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让 人 心 跳 的 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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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ldstairs 是专门出版语言和儿童学习图书的出版社。

主要有帮助读者轻松学习英语、日语、汉语、越南语、西班牙语、法语、意大利语、德语等外语的

教材，以及为儿童制作的学习漫画。自2008年创立以来，已经出版了一百一十册以上的图书。每个

月不断出版新书，是个具有无限发展可能性的出版社。

我们探索轻松有趣的学习方法，从不同角度持续研究之后制作图书。致力于出版帮助读者主动、快

乐地掌握知识的书籍。

比起仓促出版十本书，

                 我们更努力于出版一本有意义的书。

oldstairs@daum.net

这本书目是通过韩国出版文化产业振兴院(KPIPA)‘出版社输出书目制作支援’的项目制作而成。
본 포트폴리오(Rights Guide)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KPIPA) ‘수출용 포트폴리오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儿童图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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让 人 心 跳 的 书

做一个天才 !
Series

做一个读英语天才！1，2

做一个数独天才！1，2



진짜로?

그에 따라 
가운데 가로 칸에도 1~3이 골고루 들어가도록 넣어주는 거야!

흠!  
내가 설명해줄게!

따라서 정답은…

아항!  
알았다!

1 3 2
? ? 3
3 2 1

1 3 2

3 2 1
잘 봐! 가로 칸을 보면 1~3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 있지?

22

Preview

피자랑 콜라를 
피자랑 콜라를 

먹고 싶어!먹고 싶어!

HH OO PP EE 1
난 이 도난 이 도

정답 정답 

189p189p정답정답 

118899pp

1 3
2 1

2 3

 연습 | 001

크하하!  

쉬워도 너무 쉬운데?  

벌써 다 풀었… 응?  

종이에서 또 빛이!

아 참!  
S 코인은 소망 코인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소원이 깃드는 
신비한 동전!

링에 나타난 모양은 
스도쿠의 난이도!  

병아리는 가장 쉬운 
난이도지!

3636

思考力

₩ 12,000

出版日期: 2020.11.10.做一个数独天才！1

数独是有助于增进逻辑能力的数理拼图游戏，在英国甚至被采用为
公立教育的教材。该书是为了通过数独培养孩童思考和应用能力而
开发的教材。趣味十足的漫画中融入130余个数独拼图。随着故事
发展，可以很自然地解决困难的问题。对孩童而言，“有趣”是最
重要的，只要觉得有趣就能主动学习。主动学习的知识在大脑中记
忆更持久。

开发大脑
的学习

适合
8~13岁

每解开一个问题，集中力、成就感和自信便加速提升。不断想挑战难易度更高的问题。

宝贝女儿一拿到书，就紧紧抱着开始解题。

# 读者評



기차를 타고 기차를 타고 
여행하고 싶어!여행하고 싶어!

HH OO PP EE 4
난 이 도난 이 도

정답 정답 

190p190p
정답정답 

119900pp

1 3 4 2
2 4
3 2
4 3

 연습 | 006

아… 
굵은 선이 등장하면 
굵은 선으로 나뉜 각각의 네모 칸들에도 숫자를 골고루 넣어야 해… 끄으으…

그 말은 가로 칸, 세로 칸+굵은 네모 칸 속에 1~4가 골고루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잖아?  이거 갑자기 좀 어려워졌는걸?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야! 잘 봐!  나처럼 이렇게 하던 대로 하다 보면…!

5858

1 3 2
3 2 1
2 1 3

 연습 | 001

36p36p

40p40p

48~49p48~49p

2 3 4 1
1 4 3 2
3 1 2 4
4 2 1 3

 연습 | 002

1 3 2 4
4 2 3 1
3 4 1 2
2 1 4 3

2 3 4 1
1 4 3 2
4 2 1 3
3 1 2 4

1 3 4 2
2 4 3 1
4 1 2 3
3 2 1 4

 연습 | 003  연습 | 004  연습 | 005

만화 속 연습문제

189

정정 답답

으앗! 갑자기 뒤로 밀리잖아!?  
으앗! 갑자기 뒤로 밀리잖아!?  

더 세게 받쳐! 선아!더 세게 받쳐! 선아!

아오, 저 표정 좀 보소?  

확 때려주고 싶네!

뿌!  뿌!  
뿌우우우-!뿌우우우-!

으! 시끄러워!

네가 참아…

헉!  헉!  

종이 안에서 
종이 안에서 

기적소리가!기적소리가!

뿌!  뿌!  
뿌우우우-!뿌우우우-!

뭐 하고 있어?  
넌 어서 팔을 앞으로 내밀고 

동생은 오빠의 등을 
받쳐줘!

큭큭! 
자, 이제 나온다!  

우리 요괴들을 태우고 다니는 
기상천외한 기차!  

그 이름하여!

이렇게…  
결국엔 풀 수 있다고!  

우훗!

이,  
이렇게?

59

TIME ATTACK

제한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라!

실전 | 019

실전 | 020

실전 | 018

실전 | 017

2
1

3
4

4 2 3
1 4 2

1 2 4
4 2 1

4 3
2 4

4
2 4 1
1 4 3

4

4
1 3 2

1 4
2 4 1 3

나의 기록 분      초 
나의 기록 분      초 

나의 기록 분      초 
나의 기록 분      초 

45
sec

45
sec

45
sec

45
sec

162

정답 
정답 

198p
198p정답정답 

119988pp

난 이 도난 이 도

실전 | 054
실전 | 053

실전 | 055 실전 | 056

44
11

33

22
44

11

22 33

11

44

11 33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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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잠깐! 과연 알파벳의 모양과 이름을 외운 것만으로 단어를 정확히 발음할 수 있을까요? 

‘사과’를 의미하는 영어단어 ‘apple’을 두 아이에게 발음시켜보겠습니다. 

우리는 파닉스를 통해 단어의 소리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알게 됩니다. 그와 함께 정확한 발음이 

담긴 음성 파일을 듣는다면, 영어 문장을 보다 수월하게 읽을 수 있게 되겠죠?

애플

apple

Aa

에이에이 Ee

이이

Bb

비비

Cc

씨씨

Dd

디디
Ff

에프에프

Gg

쥐쥐
Hh

에이취에이취 Ll

엘엘

Ii
아이아이

Jj

제이제이

Kk

케이케이
Mm

엠엠

Nn

엔엔
Oo

오오 Ss

에스에스

Pp

피피

Qq

큐큐

Rr

알알
Tt

티티

Uu

유유
Vv

브이브이 Zz

제트제트

Ww
더블유더블유

Xx

엑스엑스

Yy

와이와이
알파벳 이름

파닉스란 A부터 Z까지의 알파벳이 단어 속에서 어떻게 발음되는지를 적은 것입니다.

쉽게 말해 알파벳과 발음을 함께 배우는 학습법이죠.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알파벳을 복습해 볼까요? 알파벳은 모음 5개, 자음 21개, 총 26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파닉스를 배우지 않은 친구는 알파벳의 이름으로 발음합니다. 반면, 파닉스를 배운 친구는 단어를 정확히 발음했네요.

에이피피엘이

파닉스? 그게 뭐예요?

아이 이이트 이트.

아이 브뤠이크 더th 마운튼!

어 머쉬루움.

아이 비컴 비그.

어 좌이언트!
A GIANT!

거인!

나는 그것을 먹는다.
나는 그것을 먹는다.

나는 산을 부순다!

버섯.

나는 커진다.나는 커진다.

I eat it.

I break the mountain!

A mushroom.

I become big.

Day-1

It tastes 

good~

What the!?

맛있어~

 30

Preview

出版日期: [第一卷] 2020.08.15. / [第二卷] 2021.05.17.学习英语

₩ 12,000

做一个读英语天才！1，2

将有趣的梦想故事制作成英语漫画，让孩童利用漫画进行
英语阅读练习的书。不需要看解释也能把握生词的意义。
不仅是基础的发音教学，漫画中还融入了800个孩童水平必
须的英语生词。每个句子都提供发音正确的音频，一边听
一边跟着读来学习英语阅读。

适合
8~11岁

必知英语
生词

很多可以激发想象力的图画。第一次看到孩子喜歡英语书。简直是奇迹。

句子都是动词和名词的简单结构，一点儿也不难。我家孩子初次接触英语也非常喜欢。

# 读者評



让 人 心 跳 的 书

哈 哈 学 习 
Series

为什么是这种形状？



 8

그런 병뚜껑은 100여 년 전 윌리엄 
그런 병뚜껑은 100여 년 전 윌리엄 페인터라는 사람이 만들어냈어.
페인터라는 사람이 만들어냈어.

탄산음료가 들어간 유리병 알지?
탄산음료가 들어간 유리병 알지?

그때는 탄산음료를 코르크로 
그때는 탄산음료를 코르크로 막아뒀는데,막아뒀는데,

그 병뚜껑을 보면 톱니바퀴처럼
그 병뚜껑을 보면 톱니바퀴처럼오돌토돌하던데 왜 그럴까?
오돌토돌하던데 왜 그럴까?

농부인 윌리엄 페인터는 탄산음료를 
농부인 윌리엄 페인터는 탄산음료를 엄청나게 좋아했지.
엄청나게 좋아했지.

콜라나콜라나

음료가 상하거나음료가 상하거나

오렌지나 자몽 주스 병 같은 건 
오렌지나 자몽 주스 병 같은 건 안 그렇잖아.안 그렇잖아.

그런데 어느 날 탄산음료를 먹고 
그런데 어느 날 탄산음료를 먹고 배탈이 났던 거야.배탈이 났던 거야.

맥주 같은.맥주 같은.

탄산이 빠져나가는 일이 흔했지.
탄산이 빠져나가는 일이 흔했지.

왜 톡 쏘는 탄산이 들어간 음료에만 
왜 톡 쏘는 탄산이 들어간 음료에만 이런 병뚜껑을 쓰지?
이런 병뚜껑을 쓰지?

금새 상해
버렸어...

나, 윌리엄!
탄산음료 너무 좋아.

 윽...
  상했나...

탄산이,
빠지다니!

Question 03
병뚜껑이 왜 톱니바퀴처럼 생겼을까?

 9

병을 열 때 힘을 많이 주다보니 병이 
병을 열 때 힘을 많이 주다보니 병이 

많이 흔들려서 음료가 넘치는 일이 
많이 흔들려서 음료가 넘치는 일이 

많았어.많았어.

그러다 윌리엄은 우유, 잼의 
그러다 윌리엄은 우유, 잼의 

병뚜껑을 보고 영감을 얻었지.
병뚜껑을 보고 영감을 얻었지.

그리고 지금처럼 철판을 병 위에 덮어 
그리고 지금처럼 철판을 병 위에 덮어 

꽉 조여주는 병뚜껑을 만들게 됐어. 
꽉 조여주는 병뚜껑을 만들게 됐어. 

병뚜껑의 홈이 21개보다 많으면 병을 
병뚜껑의 홈이 21개보다 많으면 병을 

열 때 너무 힘들거나 병이 깨지기 쉽고,
열 때 너무 힘들거나 병이 깨지기 쉽고,

윌리엄은 무려 사흘이나 앓아누웠고, 
윌리엄은 무려 사흘이나 앓아누웠고, 

병이 나은 후 직접 병뚜껑을 만들기로 
병이 나은 후 직접 병뚜껑을 만들기로 

마음먹었대.마음먹었대.

그때는 우유나 잼 같은 병을 종이로 
그때는 우유나 잼 같은 병을 종이로 

덮고 끈으로 칭칭 묶어놨었거든?
덮고 끈으로 칭칭 묶어놨었거든?

윌리엄은 병뚜껑의 홈을 21개로 통일
윌리엄은 병뚜껑의 홈을 21개로 통일

시켰는데, 지금까지도 국제 규격으로 
시켰는데, 지금까지도 국제 규격으로 

지켜지고 있어.지켜지고 있어.

이보다 적다면 탄산이 세어나가기 
이보다 적다면 탄산이 세어나가기 

때문이지. 모두 윌리엄의 피나는 연구 
때문이지. 모두 윌리엄의 피나는 연구 

결과였어.결과였어.

그 뒤로 윌리엄은 무려 5년 동안 
그 뒤로 윌리엄은 무려 5년 동안 

600종이 넘는 병뚜껑을 모았어!
600종이 넘는 병뚜껑을 모았어!

이걸 보곤 병뚜껑을 병 안으로 밀어 넣지 
이걸 보곤 병뚜껑을 병 안으로 밀어 넣지 

말고 덮어야겠다고 생각해낸 거야.
말고 덮어야겠다고 생각해낸 거야.

왜 21개냐고? 이건 원 안에서 정삼각형을 
왜 21개냐고? 이건 원 안에서 정삼각형을 

같은 각도로 회전시켰을 때 원의 테두리에 
같은 각도로 회전시켰을 때 원의 테두리에 

닿는 꼭짓점의 개수야.닿는 꼭짓점의 개수야.

이런 병뚜껑의 이름은 왕관 병뚜껑! 
이런 병뚜껑의 이름은 왕관 병뚜껑! 

뒤집으면 왕관처럼 생겨서 그렇대.
뒤집으면 왕관처럼 생겨서 그렇대.

어이쿠!
아까워!

뭐, 뭐야!

으...
내가 하나 만들든가

 해야지!

병 주둥이에 

맞춰서 조이는 거야!

그래!
이거였어!

Preview

科学

₩ 14,000

出版日期: 2021.05.01.为什么是这种形状？

人们在使用物品时，往往觉得“理所当然”而不做深思。当别人都
不好奇，只有自己思考“为什么会这样”？也就是创意性思考的开
始。所有的形状都有其原理、原因，且蕴藏着趣味。该书对我们周
遭一切形状抱持好奇心，探寻那些形状背后的原理和原因。揭开自
然造就、人类创造的各种东西其中隐藏的秘密，不仅能发现科学原
理，也能挖掘物品中蕴含的乐趣。

探索 
64种 物品

的 形状
常识
漫画

根据孩童水平，用漫画表现科学故事，一目了然。

这本书帮助通过提问而成长的孩子不断制造问号，培养有趣的想象力。

# 读者評



让 人 心 跳 的 书

儿 童 英 语 学 习

成为英语天才的漫画书

英语生词背诵卡A,B



CHAPTER 3CHAPTER 3

형용사형용사

bigbig lionlion 형용사형용사

명사명사 동사동사

? ?

Leo는 앉은키가 사람의 키와 
비슷한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big은 명사도 아니고 동사도 아닙니다. big은 lion을 설명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큰 사자였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설명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이처럼 명사를 형용하는(꾸미는) 
것들을 형용사라 부릅니다.

32 3장 | 형용사

CHAPTER 2
CHAPTER 2

일반동사 
일반동사 & & BE동사BE동사

암기하자! be동사는 주격에 따라 형태가 달라진다!

Key PointKey Point  모든 동사는 행동한다’ 아니면 똑같다’로 나타낸다.

명사명사 일반동사일반동사 목적어목적어

나는 바다를 항해한다.

세상에는 수백 가지의 행동이 있기 때문에 일반동사도 수백, 수천 가지가 있다.

be동사는 항상 be동사이지만, 일반동사는 그때그때 달라진다.

여기서 the sea는 ‘목적어’다. 행동의 대상이란 뜻이다.

be동사란 우리말로 ‘~이다’에 해당한다. 더 쉽게 말하자면 ‘=’ 기호와 같다.

이때 주어와 같은 대상이 되는 a navigator는 목적어가 아닌 ‘보어’라 말한다.

22   똑같다(be동사 문장)

be동사
줄임말

주격

I 나
am

I’m

You 너
are

You’re

He/She/It 그/그녀/그것
is

He’s/She’s/It’s

We 우리
are

We’re

You 너희
are

You’re

They 그들
are

They’re

11   행동한다(일반동사 문장)

명사명사 be동사be동사 보어보어

나는 항해사입니다.
I  am  a navigator.

I  navigate  the sea.

일반동사는 3인칭 단수 
주어가 오면 동사의 끝에 

-s나 -es를 붙인다.
I speak

You speak
She speaks

2727

Preview

出版日期: 2021.03.15.

英语文法

₩ 13,000

成为英语天才的漫画书

以简单的童话形式说明艰难的英文文法。通过男主人公遇到各个人
物所发生的事件，有条有理地说明英语文法概念。借着故事发展解
释产生文法的原因，和这些文法必须存在的理由。不是单纯说明已
确定的理论让人死背，而是借故事来理解并领悟那些法则。故事都
由漫画构成，每个章节中间概要整理文法核心，帮助读者确实理
解。从该书开始接触文法，更艰难的文法也能轻松有趣地理解。

适合
9~15岁

不是枯燥乏味，而是借着故事表现的活生生的文法。强烈推荐！

到目前为止看过的英语文法都又难又无聊，这本书以故事的形式展开，太好了。

# 读者評



*아무도 못 맞추면,카드는 술래 거예요.

내가 제일 많이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1등!

술래는 돌아가면서하는 거야!

* 친구들이 너무 어려워하면 뒷면의 퀴즈를 힌트로 주세요.

카드를 골고루 섞어 10장씩 나눠 가집니다.

답을 맞추는 사람이 카드를 가져갑니다. 
모두 10문제씩 내고 나면, 각자 카드가 몇 장인지 세어봅니다.

술래는 카드 앞면을 보고 문제를 냅니다.

1

3

4

2

우는 baby 를 

달래다.

8세 이하의 

child 들은 

입장료가 면제됩니다.

빨리 자라서

 adult 가 되고 싶어.

우리는 

kid 였을 때부터 

친구 사이야.

Baby 가 엄마에게 안겨 자고 있어요.

Child 는 하루가 다르게 자란다.

아이들은 adult 와 함께 오세요.

Kid 답지 않게 참 어른스럽구나.

1

3

4

2

우는 bab
y 를 

달래다.

8세
 이하의 

child
 들은

 

입장료가
 면제됩니다.

빨리 자
라서

 ad
ult 가

 되고
 싶어.

우리는 

kid
 였을 때부터 

친구 
사이야.

Bab
y 가 엄마에게 안겨 자고 있어요.

Child
 는 하

루가
 다르게 자란다.

아이들은 ad
ult 

와 함께 오세요.

Kid 답지 않
게 참 어른스럽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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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암컷(의) 남성(의), 수컷(의)

남편부인

出版日期: 2021.04.01.英语生词

₩ 14,000

英语生词背诵卡A,B

结合知识竞猜和卡片游戏激发孩童的好奇心，而有趣、正
确地背诵生词。每一页有可折叠的虚线，可以剪开成四张
卡片。盲目背诵是被动地将生词输入大脑，但通过游戏来
接触生词，便会积极地思考生词，进而更正确、持久地记
忆。不仅如此，以适当的例句制作的知识竞猜，帮助读者
很自然地接受使用生词的原理。依据韩国课程体系，A册
符合8~10岁儿童水平，B册符合11~13岁儿童水平。 

A: 适合
8~10岁

B:适合
11~13岁

用卡片玩游戏，孩子可以很自然地熟悉英语生词。

孩子一向厌烦背生词，但非常喜歡这本书。

# 读者評



让 人 心 跳 的 书

青少年语言
Series

漫画少年日语

漫画儿童英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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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새·친구가·전학을·왔다.·그런데·많이·긴장했나·봐.

새로운 친구가 전학을 왔어.소개

웅성웅성

웅성웅성

쭈뼛쭈뼛

바들바들

전학생이다!

미국인이래!
상상도 못한 정체!

뭔데요?

2교시가 시작하기 전, 대사건이 
일어났다.

담임 선생님이 웬일이시지?

2학기에 5new 한 친구가 오다니! 게다가 6America에서 살다 온 친구라고?! 이건 대 사건이야!

1everybody~

오늘은 2good 한
소식이 있어요. 

릴리, 3come in 해 주세요.

우와! 
4transfer 학생인가?!

릴리, 간단하게 
자기7introduce 해 볼까요?

Lily is 
American.

Please welcome 
her to the class.

Nice to 
meet you. 
I am Lily.

초스피드 다시 보기
이전에 읽은 내용을 다시 떠올리며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영어로 써보세요.

44

릴리,       해 주세요.들어 오다









바들바들

ㅋㅋㅋ

짝짝짝

귀엽군.

서연이네 반에 새 친구가 전학을 왔어요. 선생님이 새 친구에게 

“들어와 주세요”라고 할 때 무슨 단어를 썼나요? 

빈칸에 맞는 단어를 찾아 O표를 해보세요.

1)   2) nervous  3) English  4) clap

미국에서 왔다는 새 친구는 우리말을 할 줄 몰라서인지

를 많이 한 것 같았어요.

갑자기 서연이가 가지고 있던 목걸이에서 빛이 나면서, 

서연이의 입에서 저절로 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서연이가 유창한 영어로 질문을 해준 덕분에 새 친구가 긴장을 풀고 

자기소개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반 친구들은 서연이에게 

를 쳐줬어요. 

긴장

영어

박수

She is American.

Nice to meet you.

Where are you 
from?

begin
good

come in amazing

Preview

出版日期: 2020.03.10.

