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설명과 목차
시대별로 꼭 알아야 할 한국사 개념을 모아 한 눈에 볼 수 있게 요약한 자료.
이 요약본 하나로 한국사 과목의 큰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수능특강과 기출을 반영하여 만든 자료입니다.
내신용으로도, 수능용으로도 두루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깔끔한 자료입니다.

이미 1천여명이 다운로드 받아 읽어본 자료!

한국사, 어렵지 않습니다.
가볍게 먹는 과자 한 봉지처럼 한국사 씹어 먹어봅시다.

순서는 시대별로 정렬하였고,
일러스트는 중요한 것 위주로 제가 직접 그렸습니다 ☺
그만큼 애정을 가지고 만든 자료입니다.

지금껏 받아온 사랑만큼
앞으로도 이 자료로 도움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많길 바랍니다.

*오류 제보 및 기타 문의: victoriaba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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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

#고인돌
청동기 시대 지배자의 무덤
계급의 발생을 나타냄

#주먹도끼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도구
뗀석기의 일종
오늘날의 스마트폰

👍 청동기 시대 지배자(군장)의 무덤으로 고인돌을
만들었다.

#비파형 동검
👍 구석기 시대에는 대표적인 도구로 주먹도끼와
찍개 등을 사용했다.

청동기 시대 비파처럼 생긴 청동 무기
가진 자의 권위를 상징

#빗살무늬 토기

👍 비파형 동검의 분포지역을 통해 고조선의 영역을
확인할 수 있다.

신석기 시대의 빗살 같은 줄이 새겨진 토기
농경이 처음 시작된 시대에
곡식을 저장할 그릇이 필요해짐

#단군 조선

간석기를 사용하고, 정착생활을 시작한 시기

단군 왕검이 세운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 고조선

👍 신석기 시대부터 빗살무늬 토기, 갈돌, 갈판을
제작하기 시작했다.

👍 비파형 동검, 미송리식 토기, 탁자식 고인돌은 고
조선 관련 문화 범위를 알려준다.

#움집

#반달 돌칼

신석기 시대의 땅을 파서 지은 집
주로 강가나 바닷가에 위치

돌로 만든 반달 모양의 농기구
청동기 시대의 벼농사 시작
청동은 귀하니까 돌로 만든 것 여전히 사용

구석기에는 동굴/막집에서 생활했지만,
신석기에 정착을 시작하면서 집이 필요해짐
가락바퀴와 뼈바늘도 등장 (For 옷과 그물)

👍 반달 돌칼을 이용하여 벼 이삭을 추수하였다.

#민무늬 토기
청동기 시대의 무늬가 없는 토기
👍 신석기 시대에는 바닥이 둥근 움집을 짓고 살았다.

#애니미즘

👍 미송리식 토기는 계급사회로 진입한 단계에서
나타난 토기이다.

#세형 동검

Anim(영혼, 생명) + ism(학문)
모든 정령에 영령이 있다고 믿는 사상
태양, 물과 같은 대상을 숭배

한반도 지역에서만 출토되는 한국식 동검
철기 시대의 무기

토테미즘, 샤머니즘, 조상숭배의 모습도 볼 수 있음

잔무늬 거울과 함께
철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

👍 신석기 시대에 애니미즘과 샤머니즘 등의 신앙이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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