‧귀족 사병 혁파

‧노비변정도감: 사노비‧사원노비 해방

‧신문고(의금부→병조(영조)): 반왕파 색출 

 제도 정비  호패법(공양왕3) 정비, 5부학당(→4부(세종)), 주자소(계미자), 사섬서(저화)

세종(1418-1450)

 왕권‧신권조화
-6조직계제 → 의정부서사제(세종18. 1436): 의정부 권한 강화

-인사‧군사: 6조직계 - 왕이 직접처리

 편찬사업 

-경자자‧갑인자‧병인자

-효행록‧농사직설‧대학연의주석‧삼강행실도‧신주무원록‧치평요람‧총통등록‧향약집성방‧의방유취‧칠정산내외

-용비어천가(세종27), 훈민정음(세종28. 1446), 동국정운(세종29), 사서언해(세종30)

<집현전> (←당제, 고려 보문각)

구성  영전사(명예총장, 정승), 대제학(실제책임), 학사(전임)

정원  10 → 20

기능  겨연(경서), 서연(사서), 사관, 시관, 고제연구, 편찬사업

특권  사가독서제 → 폐지(세조) → 부활(성종) → 동호독서당(명종) - 동호문답(이이. 1569)

 복지정책

‧의창제: 빈민구제

‧신백정: 재인‧화척 → 양민화

‧잡직: 노비‧장인‧상인 → 하급 전문직

‧법제: 복심제, 삼복법, 태형금지, 남형금지, 감옥시설 개선, 여종 출산휴가 연장..

 문화사업
‧관습도감(박연) : 아악, 당악, 향악 정리

‧불교 정리: 선교 양종 통합 → 36본산

 공법  공법상정소(세종18), 전제상정소(세종25)

문종(1450-1452)

 국방강화  (1451) 군사 증원, 화차(문종 창안) 배치

 고려사 정리
 (1451) 고려사 (김종서‧정인지) : 기전체, 군주입장. 건국합리화위해 고려사 왜곡

 (1452) 고려사절요 (김종서‧정인지) : 편년체, 신하적입장. 

단종(1452-1455)

 계유정난  (1453) 정인지‧한명회 등 → 김종서‧황보인 제거 → 수양대군 권력 장악

 이징옥의 난  (1453. 함경 종성) 여진세력 포섭, 대금 황제 칭, 장기항전 

 세조 즉위  (1455) 단종의 양위

세조(1455-1468)

 단종복위운동

 (1466. 사육신사건)

 - 삼중신 : 민중, 주극관, 김문기

 - 사육신 :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유응부, 유성원, 이개

 - 생육신 : 김시습, 이맹전, 성빙수, 조여, 원호, 권절(남효온)

 왕권재확립  6조직계제 부활, 직전법실시, 집현전‧경연(X), 종친등용, 유교억압

 국방강화  5위, 진관체제, 보법→ 100만 군정

 편찬사업  경국대전(형‧호 ~), 사시찬요, 정관정요주

 제도정비
 상평창 부활, 토지 측량(인지의‧규형)

 유향소폐지‧호패법 강화 (←이시애의난(1467) ← 함경도차별)

 불교  간경도감(1461. 불경언해서 편찬), 원각사 10층석탑

예종(1468-1469)  경연 부활

성종(1469-1494)

 균형정책  훈구-사림 균형

 언론‧학술

 (1478) (집현전→) 홍문관

 ‧양사 언론기능강화, 홍문관 언관화

 ‧독서당(호당): 남호독서당 → 폐지(연산) → 동호독서당(중종) 

 억불정책  도첩제 폐지

 편찬사업
 - 동문선(서거정 1478), 동국여지승람(서거정 1481), 삼국사절요 

 - 집대성: 경국대전, 악학궤범(성현 1493), 동국통감(서거정; 훈구기초-사림논찬), 국조오례의(1474) 

연산군(1494-1506)

 무오사화  (1498) 김종직 조의제문 사림기구 혁파, 김종직 문인(영남사림) 몰락

 갑자사화  (1504) 폐비윤씨 사건

 중종반정  (1506) 훈구파 박원종‧성희안

중종(1506-1544)

 기묘사화  (1519) 조광조 급진개혁 → 훈구‧반정공신파 자극 → 향약폐지, 소학-흉서

 삼포왜란  (1510) → 삼포폐쇄, 비변사설치 → 임신약조(1512. 세견선‧세사미 반감)

 사량진왜란  (1544) → 무역단절

인종(1544-1545)  (1545) 조광조 복관, 현량과 제 실시

명종(1545-1567)

 을사사회  (1545) 대윤↔소윤

 정미약조  (1547) - 대마도주, 세견선 25척

 을묘왜변  (1555) 비변사 상설기구화

 임꺽정의 난  (1559-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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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근세의 정치와 변천

제1절. 정치체제 확립

1. 양반관료제

품계
양반 잡직 토관

동반 서반 동반 서반 동반 서반

대부

(교지)

정 1
上

당

상

관

 대광보국승록대부

下  보국승록대부

종 1
上  승록대부

下  승정대부

정 2
上  정헌대부

下  자헌대부

종 2
上  가정대부

下  가선대부

정 3
上  통정대부 절충장군

下

당

하

관

 통훈대부 어모장군  대가제↑

종 3
上  중직대부 건공장군

下  중훈대부 보공장군

정 4
上  봉정재부 진위장군

下  봉열대부 소위장군

종 4
上  조산대부 정략장군

下  조봉대부 선략장군

사

(서경)

정 5
上

참

상

관

 통덕랑 과의교위
통의랑 건충대위

下  통선랑 충의교위

종 5
上  봉직랑 현신교위

봉의랑 여충대위
下  봉훈랑 창신교위

정 6
上  승의랑 돈용교위 공직랑 봉임교위

선직랑 건신대위
下  승훈랑 진용교위 여직랑 수임교위

종 6
上  선교랑 여절교위 근임랑 현공교위

봉직랑 여신대위
下  선무랑 병절교위 효임랑 적공교위

정 7

참

하

관 

 무교랑 적순부위 봉무랑 등용부위 희공랑 표의도위

종 7  계공랑 분순부위 승무랑 선용부위 주공랑 수의도위

정 8  통임랑 승의부위 면공랑 왕건부위 공무랑 분용도위

종 8  승임랑 수의부위 부공랑 장건부위 직무랑 효용도위

정 9  종임랑 효력부위 복근랑 치력부위 계임랑 여력도위

종 9  장임랑 진력부위 전근랑 근력부위 시임랑 탄력도위

 <정‧종 18품 30계>

 - 실직: 정직, 겸직, 체아직(잡직), 무록직

 - 허직: 영직, 산직, 봉조하, 노인직

 - 녹직: 정직(년4회), 체아직(근무수당)

 - 무록직: 영직, 산직, 겸직, 봉조하, 노인직

 ‧3정승(정1품) - 6판서(정2품) -관찰사(종2품), 부윤(종2품) - 군수(종4품) - 현령(종5품) - 현감(종6품)  

2. 중앙정치구조

관부 관장 직무

의정부  영의정 (정1품)  백관‧서무 총괄 (황각)

6조  판서 (정2품)  참판(종2품) - 참의(종3품) - 정랑(종5품) - 좌랑(종6품)

 이조(천관)  내무‧문관인사  문선사‧고훈사‧고공사  상서원(옥새‧부절‧마패) 종부시(왕실) 사옹원(부식) 내수사(미포‧노비) 충익부 내시부 액정서(붓‧벼루)

 호조(지관)  재무‧조세‧호구  판적사‧회계사‧경비사
 5부(동‧서‧남‧북‧중) 광흥사(녹봉) 전함사(군함‧선박) 평시서(시장) 영현고(성균관) 

 내자시 내섬시 사도시 군자감 제용감 사재감 풍저창 사문서 의영고 장흥고 사포서

 예조(춘관)  의례‧교육‧외교  전객사‧전형사‧계제사

 통례원(의례) 봉상시(제사) 예빈시(빈객) 사직서(사직단청소) 전생서(가축) 홍문관 예문관 성균관 

 춘추관 승문원 교서관 세자시강원 종학 4학 관상감 내의원 전의감 혜민서 활인서 창익원 사역원

 도화서 소격서 종묘서 빙고 사축서 귀후서 문소서 연은전 각능전

 병조(하관)  군사‧무관인사  무선사‧승여사‧무비사  5위 훈련원 사복시(수레‧목축) 군기시(병기) 전설사(장막) 세자익위사(세자경호)

 형조(추관)  형율  상복사‧고율사‧장금사‧장예사  장예원(노예) 전옥서(죄수)

 공조(동관)  토목  영조사‧공야사‧산택사  상의원(의복‧재화) 선공감(토목) 수성금화사(축성‧소방) 조지서 전역사(청소) 장원서(화초) 와서(기와)

의금부  판사 (종1품)  특별사법기관 (금오)

한성부  판윤 (정2품)  서울 행정‧치안

승정원  도승지 (정3품)  왕명출납, 비서 (은대, 후원)

3사

홍문관  대제학 (정2품)  도서, 경연, 교서 (옥당)

대간
사헌부  대사헌 (종2품)  감찰, 소송‧재판 (상대‧오대‧백부)

사간원  대사간 (정3품)  간쟁기관 (미원)

4관

교서관  제조 (종1~종2품)  서적간행 (운각)

성균관  지사 (정2품)  최고교육기관 (반궁)

예문관  대제학 (정2품, 문형)  교서, 추관 (한원)

승문원  도제조 (정1품)  외교문서작성 (괴원)

국무회의

상대  매일. 편전. 의정부‧6조‧삼사‧예문관‧승정원

윤대  매일 참상이상, 장군이상, 5인이내. 관청별로

차대  매월 6회. 정승‧3사‧전직고관

언론  언론3사, 상소, 구언‧응지상소, 신문고, 격쟁, 순문(왕→신하), 권당(성균관)

경연

고려  정관정요

려말  대학연의

전기
세종  4서5경, 대학연의, 성리대전

성종  대학연의, 정관정요

후기  심경, 성학집요(이이), 심경석의‧절작통편(송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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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통치조직

유수경
유수관 (2품)

→ 비변사 참여

 - 개성(세종), 강화(인조), 수원(정조17), 광주(정조19)

 - 국왕직속 특수행정구역: 행정‧군사 요충지

8도 감영
관찰사 (종2품)

(감사‧방백‧도백)

 - 전라(전주), 강원(원주), 평안(평양), 경기(수원→광주), 

   충청(청주→공주), 경상(경주→상주), 황해(황주→해주), 함길(함흥)

 - 행정‧군사‧사법권 행사, 수령감찰‧민정순찰

 - 병마(수군)절도사 겸임

 - 보필: 도사(종6품, 규찰‧과거), 판관(종5품, 서무), 검률(종9, 법), 심약(종9, 의약), 훈도(종9, 교육)

5부 부윤 (종2품)  - 대도시: 경주, 전주, 의주, 평양, 함흥

5대도호부 부사 (정3품)  - 군사요충지: 안동, 창원, 강릉, 영흥, 영변

20목 목사 (정3품)  - 행정 중심지

44도호부 부사 (종3품)  <수령> (동헌, 아사)

 - 수령7사: 성농상, 간활식(치안), 증호구, 균부역, 간사송, 흥학교, 수군정

 <향리> (작청, 읍사) → 면(권농)‧리(리정)‧통(통주)

 - 6방(호방): 수령 감독아래 지방 행정 실무 담당

 - 경저리: 서울 파견 향리, 공부 수납 담당 (→경재소)

82군 군수 (종4품)

175현
현령 (종5품)

현감 (종6품)

경재소(서울) 당상‧좌수‧별감
 - 유향소 통제(향안‧향규승인), 향리‧농민 통제

 - 재경관료(당상) → 경저리 → 유향소

유향소

(선조→향청)

좌수‧별감

(임기2년)

 - 재향품관: 향리와의 구분 위해 스스로 조직 (←향안 등록자)

 - 향회소집, 여론수렴, 백성교화, 향리통제→수령견제

 - 려말 → 태종(X) → 세종(O) → 세조(X) → 성종(O) → 선조(경재소 혁파; →향청)

역 537개 역  - 마문발급(병조) → 마패수령(상서원, 이조)

원 1.310개 원  - 관설여관: 공임무 관리‧상인 숙식, 빈민 구제

봉수
종점: 남산

간선: 5개

 - 평시(1) → 적(2) → 국경(3) → 월경(4) → 접전(5)

 - 경흥, 강계, 의주, 순천, 동래 => 남산(목멱산)

외관구임법  - 관찰사(1년), 수령(5년→3년), 당상관수령(900일)

아전
중앙(경아전)  - 녹사, 서리

지방(외아전)  - 향리(토성인), 가리(비토성인)

4. 군사 제도

중앙군

5위

도총부  도총관 - 위장 - 대호군 - 호군 - 부호군

구성

 의흥위 (중위)  서울 중부, 개성부, 경기, 강원, 충청, 황해도

 용양위 (좌위)  서울 동부, 경상도

 호분위 (우위)  서울 서부, 평안도

 충좌위 (전위)  서울 남부, 전라도

 충무위 (후위)  서울 북부, 함경도

임무  도성 수비, 지방 분담 방위

병종

 직업군인  정식무반. 갑사, 별시위, 친군위, 파적위, 장용위

 특수병  왕족, 공신, 고관자제

 정병  농민 번상병, 정병(2달), 유방군(3달), 수군(2달)

내삼청

내금위

 국왕 친위대, 병판 총영, 음자제, 서출, 체아록우남위

겸사복

훈련원  훈련, 선발시험

지방군
육군  병영(병마절도사, 병사) - 진(첨절제사, 첨사) - 보(만호)

수군  수영(수군절도사, 수사) - 포진(첨절제사, 첨사) - 포(만호)

잡색군 향토방위  전직관리, 향리, 서리, 교생, 잡학, 신량역천, 노비 → 임란 의병에 한몫 

군역제도

보법

(세조)

 양인 → 정군/봉족. 2인-1보. 

 갑사(2보), 정군(1보), 수군(1.5보)

변천  → 대립제 → 방군수포제‧군적수포제(중종) → 균역법(영조) → 호포법(대원군)

방위체제

진관체제

(세조)

(도) 주진

=====>

(주‧부) 거진

=====>

(군‧현) 제진

 병영(병마절도사)

 수영(수군절도사)

 부윤(절제사)

 목사(첨절제사)

 군수‧현령‧현감

   (동첨절제사)

1인 2인 3인

병사  황해, 강원, 경기       충청, 평안, 전라        경상, 함경

수사  황해, 강원  경기, 충청, 평안  전라, 경상, 함경

제승방략

(명종10.1555)

‧진관체제 기능 상실: 군포제 → 의무병제 붕괴

‧도단위 집중방어체제

 - 유사시 → 지정 방어지역 집결 → ‘도원수‧방어사’, ‘병사‧수사’의 지휘 → 임란패전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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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 제도 (주로 예조 관할)

인문

성균관

  중앙 9년제 국립대학

정원  200 → 100

교수  대사성(총장), 사성, 사예, 직강, 박사

교육  과거시험과목: 경국대전, 동국통감, 4서5경, 근사록, 성리대전, 통감, 좌전, 송원절요 등

자격  소과, 승보시 합격자

명륜당  강의실

문묘

(대성전)

 공자, 10철‧72현 등 133인 (한국-18인)

 최치원 설총 안향 정몽주 김굉필 정여창 이언적 조광조 이황 이이 

 이인후 성혼 김장생 김집 조헌 송시열 송준길 박세채

동‧서재  기숙사(전원)

동‧서무  선현제사

비천당  과거장

존경각  도서관

4부학당

  중앙 중등교육기관. (←5부. 세종 북부 폐지)

정원  각 100명

교수  교수, 훈도, 교도, 학장

교육  소학, 4서5경

구성  문묘(X), 명륜당, 동‧서재, 동‧서무

향교

지방  중등교육기관

정원  인구비례. 부‧목(90) - 도(70) - 군(50) - 현(30), 전국 15,000 + 액외생

교생
상액  부거안, 청금록(등록되어야 과거응시; 내외 현족 중 3下 이상 성적)

중‧하액  교생안

구성  문묘(O), 명륜당, 동‧서재, 동‧서무 

서당
  사립 초등교육기관

교수  훈도, 접장

기술

 잡학8학: 중앙(285명), 지방(6천명). 해당 관청

의학  예조, 전의감‧혜민서  각 군현 심약 1~3인

율학  형조, 고율사  각 군현 검률 1인

역학  에조, 사역원  한학‧여진학(평안도), 몽학, 왜학(삼포)

음양학  예조, 관상감

산학  호조  산학교수, 산학훈도

道學  예조, 소격서  

圖學  예조, 도화서

樂學  예조, 장악원

6. 과거 제도

과거

 4조호적, 보관자(신원증명), 추천서 제출

문과

소과
 초시(조흘강; 대과자격시험)  생원 700 진사 700  조흘첩  → 복시

 복시(생‧진과; 사마시; 예조)  생원 100 진사 100  백패(과거보)  → 초급문관, 성균관, 대과

대과

 초시(인구비례)  성균관시 50, 한성시 40, 향시 150

 복시(예조)  33. 

 진시(임금)
 급수결정

 갑(3, 장원‧방안‧탐화), 을(7), 병(23)
 홍패(과거보)

무과 -  초시(190) → 복시(28. 병조) → 전시(급수): 갑(3), 을(5), 병(20)  홍패(과거보)

잡과

4과  초시 → 복시(도합 46) →  백패(예조인)

역과  예조, 사역원  19명. 한역 13, 몽고 2, 여진 2, 왜 2

의과  예조, 전의감  9명

율과  형조, 고율사  9명

음양과  예조, 관상감  9명. 천문 5, 지리 2, 명과학 2

품계

갑 을 병

문과
초자 장원 종6품 갑과 2인 정7품 7인 정8품 23인 정9품

현직 장원 4계 갑과 2인 3계 7인 2계 23인 1계

무과 초자 3인 종7품 5인 종8품 20인 종9품

잡과 초자 종7품 종8품 종9품

시험

정기  식년시(3년) - 모든 과거시험 

부정기

중광시  큰 경사(국왕 즉위)

별시  국가경사

알성시  봄‧가을 성균관 문묘례, 현직관료‧성균관유생 → 확대

정시  봄‧가을 성균관유생 → 확대

춘당대시  초기: 무사 대상(춘당대) → 문과에도 적용

황감제  제주감귤(진상품) → 성균관유생 → 확대

기타

취재  특채, 문음, 하급기술관(산학‧악학‧圖學‧道學), 하급군인

이과  서리‧향리‧아전

도시  각 병영 봄‧가을 2회. 무예‧병서 → 갑사선발/무관승진

중시  당하관 이하 문무관료 정기승진시험

문반승진
 춘추중월부시  문학. 1등→승급. 나머지→상 

 문신전강  경서. 1등→승급, 나머지→상

천거  3품이상 고관의 천거 → 연좌적용

현량과  중종때 조광조 건의 → 천거+과거 → 김식 등 120여 명



- 7 -

제2절. 사림의 대두

 정몽주 → 길재(영남 선산에 은거, 제자양성) → 김종직 → 김굉필‧정여창 → 조광조 → 이언적 → 이익‧이황‧이이 → 김장생 → 송시열 → 허목

성종

 훈구 → 영남사림(김종직)

‧사림등용: 언론에 다수 진출 (→훈구파 견제)

‧언론권 강화

 - 양사강화: 치자(약식상소), 원의제, 풍문거핵, 불문언근

 - 홍문관 언관화 : 홍문록, 대간탄핵권

‧유향소 복립운동

 - 소학가치 발견, 향사례‧향음주례 시행

 → 소학에 근거한 일상의 도덕적 실천

연산군

 → 영남사림(김굉필‧정여창) → 훈구

‧두차례의 사화 → 영남사림 몰락

 - 무오사화: 김종직 조의제문 사초

 - 갑자사화: 폐비윤씨사건

중종

 훈구 → 조광조 → 훈구 → 기묘사림(이언적)

‧이조(병조)전랑권 확대 (←홍문관출신)

 - 전랑자대제, 이랑통청권(청요직임명제청)

‧천거제: 유일천거, 학생천거

‧현량과(조광조)

‧초반(조광조)

 - 소학실천, 향약보급운동, 유향소 폐지운동

‧중반(기묘사화)

 - 소학‧향약 폐지

‧말기(기묘사림 새 집결)

 - 향약 시행, 서원건립(백운동서원)

명종

 → 대윤 → 소윤 → 붕당시작

‧을사사화(명종원년) : 대윤↔소윤

‧후반: 서원 → 각 도, 17개

‧김굉필‧정여창 문묘봉사운동 → 실패

 → 이학 체계화의 필요성 절감

 → 세 집결을 위한 붕당의 시작

선조

 → 성혼 → 이황‧이익

‧정국 주도권 장악 → 사림정치의 시작

 - 사액서원만 100여 개
‧본격적 붕당정치의 시작

 <조광조의 혁신정치>

정치사상
 도학정치  왕도사상의 재해석 → 군주‧지배층의 도덕적 책임 강조 → 백성의 자발적 명분질서 수용

 철인군주론  군주의 철저한 수신 ← 경연강화, 언관‧언론 활성화

사림강화
 위훈삭제  반정공신 100명 중 3/4 삭제

 현량과  명분: 과거제 모순 시정, 참다운 인제 발굴  ↔  근본목적: 사림세력 확장 

성리학
 실천윤리  주자가례, 소학, 향약, 삼강행실, 이륜행실

 이단배격  기신제‧소격서 철폐(중종13) → 복립(중종17)

향촌사회 안정

 폐단시정  내수사 장리 폐지, 방납폐단 시정 주장

 향약보급
 향사례‧향음주례(성종) → 향약(소학실천운동)

 - 여씨향약(나이존중), 소학보급, 사마소(←유향소)

 한전론  모델: 주대 정전제 → 목표: 균전제 → 현실: 10결 한전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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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대외관계

명

정책 사대정책
 자주적 실리외교, 선진문물 흡수

 - 사대의 예: 명의 연호, 사대문서 

요동수복

태조  북벌계획(정도전): 진도작성, 군사훈련, 군량비축 → 왕자의 난 → 실행(X)

태종  관계호전, 문화교류 활발

세조  토목의 변 → 강계 둔병 주둔 → 요동수복 시도

관계변화

태조  역성 승인 but, 금인‧고명(X) → ‘권지고려국사’

태종  금인‧고명(O) ← 관계개선 필요 ← 명 태조 사망, 내분

세종  공녀‧광환 폐지

무역

조공무역

명  3년1공 원칙, 개시무역(X): 쇄국정책

조선  1년3공 주장, 실제 더 자주

정기 부정기 접대

정조사:  정월 초 사은사 영접문:  영은문

성절사:  황제 생일 주청사 영접소:  모화관

천추사:  황후(세자) 생일 진하사 유숙소:  남대문 - 태평관

동지사:  동지 (중종 추가) 진위사  동대문 - 북평관(여진), 동평관(왜)

8포무역  수행원 무역

사무역

 사행무역  16C ~ 부상대고

 밀무역   → 조선후기 성행

 관허민간무역  개시무역. 17C ~ , 대명(X)

수출  책, 도자기, 금‧은, 종이(경면지, 등피지), 붓, 인삼, 말

수입  책, 도자기, 비단, 약재, 문방구

여진

정책

교린정책
당근  동회(성‧이름, 관직, 토지, 주택), 무역 허용

채찍  전략지역 진‧보 설치 → 토벌

사민정책

내용  남방민 → 북방 이주

실시  태조 ~ 태종‧세종: 본격적

목적  북방개척, 지역방어

토관제도

내용  변방 유력자 → 토관직 제수

실시  려말 ~ 선초. 평안‧함경‧제주

목적  이민족과의 유착 방지, 효율적 지방통제

영토수복

서북면(압록강) : 4군 동북면(두만강) : 6진

여연, 우예, 무창, 자성 경연, 부령, 온성, 종성, 회령, 경흥

태종  강계부, 어연군 설치

세종  4군설치 (1444. 최윤덕, 이천)  6진설치 (1432. 김종서)

세조  정해서정 (1467. 강순, 남이)  경진북정 (1460. 신숙주)

성종  건주여진정 (1479. 윤필상)  우디거정벌 (1491. 허종)

무역

조공무역  동대문 북평관 - 일반상인 참여

개시무역  북관쌍시(경원‧경성) - 국경지대

수출  소금, 의류, 미곡, 농기구

수입  말, 모피

왜
무역

사행무역  한양 동평관. 진상↔하사

공무역  도서(입국사증), 문인(도항증명서←대마도주) : 왕래 제한 → 꾸준히 증가 → 사무역 허가

사무역  동평관, 경상 왜물고 → 밀무역 성행 → 사무역 폐지(성종25)

수출  쌀, 옷, 면포, 삼베, 서적, 대장경, 공예품

수입  구리, 황, 향료, 약재

통신사  박분(태종13.1413) → 와병 중지 → 박서생(세종11.1429; 최초의 통신사)

유구
관계  ← 50여 회 사신 파견, 임란 시 명군에 합류

전파  → 대장경, 불경, 유교경전, 범종, 부처... 불교발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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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왜란

대일관계

 쓰시마정벌 (세종원년.1418)

 - 기해동정. 이종무

 태종에 의해 계획

 대마도주 항목 → 수도서인 → 중립지역

 삼포개항 (세종8.1426)  염포(울산), 부산포(동래), 제포(창원) → 5~6천명 장기체류 → 계해약조

 계해약조(세종25.1443) 50척 200석 60명

 삼포왜란 (중종. 1511)  임신약조 (중종. 1512) 25척 100석 제포만. 비변사

 사량진왜변 (중종. 1544)  정미약조 (명종. 1547)  다시 어길 시 벌칙 강화

 을묘왜변 (명종. 1555)  국교단절. 동평관폐쇄. 비변사상설화. 제승방략 

 임진왜란 (선조. 1592)  

 국교재개 (선조. 1607)  기유약조 (광해. 1609) 20척 100석 부산포

정세

국내  국방력 약화: 개병제 ~ 모병제 과도기

왜  풍신수길, 전국시대 내란 수습

통신사
 정사 황윤길(서인)  침략 가능성

 부사 김성일(동인)  대일 안심론

임진왜란

(1592.4.14)

침입  1592.4.14 → 부산성(정발) → 동래성(송사현) → 상주(이일) → 충주(신립) → 서울(5.2) → 평양(6.25)

항전

의병

경상

 곽재우  최초의병. 의령 → 진주대첩

 김면  거창‧고령

 정인홍  합천 → 성주‧합천‧함안

 권응수  영천 → 학연‧예천‧문경

전라

 고경명  장흥 → 근왕병 → 금산(전사)

 김천일  나주 → 2차진주(전사)

 김덕령  담양 → 남원. 이몽학의난(옥사)

충청  조헌‧영규  옥천 → 청주성 → 금산(전사)

경기
 홍언수  안성‧양성

 우성전  강화‧인천‧고양

함경  정문부  경성‧길주, 현직관료

평안  서산(휴정)  묘향산 → 평양수복 참전 → 승병운동

강원  사명당(유정)  금강산 → 동해안 → 전후 대일 사신

황해  이정암  연안성 → 황해 요충지 장악, 전직 이조참의

수군
 옥포(1592.5.7) → 사천(1592.5.29; 거북선) → 당항포(1592.6.2) 

 → 한산대첩(1592.7.8) → 부산포(1592.9.1)

전라방어전

 웅치(곰고개)  이복남, 정담

 배치(이치, 배고개)  권율, 황진

 금산전투(1592.8.18)  조헌, 영규(최초승장), 고경명 → 700의 총

 진주대첩(1592.10.6)  목사 김시민, 곽재우, 이괄, 최경치(전라)

명군원조 조‧명연합군  1차(조승훈) - 2차(이여송) → 평양성 탈환

퇴각

 조‧명연합군 평양탈환  → 한양으로 퇴각

 행주대첩(1593.2.12)  → 경상도로 퇴각

 2차진주혈전(1593.6)  → 휴전제의

휴전중

군비강화

육군

속오법  기효신서(명 척계광) → 절강병법

중앙  훈련도감 → 삼수병, 용병

지방  속오군(속오법): 양천 혼성

수군 이순신  삼도수군 통제사

정유재란

(1597)

발발  휴전회담 결렬 → 칠천량 해전(원균 대패) → 왜군 북상

격퇴
육군  조‧명연합군 → 직산 소사평(1597.95)

수군  명량대접(1597.9.16) → 노량해전(1598.11.18; 이순신 전사)

영향

국내
정치적  비변사 기능강화

사회적  인구격감, 농촌황폐, 토지대장‧호적 상실

국외

명  국력 소모 → 명‧청 교체

여진  세력확장 → 후금 → 청

왜
 풍신정권 붕괴 → 덕천막부 성립

 성리학‧도자기 문화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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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근세의 사회와 경제

제1절. 양반관료사회

1. 신분 제도

신분재편

양인 확대  천민집단 소멸, 노비변정사업(태종), 신 백정(세종), 승려환속, 신량역천층 형성

지배층 양분
양반  문‧무반 현관, 귀족, 적자 

중인  향리(양반진출제한), 서리‧기술관(차별), 서얼(차별)

양천제

(법제적)

양인  의무(조세, 역), 과거응시가능

천인  천역담당

반상제

(사회적)

양반  사족

중인  하급관직, 기술직 세습

상민  관직참여 사실상 불가능

천민  일천즉천

2. 신분 구조

양반

기득권화  문‧무 관직 받은자만 → 사족

도태

 실행‧형벌, 재가녀 자손

 향리, 서리, 기술관, 군교, 역리 → 중인

 서얼

중인
초기  기술관 (의‧역‧율‧산‧道‧圖‧천문): 체아직(3-6개월마다 재임용)

16C후반~  세습화: 기술관, 서울(중서), 서리(하급문관), 군교(하급무관), 향리(서리‧아전), 토관, 역리, 향족

상민

농민  상층자영농 - 자영농 - 전호 - 고공 - 비부

공장  국역의무, 공장세

상인  국역(관수품 조달), 상인세

신량7천  조예(문관청사령), 나장(무관청사령), 일수(역의 조역), 조군, 수군, 봉군, 역졸

천민

신량역천
 조선중기 이후 ~ 사회적 천민

 백정, 광대, 사당, 무격, 창기, 악공

노비

공노비

 외거노비, 독립생활

선상노비  장인, 일정기간 무보수 노동

납공노비  신공(몸값) - 무명, 저화

사노비
노비종모 원칙적  영조 (→속대전)

노비종부 예외적  양반 비첩소생, (40세이상 무자식)평민 비첩소생

3. 사회 정책

진휼
환곡제

국가

의창(15C)  춘대추납, 원곡만 회수

상평창(16C)

 주: 물가조절‧정부수입, 부: 진휼

16C 명종  십분모회록  이자 1/10 → 정부수입

17C 중종~  삼분모회록
 이자 1/3 → 정부수입

 => 지방재정 압박 → 수령수탈 야기

향촌 사창
 사(社=면) 단위 향촌 자치적

 세종(대구) ~ 문종(제도화) ~ 성종(폐지)

전담기구  호조(태종) → 구황청(세종) → 진휼청(중종)

의료

중앙

내의원  궁중, 2품이상 고관

전의감
 의료업무, 의료정책 입안‧시행

 - 진료, 약재구입‧판매‧재배‧관리, 의서편찬, 의학교육, 취재

혜민국  수도권 시민 치료, 약재 판매, 의녀 교육

활인서

 동서대비원(고려) → 동서활인서(태종) → 활인서(세조)

 -숙소‧병동‧한증소(치료소)

 -관리‧의원‧의녀‧무당‧승려(간병‧매장)

지방  의원, 의학원, 의국

기타

월령의  한양5부, 성균관

옥의  전옥서

군의  삼군

해도의원  수군영

법률

형법
대명률  일반법. 당률(5형)+자자(문신)+능지처사

경국대전 형전  특별법

형벌

반역‧강상  → 연좌, 고을호칭강등, 수령파면

5형

태  볼기. 경범죄  수령 직단

장  곤장
 관찰사 직단

도  징역. 5등급(1년-3년)

유  유배. 부처‧안치‧정속
 수령‧관찰사(심문) → 형조(재심) → 의금부(삼심)

사  참형, 교형

민법  관습법(초기) → 종법(중기이후)

기관
중앙

3법사

사헌부  백관규찰, 양반관련재판, 억울한 송사

한성부  수도행정‧치안, 토지‧가옥 소송

형조  사법행정 감독, 형사사건 재심

의금부  국왕직속, 왕족‧양반 국문, 반역‧강상, 신문고

포도청  일반 평민 범죄

장예원  노비 관련 소송, 노비문서

지방  관찰사,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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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 조직

향촌
향  군‧현 단위. 지방관

촌  면‧리 단위. 권농‧이정

경재소  중앙 현직고관. 유향소 통제

유향소

 수령보좌‧향리감찰‧풍속교정 → 16C사림: 유향소 장악 → 사림 지지기반마련, 공론 장악

향회  양반자치기구. 지방공론. 유향소 향권 장악

향안  지방사족 명단. cf) 청금록: 양반학생명부

향규  향회운영규칙. 경재소의 승인 cf)향약: 향촌규약. 전계층대상

공동체
사족  동계(동약) → (임란후) 상‧하 합계 → (향전) 상계만

농민  두레, 향도(향두)

통제책

호적제
작성  3년마다 2통 → 수령(1통반환), 2부 정사 → 관찰사, 호조

보관      본읍,         본도(지방)‧한성부(중앙), 호조

호패법

관장  한성부(중앙), 관찰사‧수령(지방)

소지  정남

기재사항
 2품이상  관직, 성명

노비  주인, 연령, 거주지, 얼굴빛, 신장, 수염유무, ...