英语入门

₩ 12,000

漫画儿童英语

对孩子和初次学习英语的人都是最好的教材。按部就班指导发音
法，结构非常有系统，使读者更容易掌握。借漫画形式表现日常生
活中常用的会话，读者可以反复阅读，充满趣味。从这本书开始接
触英语，可以自然地与英语亲近，提高对英语的自信。阅读漫画自
然而然地了解英语生词的意思，且记忆维持更久。

从发音到
基础会话

英语生词融入故事中，即使是第一次看到的生词也能自然而然地理解。

只要继续阅读，英语生词便很自然地背下来。托这本书的福，孩子对英语产生了兴趣。

# 读者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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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우선 1쿄오의 아침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

거실로 나가보니 6오카아상은 태연하게 커피를 7노무하고 계셨지.

우리 엄마는 내가 늦잠을 자도깨워주질 않아.

나는 잠에서 2오키루했다가 다시 3네루해 버리고 말았지...

엄마가 날 8니쿠무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고?

개학이라 4각코오에 5이쿠해야 하는데 늦잠을 자 버리고 만 거야!

9세에가 크려면 잠을 푹 자야 하니까 푸욱- 재우는 거래. 나만 말야.

늦잠을 자고 만 서연, 제때 학교에 도착할 수 있을까?

방학이 끝났다!

오하요오 고자이마스.

인사

이제 일어났니?

오호호 진짜 웃겨!

그런 거 아니거든?

아침 댓바람부터...

엄마는 자기 키에  10만조쿠다하나 봐.

와아!

으아
아

아
악

!

대단해!

번     쩍
Zzz... 

5분만 더...

엄마가 나를얼마나좋아하는데!

각 단어에 맞는 히라가나를 바르게 따라 써 보세요.

앞에서 배운 문장들입니다. 따라 읽으며 익혀 봅시다.

연
습
해
봐
요

3 4

21

5 6

49

크게 기지개를 켜고 나서 학교로 12 파츠!

잇테랏샤이!

잇테키마스!

정답

밥 안 먹고 가?

끄으아아-어휴, 

그럴 11지캉 없어요!

 오늘 きょう  일어나다 おきる  잠자다, 눕다 ねる  학교 がっこう  가다 いく  어머니 おかあさん

 마시다 のむ  미워하다 にくむ  높이, 키 せい  만족하다 まんぞくだ  시간 じかん  출발 しゅっぱつ

きょう
쿄오 오늘

おきる
오키루 일어나다

がっこう
각코오 학교

おかあさん
오카아상 어머니

じかん
지캉 시간

しゅっぱつ파츠 출발

오하요오 고자이마스. 

おはよう ございます.

안녕하세요.(아침 인사)

01

잇테랏샤이! 

いってらっしゃい！

다녀오세요!

02
잇테키마스! 

いってきます！

다녀오겠습니다!

03

위에서 배운 ‘오늘’ 이외에도 자주 쓰는 

시간 표현을 알아보아요.

읽어보세요

키노오 きのう  어제 

아시타 あした   내일

아삳테 あさって  모레

Preview

出版日期: 2019.10.20.

日语入门

₩ 9,900

漫画少年日语

对孩子和初次学习日语的人都是最好的教材。该书不是以乏味的文
法为主的教材，是以知识竞猜的漫画为重心，能够有趣而快速地学
会日语。漫画中融入日常生活常用的日语生词，使学习日语非常有
效率。孩童不论学习什么，如果无趣就不愿学习，该书可以让孩子
们学习时充满兴致。

网路书店
日语种类

排行榜
TOP 100

初次接触日语的孩子和成人都能快乐地学习。

觉得日语很难，学习了几次都中途放弃。这本书由漫画构成，读起来非常有趣。

# 读者評



让 人 心 跳 的 书

历 史 年 表
Series

14米世界史年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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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베트남

남베트남

최초의 우주인, 가가린

1961년 4월 12일, 소련이 

세계 최초의 유인 우주선 

보스토크 1호(Vostok 1)의 

발사에 성공했다. 보스토크

(Vostok)호
는 최초의 우주 

비행사인 유리 가가린을 태

우고 108분 동안 지구를 일

주했다.

남미에서 가장 오래간 내전

우익 군부 독재 하에서 산악 지대

로 피신한 좌익 세력들은 군부 내 

좌익 장교들과 인디오 원주민을 주

력으로 한 게릴라 조직을 만들었

다. 이에 군부는 산악지대 원주민

들에 대한 무차별 학살 등 강경 소

탕전을 펼쳐 35년 동안 14만 명의 

원주민이 죽고, 10만 명의 원주민

이 멕시코로 피난했다.

여행도, 무역도 금지

1951년 피델 카스트로는 쿠바 정권

을 장악했다. 그 후 미국계 기업의 

대농원을 몰수하고 미국계 사탕 회

사, 석유 회사 등을 접수하며 미국

과 국교를 단절했다. 그뿐만 아니라 

소련의 미사일을 반입하여 반미 정

책을 펼쳤다. 이에 맞서 미국은 쿠

바 해상을 봉쇄하고 쿠바 경제봉쇄 

강화조치를 끌어냈다.

역사상 가장 의문스러운 죽음

11월 22일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자동차 퍼레이드를 하던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 총에 맞

아 사망했다. 범인은 리 하비 오

스월드로, 댈러스 경찰에 체포

됐지만, 그 또한 잭 루비의 총을 

맞고 사망했다.

달에 찍힌 작은 발자국

달에 첫발을 내딛기 직전 우

주 비행사 닐 암스트롱이 남

긴 이 말이 유명하다. "이것

은 한 인간에게는 작은 발걸

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커다란 

도약이다."

17년 지옥의 시작

칠레의 대통령 '아옌데'는 사회주의로서는 세계 최초로 합법적인 투

표를 거쳐 당선된 대통령이었다. 당선 후 그는 '사회주의를 향한 칠레

의 길'이라는 사회주의 정책을 시행했는데, 이는 구리 광산 등 대규모 

산업을 국유화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반발한 미국과 다국적 기업들은 

아옌데와의 협력을 거부했고, 미국은 대규모 파업을 비밀리에 지원하

기도 했다. 하지만 아옌데는 쿠바와 연합해 사회주의 정책을 계속해

서 단행했고, 결국, 미국은 피노체트를 지원해 군부 쿠데타를 일으켰

다. 아옌데 대통령은 라디오로 마지막 연설을 한 후 총으로 자살했다. 

피노체트는 독재자로 군림하며, 17년간 3천여 명을 살해하고, 4만여 

명을 고문했다. 2000년 클린턴 미 행정부는 미국이 칠레 쿠데타 환경 

조성에 큰 역할을 했다고 인정했다.

밤말은 새가 듣고

1972년, 워터게이트 빌딩에 있는 민

주당 선거운동본부에 누군가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다 실패했다. 그것

이 닉슨 행정부가 베트남전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던 민주당을 방해하려 

했던 것임이 밝혀지면서 결국, 1974

년 닉슨 대통령은 사임하게 된다.

현대판 분서갱유

마오쩌둥이 실각하면서 일으킨 내란. 

그는 정적을 제거하고 권력을 유지할 

방법을 찾던 중, 계속혁명론을 개발해

냈다. '홍위병'이란 이름의 청년조직을 

만들어 지식인들을 죽이고, 문화유산

을 파괴했다. 결국, 중국 공산당과 정

부의 통치 기능이 현격히 저하됐고, 문

화 전반의 파괴가 심각했다. 문화대혁

명은 마오쩌둥이 죽고 새 지도부가

들어설 때까지 이어졌다.

베트남의 노근리

베트남 전쟁 중에 남베트남의 미라

이 지역에서 미군이 자행한 민간인 

대량 학살. 347~504명으로 추정

되는 희생자는 모두 비무장 민간인

으로, 여성과 어린아이가 대부분이

었다. 몇몇 희생자는 성폭력이나 고

문을 당하기도 했고, 시신 중 일부

는 절단된 채 발견됐다.

소련, 유인

인공위성 발사

과테말라 내전

원주민 학살

미국, 쿠바 봉쇄 

존 F. 케네디 

암살 사건

미국의 아폴로

11호 달 착륙

칠레 쿠데타

워터게이트 사건,

닉슨 대통령 사임

중국, 문화대혁명
미라이 학살

무인 우주선 루나 시리즈

루나는 소련에서 1959년부터 

1976년까지 총 24번 발사한 달 

탐사선으로, 많은 기록을 가지고 

있다. 루나 2호는 최초로 달 표면

에 도달한 인공물이며, 루나 3호

는 최초로 달 뒷면의 사진을 촬영

했다. 그리고 루나 9호는 최초로 

달 표면에 착륙하는 데 성공했다.

소련의 탱크에 짓밟힌 민주화

프라하의 봄은 체코슬로바키아의 민주

화 운동이다. 체코슬로바키아에 민주

화 정부가 들어서는 것에 반대한 소련

이 장갑차와 탱크를 보내 침공하면서 

실패했다. 체코슬로바키아의 민주화

가 성공할 경우, 그 여파가 공산권 전

체로 퍼져나갈 것이 자명했기 때문이

다. 

핏빛 올림픽

독일 뮌헨에서 열린 제20회 올림픽 선수

촌에 팔레스타인 극단주의 무장단체 검은 

9월단원 8명이 난입했다. 그들은 이스라

엘 선수 2명을 죽이고 9명을 납치했다. 독

일 정부는 인질 구출 작전을 짰지만, 총격

전 과정에서 인질 전원과 범인 5명이 사망

했다. 생포된 3명은 몇 주 후, 검은 9월단이 

독일 국적기를 납치하자 석방됐다. 이후, 독

일은 GSG-9라는 대테러 특수부대를 창설

했다.

리스본의 봄

4월 25일 포르투갈에서 일어난 군부 쿠

데타. 쿠데타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거리

의 혁명군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며 지지 

의사를 표시해서 카네이션 혁명이라고 하

는데, 쿠데타가 일어난 날짜를 따서 4·25

혁명(25 de Abril)이라고도 한다. 포르투

갈은 40년 가까이 우파 독재 

정권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혁명이 성공하면서 안토니오 

스피놀라 장군이 집권하게 됐다.

캄보디아 인구의 1/4이 묻힌 곳

20세기 최악의 사건 중 하나로 손꼽히는 대

학살. 캄보디아에서 급진 공산주의 정권 크

메르 루주가 4년 동안 민간인 200만 명을 

학살하고 시체를 묻은 곳을 킬링필드라고 

한다. 크메르 루주는 도시인을 농촌으로 강

제 이주시키고, 화폐, 사유재산, 종교를 폐지

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식인, 정치인, 

군인은 물론 노동자, 농민, 부녀자,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전 인구의 1/4에 해

당하는 200만 명을 살해했다.

루나 9호, 최초로

달 표면에 착륙 성공

체코슬로바키아,

프라하의 봄

뮌헨 올림픽촌 

습격 사건

포르투갈,

카네이션 혁명

캄보디아, 킬링필드

선수로는 신동, 감독으로는 악동

아르헨티나의 축구 선수 겸 감독. 1976년
 15살의 

나이로 프로 축구 선수 데뷔식을 치렀고, 다음 해

에는 최연소 아르헨티나 축구 국가 대표 선수로 

발탁됐다. 그 실력을 인정받아 1982년 사상 최대

의 이적료를 받으며 FC 바르셀로나에 입단했지만, 

마약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SCC 나폴리로 이

적했다. 월드컵에 4번 출전해서 1번의 우승과 1번

의 준우승을 이끌었다. 그중 1986년 멕시코 월드

컵 잉글랜드전에서 한 핸들링 반칙은 지금도 신의 

손으로 불리며 논란이 되고 있다. 1997년
 선수에

서 은퇴하고 축구 감독이 됐으나, 

실적이 좋지 않아서 경질됐다.

농구를 제패한 후 야구로

NBA 프로 농구 선수로, 지금은 NBA 샬럿 호

니츠팀의 구단주를 맡고 있다. 1984년
 시카고 

불스에서 처음 프로 선수로 데뷔했고, 1984

년 LA 올림픽과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에서 농구 미국 국가 대표로 출전해 금메달을 

땄다. 1993년 은퇴를 선언하고 미국 마이너리

그에서 야구 선수로 활동했으나, 1995년 농구 

코트로 돌아왔다. 1984년 조던은 나이키와 함

께 자신의 이름을 딴 에어 조던 운동화를 선

보여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지금은 나이키에

서 독립해 조던이라는 브랜드에서

발매되고 있다.

상상력의 마법사

'개미', '타나토노트', '뇌' 등을 쓴 프랑스

의 소설가. 프랑스 국립 언론 학교에서 

저널리즘을 공부했고, 과학 관련 저널리

스트로 활동한 적도 있다. 1991년에 약 

120번의 개작을 걸친 첫 작품 '개미'를 

출간했는데, 이는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

고, 그를 천재 작가의 반열에 올렸다. 이

후에 발표한 차기작들도 연이어 성공하

면서 세계적인 작가로 발돋움했고, 그의 

작품은 35개 언어로 번역돼 전 세계에

서 팔리고 있다.

디에고 마라도나 출생

마이클 조던 출생

베르나르

베르베르 출생

월남에서 돌아온 김 상사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던 베트남은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을 통해 독립하지만, 북위 

17 도선을 사이로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으로 나뉘게 된다. 북베트남은 호찌민의 지휘 

아래 공산국가가 세워졌고, 남베트남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 베트남 공화국이 성립했

다. 베트남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 응오딘지엠은 전체 인구의 90%를 차지하는 불교를 

탄압하고 친 가톨릭 정책을 펼쳤고, 각종 부정부패를 저질렀다. 이에, 농민들을 중심

으로 반정부시위와 봉기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들은 '베트콩(Viet Cong) '이라는 무

장 게릴라 조직으로 발전했고, 북베트남의 지원을 받아 반란을 일으켰다. 결국, 남·

북 베트남 간의 내전이 일어난 것이다. 내전으로 시작된 이 전쟁은 미국이 통킹 만 사

건을 이유로 참전하면서 국제전이 됐다. 전쟁 중 미국은 네이팜탄을 사용했는데, 이는 

살상력이 큰 화염 무기로, 일대를 초토화하는 비인도적 무

기다. 미국은 전쟁 중 미라이 학살로 대표되는 민간인

학살을 저질러 수많은 민간인 희생자를 낳았다.

쿠바를 사회주의 국가로

카스트로와 체 게바라를 중심으

로 한 게릴라 운동. 이들은 쿠바

의 독재자 풀헨시오 바티스타를 

축출하고 민주주의 정권을 수립

했다. 그러나 점차 쿠바 정권은 

사회주의 성격을 띠기 시작했고, 

이를 계기로 미국과의 사이가 악

화했다. 결국, 쿠바는 미주회의에

서 추방되고, 미국에 의해 경제 

봉쇄 정치를 당했다.

베트남 전쟁

쿠바 혁명

세계 최고의 부자, 세계 최고의 기부자

세계 최대의 소프트웨어 회사인 Microsoft의 창립자. 

빌 게이츠는 하버드 대학교를 중퇴하고 회사를 세워 

OS 개발을 시작했는데, 1981년 IBM 사에서 OS 개발

을 의뢰받은 게 현재 MS의 토대가 됐다. PC 체제가 

텍스트에서 그래픽 위주로 변화하면서 Windows는 

빠른 속도로 그 규모를 키웠고, 한때 전 세계 운영체

제 시장의 95%를 점유한 적도 있을 만큼 압도적인 인

기를 누렸다. 빌 게이츠는 포브스지 선정 세계 억만장

자 순위에서 항상 상위에 오르고 있으며, 2008년에는 

MS의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현재는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통해 기부 활동을

하고 있다.

미국이 키워낸 개가 미국을 덮치다

급진 이슬람 원리주의자이자 국제 테러

리스트. 이슬람 국제 테러조직 알카에다

를 조직해 미 대사관 폭탄 테러, 9·11 테

러 등 많은 테러 사건을 일으켰다. 2001년 

9·11 테러 사건 이후, 미국은 테러와의 전

쟁을 천명하고 빈 라덴과 알카에다를 쫓기 

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아프가니스탄 전

쟁이 일어났고, 빈 라덴은 FBI 10대 수배

자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2011년, 미군 

특수부대가 파키스탄에 은신해 있던 빈 라

덴을 사살했다.

빌 게이츠 출생

오사마 빈 라덴 출생

수사권이나 체포권은 없어요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는 국제적인 형사경찰의 협력기

관으로, 국제 범죄의 신속한 해결

과 각국 경찰의 발전을 위해 설

립됐다. 국제적인 형사 사건의 조

사, 정보·자료의 교환, 수사 협

력이 주된 임무다.

사람보다 먼저 떠난 개

스푸트니크호는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이다. 미국인들은 소

련이 먼저 우주선 발사에 성

공했다는 데에 큰 충격을 받

았다. 1호 위성의 성공 뒤 발

사한 2호 위성에는 개 1마리

가 탑승했었다. 그 개의 이름

은 '라이카'.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 설립

소련, 우주선

스푸트니크호 발사

One more thing!

애플의 창업자 겸 전 CEO(최고경영자). 어려서부터 전자기

기에 관심이 많았고, 대학교 때에는 동양 철학, 특히 선불교

에 심취하기도 했다. 대학을 중퇴하고, 세계 최초의 비디오 

게임 회사 아타리(Atari)에서 일했는데, 1976년에는 스티

브 워즈니악과 함께 애플을 공동 창업했다. 최초의 PC 애플 

Ⅰ, Ⅱ를 발표하며 성공 가도를 달렸으나, 회사 내부에선 이

어진 불화로 인해 회사에서 쫓겨났다. 애플에서 쫓겨난 잡

스는 넥스트 사를 설립했고, 1997년 애플이 넥스트 사를 인

수하면서 그도 애플의 경영 일선으로 돌아왔다. 잡스는 아

이팟, 아이폰, 아이패드를 연이어 성공시키면서

IT 산업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고, 2009년

에는 포춘지 선정 최고의 CEO로 뽑혔다.

춤신과 음신이 하나의 인간으로

팝의 황제(King of Pop)로 칭송받는 미국의 가수. 

어렸을 때부터 음악과 춤에 재능을 보였고, 형제들

과 함께 '잭슨 파이브'라는 그룹으로 활동했다. 프

로듀서 퀸시 존스를 만난 뒤 솔로 활동을 시작해서 

성공 가도를 달렸다. 마이클 잭슨은 뮤직비디오를 

예술 장르의 하나로 만드는 데 큰 공헌을 했으며, 

그의 'Thrille
r' 뮤직비디오는 미국 의회 도서관 국립 

필름 등록소에 등재된 유일한 뮤직비디오다. 방송

국의 인종 차별 정책을 무너뜨리고 유색 인종 가수

의 공중파 진출에 큰 공헌을 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2009년 6월, 영국에서의 콘서트를 

앞두고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스티브 잡스 출생

마이클 잭슨 출생

충동구매의 지름길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졌다. 미

국인 '프랭크 맥나마'는 어느 날 

거래처 손님과 식사하러 단골 

식당에 갔다. 지갑을 가져오지 

않아 대신 명함을 남겨둔 뒤 나

중에 값을 치렀고, 그 아이디어

를 발전시켜 만든 것이 세계 최

초의 신용카드 회사인 '다이너

스 클럽'이다.

내전의 불씨

과테말라의 경제는 완전히 외국자본에 침식됐고, 특히 

토지 소유권 문제가 심각했다. 이에 과테말라 대통령 '아르

벤스'는 대농장 소유의 토지 약 150만 에이커를 유상몰수

한 다음 일반 농민들에게 나누어주는 광범위한 토지 개혁

을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다국적 기업인 유나이티

드 프루츠사가 손해를 입었고, 미국과도 마찰을 빚었다. 이

에, 미국 CIA와 미국 해병대는 과테말라 내 군부 쿠테타

를 직접 지원했고, 아르벤스 대통령은 외국으로 망명했다. 

이후, 아르벤스를 지지하는 게릴라와 군사정권간의 내전

이 발발했는데, 이 과테말라 내전은 남미에서 가장 오래간 

내전으로, 30여 년간 약 14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꿈과 희망의 나라

월트 디즈니가 캘리포니아에 

최초의 테마파크를 열었다. 개

장 이후 총입장자 수는 2억 명

이 넘고, 연간 입장자 수 역시 

천만 명이 넘는다. 유원지는 메

인 스트리트 USA를 중심으로 

7개의 구역으로 나뉘어 있다.

밝혀지는 인체의 신비

DNA의 존재는 1869년에 

처음 발견됐다. 이중나선으

로 되어 있는 DNA의 구조는

'제임스 왓슨'과 '프랜시스 크

릭'이 1953년 '네이처' 지에 

실은 논문에 의해 처음 밝

혀졌는데, 직접 손으로 그린 

DNA 구조 그림이 포함된 단 

3장짜리 논문이었다.

