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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의 근대화  

• 구한말(1871-1910) 

➢ 조선 말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의 집권에서 대한제국, 일제강점기에 이르는 

시기 

• 시대 상황 

➢ 정치 상황 - 쇄국정책, 외세 침입, 외국에서의 저항운동, 동학 농민 운동, 갑오개혁, 

을사늑약, 한국 강제 병합(경술국치) 

➢ 사회 상황 - 서양문물 도입(기차), 교육의 근대화, 근대식 신문(한성순보, 독립신문), 

단발령 

 

  

  

 
흥선대원군(쇄국정책) 결혼식 구한말 북촌 한옥들 단발령 

 

 

❖ 주변 국가 상황 및 조선의 외세 침략 

• 청나라(중국) - 영국에 의해 문호개방, 청일전쟁의 패한 후 적극적으로 서양문물 

받아들임 

• 일본 - 미국에 의해 문호개방, 제국주의 나라 대열에 합류 

• 청나라(중국), 일본, 러시아의 세력 다툼에서 일본이 우승 ➔ 조선을 식민지화 

 

❖ 동학 농민 운동(1894) 

• 동학세력을 주축으로 정치·사회 개혁 및 외세를 물리치려 일어난 민중운동 

• 관군과 일본에 의해 진압됨 

• 일본의 한반도 침략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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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사늑약(1905) 

• 일본에 조선의 외교권 빼앗김, 본격적으로 일본에 강제로 병합되는 시작점 

 

❖ 한국 강제 병합, 경술국치(1910) 

• 을사늑약 후 군대 해산과 정부 조직 개편 등을 거쳐 1910 년에 국권을 잃게 됨 

• 의병이 일어나게 됨 

 

❖ 일제의 극심한 탄압 – 무단 통치 

• 조선 총독부 설치: 일제 침략기 식민통치의 중심 

• 입법·사법·행정·군사 등 모든 면에 권력 행사 

• 헌병 경찰제: 언론·집회·결사의 자유 제한, 한국인이 발간하던 모든 신문 폐간 

 

❖ 항일 독립 운동 

• 국내 - 비밀조직들의 꾸준한 독립 운동 

• 국외 - 만주, 연해주, 미국 등에서의 활발한 독립 운동 

 

 

   
무단 통치기 일본 헌병 정치 구한말 의병 일제로부터의 광복 

 

 

❖ 「한국 강제 병합」은 대한제국의 황제로부터 민중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격렬한 항의를 

일본 군대의 힘으로 짓누르고 실현시킨 제국주의 행위이다. 광복절은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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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단어 

• 근대화 modernization 

• 일제강점기 Japanese occupation period 

• 쇄국정책 closed country foreign policy 

• 외세 foreign power; foreign influence 

• 침입, 침략 invasion 

• 서양문물 western civilization 

• 단발령 the ordinance prohibiting topknots  

• 문호개방 opening-up  

• 점진적 gradual, being gradual 

• 패배 loss; defeat 

• 적극적 active, being active 

• 전면적 complete, general; all-out 

• 대개혁 a large reform, a shakeup 

• 제국주의 imperialism 

• 대열 line; rank; file, ranks 

• 합류 joining; meeting 

• 세력 다툼 a struggle for power; a power grab 

• 우승 victory; championship 

• 식민지화 colonization 

• 진압 suppression; repression 

• 본격 being in full swing; real; serious 

• 외교권 diplomatic right 

• 병합 annexation; amalgamation 

• 군대 해산 dispersion of army; disband an army 

• 정부 조직 개편 reorganization of the government  

• 늑약 unwilling treaty 

• 국권 national sovereignty 

• 의병 loyal army; loyal soldier 

• 무단 통치 military rule; military ru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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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법·행정·군사 legislation·jurisdiction·administration·military 

• 권력 행사 exercise of power 

• 헌병 경찰 military police 

• 언론·집회·결사의 자유 freedom of press·association·assembly 

• 제한 limit 

• 폐간 stop publishing; discontinue issuing 

• 항일 독립 운동 anti-Japan independence movement? 

• 민중 people; public 

• 격렬한 항의 furious prote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