제2절. 성리학적 지배질서

예학

 삼강오륜 → 가부장적 종법질서 → 보학 발달

 소학(수신교과서), 주자가례(관혼상제), 동몽수지(주자), 

 삼강행실도(세종), 이륜행실도(장유‧붕우; 김안국. 1518), 경민편(일반보급용. 구결‧언해. 김정구. 1519)

보학

 종적 내력 암기, 횡적 관계 확인

전기 자손보  내외자손 모두, 출생순

17C ~ 씨족보  부계 친족만, 선남후녀

족보

선원록  왕실족보

문화유씨 영락보  최초발간 (세종5. 1423)

안동권씨 성화보  현존최고 (1476)

종법

 친족‧장자 중심 제사 계승, 종족 결합

대종  적장자손

소종  별자

관혼상제

(←주자가례)

관  남‧녀 성인식 → 책임의식

혼
 친영제(17C~) ← 반친영(17C) ← 남귀여가혼

 일부일처제, 동성동관(X), 조혼(법제상 15/14)

상  분묘 ← 화장식(불교)

제

가정
초기  고관(3대), 하급(2대), 일반(부모)

후기  4대까지(←주자가례)

국가

대사  종묘‧사직(영녕전), 원구단(X)

중사  역대시조(단군, 기자, 온조, 박혁거세), 강‧산‧바다‧농업‧전쟁신

소사

여성

재가금지  자녀안(태종), 재혼녀소산자녀금고법, 재가금지법(성종)

적서차별  처첩분변, 서얼금고. 서(양첩. 1/7), 얼(비첩. 1/10)

남존여비  외출제한, 법률행위-가장의 동의

소학

삼종지도  아버지 → 남편 → 아들

칠거지악  불순종, 아들(X), 음란, 질투, 병, 수다, 절도

삼불거  조강지처, 처가(X), 삼년상 후

서원

(←고려. 서재)

최초  주세붕 백운동서원(중종37. 1542) → 안향 제사

사액  소수서원(명종5. 1550): 이황건의 (←백운동서원). 토지‧노비‧서적, 면세‧면역

목적  선현제사, 교육, 성리학 연구

대표적  안동 도산서원(이황), 파주 자운서원(이이), 경주 옥산서원(이언적)

기능  유교보급, 사림결집

발전

 이황과 그의 제자들

명종  사림 득세 → 각 도 설치 → 17개

선조  사림정치 본격화 → 사액 100개

18C  700개

19C후반  1,000 개

구성  사당, 강당(중앙), 동‧서재(좌‧우)  ← 가람배치식

향약

배경  성리학 원리이해 성과 → 현실정치에 응용

내용  향촌규약 ← 상부상조+미풍양속+삼강오륜

종류
사족향약  향회중심

주현향약  수령중심 → 동리향약(공동납)

특징  효 + 여씨향약 4대덕목 (덕업상권‧예속상교‧환난상휼‧과실상규)

시도  조광조(중종) : 주자 여씨향약

보급

(선조)

 주자향약의 한국화

이황  과실상규  질서안정  영남 파주향약, 예안향약

이이  과실상규, 환난상휼  질서안정, 상부상조  해주향약, 서원향약(수령), 해주사창계약속

조직

회원  전 민 강제적 포함 (여자‧노비 포함)

간부  도약정 - 부약정 - 약정 - 직월(간사)

운영  향청 사족중심(초기) → 수령 주도(후기)

폐단  토호‧향반의 착취수단으로 악용 → “도적보다 심하다”(정약용)

성과

 소학‧근사록‧성리대전 → 심경‧주자대전

소학  동몽선습(박세무) → 격몽요결(이이) → 소학집주(주석서. 이이) 로 완성

대학  현철군주론(조광조) → 성학십도(이황) → 성학집요(이이) 로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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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경제 구조

1. 토지

과전법

(공양.1391)

이념  소유권까지 완전 개혁

현실

 수조권 개혁에 한정

 경기 외 사전 혁파 → 경기 내 재배치

 과전진고채수법(불법세습신고) → 호조전급법(태종. 호조가 직접 분급)

내용  토지분급규정, 조세규정, 전주‧전객규정, 토지관리규정

분급  품계기준 18과(150결~10결) cf)고려: 관직기준

의의  수세지 확대, 수조권 축소‧한정

특징

 직‧산관 지급  ←구세력‧재야세력 회유 위해

 농민 유리
 매매‧박탈 금지

 수조율 1/10 (공‧사전 모두), 병작반수(소작1/2) 금지

 지주적 성격
 관리가 직접 수조: 관리 횡포 가능성(O)

 ‧전객 → 조(3/30) → 전주 → 세(2/30) → 국가

모순
 세습가능 → 토지부족

 - 수신전(과부), 휼양전(고아) 명목으로 세습하는 경우 태반 (산관지급규정이 문제)

대응
태종  → 하삼도 이전 → 농장확대

세종  경기 환원 ← 농장확대 방지

직전법

(세조. 직관만)

배경  모순(수신전‧휼양전) → 토지부족 → 구‧신관 갈등

내용  산관(X), 결수축소(40결~5결), 수신전‧휼양전 몰수‧폐지

부작용  퇴직연금걱정 → 전주횡포, 농장확대, 고리대 증가

대책  관수관급제(성종)  수조권 국가 직접 행사 → 전주‧전객 관계 단절, 조‧세 구분(X)

녹봉제

(명종11.1336)

의의  전주‧전객제 소멸

농민  토지소유권 완전 성취

국가  농민 직접 지배

부작용  기득권 상실 → 토지소유욕 더욱 자극 → 농장에 집착 → 중소지주 몰락 → 소작농화

2. 조세‧재정

전세

-양안(20년)

과세  공‧사전 모두 1/10. 최고 30두 <양안> (1자정 5결)

답험손실법

공전  수령 - 경국대전: 20년. 3부(호조, 본도, 본읍)

사전  전주 → 횡포 - 소유주, 위치, 결부, 전품, 자호, ...

 태종2 (1402)  경차관 파견 → 부정에 연루

 세종0 (1419)  공‧사전 모두 → 수령 관할

 세종12 (1430)  수년간 수확고 평균 → 전조율 결정

 세종18 (1436)  전제상정소‧공법상정소 → 공법 시험

공법

(1/20)

 세종26 (1444)  전분6등법(비옥도), 연분9등법(풍흉)

내용

<연분9등법> <전분6등법>

 측우기 → 풍~흉, 20두 ~ 4두  비옥도. 1등전(1결-3천평)~6등전(1결-만2천평)

상

상  20

중

상  14

하

상  8 삼국~고려전기 전분3등 양척동일 동적이세

중  18 중  12 중  6 고려전기~공법 전분3등 수등이척 이적동세

하  16 하  10 하  4 공법 ~ 전분6등 수등이척 이적동세

조선후기  => 영정법: 연분9등(X). 4두 고정 조선후기 전분6등
양척동일

결부체감
이적동세

목적  조세균등  조세균등

결과
 중간착취 배제

 소빙기, 관기문란 → 영정법

 결별면적 상승

 조사관 농간 → 양척동일제

국역

-군적(6년)

-호적(3년)

신역  군역(정병‧봉족)

호역

(요역)

종류
국가  궁궐‧산릉, 성곽

군현  조세‧공부 운반

대상

 호를 구성하는 모든 국민 (제외: 왕족, 2품이상, 솔거노비)

정종  계정‧계전 절충법  인정다과+토지다과

세종  계전법 (5등호)  대(~50결), 중(~30결), 소(~10결), 잔(~6결), 잔잔(5결~)

성종
 계전법 구체화

 → 경국대전

 상례요역  8결-1역부-6일

 별례요역  6결-1역부

문제점  신분질서 점차 강화 → 농민부담 증가

변화  대립‧물납 → 요역제 붕괴 → 대동법에 흡수

공납

-공안(세입표)

종류

상공  매년 지정품목 → 호조

별공  부정기. 국가수요에 따라

진상  지방특산물 → 왕‧왕비전, 관찰사‧병(수)사 → 군현에 배당

부과 공안  국가수요 → 호구‧전결수에 따라 총액배정 → 수령 → 5등호제(세종)로 각호에 배분

폐단
방납  공물청납업자 미리 납공 → 바가지 징수

점퇴  수납 실무서리의 농간

개혁론

조광조  국가경비축소(횡간축소) → 공안개정

조식  상소문(1768) 「서리망국론」

이이  사대동 법제화 주장 (선조2. 1569) *사대동: 16C(명종), 일부 양반

유성룡  대공수미법 (선조27. 1594)

이원익

한백겸
 대동법(광해. 1608). 경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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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잉류지  평안‧함경‧제주  사신접대, 국방비

운반

 관선 → 임선(명종~)

 전라‧충청‧황해  해로 → 한강 → 경창

 강원  한강 → 경창

 경상  낙동강 → 육로 → 남한강 → 경창

9조창

 전라  덕성창(용안), 법성포창(영광), 영산창(나주)

 충청  공진창(아산), 가흥창(충주)

 황해  조음포창(강음), 금곡포창(배천)

 강원  소양강창(춘천), 흥원창(원주)

재정

예산계획  횡간(세출표) → 공안(세입표)

수입

주요  전세, 역(군포), 공납

기타  상인세, 수공업세

국영  염전, 광산, 산림, 어장

비축  태종‧세종(400~500만석; 9년분) → 중종(200만석; 4년분) → 선조(50만석; 1년분)

지출  왕실, 녹봉, 국방, 교육, 물가조절, 빈민구제, 결손가정지원, 질병‧의약, ...

제4절. 경제 활동

농업

고려 조선 전기 조선 후기

논농사 ‧평지: 1년1작(불안정)
‧연작상경 → 논비율 28%

‧직파법(건경‧수경) > 이앙법
‧이앙법 일반화

밭농사 ‧2년3작(조‧보리‧콩)
‧그루갈이(근경): 보리‧콩 1년2작

‧사이짓기(근종): 파종‧수확 엇갈려서

‧견종법: 이랑 간격 좁게

‧깊이갈이: ←볏달린 쟁기

시비법
‧퇴비 (동물분+갈대)

‧재
‧강남농법(인분+재) 소개

‧밑거름‧덧거름

‧녹비법(콩+녹두)

‧강남농법 정착

‧윗거름(추비법)

농기구 ‧소(우경)

‧농기구 개량

 - 쟁기‧낫‧호미‧도리깨‧삽‧쇠스랑‧써레

‧소+쟁기 → 가을갈이 보급

‧가을갈이(초벌)+봄갈이(재벌)

수리시설
‧냇물 → 천방‧보
‧배수로 기술

‧수차보급: 하천수 → 관개수 ‧용미차(서양수차. 정조) → 대천수이용

간척사업 ‧언전(해안간석지) : 강화도 ‧15C: 활발 → 16C(서해안 전지역) ‧큰 강유역, 내륙산간 황무지 개간

목화재배 ‧문익점 → 정천익(씨아‧물레)
‧전지역 보급, 의복으로 사용

‧면포→화폐, 왜 수출
‧소비/생산 분화

수공업

관영
경공장  129종 (2,840)  주로 사기장

외공장  27종 (3,650)  주로 지장

민영

관장(공장)  국역 동원 외 사적 생산

사장(납포장)  주문생산. 사치품‧농기구

가내수공업  면직 (의류, 군수, 수출, 화폐 등 쓰임 다양)

사원  제지, 제면, 양조, 목공

백정  유기, 피혁

상업

부상대고 16C. 사 > 공  경강상인(서울), 송상(개성), 유상(평양), 만상(의주)

평시서 →경시서(세조)  상업통제, 시전 행랑세, 도량형, 물가조졸, 난전감시

금난전권 등록(X)-판매(X)  시전 → 국역(특별세) → 점차 부담증가 → 독점적 특권 부여

시전상인

 시전(행랑)  관허상설점포; 서울(남대문, 종로), 개성‧평양‧전주

국역의무

 행랑세(시전세‧공랑세), 관수조달

 유분각전  6의전: 선전(비단), 면주전(명주), 저포전(모시), 면포전(무명), 지전, 어물전

 무분각전  영세

의무대가  특정상품 독점 판매권(금난전권)

보부상

 관허행상단. 지방장시, 육로 ↔ 수로: 선상

정치개입  이성계 건국, 임란 물자조달, 동학 토벌, 황국협회

보상  세공품, 사치품  고종16. 1897 → 한성부, 보상청

부상  농수산물, 필수품  조선건국 → 부상청

화폐

경국대전  국폐: 포화 - 마포(정포), 면포

실거래  면포

태종  저화(지전)

세종  조선통보

세조  팔방통보(유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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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근세의 문화

제1절. 민족문화의 융성

1. 한글 창제

목적 사대외교강화  명 홍무정운 연구 → 훈민정음 창제‧반포(1446) → 동국정운(1448)

보급

15C
 동국정운(1448), 홍무정운운해

 농서, 병서, 시가(용비어천가, 월인천강지곡), 불경, 윤리서, 문학 

16C  4서, 과학기술서

한글(X)  국조오례의, 지리지, 법전

2. 조선왕조실록

특징

 춘추필법  사필의 공정성 → 왕 사후 작성

 즉위천칭년법  =흉년칭년법

 편년체  일기식 편년체

 25대  태조~철종까지, 888책, 1893권. 고‧순종(이왕직 편찬) 제외

 일기  연산군일기‧광해군일기(묘호X), 노산군일기→단종대왕실록(숙종)

 개정

 원본파기  3차수정본만 남김  태조‧정종‧태종

 개수실록  전면부인 → 새로편찬  현종개수실록

 수정실록  사실의 착오 수정  선조수정실록, 경종수정실록

 보궐정오  빠진부분, 잘못된 문자  숙종보궐정오

 국조보감  세조4 ~ 철종보감 국왕의 치적‧선정만 간추려 편찬

작성
 실록청  춘추관 내 임시관청

 사관  전임(한림8원), 겸임(춘추관, 승정원, 예문관, 성균관, ...)

자료

 기본자료

 사초

 입시사초  전임사관  왕의 곁에 입시하여 작성

 가장사초  전임사관  입시사초 제출 후, 기억+평가 작성‧보관 → 실록청에 제출

 춘추관일기  겸임사관  소속관청 업무현황

 시정기(연말)
 ← 월별 초고 ← 일별 초고(입시사초, 춘추관일기, 승정원일기, 경연일기, 관청업무일지) 

 3년마다 인쇄 → 춘추관‧의정부‧외사고 보관

 보조자료  의정부등록, 경연일기, 승정원일기(기록문화유산), 조보, 관청 등록류

 참고자료  개인일기‧문집, 야사, 구전, ...

 추가  비변사등록(중중~), 일성록(정조~) 

공정  초초 → 중초 → 정초 → 금속활자 4부 인쇄 → 5대사고

사고

 보관 자료  실록, 시정기, 선원록(왕실계보), 역사서, 경학서 

초기 세종21 ~ 왜란 왜란 1606. 재인쇄 ~ 현재

내사고 춘추관 X  춘추관 (재인본)  이괄난, 순조때 화재 X

외사고

충주 X  오대산 (재인본+정초)  →            동경대 → 관동대지진 X

X

성주 X  태백산 (재인본) →             규장각 → 서울대 →  정부기록보관소

전주 묘향산  마니산 (전주사고본) → 정족산(현종)       → 규장각 →  서울대도서관

 묘향산 (재인본) → 적상산(광‧인)  → 황실장서각 →  김일성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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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사서

15C

‧유교사관+자주사관

‧고려역사 → 자주적 재정리

‧전체통사 편찬: 동국통감

‧관찬 위주

 태조  고려국사  정도전  고려시대 통사. 건국합리화

 태종  동국사략(삼국사략)  권근  상고사체계화 (단군‧기자‧위만→ 한사군‧삼한→ 삼국)

 세종~문종  고려사  관찬  기전체
 군주적 시각. 기록보존용. 

 139권: 세가(46), 지(39), 표(2), 열전(50)  

 문종  고려사절요  김종서 등  편년체  신하적시각: 고려사보다 자세히 서술

 세조~성종  삼국사절요  신숙주‧노사신   세조시각에 불만

 성종  동국통감
 훈구 골격 (서거정‧노사신)

 + 사림 사론

 우리나라 전체 통사: 고조선→삼한→삼국→통일신라→고려

 동국사략+삼국사절요+고려사절요

 훈신(서거정‧노사신) 골격, 사림(최보) 사론

16C

‧사찬 위주 → 향촌자제 역사교제

‧사림의 존화‧왕도주의 반영

 동국사략  박상  기묘사림  강목법  사림의 통사 → 중국(조선사략)

 표제음주동국사략  유희령  훈구  독특
 표제음주: 사건요지에 표제, 고유명사음에 주

 훈구적 입장(정치‧항쟁‧민족) ↔ 사림(절의‧사대‧유교)

 동몽선습  박세무  경사지략  
 향촌 어린이 역사교과서

 삼강오륜 기본윤리 + 한‧중 역사 기본줄기

 기자실기  이이  서인  기자: 왕도정치 기원. → 삼한정통론(후기)

 기자지  윤두수  서인  

17C

‧북벌주장 ↔ 비판

‧강목체 강조

 동사찬요  오운  영남남인  기전체
 애국명장 열전 ← 참전경험

 기자이후 유교문화전통 자랑

 동사보유  조정  북인  기전체  오운 역사인식에 반대

 휘찬려사  홍여하  영남남인  강목체
 기자→ 마한→ 신라 : 정통국가

 영남남인 사이에 가장 추앙받는 사서

 여사제강  유계  서인  강목체
 북벌운동고취: 고려의 ‘자치자강‧북방개척’ 강조

 노론 사이에 가장 추앙받는 사서

 동사  허목  근기남인  기전체
 단군 ~ 삼국

 북벌‧붕당 비판 → 도덕‧평화 강조

 동국통감제강  홍여하  영남남인  강목체  동국통감 → 강목체로

18C

‧실학적 역사서 (3대저술: 동사강목, 연려실기술, 해동역사(1814))

‧유교적 합리주의 탈피 → 문헌고증방식 대두: 홍만종

‧경‧사의 분리 → 역사전문학자 배출: 안정복 → 이긍익 → 한치윤  

 동국역대총목  홍만종  소론  강목체

 문헌고증방식

 단군→기자→마한→통일신라→고려→조선 (삼국-정통성(X))

 단군정통론: → 이익 → 안정복

 동사회강  임상덕  강목체  기자동래설 의문: 기자‧단군‧고대강역 문헌고증

 동사강목  안정복  남인  강목체

 정통론+문헌고증 집대성

 단군→기자→마한→통일신라→고려

 유교적 정통론 완성

 열조통기  안정복  남인  기전체  →조선

 동사  이종휘  소론  기전체

 기전체 발해사 최초. 

 반도사관 탈피(양명학적 유교사관)

 - 단군조선→본기에 편입, 열전‧지→고구려중심

 발해고  유득공  
 반도사관 탈피(양명학적 유교사관)

 - 발해‧신라 대등 → 남북국 제안

 연려실기술  이긍익  소론  기사본말체

 원집‧속집‧별집

 조선왕조 정치사 객관식 진술, 역대문화 백과사전식 정리 

 반도사관 탈피(양명학적 유교사관)

 - 소중화 비난, 고조선‧고구려 전통 강조

 해동역사(1814)  한치윤  기전체

 세기‧지‧고, 열전(X)

 540여 문헌 바탕 (위서분별X)

 성리학적 명분론 탈피: 기자조선이동설(기자↛마한 연결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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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도‧지리지‧법전

지도

 <전기>

 - 특징: 만주‧요하‧흑룡강 강조

 - 용도: 행정‧국방 → 상당히 자세히 표기

15C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태종2(1402)  이무‧이회‧김사형  왕명. 현존동양최고세계지도(일 용곡대)

 팔도지도  태종  이회   전국지도 ←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팔도도  세종  양성지  전국지도

 동국지도  세종~세조  정척, 양성지  최초실측지도(규형, 인지의)

16C  조선방역지도  명종  ←팔도도  현존최고. 8도별 주현명칭 색깔달리 표기

 <후기>

 - 특징: 비변사 관장, 채색지도, 수천종 제작

18C

 요계관방도  숙종  비변사  10폭 병풍. 한반도+만주+중국 군사요새

 동국지도  영조  정상기
 최초축척지도(백리척)

 9첩: 각 도 다른 채색, 같은 축척

 동국여지도  영조  신경준
 8권 채색지도집. 모눈(정밀성)

 전도, 도지도, 읍지도 까지 모두

19C

 청구도   김정호  방안도법 실측지도, 관찬지도 집대성

 동여도   김정호  청구도→ 확장. 7m 23폭

 대동여지도  철종  김정호

 전통지도 집대성 → 총22첩 조선전도

 현존 전도 중 최대

 세밀(16만분1 축척), 10리마다 눈금

 목판→ 대량인쇄보급

지리지

현존최고 -  삼국사기 지리지

15C

세종

 팔도지리지  최초 인문지리서

 신찬팔도지리지  맹사성 등

 해동제국기  신숙주  일본‧유구, 기행문형식

단종2  세종실록지리지

예종  경상도속지리지   현존

성종
 동국여지승람  서거정  동문선(서거정)+팔도지리지

 신찬동국여지승람

16C 중종  신증동국여지승람  이행 등  현존

17C
광해군  동국지리지  한백겸  고증학적 역사지리지의 효시

-  지승  허목  풍토→인성, 풍토권‧문화권 구분

18C

숙~영  여지도서  동국여지승람 보완→전국지리지 완성. 군현색읍지도 첨부

영조

 강계고  신경준  한백겸 역사지리연구 계승

 도로고‧산수경  신경준  산‧강 도로 정리

 택리지(8역지)  이중환
 허목(남인)의 인문지리(지승) 계승

 지리→생리→인심

정조  해동여지통제  여지도서 보완

19C 순조

 아방강역고  정약용
 고증학적 역사지리지(←신경준←한백겸)

 - 백제 첫 도읍지(한양), 발해 중심지(백두산 동쪽) 고증

 해동역사지리고  한진서
 해동역사(한치윤. 1814) 부록격

 국내‧외 자료 이용, 역대 강역 고증

법전

공양왕  신률(1391)  정몽주  최초 사찬 법서

태조

 조선경국전(1394)  정도전  사찬. 조선 최초 법전

 경제문감  정도전

 경제육전(1397)  조준  조선 최초 관찬. 통일 성문 법전

태종
 원육전

 속육전

세종  육전등록  정전

세조~성종  경국대전(1471)  
 세조(호‧형전) → 예조(완성) → 성종2. 반포

 현전 최고 법전

성종  대전속록

중종  대전후속록

명종  경국대전주해

영조  속대전(1744)  김재로  경국대전 이후 법령 재정리

정조  대전통편(1785)  김치인  속대전 이후 법령

고종
 대전회통(1865)  조두순  조선 최후 통일 법전

 육전조례   유일한 행정법령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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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성리학의 발달

주자학

 기본철학(이기론) → 이상(성리학) → 개인적 이상실현(수양론) → 사회적 이상실현(예론)

이기론

 이기불상리  이와 기는 떨어지지 않는다

 이
 불변‧보편‧법칙‧원리‧도덕률

 기의 통제자, 형이상을 구성

 기

 현상적‧가변적

 이의 주제를 받아 만물(형이하)을 구성

 청‧탁, 경‧중의 차별이 있다 → 만물 역시 차별성‧등급성이 있다

성리학

 성즉리
성  心이 발하지 않은 본연의 성 = 도덕적 본성 = 리

정  성이 발한 기질의 성 = 개인적 욕망

 심통성정

心  성과 정을 통섭하는 주재자

성  사단  맹자 - 사양‧수오‧시비‧측은지심 → 도덕적 감정(인‧의‧예‧지)

정  칠정  예기 - 희‧노‧애‧락‧애‧오‧욕 → 일반적 감정

수양론

 거경  소학

 궁리  대학 → 격물치지

 격물방법  경전(사서집주)→ 도덕경, 역사(자치통감강목)→ 시비, 예학(주자가례)→ 응사접물

예론  존천리거인욕  인욕을 제거하고 천리를 보존

전개

15C
 관학파(훈구)  부국강병 위해 → 한‧당유학, 육학, 주례학, 여학, 사장학 등 넓게 수용

 사학파(사림)  성리학적 명분론

16C  철학적 논쟁  4단7정논쟁(이황-기대승), 인심도심논쟁(이황-노수신, 이이-성혼)

17C

 예학의 시대

 (주자가례)

 이론화  김장생-가례집람

 학문화  정구 - 5선생예설분류(정호, 정이, 사마광, 장재, 주후)

 예송논쟁
 서인  신권강화  조선성리학  가례집람 → 국조오례의

 남인  왕권강화  주자성리학  고례(예기‧주례‧의례)

18C
 호락논쟁  노론 주기내 주리‧주기 분파, 인물성동이논쟁, 성범심동이논쟁

 북학  김창협, 김창흡 ~

19C  유리‧유기론  ← 호락논쟁

학문적 진전

려말  사서집주‧대학연의(정치지침서)‧근사록(성리입문서) 전래

세종  사서대전‧오경대전‧성리대전(성리이론집대성)

중종  주자대전 보급 → 주자성리학 연구 심화

을사사화 ~  기묘사림: 이학 체계화 필요성 절감 → 심경‧주자대전 탐구

치도학예의  5현: 조광조(치), 이황(도), 이이(학), 김장생(예), 송시열(의)

조선 성리학

 <주기론> <주리론>

선구
서경덕 이언적

 자연과학적 유기철학 - 기 일원론  정통성리학적 주리철학

정착

대표 이이 - 조선성리학 성립 이황 - 주자수준까지

사상

‧형이상‧이상주의적 ‘이’역할 강조

 →모든‘기’는 '이‘의 발현: 이기불상리

‧“주리적 이기이원론”(이기호발설): 둘 다 발한다

 -사단: 이발이기수지(이가발하여 기가 그에 따른 것)

 -칠정: 기발이이승지(기가 발아여 이가 올라탄 것)

 =>‘이’의 발을 위해 ‘기’의 발을 억제

 → 체험주의, 수양주의 , 도덕주의

‧형이하‧현실‧실천적 ‘기’역할 강조

 →‘이’는 ‘기’가 별화할 때 그에 편승할 뿐

‧“이기일원론”(기발이승일도설): 기가발하면 이는 올라탈뿐

 -사단‧칠정 모두 ‘기발이승’

‧이통기국(이통: 이의 보편성, 기국: 기의 차별성)

 =>이상과 현실의 조화 강조

 → 현실적, 개혁적, 합리적

저서
 주자서절요(→일), 송계원명이학통록, 성학십도(경연시강)

 심경질의, 심경후론, 자성록, 전습록초변

 천도책‧천인합일설, 동호문답(독서당, 철인사상)

 만언봉사(시의‧변통론), 성학집요(제왕학)

 시무6조계(십만양벙), 소학집주, 격몽요결, 사서언해

서원  도산서원  문회서원, 자운서원

향약  예안향악, 파주향약  서원향약, 해주향약, 사창계약속

완성

송시열

의의 ‧조선성리학 완성   ‧주자성리학 절대신봉 주장 → 주자연구 매듭

저서  주자대전차의, 주자언론동이고, 심경석의, 절작통편

학파

유기론(기일원론) 주기론 주리론 유리론(리일원론)

전기

서경덕 이언적

박지화‧이지함‧허엽

이이‧성혼‧송익필 이황

정엽‧김장생 유성룡‧정구

송시열‧한원진 → ↴
후기

18C 임성주       <호론> 북벌 / <낙론> 북학        ↴
19C

최한기                     이항로‧기정진 / 이진상‧곽종석

→ 개화사상 → 위정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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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신앙

불교

초기

불교정비

 유교국가 확립, 국가재정‧노동력 확보

태조  도첩제  승려제한, 사원건립 억제

태종  토지‧노비몰수  242사 제외 

세종  이분 통합  선(18사 36절), 교(18사 36절)

성종  도첩제 폐지  유교주의 심화 (경국대전: 도첩제, 승과, 주지임명)

명맥유지
왕실불교

 태조  내원당  왕사(무학), 국사(조구)

 세종  내불당  월인천강지곡, 석보상절, 대장경 간행

 세조  원각사  13층석탑, 간경도감(불서 번역‧간행)

사회기반  왕실‧민간 부녀자, 국가 발전에 유리

특징 교학불교  법화경, 화엄경

중기

성종  사림의 불교비판 → 산간불교

중종  경국대전 관계조항 삭제 : 승과(X), 교단인정(X), 경내 사찰(X)

명종  문정왕후 지원 → 불교회복정책(보우), 승과 부활

특징 참선불교  보우→휴정(서산. 선가귀감)→유정(사명)→언기→태능

후기 특징 3학병행

교학  교즉부언
 서산(휴정) 교선관  ‧총림 (종합수도원)

 → 강원‧선원‧염불원
참선  선즉불심

염불  자성미타  정토관

민간신앙 통제

 유교주의 이념 구현 위해 흡수‧대체 → 유교적 제사규범, 국가신앙

 유교제사규범  상‧제례  주자가례‧가묘 보급 ← 불교, 무속

 수령주관  이사제  산천제사 중앙 통제 : 사적 행위(음사) 금지

 국가제사  단군  평양 단군사당, 구월산 삼성사

도교

도교정비

 초제 축소, 기관단일화 → 수련도교로 발전

 초제
 국가주관: 소격서, 태일전(지방), 마니산 참성단

 -진무신, 옥황상제, 삼청천도제 중시

 기관단일화  → 소격전(태조) → 소격소(세조)

명맥유지

 수련도교  양생법(이황‧이이 필요성 인정), 동의보감(원리수용)

 사대부  은둔, 신선사상

 민간  원일 문배풍습, 상원 직성기양‧수경신, 칠성신앙 

도가사상

학문적
비판

정도전  유교이념 확립 위해 불‧도교 학문적 연구 → 비판

한원진  장자변해

긍정 이이  순언(도덕경 주석서), 유가철학 발전에 도움

철학적 접근
불교  유‧불‧도 회통 주장, 도가 나름의 기능 인정

유교  박세당, 서명응, 홍석주

4절. 과학 기술

1. 과학 기술의 중흥

 ‧세종 조 전후: 역사상 유래없는 과학기술 진흥기

 ‧배경: 성리학적 격물치지 학풍 → 과학기술 중요성 인식 → 국가지원

기구제작
세종

 천체관측  관상감(재상), 간의대  대‧소간의, 혼천의

 시계

 물시계  궁내 보루각, 흠경각  자격루, 옥루기륜(자동인형, 북‧징)

 해시계  혜정교, 종묘  앙구일부(최초 공중시계), 현주일부, 천평일구

 주‧야  이순지  일성정시의

 강우측정
 한강, 청계천  수표

 서운관, 객사정(지방)  측우기 (수령이 직접 측정 → 보고)

 풍향측정  풍기죽

세조  토지측량  기리고차, 인지의(고‧저), 규형(원‧근) → 삼각측량 가능

천문
태조  천상열차분야지도  세계 2nd 석각 천문도

세종  제작기록 다수  현존(X)

역법

세종  칠정산
 내편

 일월화수목금토 위치 측정법

 - 한양기준(경도‧위도) 천체 측정, 북극고도 측정

 외편  아라비아 회회력 이해 위해 개정 증보

시대별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 조선 초 조선 후

 (백제) 원가력(송) → 인덕력(당) → 선명력(당) → 수시력(원) → 대통력(명) → 칠정산(세종) → 시헌력(효종. 서양)

인쇄술

활자

(주자소)

태종  계미자  고착식  3-4장

세종

 경자자  고착식  20장

 갑인자
 조립식  40장

 → 계유자(선조), 무오자(광해), 무신자(현종), 임진자(영조), 정유자(정조)

선조  훈련도감자  목활자

숙종  한구자  개인  김석주

정조  임인자, 생생자(목), 정리자(동), 춘추강자(목) 

기관

태종  주자소 설치  활자 제작

세종
 조지서(공조)  종이 대량 생산

 교서관  당대 세계 최고 규모. 인쇄공 14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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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 서적

의서

태조-정종 제생원  향약제생집성방  → 향약집성방

세종

노중례

 향약채취월령  수백 종 향약명 차자로 기록

 향약집성방
 중국의서 추합

 향약 전통 집대성, 57종 병문 구분

 태산요록  산부인과서

변효문  신주무원록  법의서 ← 무원록(원)

전순의  의방유취
 세계최초, 동양최대 의학대백과사전

 중국+국내의서 153종 총망라

농서

세종 변효문, 정초  농사직설
 삼남지방 농법(실제경험) → 전국보급 : 권농관 지침서

 화북농법+강남농법 참고

세조 강희맹  사시찬요  4계절 농법

성종 강희맹  금양잡록
 금양(시흥)지방 농업연구서

 81종 곡식재배법 소개

효종 신속  농가집성  이앙법(수전농법) 중심

수학서 잡과

 상명산법  근량환산, 농지측정, 가감승제, ...

 산학계몽

 양휘산법

정치서 세종 정인지  치평요람  한‧중 정치사

병서

태조 정도전  진도  진법, 전술, 부대편성

세종  총통등록  화포제작법, 사용법, 그림‧국문 기록

문종
 병장도설  군사훈련 지침서

김종서  동국병감  한‧중 전쟁사

단종  역대병요  역대 주요 전투 전략 정리

5절. 문학과 예술

1. 문학

15C

도문일치

(관각체문학)

 사장파  관료문학  문통론  문장은 화려해야

 도학파  처사문학  도통론  문장은 사상‧철학을 담아야

설화문학  서거정(필원잡기. 동인시화), 성현(용재총화), 남효온(추강냉화), 강희맹(촌담해이), 이륙(청파국담) 

주요작품

 연주시격  성종  서거정  당‧송시대 시의 정수

 동문선  성종  서거정‧노사신
 삼국~조선초, 시‧산문 정수 133권 정리

 서문- “우리글은 ... 우리글이다”

 금오신화  김시습  구전설화 → 소설

16C

사림문학

(주류)

 시조
 이황  도산십이곡  왕도정신

 윤선도  어부사시가  안분지족

 가사  송순(면앙정), 정철(송강정), 박인로(식영정)

비주류

 삼당시인
 최경찬, 백광훈, 이달 (당시) ↔ (송시) 사림문학

 - 자유분방, 감정표현

 방외인문학

 어숙권(서얼), 임제, 홍유손(아전), 전우치, 정희량, ...