신용카드의 발명

과테말라 군부 쿠데타

미국, 

디즈니랜드 개장

유전자(ＤＮＡ )의

구조 발견

고래 싸움에 터진 새우 등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세계정세는 소련 중심의 공산 세력과 미국 중

심의 반공 세력이 대립하는 형태로 전개됐다. 이러한 갈등은 한국을 남북

으로 갈랐고, 결국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의 전차 부대가 3·8선을 넘어 

남한을 침공했다. 당시 국군은 1/3 이
상이 외박이나 휴가를 나가 있었고, 

전쟁 준비는 전혀 돼 있지 않았다. 이승만 정부는 개전 이틀만인 27일 새

벽 대전으로 피신하고, 28일 새벽 북한군의 남진을 늦추기 위해 유일한 한

강 다리인 한강대교를 폭파했다. 그러나 그 순간까지도 라디오에서는 미리 

녹음해놓은 이승만의 목소리와 함께 “정부는 서울을 사수하겠다”라는 방

송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이 폭파로 인해 한강 위에 있던 민간인 800여 명

이 폭사했고, 수많은 서울 시민이 피난을 가지 못한 채 북한군을 맞았다. 

이 전쟁은 이후로 3여 년간 계속되었는데, 민간인 사망자만 37만 명에 이

르렀으며, 이중 1/3은 양측 군대에 의해 

고의로 학살당했다.

100년의 도전 끝에

5월 29일 11시 30분, 영국 

원정대 소속의 뉴질랜드인 

에드먼드 힐러리, 그리고 

운반인으로 고용된 셰르파 

텐징 노르가이가 에베레스

트 정상에 도달했다. 에베

레스트가 지구 최고봉으로 

알려진 지 100년 만의 일

이었다.

좀 더 원할한 석유 수탈을 위하여

1908년, 이란에서 석유가 발견되자, 영국은 국책회사를 운용해 이란 석유 

산업을 장악했다. 1951년경에는 이란 석유 산업 이익의 90%를 영국에

서 가져갈 정도였다. 이러한 영국의 석유 수탈에 대해 이란 국민의 감정

이 거세지자, 이란은 이익을 5:5로 조정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영국

은 이런 요청을 거부했고, 급기야는 이란 총리 '알리 라즈마라'가 암살당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후 총리직에 오른 모사데크 총리는 민족

주의를 외치며 이란 석유를 국유화하기에 이른다. 석유 수탈이 어려워

지자, 미국의 CIA와 영국의 MI6는 지속적으로 이란을 수탈하기 위해 

이란 내부에서 군부 쿠테타가 일어나도록 조장했다. 

결국, 모사데크 총리는 감옥에 가고, 

친미 성향의 '모하마드 레자 샤 팔레비' 

왕이 정권을 잡았다.

한국 전쟁

에베레스트 산 

최초 정복

모하마드 모사데크 이란 총리 실각

평화를 위한 연합, UN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뒤, 전쟁 방지와 평화를 

위해 설립됐다. 가입국은 

193개국으로, 세계 거의 모

든 나라를 아우르는 역사

상 최대의 국제기구다. 본

부는 미국의 뉴욕에 있다.

거대 전자계산기

애니악은 원래 미국이 제

2차 세계 대전 당시 포탄

의 탄도 계산 등을 위해 

군사용으로 개발한 컴퓨

터였다. 전쟁이 끝난 이

후에야 완성됐다.

UN 창설

최초의

컴퓨터 '애니악'

동아시아에서도 전쟁 

범죄 재판은 멈추지 않아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에 일본의 전쟁 

범죄자들을 처리한 재판. 도쿄에서 열렸기 

때문에 도쿄 전범 재판이라고도 부르며, 

동양의 뉘른베르크라고도 한다. 도조 히데

키, 기무라 헤이타로 등 A급 전범 28명이 

기소됐고, 이 중 7명이 처형됐다. 이 처형

된 7명의 시신이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돼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 국가에서 큰 반

발이 일어났고, 지금까지도 일본 정치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영국이 잘못했네

제1 차 세계 대전 후, 영국은 팔레스타인 지방에 유대 민족 

국가 설립을 지원한다는 벨푸어 선언을 발표했다. 이 벨푸어 

선언을 믿고 많은 유대인이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했는데, 그들

은 현지 주민들과 마찰을 빚었다. 이후 제2차 세계 대전 시기

에 나치 독일이 자행한 홀로코스트로 인해 세계의 여론은 유

대인에게 동정적이었으므로, UN은 팔레스타인 지방을 아랍

인 구역과 유대인 구역으로 나누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랍 국

가들은 격렬히 반대했으나, 1948년 이스라엘은 건국을 선포

했다. 이에,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는 전쟁을 

일으켰다(제1차 중동 전쟁).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원래의 분할안보다 훨씬 많은 

영토를 차지했다.

극동국제군사재판

이스라엘 건국

외적도 없어졌으니 집안싸움 시작!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항일 전쟁이라는 

명분이 없어진 중국 공산당과 국민당이 벌인 

내전. 전쟁 초에는 미국의 지원을 받는 국민당

이 우세했지만, 국민당은 부패와 점령지에서

의 횡포로 민중의 지지를 얻는 데 실패했다. 

이에 비해, 중국 공산당은 마오쩌둥이 토지 개

혁에 성공하며 국민의 지지를 얻어냈다. 점차 

전세는 공산당에게 유리해졌고, 결국, 장제스

와 국민당은 타이완으로 도망쳤다(국부천대).

중국, 국공 내전

AD 1961

AD 1966

AD 1968

AD 1972

AD 1974

AD 1960 ~ 1996
AD 1962 ~ 2015

AD 1963

AD 1969

AD 1973

AD 1972 ~ 1974

AD 1966 ~ 1976

AD 1968

AD 1975 ~ 1979

AD 1960 ~

AD 1963 ~

AD 1961 ~

AD 1960 ~ 1975

AD 1956

AD 1957

AD 1953 ~ 1959

AD 1955 ~ 2011 (56)

AD 1958 ~ 2009 (51)

AD 1955 ~

AD 1957 ~ 2011 (54)

AD 1950

AD 1954

AD 1955

AD 1953

AD 1950 ~ 1953

AD 1953

AD 1953

AD 1946

AD 1946

AD 1946 ~ 1948

AD 1948

AD 1946 ~ 1950

베트남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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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界史

₩ 14,900

14米世界史年表

我们大部分是通过学校的历史课开始学习历史。可是在教
室里仅靠文字接触历史，很容易失去历史的魅力。因为为
了集中于一个个小事件，或为了依次观察逐步前进，最终
将失去宏观历史的机会。《14米世界史年表》能纵观历史
潮流，也能微观每一个小的事件。通过这本书，将自然地
感受到历史的魅力。不像其他书籍只是简单翻阅的类型，
本书可以像一般图书一样折叠起来保管，也可以一米一米
拆开来贴在墙壁上阅览。

历史
趋势

世界史
中的主要

人物

政治、经济、社会、文化史，整理得一目了然，还附有每个历史事件概略的说明，
对学习历史很有帮助。

和孩子待在家里，有这样一本书非常好。想读的时候就读，毫无负担。

# 读者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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後漢

五胡十六國

사마천, '사기' 완성

갈리아 전쟁

악티움 해전

사기를 토대로 유적을 찾아봅시다
고대 중국의 삼황오제 시대부터 한 무제까지 약 3천 년의 역사를 서술
한 역사서. 중국 전한 시대의 역사가 사마천이 지었다. 이 긴 역사를 모두 
기록한 것도 대단하지만, 특히 대단하다고 손꼽히는 것이 상나라의 기록
이다. 상나라는 사마천이 살던 때보다도 천 년이나 전에 세워진 나라인
데, 근대에 발굴된 상나라의 갑골문자 기록과 사마천의 기록이 거의 일치
한다. 그뿐만 아니라, 진시황이 자신의 무덤에 근위병 3천 명의 인형을 
묻었다고 했는데, 후에 병마용갱이 발견되면서 사기의 기록에 대한 신
뢰도가 한층 더 높아졌다. 이렇듯 사기에 기록된 이야기들이 역사적 
사실로 차츰차츰 밝혀지면서, 사기의 기록을 
토대로 고고학적 발굴을 시도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프랑스, 독일 찍고 영국까지
갈리아는 지금의 프랑스 지역을 부르는 말이다. 
당시 갈리아에는 여러 부족이 난립하고 있었는데, 
그 중 헬베티족의 압박을 받던 하이두이족이 카
이사르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갈리아의 정황을 잘 
파악하고 있던 카이사르는 적은 수의 손실로 갈
리아 전역을 정복했다. 카이사르는 기원전 51년
까지 갈리아 총독으로 있었으며, 게르마니아(현재 
독일)와 브리타니아(현재 영국)까지 정복했다. 그
는 이 일을 '갈리아 전기'로 기록했다.

연도를 표시할 때 쓰는 '서
기'는 '서력기원'의 약자로, 
525년 디오니시우스 엑시
구스라는 신학자가 만들었
다. 예수 탄생을 A.D. 1년
으로 B.C.(Before Christ)와 
A.D.(Anno Domini)를 나눴
는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예
수 탄생은 B.C. 4년이라고 한
다. 서기는 크리스트교가 유
럽에 정착하면서 쓰이기 시작
했고, 그 전에는 A.U.C.(Ab 
Urbe Condita)라는 로마 건
국 연도나 로마 제국 황제 몇 
년이라는 식의 연도를 썼다.

로마의 권력을 독점하는 건…
그리스 서부 악티움 앞바다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안
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7세의 연합군을 물리친 전
투. 카이사르 사후, 제2차 삼두 정치를 지휘하던 안
토니우스는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 7세에게 빠져
서 그녀와 아이들의 권한을 강화했다. 이에 분노한 
로마 원로원은 안토니우스에게 선전포고했고, 원로
원과 로마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내는 데 성공한 옥
타비아누스는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와 이집
트 함대를 격파했고, 안토니우스 세력은 빠르게 붕괴
했다. 옥타비아누스는 로마의 권력을 독점하고 원로
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존엄한 자)'라는
칭호를 받았다.

중국, 후한 멸망
(위·촉·오 삼국 시대 개막)

사산 왕조 페르시아 건국

중국, 후한 성립 불교,
중국에 전파

중국 채륜,
종이(채후지) 발명

중국,
5호 16국 시대 시작열려라, 삼국 시대!

황건적의 난 이후 힘을 얻은 군벌 중 
하나인 동탁이 정권을 잡았을 때부터, 
후한 황실은 명목상의 존재에 불과했
다. 조조가 명분을 삼기 위한 용도로 
천자를 데리고 있으면서 간신히 명맥
을 유지했지만, 결국 후한의 마지막 
황제인 헌제가 조조의 아들인 조비에
게 제위를 넘기면서 후한은 멸망했다.

중동의 새로운 강자 등장!
동방 원정에 나선 알렉산드로스 대왕에게 
페르시아가 패배한 이후, 한동안 그 근방
에는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가 등장하지 
않았다.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패권국으로 떠올랐고, 수백 년간 
로마와 함께 서방 세계의 한 축이 됐다. 사
산 왕조는 코끼리를 전쟁에 적극적으로 동
원했다는 것으로도 유명한데, 대부분 인도
에서 수입한 코끼리였다고 한다.

한나라의 영광을 다시 한번
전한이 신나라의 왕망에 의해 
멸망한 이후, 광무제가 부흥시
킨 나라. 세계 최초의 종이인 
채후지를 만들고, 혼천의와 지
동의를 만드는 등 문화도 크게 
번창했다. 실크로드가 개척돼 
166년에는 로마의 사신이 한
나라를 방문하기도 했다.

종이의 신!
중국 후한 시대의 환관. 기존의 
제지술을 개량해 '채후지'라는 
종이를 만들었다. 남송의 역사서 
'후한서'에 따르면, 채륜은 나무껍
질과 낡은 천, 낚시 그물 등을 이
용해서 종이를 만들었다. 이 채후
지는 현대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식물성 종이의 효시다. 말년에는 
정쟁에 휘말려 음독자살했다.

니하오! 인도에서 왔어요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는 티
베트, 페르시아, 아프가니스
탄 지역에 먼저 전파됐다. 
이곳은 중국에서 '서역'이라 
불리던 지역인데, 중국과 
서역 사이에 있던 동서 교역
로(실크로드)를 통해 불교가 
중국까지 전달됐다. 

파피루스는 가라
채륜 이전에도 종이를 만들려는 
시도는 다양하게 있었다. 채륜은 
그것을 체계화해서 대량생산하기 
시작한 인물이다. 채륜이 종이 제조
법을 체계화한 이유는 왕실 재정
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였다. 당
시 왕실에서는 주로 비단에 글을 
썼는데, 그것이 재정상 큰 부담이 
됐기 때문이다. 채후지는 낡은 천
이나 나무껍질을 써서 만들었기 
때문에 비용도 적게 들었다.

중국엔 한족만 있는 게 아니라고!
진나라가 멸망한 뒤, 화베이 지역
에 흉노족, 갈족, 선비족, 저족, 강족
(5호)이 세운 13국과 한족이 세운 
3국을 통틀어 5호 16국이라고 한
다. 남쪽에는 동진(東晉)이 있었다. 
이후, 북위가 화북을 통일하면서 5
호 16국 시대는 끝난다.

클레오파트라 7세 출생

예수 출생

채륜 출생

조조 출생

손권 출생

왕희지 출생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출생

관우 출생

제갈량 출생

그녀의 코가 1cm만 낮았어도이집트에서 가장 유명한 여성 파라오. 그녀의 코가 1cm만 낮았어도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미인으로 유명한데, 사실은 지금의 기준으로도, 당시의 기준으로도 빼어난 미인이 아니라고 한다. 다만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파라오 중 유일하게 토착 이집트 언어와 문자를 할 줄 알았을 만큼 영리했으며, 세련된 매너와 높은 교양의 소유자였다. 특히 화술이 뛰어나서 그녀와 대화를 하다 보면 설득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한다.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던 카이사르를 유혹해 이집트 정치계에서 자신의 자리를 공고히 했고, 카이사리온이라는 아들도 낳았다. 그러나 카이사르가 암살당하고 공개된 그의 유언장에는 클레오파트라 7세나 카이사리온에 대한 언급이 일언반구도 없었다. 결국, 그녀는 안토니우스를 유혹해 다시 한번 자신의 권좌를 공고히 했다. 하지만, 클레오파트라 7세와 안토니우스 
연합군은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에게 완패했고,
클레오파트라 7세는 코브라에게 자신의 가슴을 물게 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네 이웃을 사랑하라
크리스트교의 창시자. '신약성경'이 
그의 생애를 다루고 있다. 예수가 민
중의 지지를 얻자 위기감을 느낀 유
대교 사제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
혀 죽었다. 크리스트교에서는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지만, 유대교
에서는 랍비 중 하나로, 이슬람교에
서는 모세나 무함마드와 같은 예언
자로 본다.

치세의 능신, 난세의 간웅
중국 후한 말의 정치가이자 장군. 
위나라의 시조기도 하다. 황건적 토
벌에 참여했고, 반동탁 연합군에 가
담하기도 했다. 헌제를 보호하며 당
대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마치 주공처럼 힘없는 황제를 
보살필 뿐 황제의 자리에는 오르지 
않았다. 조조는 위왕으로 사망했는
데, 사후에 아들 조비가 헌제의 선
위를 받아 즉위한 뒤 그를 위 태조
로 추증했다.

삼국지가 3국지인 이유
중국 후한 말의 장수이자 정
치가. 위·촉·오 3국 중 오나
라의 초대 황제. 손견의 차남
이었는데, 형 손책이 요절하
자 그 뒤를 이어 강남(양쯔 강 
남쪽)을 다스렸다. 촉의 유비
와 손을 잡고 조조에 대항했
으며, 적벽대전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3국 중 가장 늦게 
칭제했다.

글씨 하면 왕희지
중국의 서예가. 중국 최고의 서성(書聖)으로 추
앙받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도 서예의 
최고봉으로 꼽는다. 당시에 완성되지 않았던 해
서체, 행서체, 초서체를 예술로 완성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당 태종이 특히 왕희지의 글씨를 아
껴서 생전에 많이 모아두었다가 죽을 때 자신의 
관에 넣도록 했는데, 5대 10국 시대에 도굴당하
는 바람에 왕희지의 글씨 대부분이 사라지고 말
았다. 이 때문에 왕희지의 작품 중 진품은 극히 
드물다.

황제보단 철학자로 유명
로마 제국의 전성기를 이끈 5현제 중 
마지막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사후, 로마의 군인 황제 시기가 시작
된다. 그는 중국에 사신을 파견해 교
류했으며, 중국의 역사서인 후한서에
는 '대진국왕 안돈'이라고 기록돼 있
다. 황제이면서도 대표적인 스토아학
파 철학자로, 스토아 철학의 대표적 
서적 '명상록'을 집필하기도 했다.

이 술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습니다.
중국 후한 말의 장수. 유비·장비
와 의형제다. 수염이 아름다워서 
미염공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정도
였다. 손권에 포로로 잡혔다 사형
당했다. 사후에는 군신이자 충의의 
화신으로 숭배받았으며, 도교에서
는 무신으로 추앙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임진왜란 때 지원 온 
명나라 군사들에 의해 관우 숭배 
사상이 전파돼, 그를 모시는 동관
왕묘(동)가 건립됐다.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이기다
후한 말, 정치가 혼란하고 난이 잦은 탓에 융
중에 은거했으나, 유비가 3번이나 직접 찾아
오자 유비의 수하가 됐다(삼고초려). 유비가 
황제로 즉위한 후에는 승상이 됐고, 유비 사
후에는 고명대신으로 2대 황제 유선을 보좌
했다. 유비는 유언으로 유선을 보좌하되, 무
능하면 본인이 즉위해도 좋다고 했으나 죽
을 때까지 촉한의 신하로 충성했다. 그가 위
나라 정벌을 위해 유선에게 올린 출사표는 
지금까지도 명문(名文)으로 손꼽힌다.

로마,
스파르타쿠스의 반란 로마,

제1차 삼두 정치

로마, 제2차 삼두 정치 로마 제정 시작 B.C.와 A.D.

베수비오 화산 분화

로마, 밀라노 칙령 로마, 니케아 공의회

중국,
황건적의 난

중국, 적벽대전

카이사르 암살
3명의 머리를 모아 정치

로마 공화정 말기에 카이사르, 폼
페이우스, 크라수스가 비공식적으
로 동맹을 맺고 한 정치. 3명이 우
두머리가 됐기 때문에, 삼두 정치
라고 한다. 하지만 카이사르의 딸
이자 폼페이우스의 아내인 율리
아가 죽고, 크라수스도 죽자, 동맹
은 깨졌다. 결국, 카이사르가 폼페
이우스를 무너뜨리고 독재 정치를 
하게 된다.

다시 한번 3명을 모아서 정치
카이사르 사후,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 레피
두스가 국가 재건을 위한 위원으로 선정됐다. 이 3
명은 동맹을 맺고 제2차 삼두 정치를 했는데, 온건
한 성격의 레피두스가 정치에서 은퇴하자, 옥타비
아누스와 안토니우스의 권력 다툼이 심화했다. 이
후, 안토니우스는 악티움 해전에서 패배했고, 기원
전 27년, 옥타비아누스는 아우구스투스의 칭호를 
받으며 황제로 즉위했고, 로마 공화정은 종말을 맞
이했다.

이젠 황제의 시대
공화정 말기, 원로원이 지나치게 강
한 권력을 가지게 됨으로써 공화
정 체제가 흔들리게 됐다. 카이사르
가 군사를 일으켜 원로원을 제압하
기도 했지만, 그도 머지않아 암살을 
당했다. 이후 로마에서 일어난 내전
을 옥타비아누스가 정리하고, 로마 
최초의 황제가 된다.

폼페이 최후의 날
이 분화로 인해 당시 로마 제국의 대표적인 
휴양 도시였던 폼페이는 한순간에 멸망했다. 
많은 사람이 대피하는 데 성공했지만, 당시 
폼페이 인구의 약 10%가 탈출에 실패했고, 
그들은 화산 쇄설류와 유독 가스 등에 질식
해 사망했다. 그 막대한 피해에 로마 제국조
차 복구할 엄두를 내지 못해서 그대로 폼페
이는 잊힌 도시가 됐다. 1748년에야 폼페이 
발굴이 시작됐으며, 아직도 완전히 발굴되지 
않았다.

교리를 정리해봅시다
4세기, 알렉산드리아의 사제 아리우스는 예수 그리
스도는 하느님의 아들인 성자이므로, 하느님과 동
등한 신성일 수 없다며 삼위일체설을 부정했다. 이
를 아리우스파, 혹은 아리우스주의라고 하는데, 아
리우스파의 주장은 당시 크리스트교 내부에서 엄
청난 파문을 일으켜서 격렬한 교리 논쟁이 벌어졌
다. 그러자, 당시 로마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 1세
는 각지의 크리스트교 주교들을 불러모아 종교 회
의를 열고 교리를 정리했다. 이 회의에서 아리우스
의 주장을 지지한 사람은 2명뿐이었기 
때문에, 아리우스는 파문
당하고 아리우스파는 
이단으로 선포됐다.

황색 두건의 농민 반란군
중국 후한 말기에 일어난 대규
모의 농민 봉기. '삼국지'의 시
작을 여는 사건이기도 하다. 
황건적의 난은 각지의 군웅들
이 자신의 세력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으며, 이때 
시작된 난세는 무려 400년 넘게 
이어졌다.

삼국지, 읽어보셨나요?
조조가 적벽에서 유비와 손권 연합군에게 대패한 전투. 
후한 말, 황실이 흔들리고 각지에서 세력이 일어났다. 조조
가 유비를 공격하려 하자, 유비는 손권과 동맹을 맺고 조조
에 대항했다. 손권군은 수군이 굉장히 강했는데, 조조군은 
수군이 부실한 데다가, 멀리 원정을 온 탓에 병사들이 많이 
지쳐있었다. 조조는 병사들의 적응과 멀미 방지를 위해 
배를 모두 사슬로 묶는 연환계를 썼는데, 그걸 본 유비-손
권 연합군은 화공을 써서 조조군의 배에 불을 붙였다. 사슬
로 단단히 묶인 배는 순식간에 불이 번졌고, 조조군은 대응
할 틈도 없이 무너져버렸다.

브루투스, 너마저!
카이사르는 정적 폼페이우스를 제거하고 종신 독재
관 자리에 올랐다. 그는 많은 권한과 특권을 얻었고, 
역법의 개정, 식민지 건설, 빈민 구제 정책 등 개혁 
정책을 펼쳐나갔다. 그러자, 공화파 내부에서는 카
이사르가 공화정을 폐지하고 자신이 황제가 되려 한
다는 소문이 퍼져갔다. 3월 15일, 카이사르는 원로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갔다가 반대파 수십 명이 휘
두르는 칼에 찔려 죽었다. 암살범들은 독재자를 죽였
다고 기뻐했지만, 카이사르를 지지하던 민중들의 분
노에 로마를 떠나야 했다. 게다가 카이사르 사후에 
권력 투쟁이 심화해 제정 로마가 성립됐다.

옥타비아누스 출생

1대 황제
제정 로마의 1번째 황제. '아우구스
투스'라고도 한다. 카이사르 사후 
공개된 유언장에 따라 그의 정통 
후계자로 정계에 입문했다. 레피
두스, 안토니우스와 함께 제2차 삼
두 정치를 펼쳤다. 악티움 해전에
서 안토니우스를 물리치고 로마의 
권력을 독점했다. 8월이라는 뜻의 
영어 'August'는 이 아우구스투스
에서 따온 것이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출생

네로 황제 출생

주사위는 던져졌다!
제1차 삼두 정치를 주도한 로마 공화정 말기의 정치가. 
뛰어난 장군이자 웅변가기도 했다. 갈리아 전쟁에서 
승리하고 식민지를 크게 늘려 국민의 지지를 받았고, 
이후 정적인 폼페이우스를 제거해 로마의 권좌를 독차
지했다. 자신의 이름을 딴 율리우스력을 도입해 달력을 
개정했으며, 식민지 건설과 빈민 구제, 도로 건설 등 많은 
사회 개혁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일련의 정치 행보가 
공화정을 위협하고 자신이 왕위에 오르기 위한 것이라
는 의심을 받아, 브루투스 등 수십 명의 공화파에 의해 
암살당했다.

로마 대화재의 진실은 과연...?
지금까지도 폭군의 대명사로 통하는 로마 제국의 황제. 기록에 따르
면, 네로는 원래 섬세하고 예술가적 기질이 강해 황제 즉위를 바라지 
않았는데, 어머니인 아그리피나의 권력욕에 의해 즉위했다. 네로는 
예술과 문화를 중흥시켰고, 본인이 직접 연극 무대에 올라 연기를 하
거나, 시 낭송을 하기도 했다. 네로가 폭군으로 불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로마 대화재를 일으켰다는 것인데, 현대 연구에 따르면 
로마 대화재는 방화가 아니라 단순 사고다. 실제로 네로는 화재 진압
에 힘썼으며, 이재민들을 위해 자신의 궁을 개방하기도 했다. 그러나 
네로는 화재의 원인을 크리스트교로 몰아 극심한 탄압을 가했고, 
그가 구상한 로마 재건 계획은 시민들의 반감만 얻고 
공감받지 못했다. 결국, 네로는 반란을 피해 
로마 근교로 도망갔다가 그곳에서 자살했다.

유비 출생
장비 출생

인의의 유현덕
촉한의 초대 황제이자 중국 후한 
말의 장수. 전한 경제의 후손이다. 
조비가 헌제의 선위를 받아 위나라 
황제가 되자, 한나라의 정통성을 
계승한다는 명목으로 칭제했다. 
황건적 토벌에 참여하면서 벼슬길
에 올랐고, 제갈공명을 얻기 위해 
3번이나 직접 찾아간 일화가 유명
하다(삼고초려). 의형제인 관우와 
장비의 복수를 위해 오나라를 
공격했다가 

대패하고 사망했다.

도원결의 3형제 중 막내
중국 후한 말의 장수. 유비·관우
와 의형제 사이다. 힘이 세고 
무용이 높은 장사로, 여러 기록
에서 '곰과 호랑이 같은 용장'
으로 표현하고 있다. 술을 지나
치게 좋아하고, 부하에게 가혹해 
자주 주의받았는데, 이 때문에 
부하의 원한을 사서 관우 사후
에 오나라 정벌을 준비하다 
부하의 손에 암살당했다.

콘스탄티누스 1세 출생

크리스트교를 믿어도 좋다!
로마 제국의 황제. 밀라노 칙령을 
내려 크리스트교 박해를 중단시키
고 로마의 종교로 인정했다. 니케
아 공의회를 열어 크리스트교 교
리 정리에도 참여했고, 로마 최초
로 천도를 단행하기도 했다. 자신
의 이름을 딴 도시 '콘스탄티노폴
리스(콘스탄티노플)'를 지어 천도
했는데, 이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최초의 크리스트교 도시로, 
지금의 이스탄불

이다.

울분의 검을 받아라!
로마의 검투 노예였던 스파르타쿠스
가 일으킨 반란. 처음에는 소규모의 
노예 탈주극에 불과했으나, 로마 
정부의 토벌대를 무찌르면서 스파
르타쿠스의 명성이 로마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그러나 내부 분열과 수
적 열세 때문에 반란은 실패했고, 
스파르타쿠스 역시 전투 도중 사망
했다.

종교라는 이름의 새로운 정치판
콘스탄티누스 1세는 밀라노 칙령을 
통해, 로마 정부로부터 탄압받던 
크리스트교를 공인하고 장려했다. 
유일신 신앙인 크리스트교를 공인
하고, 로마 황제를 그 유일신과 신
도의 중간 위치에 존재하게 함으
로써 숭배를 받으려 한 것이다. 재
정난을 해결하려고 크리스트교를 
공인했다는 설도 있다. 일단 크리
스트교를 공인해야, 교회에 감춘 
재산을 합법적으로 뺏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프톨레마이오스, 
천동설 확립

천동설 vs 지동설
프톨레마이오스는 정확한 수학
적 모델을 통해 천동설(지구중
심설)을 설명했다. 그와 반대되
는 이론인 지동설(태양중심설)
은 당시엔 받아들여지지 않았
다. 이는 크리스트교 때문이 아
니라, 당시의 과학 수준으로 볼 
때 천동설이 훨씬 정교한 이론
을 가진 모델이었기 때문이다.

BC 73 ~ 71
BC 60 ~ 53

BC 43 ~ 36 BC 27 ~ AC 395

AD 79

AD 313 AD 325

AD 184 ~ 194

AD 208

BC 44

AD 161 ~ 223 (62)
AD 168 ~ 221 (53)

BC 100 ~ 44 (56)
BC 63 ~ AC 14 (77)

AD 37 ~ 68 (31)

AD 274 ~ 337 (63)

BC 91

BC 58 ~ 51 

BC 31

AD 220 AD 226 ~ 651

AD 25 ~ 220
AD 67 AD 105

AD 304 ~ 439

BC 69 ~ 30 (39)

BC 4 ~ AD 30 (34)

AD 50 ~ 121 (71)

AD 155 ~ 220 (65)

AD 182 ~ 252 (70)

AD 307 ~ 365 (58)

AD 121 ~ 180 (59)

AD 162 ~ 220 (58)

AD 181 ~ 234 (53)
AD 140

유럽 문화의 토대가 된옥타비아누스가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하고 초대 제정 로마의 황제가 된 이래, 로마 제국은 기원후 2세기 무렵 5현제 시대까지 약 200년간 최고의 전성기를 누린다. 
이를 로마의 평화, 혹은 팍스 로마나(Pax Romana)라고 한다.

로마 제국

BC 27 ~ AD 395

고구려·백제·신라 삼국 시대

로마 제국

사산 왕조 페르시아
5호 16국 시대

AD 500 ~
AD 600 ~

AD 400 ~

AD 700 ~
AD 800 ~

AD 900 ~

100 years
100 years

100 years

100 years

100 years
100 years

10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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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르만

훈족

균전제

시행

유스타니우스

법전

隋
唐

메디나

메카

다이카

개신

周
베르됭

조약

메르센

조약

진
(후당)

후량

전촉

(후촉) 오
(남당) 오월

민

남한

연

기

초

바이킹의 대이동
베르됭 조약

메르센 조약
중국,
5대 10국 시대 시작

일본,
후지와라노스미토모의 난

빙하기를 피해 남으로 남으로
8세기 무렵 지구는 작은 빙하기

를 맞아 기온이 크게 떨어졌다. 

그 때문에 유럽의 북쪽에 살

던 노르만족은 농사와 어업만

으로는 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

고, 살기 위해 남쪽으로의 이

동을 시작했다. 뛰어난 항해술

을 가진 그들은 유럽 전체를 

돌며 약탈로 피해를 주었고, 

어느 지역에 정착해 나라를 세

우기도 했다.

나라를 나눠보겠습니다
프랑크 왕국의 루이 1세는 왕국을 3

등분 해서 3명의 아들에게 나누어줬

다. 그러나 루이 1세 사후, 장남인 로

타르는 동생과 조카에게 상속된 땅

까지 모두 자신이 차지하려 했고, 루

트비히와 샤를은 손을 잡고 로타르

와 전면전을 벌여서(퐁트누아 전투) 

승리했다. 3형제는 베르됭 조약을 맺

고 프랑크 왕국을 동, 서, 중 프랑크

로 나눴는데, 이 3개의 왕국이 훗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된다.

나라를 한 번 더 나눠보겠습니다

프랑크 왕국은 베르됭 조약을 통해 3개로 분리

됐다. 중 프랑크의 왕 로타르 1세는 아들 로타르 

2세에게 왕국을 물려줬는데, 로타르 2세는 후사 

없이 사망했다. 그러자, 서프랑크의 카를 2세가 

마음대로 로트링겐을 자신의 영토로 병합했다. 

동프랑크의 루트비히 2세는 이 처사에 반발해

서 또다시 형제간에 전쟁이 일어날 뻔했다. 

하지만 870년 메르센에서 메르센 조약이 체결

됐다. 이 조약에 따라, 동프랑크와 서프랑크는 

각각 로트링겐과 프리슬란트를 나눠 가졌다.

군웅할거(群雄割據)
당나라가 멸망하고, 송나라가 

재통일할 때까지를 5대 10국 

시대라고 한다. 화북의 5개 나라

(5대)와 남쪽의 10개의 나라(10

국)를 의미한다. 당나라 말에는 

절도사 등 군부 세력이 강성해

서, 이들 대부분도 군인 중심의 

통치가 이루어졌다.

해적을 퇴치하려다가 해적의 우두머리가 되다

일본의 세토우치라는 지역에서 후지와라노스미

토모가 일으킨 반란. 스미토모는 원래 해적 토벌

을 위해 파견된 관리였는데, 역으로 그 해적들을 

규합해 자신의 세력을 만들었다. 그는 약 2년간 

당시 일본 조정을 떨게 할 정도로 그 세력을 크

게 떨쳤으나, 하카타에서 대패하고 본거지인 이

요로 도망쳤다가 잡혀서 처형당했다. 비슷한 시

기인, 935년에 일어난 다이라노마사카도의 난과 

후지와라노스미토모의 난을 거치며 일본에서는 

무사 계급이 성장했고, 훗날 무사 정권인 가마쿠

라 막부가 성립하기에 이른다.

게르만족의 대이동 로마 제국 동·서 분열 서로마 제국 멸망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편찬

유스티니아누스 
역병

수나라, 중국 통일

중국,
당나라 건국

일본,
다이카 개신

측천무후, 주나라 건국

여기서부터 중세!

375년경, 아시아로부터 훈족이 침입

하며 게르만족의 '민족 대이동'이 시

작됐다. 이 사건으로 인해 서로마 제

국의 게르만화가 빠르게 진행됐고, 

서로마 제국의 북쪽 변경 지역은 게

르만족이 자리를 잡았다. 6세기 말까

지 210여 년 동안 게르만족은 서로

마 제국 영토 안으로 이주, 정착해 각

각의 부족 국가를 세웠으며, 유럽 중세 

사회·문화의 한쪽 기둥을 형성했다.

첫째는 동쪽, 둘째는 서쪽
황제 테오도시우스 1세의 두 아들이 

제국을 둘로 나누어 통치하게 되면

서 로마 제국은 동과 서로 분열됐

다. 서로마 제국을 맡은 둘째 아들 

호노리우스는 너무 어린 나이에 즉

위한 데다, 서로마 제국의 상황 자

체가 내전으로 인해 이미 망가진 

상태였기 때문에 서로마 제국은 시

작부터 서서히 몰락의 길을 걷는다.

무너진 제국의 절반
서로마 마지막 황제의 이름은 '로물

루스 아우구스툴루스'인데, 신화에서 

로마를 세운 왕의 이름도 '로물루스'

라는 점에서 볼 때 신기한 우연이다. 

서로마 제국이 멸망했다고 해서 로

마 제국 자체가 멸망한 것은 아니다. 

아직 동로마 제국(비잔티움 제국)이 

남아 있었다. 사실상 당시 서로마 제

국보다는 동로마 제국이 '로마 제국' 

그 자체로 여겨지고 있었다.

로마에선 로마의
 법을 따르라~

유스티니아누스 1세 황제의 명

에 따라 로마의 법을 집대성한 

것. 정식 명칭은 '시민법대전'으

로, '로마법대전'이라고도 한다. 

동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영향을 끼쳤으며, 유럽 법률의 

토대가 되기도 했다.

매일 매일 죽음의 축제
동로마 제국에서 유행했던 

역병. 전염병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는, 제국의 수도

인 콘스탄티노플에서만 하

루에 만여 명씩 숨졌다고 

한다. 북아프리카의 에티

오피아와 이집트 지역에서 

발생해 유럽 쪽으로 옮아

간 것으로 추정된다.

살수대첩의 '수'!

수나라가 남조의 진(陳)나라를 멸망

시키고 중국을 통일했다. 하지만 수

나라는 오래 가지 못했는데, 살수대

첩으로 잘 알려진 여수 전쟁이 그 

원인이다. 그뿐만 아니라, 대운하를 

건설하기도 했다. 대운하는 물류 유통

에 큰 도움이 됐지만, 통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

게 속행한 토목 공사와 원정은 백성

들의 원망을 샀다.

중국 제도의 완성
당나라는 한나라에 이어 

중국의 제2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당나라에서 발

달한 문물과 정비된 제도

는 한반도를 비롯해 동아

시아 여러 나라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수도인 장

안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문화가 번성했다.

대세는 중앙집권 
이 당시 일본은 '소가'라는 가문

이 권력을 독점하고 왕실까

지 좌지우지하고 있었다. 이

에, 나카노오에 왕자가 정변

을 일으켜 소가 가문을 제거

하고 중국의 율령제와 중앙

집권 체제를 도입했다. 이 개

혁을 당시의 연호인 다이카

에서 이름을 따 '다이카 개신'

이라고 한다.

여황제의 나라

당 고종 사후, 측천무후는 자신이 쉽게 정치를 좌지

우지할 수 있도록 유약한 삼남을 당 중종으로 즉위

시켰다. 그러나 며느리 위 황후가 무측천의 심기

를 거스르자 폐위하고, 막내아들을 당 예종으로 

옹립했다. 하지만, 곧 예종도 폐위해버리고, 자신

이 즉위했다. 중국 역사상 최초이자 유일한 여황

제, 무측천이었다. 무측천은 나라 이름을 당(唐)에

서 주(周)로 고치고, 자신을 성신 황제라고 불렀다. 

무측천은 과거 제도와 행정 체제를 정비했으며, 

엄격한 법치주의 정치를 펼쳤는데, 이때의 태평

성대를 사람들은 무주의 치라고 부른다.

태종 무열왕 출생

측천무후 출생

대조영 즉위

유스티니아누스 1세 출생

삼국 통일 시작!

신라 최초의 진골 귀족 출신 왕. 백제를 

멸망시키고 삼국 통일의 토대를 다졌다. 

선덕여왕 때에 외교관으로 활동하며 당나

라와 동맹을 맺는 데 성공했다. 부인 문명

왕후는 김유신의 여동생으로, 후에 김춘추

는 김유신에게 자신의 딸을 시집보내기도 

한다. 김춘추는 이렇게 결혼동맹을 통해 김

유신의 지지를 얻어 진덕여왕 사후 무열왕

으로 즉위했다.

중국사 유일의 여제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황제. 무후, 혹은 무측천이라고 

한다. 당 태종의 후궁으로 입궁했으나 총애받지 못했

고, 자식도 낳지 못했다. 태종 사후, 자식이 없는 후궁

은 모두 비구니가 된다는 관습에 따라 비구니가 됐지

만, 당 고종의 눈에 띄어서 다시 후궁으로 입궁해 총애를 

받았고, 황후의 자리까지 올랐다. 고종 사후에는 중종

과 예종 등 자기 아들을 마음대로 즉위시키고 폐위시

키는 등 권력을 휘두르다가 690년에는 직접 즉위하

고 나라 이름을 '주'로 바꿨다. 하지만 705년, 당나라

의 부활을 꿈꾸는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켜 퇴위를 강

요했다. 무측천은 당 중종에게 양위

하고, 자신은 태상황으로 물러났다가 

자신을 고종의 황후로 장례를 치르라

는 유언을 남기고 죽었다.

고구려는 가고 발해가 오고
고구려 유민 출신으로, 발해를 건국

했다. 원래는 고구려의 장수였는데, 

고구려가 멸망한 뒤 고구려의 고위

층으로 분류돼 일가가 당나라로 끌

려갔다. 696년 거란족이 반란을 일

으켜 그쪽으로 당나라의 힘이 쏠린 

사이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을 이끌

고 탈출해 나라를 세웠다. 건국 당

시의 나라 이름은 '진(震)'이었으며, 

713년 발해로 이름을 바꿨다.

동로마 제국을 무럭무럭

동로마 제국의 전성기를 이끈 황제. 유스

티니아누스 1세가 즉위했을 때, 서로마 제

국은 이미 멸망한 뒤였다. 하지만 그는 명

장을 두루 기용해 동로마 제국의 영토를 

원래의 로마 제국이었을 때만큼이나 확장

하는 데 성공했다. 그뿐만 아니라, 역대 

로마법의 총결산인 '로마법 대전'을 편찬

해 로마의 법률을 집대성했고, 성 소피아 

성당도 건설했다. 성 소피아 성당은 콘스

탄티노플이 오스만 제국에 점령당한 뒤 

모스크로 사용됐고, 현재는 박물관으로 

쓰이고 있다.

중국, 균전제 시행
인도,
힌두교 창시

이슬람교 창시 헤지라

중국, 안사의 난

중국, 황소의 난

일본, 
다이라노마사카도의 난

이 땅은 내 땅, 저 땅은 네 땅

균전제는 토지를 백성들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주는 토지 제도로, 북위의 효문

제가 이안세의 건의를 받아들여 처음

으로 시행했다. 이후 수나라와 당나라

에서도 시행됐고, 조선에서도 한때 논

의된 적 있다. 이 제도의 특징은 15세 

이상의 남녀에게 농지를 지급하고, 70

세가 되면 나라에 반납하게 하는 것으

로, 나라에서 토지 소유를 관리하기 때

문에 중앙에서 농민을 제어하기 쉽다

는 장점이 있다.

인도에 가면
 인도의 종교를 따르라

힌두교는 브라만교와 인도

의 민속 신앙이 결합한 형태

의 민족 종교다. 굽타 왕조

의 지원을 받아 부흥했으며, 

지금도 인도인의 약 80%가 

힌두교도다. 특정한 교조나 

교주, 조직이 없는 것이 특징

이다.

나는 뜻을 전할 뿐
무함마드가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고 종교 활동을 시작한 해다. 

엄밀히 말하자면 '창시'라는 표현

은 잘못된 표현이다. 무함마드

는 예언을 전하는 역할을 했을 

뿐 '창시자'가 아니며, 이슬람교

는 세상이 탄생하던 그 순간부

터 존재해 왔던 것이기 때문이

다.

박해를 피해 이동!
무함마드와 이슬람 교단이 박해

를 피해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

한 사건. 이슬람교에서는 이 사

건을 통해 이슬람 국가의 기반이 

닦였다고 해석하며, 이슬람교의 

달력인 이슬람력도 이 헤지라를 

기준으로 한다. 헤지라는 혈연, 

지연 등을 모두 버리고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양귀비를 아시나요?