 체제 비판적: 도학‧사장 모두 비판 

 어숙권  패관잡기  문벌제, 적서차별 비판

 임제  원생몽유록, 수성지, 화사, 서옥설  풍자적, 유희적. 존화의식 비판

 여류문인  신사임당(시‧서‧화), 허난설헌(한시), 황진이, 이옥봉, 이계랑

17C

문학저변 확대
 한글소설  홍길동전

 사설시조

 고문유행

 4대문장가  이정구, 장유, 이식, 신흠

 침류대학사

 소화시평  홍만종. 국내 시학사 정리

18C

서민문학 발달

 판소리 등장 

 중인문학 태동
 공동시조집  해동유주(훙세태), 소대풍요(고시언), 풍요속선(천수경)

 사설시조집  청구영언(김천택), 해동가요(김수장)

도문일치 타락
 남인  고문부활 운동

 => 정조, 문체반정운동
 북학파  신체문 운동

19C

서민문학

전성기

 판소리  신재효(12마당 정리), 송흥록, 모흥갑

 공동시가집  풍요삼선(유재건)

 사설시조집  기곡원류(박효관, 안민영)

풍자시  김삿갓(김병연), 정수동(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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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

15C

배경  국가‧왕실의 공동 건물

특징
 다포식 유행: 남대문, 창덕궁 명전전

 사치배격, 자연미 강조: 창덕궁 비원

현존
 도성건축  평양 보통문, 남대문, 동대문, 창경궁 명정전, 창덕궁 돈화문, 개성 남대문

 불교건축  무위사 극락전(검박‧단정), 해인사 장경판고, 신륵사 조사전

남한
 국보  남대문, 원각사 10층 석탑

 보물  동대문, 보신각종

북한  국보  대동문, 보통문

16C

배경  서원 중심 발달

특징

 위치  정자건축양식  야산, 하천 끼고 있는 한적한 곳

 배치  사원가람배치양식  강당 중심, 동‧서재, 사당, 사방에 담

 구조  주택양식  소규모, 단청(X)

건축물

 서원  경주 옥산서원(이언적), 안동 도산서원(이황), 파주 자운서원(이이)

 정원  소쇄원 - 전라 담양, 자연 + 인공

 정자  강릉 오죽헌(익공식), 식영정(박인로), 면앙정(송순), 송강정(정철)

17C

배경  불교 건축 중심 - 불교지위향상, 양반지주층 경제력 향상

특징  대규모 다칭건물, 내부는 하나로

 건축물  법주사 팔성전, 금산사 미륵전, 화엄사 각황전, 서울 종묘

18C

배경  화려해진 사원건축 - 부상대고

특징
 수원화성

 - 방어+공격, 주위경치와 조화, 종합계획도시

건축물  수원화성, 평양 대동문, 불국사 대웅전, 강릉 객사문, 논산 쌍계사, 부안 개암사, 안성 석남사

19C
배경  왕권 강화 - 흥선대원군

건축물  경복궁 근정전, 경회루

3. 자기‧서예‧회화‧음악

자기

 분청사기  청자 + 백토분

 조선백자  고려백자전통 + 명 백자 영향

 청화백자  회회청 그림 → 회회청 생산(정조) → 진사‧철사백자

서예

전기
 송설체  안평대군

 독특한 자가서체  김구, 양사언

후기

 석봉체(송설+왕희지)  한호, 오준

 촉체(조선식 송설체)  이수광, 효종, 숙종

 양송체(석봉+웅장)  송시열, 송준길

 동국진체(촉+석봉)  이서(서예이론가), 윤두서, 이광사(집대성)

 추사체  김정희

회화

15C

 특징  양대흐름(문인화, 화원화)

 화원화  안견  「몽유도원도」(23편 찬문) 「사시팔경도」

 문인화
 강희안  「고사관수도」(간결‧과감) 「고사도교도」

 강희맹  「독조도」(송‧죽‧산수)

16C

 특징  화풍의 다양화

 화원화
 남송화풍  이상좌  「송하보월도」

 안견화풍  이흥요(아들) → 이정(손자) → 이징

 문인화
 이암  꽃, 새, 벌레, 개, 고양이, 「당견도」

 3절  이정(죽), 황집중(포도), 어몽룡(매화)

 절파화풍(명)
 김제  「동자견로도」「한림제설도」

 이경윤  「산수인물도」「탁촉도」

 여류  신사임당  「초충도」

음악

기관
예조-장악원

(성종)
 음악행정‧교육, 연주담당

연주
아악  악생  양인출신

속악  악공  공노비출신

악곡  여민락, 정대업, 보태평, 보허자, 낙양춘, 오관산

악보

고려~ 육보  -  악기소리 구음

세종 정간보  세종
 음의 시가(O), 고저(X) → 오음악보‧율자보와 병행

 → 세종실록악보(현존최고)

성종 합자보  성현  연주법 + 악곡

이론정리

세종 박연  관습도감 별감  아악(문묘제례) 복원

성종 악학궤범  성현‧유자광
 궁중음악 집대성

 - 아악‧당악‧향악 3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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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편. 근대사회의 태동

제1장. 근대사회의 특징

일반적  자본주의 생산양식, 시장경제 확립, 시민계급형성, 합리적 사고방식

경제

 부세제도
 대동법(광해)

 균역법(영조)
 공동납(총액제) → 향촌지배력 감소

 농업

 모내기, 견종법  생산력 발달, 잉여생산

 계층분화
 몰락  임노동자(고공)

 요호부민  광작, 상품작물(인삼‧담배‧면화), 도조법(1/3)

 수공업
 관영수공업  공장안(X), 고용제‧상인자본

 민영수공업  선대제수공업, 공장제수공업

 광업  설점수세법  별장제(효‧숙종) → 물주‧덕대제(영조)

 상업
 금난전권 철폐(정조)  시전-난전 경쟁 심화

 도고(상업자본가)대두  객주, 여각(위탁‧숙박‧금융), 중도아(도매), 거간(중개)

사회

 신분질서 와해  상‧하이동, 농민 지배력 약화

 사회의식 성장

 소청‧정소‧격쟁‧횃불시위 → 피역‧거세‧항조 → 벽서‧방서‧괘서 → 민란

 민중조직 발달  두레, 향도, 향회

 서민문화 성장  장시‧서당 증가, 책점‧방각본 등장

사상

 성리학의 변질  보수‧배타적  → 봉건제 모순 심화

 실학사상  사회개혁 방향 제시  농업경제론(정약용‧서유구), 상공업론(박제가)

 천주교 전래  전통규범에 도전

 동학  현실개혁운동

 민중사상  도참사상(정감록), 미륵사상, 후천개벽사상(주역)

제2장. 정치체제의 변화

1절. 통치기구의 변화

비변사

16C  변사주획기  중종5. 1510  삼포왜란  임시기구 설치

 (중종1510 - 선조1591)
 명종10. 1555  을묘왜변  독립‧상설화 (1품)

 3정승 + 지변사 재상

17C  군국기무총령기  선조. 1592  임진왜란  국정최고아문화

 (선조1592 - 숙종1690)
 3정승 + 전‧현직 문무당상관 + 5군영대장

 전란이후: 폐허복구, 경제변동대처, 붕당간 이해관계 조정 등

18C  외교‧재정장악기  대외무역, 상품경제 발전 주도

 - 비변사 확장‧흥성 (숙종1690 - 정조1800)

19C  내정전횡기  국정 독자 담당

 - 인사‧병권‧재정 등 모든 실권 집중 (순조1800 - 고종1865)

폐지  대원군
 정무  → 의정부

 군권  → 삼군부

5군영

선조  훈련도감  수도 방어  용병, 삼수병(사‧살‧포수)  삼수미세(2.2두/결)

인조
 총융청  경기 수비  경기 속오군  자담

 수어청  남한산성 수비  경기 속오군  자담

효종  어영청  수도 방어  기병, 총포병  보

숙종  금위영  궁중 수비  정초군(기병), 훈련별대  보

영조
 용호영  ← 금군강화  병판 직속, 5군영 전체 지휘

 수성절목, 수성윤음  도성방어체제 개편

정조  장용영  ← 5군영 정예  국왕 군 통수권 강화

속오군

편제  속오법  양‧천 모두, 평시-군포, 유사시-소집

경비  자담  속오군 자체 → 납포군화

영향
 농민부담증가  → 피역위한 신분상승욕구 자극

 진관체제 회복

방위체제

초기  진관체제  경국대전에 규정

을묘~  제승방략체제  진관체제 붕괴 → 도 단위 집중 방어  

임란~  진관복구, 속오군  속오법(←절강병법). 포수의 주력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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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정치적 변동

1. 붕당정치 (선조 ~ 정조)

배경

 양반사회 모순  관직 한정, 사림 증가 → 사림간 양극화

 붕당론

 (구양순, 주자)

 한‧당 유학  붕당 인정(X)

 송 주자학  붕당 인정(O)

원리  상호 견제‧비판 → 공론 실현 → 정권 장악

발전
 구양수 적  주관적

 1기  비판  군자당 ↔ 소인당  이론적 대립

 2기  타협  군자당 ↔ 군자당  정치적 대립

 주자 적  객관적  3기  배척  진군자 ↔ 퇴소인  생존 경쟁

한계

 국론분열  ← 당쟁의 심화  

 현실문제 외면  성리학적 의리명분론, 예론

 붕당이념 상실  공론 실현 위한 정권 장악 → 기득원 유지위한 이전투구

선조(1567-1608)

 을해당론(1575)

원인  이조전랑 천거 → 척신세력 배제(O, X) 

붕당 동인 (신진사림) 서인 (기성사림)

주장
 수기 → 도덕적 자기절제 → 부패 척결

 => 척신 완전배척(O)

 치인 → 제도개혁 → 점진적 복구

 => 척신 완전배척(X)

학파  지방 청류, 영남-이황‧조식, 개성-서경덕  서울 고관, 기호-이이‧성혼‧기대승‧김인후

 기축옥사(1589)
원인  정여립모반사건 - 이이제자 but, 동인과 교류 

결과  동인 입지 약화

 정철 건저의(1591)

결과  서인 퇴출. 동인 → 남‧북 분열

붕당 남인 (온건) 북인 (강경)

학파  이황 계열 - 유성룡, 이원익  조식‧서경덕 계열 - 이발, 이산해 등 다수

 북인 분열

원인  광해군 세자책봉문제

붕당 소북 (영창대군파) 대북 (광해군파)

학파  명분주의자, 서경덕 계열  현실주의자, 조식 계열

 대일국교재개(1607)

광해군(1608-1623)

 전후수습  토지조사, 호적사업, 대동법, 군사강화, 동의보감, 4대사고정비, 적상산사고 신설

 대외정책  실리적 중립외교

 대북정권의 실책
 지지기반 상실  회퇴변척  조식 계열 정통성 확보위해 이언적(회재), 이황(퇴계) 문묘 삭제

 반정명분 제공  계축옥사  임해‧영창 살해, 인목대비 유폐

인조(1623-1649)

 인조반정(1623)

배경  대북정권의 강경‧급진정책

명분  폐모살제

주도  서인(이이계통, 이귀‧김류‧이괄) 주도, 남인(이황계통) 동조

 서인정권

실권장악  숭용산림(여론유도), 국혼물실(궁중세력양성), 병권장악(호위청‧총융청‧수어청‧청초군)

남인공존  서인: 남인 = 6: 4

주류정착  이황‧이이학파. 기타학파(서경덕‧조식, 양명학, 노장사상 등) 배척

 정묘호란(1627)
배경  서인정권의 친명배금(가도 주둔 명군 지원), 이괄 잔당의 정보 제공

강화  강화파 최명길, 정묘약조 (형제국, 중강‧회령개시, 명‧후금 중립)

 병자호란(1636)

배경  후금 → 청, 군신관계요구, 척화주전론 득세

경과  청 태종 → 서울 → 남한산성 → 삼전도 치욕

항복  군신관계, 조공실시, 인질(소현세자, 주전파 김상헌, 3학사 윤집‧오달재‧홍익환)

의병  용강 적산(의병산) 박철산 부대

영향  →북벌론 대두

효종(1649-1659)  북벌운동(~숙종)

어영청  이완, 2만으로 확대

하멜  훈련도감, 신식무기 제조

산림등용

 →친청세력 숙청

 서인  송시열, 김장생, 김집

 남인  허적, 허목, 윤선도

소중화
 대명의리론, 대청복수론 

 → 18C 진경문화, 19C 위정척사사상

존주론

 환장암  송시열  명 신종‧의종 제의

 => 존주휘편(정조) 만동묘  제자들  명 신종 사당

 대보단(창덕궁)  숙종  명 신종‧의종 제의

현종(1659-1674)

예송논쟁

서인 남인

주장  천하동례 주장  왕자례부동사서

근거  경국대전, 국조오례의 근거  고례, 의례, 왕조례

목적  신권강화 목적  왕권강화

기해예송(1659)  효종 상 → 자의대비 복제
서인  1년설  서인승리

남인  3년설  → 윤선도 유배

갑인예송(1674)

 효종비 상 → 자의대비 복제
서인  9개월설  → 송시열 유배

남인  1년설  남인승리

결과

 남인 분열

탁남 (온건) 청남 (강경)

 허적, 윤휴  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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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1674-1720)

환국

(붕당원리 실종)

 경신환국(1680)

 서인 → 남인영수 허적(온건)의 역모 고변 

노론 (강경) 소론 (온건)

 대의명분, 자치자강  실리론, 북방개척

 송시열  성혼, 윤증, 박세당, 정제두, 유수원

 기사환국(1689)  남인 → 장희빈 지원 → 송시열‧김수항 제거 

 갑술환국(1694)  서인 → 폐비민씨 복위 → 남인 철저 숙청

주요사건

 안용복사건(1696)  울릉도 경영 시작

 장길산의난(1697)  

 대보단설치(1705)  명 마지막황제 신종 제사

 병신처분(1716)  노론 → 소론 제거

탕평론 대두
 출처  「서경」“왕도탕탕 왕도평평..”

 기본구도  박세채 - 조제보합

백두산 정계비

(1712)

 청의요구  백두산 경계의 명확한 설정

 내용  ‘서위압록 동위토문 ...’

 간도문제(1881)  토문: 청(두만강), 조선(송화강 중류)

 고종22. 1883  서북경락사 이윤중

 고종24. 1885  토문감계사 이중하

 광무6. 1902  북변간도관리사 이범윤 → 함경도 편입, 포병양성

 간도협약(1909)  간도 ↔ 안동선철도, 푸순탄광

울릉도

 최초기록  삼국사기 신라 지증왕 13년(1512), 신라영토 편입

 고려
 토산물 ← 우산국

 최충헌: 이주추진 →  최우: 이주실행, 실패(배전복) <=「동국문헌비고」

 조선

태종  공도정책  피역민, 왜구침입 방지

숙종  안용복사건  왜, 조선영토 승인

고종

 개척령(1882)  이민장려

 1900  ‘울릉도’ 개칭, 강원도 소속

 1906  경상북도 편입, 남‧북‧서면 개편

독도

 최초기록  세종실록 지리지  강원도 울진현 소속

 대한제국
 1900  칙령 41  울릉군 편입

 1906  고시 40호  대한제국 영토 재확인

경종(1720-1724)

- 장희빈소생
 신임사화 (신축1721-임인1722)

 병신처분에 대한 보복 (소론 → 노론)

 - 노론 4대신 등 50-60명 처벌

영조(1724-1776)

주요사건

 무신란(1728)

 -이인좌 난(청주)

배경  경종 독살설, 남인‧소론 - 영조 왕통 부정, 노론의 재집권→ 보복

참여  소론‧남인, 중소상인, 노비, 군관, 향임 등 전국적 조직

결과  남인‧소론 완전 몰락

 기유처분(1729)  탕평론 실시 : 당파무시 인재등용 천명

 을해옥사(1755)  나주괘서사건 → 소론 일망타진

 임오화변(1762)

 사도세자

시파 (영조 비판) 벽파 (사도세자 비판)

 - 남인‧소론, 노론 온건  - 노론 강경

4대개혁

 이조전랑제 개혁  통청권 폐지

 사관제도 개혁  차대제 관행 폐지, 상‧하 복수 추천 → 어전시험, 직접선발

 군포제 개혁  균역법(1750)

 도성정비사업  청개천 준설사업

문물정비

 속대전(1746)  김재로
 대동법, 노비종모법, 비변사, 선혜청, 5군영, 

 청요직혁파, 호적법, 강상죄 신설규정 등

 동국문헌비고  신경준  최초 관찬 한국학 백과사전

 여지도서(1765)  숙종 ~ 영조  전국지리지 ← 기존 지리지 집대성

 속오례의  홍계희  오례의 증보

 속병장도설  박문수  병장도설(문종) 보완

 무원록  구윤명  신주무원록(세종. 변효문)에 훈주 첨가

왕권강화

 용호영  금군강화

 팔도구관당상제  비변사 중심 지방지배력 강화

 경연 개최  관료 재교육

탕평책(완론)

 탕평교서  붕당 화합 강조

 탕평비(1728)  성균관 입구

 탕평과(1772)  과거에 반영

 동색금혼패  같은 당파 혼인 금지

 완론탕평파 육성  완론탕평재상 권력집중

한계

 신임의리  ←신임사화  경종 ↔ 영조

 임오의리  ←임오화변  영조 ↔ 정조 

 균형유지 실패  노론 견제세력 전무

 훈척관료화  국왕척족세력 + 탕평파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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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1776-1800)

주요사건

 대전통편(1785)  균역법, 규장각, 초계문신제, 서얼관련 법규, 노비추쇄폐지, 장용영

 신해통공(1791)  물가폭등‧생필품 품귀 해결, 노론(벽파) 정치자금 차단

 영남만인소(1792)  사도세자의 억울함, 강력한 개혁추진 주장

 문체반정(1792)  견책‧반성문제출, 도문일치 강조

 금등사건(1793)  영조친필쪽지(임오화변후회) : 시파위상↑, 시파-벽파 정쟁↑

 화성건설(1796)  사도세자묘소 → 현륭원, 주변 도시 건설

 오회연교(1800)  정치원칙-변한다, 남인강경파 등용 암시 → 비명

문화사업

 화성(1796)

 - 의궤편찬

 자급도시  대유둔전(국영농장) - 경비충당

 상업도시  상공인 이주시 특혜

 농업도시  수리시설 (만석거, 만년재)

 군사도시  행궁, 장용영 외영

 서적수입  고금도서집성  5,022권

 편찬사업

 군서표기  147종 도서 해제집, 서적 간행노력의 결집

 증동국문헌비고

 동문휘고  외교문서 정리

 존주휘편  존주론의 집대성

 송사전  송 역사 정리

 규장전운  소리‧문자 연구, 정확한 음운서

 내각일력  규장각 공식일기

 일성록  1760(정조 세손) ~ 1910. 국왕 공식 일기

 홍재전서  정조 개인 문집

 시악화성  정조편찬. 음악서적

 황극편  탕평과정 수록

 병서  병학통, 무예도보통지

 국가기관

 제도‧연혁

 탁지지(호조), 춘관통고(예조), 홍문관지, 규장각지

 태학지(성균관), 추관지(형조), 심리록, 흠휼전즉

탕평책(준론)

 왕권강화  규장각, 장용영, 초월적 군주

 체재공 등용  수원유수 → 장용영 도제조 → 재상

 비변사 견제  국왕권, 재상권 강화

 시파(준론) 등용  영조 대 척신세력 견제

 규장각(창덕궁)  측근관료집단 양성

 초계문신제  신진관료, 직접교육, 직접시험, 직접승진 → 친위부대화

한계

 근본적모순시정(X)  정치기강의 문란 가중

 안정성(X)  왕 개인역량에 크게 좌우

 정조사후  탕평의 반작용 => 세도정치

2. 세도정치 (순종 - 헌종 - 철종)

배경
 탕평의 반작용  붕당의 퇴조, 정조사후 왕권 약화

 왕권강화 반작용  국혼을 통해 왕권을 등에 업고 호가호위

특징
 경화사족  도시적‧상업적 면모 강화

 지방사회기반 결여  지방통제 강화 모색: 수령권 강화 → 수령권 장악

전개

 순‧헌‧철 3대 60여년 간 : 10여 개 가문, 상호 인척관계 형성 → 권력독점 

 순조(1800-0835)
 개혁정치 시도 → 지원세력 형성 실패

 효명세자: 세도가 견제 시도 → 비명

 헌종(1835-1850)  안동김씨(시파, 김조순), 풍양조씨(벽파, 조만영) 세력 균형

 철종(1850-1864)  세도가 부패 심화

결과

 비변사 내정전횡

 300여명 세도세력 - 국권 장악

 정조 대 신진세력 제거, 장용영 혁파

 훈련도감 장악 → 기타 군사력 무력화

 매관매직 성행

 →  삼정의 문란

 세도가 ← 수령 ← 향리 ← 향임

 부농‧상인‧수공업자‧농민... 모두 수탈의 대상

 피지배층 저항 증폭  소청 → 피역 → 방서 → 민란

대책  미봉책  암행어사, 삼정이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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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경제구조 변화와 사회변동

제1절. 수취체제의 개편

임란 후

농촌피페 대책

 수리시설
 현종  제언사

 정조  제언절목 반포

 양전사업
 시행

 임란 후 20여 회, 전국적 4회(선조, 광해, 인조, 숙종)

 -결수: 세종(최고), 순조(후기 최고), 고종(약간 증가), 광무(크게 감소)

 결과  수세지 증가(X) ← 면세전(궁방전, 관‧군 둔전), 진황전, 은결

 농지개간
 혜택  소유권 인정, 3년간 면세

 실제  왕실, 관청, 양반, 토호 중심 → 토지 겸병, 지주제 확대

 수취체재  전세-정액화(영정법), 공납-전세화(대동법), 군역-균등화(균역법)

전세

-영정법

(정액화)

 영정법

 (인조13.1635)

 배경  임란 후 농촌피폐, 결당 6-4두 관행, 관기문란 시정 → 개간 장려

 내용  연분9등폐지(복잡) → 풍‧흉무관 결당4두 고정

 결과

 실효(X) ← 부과세(속대전 7종)

         - 가승미(손실보충), 곡상미(손실보충), 창역가미(창고출입), 이가미(입하역), 창작지미(경창입고)

           호조작지미(호조상납), 공인역가미(공인품삯)

 양척동일법

 (효종4. 1653)

 배경  관기문란시정, 측량기술발달 → 편의도모

 내용  수등이척폐지, 양척동일체감(←비옥도평준화(X)) → 이적동세: 1등전(결-100부), 2등전(결-85부), ..

 공납

-대동법

(전세화)

 대동법

 (광해.1608)

 배경
 국가재정악화(공납-국가세입60%), 징수방식모순(고을단위‧동일부과), 

 중소지주층성장, 국지적사대동, 유통경제성장

 목적  방납폐단 시정, 국가재정 확보

 내용  상공(별공‧진상은 그대로) → 민호단위, 토지비례부과

 관할  선혜청  조선후기 최대재정기구 (상평창‧진휼청‧균역청 등 모두 흡수)

 방식

 원칙  백미

 환봉  삼베‧무명‧엽전 ← 지역별 곡가차이, 운송문제

 대봉  잡곡(조‧콩‧팥) ← 납세자 요구

 납부  봄‧가을 분납

 용도
 상납미  봄  경납  왕실, 중앙 경비

 유치미  가을  저치  지역 수요, 잡역 동원

 실시

 단계적  ← 양반지주‧토호‧방납인(경저리‧경주인‧시전상인)‧지방관의 반발

16C 광해군(1608) 인조(1623) 효종(1651) 숙종(1708)

 조광조 - 국가경비축소  경기도 실시  강원도 실시  충청‧전라 실시  전국적 실시

 이이 - 사대동법제화  이원익‧한백겸  조익  김육  잉류지제외

 유성룡 - 대공수미법  결당 16두  결당 12두

 결과

‧국가제정회복, 농민부담경감 ↔ 지주부담증가

‧요역 → 대동세에 흡수

‧지방관아 재정확충(유치미)

‧합리적 세제 ← 조‧용‧조 붕괴

‧공물조달의 일원화(선혜청)

 영향  상품화폐경제 성장

‧전세화 → 공인등장 → 물품유통증가 → 시장‧도시 발달

‧조세‧지대의 금납화 가속

‧공인 부 축적 → 상업자본 증대

‧상업도시 성장: 대동미 집산지 - 충청 강경, 부산 삼량진, 함경 원산

 의의

 세원 단일화(토지)  수취모순(→고을→민호)시정 → 응능세(토지비례)

 정율세주의 마련  결당12두

 합리적예산제도  (선)횡간 → (후)공안 

 (부분적)조세금납화  → 엽전환봉의 보편화 

 한계
 별공‧진상 존속  수시징수

 유치미 점차 감소  중앙재정 악화 → 유치미 비율 감소 → 농민수탈

군역

-균역법

(평등세)

 균역법

 (영조26.1750)

 배경

 군총제 모순  황구첨정(아이), 백골징포, 인징‧족징 

 양역변통론 대두

소변통론 대변통론

 양역폐단의 부분적 시정  신분제적 양역 완전 철폐

 피역자 색출, 낙강생 균역편입, 감포론  호포론, 구전론, 양반사족 수포방안마련

 시행
 감포론 →  균1포 ← 2필

 호포론 →  결작(도결) - 전결 미2두, 잉류지 제외 전국토지(면세전포함)

 관할  균역청  선무군관세(1포), 어세‧염세‧선박세, 은결‧누결색출

 한계
 신분제적 양역 유지  결작의 농민 전가, 군적의 문란 심화

 군총제 유지  수령횡포에 무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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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상업

 배경
 대동법  조세금납화의 촉진, 대동미 → 포구상업발달

 난전허용  시장확대, 지방장시발달

 주역  공인(대동법), 사상(중개무역)

 신해통공 (1791)

 갑인통공 (1794)

 내용  30년 미만 시전 독점권 모두 철폐 (6의전 제외)

 배경  물가폭등, 노론(벽파) 정치자금 차단

 의의  도시빈민‧영세상인‧소생산자 혜택

 영향  시장확대, 장시발달, 관상도고(시전‧공인) → 사상도고(사상) 

 공인

 배경  대동법 이후, 관허 공납청부업자

 지정  시전상인, 장인, 경주인, 영주인 등

 의무  공인세, 국역(조달품)

 성장  금난전권: 공인 → 관상도고

 사상
 거상

 경강상인  선박이용, 곡물‧소금‧어물 도매

 개성 송상  송방(육로장악), 인삼‧대외무역, 복식부기

 의주 만상  객주. 중강‧책문후시

 동래 내상  왜관무역

 평양 유상

 중도아  중간도매  칠패‧이현‧종로, 송파, 누원 등 상대

 시장확대
 서울  3대상가  종로(도성안), 이현(동대문밖), 칠패(남대문밖, 어염)

 주변  상업거점  광주 송파(영남→서울), 양주 누원(동북→서울)

 장시발달

 시장  5일장 보편화, 상설시장등장, 약령시(대구‧청주‧공주)‧파시(패산물) 등장

 보부상
 보상  상무사 우사  봇짐장수  사치품

 → 통합 : 해상공국(1883)
 부상  상무사 좌사  등짐장수  일용품

 포구

 선상  선박운송업

 객주  소규모 흥정  곡류, 담배, 쇠가죽 등
 부수적: 운송, 보관, 숙박, 금융

 여각  대규모 거간  소금, 해산물 등

무역

 청

 

 개시

 (공무역)

 중강 개시

 (압록강 난자도)

 선조  임시 - 임란 중, 명 요동쌀 수입

 인조  공식 ← 정묘약조

 북관 쌍시  인조
 회령 개시  → 자유무역시장(고종)

 경원 개시  격년제

 후시

 (밀무역)

 중강 후시  만상

 책문 후시  만상‧송상

 단속사 후시  정부 감독관(단속사) 파견 → 밀무역 개입

 회동관 후시  조선조공사 유숙소. 수행원 밀무역

 북관 후시  경원

 팔포무역  통역관 사무역

 수출  은, 가죽, 종이, 무명, 홍삼 

 수입  비단, 모자, 약재, 말, 문방구

 왜

 왜관 개시‧후시  동래상인

 수출  인삼, 쌀, 무명, 청 물품 중개

 수입  은, 구리, 유황, 물소뿔, 후추

화폐

 상평통보  주전도감 (허적.숙종4.1678)  호조‧진휼청‧상평창‧훈련도감‧어영청‧수어청 등 발행

 신용화폐  환‧어음 등 이용

 전황  화폐가치 상승 ← 동전부족 ← 양반지주‧부상‧토호‧관부의 고리대 자본화, 동 물량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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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서민경제의 발달

농업

 영농개선

 광작  생산량 증가(이앙법‧견종법), 제초노동력 감소

 상품작물  담배(서도), 인삼(북도), 면화(생산‧소비분화), 모시(한산), 생강(전주), 고구마(강진), 지황(광주)

 논증가  쌀의 상품화

 지주권 약화

 → 전호권 성장

 배경  신분제 붕괴 → 소작쟁의 

 결과

 지배예속관계 → 경제적 관계

 타조법(1/2, 정율) → 도조법(1/3, 정액)

 도지권확보 → 중도지(재임대) 가능

수공업

 관영 쇠퇴

 15C  공장안  공장 부역노동에 기초

 16C  장인가포제  납포장(무명2필/년) ← 공장등록기피, 국가재정악화

 18C  공장안폐지(정조)  → 임노동제, 상인자본유치

 민영 발달

 선대제 수공업  종이‧철물‧화폐

 독립공장제 수공업  철기, 유기, 이엄전(귀텊개), 도자전, 상전(잡화)

 가내 수공업(전업화)  옷감, 그릇

 점촌의 형성  철기점, 유기점, 자기점, 와기점 

광업

 정부독점

 15C  사채금지  → 공철 배당 → 농민 부역동원 생산

 16C
 사채허용  공철 → 쌀‧포 대납 → 민간채취철 매입

 기술진보  납‧은 분리기법(김감불‧김검동)

 정부감독  17C
 설점‧수세제

 (호조설점)

 방식  호조설점 → 민간위탁 → 별장수세 → 호조납세

 별장제

 호조  설점. 납세은 수세

 별장  수세청부업자. 부상대고‧권세가의 사인

 두목  실질경영자. 점장 총지휘

 점장  광산전문가. 각 공정 감독. 20-30명

 연군  광산노동자

 민간자율  18C
 수령수세제

 (민간설점)

 방식  호조허가 → 민간설점 → 수령수세 → 호조납세 

 덕대제

 물주  호조의 허가 → 자기자본으로 설점

 수령  원정세(호조), 잡세(지방세) 수취

 덕대  전문경영인. 물주수익금, 납세 관리

 분업‧협업

 혈주  채굴업주

 광군  채굴노동자

 성영주  재련업주

 편수  재련노동자

 별패  풍구질꾼

제4절. 사회구조의 변동

신분제 동요
배경

 양반의 계층분화  권반 - 향반 - 잔반

 신분상승운동  납속첩‧공명첩, 양반매매, 모칭유학‧환부역조

영향  반상간 통혼, 양천간 결혼, 양반권위실추, 전통 양반층 경직화 가속

중인계층 성장

서얼
 정조  서얼허통절목   규장각 검서관 (박제가, 이덕무, 유득공, 서이수..)