당 현종이 애첩 양귀비에게 빠져 정치를 등한시

하자, 외척이 날뛰고 나라가 혼란해졌다. 이 틈을 

타 당나라 군대의 1/3을 장악한 안녹산이 양귀비

의 친척 오빠이자 당시 재상인 양국충을 토벌한

다며 반란을 일으켰다. 조정에서 보낸 진압군은 

연패했고, 반란군이 수도 장안까지 점령해 현종

이 피난을 떠나야 했다. 피난길에 양국충은 처형

당하고, 양귀비 역시 독촉에 쫓겨 목을 매고 자살

했다(환관 고력사에게 살해당했다고도 한다). 

현종도 세자(훗날의 당 숙종)에게 양위했다. 

당나라는 위구르 군의 지원을 받아서 겨우겨우 

반란을 진압했다.

소금이 너무 비싸
당 희종 때 일어난 농민 반란. 

당나라 멸망의 원인이 됐다. 

당나라는 소금을 국가에서 전매

했기 때문에, 비싸고 밀매업자

가 많았다. 국가 수입의 대부분

이 소금세였던 당 조정은 소금 

밀매업자를 강력하게 처벌했

고, 불만을 품은 소금 밀매업자

와 농민들은 반란을 일으켰다. 

황소가 이끄는 반란군은 낙양과 

장안까지 함락시켰고, 이후에도 

10여 년이나

이어졌다.

나도 황제 할 거야

일본의 왕족인 다이라노마사카도가 중앙 

정부에 대립해 일으킨 반란. 일본 최초의 

역성혁명이다. 마사카도는 신황(新皇)을 

자처하며 관리를 임명하기도 했으나 조정

에서 보낸 진압군에 의해 평정됐다. 마사

카도는 뛰어난 무장으로, 기마 전법을 잘 

활용했으며, 휘어진 형태의 일본도를 최

초로 만든 사람이라고도 전해진다. 난이 

일어나고 진압되는 과정에서 일본의 무

사 계급(사무라이)이 등장했다.

장수왕 출생
지증왕 출생

무함마드 출생

쇼토쿠 태자 출생 김유신 출생

문무왕 출생

레오 3세 출생

왕건 출생
서희 출생

오래오래 장수해서 장수왕
광개토대왕의 아들. 광개토대왕 사후 

고구려의 왕으로 즉위했다. 98세까

지 장수했기 때문에 장수왕이라고 

한다. 장수왕의 아들은 장수왕보다 

일찍 죽어서, 장수왕 다음 대의 고구

려왕인 문자명왕은 장수왕의 손자

다. 국내성을 중심으로 하는 귀족 

세력을 꺾기 위해 평양성으로 천도

했고, 백제를 정벌하는 등 남진 정책

을 펼쳤다.

신라의 개혁왕

신라의 마지막 마립간이자, 최초의 왕. 소지

마립간이 후사 없이 죽자, 그가 왕위를 이었다. 

지증왕이 즉위할 무렵은 고구려와 백제가 

대립하던 시기로, 신라는 그 틈에 정치적 안정

과 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다. 지증왕은 순장

을 금지하고 우경법을 널리 시행케 했는데, 

이로써 신라는 농업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렸다. 또한, 사로나 사라 

등 통일되지 않은 국호를 '신라'로 확정했고, 

이사부를 등용해 울릉도를 정벌하기도 했다.

알라는 위대하시다!
이슬람교의 창시자. 이슬람교에

서는 '예언자 무함마드'라고 한

다. 어려서 일찍 부모를 잃고, 

할아버지와 큰아버지의 손에서 

자랐다. 목동 일을 하다가, 부유

한 과부 카디자와 결혼해 풍족

한 생활을 누렸다. 히라 산의 

동굴에서 명상과 고행을 하던 

중 알라의 계시를 받고 이슬람

교를 창시했다.

일본 정치 구조를 만들다
일본의 정치가로, 요메이 일왕의 아

들. 고구려 스님인 혜자에게서 불교

를 배운 독실한 불교 신자였으며,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

인 호류지(法隆寺)를 세우기도 했

다. 처음으로 중국에 사신을 보내 

교류를 했는데, 이때 중국에서 견문

을 쌓은 세력이 태자 사후 다이카 

개신을 일으킨다. 일본에서 최초로 

관등을 정비하고 헌법을 제정했다. 

쇼토쿠 태자라는 이름은

사후에 추증된 것이다.

삼한통일의 맹장

신라에 투항한 금관가야 왕족의 후손으로, 

삼국 통일의 주역 중 하나. 어려서부터 화랑

으로 활동했으며, 무공을 여럿 세웠다. 이후, 

김춘추와 교류를 갖고 자신의 여동생을 그에

게 시집보냈다. 비담의 난을 제압하는 데 큰 

공을 세웠고, 진덕여왕 사후 알천을 누르고 

김춘추의 즉위를 도왔다. 통일 전쟁에서 주도

적인 역할을 했고, 나당 전쟁 때는 군사, 정치

적 조언 역을 맡았다. 삼국 통일의 공을 인정

받아 사후에 왕으로 추존됐는데, 한국사상 

신하의 신분으로 왕으로 추존된

사람은 김유신이 유일하다.

삼국 통일 완성!

태종 무열왕의 아들.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한반도

에서 당나라군을 몰아내 삼국 통일을 완성했다. 

무열왕 즉위 이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대당 외교에 

참여했고, 당나라에서 벼슬을 받기도 했다. 신라의 

백제 공략에도 참여했으며, 즉위 직후부터 고구려

를 공격하는 등 통일 전쟁에 열의를 보였다. 나당 

전쟁이 발발하자 백제와 고구려의 유민을 규합해 

당나라를 물리쳤다. 문무왕은 사후에도 용이 돼 왜

구를 쫓아내고 신라를 수호한다며 자신을 동해에 

수장할 것을 명했다. 실제로 문무대왕릉은 해변에

서 약 200m 떨어진 바다에 있다.

한 번 더 삼국통일

고려를 건국하고 후삼국을 통일한 왕. 송악의 

호족 출신으로, 궁예의 세력이 강성하자 그 휘

하에 수하로 들어갔다. 맹장으로 이름을 떨치

며 궁예의 총애를 받았으나, 역모 누명을 쓰기

도 했다. 점점 궁예의 횡포가 심해지자 배현

경, 복지겸, 신숭겸 등의 추대를 받아 궁예를 

몰아내고 왕이 됐다. 고구려의 후계라는 의미

에서 나라 이름을 고려로 바꾸고, 혼인 정책을 

통해 호족 세력을 규합했다. 또한, 궁예와는 

달리 신라를 존중해서, 신라의 경순왕은 

935년 나라를 바치고 귀순했다. 

936년에는 후백제를 멸망

시키고 후삼국을 통일하는데 

성공했다.

말 한마디에 천 냥 빚도 갚고 땅도 얻고

거란의 침입 때 활약한 고려의 문신. 고려 성종 때, 소손녕이 이끄

는 거란군이 쳐들어오자, 고려 조정에서는 항복론이나 강화론이 

대세를 이루었다. 서희는 항복론과 강화론을 모두 반대하고, 거란

군으로 가서 담판을 지었다. 소손녕이 "거란은 고구려를 이은 나라

인데, 고려가 옛 고구려의 땅을 차지하고 있으니 그것을 되찾으

러 왔다.", "송나라보다 거란이 고려와 더 가까이 있는데, 왜 거란이 

아니라 송나라와만 교류하는가?" 등 침략의 당위성을 주장하자, 

서희는 "고려야말로 고구려를 이은 나라다. 이름도 고구려에서 딴 

고려가 아니냐. 옛 고구려의 땅을 기준으로 영토를 나누자면, 거란

이 고려의 영토를 침식하고 있다.", "여진족이 땅을 막고 있으니, 

차라리 바다를 통해 송나라와 교류하는 게 편하다."

고 주장했다. 이에 소손녕이 거란군을 이끌고 

돌아가고, 역으로 고려가 강동 6주를 차지했다.

광개토대왕 출생

만주벌판 달려라, 광개토대왕~

고구려의 전성기를 연 왕. 한국사에서 최초로 연호

를 사용했다. 정식 묘호는 '국강상광개토경평

안호태왕'으로, 일반적으로는 '광개토태왕' 혹은

'광개토대왕'으로 부른다. 왜구가 신라를 침략하

자, 당시 신라의 왕이던 내물왕의 구조요청을 받

아들여 왜구를 쫓아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신라

는 한동안 고구려의 영향권에 속했다. 2차례에 

걸친 후연의 침입을 격파하고 요동과 만주를 정

복했다. 사후에는 아들인 장수왕이 중국 지린 성

에 업적을 칭송하는 광개토대왕릉비를 세웠다. 

왕릉의 위치는 알 수 없다.

바그다드
천문대 건립

별을 내 가슴에
최초의 천문 관측대. 단, 현대

적 의미의 천문대가 이때 건

립됐다는 것뿐이지, 천문을 

관측하기 위한 시설이 그 이

전에 없었던 것은 아니다. 천

문 관측을 위한 원시적인 구

조물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영

국의 '스톤헨지'이다.

성상인가, 우상인가
동로마 황제 레오 3세

가 십계명을 근거로 성

화상의 공경을 금지했

다. 이에 로마 교황청

은 크게 반발했고, 동

서 교회의 분열이 일어

나 크리스트교가 동방

정교회와 로마가톨릭

으로 나뉘게 됐다.

삼국의 시조

프랑크 왕국의 국왕이자 서로마 제국

의 황제. 서유럽을 정복하고, 게르만

족을 통일했으며, 크리스트교를 전파

했다. 신앙심이 깊어 지금의 이탈리

아 부근의 영토 일부를 교황청에 봉

헌했는데, 이 일로 교황의 마음에 들

어, 서로마 제국 황제의 관을 받았다. 

대제 사후, 메르센 조약과 베르됭 조

약으로 인해 프랑크 왕국은 3개로 나

뉘었는데, 그 나뉜 왕국이 지금의 프

랑스, 독일, 이탈리아다. 

로마카톨릭과 그리스정교를 나눈 남자

동로마 제국의 황제. 전임 황제 테오

도시우스 3세를 강제로 물러나게 하

고 스스로 황제가 됐다. 군인 출신으

로, 이슬람 제국과의 전쟁에서 밀리지 

않고 몇 번이나 격파해 이슬람 세력

의 유럽 진출을 막아냈다. 하지만 레

오 3세가 한 일 중 가장 유명한 것은 

726년의 '성상 파괴령'이다. 그는 이 

일로 교황 그레고리오 3세와 갈등을 

빚었으며, 결국, 크리스트교는 동방 

정교회와 로마 가톨릭으로

분열됐다.

레오 3세, 
우상 파괴령

카롤루스 대제 출생

AD 907 ~ 960
AD 939 ~ 941AD 376 AD 395 AD 476

AD 529 ~ 534 AD 541 ~ 542

AD 589
AD 618 ~ 907

AD 645

AD 690 ~ 705

AD 793
AD 843

AD 870

AD 603 ~ 661 (58)

AD 624 ~ 705 (81)
AD 698

AD 483 ~ 565 (82)

AD 485 AD 500

AD 610 AD 622

AD 755 ~ 763

AD 875 ~ 884

AD 939 ~ 940

AD 394 ~ 491 (97) AD 437 ~ 514 (77)
AD 570 ~ 632 (62)

AD 574 ~ 622 (48) AD 595 ~ 673 (78)

AD 626 ~ 681 (55)
AD 675 ~ 741 (66)

AD 877 ~ 943 (66) AD 942 ~ 998 (56)

AD 374 ~ 413 (39)

AD 800

AD 726 AD 742 ~ 814 (72)

종이의 기술의 전파경로

중국에서 탈라스 강을 건너 유럽까지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식물성 종이는 후한 시대의 환관 채륜이 만든 것이다. 중국은 

제지술을 비밀에 부쳤는데, 751년 탈라스 전투 때 아바스 왕조로 끌려간 중국인 

포로 중에 제지 기술자가 있어서 이슬람 세계로 제지술이 전파됐다. 이후 사마르

칸트, 페르시아, 이집트를 거쳐 유럽에까지 종이 기술이 전래했다.

AD 751 ~

낙양낙양

로마 제국 사산 왕조 페르시아

고구려·백제·신라 삼국 시대 

후삼국 시대

통일신라 시대

고려 시대

5호 16국 시대

BC 500 ~ 

BC 1000 ~ BC 900 ~ BC 800 ~ BC 700 ~ BC 600 ~

BC 400 ~
BC 300 ~ 

BC 200 ~

100 years
100 years

100 years

100 years

100 years

100 years

10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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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 출생

노자 출생
중국, 
춘추전국 시대 시작

살라미스 해전
델로스 동맹 성립

펠로폰네소스

전쟁 발발

포에니 전쟁

중국, 장평대전

진나라, 중국 통일

석가모니 탄생

디아도코이 전쟁

공자 왈~ 맹자 왈~

춘추전국 시대의 사상가이자, 유교

의 시조. 주나라 초기를 가장 이상

적인 치세로 보고, 인(仁)과 예(禮)를 

중시했다. 법보다 덕으로 백성들을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후에 

제자들이 그의 가르침을 '논어'로 엮

었다. 한국에서는 공자의 가르침으

로 제사를 지낸다고 하지만, 사실 공

자는 예를 강조했을 뿐, 귀신의 존재

를 믿지 않는 무신론자였다.

도를 아십니까?

춘추전국 시대에 도가 사상을 

창시한 철학자. 공자가 젊은 시

절에 노자의 가르침을 받았다

는 이야기도 있다. 주나라의 쇠

퇴를 보고 한탄하며 서방으로 

떠나는 도중에 문지기의 요청

으로 2권의 책을 썼는데, 그것

이 바로 '도덕경'이다. 하지만 

노자가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설도 있다.

사방 팔방에 영웅 등장

주나라가 무너지고, 진나라가 중국을 

최초로 통일할 때까지 550여 년간을 

'춘추전국 시대'라고 한다. 이때는 매우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수많은 사상이 등장했다. 그때 생

겨난 여러 사상을 '제자백가'라고 한다. 

잘 알려진 인물로는 유가의 '공자'나 '손

자병법'을 쓴 '손자', 법가의 '한비자' 등

이 있다. 장기도 이때의 산물이다.

페르시아를 쫓아내자!

제1, 2차 페르시아 전쟁을 일으켰던 다리우스 1세가 건강 

악화로 사망하자, 아들인 크세르크세스 1세가 즉위했다. 

크세르크세스 1세 역시 그리스를 침공해 제3차 페르시아 

전쟁을 일으켰다. 아테네의 장군 테미스토클레스는 첩자

를 보내 페르시아군에 거짓 정보를 흘렸고, 속은 페르시아

군은 살라미스 해협으로 몰려왔다. 하지만 살라미스 해협

은 그 폭이 좁아 대군이 움직이기에 적합한 곳이 아니었

고, 결국, 페르시아군의 수적 우세는 곧 단점으로 변했다. 

이 계책으로 그리스군은 또다시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

했다.

아테네를 위한 동맹

페르시아의 재침략에 대비하기 

위해 아테네를 중심으로 결성한 

그리스 폴리스들의 군사 동맹. 델

로스 섬에 본부가 있었기 때문에 

'델로스 동맹'이라고 한다. 아테네

는 전쟁이 끝난 후에도 억지로 동

맹을 유지했고, 동맹국의 기금을 

유용해 아테네의 예산으로 쓰거

나, 다른 폴리스의 내정에 간섭하

기도 했다. 결국, 이는 펠로폰네

소스 전쟁의 도화선이 된다.

이제부턴 스파르타!

페르시아 전쟁 이후, '델로스 동맹'

을 기반으로 아테네는 급성장했

다. 그에 대해 위기를 느낀 스파

르타를 중심으로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만들어졌고, 그 두 동맹 

사이에 일어난 전쟁이 '펠로폰네

소스 전쟁'이다. 전쟁은 스파르타

가 주도하는 펠로폰네소스 동맹

의 승리로 끝난다.

싸움은 삼세판으로

3번에 걸쳐 로마와 카르타고 사

이에서 일어난 전쟁. 카르타고의 

한니발이 알프스 산맥을 넘어 이

탈리아로 진군한 제2차 포에니 

전쟁이 특히 유명하다. 전쟁에서 

패배한 카르타고는 건물 한 칸 남

김없이 멸망했고, 로마는 지중해

의 최강대국으로 거듭난다.

너희 먹일 밥은 없어

중국 진나라와 조나라 사이에 벌어진 전쟁. 

전국 시대의 판도를 변화시킨 대표적인 전

투다. 진나라는 장평에서 승리함으로써 천하 

통일의 기반을 다졌다. 전투 이후, 진나라는 

조나라군 40만 명을 포로로 잡았다. 그러

나, 진나라는 이 많은 포로에게 먹일 군량이 

없었기 때문에, 포로들에게 구덩이를 파게 

한 후, 그들을 그곳에 묻어버렸다. 이 전쟁 

후 조나라는 몰락의 길을 걷다가 결국, 멸망

한다.

진나라라 쓰고 China라 읽는다

춘추전국 시대, 여러 나라로 나뉘어 혼란

스러운 중국을 통일한 건 진나라였다. 

진나라는 중국 역사상 최초의 통일 국

가를 형성했고, 그 영향은 지금까지도 

남아 중국을 'China'라고 부르고 있다. 

하지만 시황제의 폭압적인 정치 때문에 

백성들의 반발이 생겨나, 결국, 진나라

는 중국을 통일한 지 10여 년 만에 멸망

하고 말았다.

왕자에서 순례자로

본명은 '싯다르타 고타마'. 

왕자로 태어났지만 인간의 

생애가 고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뒤, 이

에서 벗어나기 위해 왕위와 

가족을 모두 뒤로하고 길을 

나섰다. 이후, 고행을 거치며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

음을 얻었다.

대왕의 후계자는 누구?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후계자를 정하지 못하고 급사하자 일어난 전

쟁. 디아도코이란, 고대 그리스 어로 후계자, 혹은 계승자라는 뜻인

데, 세계사에서는 보통 알렉산드로스 대왕 사후 대왕의 후계자를 자

칭한 6명의 장수를 말한다. 알렉산드로스 대왕 사망 당시, 왕비 록사

나가 임신 중이었으므로 장수들을 일단 출산을 기다리기로 했다. 태

어난 아이는 아들(후의 알렉산드로스 4세)이었으나, 왕비와 태후 등 

당시 마케도니아의 왕족들은 무력했기 때문에 장수들은 역으로 록

사나와 알렉산드로스 4세를 자신들의 뜻대로 좌지우지했다. 결국, 

록사나와 알렉산드로스 4세는 독살당했고, 제국은 40여 년간의 전쟁

을 거치며 조각조각 찢어졌다.

마라톤 전투

마라톤 경기가 열리게 된 이유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1세는 그리스를 정복하

기 위해 페르시아 전쟁을 일으켰다. 그리스군

과 페르시아군은 그리스 중남부에 있는 마라

톤 평야에서 큰 전투를 벌였다. 숫자로는 페

르시아군이 훨씬 우세했으나, 결과는 그리스

군의 대승이었다. 전투 후에, 페이디피데스가 

마라톤 평야에서 아테네까지 약 40km를 달

려 승전보를 전하고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현재 올림픽 종목인 마라톤은 그를 기리며 생

긴 것이다.

한 고조(유방) 출생

아리스토텔레스 출생
알렉산드로스 대왕 출생

장건 출생

한 무제 출생
사마천 출생

초한지 최후의 승자

중국 한나라를 세운 왕으로, 중

국 최초의 평민 출신 황제. 원래 

묘호는 으레 건국 왕에게 붙는 

'태조(太祖)'인데, 사마천이 사기

에서 '고조(高祖)'라고 기록해서 

한 태조보다 한 고조로 더 잘 알

려져 있다. 한나라 건국 과정에서 

항우와 대결을 벌였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쓰인 소설이 '초한지'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스승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의 제

자로, 아카데메이아에서 약 20년간 

공부와 연구를 했다. 왕자 시절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을 가르쳤고, 동

방 원정에 동행하기도 했다. 아테네

에 '리케이온'이라는 학교를 설립해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는데, 알렉

산드로스 대왕 사후에는 아테네의 

신을 모독했다는 죄목으로 추방당

했다.

동방 원정의 주인공

마케도니아의 왕이자 헬레니즘 문화의 창시자. 