 철종  신해통공(1851)  청요직 완전 개방

중인
 기술직  경제활동  변승업. 지하경제 좌우

 경아전  위항문학운동  규장각 서리 중심 → 옥계시사

대응
 비판적  서얼통청운동, 기술직 경제활동

 긍정적  위항문학운동

노비제 붕괴

배경

 실질적 차별성(X)  ← 노비의 군역(속오법)

 노비 유형 변화  입역노비(전기) → 납공노비(후기)

 노비 도망 가속  임노동, 고공(머슴), 행상 등으로 생계 가능

면천
 합법적  군공, 납속, 공명, 속량

 불법적  양반모칭, 족보위조, 호패위조

정책

 영조

 노비종모법(1744)  → 속대전

 노비비총법(1745)  도망노비신공 → 남아있는 노비 → 도망 증가 .. 악순환

 노비공감법(1755)  노-1필, 비-부가세

 정조  노비추쇄폐지(1785)  → 대전통편

 순조  공노비해방(1801)  납공 공노비 대상

 고종 
 노비세습폐지(1886)

 노비제폐지(1894)  갑오개혁

가족제도 변화

전기  부계‧모계 공동  남귀여가혼, 자녀균분상속, 자녀윤회봉사

후기
 종법정착 (17C~)  친영례, 장자‧종손 우선, 처첩‧적서의 엄격한 차별 

 정부시책  효‧정절 강조, 재가금지, 열녀문

제5절. 향촌질서의 변화

양반층

향반  양반지위 유지에 노력 (족보, 청금록, 향안)

잔반  전호‧임노동자로 전락

향전  구향(향반) - 신향(요호부민), 향청별감직(총액제 수취권)

향회  동계(군현단위) → 동약(촌락단위)

농민층

부농층  요후부민. 수령권의 비호(경제력) → 향전 승리

중층  자영농. 소작농

하층  임노동자 - 수요의 증가: 궁궐(수원성), 관청공사, 부농층 고공(머슴) 고용

향회  촌계, 민회, 동회, 리회, 도회

민중조직

두레  양반‧지주층 배제  남부  ← 이앙법

황두  김매기 공동조직  북부  ← 건갈이

초군  나무꾼 조직. 고공‧비부

고지꾼  임금선불 청부노동. 빈민의 노동력 궁박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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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사상적 변혁

민간신앙  후천개벽사상(주역), 정감록, 미륵신앙  ← 재난(수해‧콜레라), 사회불안(비기도참, 이양선출몰)

천주교

북인계열
 이수광 지봉유설  천주실의(마테오리치) 소개

 유몽인 여우야담  천주교 - 유‧불‧도 차이점

수용
 학문적 연구 (서학)  이익 문인 중심

 이승훈 세례(1784)  → 신앙열 고조

대응

 전면 배격  이익, 신후담(서학변), 안정복(천학문답)

 전면 수용  이벽, 권철신(天主=유교의天)

 과학기술 수용  북학파 (홍대용, 이덕무, 박지원)

(자생)교회
 서울 명예당  최초 교회. 중인 김범우의 집

 아산 내포교회  최초 지방교회

박해

정조

(온건)

 금령반포(1786)  명예당 추조적발사건  서학서 도입금지, 천주교서분서

 금령강화(1787)  성경강습 반회사건

 신해박해(1791)  윤지충 신주소각사건  천주교서적 소지금지

 주문모입국(1795)  → 신도수 급증

순조
 신유박해(1801)  노론벽파집권 → 시파타도

 이승훈‧주문모‧정약종 사형

 황사영 백서사건 → 박해심화

 조선교구독립(1831)  안동김씨(시파) 집권  정하상노력. 프랑스신부3인(모방‧사스탕‧앙베르)입국

헌종
 기해박해(1839)  풍양조씨(벽파) 집권

 정하상‧프랑스신부3인 등 200여명 처형

 척사윤음발표, 오가작통 강화

 병오박해(1846)  최초신부 김대건(1845 밀입국) 순교

고종  병인박해(1866)
 프랑스와 교섭실패(남종삼)

 청 천주교탄압→유생상소격렬

 남종삼‧홍봉주, 프랑스신부(베르누등9명) 처형

 ~1872까지 수천명 처형

동학

창시  1860. 경주 몰락양반 수운 최제우

성격

 반봉건적  세도정치, 조선왕조 모순 극복

 반제국적  서양열강(천주교)에 대항

 종교적  유‧불‧선 3교 융합 → 현실도피적

교리

 종합적  유‧불‧선 + 민간신앙

 철학면  주기론  사람 → 귀신(氣) → 하늘 

 종교면  도교 + 샤머니즘  궁궁을을 (동학이 서학을 제압)

 사상면

 인내천‧사인여천  평등, 인격존중(=지기설)

 수심정기‧시천주  수련 → 한울림과 일체화

 말세‧후천개벽  무위이화 (저절로 새 세상이 열린다)

 유무상자  신도간 공동체적 결속

 지기설  지기(천지의 뿌리‧생명)로부터 생겨난 천지만물 중 사람이 으뜸

확산  삼남지방 중심 급속확산

탄압  금령 (1863)  교조 최제우 체포 → 처형(1864)

확장  2대 최시형

 교단조직  법소(충주. 중앙기관) - 도소 - 포(접주)

 경전
 동경대전  한문체

 용담유사  한글 가사체

제7절. 농민의 항거

원인 삼정의 문란

 전정  백지징세(황무지), 도결

 군정  인징‧족징, 황구첨정, 백골징포, 마감채(일시불), 강년체(나이↓)

 환곡
 늑대(강제대여), 반작(번작), 허유(장부조작), 반백‧분백(겨), 이무(가격차), 가분(비상곡대출)

 탄정(흉년-감량x), 입본(시세차), 백징(붓장난)

조직

계  검계(서울하층민), 살주계(노비)

도적  화적‧수적

단  서강단(마포), 폐사군단(평양), 유단(유민), 채단(광대)

전개  소청‧정소‧격쟁‧시위 → 벽서‧방서‧괘서‧항조‧와언 → 민란‧폭동

 홍경래의 난

 (순조11.1811)

원인  서북지방 차별

주도  대상인, 향임, 무사, 유랑농민, 광산노동자 등 전 계층

경과  가산 다복동 → 선천‧정주 → 청천강 이북 장악 → 5개월여, 정부군 박기풍 진압 

의의  중세체제 붕괴 촉진, 농민의 정치적 각성

한계  진보적 이념제시(X), 명분 부족 (서북차별→ 호소력x)

 임술민란

 (철종13.1862) 

원인  삼정의 문란

주도  요호부민, 양반토호 등

진행  발통 → 향회개최 → 정소 → 봉기 → 관청점령 → 해산

전개  경상 단성 → 진주 → 삼남 → 전국

대표적  진주민란

발단  경상 우병사 백낙신 - 도결 결정 → 진주목사 홍병원 - 향회개최, 도결부과

주도  유계춘‧이계열(요호부민), 이명윤(사족), 농민 등

전개  안핵사 박규수 → 백낙신‧홍병원 파직, 반란군 진압

대책
 안핵사 파견  관리‧아전 파직, 주모자 처형

 삼정이정청(1862.8)  ~ 폐지(1862.10)

→  광양란(1869) → 이필제 난(1871) → 갑오동학혁명(1894) 

한계
 체제‧권력에 대한 도전(X) → 근대적 변혁(토지제‧신분제폐지) 요구(X)

 군‧현단위 일회적 항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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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문화의 새 기운

제1절. 성리학의 변화

교조화

주자성리학 절대 신봉 주자성리학 탈피

서인(노론) 서인(소론), 남인

 송시열: 주자연구 매듭 - 주자대전차의 주자언론동이고

 한백겸(경기남인): 독창적 육경해석

 윤휴(경기남인): 대학‧중용‧효경‧주례 독자적 해석

 박세당(소론): 주자중심해석 비판→실리강화(노장사상‧양명학수용)

호락논쟁

(숙종34.1708)

배경

 철학적  이이 ‘이통기국(이-보편, 기-차별)’의 논리적 모순 

 대내적  인간관‧자연관 변화 ← 정치‧사회 변동

 대외적  청 건륭문화의 충격

발단  권상하 문하 한원진-이간. 맹자‧중용의 주자 주 해석 차이 

내용
 인물성동이  인간-사물 본성

 성범심동이  성인-범인 마음

분파

충청 호론 (주기론) 경기 낙론 (주리론)

 중심  권상하, 한원진, 윤봉구  이간, 김창협, 김창흡, 김원행 

 강조  기-차별성. 인물성이론  이-보편성. 인물성동론

 성격  화이론계승. 기존지배질서 공고히  화이론극복, 북학수용, 민 교화‧포섭위한 개혁책모색

유리‧유기론

(19C)
분파

유기론 (기 일원론) 유리론 (리 일원론)

 중심  서경덕 계열: 임성주 → 최한기
 근기학파: 이항로‧기정진 → 김평묵

 영남학파: 이진상 → 곽종석

 발전  개화사상  위정척사사상

양명학 수용

사상  심즉리, 치양지(사물인식→양지(선험적지식) 완성), 지행합일, 친민 cf)신민(성리학)

성격  주관적‧실천적‧주기론적. 실천성 강조 ← 성리학의 교조화

전래  전습록 전래(16C 전반) => 서경덕 학파, 종친

수용  남언경  최초 본격수용 (서경덕 제자, 이황 친구)

배척  이황  전습록변 - 이단 규정

재주목  왜란전후  이항복, 최명길, 장유(조선식 양명학), 이수광, 선조 등

확산  18C 이후
 소론, 종친, 서얼

 강화 중심, 개성‧서울‧충청 등 서해안 지방

강화학파  정제두
 양명학 체계화  친민설지지 → 신분제 폐지 주장

 하곡집  존언, 만물일체설 → 학문적 체계 수립 

계승  → 한말 민족주의 운동: 김택영, 박은식(왕양명일기‧유교구신론), 정인보(양명학연론) 

수련도교

재유행

배경  심신연마, 기근‧질병 치료 수단

이론정리

(17C 전후)

 한무외  해동전도록  도교연원 체계화 (신라~) 

 권극중  참동계주해  도교우위시각, 주자 참동계 해석

 홍만종  해동이적   선가의 총정리 (단군~곽재우). 선가 발달원인 - 산수의 아름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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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실학사상의 발달

개념  시대사상의 부폐화 → 극복 대안 제시 학풍 

성격  실증적, 사회개혁적

배경

 정치적  붕당벌열정치의 혼란

 사회적  계층분화, 신분변동

 경제적  지주전호제 개혁론의 대두 (토지개혁론, 감조론)

 사상적

 탈주자학 경향
 17C  이수광, 허목

 18C  주리 낙론

 외래사상 수용
 명  양명학, 천주교, 고문사(古文辭)

 청  고증학, 서양과학

발전

 16C 말  성리학 반성

 임재  문학

 이지함  상업활동

 정여립  군주세습제 부인 → 역성혁명 시도

 17C 초
 침류대학사

 (초기실학자)

 이수광‧한백겸‧최명길‧장유‧유몽인‧허균‧신흠‧이식‧이정구

 당시‧고문‧육경중시, 제자백가‧도가‧양명학‧선불교 포용

 선 ‘수기’, 후 ‘치인’ 할 것을 주장. 

 이수광  지봉유설
 실학 최초 이론화

 유럽‧회교‧불교문명권 소개 → 문화인식 폭 확대

 한백겸  동국지리지
 6경의 독자적 해석

 삼한 위치 고증 - 역사지리연구 시초

 유몽인
 어우야담 

 어우집
 유통경제 활성화 → 부국안민 주장

 허균  홍길동전  호민혁명 주장

( 17C - 18C ) ( 18C - 19C )

중농주의 (경세치용) 중상주의 (이용후생)

주류  주로 근기 농촌출신 남인계  서울 낙론계

시각  농촌 지식인 시각 → 농촌 현실 개혁 중심  도시적 시각 → 상공업 육성 중심

 지주제  부정 → 균전론  인정 → 경자유전

신분제  노비제 부정, 사농공상 차등 인정  신분 완전평등, 사농공상 평등

강조  근검절약‧분배 역점, 자급자족  소비‧생산 역점, 대외통상

사상가
 17C - 유형원

 18C - 이익, 정약용, 서유구

 18C - 유수원, 홍대용, 박지원, 박제가

 19C - 홍석주, 성해응, 최한기, 이규경

 17C

 유형원(1622-1673 반계): 균전론

「반계수록」

 토지국유화 → 분배(사농공상 차등)

 역역 → 토지에 부과

 병농일치, 사농일치

 한계  적서차별, 양천구별

 18C~

 이익(1681-1763 성호): 한전론(하한)  유수원(1694-1755): 영농방식 개선, 상업확대

「성호사설」

 조선‧중국문화 소개‧비판

 백과사전식: 천지‧만물‧인사‧경사‧시문
「우서」

 조선‧중국문물 비교 → 개혁안 제시

 사농공상 → 평준화‧전문화

 ‘곽우록’ - 한전론: 최소영업전 매매제한  농업  기술혁신, 경영방식 개선

 6좀  양반문벌‧게으름‧기교‧승려‧과거제‧노비제  상업  상인간 합자 → 규모확대

 붕당론  양반축소, 특권제산  대상인  학교‧규량‧방위시설 등 지역발전 참여 

 삼한정통론  → 안정복  홍대용(1731-1783 담헌): 사회개혁, 서양과학

 소농보호  폐전론, 상공업억제, 1/10세, 사창제
「임하경륜」

 병농일치: 정남 당 2결씩 지급

 사회개혁: 선비생산참여‧교육개혁‧인재등용 
 성호학파

 우파(안정복)  신경준‧윤동규‧정상기

 좌파(서학)  이벽‧권철신‧이승훈‧정약용
「의산문답」

 실옹-허자 사이의 대화체 → 고정관념비판

 파격적우주관: 지구회전설‧우주무한론‧외계생명론 정약용(1762-1836 다산): 여전론→정전제

「여유당전서」

(500여권)

 마과회통  제너 종두법 「주해수용」  수학체적, 삼각법 연구

 아방강역고  백제도읍지‧발해중심지 고증  농수각  사설천문대

 아언각비  속어‧속자 고증  박지원(1735-1805 연암): 한전론(상한)

 실학집대성  성호학파 + 북학사상
「열하일기」

 수레‧선박‧화폐 필요, 양반 비생산성 비판

 상업적 농업, 수리시설 확충 개혁사상  직업평등, 전민양반화, 기업농육성

 기예론  거중기(수원성), 배다리(수원행차)
「과농소초」

 한민명전의(한전론) - 전제개혁론

 조선농구의 장점 → 농구 보급

 3론

 원목  주권제민론+사회계약설

 탕론  (민심→)천명 거역→갈아치워도무방  박제가(1750-1805): 개국통상

 전론  여전제: 무상몰수→국유농장화

「북학의」

 당면문제 항목별 제시

 청 문물도입 → 부국강병 강조

 ‘우물물’ - 소비권장 3부작

 (1표2서)

 경세유표
 중앙‧지방 정치제도 개혁

 이용감설치, 정전제 주장

 목민심서  지방행정 개혁  개국통상→ 유득공‧이규경‧강위‧최한기→박규수‧오경석‧유홍기

 흠흠신서  형사판례 집대성  이규경(1788-?)

 서유구(1764-1845): 둔전(시범농장)
「오주연문장전산고」

 법고창신: 동양(형이상)-서양(형이하)

 암허스트호(1832) - 교역주장「임원경제지」  경영형 부농 → 임노동하 지주제

「의상경제책」  주요도시 - 둔전(국가시범농장) 설치  최한기(1803-1879): 서경덕 유기론 (←임성주)

「명남루총서」

 (1,000여권)

 인정  올바른 인재등용, 진보론

 강관론  인사, 민심, 수기 강조

 지구전요  해국도지‧영환지략 정리, 지동설소개

 신기통  광학‧물리학 소개

 기축체의 (신기통+추측론).과학적사고→인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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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문화 저변의 확대

역사서

17C

‧북벌주장 ↔ 비판, 강목체 강조

 동사찬요  오운  영남남인  기전체
 애국명장 열전 ← 참전경험

 기자이후 유교문화전통 자랑

 동사보유  조정  북인  기전체  오운 역사인식에 반대

 휘찬려사  홍여하  영남남인  강목체
 기자→ 마한→ 신라 : 정통국가

 영남남인 사이에 가장 추앙받는 사서

 여사제강  유계  서인  강목체
 북벌운동고취: 고려의 ‘자치자강‧북방개척’ 강조

 노론 사이에 가장 추앙받는 사서

 동사  허목  근기남인  기전체
 단군 ~ 삼국

 북벌‧붕당 비판 → 도덕‧평화 강조

 동국통감제강  홍여하  영남남인  강목체  동국통감 → 강목체로

18C

‧실학적 역사서 (3대저술: 동사강목, 연려실기술, 해동역사(1814))

‧유교적 합리주의 탈피 → 문헌고증방식 대두: 홍만종

‧경‧사의 분리 → 역사전문학자 배출: 안정복 → 이긍익 → 한치윤  

 동국역대총목  홍만종  소론  강목체

 문헌고증방식

 단군→기자→마한→통일신라→고려→조선 (삼국-정통성(X))

 단군정통론: → 이익(삼한정통론) → 안정복

 동사회강  임상덕  강목체  기자동래설 의문: 기자‧단군‧고대강역 문헌고증

 동사강목  안정복  남인  강목체

 정통론+문헌고증 집대성

 단군→기자→마한→통일신라→고려

 유교적 정통론 완성

 열조통기  안정복  남인  기전체  →조선

 동사  이종휘  소론  기전체
 기전체 발해사 최초. 

 반도사관탈피(양명학적유교사관): 단군조선→본기, 열전‧지→고구려중심

 발해고  유득공   반도사관 탈피(양명학적 유교사관): 발해‧신라 대등 → 남북국 제안

 연려실기술  이긍익  소론  기사본말체

 원집‧속집‧별집

 조선왕조 정치사 객관식 진술, 역대문화 백과사전식 정리 

 반도사관탈피(양명학적유교사관): 소중화 비난, 고조선‧고구려 전통 강조

 해동역사(1814)  한치윤  기전체

 세기‧지‧고, 열전(X)

 540여 문헌 바탕 (위서분별X)

 성리학적 명분론 탈피: 기자조선이동설(기자↛마한 연결부정)

19C  중인의 역사서

 규사 -  서얼의 역사, 서얼차별 철폐 주장

 연조귀감  이진흥(향리)  향리‧양반 뿌리 동일 → 차별 이유(X)

 호산외기  조희룡(역관)  중인계층 공동 전기집

 이항견문록  유재건(서리)  위항인 전기

 희조일사  이경민  위항인 전기

 고문비략  최성환  행정실무 개혁 주장: 요역- 임금제, 조세- 금납화

지도

특징  비변사 관장, 채색지도, 수천종 제작

18C

 요계관방도  숙종  비변사  10폭 병풍. 한반도+만주+중국 군사요새

 동국지도  영조  정상기
 최초축척지도(백리척)

 9첩: 각 도 다른 채색, 같은 축척

 동국여지도  영조  신경준
 8권 채색지도집. 모눈(정밀성)

 전도, 도지도, 읍지도 까지 모두

19C

 청구도   김정호  방안도법 실측지도, 관찬지도 집대성

 동여도   김정호  청구도→ 확장. 7m 23폭

 대동여지도  철종  김정호

 전통지도 집대성 → 총22첩 조선전도

 현존 전도 중 최대

 세밀(16만분1 축척), 10리마다 눈금

 목판→ 대량인쇄보급

지리지

17C
광해군  동국지리지  한백겸  고증학적 역사지리지의 효시

-  지승  허목  풍토→인성, 풍토권‧문화권 구분

18C

숙~영  여지도서  동국여지승람 보완→전국지리지 완성. 군현색읍지도 첨부

영조

 강계고  신경준  한백겸 역사지리연구 계승

 도로고‧산수경  신경준  산‧강 도로 정리

 택리지(8역지)  이중환
 허목(남인)의 인문지리(지승) 계승

 지리→생리→인심

정조  해동여지통제  여지도서 보완

19C 순조

 아방강역고  정약용
 고증학적 역사지리지(←신경준←한백겸)

 - 백제 첫 도읍지(한양), 발해 중심지(백두산 동쪽) 고증

 해동역사지리고  한진서
 해동역사(한치윤. 1814) 부록격

 국내‧외 자료 이용, 역대 강역 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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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연구

음운연구

 경세정운(1678)  최석정 

 훈민정음운해(1750)  신경준

 자모변  황윤석

 언문지(1824)  유희

어휘연구

 대동운부군옥(1589)  권문해  어휘백과사전

 고금석림 (정조)  이의봉  방언, 외국어 정리

 재물보  이성지  만물의 명칭 고증

 아언각비(1814)  정약용  속어‧속자 고증

 물명고(1820)  유희  700여 항의 물명 분류 해석

금석학

 홍양호  (영조)  진흥왕 순수비, 寺비, 능비, 묘비 등 연구

 김정희  금석과안록  금석학의 기초. 북한산비 고증, 황초령비문 판독

 오경석  삼한금석록

백과사전

 대동운부군옥(1589)  권문해   어휘백과사전

 지봉유설(1614)  이수광  조선‧중국문화 백과사전식 비교‧서술

 유원총보 (인조)  김육  중국서적참고 → 27개 분류

 성호사설  이익  조선‧중국문화 분류(천지‧만물‧인사‧경사‧시문) 소개‧비판

 동국문헌비고(250권)   영조  최초 관찬 한국학 백과사전

 청장관전서(1795)  이덕무

 임원경제지  서유구  조선후기 농업경영‧기술혁신의 종합

 오주연문장전산고 (헌조)  이규경  조선‧중국‧서양의 고금사물에 대한 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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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문학‧예술의 새 경향

1. 서민 문학의 대두

17C

서민문학 - 발생

 한글소설 등장  홍길동전, 사씨남정기, 구운몽

 사설시조 등장  몰락양반, 서리, 기생

 애국문학  선상탄(박인로), 임진록, 임경업전

 사회소설  홍길동전, 전우치전, 사씨남정기, 구운몽

 설화소설  태평광기(중국설화) 언해

 야담‧잡기 성행  오산집(차천로), 어우야담(유몽인), 대동야승(야사전집)

한문학 - 변화

 고문사 유행
 관각4걸(이정구‧신흠‧장유‧이식)

 침류대학사(이수광‧한백겸‧최명길‧허균‧관각4걸)

 6경‧고학‧당시 숭상  홍만종-소화시평: 시학사 정리

 천기‧진기문학 대두  허균-홍길동전

18C

서민문학 - 발달

 국문소설 유행  춘향선, 장화홍련전, 콩쥐팥쥐

 판소리 등장

 사설시조집
 청구영언(1728) - 김천택

 해동가요(1763) - 김수장

 진경시의 정착
 김창협‧김창흡 - 긴경시 기틀 마련

 이병연        - 진경시 완성. 영물시 매화시 등. 토속 시어 사용

한문학 - 타락

 도문일치 타락
 근기남인  고문부활 운동

 => 정조 문체반정
 북학파  신체문 운동

 중인문학 태동

 해동유주(1712) - 홍세태

 소대풍요(1737) - 고시언

 풍요속선(1797) - 천수경, 옥계시사 중심

19C

서민문학 - 전성기

 판소리 유행  송흥록‧모흥갑 (전성시대) → 신재효 (12마당 정리)

 잡가 유행  새타령, 육자배기, 사랑가, 수심가

 국문시가 유행  농가월령가, 한양가, 연행가, 규방가사

 사설시조집  가곡원류(1876) - 박효관‧안민영

 풍자시인  김삿갓(김병연), 정수동(정지윤)

한문학 - 쇠퇴
 한문소설 성행  서민취향 편승 → 단편소설집 - 동패낙승, 청구야담

 중인문학 확대  풍요삼선(1857) - 유재건, 직하시사 중심

2. 예술의 새 경향

회화

17C

특징  주류-절파화풍(명), 남종화 전래

화원화  이징  안견화풍+절파화풍  인물(선승‧신선), 산수

문인화
 김명국  절파화풍 「달마도」[설중귀조도」  통신사일행 → 일본화단 영향

 조속 「계림고사」  진경산수의 선구

18C 

전기

특징  산수화의 유행, 진경산수의 발달 (←천기‧진기주의)

화원화

 의궤, 국방지도 제작에 참여 → 진경산수 발달

 정선(양반)
 진경산수화

 (북방선묘+남방묵법)
「인왕제색도」「금강전도」「압구정도」

 조선4대화가

 - 안견, 정선, 김홍도, 장승업

 김홍도(양반)  사경산수 「총석정도」「단원도」

문인화  심사정  남종산수화 「방심주산수도」「계거상락도」「소림고사도」  남종문인화 정립

18C 

후기

특징  풍속화의 유행, 조선회화사의 절정기, 서양화법 전래

문인화  조영석  인물속화 「현이도」  풍속화의 선구

화원화

 김홍도  전통속화
 밭갈이‧추수‧씨름‧서당‧집짓기‧대장간

 풍악놀이‧혼인풍속도‧소탄부인걷는남편‧빨래터
 간결‧소탈‧익살

 김득신  전통속화  김홍도+섬세

 신윤복  인물속화  단오풍경, 달밤의여인, 삼짇날, 여인도  양반‧부녀자, 감각적

서양화법  강세황  수채화+동양화 「영통골입구도」  원근법‧명암법

19C

특징  진경화풍 쇠퇴, 복고화풍 유행

문인화

 김정희  난초 「세한도」  ‘세한고절’ 관념 삽입

 대원군  난초

 전기, 신위  대나무

화원화  장승업 「홍백매병」「군마도」「호취도」「삼인문년도」

궁궐도
 동궐도, 서궐도, 경기감영도, 평양성도 

 동궐도  100여명 집단화  부감법, 평행사선 구도

민화

특징  작가미상, 파격적 구상, 화려한 색채

소재  십장생, 해‧달‧나무‧꽃‧동물‧물고기‧농경‧무속

종류  화조도, 어해도, 영묘도, 십장생도, 무속도, 책가도, 문자도



한국사 (Ⅲ) : 근현대사

 제6편. 근대사회의 발달

(1863-1909)

 1. 대원군 집권기  (1863-1873. 1882. 1894)

 2. 강화도 조약 ‧ 동도서기정책
 - 조약의 체결 (조일수호조규.1876.2.26 ~)

 - 동도서기정책

 3. 위정척사운동 ‧ 임오군란
 - 위정척사운동

 - 임오군란 (1882.6.5)

 4. 개화당 ‧ 갑신정변

 - 개화사상

 - 갑신정변 (1884.10.17) 

 - 깁신정변 이후 (친러정책, 각국 대응)

 5. 갑오동학운동 ‧ 갑오개혁
 - 갑오동학운동 (1894.2 ~ 11)

 - 갑오개혁 (1894.6 ~ 1896.2)

 6. 아관파천 ‧ 독립협회
 - 아관파천 (1896.2.11)

 - 독립협회 (1896.7.2 - 1898.12.25)

 7. 대한제국 ‧ 광무개혁  (1897 ~ 1904)

 8. 일제의 국권 침탈  ( ~ 1910)

 9. 민중의 저항 ‧ 항일의병
 - 민중의 저항

 - 항일의병

 10. 애국계몽운동

 - 정치구국운동

 - 경제구국운동

 - 교육구국운동

 - 민족문화운동

 - 국민계몽운동

 제7편. 민족운동의 전개

 1장. 일제의 식민통치

 1. 무단통치 (1910-1919)

 2. 문화정치 (1919-1936)

 3. 민족말살 (1936-1945)

 2장. 민족운동의 전개

 1. 독립운동의 성장과 3‧1운동

 - 국내 항일비밀결사

 - 해외 독립기지건설

 - 3‧1 운동

 2. 국내의 항일운동

 - 민족주의운동

 - 사회주의운동

 - 사회저항운동

 3. 국외의 항일투쟁

 - 임시정부의 구성

 - 애국지사의 활동

 - 무장독립전쟁과 민족유일당운동 

 4. 민족문화수호운동
 - 국학 운동

 - 문화 활동

 제8편. 현대사회의 전개

 1장. 해방공간의 혼란

 1. 건국준비와 해방

 2. 분단정부의 수립

 3. 한국 전쟁

 2장. 남‧북 정권의 정치
 1. 남‧북의 정치 변천

 2. 통일정책의 변화

 3장. 해방 후의 경제‧사회
 1. 경제 정책

 2. 사회개혁운동의 전개

 4장. 현대문화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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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편. 근대사회의 발달 (1863-1909)

제1절. 대원군 집권기 (1863-1873. 1882. 1894)

내정개혁

목표  세도정치모순 시정, 전제왕권강화

왕권강화

 당파초월 인재등용

 비변사 혁파  → 삼군부 부활

 법질서 정비  대전회통, 육전조례

 왕실‧국가 전례정비  종부조례, 오례편고

 서원철폐  47개소만 존속

 경복궁 중건

 군비 확장

 당백전, 원납전(기부금), 묘지림 벌목, 강제 부역동원

 결두전(삼포포량미), 4대문 통행세

삼정개혁

 전정  양전실시  은전등록, 토지겸병 방지

 군정  호포제  호당 2냥씩 균등과세 (양반-하인이름으로)

 환곡  사창제  면민 공동출자 조합

경제정책
 대토지소유 억제  토지겸병‧농민침학 조사‧처벌

 소상인활동 보호  관세징수강화, 포구세, 도고금지

의의  각종 페단의 과감한 개혁, 집권체제 안정, 부국강병강화

한계  기존 문벌의 재편성, 근대사회발전 역행(쇄국)

쇄국정책

배경

일  미일화친조약(1854): 화혼양재(문명개화론) → 메이지유신(1868): 정한론 대두

청

영  아편전쟁(1840-1842)→남경조약(1842)  홍콩할양, 5개항개항(광주‧상해‧하문‧복주‧영파)

영‧프  애로우전쟁(1856-1860)→천진(58)‧북경조약(60)  개항장추가, 공사관(북경), 포교‧통상권

러
 아이훈조약(58)  흑룡강 이북

 북경조약(60)중재  연해주 할양

 중체서용

 해국도지(1844)  위언  세계지리‧역사‧국방‧해도‧병기‧전술

 영환지략(1850)  서계여  세계지리서

 만국공법(1864)  W. Martin  

조선

 북경조약(1860) → 러시아와 접경 → 녹둔도(두만강 하구) 상실

 서울-개화사상, 지방-동학등장

 오페르트도굴사건(1868.4)

 남연군(대원군부친)묘 도굴시도  대원군과의 흥정 위해

 독일  상인 오페르트  총기획

 미국  자본가 젠킨스  자금조달

 프랑스  선교사 페튼  길안내

내용

군사강화  포대‧포수 증강, 삼수병 강화, 신식전함(←해국도지), 대포(강화도)

천주교탄압
 초기   러시아 견제위해 천주교(프랑스)에 관대

 병인사옥(1866)  프랑스와의 교섭실패, 풍양조씨(벽파) 집권

통상거부  미국
 사불호(1866.2), 서프라이즈호(1866.5)

 제너럴셔먼호(1866.7)  대동강(평양) → 교역요구난동 → 격침‧전멸(박규수)

응전

병인양요(1866.9)

 구실  병인사옥 (선교사 9인 처형)

 침입
 극동함대 로즈(Rose)

 강화읍 점령, 외규장각 약탈‧방화

 격퇴  한성근(문수산성), 양헌수(정족산성)

신미양요(1871)

 구실  제너렬셔먼호(1866.7)

 침입
 아시아함대 로저스(Rodgers)

 강화읍 점령

 격퇴  경군 어재연(광성진)

척화비건립  ‘丙寅作辛未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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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강화도조약 ‧ 동도서기정책

1. 조약의 체결

 <조일수호조규>(1876.2.26)

배경

대내적

통상개화론  박제가 → 이덕무‧이규경‧강위‧최한기 → 박규수‧오경석‧유홍기‧이유원1. 자주지방, 평등지권

2. 상호사신파견(11개월후)

3. 10년간 조선어‧한문, 이후 일본어

4. 개항장 통상‧대지‧가옥-편의대로

5. 부산 외 2개항(20개월 이내)

6. 조난시 구원‧수선

7. 연해측량허용‧지도 편제

8. 개항장 관원설치

9. 완전 자율무역

10. 일본인-일본관원 심판

11. 6월 이내 통상장정 체결

12. 영원히 준수. 변혁(X)

개화사상
 3비조: 오경석(역관), 박규수(제너럴셔먼호, 좌의정), 유홍기(한의사)

 박규수 사랑방 → 김홍집‧김윤식‧김홍집‧박영효‧홍영식‧유길준‧서광범

대원군실각  황후일족(민태호‧민규호‧민영목)-북학계승, 이유원(영상), 박규수(좌상)

대외적

일본  대만출병(1874. 군사력과시) → 운요호(1875. 발포유도)

청  일본과의 수교 권고

 <수호조규부록>(1876.8.24)
체결  강화도 연무당. 신헌-구로다(흑전)

1. 외교관 여행 자유

2. 사방 10리

3. 일본화폐 유통
성격

(주권침해)

정치적  치외법권, 연안측량, 해도작성, 조차지

군사적  군사거점(원산), 정치거점(인천)
 <통상장정>(18768.24)

1. 모든항구-쌀‧잡곡 수출

2. 항세(X)

3. 당분간 면세
경제적  무관세, 화폐유통, 강제적 자유무역

 <수호조규 속약>(1882.7.17)

결과  물가폭등 → 토지집중 심화 → 임오군란(1882), 갑오농민항쟁(1896)1. 50리 → 2년후 100리

2. 공사‧영사 여행 자유

 <조미수호통상조약>(1882.5.22)

배경

 세력균형정책  고종, 온건개화파(김홍집‧김윤식‧어윤중)

전문. 조선-청의 속방

1. 거중조정 (→을사조약시 무시)

2. 협약에 의한 최혜국대우

3. 잠정적 치외법권(법제완비시 철폐)

4. 조차지→조선영토, 아편엄금

5. 수입세: 생필품(1/10), 사치품(3/10)

6. 흉년→방곡

7. 유학생 보호‧원조

8. 영사관원 상행위(X)

9. 통상(←만국공법). 5년뒤 다시 의정

 대미인식변화
 해국도지(위언.1884)  미-공평한 나라

 조선책략(황준헌.1880)  러시아견제, 미-영토야심(X)

 미국의 노력  미의회 수교제기(1878) → 국서전달(슈벨트) → 거부 → 일 도움요청 → 일 소극적

 청의 알선‧권유  일본유구병합(1879) → 일‧러시아 견제 필요 → 수교알선

성격
 긍정적  관세자주권, 거류지 영토자주권, 잠정적 치외법권

 부정적  최혜국조항 명문화

특징  대청 속방조항
 조선  사대관계의 최대한 활용

 청  근대적 종속관계 도모

결과  미공사 푸트(1883.4) ↔ 보빙사(1883.7. 민영익‧홍영식‧서광범), 공사(1887.박정양)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1882.8.22)

배경

조선  일본 경제침투 견제, 청국 어민횡포‧밀무역 단속
전문. 속방 조선에 대한 우대, 타국균점(X)

1. 북양대신‧조선국왕 동격

2. 청 상무위원 치외법권

3. 조난 구호, 연안어획 허용

4. 상민 내지재판금지

5. 개시(책문‧회령‧의주‧혼춘)

6. 홍삼무역

7. 청 병선 왕래‧정박

8. 수정 → 북양대신‧조선국왕

청  종주권 강화

성격  사대관계 → 식민관계, 경제적 수탈 강화

결과

 정치적  청 양절체제 강요, 근대적 종속관계로 변질

경제적  청 상민횡포 → 반청감정 고조

향후  불평등조약의 시발

체결국 주선 조선대표 각국대표 체결일 비준일 비준연기사유 장소

일본 - 신헌, 윤자승 구로다(흑전) 1876.2.27 1876.3.22 강화도

미국 청 신헌, 김홍집 Shufeldt 1882.5.22 1883.5.19 인천

영국 청 민영목 Parkes 1882.6.6 1882.4.28  고율관세, 치외법권, 아편 인천

독일 청 민영목 Zappe 1882.6.28 1884.11.18  고율관세, 치외법권 인천

이탈리아 - 김병시 Ford de Luca 1884.6.26 1886.7.24 인천

러시아 독자(뭴렌도르프) 김윤식 Waeber 1884.7.7 1885.10.14 서울

프랑스 - 김만식 Cogordan 1886.6.4 1887.5.30  천주교포교(결국 승인)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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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도서기정책

개화파 등용  온건개화파 (동도서기파, 사대당, 수구당)  김윤식‧김홍집‧민영익‧박정양

수신사 파견

(일본)

 1차(1876) 김기수  일동기유  신문물 소개 (조심스레 비판)

 2차(1880) 김홍집

 조선책략(1880.황준헌)
 외교  親중국, 結일본, 聯미국 

 천주교  수용해도 무해함 → 신사척사운동(1881)

 이언(1880.정관응)
 부국강병  과학기술→산업장려, 통상장려

 만국공법  외국과 대등외교

통리기무아문

(1880-1882)

(←삼군부 폐지)

계기  청 영선사 파견문제 처리

목적  신문물 수용, 부국강병

참여  고종측근 - 민겸호‧민영익‧민치상‧조영하‧이재면‧김보현

성격  비변사와 유사. 책임자(총리대신) ← 영의정 겸직

활동  영선사‧신사유람단 파견, 별기군설치, 서양과의 수호통상 체결, 화폐제조

구성

(12사)