아버지인 필리포스 2세가 암살당하자, 20살에 

왕위에 올랐다. 그리스, 페르시아, 이집트 등을 

정벌해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에 이르는 대제

국을 건설했다. 이 과정에서 그리스 문화와 오리

엔트 문화가 융합된 헬레니즘 문화가 생겨나서 

그의 제국을 헬레니즘 제국이라고도 한다. 자신

의 이름을 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세우기도 

했다. 원정 도중에 얻은 열병으로 33세에 요절

했는데, 후계자를 정하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그의 사후 디아도코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

실크로드 찾아 떠나~

실크로드를 개척한 모험가이자 전한의 외교관. 당시 한나라의 가장 큰 

위협은 흉노였다. 흉노 서쪽에 있는 대월지가 흉노에 큰 원한을 품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한 무제는 대월지와 동맹을 맺어 흉노를 공격할 

생각으로 장건을 파견했다. 하지만 장건은 대월지에 도착하기 전에 

흉노에 사로잡혔고, 10년이나 포로 생활을 해야 했다. 자신의 임무를 

잊지 않았던 장건은 탈출해서 대월지로 갔으나, 대월지는 이미 원한을 

잊고 다른 땅에서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결국, 장건은 동맹을 

맺는 데 실패하고 한나라로 돌아가다가 또다시 흉노의 포로가 됐다. 장

건은 출발한 지 13년이 지나서야 겨우 한나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장건

은 동맹은 맺지 못했지만, 흉노의 땅에 오래 있으면서 많은 정보를 얻어

왔기 때문에 한나라는 그 정보를 토대로 흉노를

이길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실크로드를 개척해 서역과 교류를 시작했다.

한나라의 전성기를 이끌다

한나라의 전성기를 이끈 황제. 

최초로 연호를 사용했다. 장건

을 시켜 실크로드를 개척했으며, 

당시 한반도에 있던 위만조선

을 무너뜨리고 한사군을 설치

했다. 유교를 국가 통치의 이념

으로 삼았고, 연이은 전쟁과 토

목 공사로 인한 재정악화를 메

꾸기 위해 소금과 철을 나라에

서 전매하기도 했다.

중국의 역사를 집대성하다

'사기(史記)'를 쓴 중국의 역사가. 

천문학에도 해박해서 중국 최초의 

공식 역법인 '태초력'의 제정에도 

참여했다. 아버지 사마담의 유지를 

이어 사기를 편찬하던 중, 이릉 사

건으로 무제의 노여움을 사서 궁형

을 당했다. 하지만 그는 편찬을 멈

추지 않았고, 결국, 동양 최고의 역

사서로 손꼽히는 사기를 완성했다. 

이로 인해, 사마천은 중국 역사의 

아버지라고도 불린다.

플라톤,
아카데메이아 설립

최초의 대학

플라톤이 아테네 서쪽에 세운 교육 

기관. 현재 교육 기관이나 학술 기관

에서 자주 쓰이는 '아카데미'란 말

의 유래이며, 최초의 대학이기도 

하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황제가 

폐쇄하기 전까지 약 900년간 존

재했으며, 철학, 기하학, 수학 등을 

가르쳤다.

로마 건국

로마 공화정 수립

제국의 시작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다는 쌍둥이 

형제 로물루스와 레무스가 도시 국

가를 건설했다. 하지만 형제가 서로 

싸우던 중 동생 레무스가 죽었고, 

로물루스는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 

국가 로마의 왕이 됐다. 이후 로마는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제국으로 변모

하며 큰 발전을 이룩했고, 서양 역사

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

왕 대신 귀족이

신화에 따르면 이전까지 로마에

는 7명의 왕이 있었다. 그러나, 

귀족들의 세력이 커지자, 왕에 

의한 정치는 점차 붕괴했다. 

결국, 귀족들이 왕을 쫓아내고 

공화정을 수립하기에 이른다. 

로마 공화정은 집정관, 원로원, 

민회로 구성돼 있었고, 귀족이 

주로 정치를 담당했다.

탈레스 출생

아소카 왕 출생

진시황 출생
항우 출생

소크라테스 출생
히포크라테스 출생

플라톤 출생

한니발 출생

만물의 근원은 물이야!

서양 철학의 시조이자 그리스 

최초의 철학자. 과학적 지식을 

토대로 기원전 585년의 일식

을 예언했다고 하며, 피라미드

의 높이를 계산하기도 했다. 기

하학을 처음으로 확립한 사람

으로도 꼽힌다. 만물의 근원을 

'물'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물

의 철학자라고 불린다.

불교로 나라를 다스린 왕

인도 마우리아 왕조의 왕. 인도를 통일해 

대제국을 건설했다. 말년에는 불교에 귀

의해 불교 진흥 정책을 펼쳤다. 그는 세

계 곳곳에 사신을 보내 불교를 퍼트렸으

며, 곳곳에 칙령을 새긴 돌기둥(아소카 

왕의 석주)을 세워 불법을 널리 알리고자 

했다. 이 기둥의 꼭대기에는 동, 서, 남, 

북 네 방향을 향하는 사자상이 있는데, 

이 사자상은 현재 인도의 국장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최초의 황제 시황제

처음으로 중국을 통일한 왕이자 최초의 

황제. 봉건 제도를 폐지하고 군현제를 

시행해 중앙집권체제를 완성했으며, 도량

형과 화폐, 서체, 도로의 폭 등을 통일하

고 정비했다. 하지만 만리장성과 아방궁 

건설 등 큰 토목공사를 계속 해서 백성

들을 괴롭혔고, 말년에는 불로장생을 위

해 불로초를 찾기도 했다. 자신을 비판하

는 유학자들을 생매장하고 책을 불태운 

분서갱유로도 악명을 

떨쳤다. 

서초패왕 항우

고대 중국의 대표적인 장수. 진나라 

말기에 반란을 일으켜 진을 멸망

시켰다. 검을 비롯한 많은 병장기를 

능수능란하게 다루었고, 병법과 전투

에도 능숙했다. 서초패왕을 자칭하

며, 부하들에게 벼슬을 나누어주기

도 했다. 그러나, 포악한 성격 탓에 

민심을 잃었고, 유능한 부하가 적군

에 투항하기도 했다. 결국에는 유방

에게 패배하고 자살했다. 

너 자신을 알라!

아테네 출신의 고대 그리스 철학

자. 서양 철학의 토대를 만들었다. 

본인이 직접 쓴 저작이 없어서, 소

크라테스에 대한 연구는 전적으로 

제자들의 기록에 의존하고 있다. 

산파술이라는 독특한 교육법을 통

해 제자들을 가르쳤다. 말년에는 

아테네의 정치 문제에 휘말려 사

형당했다.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의학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고대 그

리스의 의사. 의술을 미신, 주술 등

으로부터 분리했다. 작품으로는 

'히포크라테스 전집'이 전해지는데, 

본인의 저작이라기보다는 제자들

의 합작품으로 여겨진다. 의사 윤리

의 토대 역시 그가 만들었다. 지금

까지도 의사가 될 때는 한 손을 들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다.

철학 하면 플라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로, 소크

라테스의 제자이자 아리스토텔

레스의 스승. 아테네 서쪽에 '아

카데메이아'라는 학교를 세워 많

은 제자를 길러냈다. 스승 소크

라테스가 죽은 것에 대한 영향

으로 그리스 민주정에 깊은 불

신을 나타냈으며, 철학자가 정

치해야 한다는 이른바 '철인정

치'를 주장했다.

알프스를 넘어 로마로!

고대 카르타고의 장군. 전략의 아버지로도 

불린다. 제2차 포에니 전쟁 때 알프스 산맥

을 넘어 이탈리아로 침입, 로마를 상대로 대승

을 거뒀다. 이 때문에 제2차 포에니 전쟁은 

한니발 전쟁이라고도 한다. 뛰어난 용병술과 

전략으로 로마군을 격파했으나, 전선이 길어

지자 본국으로 소환됐다가 자마 전투에서 

대패했다. 이후 정적을 피해 시리아로 망명

했으나, 로마에 쫓겨 독을 먹고 자살했다. 

그리스, 
폴리스 형성

민주주의의 기원!

폴리스의 원래 뜻은 나무로 

쌓은 방어벽, 즉 '방채'다. 폴

리스의 특징으로는 그 중심

에 있는 언덕인 '아크로폴리

스'와 광장인 '아고라'를 들 수 

있다. 그리스는 폴리스를 중

심으로 각각 문화를 발전시

켰다.

호메로스 출생

일리아스를 아십니까

고대 그리스의 서사시인.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서사시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의 저자다. 출생이나 일생

에 대해서 알려진 사실이 매우 적어

서 실존 인물이 맞는가 하는 의혹도 

있다. 일설에는 시각 장애인이었다고 

한다. '일리아스'는 트로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이고, '오디세이아'는 전쟁 후 

오디세우스가 귀국하는 동안 겪은 

모험에 대한 이야기다.

스파르타쿠스 출생

자유를 위하여

로마 공화정 말기의 검투 노예. 

트라키아 출신으로, 카푸아의 검

투사 노예 양성소 소속이었다. 기

원전 73년, 동료 노예 70여 명과 

함께 양성소에서 도망쳐서 노예

와 빈농 등을 규합해 대규모 노

예 반란을 일으켰다(스파르타쿠

스의 반란). 반란군은 이탈리아 

남부를 휩쓸었으나, 결국, 크라수

스와 폼페이우스에게 진압됐고, 

스파르타쿠스는 전투

도중 사망했다.
BC 551 ~ 479 (72)

BC 604 ~ 531 (73)
BC 770 ~ 221

BC 480
BC 477 

BC 431 ~ 404

BC 264 ~ 146

BC 262 ~ 260

BC 563

BC 323 ~ 275

BC 490

BC 247 ~ 195 (52)

BC 384 ~ 322 (62)
BC 356 ~ 323 (33)

BC 201 ~ 114 (87)
BC 156 ~ 87 (69) BC 145 ~ 86 (59)

BC 221

BC 387 ~ AC 529

BC 753 ~ 509

BC 509 ~ 27

BC 624 ~ 546 (78)

BC 273 ~ 232 (41)

BC 259 ~ 210 (49) BC 232 ~ 202 (30)

BC 469 ~ 399 (70) BC 460 ~ 377 (83)
BC 427 ~ 347 (80)

BC 247 ~ 183 (64)

BC 800 ~ 750 (50)

BC 800

BC 109 ~ 71 (38)

나는 매듭을 자르는 왕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고대 그리스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개척한 

인물이다. 동쪽으로의 원정을 나서며 '매듭을 푸는 자가 아시아의 왕이 된다'는 

전설이 있는,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칼에 잘라버렸다는 일화가 유명하다.

실크로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알렉산드로스 대왕, 동방 원정

비단 팔러 가던 길 실크로드

약 6,400km에 이르는 거대한 무역·교통로. 장안

에서부터 로마까지 동서양을 연결한다. 대표적인 교역품

으로는 중국의 비단, 차, 도자기와 서방의 유리, 금, 은 등이 있는데, 

조로아스터교나 불교, 크리스트교도 이 실크로드를 통해 전해졌다. 

실크로드는 하나가 아니고, 초원길, 사막길, 바닷길의 세 길로 이루어져 있다. 

초원길은 몽골 고원을 거쳐 흑해까지 이어지는데, 가장 오래된 길로, 청동기 문화도 

이 길을 통해 전해졌다. 사막길은 둔황과 파미르 고원을 지나 알렉산드리아와 로마까지 

이어지는 길로, 사막의 오아시스를 따라 세워져 오아시스 길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실크로드 

하면 이 사막길을 말한다. 바닷길은 남중국과 동남아에서 출발, 인도양과 아라비아 해를 거쳐 페르시아만

까지 이어진다. 도자기와 향신료가 주요 교역품이었고, 아시아에 이슬람교가 전해진 것도 바닷길을 통해서였다.

BC 139 ~

BC 550 ~ 330 

BC 334 ~ 323 

 페르시아 전쟁의 그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현재 이란의 고대 왕조로, 아케메네스 제국이

라고도 한다. 키루스 1세부터 크세르크세스 1세의 통치 기간을 전성기로 보는데, 

그중에서도 최전성기를 이끈 것은 다리우스 1세다. 다리우스 1세는 페르시아 전쟁에서는 

그리스에 패배했지만, 영토를 크게 넓혔다. 그뿐만 아니라, '왕의 길'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전국의 교통로를 만들었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정복민에게 관대했으며, 중앙에서 각 지방으로 

총독을 파견했다. 총독들은 '왕의 눈', '왕의 귀'라고 하는 왕의 직속 관리들에게 감사를 받았다.

춘추전국 시대

진나라

로마 왕정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BC 1000000 ~ BC 30000 ~ BC 5000 ~ BC 4000 ~
BC 3000 ~

BC 2000 ~

970000 years
25000 years 1000 years

1000 years
1000 years

1000 years

14 미터
세계사 연표
인류의 탄생부터 오늘까지를 14m에 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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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을 사용
금속 사용 시작

인류 최초의 악기 '피리' 활과 화살의
발명

중동 지역,
농경 시작 이집트,

태양력 사용

산불에서 얻은 불씨
언제부터 불을 사용하
기 시작했는지 정확히
는 알 수 없으나 불의 
발견으로 인해 인류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발견 초기에는 직접 불
을 만들어내기보다는, 
산불 등으로 만들어진 
불씨를 가져와 이용했
을 것이다.

돌 대신 쇠붙이로
청동으로 시작된 금속의 사
용은 인류 역사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금속
을 사용하지 않은 문명이 없
는 것은 아니다. 16세기 스
페인의 침략으로 멸망한 잉
카 문명과 마야 문명이 그 
예이다. 그들은 금과 은은 
풍부했으나 철은 전혀 모르
고 있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모두 가능해
2009년, 독일 남부 지역의 한 동굴에
서 독수리 뼈로 만들어진 피리가 발견
됐다. 20cm 정도 크기의 이 피리는 약 
기원전 3만5천 년 전에 만들어진 것
으로, 현재 발견된 것 중 가장 오래된
악기다. 이 피리는 바람을 불어넣는 구멍 
2개와 손가락으로 막을 수 있는 4개의 
구멍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피리가 발견
된 동굴에서는 매머드의 앞니를 깎아 
만든 피리의 조각도 함께 발견됐다.

사냥꾼의 필수 무기
인류의 가장 오래된 무기 
중의 하나. 인류는 활 덕분
에 자신보다 신체적으로 
훨씬 강한 동물들도 사냥
할 수 있었다. 현재는 레
저 스포츠의 일종으로 자
리 잡았다.

사막의 숨겨진 과거
지금의 시리아 부근에
서 인류 최초의 농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막 지대로 대
표되는 현재 중동 지역
의 환경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뜻밖이다. 하지
만 고대에는 매우 비옥
한 토지 환경을 갖추고 
있었다고 한다.

1년은 12달, 1달은 30일
태양력은 태양을 기준으로 한 달
력 법칙이다. 최초의 태양력은 
이집트에서 시작됐는데, 1년을 
365일로 정한 것 역시 이집트였
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30일씩 
12달을 정하고, 연말에 닷새를 
더하는 식으로 1년을 구성했다. 
이것이 훗날 로마로 전해져서 만
들어진 달력이 율리우스력과 현
재 쓰고 있는 그레고리력이다.

현생 인류 등장 몽골계 아시아인,
아메리카로 이주

함무라비 왕,
 '함무라비 법전' 제정

페니키아, 알파벳 사용

멕시코, 
옥수수 재배 시작

사르곤 1세 즉위

최초의 '북'
악기의 발명

신석기 문화 메소포타미아, 
에리두 건설 메소포타미아, 

설형문자 사용

메소포타미아,

주판의 발명

자물쇠 발명

중국, 상나라 건국

유리의 발명

바퀴의 발명
우리는 모두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최초의 인류는 약 300만 년 전에 살
았던 오스트랄로피테쿠스다. 오스
트랄로피테쿠스는 직립 보행을 했
으며, 간단한 도구를 사용했다. 이후 
인류는 호모 하빌리스, 호모 에렉투
스를 거쳐 현생 인류의 직계 조상인 
호모 사피엔스까지 진화했다. 현생 
인류는 호모 사피엔스의 아종인 호
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다.

빙판길을 걸어서 아메리카로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
하기 전부터 대륙에서 살던 원주
민을 인디언, 혹은 인디오라고 하
는데, 이들은 약 3만 년 전에 베링 
해협을 건너 그곳에 정착한 몽골
로이드라고 한다. 그 당시는 빙하
기여서, 대륙과 대륙이 이어져 있
었기 때문에 걸어서 이주했을 것
으로 추정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글자로 기록된 가장 오래된 법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이 법전에서 나왔다. 저 원칙이 
야만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사
실은 그렇지 않다. 상대방에 의해 
다리를 다쳤다면, 똑같이 다리만 
해칠 수 있지 죽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즉, 지은 죄 이상의 벌을 
줄 수는 없다는 것.

a, b, c, d~
페니키아는 지금의 레바논과 시리아 지역에 
존재했던 고대 문명, 또는 그 지역을 말한다. 
페니키아 인은 항해술이 뛰어나 당대 해상 
무역을 주도했으며, 최초로 갤리선을 이용하기
도 했다. 페니키아 인들은 일찍이 문자의 중요
성을 깨닫고 이집트의 상형 문자에서 영감을 
얻어 페니키아 문자를 만들었다. 이 페니키아 
문자는 그리스로 넘어가 그리스 문자가 됐으며, 
알파벳의 시초라고 한다.

문명도 식후경
인류 3대 주식 곡물 중 하나인 옥수수는 기원
전 7천 년경부터 중남미 지역에서 재배됐다. 
가장 오래된 옥수수의 흔적은 멕시코의 테우
아칸 분지 유적에서 발견된 이삭으로, 기원
전 5천 년경의 것으로 추정된다. 옥수수는 한 
번에 많은 수확량을 얻을 수 있어서, 중남미 인
디오들의 주식으로 사용됐다. 중남미에서 아
스텍이나 마야 문명이 발달할 수 있었던 이유
도 옥수수 덕분에 사람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식량이 생산됐기 때문이라고 한
다.

메소포타미아를 하나로!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일한 
최초의 왕으로, 아카드 왕조를 세웠다. 
원래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수메르인
이 인류 최초의 도시 국가인 에리두
를 건설하고 지배해왔는데, 사르곤 
1세가 정복한 이후 아카드인의 지배
를 받기 시작했다. 아카드 왕조의 수도
는 '아가데(Agade)'라고 하는데, 
현재는 그 위치를 알 수 없다.  

덩기덕 쿵덕
북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기원전 5천500
년경 중국의 것이다. 지
역과 민족에 따라 수많
은 종류의 북이 존재하
는데, 나무로 만든 울림
통을 동물 가죽으로 덮
어 만든 게 보통이다.

갈아 쓰는 간석기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
를 나누는 기준은 돌을 갈아 
만든 간석기와 토기의 등장, 
농경과 정착생활 등이다. 보
통 이 요소들 중 하나만 확
인돼도 신석기 시대로 본다. 
신석기 시대의 끝 무렵에 금
속을 다루는 방법을 발견하
면서 인류는 청동기 시대로 
넘어간다.

인류 최초의 도시
기원전 5천 년경, 지금의 이라크 
지역인 유프라테스 강 남쪽에 
인류 최초의 도시 에리두가 건설
됐다. 에리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건설자인 수메르인이 
세운 것으로, 물의 신인 엔키
(혹은 에아)를 숭배했다. 에리
두는 작은 공동체에서 시작해 
도시로 발전했으며, 농경의 흔
적도 남아있다.

글자가 뾰족뾰족
인류 최초의 문자는 메소포타미
아 지역에서 만들어진 설형문자(쐐
기문자)다. 설형문자는 쐐기 모양의 
문자라는 뜻으로, 글자 모양이 쐐기
처럼 끝이 뾰족하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점토판에 갈대 줄기로 글씨를 썼는데, 
남아있는 내용 대부분은 신전에 
바치는 공납품을 표시하거나 수를 
세는 것이었다.

계산은 확실히!
최초의 주판은 메소포타
미아에서 발명됐는데, 지
금의 주판과는 다른 모양
이었다. 널빤지 위에 모래
나 분말을 깔고, 거기에 손
가락이나 막대기로 기호
를 표시하는 식이었다. 현
재 우리가 아는 주판은 기
원전 500년경에 중국에
서 개량한 것이다.

내 것을 지켜라
이집트에서 발명됐다. 쇠가 
아니라 나무를 깎아 만든 
것이었고, 기본적인 작동 
원리는 현재 우리가 방문 
등에 흔히 사용하는 자물
쇠와 거의 유사하다. 고대 
아시리아와 스코틀랜드, 
일본, 아메리카 등에서도 
이집트의 것과 비슷한 유물
이 발견됐다.

갑골 문자를 아시나요?
역사적으로 실존했다는 것이 
고고학적으로 밝혀진 최초의 
중국 왕조다. 마지막 수도가 
은허라서, 은나라라고도 한
다. 점을 쳐서 국가의 중대사
를 결정하는 신정 정치가 이
루어졌다. 또한, 갑골 문자를 
사용해서 제사와 군사, 농경 
등을 기록했다.

이제는 직접 만든다
흑요석과 같이 자연적
으로 만들어진 유리질 
광석은 석기 시대부터
이미 쓰이고 있었다. 
인류가 직접 유리를 
만들어 쓰기 시작한 
것이 이 시기의 일로, 
메소포타미아에서 처
음 발명됐다.