사대사  대청 외교 통상사  통상‧무역사무

교린사  대일, 각국 외교 변정사  국경사무, 인근국 동정

군무사  군사사무 기연사  포구 선박검사

군물사  병기제조 어학사  각국언어, 문학번역

함선사  선박‧군함제조 전선사  관리선발, 관수조달

기계사  기계제조 이용사  재정사무

재편  → 임오군란(폐지) → 민씨세력 재집권.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외아문), 통리군국사무아문(내아문)

해외시찰단 파견

신사유람단

(1881.4-1881.7)

(일본)

파견  어윤중‧박정양 등 12반(12사) 책임자, 수행원 60여명

결과

 유학생 파견  유길준, 윤치호

 기술습득  별군관 임태경 - 동제련‧가죽제조

 사찰보고서

 견문사견록
 → 지식인 사이 개화사상 확산 → 개화상소(지석영)

영선사

(1881.9-1882.10)

(청)

파견  김윤식(영선사), 어윤중, 공학도‧장인 38명

결과

 과학기술도입  과학기술의 체계적 학습‧도입, 서양기계‧기술서적 대량도입

 공학도 파견  천진기기국 - 과학기술‧병기제조술 학습

 기기창 건립  최초 근대 병기공장

보빙사

(1883)

(미국)

파견
 민영익(정사)  유길준(잔류-유학‧단발1호), 서광범, 변수  대서양 - 최초 세계일주

 홍영식(부사)  현흥택, 최경석, 고영철  태평양 - 즉시 귀국

결과

 교사 초빙  (1886.7) 교사, 고문관, 군사교관 도착

 영농기술 도입  농무목축시험장(최경석)

 우편제도 도입  우정국(홍영식)

군제 개편

2영  무위영, 장어영  → 친군영‧4영(1884)

교련병대  (별기군) 400명  군무사 소속. 교관-호리모토. 양반사관생도(100) + 일반군졸(300)

연무공원  사관양성학교  미 군사교관

기구 설치

기무처(1882)  군국기무정책 의결기관 →폐지(1884) → 군국기무처(1894)

감생청(1882)  임시 행정개혁기구

해관설치(1882)  부산‧원산‧인천
청  외국인 세무사 임명. 총세무사(뭴렌도르프)

조선  감리서 설치. 감리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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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위정척사운동 ‧ 임오군란

1. 위정척사운동

특징

주도  보수적 유생

대상  청  =>  청‧서양(천주교)  =>  청‧서양‧일본(개항)

중심  이항로‧기정진 → 최익현‧김평묵 → 유인석

주장

 내수‧결인심  동도서기의 부정, 과학기술: ‘교활한 손장난’

 경제‧문화적 파멸  대외개방의 폐혜 인식

 대청 중립외교  

전개

1860년대

이항로

(1792-1868)

 위정척사이념 구축 → 김평묵‧최익현

 저서  화서아언, 주자대전차의집, 벽사록변

 주장

 내수외양론  존체통, 개언로, 선무비, 용덕인

 주전론  의병+관군 → 외적에 대항

 통상반대  공산품(사치품) : 농산물(필수품),  교역 → 경제파탄

기정진

(1798-1879)

 독자적 이념 정립

 척사소 (6개조. 1조-양물금단론)

 호남지역 위정척사‧의병운동에 영향

1870년대 최익현

강화도조약
5불가소

(지부복궐소)

 외세 침략 → 주권위기

 사치품 유입 → 전통산업 파괴 (←이항로)

 왜양일체. 천주교확산 → 전통의례 위기

 재산‧부녀자 약탈

 일본=금수 → 문화위기 

을미개혁  단발령 반대

을사조약  포고팔도사민 격문

신사척사

(1881)

유원식(1880)  척사소  최초

이만손  만인소(영남유생)  조선책략 비판  이만손 유배

홍재학  만인척사소  고종정책 비판  홍재학 참형, 김평묵(대필) 유배

2. 임오군란 (1882.6.5)

배경

개화‧척사 대립  민씨수구파 ↔ 대원군수구파

민씨수구파 전횡  매관매직, 농민수탈, 국가재정 바닥

반정부 분위기  쌀값 폭등 → 도시민‧농민 경제적 압박

발단 도봉소사건(1882.6.5)  신식군(별기군) - 구식군(훈련도감-무위영) 차별대우

경과

 - 구식군대 → 민씨일파 공격(6.9)

 - 시민가담 → 일 공사관 습격. 호리모토 살해 → 궁궐침입 → 대원군 정권위임

 - 대원군 재집권 → 신제도(2영‧통리기무아문) 철폐 → 구제도 복구(5군영 등)

 - 고종 청군파견 요청 → 청군 3,000 파견 → 대원군 압송(7.13)  

 - 조‧일 제물포조약(7.17) → 민비황궁(8.1) → 척화비 철거(8.5)

 - 조‧청 수륙무역장정(8.23)

 <제물포조약>(1882.7.17)

1. 20일 내 흉도 포획

2. 일본관리 장례 후하게

3. →유족 보상금 5만원

4. →일본 배상금 50만원

5. 공사관 군대주둔

6. 사죄사절 파견

결과

일본
정치적 후퇴  중립화론 제기(벨기에식)

사죄사절  박영효(정사), 김만식(부사). 태극기 사용

청
청군 상주  원세개, 오장경

고문 파견  마건충(외교), 하트(영 세관), 뭴렌도르프(독 총세무사‧외무협판)

조선

민씨정권

(친청정책)

 온건개화파(사대당) 집권

 관제개편

 (중국식)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외아문  외교‧통상  동문사(사대사‧교린사), 혜상공국(보부상)

 통리군국사무아문  내아문  군무‧내무

 군제개편  친군영‧4영(전후좌우)  원세개 병권장악, 청국식 훈련

개화파 분열

온건개화파(수구당‧사대당) 급진개화파(개화당‧독립당)

김홍집‧김윤식‧어윤중‧민승호‧민영익‧박정양  김옥균‧박영효‧홍영식‧서광범‧서재필

동도서기 (←청 양무운동) 변법자강 (←일 명치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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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개화당 ‧ 갑신정변 (1884)

1. 개화사상

서적

국외

역사‧지리  해국도지(1844.위언), 영환지략(1850.서계여), 지구설략(1886), 보법전기(1872)

자연과학  격물입문(1866), 박물신편(1855)

법률  만국공법(1864.Martin)

정치  조선책fir(1880.황준헌), 이언(1880.정관응), 흥아회잡사시(일1880.아시아연대론)

국내

최한기  지구전요(1857): 해국도지‧영환지략 정리

김옥균  기화군사, 치도약론(1882)

박영효  건백서(1888), 사화기략

형성

1860 3비조

오경석(1831-1879)  역관  해국도지‧영환지략‧박물신편 등 구입‧전래

박규수(1807-1876)
 제너럴셔먼호

 청 사신, 좌의정

→ 수구  김홍집, 김윤식, 유길준

→ 개혁  김옥균, 박영효, 박영교, 홍영식, 서광범

유홍기(1831-1884)  한의사‧불교  박규수사후 개화파지도 → 불교승려 이동인‧탁정식

1870 비밀결사 충의계(1878)

주도  김옥균

참여  양반관료층, 중인층, 상인, 내시, 궁녀 등 다양

활동  이동인 일 파견(1879)

1880 정권참여 동도서기파 활동  유학생파견, 계몽활동(한성순보)

활동

기구설치  박문국(한성순보)‧전환국(신식화폐)‧기기국(병기)‧우정국(실시-1895)‧직조국‧전운국(기선)‧이운사(관민합작세곡운반)

농업기술  농무목축시험장(최경환), 농정신편(안종수), 농정촬요(정병하)

경제정책
지주제합법화  요호부민보호 → 지주자본 → 상업발전

회사제도  주식회사‧합자회사 → 민간자본육성

분열

발단  박규수 사후(1876) 의견대립 → 임오군란(1882) 이후 분열

의견대립  '西道‘를 언제‧어느정도 인정할 것인가

구분

온건개화파(사대당‧수구당‧동도서기파) 급진개화파(독립당‧개화당‧변법자강파)

전‧현직 관료 중심 서울 양반청년 중심

김홍집‧김윤식‧민영익‧박정양‧어윤중 김옥균‧박영효‧홍영식‧서광범‧윤치호‧서재필

2. 갑신정변 (1884.10.17)

배경

민비수구파와의 경쟁  개화당 패배

청의 개화당 탄압  개화당 축출  <혁신정강14개조> - 갑신일록

일본의 원조약속  청에대한 열세 만회
1. 대원군, 귀국, 조공 폐지

2. 문벌 폐지, 인재등용

3. 지조법 개혁

4. 내시부 폐지

5. 탐관오리 처벌

6. 환곡 폐지

7. 규장각 폐지

8. 순사제 도입

9. 혜상공국 혁파

10. 죄인 재조사‧석방

11. 4영→1영, 정예→근위대

12. 재정 호조 단일화

13. 정무 당상관의정부회의 의결‧공포

14. 의정부‧6조 기관 정비

청‧프전쟁(1884.7)  청군 일부 → 베트남

과정

1단계 정변  우정국 개국 축하연. 민씨수구파 축출. 국왕 → 경운궁 유패

2단계 정권장악  연합정권(대원군수구파, 종친, 온건개화파). 혁신정강14개조 발표

3단계 청군개입

사살  박영교

처형  홍영식

망명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실패
일본군 철수  ← 청군의 신속개입

시민층 지지(X)  개화파‧일본에 적대감(←개항후 민폐 극심), 매국행위(←일본군 동원)

의의

정치  사대관계 청산, 내각중심 국정운영, 국왕전제‧척족간섭 차단

군사  자주적 근대군 양성 강조

경제
 특권상업폐지, 지주제 안정 → 상공업 육성

 세입‧세출 단일호, 조세제도 개혁

사회  문벌폐지, 정치참여기회 확대

문화  양반귀족문화 청산

계승
독립  → 독립협회‧만민공동회, 애국계몽운동

혁신  → 갑오개혁

결과

 <한성조약>(1884.11) : 조선 - 일본 배상문제  <천진조약>(1885.3) : 청 - 일본 (영 공사 파크스 중재)

1. 사죄국서 1. 4개월 이내 동시 철병

2. 위로금 11만원 2. 제3국 무관 파견

3. 이소바야시 대위 살해범 처단 3. 출병시 상호 조회, 잔류(X)

4. 공사관 신축비 2만원
결과  일본 열세 만회, 원세개 재파견

5. 영사 부대지 책정

내무부(1885-1894) 설치  국정전반 안건 처리, 개화‧자강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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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갑신정변 이후 (친러정책-각국 대응)

러시아 남하정책

배경
 청의 내정간섭 → 민씨정권 반발

 러 공사 ‘Weaber' 의 외교 수완

경과

 조러수호통상조약(1884.7)  김윤식 - Weaber

 조러밀약시도(1884.12, 1885.6)  민영환, 권동수, 뭴렌도르프 - 러 관리

 조러육로통상조약(1888)  부산‧원산‧인천‧경성‧경흥(조차지) 개방, 두만강 자유항행

영국
거제도 점령 배경  러시아 남하 → 영 블라디보스톡 공격 결정 → 공격기지 건설(해밀턴 항)

(1885-1887) 철수  청‧러 천진협정(1886.10)  이홍장 - 라디겐스키. 청의 조선 종주권 인정

일본  이홍장에게 8개조 조선정치개혁안 제시(1885.5.8)  뭴렌도르프교체(5조), 주한청관교체(6조) 실현

청

대원군 송환  → 민씨세력 견제

원세개 재파견  정치‧경제적 적극책 → 청일전쟁(1894.6) 유발

뭴렌도르프 교체  →데니(청한론): 청의 고종폐위음모 고발

해관사무 장악  조선 감리 완전 배제

중립화론

부들러(독)  스위스 식

유길준  벨기에‧불가리아 식

김옥균  → 청 이홍장. 공개서한

경제침략

일본
해상무역 장악  청과의 청과의 경쟁 심화 <청‧일의 경제지배>

제일은행 진출  일본화폐 유통, 해관세 취급 특권 1885 1892

청
내지무역 장악  갑신정변이후 가속화  (청  :  일) (청  : 일)

전국적 상권 확립  정치적 영향력, 금융지원 19  :  81 45  :  55

결과
쌀값 폭등  토지집중 가속화, 대다수 농민 몰락

영국제 면포 유입  직물업 괴멸

저항

관세부과  부산 도모포 해관수세사건(1878. 최초)

방곡령

(→ 11만원 배상금)

1889.5 황해도 관찰사 조병철

1889.10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  정부의 해제 명령 거부 → 강원도 전임

제주민란(1891) 조‧일 어로협정(1883)  → 일본어민 포획 극심 → 제주근해 출어금지 요구



- 7 -

제5절. 갑오동학운동 ‧ 갑오개혁 (1894)

1. 갑오동학운동

시대배경

경제적 위기

재정제도 파탄  관리 착복, 무명잡세 신설, 악화(당오전) 발행

자연재해  흉년, 전염병

지방관 수탈  감관(궁방전 관리) 농간, 균전사 농간, 균전세 징수, 전운사(전운국) 탐학, 수세‧대동세 부당징수

지주제 강화  쌀값‧토지가격 급등

일본 경제침탈  호남지방 집중적

동학 확산
평등사상  농민 요구와 부합

교단 조직  대도소 - 포 - 접. 농민세력 규합

발단

교조신원운동

(동학상층부)

- 북접(온건)

목적  최제우(1864 처형) 신원(伸寃) → 동학 합법적 공인

1차  공주(1892.10), 삼례집회(1892.11)  손천민  교조신원‧탄압금지  조병식(충청관찰사) - 탄압금지약속

2차  서울복합상소(1893.3)  손병희  교조신원‧외국인철수  강제 해산

3차  보은집회(1893.4)  척왜양창의  강제 해산

금구집회 목적  보은집회 → 정치집회화 → 상경투쟁 계획 → 북접의 제지

- 남접(강경) 주도  전봉준‧황하일

북접‧남접 갈등

북접 (동학상층부. 온건) 남접 (동학소장파. 강경)

몰락양반, 재력가  동학합법화 → 처지 개선 빈농, 소상인층  정치투쟁, 반봉건‧반외세 투쟁

최시형‧손병희‧손천민 전봉준‧황하일‧손화중‧서장옥‧김개남‧오지영

전개

1기 고부민란(1894.2)
발단  고부 군수 조병갑 횡포  만속보 수제 강제 징수

전개  전봉준 관아습격 → 13개 요구사항(탐학시정, 외국상인 침투금지 등)

2기 무장봉기(1894.3) 발단  고부 안핵사 이용태 횡포

지도부  전봉준(호남창의대장) - 손화중‧김개남(총관령) - 오지영(총참모) <4대명의>

목표
재폭구민  탐관오리 제거1.학살‧파괴(X)

2.충‧효→안민

3.척왜→왕권안정

4.상경→권귀처단 보국안민  외국상인 시장혼란 제거

 <강령12조>

전개

 고부점령(1894.3)
1.살상→참형

2.부호배 엄징

3.군안 소각

4.두레 장려

5.토지 평균분작

6.백정→갓

6.탐관 제거

7.유림‧양반 토벌

8.노비문서 소각

9.무명잡세 폐지

10.외적내통 참형

11.공‧사채 무효

 백산집결(18943)  호남창의대장소 설치, 격문‧4대명의‧강령12조

 황토현 전투(1894.4.7)  전주 감영군 격파 ← 전라감사 김문현

 장성 황룡촌(1894.4.23)  경군 격파 ← 초토사 홍계훈

 전주성 점령(1894.4.27)  폐정개혁안(27개조) 제시

 청군 차병안(1894.4)  고종제기 → 다수동의. 김병시 등 반대 <전주화약 >- 초토사홍계훈

 청군 상륙(1894.5.5)  아산만1.결작 경감

2.균전사 폐지

3.미곡유출 금지

4.잡세 폐지

5.대원군 옹립

6.전운소 폐지

7.고리대 금지

8.외국상-내지(X)

9.탐관 제거

10.동학교도 복권

 일본군 상륙(1894.5.6)  인천

 전주화약(1894.5.8)  고종 지시 → 초토사 홍계훈 (비공식) 수락 → 자진 해산

 일본군 도성침입(1894.5.10)  무방비 ← 경군 모두 남하

3기 폐정개혁(1894.7) 원인  정부 전주화약 불이행  직접 개혁 착수

 <폐정개혁12개조>

경과

 집강소 설치(1894.6)  전라 53개군
1.민‧관 협력

2.횡포부호엄징

3.노비문서소각

4.과부재가허용

5.지벌타파

6.공‧사채무효

7.탐관엄징

8.불량유림엄징

9.천민차별(X)

10.무명잡세폐지

11.왜 소통 엄징

12.토지평균분작

 일본 경복궁점령(1894.6.21)

 아산해전(1894.6.23)  일본의 선제공격 → 청‧일전쟁 발발

 폐정개혁안 합의(1894.7.6)  전주회담. 전라감사 김학진 - 전봉준

4기
전국적 봉기(1894.9)

 - 남접+북접(손병희)

발단  일본 내정간섭 강화

목표  척왜 → 왕권 재확립  ← 김학진 협조

전개

 남‧북접 집결(1894.9)  논산 ← 삼례(남접)‧청산(북접)

 공주 우금치(1894.11.8)  패전 → 논산

 논산 황화대(1894.11.15)  → 금구‧원평‧구미단(11.25) → ... 일본군 화력에 밀려 패배

실패원인  일본군 압도적 화력, 친일개화파‧양반유생층의 탄압

의의 갑오개혁의 계기 마련  → 신분차별 폐지, 과부재가, ...

한계 유교적 보국 안민  양반제 완전철페(X), 국왕‧양반중심 봉건제도 자체 부정(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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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갑오개혁

시대배경
 일본의 개혁강요  전주화약(1894.5.8) → 주둔명분 상실 → 새로운 명분 필요

 내정개혁 불가피  개항이후 누적된 불만 → 체제전복 위기

전개

1차 김홍집 내각

(1894.6.25-1894.12.17)

-갑오정권(대원군‧김홍집)

-1차개혁(군국기무처)

-일본: 방관적

 일본의 강요
 전주화약(1894.5.8) → 서울침입(1894.5.10) → 청‧일 공동개혁제안, 청 거절

 → 호리모토, 내정개혁안 제시 → 고종, 선철수 주장

 1‧2차 노인정회의  교정청(15명 당상)창설, 조선의 독자개혁 착수

 3차 노인정 회의  일본 내정개혁 요구 정식 거부

 경복궁점령(1894.6.7)  

 청일전쟁(1894.6.23)  → 조일맹약(8.26)

 군국기무처설치(6.25)
구성  김홍집(총재), 박정양, 김윤식, 어윤중, 김가진, 유길준 등

성격  초정부적 입법의결기관. 고종‧대원군‧일본 간섭(X)

2차 김홍집 내각

(1894.12.17-1895.7.6)

-연립내각(박영효‧김홍집)

-2차개혁(일본주도)

 조선 보호국화 정책  일본내각 보호국안결정(1894.8.17)→이노우에 파견→대원군 은퇴(적손옹립계획)

 연립내각구성  박영효‧김홍집 → 군국기무처폐지(일본인고문 대체)

 일본 적극간섭  일본인고문관, 차관 300만원 약속, 홍범14조 발표 강요

 홍범14조  청 종주권 공식부인, 서구입헌주의 + 민주헌법내용 도입

 삼국간섭
 마관조약(시모노세키조약.1895.4.17) → 청 요동반도 할양 → 러‧프‧독 반발 

 일본세력 약화 → 친러파 대두(민비세력)

3차 김홍집 내각

(1895.7.7-1895.10.8)

-친러연립(정동파‧김홍집)

 친러연립내각구성  정동파(박정양‧이완용‧이범진‧윤지호) 등용

 일본의 위기의식  ← 박영효 실각(불궤음모 9.6), 훈련대 해산 통고, 반일감정고조(차관약속 불이행)

 을미사변(1895.10.8)  미우라(←이노우에). 정동파 피신(미‧러 공사관). 고종 연금

4차 김홍집 내각

(1895.10.8-1896.2.11)

-3차개혁(친일내각)

 친일내각 재수립  김홍집, 어윤중(탁지부), 유길준(내부)

 춘생문사건(1895.11.28)  정동파, 알렌(미공사), Waeber(러공사), 미선교사(언더우드‧에비슨‧헐버트‧라이)

 아관파천(1896.2.11)  정동파 내각 출범. 러‧일 세력 균형

내용

1차 개혁

정치

 내각중심 입헌군주제

 개국기년 사용  중국연호 폐지

 왕권 축소

 총리대신, 8아문(내무‧외무‧탁지‧군무‧법무‧학무‧농상무‧공무) 실권 강화 

 왕실개입 배제  의정부-궁내부 분리

 관료제 정비  삼사‧언론 폐지, 관등 축소(11품), 문무차별(X), 월봉제

사법  근대 재판제도 도입  최고법원(의금사) 설치, 고문‧연좌제 폐지

경찰  근대 경찰제도 도입  경무청(서울) 설치, 지방 확대

경제

 근대 재정체계 확립  재정 일원화(탁지아문), 은본위‧금납제, 도량형 통일, 환곡폐지, 징세사설치, 잡세폐지

 근대적 상공업 육성  6의전 도고권 폐지, 상무회의소 설립, 외자 도입계획 수립, 방곡령 금지

 신식화폐발행장정  은화(은본위제), 백동화‧적동화‧황동화(보조화폐)

사회  전통제도 관습의 개선  양천제 폐지, 문벌‧지벌 차별(X), 과부 재가허용, 조혼금지, 양자제도 개선, 의복 간소화

2차 개혁

정치

 내각기구 개편
 일본식 내각. 7부(내부‧외부‧탁지부‧군부‧법부‧학부‧농상공부)

 탁지부 - 관세사, 징세사 신설

 왕실 반발 무마
 대군주폐하

 궁내부 - 회계원(왕실경비), 내장원(왕실재산운영) 신설

 지방제도 개편  8도, 군현제 → 23부(관찰사), 337군(군수)

경제  근대 예산제도 규정  회계법, 조세법정주의

사법  사법권 독립 강화  1심(군수) - 1‧2심(지방‧개항장‧순회재판소) - 3심(고등재판소)

군사  축소 정비 → 장악  군부 - 훈련대‧신설대‧시위대

교육  교육입국조서  과거제 폐지, 소‧중‧사범‧외국어학교 등 신교육, 관비유학파견, 한글장려

<홍범14조>  1‧2차 개혁 요지

1. 청 의지(X) - 독립 기초

2. 왕실 전범 재정

3. 종친‧외척 간섭(X)

4. 왕실사무 - 국정사무 분리

5. 아문 직무‧권한 명백히

6. 조세 - 법정

7. 재정 탁지부 관할

8. 왕실경비 절약

9. 1년 회계 예정 - 재정기초 확립

10. 지방제도 개정 - 지방관 직권 제한

11. 유학생 파견

12. 장교 교육, 징병 실시 - 군제 근본 확립

13. 민‧형법 제정 - 생명‧재산 보호

14. 문벌‧지벌 타파

3차 개혁

정치  1세 1연호  1896. 건양 원년

군사  훈련대 해체  → 친위대(서울), 진위대(평양‧전주)

교육  소학교령  소학교 의무교육 지향, 관립소학교 설립 (~1905, 60여개교)

의학  종두법

사회  단발령, 양복착용, 우편제도, 태양력

의의 1차개혁안
 갑신정변(14개 혁신정강), 동학농민운동(폐정개혁안) 제한적 수용

 관등축소, 경찰제도, 재정일원화, 신분제 철폐, 과부 재가허용

한계

 지주입장 옹호  토지제도 개혁(X), 조세제도 개혁(X)

일본 간섭  국방력 약화, 화폐제 개악

극심한 반발  고종, 대원군, 빈민층, 유생, ... 총체적 불만 → 광무개혁, 만민공동회로 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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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아관파천 ‧ 독립협회 (1896)

1. 아관파천 (1896.2.11)

청일전쟁

(1894.6.23-1895.4.17)

배경  갑오정권수립(1894.6.21) → 일본군 선재공격(1894.6.23.아산전투)

결과

 <시모노세키(마관)조약>(1895.4) 이홍장-이등박문

 1. 청 - 조선독립확인, 조공‧전례 폐지

 2. 청 - 대만‧요동‧팽호도 할양

 3. 청 - 배상금 2억량

 4. 청 - 일본에 구미열강과 동등한 통상특권 부여

 5. 일본군 - 배상금 완료시까지 주둔

삼국간섭
배경  요동반도 할양  → 러시아 반발, 프(러‧프동맹), 독(러시아 시선 아시아 고정)

결과  요동반도 반환  → 국제적 위신 추락 → 친러세력 대두

을미사변 배경  친러정권 등용 → 친일세력 제거, 일본간섭 배제 시도

(1895.10.8) 결과  제4차 김홍집정권 수립 (미우라 → 고무라)

아관파천

(1896.2.11)

1차  춘생문사건(1895.11.27)  정동파, 베베르(러공사), 알렌(미공사), 미 선교사 중심

2차  아관파천(1896.2.11)  춘생문사건의 연장

결과  정동파 내각 출범  김홍집 정권 붕괴, 일본 영향력 약화 → 일‧러 협상

러‧일 협상

(1896-1898)

1차
베베르‧고무라 각서 내용  러시아‧일본군 동수 주둔

(1896.5.14) 결과  러시아‧일본의 이권침탈 각축 

2차
로마노프 비밀외교

(1896.6.9)

청  중‧러비밀군사동맹  일본침략 공동대응 (대가-동만주철도)

일  로마노프‧산현협정  러‧일 양군 완충지대

조선  민영환  조선국왕안전보장, 군사교관‧재정고문파견 (대가-한러은행)

결과  러시아의 간섭  군사권‧재정권(알렉세프)‧금융권(한러은행) 장악

3차
 니시‧로젠 협정 내용  조선내 이권 상호승인  내정간섭(X), 교관‧고문파견 사전 협의

(1898.4.25) 결과  러‧일간 세력균형 지속(~1904)

열강의 이권침탈

일본 러시아 프랑스 미‧독‧영
1876  개항장조계‧화폐유통‧무관세

1883
 해저전선(부산-시모노세키)

 연안어채‧화물운송

1886  부산절영도저탄소

1887  제주연해어채

1888  두만강운항

1891
 인천월미도저탄소

 동해포경‧창원금광
 원산저탄소

1896
 경원‧종성광산, 압록‧울릉산림

 인천월미도저탄소, 동해포경 
 경의선(→일)

[미] 경인선(→일), 운산금광

     전화‧전기‧수도

1897  부산절영도저탄소‧한러은행 [독] 당현금광

1898  경부선, 평양탄광전매

1899  경인선인수(←미)  동해포경근거지

1900  직산금광  마산조차  [영] 은산금광

1901  경기연해어업, 인삼수출독점  창성금광

1903  평양무연탄

1904  경의선 강제착공

1905  제일은행-국고관리‧화폐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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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협회 (1896.7.2 - 1898.12.25)

배경  정동파 내각  아관파천(1896.2.11) 직후의 열강침투, 사회혼란 문제에 대한 대안모색

과정  서재필 귀국(1895.12) → 독립신문 창간(1896.4.7) → 독립협회 창립(1896.7.2)

창립  독립신문건립추진위  영은문 → 독립문, 모회관 → 독립관‧독립공원

목적  관료층간 친선도모‧정보교환 → 근대적 개혁 단체

구성

 초대임원  인경수(회장), 이완용(위원장), 서재필(고문)

 지도부
 변법자강파  서재필, 윤치호, 이상재

 유교혁신파  남궁억, 정교, 나수연

 기관지
 공식  재조선독립협회보

 비공식  독립신문(변법), 황성신문(1898-)

 운영  민주적(다수결)

 조직  본회(서울) - 지회(전국13도) 

발전

1단계: 고급관료주도기

(1896.7-1897.7)

성격  관료중심 사교단체

구성  현직관료(친러‧친미‧친일 등 혼재)

대정부  우호적

2단계: 민중진출기

(1897.8 - 1898.1)

성격  개화파 전통 계승 → 입헌군주제지향, 민중계몽

구성  친미‧친일관료 (친러관료탈퇴)

전개  민중토론회(1897.8.29. ~) 매주 토론회 개최 

대정부  갈등시작

3단계: 민중주도기

(1898.2 - 1898.9)

성격  계몽적 → 정치적

구성  고급관료 대다수 탈퇴

전개

 구국선언상소문(1898.2.21)

 만민공동회(1898.3.10): 반러운동전개 

 독립신문  수구파7대신 퇴진운동, 이용익(왕실재정강화) 퇴진, 노륙법‧연좌법 부활 저지

결과
 러 - 부산절영도 조차 철회, 교관‧고문 철수, 한러은행 폐쇄

 수구파7대신 해임 → 박정양 개혁정부 수립

4단계: 의회설립추진

(1898.10 - 1898.12)

성격  관민협력 (박정양내각 협조)

전개

 관민공동회  헌의6조채택 → 고종재가

 의회설립법(1898.11.3)  중추원 신관제(관선25, 민선25) → 고종재가 → 공포(11.3)

 조병식모략(1898.11.4)  박정양내각 붕괴, 독립협회 해산령, 의회설립법 취소

 해산반대철야시위(42일간)  독립협회부설, 간부석방, 수구파‧황국협회 규탄, 의회재설립

 무력해산(1898.12.25)  ←황국협회(조병식조직)

의의  지지기반 취약성 극복, 민주주의사상 화깁, 열강침탈저지(단기적), 교육‧실업강화(장기적), 애국세력 형성

한계  하원설치(x), 동학‧의병 반대, 미‧영‧일 우호적 → 이권침탈폐혜 묵인

제7절. 대한제국 ‧ 광무개혁 (1897- )

대한제국
배경  열강의 세력균형 (러↔영‧미)

성립  광무(연호), 대한제국(국호), 대황제(←대군주), 제천단(←원구단) 황제즉위식

광무개혁

(1897-1904)

성격  점진적 개량  독립협회(급진) 탄압

기구
구본  교전소‧사례소  단발령(x), 의정부(←내각제), 음력부활, 13도(←23부)

신참  교정소  대한국제9조(1898.8.17), 형법대전

정책

대내  황제권강화
 상징적  자주독립상징물, 배외운동

 실질적  국방력, 재정력, 상공업, 양전, 금융(금본위)

대외  다변외교  열강 세력균형 이용

정치  황권강화

 <대한국제9조> - 무한권력

 1. 대한국 - 자주독립제국

 2. 정치 -  불변의 전제정

 3. 대황제 - 무한군권

6. 대황제 - 입법‧사법‧행정 전권

7. 대황제 - 행정각부 통할

9. 대황제 - 외교 전권

군사  군제개혁

 원수부. 육군헌병대  황제(대원수) - 프러시아군복‧국가(에하게르트)‧어기‧친왕기‧군기

 무관학교 설립(1898)

 군대 확충
 친위대(중앙)  확장 → 친위대‧시위대‧호위대 

 진위대(지방)  대폭 증강

경제

 양전사업

 양전  양지아문(1898)  미국인 측량기사 초빙(-1904), 전국 2/3

 지계  지계아문(1901)  강원‧충청 일부. 농지‧산림‧가옥. 외국인 발급 제한

 결과
 지세수입확보(X)  ← 결총제 모순 여전

 역둔토 강제적 국유화 → 일제 토지조사사업 단서 제공

 식산흥업정책

 시도  금본위 화폐개혁, 중앙은행 설립(이용익), 박람회 개최 (실행x : 일본 방해)

 공업  직물공장 설립, 개인회사 투자‧보조금

 기구  궁내부 산하 - 통신사‧철도국‧광학국‧평식원‧수민원‧박문원

 황실재정 강화

 전환국  왕실직속 편입(←탁지부), 백동화 남발

 내장원
 수입  잡세수취권 장악, 상납금(←독점권)

 지출  군대, 학교, 회사설립, 광제원, 의병지원, 밀사 파견

 결과  국가재정 악화, 물가폭등, 특권상업체제 복귀

교육

 신교육령  (1897.10) 소학교‧중학교‧실업학교 설립

 기술교육
 기예학교‧의학교‧상공학교‧광무학교‧전무학교‧우무학교 

 모범경작소‧공업전습소, 각종 외국어 교육기관

외교  자주외교  간도  변계경무서(1910), 북변간도관리사(이범윤.1902)

의의  황권강화 → 단기간내 급속한 근대화 성과

한계  하층민 이해와 배치, 러‧일전쟁 발발(1904.2.9) 로 개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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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일제의 국권 침탈 (~1910)

시대배경

러시아 남하
 조‧러수호통상조약(1884) - 조‧러밀약시도(1884.12, 1885.6) - 육로통상조약(1888) - 친러정권(1895.7-10) 

 - 아관파천(1896.2.11) - 요동 여순‧대련조차(1898) - 만주출병(1900) - 용암포 점령(1903.7)

일본의 대응

 1차 영일동맹(1902.1)  영-청, 일-조선 권리 상호 인정, 제3국 교전시 상호원조(→미‧영, 러일전쟁시 원조)

 대한방침결정(1903.12)  실력지배

 러일전쟁(1904.2.9)  ← 여순함대 기습공격

 포츠머드조약(1905.9.5)  사할린 할양

대한제국  국외중립선언(1904.1)  조약국 의례적 승인. 러‧일 승인(X)

국권침탈

 한일의정서(1904.2.23) - 1차한일협악(1904.8) - 카쓰라‧테프트밀약(1905.7. 필리핀‧조선) - 2차영일동맹(1905.8. 인도‧조선)

 - 포츠머드조약(1905.9) - 을사조약(1905.11) - 정미조약(1907) - 기유각서(1909.7) - 경술국치(1910.8.22)

한일의정서

(1904.2.23)

-군사기지

-군사경찰

배경  러‧일전쟁(1904.2.9) → 전략요충지‧군사상 편의

내용

(16조)

 1. 시정개선 충고

 2. 황실 안전

 3. 한국독립 보증

4. 제3국침해‧내란시 필요조치 → 전략요충지 편의적 수용

5. 협약위반금지

6. 세부사항 → 한‧일 정부 대표간 협의

결과
정치  조‧러간 모든 조약‧이권계약 폐기, 용산주차군사령부(1904.3), 군사경찰제 도입(1904.7)

경제  경부‧경의선 착공, 황무지 개척권 요구(1904.6)

1차한일협악

(1904.8.22)

-고문정치

-내정장악

배경  러일전쟁 승기, 한일의정서(1. 시정개선충고) → 고문파견

내용

 1. 일본 추천 일본인 재정고문 1인 → 업무일체 관장

 2. 일본 추천 외국인 외교고문 1인 → 업무일체 협의 

 3. 조약‧이권 체결 → 일본과 상의

결과  재정고문(메가다), 외교고문(스티븐슨), 군사고문(노즈), 학부고문(시데하라), 경찰고문(마루야마)

카쓰라‧테프트밀약

(1905.7)
내용

 1. 테프트 (필리핀→미국통치) → 카쓰라 (일본 - 필리핀 관심 x )

 2. 카쓰라 (극동문제 - 3국동맹) → 테프트 (OK)

 3. 카쓰라 (조선 - 러‧일전쟁 원인 → 완전매듭 중요) → 테프트 (OK)

포츠머드 조약
내용

 1. 일본 권리 승인

 2. 사할린 남부 할양

3. 여순‧대련 이권 양도

4. 만주철도 분할(1905.9)

을사조약

(1905.11)

-2차한일협약

-외교권

체결
찬성  이완용(학부), 권중현(농상), 이근택(군부), 이지용(내무), 박제순(외무)

반대  한규설(참정), 민영기(탁지부)

내용 외교

 1. 외교사무 → 도쿄 외무성 경유

 2. 외교조약 → 일본주관

 3. 통감 → 서울, 이사관 → 항구‧주요지역

 4. 모든 조약‧약속 → 본조약(을사조약) 내용대로 

 5. 황실 유지 보증

결과  경찰기구 강화, 지방행정장악(이사청), 농공은행(1906), 지방금융조합(1907), 광업법(0907) ...

저항

 5적암살단(나철‧오기호), 동맹휴학, 상점철시, 경운궁앞 군중시위, 의병참여

상소  이상설, 조병세, 최익현(포고팔도사민격문)

순국  민영환, 조병세, 송병선, 이상철, 이명제, 김봉학

언론  황성신문(시일야방성대곡), 대한매일신보(고종친서), 제국신문(무효주장)

고종  비준거부, 미국에 무효주장(헐버트), 헤이그 특사파견(이상설‧이준‧이휘종.1907.6)

정미조약

(1907.7)

-3차한일협약

-입법‧행정권

-차관정치

배경  고종강제퇴위(1907.7) → 순종즉위(융희)

내용

 1. 통감 → 시정개선 지휘

 2. 통감 → 법령‧행정처분 승인권

 3. 행정/사법 구별

 4. 통감 → 고급관리 임명동의

 5. 통감 추천 일본인관리 임명

 6. 통감 → 외국인관리 채용 승인권

 7. 한일협약1항(일본인재정고문1인) 폐지

결과
악법제정

1907  보안법, 신문법, 신문지규칙, 집회금지령

1908  사립학교령, 서당훈령, 학회령

1909  출판법

내각장악  전 차관 → 일본관리 임명

군대해산(1907.8.1)  박승환 자결. → 의병 합류

기유각서(1909.7)  사법청 설치  사법권‧감옥사무 박탈

경술국치

(1910.8.22)

사전준비

 러시아(1910.4), 영국(1910.5) 승인

 육군대장 데라우치 통감 임명(1910.5.30)

 병합 후의 시정방침 결정(1910.6.3)

 합방청원서 발표 ← 일진회 동원

 경찰권 박탈(1910.6.24)

조약체결

(정미‧경술7적)

 이완용(참정), 임선준(내무), 고영희(탁지부), 이병무(군무), 이재곤(학부),

 조중응(법부), 송병준(농상공부)

경제침탈

기반마련

화폐정리사업  (1905-1909) 조선화폐(X) → 일본화폐(O)

재정정리사업  호구‧토지 철저조사, 세금종목 확대

토지약탈
 토지가옥증명규칙(1906), 토지가옥전당집행규칙(1906), 토지가옥소유권증명규칙

 황무지개간규정(1906), 국유미간지이용법(1907), 삼림법(1908)

경제침투  농공은행(1906), 광업법(1907)

자본침투  정미‧담배‧성냥 등 장악

식민지운송체계  항만, 신작로, 경부선(1905.1), 마산선(1905.5), 경의선(1906.4)

조선이민권장  실업자 처리, 과잉인구 배출

전통경제몰락
면포수공업몰락  ← 면제품 역수출 ← 원료수입 ← 육지면‧양잠 강요

소상인 몰락  ← 각종잡세수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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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절. 민중의 저항 ‧ 항일의병

1. 민중의 저항

노동자

광산  영국-은산(1900), 독일-당현(1901), 일본-직산(1901)

철도  경기 시흥, 황해 곡산(1904)

부두  목포부두 동맹파업(1898-1903)

농민

동학당 지역  황해, 소백 일대

영학당

(1898-1899)

지역  전라 일대

주도  이화삼 (←만민공동화)

조직  동학 남접 잔존세력

주장  균전 혁파

활동  고부 → 흥덕 → 광주 → 전주 → 고창(패배)

남학당

(1898)

지역  제주도

주도  방성칠

배경  탐관수탈(화전세 과다징수), 일본 곡물유출

주장  중앙정부와 분리

이재수 난 지역  제주도

(1901) 배경  왕실수탈, 일번어선 포획, 프랑스선교사 강압적 선교

활빈당운동

(1900-1905)

(농민+화적단)

지역  한강이남(경기‧충청‧전라‧경상) → 전국

구성  동학잔존세력, 전기의병세력 등 개항이후 몰락한 대부분 계층

활동  양반‧부호‧관청‧외국인 습격

목표

 민권‧평등‧균산

 <대한사민논설13조> (황성신문.1900.10.8)

 1. 요순공명의 효제안민대법을 간언

 2. 왕실 검소

 3. 정법시행 간언

 4. 백성 → 문권 추천

 5. 방곡령

 6. 외국상인 엄금

 7. 행상세 폐지

8. 금광채굴 금지

9. 사전혁파 → 균전실시

10. 곡가 안정

11. 악형 혁파

12. 도우 엄금 → 농사 도움

13. 철도부설 불허

계승  → 신돌석 ‘의진’

2. 항일의병

1기
을미의병

(1895)

시작  경복궁점령(1894.6)  안동 서상철(1894.8), 평안 김원교(1895.7)

확대  을미사변‧단발령(1895.10)  전국 - 유인석‧서상렬(제천), 이소응(춘천), 민용호(강릉), 기우만(장성)

주요의병

 유인석(제천‧백두산)  격고팔도별읍. 처의삼사(화맥‧수화어신)

 이강년(문경)  무과출신, 구식군 맹장 → 호서창의대장

 곽종석(산청)  만국공법 격문‧문서에 인용

 허위(선산)  → 군사장

주도  척사적‧근왕적 유생중심

특징  전투력 부족  농민호응 부족 ← 유생중심

2기
을사‧병오의병

(1905-06)

시작  러일전쟁(1904)  허위 격문발표(1904), 원주 원용팔부대(1905.9)

확대  을사조약(1905.11)  전국 - 최익현‧임병찬(태인), 이진룡(황해), 신돌석(태백산), 이세영‧안병찬(홍주)

주요의병

 민종식(충남 정산)  을사조약 → 낙향‧거병 → 홍주성 합세

 정환직‧정용기 부자  고종밀칙 → 산남창의진(경상 영천)

 신돌석(1906.3)  일월산‧태백산

 최익현((1906.4)  전북 태인. 포고팔도사민(오적처단‧관민합동‧외물배척)

주도  유생, 전직관리, 평민 등 다양화

특징  전투능력 확보  농민호응 (국권회복 명분)

3기
정미의병

(1907)

분기점  고종 강제퇴위(1907.7)  병오의병의 연장 → 전면전

전술강화  군대해산(1907.8)  원주진위대(민긍호), 강화분견대(유명국) 등

연합전선
서울진공 시도

(경기 양주 집결)

 총대장 이인영(참형)  군사장 허위(옥사)  경기‧황해 권중희

 관서 방안관  관동 민긍호(전사)  관북 정봉준

 호서 이강년(참형)  호남 문태수  영남 박정빈

연합부대

전라  전해산, 심남일

함경  홍범도부대 → 만주‧연해주

평안  채응언부대 (~1914)

의병기지
중‧북부  → 간도‧연해주  유인석(통화‧집안), 이진룡(장백), 조채준(환인), 홍범도(장백)

남부  → 지리산‧해안 도서

암살
 장인환‧전명운(1908.3)  샌프란시스코. 스티븐슨(을사조약시 외교고문)

 안중군(1909.10)  하얼빈. 이등박문

특징  전면적 항일전, 신분질서요구(X), 유격전화, 전라지역 가장 치열

남한대토벌

(1909.9~)

대상
1909  전라도 전역

1910  경북‧황해 확대

결과 국내활동 종말  채응언체포(1914), 독립의군부(임병찬) 발각(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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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절. 애국계몽운동

발단
사회진화론

(스펜서)

수용  1880~90년대  양계초「음방신문집」  유학생‧독립협회 중심

논의  1900년대

내용  강자의 논리. 약자→강자 이론

성격 점진적 자강독립론

실력양성  ← 사회진화론

비판
 외교독립론  타율성 비판

 의병전쟁  무모함 비판

유형

정치구국운동  정치개혁, 을사조약반대, 고종양위반대, 합병반대

교육구국운동  근대학교, 교과서, 의무교육, 실업‧상무장려

국민계몽운동  신문‧잡지, 강연‧토론회

경제구국운동  황무지개간반대, 토지침탈반대, 국채보상운동, 민족경제건설

민족문화운동  국어국문진흥, 국사교육강화, 민족종교운동

한계 사회진화론
긍정적  자강 인식

부정적  패배주의 → 침략성 부정(X) → 항일성 결여 → 문화‧계몽 수준에 그침

분화

독립준비론 절대독립론

실천방식 무실역행, 선실력 후독립 선독립 후실력

주류 변법자강 계승. 독립협회, 유학생 출신 의병 계승. 혁신유학자 출신

단체 일진회, 대한자강회, 대한협회 신민회(독립전쟁준비론)

1. 정치구국운동

보안회

(1904.7)

배경  산림‧황무지 개척권 요구

주도  송수만, 심상진 

조직  유생, 전직관리, 기독교도 등

활동
 반대여론 유도

 농광회사 설립(1904.7.11) → 특허요청 → 일제 요구 철회 → 농광회사 해체(1904.8.10)

해산  일제 압력

대한협동회

(1904.9)

주도  이준(보안회 도총무)

조직  이상설(회장), 이준(부회장→회장), 정운복(총무), 이상제(평의장), 이동휘(서무), 이승만(편집), 허위(재무), 양기탁(지방)

활동  황무지 개간권 반대운동 지속

해산  유신회(송병준)와 투쟁 → 일제 탄압

공진회

(1904.12)

배경  일진회(1904.10) ← 유신회(송병준) + 진보회(이용구)

조직  황실지원. 보부상 + 독립협회 출신

목표  일진회 타도

해산  일본군 개입(1905.1)

헌정연구회

(1905.5)

주도  이준, 윤효정

조직  공진회 계승(보부상 제외)

강령

 - 제왕의 권위는 헌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존중할 것

 - 정부의 명령은 법률 규칙에 정해진 바에 따라 복종할 것

 - 국민의 권리는 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라 자유로이 행사할 것

주장  입헌군주제 개혁

신민회

(1907.4-1911.1)

-비밀결사

배경  보안법‧집시법‧신문법(1907)

활동  을사조약 반대, 반일 계몽 발기  안창호

해산  일진회에 대항 → 통감부 해산명령 지도부  양기탁(총감독)‧이동녕(총서기)‧안창호(집행원)

대한자강회

(1906.4-1907.8)

창립  윤효정, 장지연, 심의섭

연합

조직

대한매일계열  양기탁, 신채호

주축  헌정연구회 + 사회‧언론기관 상동교회  김구, 이동녕

참여  전국적, 전계층. 전국 25개 지회 공립협회  안창호

활동  실력양성, 대중계몽(월보발행, 강연회 개최) 무관출신  이동휘, 이갑, 노백린

한계  고문 오가키(아시아연대론) → ‘준법활동’ 민족자본  이승훈

해체  고종양위‧정미조약 반대 → 보안법(1907)적용

목표

정체  입헌공화제

대한협회

(1907.11)

-독립준비론

창립  대한자강회 + 천도교

강령

 1. 민족의식‧독립사상 고취

 2. 동지발견‧민족역량 축적

 3. 상공업기관→단체재정‧국민부력 증진

 4. 청소년교육진흥

지도부  회장(남궁억→김가진→윤효정) 부회장(오세창)

강령  교육‧산업‧민권

활동
교육  학교, 교육연설, 대한민보

산업  실업부

방향
표면  합법적 실력양성운동

한계  친일경향 지도부 (김가진‧윤효정‧오세창)
내면  독립기지건설, 군사력 양성

실력

양성

학생회  청년학우회(합법), 대동청년회(비밀)

계몽  대한매일신보, 소년, 조선광문회

교육  대성학교(평양), 오산학교(정주)

경제  자기회사(재원), 태국서관(사업연락)

무관

학교

이시영  서간도 삼원보, 신흥무관학교

이동휘  라자구 대순자, 동림무관학교

이상설‧이갑  밀산부 한흥동, 밀산무관학교

해체  105인사건(1911)  ← 총독모살미수사건 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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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구국운동

회사의 설립

배경  외국상인 침투, 국내자본형성, 회사제도 소개

1880  대동상회(동업조합) ~ 장통회사(주식회사 형태)

1890  정부 식산흥업  조선유기상회, 대한직조장, 종로직조사, 연초‧사기공장

민족계 은행

배경  일본금융침투

 제일은행

 사설(1876), 국립(1898)  주요도서지점설치

 제일은행권 발행(1902)

 국고금 취급(1904)

 농공은행(1906)  일본상인침투에 일조

 한국은행(1909)  제일은행업무 이관 (→조선은행.1910)

자본  관료자본 + 상업자본

민족계

 조선은행(1896-1900)  최초. 국고수납

 한성은행(1897)  (→조흥은행.1943)

 한일은행(1906)  ← 서울 조선인상업회의소

국채보상운동

(1907-1908)

배경  일본의 차관공세(재정고문 메가다): 30만원 + 300만원

전개

 대구 국채보상기성회(1907.2.6)  대구광문사 부사장 서상돈(발의), 사장 김광재

 대한매일 취지문(1907.2.21)

 서울 국채보상기성회(1907.2.22)  본격화

참여  대한매일, 황성신문, 제국신문, 만세보.   고급관료‧부유층(X)

모금  20만원(1907.5) → 총감부 압수(1910)

방해  베델(대한매일) 추방공작, 양기탁(모금총책임) 구속

3. 교육구국운동

근대학교

 원산학사(1883)  최초 근대 사립  근대학문‧무술  ← 지방민 요청

 동문학(1883)  최초 근대 공립  영어  ← 뮐렌도르프 건의. 통리교섭통상아문 부속

 육영공원(1886)  현직관료 자제  수학‧자연과학‧역사‧정치학  헐버트 등 초빙

 한성외국어학교(1894)  1차갑오개혁  영‧노‧불‧일어

교육제도

 학부아문(1894)  1차갑오개혁  교육관련 사무 전담

 교육입국조서(1895)  2차갑오개혁  신교육실시 천명. 각급관립학교 설치

 소학교령(1895)  3차을미개혁  6년제 의무교육 지향

민족 사학

초기

 전직관리, 지역유지

1896 중교의숙  민영기

1898 흥화학교  민영환

1899 점진학교  안창호

중기

 국민교육회

1905 서울 보성학교 이용익 1906 북간도 서전서숙 이상설

1905 서울 양정의숙 엄주익 1907 평양 대성학교 안창호

1905 서울 휘문의숙 민영휘 1907 정주 오산학교 이승훈

1905 서울 숙명여학교 엄귀비 1907 서간도 신흥학교 이시영

1906 서울 진명여학교 엄귀비 1908 서울 동덕여의숙 ?

4. 민족문화운동

국한문체 보급

유길준  서유견문(1899)

교과서  갑오개혁 이후 관립학교

신문  황성신문(1898-1910), 대한매일(1904-1910), 만세보(1906-?)

한글연구

신문  독립신문(1896-1899), 제국신문(1898-1910)

연구

국문연구소(1907)

(학부 내)

동기  지석영의 신정국문(1905)에 대한 반대의견 상당

위원  윤치호(위원장), 주시경, 지석영, 이능화, 최광옥 등

발전  조선어연구회(1921) → 조선어학회(1931-1942) → 한글학회(1949~)

문법서 연구

동기  국한문체 보급 확대 → 국문표기 통일 필요성

유길준  조선문전(1895) → 출간(대한문전.1909)

이봉운  국문정리(1897)

지석영  신정국문(1905) - 최초 공식 국문 통일안.  ‘ ’ 없애고 ‘ㅢ’ 추가

주시경

 국문동식회(1896.독립신문내), 국어연구학회(1908)

 대한국어문법(1906), 국어문전음학, 국문초학(1909), 국어문법(1910)

 말의소리(1914)  세계 최초 구조언어학 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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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연구

 개화기  안종화. 동사취요

개혁기

(1894-1903)

특징

신사체  안정복. 동사강목 내용 → 서양식으로 축약

교과서위주  국한문 교과서

화이사상 극복  조선건국기원 사용

식민사학 영향  임나일본부, 신공왕후 신라정벌 인정 

교과서

학부아문  조선역대사략, 조선역사, 조선약사

(편사국)  참여: 현채, 김택영, 장지연

독립협회  대동역사(최경환‧정교)  문제점: 기자위조족보 인용, 한‧일공동운명체론

계몽기

(1904-1910)

특징  단군기원 사용, 사회진화론 + 국학사상 반영 

저서

박은식

(1859-1925)

민족영웅전  이충무공순신전, 김유신전, 천개소문전

건국영웅전  서사건국지(번역), 발해태조건국지, 몽배금태조, 동명왕실기

독립운동  안의사중근전, 이준전, 한국독립운동지혈사(1920)

유학  명림답부전, 왕양명실기, 유교구신론

민족사관  한국통사(1914)

신채호

초기-영웅사관  이태리건국삼걸전(번역), 성웅이순신전, 을지문덕전, 최도통전

후기-민족사관
 독사신론(1908)   근대민족사학 효시

 조선상고사(1925.아‧비아), 조선상고문화사, 조선사연구초(1925.낭가사상)

현채  유년필독, 동국사략(중등교과서, 최초 국한문 통사)

장지연  대한신지지, 대한강역고, 조선유교연원, 백두산정계비고, 대한최근사

황현  매천야록(고종~1910)

황의돈  대동청사(1909)  통사서술 → 근대사학 성립

5. 국민계몽운동

민족신문

 한성순보(1883-1884)  순보  박문국  민영목  순한문  최초 신문. 관보

 한성주보(1886-1888)  주보  박문국  김윤식  한문‧국한문‧국문  최초 국문사용

 독립신문(1896.4.7-1899)  격일→일간  서재필  한글(3), 영문(1)  최초 민간신문. 독립협회 비공식기관지

 매일신문(1898.4.9-?)  일간  협성회  양흥묵  국한문  최초 일간신문. 배제학당 협성회 출간

 제국신문(1898.8.10-1910.3.31)  일간  이종일  순국문  최초 순국문. 편집-이승만‧유영석

 황성신문(1898-1910)  → 한성신문(1910)  남궁억  국한문  독립협회비공식. 장지연‧박은식‧신채호

 대한매일신보(1904-1910)  → 매일신문(1910)  양기탁‧베델  국문→국한문(05)  최대발행부수. 신민회 기관지

 만세보(1906-?)    오세창‧권동진  국한문  천도교 기관지

 경향신문(1906.10.19~)  순한글  천주교 기관지

 대한민보(1909-1910)  오세창‧장효은  대한협회 기관지

(친일신문)
 한성신보(1895.일본인), 국민신보(1906.일진회), 대한신문(1909.이완용), 대동일보(1909)

 시사신문(1910), 매일신문(1910), 한성신문(1910)

종교

천주교
 지역  서울‧경기

<친일단체>
 활동  고아원‧양로원, 교육‧언론(경향신문)

개신교

 전래  장로교(알렌.1884, 언더우드.1885), 감리교(아펜젤러.1885)

 동양전도관 지역  서북지역. 상인 청년층

 활동  교육‧의료‧출판. 황성기독청년회(1903.10)→YMCA

천도교
 개편  손병희(1905)

 시천교(이용구)
 활동  보성사, 보성학교, 만세보

유교
 특징  유교개혁 주장, 양명학 도입

 대동학회(이완용)
 학자  김택영(학부), 박은식(왕양명실기‧유교구신론), 정인보(양명학연론)

불교

 포교  포교자유 허용(1889)

 본원사 변질  국사원 관리규칙(1906). 친일승 이회광

 한용운  조선불교유신론(1913), 미신적 요소제거, 근대화운동(학교‧병원), 교세확장

대종교
 창시  나철‧오기호 (단군교.1909 → 대종교.1910)

-
 지역  → 만주(2대 김교현), 간도‧연해주 항일운동 전개

근대문명수용

출판  광인사(1884.02)  최초 민간 출판사

통신

 전신
청  서울-인천(1885)

정부  서울-의주(1885), 서울-부산(1888), 서울-원산(1891)

 전화
최초  경복궁(1889) → 서울-인천

통신원  서울시내 전화가설(1902)

교통
 전차

 전기  한성전기회사(1887)  황실 + 콜브란(미)  경복궁 전등

 전차  서대문-홍릉간(1898)  한‧미 합작  동양 2nd

 철도  경인선(1899.모스) → 경부‧경의(1904)

의료

 광혜원(1885)  최초 근대 병원  미 알렌. 정부 지원

 광제원(1889)  국립병원  지석영. 우두신방 출판

 세브란스병원(1904)  개인병원  신식의술, 병원제도 보급

 대한의원(1907)  국립병원  신식의료기술 보급, 의학과‧약학과‧산파‧간호과

 자혜의원(1909)  국립지방병원  전국 주요지방 설치

 우두국  국립지방병원  전국 주요지방 설치, 천연두 예방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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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편. 민족운동의 전개
제1장. 일제의 식민통치

제1절. 무단통치 (1910-1919)

정치

총독부

총독  육해군 대장출신. 일왕직속. 행정‧입법‧사법‧군사 등 절대권력 행사

행정기구

정무총감  행정사무 총지휘

5부  총무부‧내무부‧탁지부‧사법부‧농상공부

9국  검사국‧통신국‧철도국‧토지조사국‧전매국‧취조국...

치안기구
경무총감  치안 담당

헌병대  헌병 + 경찰

사법기구  법원‧검사국‧감옥. 행정부 소속

자문기구  중추원 (의장-정무총감), 취조국, 참여관..

약탈기구  철도국‧통신국‧토지조사국‧전매국‧세관‧영림창‧평양광업소‧권업모범장‧토목회의‧공업전업소

무단통치

반일세력제거
 안악사건(1910.12)  안명근-안중근 연루‧독립운동자금모금 혐의 → 신민회 160여명 검거

 109인 사건(1912)  총독모살미수(1911) 날조 → 600여명 검거 → 105인 기소(1912)

패검실시  일반관리‧교원 등

기본권 박탈

 집회단속법(1910)  단체해산(대한협회), 모든신문폐간, 출반‧발행 금지

 범죄즉결례(1910)  재판‧적법절차(X)

 조선형사령(1912)  태형부활 (~1919)

유적파괴

 경복궁 근정전(앞)  조선 총독부 건립

 창경궁 해체  → 박물관‧동식물원(창경원)

 경희궁 해체  → 경성중학교 설립

 경모궁(사도세자 사당)  → 경성대 의학부 설립

식민지 교육

 1차 조선교육령(1911)  6면1교  소학교령(6년제) 폐지 → 보통학교령(4년제)

 2차 조선교육령(1923)  3면1교  보통학교 6년, 대학설립 규정

 3차 조선교육령(1938)  1면1교  한글‧한국사(X), 황국신민서사 암송강요

경제

특징  일본시장 외채자금 중심  민간자본 - 취약(총독보호) → 유통‧가공‧고리대 등

식량공급지

기반마련

토지조사사업

(1910-1918)

-토지조사국(1910)

-토지조사령(1912)

명분  등기제 → 토지소유권 확립 → 지세 확립

방식  기한부 신고제

결과

 지세수입 증가  과세지 50% 증가

 총독부 대지주화  신고(X)‧소유주불확실 토지 모두 편입

 식민지 지주제 확립  지주 사유권만 인정, 타조(1/2)‧정조(풍흉무관)

산업침투

기반마련

회사령(1910)

-허가제

배경  민족자본성장 억제, 서양자본진출 억제

결과  일본인 기업(91%), 조선인 기업(6%)

3대금융기관

(←외채자금)

조선은행(1911)  ← 한국은행(1910)

금융부(1911)  동양척식회사 내 부설

조선식산은행(1918)  ←6개 농공은행(1906) 합병

원료공급지화

삼림령(1911) 임야조사사업(1918)  산림 1/2 점탈

어업령(1911) 기존 어업권 부인  일본인 중심 재편성

도로규칙(1911) 신작로 공사  2,700 km 도로망 완성(1917) → 일본상인 전국장악

광업령(1915) 일본광업자본 침투  일본(80%), 조선(0.3%)

제2절. 문화정치 (1919-1936)

배경 3.1운동  국제여론 악화 → 총독교체(사이토) → 문화정치 표방

목적 민족분열  친일파 육성 → 실력양성론 유도

정치

기만정치

<대외적> <실질적>

 무관총독제 → 문관총독제  실제 임명(X)

 조선인 곤리임용‧대우개선  친일파에 한정, 말단행정 참여

 언론‧집회‧결사 허용  사전검열‧허가제, 경찰 수 3배 증가

 - 신문: 조선일보‧동아일보‧시대일보‧중외일보

 - 잡지: 개벽(1910)‧신천지‧신생활‧조선지광

 - 치안유지법(1925)

 -사상범보호관찰령(1936)

 중등교육 표방 (2차조선교육령.1922)  식민교육 강화

 - 보통교육 4년→6년, 3면1교주의

 - 경성제대 설치(1924)

 - 일본어‧일본역사‧일본지리 강화

 - 식민주의 사관: 조선사편수회(1922), 청구학회

친일파 육성

<친일파양성책> <1920> <1930>

 1. 절대충성‧친일관리 강화

 2. 친일파 침투 → 친일단체화

 3. 종교단체 → 일본인고문

 4. 편의‧원조 → 친일지식인 양성

 5. 양반한량원조 → 선전‧정보수집

 6. 부호 → 노사대립인식 → 매판화

 7. 유지 회유 → 교풍회‧진흥회

 여론  교풍회‧국민협회‧대동동지회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1938)

 지주  대정친목회‧유민회 이사  김성수‧윤치호‧최린‧김활란

 유생  대동사문회‧유도진흥회 위원문화  홍난파‧유진오‧백철

 농민  조선인소작인상조회  조선사상보국연맹(1938): 유억겸‧박영희‧장덕수‧김한경

 불교  조선불교교무원 문협  이광수‧주요한‧최남선‧최재서‧노천명‧서정주‧모윤숙

 재계  상무당‧조선경제회 기독  양주삼‧홍택기 유교  조선유림연합회

자본  김연수(경성방직)‧박흥식(화신)

경제

특징  일본대장성 정책자금위주  중소자본(10%) → 경공업

산미증식

배경  일본 내 공업화 정책 → 저곡가 정책 필요

1차 (1920-26)
 방식  지주에게 토지개량사업비 저리 대출

 실패  소작료 상승 → 토지개량(X), 토지매입(O)

2차 (1926-34)
 방식  일본지주 중심 조선농회 설립(1926). 관리감독 강화

 중단  일본 내 농업공황(1934)

결과
 증산량 초과수탈  국내 식량 부족 → 만주좁쌀 수입

 식민지 지주제 절정  농민 몰락 → 소작쟁의 격화 → (형식적)농촌진흥운동(1932)

산업침투 

 회사령 폐지(1920)  신고제. 중소자본 침투 본격화

 한일관세철폐(1923)  상품시장화 고착

 부전강수력발전소(1926)  중공업투자 기반마련

 신은행령(1927)  거대자본침투 기반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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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민족말살 (1936-1945)

배경  만보산사건(1931.7. 한‧중 이간) → 만주사변(1931.9.유조구사건조작) → 미나미지로총독부임(1936) → 중일전쟁(1937.7.노구교사건)

정치

총동원체제

-국가총동원법

확대(1938.5)

 노동동원
 국민징용령(1939)  모집(1939) - 알선(1940) - 징용(1944)

 정신근로대령(1944)

 군대동원
 지원병제도(1938)  → 징병제도(1943)

 학도지원병제도(1943)

 선전사무  조선정신총동원조선동맹(1938)

말살정책

 문화말살

 신문
 무기정간  조선중앙‧동아일보(일장기삭제.1936) → 조선중앙(재정악화‧폐간.1937)

 폐간  조선일보‧동아일보(1940)

 잡지  폐간  문장‧인문평론(1941)

 한글‧한국사 금지  3차조선교육령(1938)

 학술단체 해산  진단학회‧조선어학회(1942)

 민족말살

 신사참배(1936)  1면1신사. 거부 → 폐쇄(장로교회‧숭실‧숭의학교) 

 황국신민서사(1938)  동방요배 강요

 창씨개명(1939)  1/5 거부 → 학교‧식량배급 제외

 사상통제

 사상범보호관찰령(1936)   

 정보위원회(1937)  개인정보수집

 방공협회(1938)  공산주의 박멸

 사상보국연맹(1938)  전향자 → 항일인사 회유‧탄압

 사상범예비구금령(1941)  민족운동 대대적 탄압

 경제

 병참기지화

 (농공병진)

남면북양  세계경제공황  일본방직자본가 보호

공업

 일본(정공업) - 조선(조공업) - 만주(농업)

 중화학공업  독점자본 진출 → 전산업 지배

 광업
 30년대  금광  미국수입(석유‧철‧기계) 대금

 40년대  중석철‧석탄  대미전쟁 → 직접원료

농촌진흥운동

(1932-1940)

-회유‧통제책

 목적
 명분상  춘궁퇴치‧자력갱생 → 소작쟁의 방지

 실질적  긴축‧절약 → 납세 독려 → 수탈 극대화

 자작농지설정사업(1932)  저리자금대출 → 금융자본 농촌지배 심화

 조선소작조정령(1933)  소작기간 3년이상 → 소작쟁의 방지

 조선농지령(1934)  소작료 감면청구권 → 중소지주 몰락

 결과  도시자본가‧대지주 농촌지배 심화

 총동원체제

농업

 공출‧배급실시(1939)  미곡시장주식회사령(1939). 미곡배급조정령(1939)

 신 미곡증식계획(1940)  계획생산체제 → 오히려 생산량 감소(노동력부족)

 조선식량관리령(1943)  조선식량관리영단 → 주요식량 전부 통제

공업

 중요산업통제법(1937)  군수산업화

 공업조합령(1938)  공업조합 장악 → 관제화 

 임금임시조치령(1939)  임금동결 → 전시초과이윤 획득

 기업정비령(1942)  조선인 중소기업 강제청산 → 군수공장화

금융  임시자금조정법(1937)  강제저축 → 국채강매 → 군수자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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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민족운동의 전개

<국내> <해외>

민족주의
사회주의

만주 중국

우파 좌파 서간도 북간도 상해 북경

 1910년대 독립준비론 절대독립론 - 경학사 간민회 동제사 신한혁명단

 1920년대 전 사회‧경제실력양성(물산장려) 콤그룹‧조선노농총동맹 북‧서로군정서 → 3부 임시정부 -

 1920년대 후 자치운동 신간회운동 조선공산당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한국독립당
유한한국

(지청천) (양세봉) 독립운동자동맹

 1930년대 전 문화실력양성(조선학운동‧브나로드) 노동운동 절정 적위대‧유격대→동북인민혁명군 한국국민당(김구) 민족혁명당

 1930년대 후 친일 민족문화수호운동 조국광복회 동북항일연군 광복운동단체연합 민족전선연맹

 1940년대 친일 조선건국동맹 조선독립동맹(연안) 임시정부(중경)

제1절. 독립운동의 성장과 3‧1운동

1. 국내 항일비밀결사

주도  대한매일일보 중심 신민회 좌파계열, 의병계열

성격 독립전쟁준비론  실력양성 + 무장투쟁

계열

의병계열  독립의군부(1912), 풍기광복단(1913), 민단조합(1915)

계몽주의계열  조선국권회복단(1913), 송죽회(1914), 기성볼단(1915), 조선산직장려계(우파.1915), 조선국민회(1915)

의병 + 계몽  대한광복회(1915)

노선
복벽주의  신한혁명당(초기), 독립의군부(임병찬), 민단조합

공화주의  대한광복회, 조선국민회, 해외정부

단체

독립의군부 조직  임병찬 (고종밀명)

(1912-1914) 활동  국권반환요구서, 대일투쟁시도(발각)

풍기광복단 조직  채기풍

(1913) 활동  무기구입, 군자금모금

-의병 →  대한광복회

조선국권회복단

(1915-1919)

-계몽

←  대한광복단

조직  경북 달성, 윤상태‧서상일‧이시영. 시회 가장

목적  단군(대종교), 국내‧해외연결 → 대규모 항일운동

활동  각 지방 3‧1운동 주도, 임시정부 자금, 독립청원서 작성운동

대한광복회 ←  풍기광복단(의병계열)

(1915-1918) 조직  박상진

(1919-?) ←  조선국권회복단(계몽계열)(1919)

-의병+계몽  활동  무기구입, 군자금모금, 일본관리‧친일파 처단

조선국민회

(1915-1918)