어라? 신기하게 쉽네?
바퀴가 달린 탈것을 사
용했다는 가장 오래된 
기록은 메소포타미아 문
명에서 발견됐다. 유사
한 시기에 인도와 중국
에서도 바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같이 쓰실까요?
최초의 우산은 메소
포타미아에서 발명됐
다. 종이가 없었기 때
문에 현재와 같은 모
양의 우산은 아니었
다. 현재 우리가 쓰는 
것과 같은 모양새의 
우산은 이후 중국에
서 처음 만들어졌다. 

멋쟁이만의 아이템
인더스 강 유역의 조개더미 속
에서 발굴된, 구멍이 2개 뚫린 
부적이 발견된 것 중 가장 오래
된 단추다. 그러나 단추는 오래
도록 주술 혹은 장식적 효과를 
위해서만 사용됐다. 오늘날과 
같은 실용적인 기능 즉 옷을 여
미는 기능을 하는 단추는 1200
년대 유럽에서 발명됐다.

단추의 발명
우산의 발명

이집트, 
파피루스 사용

종이 대신 나뭇잎
파피루스는 나일 강 변에서 
자라는 수초로, 껍질을 벗겨서 
손질하면 종이처럼 사용할 
수 있다. 영어로 종이를 뜻
하는 'paper'의 어원도 이 파
피루스다. 고대 이집트인들
은 파피루스에 기도문, 의학, 
회계, 등 많은 것을 기록했
는데, 현존하는 것은 종교적
인 기록이 대부분이다.

이집트, 쿠푸왕의
피라미드 건설

화려한 죽음, 거대한 무덤
이집트 최대의 피라미드이자 가장 유명한 
피라미드. 고대 이집트인들은 사람이 죽은 
뒤 사후 세계에서 되살아난다고 믿었다. 
피라미드는 파라오가 죽은 뒤에 살 왕궁으로 
지어진 것이다. 원래 이집트에서는 피라
미드를 '메르'라고 불렀는데, 피라미드를 본 
그리스 관광객들이 그들이 즐겨 먹는 삼각
형 모양의 과자 '피라미스'에 비교하면서 피라
미드라는 이름이 굳어진 것이다.

투탕카멘 즉위

람세스 2세 즉위 주 무왕 출생

파라오의 저주는 사실 혹은 거짓?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요절
했기 때문에 눈에 띄는 업적은 없다. 너무 어린 나이에 
죽은 탓에, 투탕카멘의 피라미드는 아주 작았고, 또 금세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잊혔다. 하지만 그 덕분에 그의 
무덤은 도굴되지 않은 거의 유일한 피라미드로 남을 수 
있었다. 이 유물과 발견 과정이 유명해지면서 지금은 
이집트의 파라오 중 가장 유명한 파라오 중 1명이 됐다. 
투탕카멘의 사인은 아직도 불명확하며, 피라미드 발굴 
당시의 관련자들이 줄지어 급사한 일 때문에 투탕카멘
의 저주라는 이야기가 떠돌기도 했다. 

아부심벨 신전의 그분
이집트사에서 가장 유명하고 큰 업적
을 남긴 파라오 중 하나. 이집트의 전성
기를 이끌었으며, 세계 최초의 평화 조
약인 카데시 조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룩소르 신전, 아부심벨 신전 등 많은 
건축물을 세우고, 이집트 전역에 자신
의 조상과 이름을 새기기도 했다. 구약
성서의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집트 파
라오가 람세스 2세라는 설도 있다.

상나라 주왕 잡고 주나라 무왕이 되다
중국의 고대 왕조인 주나라를 세운 왕. 
주나라 이전의 왕조는 상나라였는데, 왕이 
정치를 돌보지 않고 애첩 달기와 함께 방탕
하게 노는 것만 좋아해서 백성들의 원성이 
높았다. 이에, 무왕이 다른 제후들을 모아 
세력을 키워 상나라를 쓰러트렸다. 
당시 상나라의 군대는 노예 출신의 병사들
이 많았는데, 이들이 내부에서 반란을 일으
켜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고 한다.

중국,
주나라 건국

트로이 전쟁

중국도 철기 문화 시작
상나라 다음 왕조. 중국 역
사에서 가장 오래 유지된 
나라로, 이 시기에 철기가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다. 
정치적인 면에서는 본격적
으로 봉건 제도를 시행했
다. 중국 고전소설인 '봉신
연의'가 주나라 건국 이야기
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래도 목마는 지어낸 이야기
트로이는 지금의 터키 서쪽에 있던 고대 도시 
국가다.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드'와 '오디
세이'가 트로이 전쟁을 다룬 것으로 유명하다. 
트로이 전쟁과 트로이의 존재 모두 소설 속의 
이야기로만 알려져 있었는데, 독일 출신의 사
업가 하인리히 슐리만이 트로이 유적을 발굴
함으로써 트로이 전쟁은 신화가 아닌 역사가 
됐다. 트로이 유적지는 터키에 있으며, 현재까
지도 그 발굴과 연구,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카데시 조약

철제 무기의 등장
고대 터키 지방에서 활동했던 히타이트 족은 인류 최초로 철제 
무기를 제작하고 사용했다. 그들은 철제 무기를 사용해 오리엔트 
지방의 패권을 장악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집트와 갈등을 빚었다. 
히타이트와 이집트는 오론테스 강 하류에 있는 카데시 지역에서 
큰 전투를 벌였지만(카데시 전투), 어느 한쪽도 확고한 승기를 잡
지 못했다. 결국, 양국은 휴전 협정을 맺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
이 바로 세계 최초의 평화 협정인 '카데시 조약'이다. 카데시 조약
은 점토판에 아카드어로 쓰여 있다. 카데시 조약은 세계 최초의 
평화 협정이라는 가치를 인정받아, 그 사본이 UN 본부에 장식돼
있다. 진본은 터키의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에 있다.

홍해를 가른 기적
고대 유대민족의 지도자. 여호와의 
계시를 받고 당시 파라오에 맞서 히
브리인들을 데리고 이집트를 탈출
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출애굽). 홍
해를 건너 광야로 넘어갔고, 그곳에
서 가나안에 도착하기까지 40여 년
을 떠돌았다. 모세는 가나안에 도착
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다. 모세
의 출생과 생애 등은 구약성서에 자
세히 실려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최초의 철기 시대는 이 
무렵부터이지만, 철기를 
청동기보다 더 많이 사용
하게 된 것은 훨씬 나중
의 일이다. 당시의 기술
로 만들어낸 철기는 청
동기에 비해 딱히 유리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이다.

모세 출생

히타이트족,
철기 사용

중국, 갑골문자 사용

뼈에 새긴 글자
갑골문자는 거북이 등껍질이나 뼈에 새긴 글자, 혹은 글을 말하
는데, 현재 확인할 수 있는 한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다. 중국
의 고대 왕조인 상나라는 제정일치의 신정국가여서 전쟁, 농경, 
왕의 행차 등 국가의 중대사가 있을 때마다 점을 쳤는데, 그 점을 
친 이유, 점을 쳐서 나온 내용 등을 모두 갑골문자로 기록했다. 
그래서 갑골문자는 상나라의 역사, 정치, 사회 등을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갑골문자는 겉보기엔 그저 무늬가 있는 뼈라서, 
옛날에는 그 중요성을 알지 못해 용골이라는 한약재로 쓰였는데, 
청나라 말기에 중국의 금석학자 왕의영이 
발견하면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됐다.

함무라비 왕 출생

함무라비 법전을 만든 함무라비 왕
인류 최고(最古)의 성문법 중 하나인 
함무라비 법전을 만든 것으로 유명
한 왕. 그뿐만 아니라, 그는 메소포타
미아를 통일하고 바빌로니아를 당대 
최강대국으로 키워냈다. 함무라비 
법전은 282가지의 법률 조항을 커
다란 현무암에 새긴 것으로, 지금은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서 소장하
고 있다.  

*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과거의 국가, 영토에 현재의 국기를 사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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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노타우로스가 살던 크레타 섬!
그리스의 크레타 섬에 있었던 고대 문명. 
크레타 섬의 전설적인 왕인 '미노스'의 
이름을 따 '미노스 문명'이라고도 한다. 
미노스 왕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반인
반수의 괴물 '미노타우로스'의 아버지이
기도 하다. 이 문명은 미케네 문명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 초기 그리스의 문자 또한 
미노스 문명의 문자를 받아들여 만들어
진 것이다.

강과 강 사이에서 생긴
세계 최초의 문명

고대 그리스어로 '메소'는 '중간', '포타
미아'는 '강'이라는 뜻이다. 이름대로 
중동의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유역을 가리킨다. 현재의 이라크 
지역에 있던 문명이다.

BC 3500

BC 2000

메소포타미아 문명

내 피라미드를 만들어라!
이집트 문명은 나일 강을 중심으로 
발생했다. 나일 강의 강물은 수시로 
넘쳐 그 주변의 땅이 물에 잠겼는데, 
그 결과 농사를 짓기 좋도록 비옥한 
땅이 만들어졌다.

BC 3200이집트 문명
크레타 문명

과연 인더스 멸망의 원인은?!
인더스 문명은 어느 날 갑자기 멸망했는데, 
인더스 문명의 문자를 아직 해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찾기 어렵다고 한다.

BC 2500 인더스 문명

황하에서 일어난 하나라
중국의 황하 유역에서 발생한 문명. 중국 문명이라고도 
하는데, 양쯔강 등의 지역에서도 다른 계통의 문화가 
발달했음이 발견됐기 때문에 황하 문명만이 중국 문명
을 대표한다고 할 수는 없다.

BC 2500 황하 문명

미케네 문명

고대 그리스 보다 이전의 이야기
그리스 남부 미케네의 유적지에서 이름
을 따온 고대 그리스 지역의 문명. 
호메로스의 서사시 등 고대 그리스 문학과 
신화가 이 시기에 탄생했다. 트로이 전쟁 
또한 이 시기에 대한 전설이다. 도리아인
의 침략 때문에 멸망했다고 알려졌다.

BC 2000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구석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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让 人 心 跳 的 书

第 二 外 语
Series

一目了然系列

一万个生词，一万个问答

平假名、片假名书写笔记

基本句型系列

1,400词基础日语



外语

一目了然系列 法语、意大利语、日语、越南语、西班牙语、德语

帮助读者靠一本书学习外语的入门书籍。非常适合初次学习外语的人。拥有销售量冠军记录，是深受读
者欢迎的系列图书。书的导言部分以漫画说明语言的起源和发展过程，故事非常有趣。这是为了激发读
者的兴趣，提高对语言的理解。从最基础的发音开始到复杂的文法规则，利用照片和图表整理得一目了
然。每个单元结尾部分收录帮助读者活用文法规则的“会话框”，书最后则收集了1,000个必备生词和
100个必知表现法。不需要别的生词或会话课本，只要有这本书就能学好语言的基础。

制作期间
3年

网上书店
外语种类

排行榜
 TOP 100 销售量

冠军

2015.12.21.  \17,000
2017.07.04.  \15,900

2018.01.26.  \11,900

2020.01.01.  \15,500
2020.04.01.  \12,800

2020.05.01.  \1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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Être 동사 
열 번 읽어보세요!

따라 말하기I am = Je suis  [쥬 쒸이]

남성 여성 성별무관

프랑스어를 영어와 비교하는 이유가 뭔가요?

Je 와 Tu

[일 에] 

그는  입니다

Il est 

[엘 에]

그녀는  입니다  

Elle est

Ils sont
[일 쏭]

그들은  입니다  

Elles sont[엘 쏭]

그녀들은  입니다 

[쥬 쒸이] 

나는  입니다 

Je suis 

Nous sommes[누 쏨므]

우리는  입니다  

 [뛰 에]

너는  이다 

Tu es 

Vous êtesVous êtes  [부v (ㅈ)에뜨] 

 여러분은  입니다 

 [부v (ㅈ)에뜨] 
당신은  입니다 

우리는

On est

  입니다  

[옹 에]

1인칭

2인
칭

3인
칭

‘on’은 ‘nous’와 같은 뜻인 ‘우리’를 의미하는 표현인데, 
‘nous’에 비해 격식을 덜 차릴 때 사용합니다. 보통 가족이
나 친구들과 같은 친한 사이에서 사용합니다. 특이한 점은 
3인칭 단수 취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진짜 3인칭 
단수인 Il이나 Elle처럼 그 뒤에 ‘est’가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Chapter01 영어는 am, are, is 프랑스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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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어 읽는 법

강세 ACCENTO [아첸또]

이탈리아어의 모든 단어는 음절 중 하나에 반드시 강세를 갖습니다.
(음절이란 모음의 덩어리를 가리키는데, 자음의 포함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의 음성 QR 코드를 통해 다음 예시에 제시된 단어들의 강세 차이를 느껴보세요.

* 대부분의 단어는  

 끝에서 첫 번째/두 번째/세 번째 음절에  
 강세가 오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끝에서 다섯 번째 음절에 강세가 오는 경우는  
 보통 동사가 대명사 등과 합쳐진 형태입니다.

1
끝에서 첫 번째 음절에 강세가 올 때

Parole tronche

Po / i / ché
[뽀이케́] : 그러므로

gio / che / rò
[죠케러̀] : (나는) 놀 것이다

2
끝에서 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올 때

Parole piane

Ten / da
[뗀다] : 커튼

Con / ti / nen / te
[콘띠넨떼] : 대륙

3
끝에서 세 번째 음절에 강세가 오는 경우

Parole sdrucciole

Ta / vo / lo
[따볼v로] : 책상

Ma / cchi / na
[마끼나] : 자동차

4
끝에서 네 번째 음절에 강세가 오는 경우

Parole bisdrucciole

a / bi / ta / no
[아비따노] : (그들이) 거주한다

di / te / me / lo
[디떼멜로] : 내게 그것을 말해 줘

5
끝에서 다섯 번째 음절에 강세가 오는 경우

Parole trisdrucciole

re / ci / ta / mel / o
[레치따멜로] : 내게 그것을 암송해 줘

o / ccu / pa / te / ne
[오꾸빠떼네] : 네가 그것을 처리해라

a
c c

e
n

t o

ACCENTO [아첸토]

e / du / ca / zio / ne
1음절 2음절 3음절 4음절 끝 음절

이탈리아어의 단어들은 대부분 끝에서 두 번째 음절에 강세를 갖습니다.

강세가 있는 음절은 더 길고 더 강하게 발음하게 됩니다.

e / du / ca / zio / ne
강세

에두카치z오~네

1

2

3

59

고맙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아리가토오고자이마스.고맙습니다.

01

천만에요.

どういたしまして。도오이타시마시테.
천만에요.

02

미안해요.
저기요. すみません。

스미마셍.
미안합니다.

03

괜찮아요.

大丈夫です。
다이죠오부데스.
괜찮습니다.

04

실례합니다.

失礼します。
시츠레에시마스.
실례합니다.

すみません。
미안합니다.

스미마셍.

05

부탁합니다.

お願いします。
오네가이시마스.
부탁합니다.

06

이걸로 주세요.

これ
코레
이것

ください。
주세요.

쿠다사이.

07

맞아요.

はい。
하이.
네.

08

미 /리 /알 /아 /두 /면 /좋 /은

あの、
아노,
저,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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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식 있는 자리가 아니거나 친근함을 어필하고  싶을 때는 ありがとう。 로 충분합니다.

가장 정중한 사과 표현으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는 뜻으로  もうしわけございません。 을 사용하며,  동등 혹은 이하의 상대에게 사용하는  사과 표현으로 すまない。 가 있습니다.

お願いします。 는 부탁할 때 외에도 점원에게 무언가를 주문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이를테면 ラーメンください。(라면 주세요.)보다는  ラーメンお願いします。(라면 부탁합니다.)가 보다 정중하고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027

Être 동사 문장
빈칸 채우기!

따라 말하기

 fatiguée  beau  étudiantes  Chinois  Français  fatiguée

 belle  poli  étudiants  heureux  Coréennes  heureuse

빈칸에 형용사를 써넣으세요. 이때 주어의 성, 수에 주의하세요.

Je

Il

Ils

Elles

Tu

Elles

Tu

Tu

Vous

Vous

Tu

Tu

suis

est

sont

sont

es

sont

es

es

êtes 

êtes

es

es

fatiguée

2

6

10

4

8

12

1

5

9

3

7

11

 피곤하다.

 프랑스인이다.

 학생이다.

 학생이다.

 아름답다.

 한국인이다.

 잘생겼다.

 피곤하다.

 행복하다.

 중국인이다.

 예의 바르다.

 행복하다.

Chapter01 영어는 am, are, is 프랑스어는?

Thanh ngang
타인 응앙

Thanh nặng
타인 낭

Thanh ngã
타인 응아

Thanh sắc
타인 싹

Thanh huyền
타인 후이엔

Thanh hỏi
타인 허이

베트남어의 성조
한 눈 에  미 리 보 기

베트남어는 총 6성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베트남어는 알파벳이 같더라도 성조에 의하여 단어의 발음과 뜻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지역방언 간 억양의 차이가 있듯이, 베트남에도 북부 방언과 남부 방언 간의 성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북부 성조와 남부 성조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

ma
말

mã
그런데

mà
벼

mạ
볼

má
무덤

mả

북부 성조

남부 성조

동영상 강의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42

P39-41
한번에 배우자!동영상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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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배운다!남자는 “코레아노”, 여자는 “코레아나”

L
e

t ’
s  

s t
a

r t

신분 명사도
4종 세트

직업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 중에,간혹 성별에 따라 단어를 나눠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waiter웨이터
waitress웨이트리스

이 단어들은 모두 명사이지만 마치 형용사처럼 변화하죠.

대부분 ‘o’ 로 끝나는 명사는 -o (남자 단수) ,  -i (남자 복수) ,  -a (여자 단수) ,  

-e (여자 복수) 로 변화합니다. ‘e’ 로 끝나는 명사는 e, i, e, i 로 변합니다.

영어에서는 이런 일이 간혹 일어날 뿐입니다. 하지만, 놀라지 마세요,

이탈리아어에서는 거의 모든 직업과 신분을 성별에 맞추어 사용합니다.
coreana코레아나

[카메럐라] : 여자 웨이터[매디카] : 여자 의사
[아보v카따] : 여자 변호사[이딸리아나] : 이탈리아 여자

cameriera 
medica    

avvocata   
italiana    

coreano코레아노
cameriere

medico 
avvocato

italiano 

[카메럐레] : 남자 웨이터[매디코] : 남자 의사
[아보v카또] : 남자 변호사[이딸리아노] : 이탈리아 남자

어떤 신분명사들은 남성과 여성의 형태가 똑같습니다. 마치 영어에서 의사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Doctor인 것처럼 말이죠. 이때는 명사 앞에 붙은 관사로 

성·수를 구분하게 되는데,  관사에 대한 내용은 2단원에서 배우게 됩니다. 
artista

cantante
chitarrista

giornalista
pianista    

preside

[아르띠스따] : 예술가
[칸딴떼] : 가수
[끼따ㄹ~리스따] : 기타 연주자[죠르날리스따] : 기자

[뺘니스따] : 피아니스트
[쁘래시데] : 교장

cinese [치네제] 중국인 maestro [마에스뜨로] 선생님

주어진 신분명사를 변화시켜 보세요.
cinese 

cinese, cinesi, cinese, cinesi [치네제, 치네지, 치네제, 치네지]maestro maestro, maestri,  maestra, maestre [마에스뜨로, 마에스뜨리, 마에스뜨라, 마에스뜨레]모음으로 끝나는 단수명사들은 ‘-i’ 또는 ‘-e’를 

붙여서 복수의 형태로 만듭니다.

우리는 지금 직업과 신분을 나타내는 명사
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 명사들은 
전체 명사 중에서 일부에 불과하죠.

모든 명사에 이처럼 둘 중 하나의 성을 정해 
주는 이유는 그에 맞는 형용사를 붙여주기 
위함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2단원에서 배우
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명사들은 어떨까요? 나머
지 명사들도 모두 남성이나 여성 중 한 가지
로 정해져 있습니다. ‘책은 남성, 책상은 여
성’ 과 같은 식이죠.

● 신분 명사   : 남성형 and 여성형  
         (형용사와 비슷)● 나머지 명사 : 남성형 or  여성형                       (책은 남성, 책상은 여성)

신분명사

명사

더 알아
봅시다 남성명사, 여성명사

남성과 여성의 형태가 똑같은 신분명사를  
사용할 때도 성별을 구분해 줄 수 있습 
니다. 바로 관사를 사용하는 것이죠. 이에 
관해서도 2단원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더 알아
봅시다

남성과 여성의 형태가 똑같은 신분명사 구분하기

不像其他语言教材一样杂乱无章，能够干净利索地完成语言学习的基础部分。

买了别的书，不太满意，又在网上订购了这一本，正努力学习中。奠定语言基础，这套书最好。

# 读者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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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늦었어. 

빨리 와!
그래, 빨리 좀 와. 이 굼벵이야!

헥헥… 괘… 괜찮아. 
아직은 조금 여유 있어.

아, 아냐! 어제 분명히 여기다가 넣어놨는데? 어라?

진짜 두고 온 거 같은데. 
어떡하냐, 네 형 못 타게 생겼어!

저것들이! 이게 다 누구 탓인데! 
기다려, 잇쇼니 가!

으악, 왜 이렇게 
타이키 줄이 길어!