조직  숭실학교(평양) 학생중심

시작  대조선국민군단(1914. 박용만) 국내지부

활동  무기구입, 군자금모금

조선산직장려계 조직  경성교원, 민족주의 우파

(1915-1917) 활동  경제자립운동

송죽회 조직  평양숭의 여교사 중심

(1914~) 활동  독립자금, 여성계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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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독립기지건설

만주

서간도

경학사(1911)

(유하현 신원보)

조직  신민회 계열(이회영‧이시영), 대종교 계열

→  부민단(1912) → 한족회  => 서로군정서군(1919. 임정산하)

학교  신흥학교(1912) → 신흥무관학교(1919)

보약사(1913)

(집안현)

조직  유인석(←연해주)

→  대한독립단(1919) 

+ 대한청년단연합회‧대한독립군비단 
 => 광복군 총영(1920.관전)

북간도

간민회

←  간민교육회(합법) ← 간민자치회(탄압)

조직  기독교도 중심

학교  서전서숙(1906), 명동학교(1908)

→  대한국민회 → 국민회군(안무)‧대한독립군(홍범도) 
 => 대한북로독군부

                         + 군무도독부군(최진동) 

중광단(1911)
조직  서일(대종교)

→  정의단‧군정회  => 북로군정서군(1919.임정산하)

연해주

신한촌

(블라디보스톡)

한민회(1905)

-초기자치기구

학교  한민학교(1909)

신문  해조신문

활동  신한촌 건설 → 1910초. 항일의병 집결 → 성명회(1910), 권업회(1911), 광복회(1912)

권업회(1911)

조직  유인석, 홍범도

신문  권업신문

활동  대한광복군정부(1914) 수립

광복회(1912) 조직  신채호, 이동휘, 이갑

대한광복군정부

(1914)

-최초 임시정부

수립  권업회

조직  이상설(정), 이동휘(부)

활동  사관학교설립(만주). 임정탄생의 계기

해체  1차 세계대전

우수리스크

전러한인대표자회의
1차  전러한족회 중앙총회(1917.6) ← 2월역명(로마노프왕조 붕괴)

2차  대한국민의회(1919.2) ← 일. 연해주침공(1918.4)

13도의군(1910.2)

(추풍 재피거우)

결성  유인석, 홍범도, 이진룡, 이갑

활동  연해주 파천 건의

하바로프스크
한인사회당(1918.5)

-최초사회주의정당

조직  이동휘, 오영준

기관지  자유종(한글)

학교  문덕중학교

중국

상해

동제사

(1912.7)

주도  신규식(대종교): 동맹회(손문) 가맹 → 신해혁명(1911) 공헌

조직  박은식, 정인보, 신채호, 조소앙

학교  박달학원(1913.12)

→  신아동제사 (국민당과 연합)

신한청년단

(1918.11)

조직  동제사 소장파 (김규식‧여운형‧문일평‧정인보‧신규식‧신채호)

기관지  신한청년보

파견

파리  김규식(파리강화회의) → 파리위원부

만주  여운형

일본  장덕수, 조소앙

국내  선우혁, 김철

북경
신한혁명당

(1915.3)

출발  복벽주의

극복

 <대동단결선언>(1917.신규식‧조소앙)

 - 황제주권 포기 → 국민주권

 - 공화주의 표방

미주

대한인국민회

(1910)

←

 공립협회(1905. 안창호. 샌프란시스코)

 한인합성협회(1907. 하와이)

 대동보국회

계기  스티븐슨저격(1908. 장인환‧전명운)

조직  안창호, 박용만, 이승만

구성
중앙총회  샌프란시스코

지방총회  북미, 하와이, 시베리아, 만주

활동  해외독립운동 중추기관

흥사단 조직  안창호. 기독교인 중심

(1913) 활동  군인양성, 외교활동

대조선국민군단

(1914)

←  한인소년병학교(1909. 박용만, 네브라스카)

활동  군사훈련, 130여명 양성

동지회 조직  이승만

(1921) 활동  임시정부 후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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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1운동

배경

대내적  무단통치, 고종독살설, 농민몰락 

대외적
 레닌 민족자결주의(1917.11), 윌슨 민족자결주의(1918.1)

 2‧8 독립선언서(최용팔‧이광수)

전개

1단계

(준비)

주도  천주교

원칙
 대중화‧일원화‧비폭력

 외교론(독립청원서‧독립의견서

연합  천주교‧기독교‧불교, 학생. 유림(X)

선언문  최남선(기초), 한용운(공약3장)

서명  천주교(15), 기독교(16), 불교(2)

배포  이종일(2.27)

2단계 낭독  태화관(33인), 탑골공원(학생)

(선언‧파급) 시위  → 남한일대(3.10) → 전국주요도시(3월 말)

3단계

(절정)

조직  국민회(서울), 결심대(강경), 광민회(개성)

확산  서울노동자대회(3.22) → 농촌지역까지 (~5월말)

충돌  경기‧평안‧경상

탄압
학살  수원 제암리 학살사건

구속  1만 여명 (농민 60%) 

확산
만주  무오독립선언(1918.12. 조소앙) 효과 뒤늦게

미주  독립선언식(필라델피아)

영향
국내  민중의식 성장, 공화주의 정착 계기, 비폭력의 무의성 인식, 부르주아 민족주의 타협성 폭로

아시아  중국 5‧4운동, 인도 비폭력‧무저항 운동, 베트남 독립운동, 필리핀 독립운동, 이집트 독립운동

한계 민족대표  낙관적‧외세의존적‧타협적

제2절. 국내의 항일운동

1. 민족주의운동

실력양성운동

배경  일제의 문화통치 표방, 외교독립운동의 실패

방법  신문화건설론, 정신개조론, 민족개조론

한계  절대독립론 약화 → 자치론 → 독립불가론으로의 변질

분화

<타협주의> <비타협주의>

상층부르주아, 지주계급 소부르주아, 도시소시민

김성수‧송진우(동아일보)‧최린(천도교신파)‧이광수‧최남선 안재홍(조선일보)‧신석우(중외일보)‧권동진(천주교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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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대 전반

(경제‧사회)

학생회운동

소년운동

시작  소년부  ← 천도교 청년회

발전

 조선소년연합회  전국적 운동

 색동회  방정환, 마해송. 어린이날 제정(5.1)

 조선소년군(1923)  조철호

중단  소년운동금지조치  ← 중일전쟁

학생운동
조직

 조선학생대회(1920)  3‧1운동 후 전국적 통일체

 조선공학회(1923)  사회주의 북풍회계

 조선학생사회과학연구회  고려공산청년회 주도

활동  6‧10만세운동(1926), 광주학생운동(1929), 독서회, 계몽운동

청년운동

 조선청년연합회(1920)

결성  민족주의 + 사회주의 연합

활동  인격수양(지‧덕‧체), 교육진흥, 풍속계량, 산업진흥

분열  김윤식 사회장사건, 지도부계량화→사회주의탈퇴, 서울청년회(1921)

 조선청년총동맹(1924)

주도  서울 청년회

결성  민족주의 + 사회주의 연합

중단  청년운동금지조치 ← 중일전쟁

신교육운동

여성교육
시작  조선여자교육회(1920.4)  순회강연, 야학

→  조선여자교육협회(1922.3)  여자시론 발표, 근화학원 설립

민립대학

시작  조선교육회(1920.6)
 조직  한규설, 이상재

 기관지  신교육, 노동야학총서

→  민립대학설립기성회(1923.3.3)

실패  경성제국대학(1924), 비타협주의의 비판(대중교육이 더욱 시급)

문맹퇴치

배경  식민지 차별교육 → 80% 문맹

실천

 서당 계량

 야학 설립  지방유지, 청년단체

 문자 보급  조선일보(귀향학생문자보급운동.1926), 기독교단체, 수양동우회, 천도교단

금지  총독부 금지령(1935)

경제자립
물산장려

(1923)

배경  한‧일 간 무관세(1923.4)

주도  송진우, 장덕수, 김성수 등 타협적 부르주아 계열

구호  내 살림 내것으로

조직  서울 물산장려회(1923) ← 평양 물산장려회(1920.조만식)

실패  비타협 좌파의 비판(물가상승→서민피해), 친일파 참여(박영효‧유성준)

→  민족주의 좌파 - 토산품장려회(지속적 성과)

20년대 후반

<자치운동> - 타협주의 우파 <민족협동전선> - 비타협주의 좌파, 사회주의 진영

1차 자치운동(1923-1924) 6‧10만세운동(1926)

주도  안창호(국외), 동아일보(김성수‧송진우‧이광수), 최린 주도  고려공산청년회(박헌영)

목표  자치권 획득 → 연정회 결성시도(여론반대-무산) 지원  조선공산당, 천도교 구파

이광수

 민족개조론(1922)  개벽(최린)에 개재
전개

 순종인산일(6‧10) 격문살포

 격문-민족대표(김성수‧최남선‧최린) (지도부사전발각6.6)
 민족의경륜(1924)

 동아일보 ‘허락하는 범위 내’

        => 민족주의 분열 계기 신간회(1927)

2차 자치운동(1925-1927)

배경

 민족주의 분열  ← 2차 자치운동(1925-1927))

계기  총독부의 자치론 제의
 공통 정치이념

 대공주의(안창호) 민족‧정치‧경제‧교육 평등

주도  동아일보, 천도교 신파  삼균주의(조소앙) 정치‧경제‧교육 균등

비판  ‘관제적 타협운동’ => 신간회 결성 계기

 좌‧우협력분위기

국내  조선청년총동맹(1924)

3차 자치운동(1929-1932)
국외

 국공합작(1924-1927)

 유일당촉성회(1926): 북경‧상해..계기  사이토 재부임(1929)

주도  동아일보, 천도교 신파, 신간회 일부간부(김병노) 준비  조선사정연구회(1925.9) - 안재홍‧신석우‧권동진, 일부공산계

성과  부‧읍‧면 협의회 선거(1931.5) 결성  회장-이상재, 부회장-홍명희

한계  다수 일본인, 일부 친일인사 위주의 참여

발기

 민족주의  신석우, 안재홍, 문일평

 사회주의  한위건, 신채호, 홍명희

 기독교  이갑성, 이승훈, 박동완, 조만식

 천주교  권동진, 최종린

 불교  한용운

조직

중앙

 민족주의 - 합법성 유지에 연연

 - 정치‧경제 각성

 - 단결

 - 기회주의 일체 부인

지방

 사회주의 - 개별 본위 조직

 - 착취기관 철폐

 - 이민정책 반대

 - 타협 배격

 - 식민지교육 반대

 - 사회과학‧사상연구 자유

 - 한국인 본위 교육

활동
합법단체  직접투쟁(X)

간접지원  원산총파업(1929), 광주학생운동(1929)

해체

배경

 일부간부층의 우익화(김병노) - 광주학생운동 이후

 사회주의  12월테제(1928)  해게모니 장악 강조

 노선전환  9월테제(1930)  민족계량주의단체 규정

해소  전체대회(1931.5)

해체  경찰 - 해소 후 집회 중단

광주학생운동(1929.11.3-1930.3)

발단  한‧일 기차통학생 충돌 → 시가전

주장

 - 검거학생 탈환

 - 언론‧집회‧출판‧결사 자유 획득

 - 식민지교육 철폐 

신간회
 조사단 파견 → 진상보고대회(12.13) 계획‧발각

 → 지회 중심 전국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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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주의운동

배경  레닌의 민족해방운동 지원 ← 민족자결주의 (1917.11)

20년대 전반

해외

이르크츠크
←  볼셰비키 한인지부(1918.1) - 김원철 등 러시아 귀화 교포 중심

→  이르크츠크파 고려공산당(1921.5)

하바로프스크 ←  한인사회당(1918.6) - 이동휘

상해 →  상해파 고려공산당(1921.5)

동경

최초  흑도회(1921.11)

중심  북성회(1923.1) - 김약수: 동우회선언(1922)

→  일월회(1925)

국내

사상단체

국내파  서울청년회(1921.7) → 서울콤그룹(1924.5)

동경파  북풍회 - 북성회(동경) 국내지부

소련파
 화요회(1924) ← 신사상연구회(1923.홍명희)

 - 김재봉, 조봉암, 박헌영 등

대중단체
청년  서울청년회(1921.7), 조선청년총동맹(1924.2)

노동  조선노동공제회(1920.2), 조선노농총동맹(1924.4)

20년대 후반
조선공산당

(코민테른 국내지부)

1차  (1925.4-1925.11)

책임비서  김재봉(이르크츠크, 화요회) - 박헌영(고려공산청년회←국제공산청년회)

기관지  조선지광

구호
 일본타도, 완전독립, 언론자유, 일본문화배척, 식민지교육박멸

 8시간노동, 최저임금제, 실업자구제

해체  변호사구타-비밀문서적발사건(1925.11) ← 치안유지법(1925.5.7)

2차  (1925.12-192.6)

책임비서  강영달

목표  민족주의‧사회주의 통합, 학생‧여성계 조직 확대

해체  6‧10 만세운동 사전 적발 (1926.6.6)

3차  (1926.9-1928.2) - ML 당

책임비서  김철수 - 안광천 - 김준연 - 김세연

목표

 정우회선언(안광천)

 - 분파투쟁청산 → 통합공산당

 - 민족협동전선 → 신간회 참가

기관지  일본 - 대중신문‧이론투쟁‧현단계

4차  (1928.3-1928.7)

책임비서  하금봉

기관지  조선지광(재발간), 만주 - 청년조직‧혁명‧불꽃

해체  170여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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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저항운동

노동운동

1단계

(태동기)

(1920-1924)

형태  지역별, 산업별 개별 노조 중심

단체
 조선노동공제회(1920)  최초 전국조직 - 농민부‧소작부 설치

 조선노농총동맹(1924)  260여 단체, 5만3천명

쟁의

 1921  부산 부두노동자파업  최초 연대파업. 임금 20% 인상 합의

 1923
 서울 고무공장 여자노동자파업  여성 최초 연대파업

 평양 양말공장 노동자파업

 1924  군산 정미공장 노동자파업

2단계

(본격화)

(1025-1929)

형태
 전국 각지로 쟁의 확대 

 지역별 연합체, 산업별 연합체 형성 → 연대투쟁 

단체  조선노농총동맹 분리(1927) → 조선농민총동맹, 조선노동총동맹

쟁의

 1925  목포 제유공 파업

 1928  영흥 노동자 총파업  지역 연대투쟁. 3개월 지속

 1928

 원산 노동자 총파업

 (원산인구 1/3, 4개월간)

 (1928-1929) 

발단  영국 라이징선 석유회사. 일본감독 조선인구타사건

주도  원산노동연합회 - 총파업 결정

발전
 민족운동  전국각지 노‧농‧학‧신간회, 해외의 지지

 국제연대  일본‧소련‧중국‧프랑스 노동자지지 표명

탄압  경찰‧소방대‧일본군 동원

실패  어용지도부 → 원산노련 장악 → 자유복업결정(4.6)

3단계

(절정기)

(1930-1936)

형태
 쟁의 급증  ← 임금인하‧해고‧노동연장 ← 대공황(1929)

 폭력투쟁화  ← 일경의 무력진압, 적색노조활동, 어용노조의 지도부 장악

쟁의  1930

 부산 조선방직 노동자 파업  8시간 노동, 임금인상, 차별대우 폐지

 함남 신흥 탄광 파업

 평양 고무공장 파업

4단계 (1937~) 잠복기  노동조합 강제해산 ← 중일전쟁

농민운동

1단계

(태동기)

(1920-1924)

요구  소작료 감면 (70-80%의 고율), 무상노동‧뇌물요구 반대, 소작권 자의적 박탈 반대

형태  소작인조합 중심의 대 지주 소작쟁의, 주로 삼남지방

조직
 계몽적 농민단체  소작인조합, 소작상조회, 농민공제회

 조선노농총동맹(1924)

쟁의  1924  전남무안 암태도 소작쟁의  1년여 투쟁. 소작료 40% 인하

2단계

(본격화)

(1925-1929)

요구  1단계요구(소작인) + 경제약탈‧수리조합 반대(일반농민)

형태  소작쟁의 → 농민투쟁, 전국적 확산

조직
 소작인조합 → 농민조합

 조선농민총동맹(1927): 전국적 농민운동 지도

 쟁의  급증 ← 2차 산미증식

3단계

(절정기)

(1930-1932)

요구
 정치적 요구  일제타도, 민족차별 철폐, 집회 자유

 토지혁명  토지는 농민에게

형태
 소작쟁의  대 일본인지주 상대

 정치투쟁  일제차도, 토지혁명

4단계 (조직와해)

(1933-1936)

탄압  가혹한 탄압 → 농민몰락, 조직와해

포섭  농촌진흥운동(1932), 소작조정령(1933), 조선농지령(1934)

5단계 (1937~) 잠복기  전시체제 하 농산물‧농민 통제

여성운동

잡지 신여자(1920)  김원주. 최초 여성잡지. 급진적 여성해방론

단체

민족주의  애국부인회, 여자교육회, 여자청년회

사회주의  조선여성동우회(1924)  최초 사회주의 여성단체

좌‧우 연합  근우회(1927)

성격  신간회 자매단체

조직
 기독교  김활란

 사회주의  황신덕‧정종명‧박원희‧정칠성

활동  강연‧토론‧강좌, 동맹휴학 지원

강령

 - 차별철폐, 봉건인습 타파

 - 결혼자유, 공창폐지

 - 산전산후임금, 부인‧소년 야근철폐

 - 농촌부인 경제권

평등운동 조선형평사(1923)

배경  천민해방(1894)의 실천(X)

창립  진주 백정 이학찬

요구  신분해방‧인권옹호 → 민족해방‧계급투쟁(형평청년회)

변질  → 대동사(1936): 친일

기타
수양동우회

(1926.1)

←  수양동맹회(1922.2. 이광수. 흥사단 한국지부) + 동우구락부(1922.9. 흥사단 평양조직)

→  동우회(1929.11)

성격  실력양성 지양, 혁명당으로 전환 

조직  이광수, 김윤경, 조병욱, 주요한 등 181명

해체  발각(1937) → 이광수‧주요한 등 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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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국외의 항일투쟁

1. 임시정부의 구성

배경

필요성 제기  신한혁명당 <대동단결선언>(1917.신규식‧조소앙)

공감대 형성  3‧1운동

외교강화 중시  ‘민족자결주의’에 대한 기대

통합

입법기관 ←  대한국민 의회  1919.2.25  연해주  손병희(대통령), 이승만(국무총리)

 조선민국 임시정부  1919.4.9  서울  손병희(정도령), 이승만(부도령)

헌법 ←  대한민국 임시정부  1919.4.10  상해  이동녕(의정원의장), 이승만(국무총리)

 신한민국 정부  1919.4.17  의주  이동희(집정관), 이승만(국방총리)

행정부 ←  한성정부  1919.4.23  서울  이승만(집정관총재), 이동휘(국무총리)

헌법

재정

 임시헌장 (1919.4.11.상해)

 1. 공화국

 2. 의회제 형식(내각제)

 3. 종교‧양심 자유 보장

 4. 언론‧출판‧집회‧청원 자유

 5. 귀족특권 폐지

6. 정교분리

7. 상비군 → 국민군

8. 소수자권리 보호

9. 사법제도 독립(구성X)

10. 교육 조성

개정

1차  1919.9  대통령제  대통령(이승만), 총리(이동휘)  상해

2차  1925.4  내각제  총리(이동녕), 대통령(박은식)  상해 (법원조항삭제)

3차  1927.3  국무위원 집단지도체제  이상용‧양기탁‧안창호‧홍진‧김구  상해-남경-중경

4차  1940.  주석제  주석(김구)  중경

5차  1944.4  주석‧부주석제  주석(김구)-부주석(김규식)-군무부(김원봉)  중경 (심판원 규정)

출범

(1919.11.9)

행정부  대통령(이승만→박은식), 총리(이동휘)

입법부  의정원(김구)

사법부  X → 2차(조항삭제) → 5차(심판원)

활동

군자금 모금
방식  연통제, 애국공채발행, 인구세 징수

전달  이륭양행(만주) ← 백산상회(부산)

연통제

(1919.7-1921)

시작  국무원령 제1호(1919.7)

기능  임정 ↔ 국내‧만주 간 행정연락망

조직  서울(총판부-총판) - 도‧간도(독판부-독판) - 군(교통국-군감) - 부(부장) - 면(교통소-면감)

활동  정부문서‧군자금 전달, 정보 보고

외교활동

중국  손문정부와 상호 승인, 군관학교교육

소련  공수동맹비밀협정(1920.7.이동휘) - 금괴(40만불)

미국  워싱턴회의 대표파견. 이승만(구미위원부), 서재필(한국통신부)

파리  강화회의 독립청원서 제출. 김규식(파리위원부)

군사조직
군무부

 - 북로‧서로군정서(1919)

 - 광복군 총영(1920. 만주 관전)

 - 주만 참의부(1923. 압록강 대안)

무관양성  육군무관학교(1919. 상해)

교육‧문화

학교  인성학교, 삼일중학

신문  독립신문(이광수)

사료편찬소  한일관계사료집(안창호), 한국독립운동지혈사(박은식)

분열

국민대표회의

(1923)

배경

 종교 갈등  기호파(유학) - 서북파(기독교)

 사상 갈등  이승만(반공) - 이동휘(고려공산당)‧안창호(노령공산주의)‧신채호(상해파)

 운동방략 갈등  이승만(외교), 박용만(무력), 안창호(실력), 이동휘(소련과 연대)

주장  이승만 사임   사회주의‧무력투쟁 게열

대응  이동휘 해임  모스크바 자금 유용 혐의

방향성 상실 대립 지속

 창조파  신채호(상해파 공산주의)

 개조파  안창호(노령 공산주의)

 현상유지파  김구, 이동녕

내각제(1925) ←  창조파, 개조파 이탈

2. 애국지사의 활동

항일단체 지역 애국지사 활동 비고

김원봉 의열단(1919)

국내  박재혁(1920)  부산경찰서 폭탄 투척

국내  최수봉(1920)  밀양경찰서 폭탄 투척

국내  김익상(1921)  조선총독부 폭탄 투척

일본  양근환(1921)  친일파 민원식 처단  일본 의열투쟁 선구

상해  오성륜(1922)  육군대장 다나카 저격

국내  김상옥(1923)  종로경찰서 폭탄 투척

일본  김지섭(1925)  일본 궁성  폭탄 투척

일본  박열(1926)  일왕 폭살계획  사전 발각

국내  나석주(1926)  동양척식회사‧조선식산은행 폭탄 투척

김창숙 다물단(1923) 북경

타이완  조명하(1928)  육군대장 구니히코 살해

김구 애국단(1926) 상해
 이봉창(1932.1)  일본국왕(히로히토) 암살미수

 윤봉길(1932.4)  홍코우공원 투탄  국민당 지원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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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장독립전쟁과 민족유일당운동

<만주> <중국>

20년대

 <봉오동 전투>(1920.6)

임시정부

발단  연이은 국내진공 → 일. 대한독립군 공격

격퇴
 북로독군부군(대한독립군‧국민회군‧군무도독부군)

 대한신민당

 <청산리 전투>(1920.10)

발단  일본 간도출병 ← 혼춘사건 조작(1920.10)

격퇴

 북로독군부군(홈범도‧안무‧최진동)

 대한신민당(이흥수)

 북로군정서군(김좌진)

결과  간도참변(1920.10-1920.12)

→  대한독립군단(서일) → 자유시

 <자유시 참변>(1921)

원인
 적군(赤軍)의 배신 

 자유대대(오하린)-사할린부대(박일리아) 간 내분

3부

 참의부(1923)  압록강 너머  <유일당 운동>(1926-1929)

 정의부(1924)  남만주 
목적

좌익  통일전선 요구 ← 극동인민대표회의(1922)

 신민부(1925)  북만주 (← 자유시) 우익  임시정부의 존속

 성격 - 자치조직(민주공화체‧삼권분립)

전개

 독립당 북경촉성회(1926)

 독립당 상해촉성회(1926)

 독립당 광동촉성회(1926)

 독립당 무한촉성회(1926)

 독립당 남경촉성회(1926)

 => 한국독립당

    관내촉성연합회(1927.10)

 <유일당 운동>(1928)

전개  전민족유일당조직촉성대회(1928.5)

결렬  이념대립, 분파주의, 일본‧만주 방해(←미쓰야협정.1925)

재편

남만주(좌익) 북만주(우익)

 국민부(1929)  혁신의회(1928) 결렬  이념대립, 국공합작결렬(1927), 12월테제(1928.헤게모니)

 조선혁명당(1930)

 - 조선혁명군(양세봉)

 한국독립당(1930)

 - 한국독립군(지청천)
분화

좌익 우익

유호한국독립운동자동맹(1929.10) 한국독립당(1930.5)

30년대

 <한중연합작전>  <민족통일전선운동>

+ 중국 의용군 + 중국 호로군 주도  김원봉, 조소앙

 - 영릉가전투(1932)

 - 무순현 노구대(양세봉 피살)

 - 쌍성보전투(1932)

 - 경박호전투‧동경성전투
참여

 의열단(김원봉), 한국독립당(김두봉‧이동녕)

 조선혁명당(지청천), 한국혁명당, 한국광복동지회

 

 → 조선혁명군정부(1934)

신한독립당

조선혁명당(지청천)
=> 중국본토

1차대회  대일전선통일동맹(1932.11.10. 상해)

2차대회

(남경)

 통일전선방침(단일대동맹)-모든정당(임정포함) 해체 

 (추가 - 신한독립당, 재미국민총회)<동북만주-한중연대투쟁>

지도  중국 공산당  => 민족혁명당(1935.7.남경)  한국국민당(1935.11.남경)

주력  조선인 조직  주석(김규식), 부주석(김원봉) 조직  김구 - 임정옹호

 → 동북인민혁명군(1933) 강령  조소앙 3균주의 강령  조소앙 3균주의

 - 해방구‧자치정부 분열  의열단(김원봉)외 임정복귀

 <동북항일연군>(1935)         <= 확대‧개편 재편  조선민족혁명당(김원봉‧김규식)

 국내 진공작전 (조국광복회와 연결)

 - 갑산 보천보전투(김일성)

조선민족전선연맹(1938)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1937)

참여

 조선민족혁명당

 조선민족혁명자동맹

 조선청년동맹

 조선민족해방동맹

참여

 한국국민당(김구)

 한국독립당(조소앙)

 조선혁명당(지청천)

 => 연해주

군대  조선의용대

 <7당통일회의>(1939.9)

배경  중일전쟁의 확대, 국민당(장개석) 종용

실패  죄익 내 일부의 반대
한국독립당(1940): 우익3당합당

 화북 <= 조선청년동맹

40년대

<연해주> <화북> <임시정부>

 동북항일연군교도려(1942.7)  화북조선청년연합회(1941)

초기  한국독립당 중심

당  조소앙 (한국독립당 집행위원장) 

 조선공작단위원회(1945.7.김일성)

 →소련군 따라 국내진격(1945.8.7)

조직  최창익‧허정숙‧김무정 정  김 구  (주석.1940.4차)

군대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군  지청천 (광복군 총사령관)

 - 호가장전투(1941)

 - 반소탕전(1942) 확대  연합정부 (1944,5차)

정  주석(김구), 부주석(김규식)

군
 지청천(광복군 총사령관) 

 김원봉(조선의용대 국무부장) 조선독립동맹(1942.8.15)

조직
 주석(김두봉. 민족주의)

 김무정‧최창익 등 활동

 - 대일선전포고(1941)

 - 인도‧버마 광복군 파견(1943.8)

 - 국내진입(1945.9) 계획군대  조선의용군 (→ 인민군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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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민족문화수호운동

1. 국학 운동

한글

1920년대  조선어연구회(1921)

←  국문연구소(1907.지석영‧주시경)

조직  이윤재, 최현배, 김원경, 장지영 등 교사중심

기관지  한글(1927~)

활동  한글보급운동  가갸날 지정(1926.9.26.음), 한글

1930년대  조선어학회(1931)

←  조선어연구회

기관지  한글(~93호)

연구
 훈민정음언해본(1932), 한글맞춤법통일안(1933), 조선어표준말모음(1936)

 조선어사전(1939.최초), 외래어표기법통일안(1941)

해산

 조선어학회사건(1942) - 우리말큰사전 편찬시도 발각

투옥  최현배, 이희승, 이중화, 장지영

옥사  이윤재, 한징

→  한글학회(1949)

한국사

식민사학

조직

 조선반도사편찬위원회(1915)  중추원  조선반도사 (1915)

 조선사 편찬위원회(1922)

      → 조선사 편수회(1925)
 조선총독부  조선사 (1932-1938. 37권)

 조선사학회  조선사편수회  조선사대계(5권)

 청구학회(1926)  경성제대‧조선사편수회  청구학총(1930-1937)

 이왕직  조선총독부  고종‧순종실록

내용

 일선동조론  → 동화주의, 내선일체론

 타율성론  정치‧사상적 측면, 반도-지정학적 숙명론

 정체성론  사회‧경제적 측면, 자주근대화 불가능론. 중세부재론

 당파성론  조선시대 붕당정치

민족사학

「민족주의사학」

-사상발전법칙

-문물발전법칙

=  유심론 사학, 초기 문화사학, 역사주의적 경제사학(분류사)

성립  독사신론(1908, 신채호), 대동청사(1909, 황의돈)

유형

 유심론 사학  박은식‧신채호  정신적 발전 중심 → 독립운동 정신적 배경

 문화사학
 황의돈‧최남선

 장도빈‧권덕규‧안확
 사회‧경제 → 문화, 중세인식에 한계(정체성론)

의의  일선동조론, 타율성론, 당파성론(만선사관) 극복에 노력

「사회경제사학」

-세계사적 발전법칙

=  마르크스주의 경제사학, 유물론사학, 보편주의사학(분류사X)

성격  역사적 사건 + 사회‧경제적 조건 관련시켜 이해 → 분류사(X)

의의  세계사적‧보편적 발전법칙 → 정체성론(중세부재론) 극복에 노력

「실증주의사학」

=  고증학적 사학, 실증사학

성격  법칙적용(X), 개별사실의 객관적‧실증적 인식

의의  현대 역사학 대표적 학풍

「신민족주의사학」

=  후기 문화사학

성격
 실증주의 사학 ← (민족주의사학 + 사회경제사학) 

 계급대립(대내) → 민족대립(대외)

사학자 민족주의

박은식(1859-1925)

- 혼‧백

저서

 민족영웅전  이충무공전, 김유신전, 천개소문전

 건국영웅전  서사건국지(번역), 발해태조건국지, 몽배금태조, 동명왕실기

 독립운동  안의사중근전, 이준전, 한국독립운동지혈사

 유학  명림답부전, 왕양명실기, 유교구신론

 역사서  한국통사

 유교구신론(1909)  유교개혁 → 대동사상(공자)‧민본주의(맹자) 회복, 양명학 진흥

 한국통사(1914)
내용  1편(역사대강), 2편(대원군~을미년), 3편(대한제국~국망)

서문  국가 = 혼(신‧역사) + 백(형‧나라)

 독립운동지혈사(1920)  개항 ~ 3‧1운동. 임정 사료편찬소

신채호(1880-1936)

- 낭가사상

저서
 영웅사관  이태리건국삼걸전(1906), 성웅이순신전(1908), 을지문덕, 최도통전

 고대사  독사신론(1908), 조선상고사(1924), 조선상고문화사, 조선사연구초

 독사신론(1908)  대한매일. 근대사학 효시. 민족주의사학 효시. 임나일본부 허구성

 조선상고사(1924) 
 아‧비아 투쟁  유교‧낭가, 사대‧보수, 지주‧농민, 자본가‧무산자

 식민사관극복  백제 해외경략설 ↔ 한사군론, 임나일본부설

 조선사연구초(1925)  낭가사상(화랑) 강조 - 묘청

정인보(1893-1950)

- 얼

 고대사연구  조선사연구, 양명학연론, ‘5천년간의 얼’(동아일보)

 실학연구  조선학운동.  ‘얼’ - 실학‧양명학

 식민사관 극복  백제 요서경략설, 광개토대왕비문 해석방법 제시

황의돈(1887-1964)  대동청사(1909.근대사학 방향제시), 조선통사(1920), 신편조선역사(1923) 

문일평(1880-1939)

-조선심

 호암전집(1939)

 한미 50년사(1934)  최초 한‧미 외교론

 과거 조선의 혁명운동(1923)

 사안으로 본 조선(1933)
 민중중심 역사관

 조선심(조선정신)  조선심  대조선정신  ↔ 소조선정신(=낭가사상)

「최영과 조선정신」  조선사상  훈민정음.  사상계3위인: 퇴계(유), 원효(불), 세종대왕

이능화(1869-1943)

- 분류사

 조선불교통사(1918), 조선도교사, 조선해어화사(1927), 조선무속고(1927)

 조선 기독교‧외교사  한국인 최초 기독교사 (수용~박해~신앙자유)

 조선 여속고(1926)  최초 여성사. 혼인제도 중심, 전계급 대상

안확(1886-1946)

- 분류‧비교사학

 조선문학사(1922), 조선문명사(1923) 

 조선문명사(1923)

=  조선정치사. 사회진화론적 문화사관

정치  지자체 전통, 여론정치, 입헌공화제 시도, 붕당의 재발견

의의  당파성론 극복 (붕당정치-정당정치 비교)

최남선(1890-1957)

- 밝 사상

 조선역사, 아시조선, 고사통, 조선독립운동사

 불함문화권(1925)
 백두산 중심 동일문화권

 불구‧미성년자 -사대주의, 타율성, 형식병, 조직력부족, 낙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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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자

사회경제

백남운(1894-1979)

 조선사회경제사(1933.고대사), 조선봉건사회경제사(1937.고려사)

유물론적 보편법칙
의의  중세부재론 극복

한계  한국사 독자성 상실

이청원(? - 1956)

 조선사회사독본(1936), 조선독본

조선역사독본(1937)

(조선사회사독본+조선독본)

 유물사학 최초통사

 일반성+특수성 → 조선사회 특수성 지적

박극채  이조사회경제사(1946)

전석담  조선사교정(1948), 조선경제사

실증사학
진단학회(1934.7)

-국학연구단체

조직

 역사학자  이병도‧이상백(사회사), 김상기(외교사) 등 와세다 유학파

 국어학자  이희승, 이윤재 - 조선어학회

 민속학자  송석하, 손진태

 미술사  고유섭

활동  여유당전서 간행(1934. 다산서거 99주년기념사업)

학회지  진단학보 (~14호.1940)

신민족주의

안재홍

-조선정기

-다사리철학

 불합철학대전(1940), 조선철학(1944), 조선상고사감(1944), 신민주주의‧신민족주의(해방공간)

 불함철학대전(1940)  조선정기 → 계급 화해적 불함철학

 신민주주의‧신민족주의
대내적 신민주주의  중도우파(만민공생) → 다사리철학

대외적 신민족주의  국제적 민족주의(법고창신)

손진태

-민속학

 국사대요(1947), 조선민족사개론(1948), 한국민속설화의 연구(1948)

 국사대요(1947)  평등-단결-흥, 불평등-분열-망

 조선민족사개론(1948)  “계급은 짧고, 민족은 길다”

이인영  국사요론, 한국‧만주관계사 연구(1948)

홍이섭  조선과학사(1946)  유물사학 방법 수용

조선학운동

(1934~)

계기  다산 서거 99주년 기념사업 (1934)

주목  다산 서거 100주년행사 (1935)

배경  신간회의 해소, 일제탄압 심화 →  소극적 민족운동 (민족고유성 유지)

전개
 조선학운동  비타협 민족주의  안재홍, 정인보, 문일평

 과학적 조선연구  사회주의(맑스주의)  백남운, 최익한

목적  국수적‧낭만적 민족사학 → 민중성‧고유성‧세계성‧현실성

2. 문화 활동

종교

천도교

문화운동  개벽사(1919)  ‘개벽’(최초종합지), ‘부인’, ‘어린이’, ‘학생’, ‘농민’

청소년운동  소년부  어린이날 제정(5.1), 기념사업

농민운동  조선농민사(1925)  ‘조선농민’

불교 한용운
 조선불교유신회(1921)  ← 사찰령(1911) 반대투쟁

 만(卍)당(1930)  정‧교 분리운동 ↔ 조선불교중앙교무원(1925)

원불교
박중빈(창시)

(전남.1916~)

 3대사업  교화‧교육‧자선

 민족역량배양운동  개간사업, 저축운동

 새생활운동  남녀평등, 허례폐지

문학

1910
최남선  ‘소년’, ‘청춘’

이광수  무정 (매일신보.1917.1~)

1920

순수문학

 자연주의  김동인 ‘창조’(1919)

 퇴폐주의  염상섭 ‘폐허’(1920)

 낭만주의  박종화 ‘백조’(1922)

민족주의문학  현진건(빈처), 염상섭(만세전), 한용운(님의침묵), 심훈(통곡속으로)

신경향파문학  최학송(기아와 살육), 이상화(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사회주의문학  박영희, 최서해, 김기진

국민문학운동  민족주의계열, 복고주의

1930

순수문학  청록파

농촌문학  심훈(상록수)

저항문학  이육사(청포도, 광야), 윤동주(서시), 사회주의(이상화 등)

사회주의문학  이상화 등

친일문학

 최재서(국민문학론) - 친일문학론 수립

 조선문예회(1937), 사상보국동맹(1938), 조선문인협회(1939)

 최남선, 이광수, 주요한, 서정주, 모윤수, 노천명

미술 고유섭  한국탑파연구, 조선미술문화사총론

연극

 극예술협회(1920)  동경 유학파  김우진  

 토월회(1923-1926)  동경 유학파  박승희‧김기진, 이서구  신극운동. 오락 지양, 민중 각성

 극예술연구회(1931)  민족극, 사회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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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편. 현대사회의 전개

제1장. 해방공간의 혼란

1. 건국준비와 해방

건국준비

[국내] [국외]

주류 조선건국동맹(1944.8.10.여운형) 화북조선독립동맹(1942.7.김두봉) 임시정부(1940.김구)

강령
- 민주주의원칙, 노동운동치중

- 완전독립, 반동세력박멸

- 보통선거→민주공화국, 적산몰수

- 대기업국영화, 토지분배, 8시간노동

- 정치자유보장, 남녀평등, 의무교육

- 홍익인간, 사회평등

- 대생산국유화, 적산국유화, 토지분배

전개

- 반일세력 결집

- 공출‧징용 반대투쟁

- 유격대‧치안대 조직

- 조선의용군

  => 연안(1944), 군사훈련 강화

- 국내진공결정(1945.8.11)

- 조선의용대(민족혁명당)흡수→광복군강화(1942)

- 좌익(민족혁명당)흡수→연합정부(1944)

- 국내침투게획(1941.9)

연합국

카이로 회담

(1943.11.23-11.26)
미‧영‧중

 1. 연합국 - 영토야심(X)

 2. 일본 - 모든 영토 포기

 3. 조선 - in due course

 4. 일본 - 무조건 항복

테헤란 회담

(1943.11.28-12.1)
미(루즈벨트)‧영(처칠)‧소(스탈린)

 - 유럽문제 중심

 - 미. 40년 신탁통치 주장

얄타 회담

(1945.2.11)
미(루즈벨트)‧영(처칠)‧소(스탈린)

 - 소련 참전 결정

 - 비밀협정 (미: 20~30년)

포츠담 회담

(1945.7.17)
미(트루만)‧영(미들러)‧소(스탈린)

 - 무조건 항복 (카이로 재확인)

 - 신탁통치 확인 (미‧영‧중‧소 4개국 5~10년)

해방
 히로시마 원폭(8.6) → 소련참전(8.7) → 소련 두만강(8.9) → 나가사키 원폭(8.9) → 일. 포츠담 선언 수락(8.10) 

 → 38도선 미‧소합의(8.11) → 일반명령1호(38도-군사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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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단정부의 수립

[남한] [북한]

 <치안권 이양교섭>(45.8.11~)

배경  소련군(반일감정↑)의 이북 점령

찬성  여운형  정치범 석방, 대중활동 불간섭

반대  송진우  총독부-양도권한(X), 임정-권한(O)

실패  미군의 이남 점령 확정

 <건국준비위원회>(45.8.15) - 해방 후 최초 통합정치단체  <평남 건국준비위원회>(45.8.17. 평양)

참여  좌우합작. 친일우익 불참(송진우‧김성수) 위원장  조만식(민족주의)

구성  여운형(위원장), 안재홍(부위원장)

분열  2차조직개편(9.3): 좌파 다수 포진 → 우익 탈퇴

 <조선인민공화국>(45.9.6)  <소련군사령부>(45.8.24)

구성  이승만(주석), 여운형(부주석), 허헌(총리), 박헌영(핵심) 간접통치  좌‧우합작 인민위원회 조직 ← 평남 건준위 확대‧개편

방침  적산몰수→무상분배, 생필품 평균분배, 의무교육

활동  인민위원회  치안유지, 적산관리

 <미군정>(45.9.8)  <5도 인민위원회>(45.10.8)

직접통치  포고령1호(9.9) : 미군정 - 유일‧합법정부  소련군의 행정권 이양

(우익) (좌익)
(민족+토착공산주의) (갑산파) (연안파)

극우 중도 중도 극좌

<한국민주당>

송진우(45.9.16)

<국민당>(9.24)

안재홍‧김규식

<조선민주당>

여운형(45.11.12) <조선공산당>

박헌영(45.9.11)

<5도행정국>(45.10.28)

조만식

<조선공산당북조선분국>

김일성(45.10.10)

<독립촉성회>

이승만(45.10)

<한국독립당>

김구(45.11)

<남조선신민당>

백남운(46.2)

<조선민주당>(45.11)

조만식

<북조선공산당>(45.12)

김일성

<북조선신민당>(46.2)

김두봉‧김무정

<모스크바 3상회의>

(45.12.16 - 45.12.26)

주장  미(외국고등판무관 중심),  소(자치정부중심)

내용

 1. 미소공위 → 임시정부구성 → 분할해소 → 4개국 최고 5년 신탁통치

 2. 5년 후 총선거 → 정권이양 → 완전독립국가

 3. 2주이내 미소공위 소집

(반탁) (찬탁) (찬탁)

 <비상국민회의>(46.2.1)  <민족주의 민족전선>(46.2.15)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46.2.9)

 - 우익연합 (임정좌파 탈퇴)  - 좌익3당연합 조직  김일성(위원장), 김두봉(부위원장). - 조만식(민족계열) 탈락

<1차 미‧소 공동위원회>

(46.3.5 - 46.5.6)

난항  임정구성 참여세력 선정문제 성격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

결렬  소(찬탁세력만), 미(반탁세력도)
개혁

 토지개혁(46.3), 8시간노동법(46.6), 남녀평등법(46.7)

 중요산업국유화(46.8) 정읍발언(46.6)  <좌우합작위원회>(46.7)  정판사사건(46.5)

 신전술발표(46.7)

 전평총파업(46.9)

 대구사태(46.10)

 (좌우합작 7원칙)

 - 좌우합작 임정수립

 - 미소공위 속개

 - 산업국유화‧토지개혁(유상→무상)

 - 친일‧반역자 처벌조례

 - 정치범석방, 테러중단

 - 정치집회 자유

 - 합작위원회 → 입법기구 구성

 <북조선노동당>(46.9)

 

 <남조선과도입법의원구성>(46.12)

<근로인민당>(47.5)

여운형‧백남운

여운형암살(47.7)

<남‧노‧당>(46.11)

박헌영 이승만(민선), 김규식(관선)

 <민정이양>(47.2)  <북조선인민위원회>(47.2)

 안재홍(민정장관), 김용무(대법원장) 구성  전국선거 → 통일지도부(김일성‧김두봉) 

<2차 미‧소 공동위원회>

(47.5.21 - 47.10.21)

(서울, 평양)

주장
미  미‧영‧중‧소 (4개국)  남‧북 입법부 → 통일입법부  임시정부수립후 철수

소  미‧영‧소 (3개국)  님‧북 독자입법부 구성(X)  미‧소 선철수

결렬  냉전의 시작 ← 트루먼독트린(47.3~)

유엔총회

(47.11)  인구비례 총선 → 임시정부 수립

(48.1)  유엔한국위원단(18개국) 파견 → 소련 입국거절

(48.2)  메논보고(통일정부 불가능) → 남한단독선거안 가결

 <2월서신>(48.2) <2‧7총파업>  <인민군 창설>(48.2)

 - 남북지도자협상 제의  - 단독선거반대  <3월서신> - 연석회의 제안

<제주4‧3사건>  <남북연석회의>(48.4)

 - 제 단체‧정당 연석회의, 4김비밀회담(김구‧김규식‧김일성‧김두봉)

 <헌법제정>(48.4.28)

 <5‧10총선거>

(84):이승만(55)‧한민당(29)

(85):무소속

 <제헌의회구성>(48.5.31)

 <헌법제정>(48.7.17)

 <정부선출>(48.7.20) <통일독립촉진회>(48.7.21)

 이승만, 이시영(부통령) 김구‧김규식(민족자주연맹)

 <단독정부수립>(48.8.15)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48.8.25)

행정부  대통령-이승만, 부통령-이시영, 총리-이범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수립>(48.9.9)

입법부  국회의장-신익희, 부의장-김약수 내각  수상-김일성, 부수상-박헌영(조선공산당영도자)‧김책(북로당)‧홍명희(민족독립당)

사법부  대법원장-김병로
의회

 최고인민회의 의장-허헌, 상임위원장-김두봉

 김용건, 김원봉, 박일우, 최창익, 백남운, 이승엽, 김정주, 이용, 허정숙 등



- 30 -

3. 한국 전쟁

전쟁이전

주요사건

(시대배경)

남한

 이승만-국회소장파 대립  주한미군 철수문제, 반민족행위자 처벌문제, 농지개혁, 통일문제 등 

 반민특별법(48.9)  특별조사위원회(49.1), 특별재판부

 여수14년대 폭동(48.10.19)

 대구6연대 폭동(48.11)

 게릴라  지리산‧태백산‧오대산 (~50)

 정훈국  광복군계‧좌익계 5,000 여명 숙군

 미군  철수연기 (~49.6)

 국가보안법 통과(48.12.1)  남북왕래 금지. 시행령(X)

 학도호국단 설치(49.1)  → 해체(4‧19.1960) → 부활(베트남공산화.1975) → 페지(80년대-학생회)

 국회프락치사건(49.6)
 발단  소장파 - 외국군철수건의안제출(49.3) → 유엔한국위원회

 결과  소장파 몰락, 남로당 대거 월북 

 주한미군철수(49.6.26)  → 군사고문단(500명) 주둔

 김구 암살(49.6.26)  

 한미상호방위원조협정(50.1.26)  ← 에치슨라인- 한국‧대만 제외

 제2대 국회의원선거(50.5.30)  무소속 압승. 이승만계(30석)

북한

 군사비밀협정-소련(49.3.17)

 군사비밀협정-중공(49.3.18)  조선인 5만 → 북한군 편입

 박헌영-김일성 권력투쟁 심화

한국전쟁

1단계 진로  남침(50.6.25) → 서울(6.28) → 낙동강

(남침) 고비  파병 결의안 가결 문제. 가결 → 유엔군 참정 결정

2단계 진로  인천상륙(50.9.15) → 서울(9.28) → 평양(10.19) → 압록강 초산(50.26)

(반격) 고비  38선 이북 진격 문제. 진격 승인 → 유엔한국통일위원단(UNCURK) 파견

3단계

(중공군)

진로
 중공군 개입(50.10.25) → 총퇴각 → 서울(51.1.4) → 오산(반격)

 서울(51.3.14) → 38선 → 휴전제기(말리끄. 51.6.23) → 휴전교섭(51.7.10)

쟁점  전쟁확대론(미국) ↔ 반대론(유엔군사령부)

4단계

(휴전~)

협상  개성(51.7.10) → 판문점(51.10.23) → 협정(53.7.27)

쟁점

(유엔군) (공산군)

경계선 접촉선 38도선

감시기관 스웨덴, 스위스 폴란드, 체코

포로교환 자유송환 (일방적단행 53.6.18) 강제송환(←제네바협정)

협정
조인  헤리슨 준장(유엔군 대표) - 남일(북한군 대표)

서명  크라크 대장(유엔군 총사령관) - 김일성‧팽덕희(공산군 총사령관)

전쟁기간

주요사건

[남한] [북한]

 국민보도연맹사건  서울(함락) 제외 전국적 집단 처형  김일성 권력강화 - 남로당‧토착공산당 완전 제거

 거창양민학살(51.2.11)   소련파 허가이 제거(50.10)

 국민방위군횡령사건(51.3)  연안파 김무정 숙청(50.12)  평양함락 책임

 자유당 결성(51.11)  이승만, 이범석(민족청년당)  남로당계열 숙청 시작  (50년 말~)

 부산정치파동(52.5.26)  대통령직선개헌 → 계엄령선포  박헌영‧이승엽 숙청(53)  박헌영 사형(55)

 2차(발췌)개헌(52.7.4)

 정‧부통령선거(52.8.5)  이승만, 함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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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남‧북 정권의 정치

제1절. 남‧북의 정치 변천

[남한] [북한]

50년대

50.3. 농지개혁 실시 농지개혁법(49)

50.5.30 제2대국회선거 여‧야(민국당) 참패, 무소속대거진출

50.6.25 한국전쟁발발 50.10 소련파 허가이 제거

50.7~ 국민보도연맹사건 서울 제외 전역 집단처형 50.12 연안파 김무정 제거 평양함락 책임

51.2.11 거창양민학살사건

51.3 국민방위군횡령사건

51.11 자유당 창당 이승만, 이범석(민족청년당)

52.5.26 부산정치파동 야당 직선개헌반대→계엄령선포

52.7.4 발췌개헌

52.8.5 정‧부통령선거 이승만 (2위-조봉암), 함태영

53. 이기붕체제 이범석계열 탈락 53. 남로당 숙청 박헌영‧이승엽. 박헌영 사형(55)

53.2 화폐개혁(1차)

54.5 제3대국회선거 경찰동원 압승

54.11 사사오입개헌 초대중임철폐. 야당→헌정동지회

55. 민주당←헌정동지회 지주‧친일파세력 다수 포진

56.5.5 신익희 급서 민주당후보 56.8 종파사건 개인숭배비판, 집단지도체제 주장

56.5.15 정‧부통령선거 이승만(조봉암-30%), 장면(민주당) 박창옥(소련파), 최창익‧김두봉(연안)

56.11 진보당결성 서민‧중소상공업자 중심 57. 천리마운동시작 → 당노선 격상(59)

58.1 조봉암사건 평화통일론(국시위반)→사형(59.7) 58. 3대혁명운동 사상‧기술‧문화

58.5 제4대국회선거 자유당 개헌선(2/3) 실패

58.12.24 24파동 신국가보안법(대공사찰‧언론통제)

59.1 반공청년단

59.4 경향신문폐간 장면지지

60년대

60.3.5 조병옥 급서 민주당후보  <대학교수시국선언문>(60.4.25)

60.3.15 정‧부통령선거 부정선거항의(3.15.마산 ~ 4.11)  1. 민족정기의 표현

 2. 공산당사주 모독(X)

 3. 경찰-정치집단사병

 4. 정권퇴진

 5. 부정선거→재선

6. 선거조작→중형

7. 발포‧명령자 처단

8. 깡패 색출‧처단

9. 구금학생 석방

10. 부정축재자 처단

11. 경찰-중립

12. 사이비학자 배격

13. 어용문화인 배격

14. 학업복귀

15. 공산선전이용경계

60.4.11 김주열 사체 발견  →정권퇴진시위

60.4.19 서울시전역시위확산

60.4.22 재야 정권퇴진요구

60.4.25 대학교수시국선언문  => <시국선언문>

60.4.26 이승만 하야

60.4.27 과도정부수립  => <과도정부 5대시책>  <과도정부 5대시책>

60.5 한국교원노조연합  1. 반공 강화

60.5.29 이승만하와이망명  2. 처벌대상 한정(책임자‧잔학행위자)

60.6.15 3차개헌 내각제, 양원제  3. 혁명적 개혁, 비혁명적 단행

60.7.29 제5대국회선거 민주당 윤보선(대통령), 장면(총리)  4. 민족해방주장 → 이적행위

60.11.29 4차개헌 부정선거‧부정축재‧반민족행위자  5. 한일관계 정상화 - 기자 입국

61.2.8 한미경제기술원조협정

61.5.3 남북학생회담제의 회담일확정(61.5.20). 민자통‧민통련

61.5.16 5‧16군사쿠데타 박정희, 육사 5-8기

- 군사혁명위원회 장도영(의장), 박정희(부의장)

61.6 ~

 <국가재건최고회의>

 박정희(의장), 장도영(내각수반‧국방장관), 김종필(중정) 61.7.6 조‧소 상호원조조약

국가재건비상조치법‧반공법‧집회임시조치법‧정치활동정화법 61.7.11 조‧중 상호원조조약

61.10 ~ 한일협정 시작 미국 주선. 비공개

62. 김종필‧오하라 메모 재산청구권, 보상청구권

62.6 화폐개혁(2차)

62.6 ~ 제1차경제개발계획 경제기획원 설치 62.10 소련 공개비난 쿠바사태

62.12.17 5차개헌 국민투표 단원제, 대통령제(1차중임)
62.12 4대군사노선

전인민무장화‧전국적요새화

전군간부화‧전군현대화
63. 공화당 창당

 <4대의혹>

 새나라차‧빠찡코‧워커힐‧증권파동

63.10.15 대통령선거 박정희(공화당) : 윤보선(민주당)

63.11 제6대국회선거 공화당 압승

64.2.1 3분폭리사건 야당 폭로 (밀가루‧설탕‧시멘트)

64.3.6 한일굴욕외교반대시위

64.6.3 계엄령선포 반대시위 최고조

64.8 인혁당‧불꽃회 사건 →검사항명사건

64.10 한일협정체결 64.10 조‧소 관계개선 브레즈네프‧코시킨 집단지도체제

65.2 한일협정국회동의 65. 조‧중 관계악화 베트남지원(X), 문화대혁명

65.2 비전투부대파병동의 월남파병 시작

65.3.7 브라운각서 군장비현대화, 신규차관, ...

65.3.26 서울위수령‧휴업령 ←한일협상 가조인 성토대회

65.6.22 한일협상조인 국회비준(65.8)

65.8 전투부대파병동의 파병(65.10)

66.7.9 한미행정협정 국회비준(66.10.14)

67.7.8 동백림사건 67. 갑산파 제거 박금철‧이효순 국방비과다 이의제기

68.1.21 김신조 청와대습격

68.1.23 푸에블루호 납북

68.8.24 통일혁명당 사건

69.9 6차개헌 3선개헌. 위수령 발동 69. 김일성 유일사상 강경파(항일빨치산)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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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대

70. 새마을운동, 경부고속도로개통, 와우아파트 붕괴 70. 대남 강경정책 완화 강경파숙청. 혁명2세대(김정일) 등장

70.11.13 전태일 분신 김지하 ‘오적’ 70. 김일성 주체사상 선언 1인독재‧개인숭배 강화

71.4 언론자유수호운동 박정희 당선저지운동

71.4 7대대통령선거 박정희(51%), 김대중(신민당 43%)

71.12.6 국가비상사태선포 ←성남‧광주철거민소요사태(71.8)

71.12.27 국가보위특별조치법

72.10.17 대통령 특별선언 국회해산, 정치활동금지

72.11.21 7차개헌 국민투표 개헌안←비상국무회의

72.12.27 유신헌법 공포 통일주체국민회의 간선 72.12 사회주의헌법 재정 수도(평양)‧3대혁명‧주체사상 명문화

73.8 김대중 납치사건 73. 3대혁명소조운동 김정일 지도. 혁명엘리트 장악

74.1 긴급조치 1‧2호 개헌논의금지‧비상군법회의 74. 김정일 당 중앙 유일후계자 공인

74. 민청학련 결성

74.8.15 육영수 여사 피살 8.15 기념식장

74.11 민주회복국민회결성 야당, 종교인

75.4 학도호국단‧민방위대 ←베트남 공산화

75.8 장준하 의문사

75. 긴급조치 9호 유신헌법부정 → 영장없이 체포 76. 김정일 정책노선 비판 활동자제

79.8.11 신민당사점거농성 YH여성노조원 강제해산(김경숙사망)

79.10.4 신민당수김영삼제명 → 부‧마 항쟁 → 10‧26

79.10.26 10‧26 사태 최규하(국무총리)-권한대행

79.12.6 10대대통령선출 최규하 ← 통일주체국민회의

79.12.12 12‧12 군사쿠데타 정승화육참총장연행 (시해관련혐의)

80년대

80.5.15 서울의 봄 계엄해제요구 80. 김정일 후계 공식화 80년 당대회

80.5.17 비상계엄전국확대

80.5.18 광주민주화운동 ~5.27

80.5.31 국가보위비상대책위 국회활동정지

80.9 8차개헌 국민투표 ←헌법개정심의위원회

80.10.27 5공화국헌법공포 7년단임, 간선

81. 민정당 창당

84.5.18 민주화추진협의회

85.4 전국학생연합 85. 주제사상 마무리 맑스‧레닌주의 청산

87.1.14 박종철고문치사사건 →시위확산

87.4.13 4‧13호헌조치 직선개헌안한다!

87.5.27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

87.6.9 이한열최루탄치사사건

87.6.29 6‧29선언 직선제개헌, 김대중 사면‧복권

87.10.27 9차개헌 국민투표 국회개헌특위, 5년단임직선

89. 헝가리‧폴란드 수교

90년대

90.8 소련 수교

91. 수서비리 91. 김정일최고사령관추대 김일성-대원수

91.5 남북유엔가입

91.8 중국과 수교

92. 정보사부지사기사건 92. 김정일 원수 진급 세습 마무리

93.2 김영삼정부출범

93.8.12 금융실명제 94. 김일성 사망

95.6.27 지자체장선거부활

96.9.12 OECD 가입

98.2 김대중정부출범

2000. 6‧15 남북공동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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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통일정책의 변화

냉전시기

[남한] [북한]

이승만 정권
 ① 협상 무용론. 북진무력통일론

 ② UN 감시 하 남북한 자유선거

 ① 인민해방전쟁론

 ② 외세간섭 배제 남북한 총선거

장면 정권
 ① UN 감시 하 남북한 총선거

   (북진무력통일론 폐기)

 ① 외세간섭 배제 남북한 총선거

 ② 과도적 연방제

공화당 정권
 ① UN 감시 하 남북한 총선거

 ② 반공체제 완비 → 승공통일
 남‧북대표 → 최고인민위원회 → 총선거

화해무드

박정희 정권

70.8.15
<8‧15선언>

 - 무력대결 지양, 남북 체제 경쟁 

71.8.12
남북적십자 회담 (71.8.12 ~ 73)

 - 최초 남북회담, 평양~서울(7회개최), 공동성명(7‧4), 상호선언(6‧23)

72.7.4

<7‧4 남북공동성명>

 1. 자주‧평화‧민족대단결

 2. 긴장완화, 비방중지, 도발중시

 3. 남‧북 간 제반교류 실시

 4. 적십자회담 적극 협조

 5. 직통전화개설(73.9)

 6.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7. 합의사항 성실 이행

73.6.23
<6‧23 선언>

73.6.23
<고려연방제>

 - UN 동시가입 (1민족 2국가)  - 고려연방공화국 단일가입 (1민족1국가)

74.1 상호불가침협정 체결 제의

74.8
<평화통일 3대원칙> 발표

 - 상호불가침‧남북대화‧인구비례총선거

79.1 무조건 대화재개 제의

전두환 정권

80.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방안>(연방제) 

 (1민족 1국가 2체제 → 통일 간주)

 - 남북자치정부(독립체제): 입법‧사법‧행정권

 - 연방정부(고려민주연방공화국): 외교‧군사권

 *전제: 국보법폐지, 미군철수, 정전→평화협정

81.1 남북 최고책임자 상호방문 제의

81.1.22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1국가 1체제, UN 감시X)

 -남북대표 → 민족통일협의회 → 통일헌법

→ 총선거 → 통일국회‧정부(1국가 1체제)

85.9.20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단‧예술공연단 교환방문

노태우 정권

88.7.7
<7‧7 선언>

 - 적극교류, 대미‧대일관계개선 협조 제의

89.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연합제)

-남북연합(과도기)→총선거→통일(1국가1체제)

90.9 남북 고위급 회담, 범민족 통일음악회

91.4.5 탁구, 청소년 축구 단일팀 참가

91.9.7 남북유엔동시가입

91.12.13 <남북한 화해‧불가침,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 합의서> (← 제5차 남북 고위급 회담)

91.12.31

<남북한 비핵화 공동선언>

 - 국가(X), 국가적 실체(O)

 - 상호 체제 인정, 간섭‧침략(X)

김대중 정권 2000.6.15

<남북정상 공동선언>

 - 통일문제 자주적 해결

 - 연합제‧연방제 공통성 인정

 - 이산가족방문단‧장기수 문제 노력

 - 경제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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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해방 후의 경제‧사회

제1절. 경제 정책

[남한] [북한]

 <미 군정기> (45.9~)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46.2~)

45.10  최고소작료 결정  총 수확 1/3 초과(X) 

46.3  농지개혁

무상몰수  적산‧반역자, 5정보 이상 지주

46.2  신한공사  연고자‧관리인‧임차인 중심 불하 무상분배  노동력 차이에 따라

46.6  소작료 변경  주요 수확 1/3  소작제 철폐

48.3  중앙토지행정청

 -과도정부법령 173호: 귀속농지 처리
46.8  산업국유화

국유화  적산‧반역자 - 전체 90%

대상  2정보 이상 전‧답 만 소유허용  개인수공업‧상업 허용

매매  소작인>농민>북이주민>해외이주민

대가  생산고 3배

지불  20% x 15년, 현물상환

 <이승만 정권> (48.8~)

49.  농지개혁법  보상-1.5배, 상환-1.25배 (25% x 5년)  <50년대 경제정책>

50.3  수정개혁법  보상-1.5배, 상환-1.5배 (30% x 5년) 53~58  사회주의 경영  사회주의 생산체제

 - 농업‧수공업‧상업 협동화 완료
전후복구

 유엔한국재건단(UNKRA)  삼백산업(섬유‧제분‧제당) 54~58  농업협동화

 산업복구채권‧산업금융채권  신흥재벌 특혜 54.  경제개혁3개년계획  소련‧중국 경제 원조 → 전후복구 완료

 - 중공업‧경공업 병진정책53.2  화폐개혁  효과(X) 57.  1차 5개년계획

55.  부흥부 설치 57~  천리마운동 시작  60년대: 기술개발부진, 생산의욕저하

56.  경제개발7개년계획  발표만. 시행-보류  <60년대 경제정책>

58.  산업개발위원회 농업  청산리 방법
 통일적‧중앙 집중적 자재(후방)공급체계

60.  경제발전계획  전반기 3개년 계획 - 국회승인 공업  대안사업체계

 <장면 정권> (60.7~)  <70년대 경제정책>

61.2.8  한미경제기술원조협정

71~76  6개년 계획

과제  중공업발전‧기술혁명‧설비근대화

61.  경제개발5개년계획  입안만. 방식  3대기술혁명, 차관도입 12억불

 <5‧16 군사정권> 실패  군사비(30%), 석유파동

경제정책
 부정축재처리법, 농협조합법, 국가재건국민운동법

 농어촌고리채정리법, 농산물가격안정화정책

 <80년대 경제정책>

노동경쟁  속도창조운동, 숨은영웅 따라배우기

62.6  화폐개혁
유인동기

 공장 기업소  독립채산제 장려

재벌특혜  삼분폭리  제분‧제당‧밀가루 - 세금포탈, 가격조작  농촌시장 확대  생산물 자율판매 부분적 허용

62~66  1차경제개발5개년계획  경제성장‧식량증산‧1일생활권‧원양‧건설
차관무역

 UNDP 차관  2,050만 $

 <제3공화국>  투자 유치  합영법(84), 합영공업부(88.12)

64.10  한일협정체결

 -어업협정

 -제일교포 지위‧대우

 -재산청구권‧경제협력

 -문화재‧문화협력

 <90년대 경제정책>

 - 서방 자본‧기술 도입에 치중

92.  외국인 투자법

93.
 합작법, 외국인세금법(세금감면), 외자관리법

 자유경제무역지대법 - 관세면제, 무사증입국
경제원조

일본  8억달러(무상3억, 공공차관2억, 상업차관3억)

미국  브라운각서 - 베트남 파병 94.  합영법개정, 경제특구(나진-선봉지구)

제2절. 사회개혁운동의 전개

의식개혁운동
 국민교육헌장 반포(1968)  민족의식 고취

 새마을운동  농어촌 생활개선, 소득증대, 자주‧자립의식

언론활동

신문

광복 직후  조선일보‧동아일보 복간, 건국일보(전주), 조선인민보, 민중일보, 코리아타임즈

50년대  자유당 정권 규탄  정간‧폐간, 구속

60년대  신문허가제 폐지  언론 활성화 <-> 사이비‧부실언론 난립

70년대  유신체제  언론통제 강화

방송

50년대

 기독교방송(CBS) (54)  최초 민영 라디오

 HLKZ-TV (56)  최초 TV 방송

 AFKN-TV (57)

60년대
 KBS-TV (61)  국영

 TBC-TV (64)  민영

노동운동

미 군정기

법령
 폭리 취채법규(45.10), 노동조정위원회법(45.12), 노동부설치법령(46.7)

 아동보호법류(46.9), 최고노동시간법령(46.11)

조직
 좌익계  전‧평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45.11)

 우익계  대한노총  대한독립촉성 노동연맹(46.3)

쟁의
 46.9.  총파업  조선공산당, 전‧평  (<-7월 신전술)

 48.2.7  파업  남로당, 전‧평  (<-유엔한국위원단 내한반대)

이승만 정권

법령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 근로기준법

조직
 대한노동총연맹  자유당 기간단체

 노동조합  대한노총 철도연맹, 조선전업 노동자

장면 정권

조직  대한노동조합총연맹  대한노총 + 전국노동조합협의회 + 무소속 대의원 (60.11.25)

노조
 공무원노조  체신‧철도‧전매

 지식인노조  교원‧은행

쟁의  해원노조파업, 섬유공업여공파업

박정희 정권
통제  수출목표‧경제성장목표 달성 → 노‧사문제 간섭

탄압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불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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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이승만 정권

입법  교육법(49.12) - 홍익인간

목표  멸공필승, 집단안보의식 고취

방침  도의 교육, 1인1기 교육, 국방교육

장면 정권 정책  교육중립성 확보, ‘사도(師道)’확립, 학원정상화, 교육민주화

5‧16 군사 정권
목표  인간개조, 국민재건

방식  교육특례법 - 교육자치제 폐지

3공화국
방식  교육자치 부활 - 중앙통제 유지

제도  국민교육헌장(68), 중학교 무시험입학, 대학예비고사

유신체제
시행  새마을교육, 방송통신교육

기구  한국교육개발원, 정신문화연구원(78)

학술

50년대  전통문화 복구

60년대
 국사교육 강화 - 한국학 연구 고조

 국민윤리 - 국민윤리교육과, 교과목 책정

70년대
 첨단과학분야 집중

 전통문화 연구성과 정리 - 정신교육문화원(78.성남)

종교

불교
 70년대 혁신운동  승려자질 향상, 교육쇄신, 포교다양화

 세계불교연합  지도력, 공신력 향상

개신교  교단통일 모색, 독재‧부정부패 규탄운동

천주교  교황방문, 103위 순교자 시성 등

문예

광복 직후

사회주의

 조선문학건설본부 (45.8)

 - 임화, 이태준, 김남조
→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

→ 조선문학가동맹(홍명희)
 조선프롤레타리아문학동맹 (45.9)

 -KAPF비해소파(이기영‧송영‧한설야)
→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

민족진영

 조선문화협회 (45.9)

 - 박영노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47.2)

 → 산하 한국문학가협회(문‧협) 전조선문필가협회 (46.3)

 - 정인보, 김동리, 서정주

60년대  전통문화 관심 - 문예징흥원, 예술의 전당

70년대  대중문화 확산 - 영화‧대중가요

잡지

50년대  사상계

60년대  창작과 비평(66)

70년대  문학과 지성(70)

체육 80년대

 체육진흥법(80)

 아시안게임(86) - 2위

 하계올림픽(88) - 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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