이러다가 히코오키 에 
못 타는 거 아냐? 그보다 파스포-토 는 

챙겨 왔지?

당연하지. 
이 박쿠팍쿠 

안에… 너 설마, 까먹고 
이에 에다 두고 온 건…

난 

이 한도박구 

안에…

궁시렁궁시렁

짜잔! 내가 직접 짜잔! 내가 직접 
만든 거야!만든 거야!

무시하기냐! 무시하기냐! 

… 어쩔 수 없지.
… 어쩔 수 없지.

헉헉!!!!  
어디 갔지?어디 갔지?

잇쇼니 : 함께
一緒に (いっしょに)

파스포-토 : 여권
パスポート (ぱすぽーと)

히코오키 : 비행기
飛行機 (ひこうき)한도박구 : 손가방

ハンドバッグ (はんどばっぐ)

타이키 : 대기
待機 (たいき)박쿠팍쿠 : 배낭

バックパック (ばっくぱっく) 이에 : 집
家 (い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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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그나저나 계속 줄만 서 있느라 진이 다 빠져버렸네.

쓸데없는 곳에서 힘 빼지 말고 
어서 가자. 이러다 늦겠어.

처음으로 가는 해외여행이니까 들떠서 그랬지.

우리 기분전환으로 저기 멘제에텡 에서 쇼핑 좀 하고 들어갈까?

나도 그러고 싶긴 한데 

지캉 이 애매하게 남아서 안 돼.

그럼 약간 출출한데 

오야츠 라도 사서 잽싸게 먹을까?

어차피 비행기 안에서 
키나이쇼쿠 나오는데 먹긴 뭘 먹어.

쳇, 모처럼 쿠우코오 에 왔건만 아무

것도 못 하게 하다니…

너희가 오소쿠 하게 일어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잖아!

나도 오랜만에 공항에 쿠루 한 거라서 여기저기 둘러보고 싶었다고!

워워, 진정해. 오레타치 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냐?

응, 나 옷 사줘. 옷!응, 나 옷 사줘. 옷!

응, 나 주스 응, 나 주스 

먹고 싶어. 주스!
먹고 싶어. 주스!

옳소, 옳소! 옳소, 옳소! 
이 마귀할멈!이 마귀할멈!

이것들이이것들이
정말!!!!정말!!!!

그치~그치~
고럼, 고럼, 
고럼!고럼!

멘제에텡 : 면세점

免税店 (めんぜいてん)

키나이쇼쿠 : 기내식

機内食 (きないしょく)오야츠 : 간식

おやつ

오소쿠 : 늦게

遅く (おそく)

오레타치 : 우리 (남자끼리)

俺達 (おれたち)

지캉 : 시간

時間 (じかん)

쿠우코오 : 공항

空港 (くうこう)

쿠루 : 오다

来る (くる)

出版日期: 2020.08.01.

日语

₩ 14,000

1,400词基础日语

根据使用频度和必要性严格挑选的1,400个基础日语生词，融入超
过300页的漫画中。背生词是学习语言的基础，但是无数的生词
要背下来实在是困难而又乏味的事。这本书可以一边看漫画，一
边根据文章中的生词进行类推，因此激发读者积极思考生词的意
义，便能更正确且持久地记忆。通过利用适当的例句制作的问答
题，也能很自然地掌握生词脉络。

有趣的
漫画竞猜 1,400词

看着图片产生联想，帮助记忆生词，这一点最满意。

标注了发音，可以轻松掌握在什么情况下使用什么发音的日语生词。

# 读者評



外语

₩ 17,000

基本句型系列 法语、意大利语、西班牙语、德语

这个系列的焦点在“口语”，是基础外语学习图书。《一目了然系列》先学习文法结构，再通过口语文
章熟练学过的文法。本书则是先学习口语，再通过口语理解文法结构。借基本构句了解句型，从句子便
可以确实理解并活用文法规则。因为通过和英语做比较，让读者轻松地把握文法结构。即使可能觉得很
困难的欧洲语言，在这本书也变得很简单。该书收录的句子都是日常生活中可以应用的实用性句子，加
上简单的文法说明和超过3,000个生词，只要学完这本书，就可以巩固中级以上的会话实力。

2018.05.25.
2018.12.26.

2019.03.15.  \12,800
2020.02.01.

制作期间
3年

网上书店
外语种类

排行榜
 TOP 100 销售量

冠军

基础部分告一段落 ，进入中级水平时，需要构句练习。利用这本书每天背诵几个句子，很有帮助。

结构非常好，正适合学习。

# 读者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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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

Salve.
OHello.

쌀베v.
안녕하세요.

Ciao.
OHi.

챠오.
안녕.

Piacere
Pleasure

삐아체레
기쁨

di
of

디

~에 대해

conoscerti.
Xmeet-you.

꼬노셰sh르띠.
만나다(너를).

Buon
Good

부온
좋은

giorno.
Omorning.

죠르노.
아침.

Buon
Good

부온
좋은

pomeriggio.
Oafternoon.

뽀메리죠.
오후.

Buona
Good

부오나
좋은

sera.
Oevening.

쎄라.
저녁.

Buona
Good

부오나
좋은

notte.
Onight.

놋떼.
밤.

Buona
Good

부오나
좋은

giornata.
Oday.

죠르나따.
하루.

Ciao! 
OHi!

챠오!
안녕!

Addio!
OBye!

앗디오!
잘 가라!

009
안녕하세요.
| 안녕.

010
만나서  
반갑습니다.

011
안녕하세요.  
오전

012
안녕하세요.  
오후

013
안녕하세요.  
저녁

014
잘 자.

015
좋은 하루 
보내시길.

016
잘 가!

740"패턴"

190

엔

~안에

en
in

쎄울.

서울.

Seúl .
Seoul.

나는 서울에 산다.

225

엘

그

el
the

디아리오.

일기.

diario.
diary.너는 일기를 쓴다.

226

엘

그

el
the

ㄹ~에갈로.

선물.

regalo.
gift.

그는 선물을 받는다.

227

을라

그

la
the

뿌에르따.

문.

puerta .
door.그들은 그 문을 연다.

228

04. 6가지 모양의 일반 동사

 TIP  puerta의 남성 단어 형태인 puerto는 ‘항구’라는 뜻입니다.

Tú vives
Él vive

Nosotros vivimos

뚜 비베쓰
엘 비베

노쏘뜨로쓰 비비모쓰

너는 산다  
그는 산다 

우리는 산다 

Yo escribo
Vosotros escribís Ellos escriben

요 에쓰끄리보
보쏘뜨로쓰 에쓰끄리비쓰

에요쓰 에쓰끄리벤

나는 쓴다  
너희는 쓴다 

그들은 쓴다 

Nosotros recibimos Yo recibo
Tú recibes

노쏘뜨로쓰 ㄹ~에씨비모쓰
요 ㄹ~에씨보

뚜 ㄹ~에씨베쓰

우리는 받는다  
나는 받는다 

너는 받는다 

Yo abro
Tú abres

Vosotros abrís

요 아브로
뚜 아브레쓰

보쏘뜨로쓰 아브리쓰

나는 연다  
너는 연다 

너희는 연다 

요 비보

나는 산다 

Yo vivo
I live

뚜 에쓰끄리베쓰

너는 쓴다

Tú escribesYou write

엘 ㄹ~에씨베

그는 받는다

Él recibe
He receives

에요쓰 아브렌

그들은 연다

Ellos abren
They open

169

동사 하나 외우기도 힘든데 7개씩 함께 외우기는 더 힘들겠죠?  

하지만 다행히도 동사 변화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으므로 

조금만 익숙해지면 그리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스페인어의 동사 변화에는 크게 세 가지의 패턴이 있는데,  

첫 번째로 배울 내용은 동사의 끝이 ar로 끝나는 동사들의 변화 패턴입니다.

동영상 강의

estudiar [에쓰뚜디아르] 공부하다
YYoo    estudio 에쓰뚜디오TTúú      estudias 에쓰뚜디아쓰

Nosotros / Nosotras estudiamos 에쓰뚜디아모쓰

Ellos / Ellas / Ustedes estudian 에쓰뚜디안

Él / Ella / 
Usted estudia 에쓰뚜디아

Vosotros / Vosotras estudiáis 에쓰뚜디아이쓰

Yo estudio

공부하다(동사)

español

스페인어를

ar 동사
1

▶ 나는 스페인어를 공부해.

048

이탈리아어는 세 토막

영어랑
똑같다

영어에서 am, are, is  를 합쳐서 Be 동사라고 부르고, 

실제로는 주어가 누구인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변형을 사용합니다.

I am~ you are~ She is~

영어 :

이탈리아어 :

alto

tall

sono

am

‘~입니다’ 라는 뜻의 동사

I 

Io

주어

여러분, 혹시 처음 영어를 배웠던 때를 기억하시나요? 

영어의 어순이 ‘주어 + 동사’ 로 시작한다는 문법부터 배웠었지요. 

우리말과 일본어 외에는, 대부분의 언어가 주어 + 동사 어순으로 시작한답니다. 

그렇다면 이탈리아어도 마찬가지겠지요?

네, 그렇답니다. 꼭 기억하세요, 주어 + 동사  로 시작!

01 영어는 Be 동사 이탈리아어는 Essere 동사

+



英语/日语

一万个生词，一万个问答 VOCA(Basic, Advanced) / JLPT 1, 2, 3

学习外语最基本的就是背诵生词，但是如果单背生词，只有刚开始一两个容易背，很快就会失去集中
力。努力背下来的生词大部分第二天就忘得一干二净。本书就是为解决这个问题而编的书。利用问答的
方式学习生词，不是枯燥的背诵而是快乐的游戏，而且能提高集中力，保持长期记忆，因为问答句子本
身可以形成一个记忆拼图，无法确实牢记的生词，脑子里会立刻浮现它的意义。此外，该书中的问答题
都是根据英语实例构成，所以也兼具例句功能。通过这些问答题很自然地便能熟悉生词运用脉络。探索
有趣、迅速、正确背诵生词的方法，最后得到的解决方案就是这本书。

依水平编
排目次

生词
问答

2019.07.15.  \15,000
2019.10.01.  \15,000

2020.03.02.  \14,000
2020.03.02.  \13,000

2020.03.02.  \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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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01

降伏文章

個個の意見

介護人

休戦を提議する

昆虫採集

軍艦を建造する

器を割る

器の大きな人物

商売繁盛

항복 문서

개개의 의견

간병인

휴전을 제의하다

곤충 채집

군함을 건조하다

그릇을 깨다

그릇이 큰 인물

장사 번창

こうふくぶんしょう

ここのいけん

かいごにん

きゅうせんをていぎする

こんちゅうさいしゅう

ぐんかんをけんぞうする

うつわをわる

うつわのおおきなじんぶつ

しょうばいはんじょう

降伏 こうふく

個個 ここ

介護 かいご

提議 ていぎ

昆虫 こんちゅう

軍艦 ぐんかん

器2 うつわ

器3 うつわ

繁盛 はんじょう

Q. 완전히 포위된 반란군은 어쩔 수 없이 降伏 했다.
Q. 降伏 의 표시로 백기를 흔들었다.

Q. 個個 의 개성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Q. 個個 의 의견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Q. 나이가 들면 실버타운에 들어가 간병인의 介護 를 받겠다.
Q.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介護 를 하는 시설.

Q. 그 배우는 새 작품의 출연 提議 를 거절하고 은둔했다.
Q. 회식 때마다 건배 提議 를 시켜서 부담된다.

Q. 여름방학 숙제로 昆虫 채집을 했다.

Q. 나는 벌레나 昆虫 는 징그러워서 싫어해.

Q. 적군의 軍艦 이 여섯 척 있다.

Q. 거북선은 지붕을 덮은 軍艦 이다.

Q. 어머니가 아끼는 器 를 깨뜨리고 말았다.
Q. 예쁜 器 에 담았더니 샐러드가 더 맛있어 보였다.

Q. 그는 대기업을 운영할만한 器 가 아니야.
Q. 그는 器 가 큰 사람이라 장차 성공할 거야.

Q. 사업이 繁盛 해서 큰 부자가 되었다.
Q. 고려 시대 벽란도는 국제 무역항으로 繁盛 했다.

★ 집이나 시설 등의 보살핌을 뜻함

★ 단단한 것에 한하여 쓰임

명 항복

명 낱낱, 하나하나, 각각

명 개호, 간호

명 제의

명 곤충

명 군함

명 그릇, 용기, 기 (간단한 도구)

명 인물감, 재능

명 번성, 번창

1 3
2 4

퀴즈를 맞힌다 맞히면 외운다

2  1 o’clock 에서 2 o’clock 사이에 올게요.

1  뻐꾸기시계가 4 o’clock 를 알렸다.

o’clock 어클라아ㅋ

0460부 …시

2  내가 본 것 중 most 지루한 영화였어.

1  노란색은 내가 most 좋아하는 색이야.

most1 모우ㅅㅌ

0461부 가장

2  Of course 너를 사랑하지, 아니면 내가 사귀자고 했겠어?

1  나야 of course 좋고말고.

of course 어ㅂv 코어rㅆ

0462부 물론

2  필요 없는 짐은 건물 down 에 있는 창고에 두고 올라오세요.

1  산 down 에 있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어.

down 다운

0463
부 아래로 전 …아래에

2  방학은 when 에 시작되나요?

1  생일이 when 이에요?

when 웬

0464
부 언제 접 …하는 때[동안]에

2  이전에는 where 에 사셨나요?

1  우리 where 에 가고 있어요?

where 웨어r

0465
부 어디에 접 …한 곳[상황/경우]

2  빨리 먹어라. (before 라면이 붇기 전에)

1  손 씻기. (before 식사 전에)

before 비포f어r

0466
전 …전에, …앞에 접 …하기 전에

2  뭐든지 열심히 해, and 성공할 거야.

1  엄마 and 아빠 둘 다 좋아요.

and 애앤ㄷ

0467
접 …와[과], 그러면

2  운동장 or 놀이터 중에 어디서 놀까?

1  사과 or 바나나 중에 선택해.

or1 오어r

0468접 또는, 혹은

3  at 5 o'clock
| 5시

4  an appointment at 1 o'clock| 1시의 약속

3  the most important thing| 가장 중요한 것
4  the most helpful
| 가장 도움이 되는

3  Of course I love you.| 당연히 나는 너를 사랑해.4  of course I will go
| 당연히 나는 갈 것이다

3  down the street
| 길 아래에

4  go down the road
| 도로를 따라가다

3  From when?
| 언제부터?

4  when you've got time| 네가 시간이 있을 때

3  To where?
| 어디로?

4  where I live
| 내가 사는 곳

3  before dinner
| 저녁 식사 전에

4  kneel before me
| 내 앞에 무릎을 꿇다

3  this and that
| 이것과 저것

4  you and I
| 너와 나

3  mom or dad
| 엄마 또는 아빠

4  school or home
| 학교 또는 집

不纯是有趣，也有助于学习。对生词的记忆真的深刻而持久。

无数生词一眨眼就背了下来。通过问答来背生词真的很棒。是个神奇的学习法。

# 读者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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たみ
お

お の やす こ き の み
코

스

코

오

키

타

오

키

타

스

미

야

미

미

야

노

스

노

키

노

스

타

코 타 노
오

야 코

미 야 키 타 코
키

노
미

야

미 오

す の み た や
お す た や

お

き

の

お

み

の

す

み

た や こ きこ

お お の み
お
오

노

の み す
の

す た こ

す

や き

た

미

타

코 키

야

스

노

3

1

*
└ 문어 ┘

타코*
*
└ 저미다 ┘

스키**

*
└ 구이 ┘

야키*
*
└ 구이 ┘

야키*

히
라
가
나
⑥

2

*
└ 구이 ┘

야키*오
└ 기호 ┘

코노미

타
たこやき

코야키

스
すきやき

키야키

오
おこのみやき

코노미야키

* 얇게 저민 고기를 넣어 먹는 요리라서 ‘얇게 깎다, 얇게 벗기다’라는 뜻의 동사인 ‘스쿠’가 변형되어 이름에 붙었습니다.

56

どんぶり · べんとう · うどん

どんぶり 덮밥

メニュー

1   ぎゅうどん  2   ウナギどん 3   カツどん

소고기덮밥

튀김 덮밥

연어 알 덮밥
네기도로 덮밥

연어 덮밥

성게 덮밥
해산물 덮밥

장어 덮밥
돈가스 덮밥

￥800

￥900

￥1800
￥1500

￥1000

￥2000
￥1700

￥1000
￥750

4   てんどん

7   イクラどん 8   ねぎとろどん 9   サーモンどん

5   うにどん 6   かいせんどん

1  규우｜동 소｜덮밥			
2  우나기｜동 장어｜덮밥			

3  카츠｜동 돈가스｜덮밥		

4  텐｜동 튀김｜덮밥			
5  우니｜동 성게｜덮밥			

6  카이센｜동 해산물｜덮밥		

7  이쿠라｜동 연어	알｜덮밥			 8  네기토로*｜동 네기도로｜덮밥			
9  사-몬｜동 연어｜덮밥

* 네기토로는 참치의 배나 껍질의 밑에 있는 살을 긁은 부분입니다. 덮밥이나 초밥의 재료로 쓰입니다.

出版日期: 2018.08.13.日语

₩ 8,800

平假名、片假名书写笔记

我们在什么地方最常接触到平假名、片假名？就是日式餐厅的菜
单。可能大部分人是看了日本料理菜单，一边想象自己去日本看日
文菜单、点用美味的日本料理的样子，而兴起“学学平假名吧？”
的念头。该书就是为这些心怀想象的人而编写。如果曾经想过“想
学平假名看懂日文菜单”，通过这本书一定可以有趣且有效地熟悉
平假名和片假名。全书的结构是活用日本料理菜单，分为背诵页面
和练习问题页面，还有实际餐厅里的菜单构成的阅读练习页面，和
餐厅里常用的会话练习页面。不仅背诵平假名和片假名，也能在实
际情况中活用会话。

网上书店
日语种类

排行榜 
TOP 100

书写练习、复习，阅读练习等多彩多姿的内容，绝不会觉得枯燥乏味。

有提升旅行趣味的饮食，点餐的方法等。去日本旅行前看一看很有帮助。

# 读者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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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ひ히 옆에 작게 붙은 것은 50음도의 や야 입니다. 두 글자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글자로 취급합니다. や야를 청음의 절반 정도의 크기로 
작게 만든 다음, 마치 탁점처럼 청음 옆에 붙인 것입니다.
や야 뿐만 아니라 ゆ유, よ요 역시 이런 방식으로 줄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글자를 요음이라고 부릅니다. 

요음은 ‘굽은 소리’라는 뜻입니다. 위의 표를 보면 청음과 요음의 차이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왼쪽은 그냥 두 글자를 나열한 것입니다. 반면 오른쪽은 요음을 사용했습니다. 

결국 요음은 작게 쓰고 한 번에 읽는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요음은 오직 い이 단에만 붙일 수 있습니다. 

ゆ

よ

ち
치
ゆ
유

ひ
히 요
よこ
코

し
시 야
やく
쿠

치유

병아리

시약

ち
츄
ゅう
우
ご
고
く
쿠

ひ
효
ょう
오
げ
겡
ん

し
샤
ゃか
카
い
이

중국

표현

사회

や

한 번에 빨리 말한다

또박또박 말한다

요음은 앞글자와
연결해서 읽으면 돼!

요음,
촉음,
발음

기
본
기 

다
지
기

1 청음 옆에 붙는 요음

77

ちゅうもん おねがいします。
츄우몬시마스 / 오네가이시마스.
주문	/	부탁합니다. 여기 주문할게요.

きょうの おすすめは なんですか?
쿄오노 / 오스스메와 / 난데스카?
오늘의	/	추천은	/	무엇입니까? 오늘의 추천 메뉴는 뭔가요?

それに します。
소레니 / 시마스.
그것에	/	합니다. 그걸로 할게요.

ここで たべます。
코코데 / 타베마스.
이곳에서	/	먹습니다. 여기서 먹을게요.

네, 무엇으로 하시겠어요?

はい、なにに	なさいますか?
하이, / 나니니 / 나사이마스카?

네,	/	무엇에	/	하시겠습니까?

고등어회입니다.

さばさしみです。
사바사시미데스.
고등어회입니다.

가지고 가실 건가요?

おもちかえりますか?
오모치카에리마스카?

가지고	가실	건가요?

76

주문에 필요한 문장들

これは なんですか?코레와 / 난데스카?
이것은	/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인가요?

どの くらい かかりますか?도노 / 쿠라이 / 카카리마스카?어느	/	정도	/	걸립니까?

어느 정도 걸릴까요?

はいでも うって いますか?하이데모 / 욷테 / 이마스카?잔으로도	/	팔고	/	있습니까?

잔으로도 팔고 있습니까?

クレジットカード できますか?쿠레짇토카-도 / 데키마스카?신용카드	/	할	수	있습니까?

신용카드로 계산할 수 있나요?

べつべつに はらいます。베츠베츠니 / 하라이마스.따로따로에	/	냅니다.

따로따로 계산할게요.

1

2

3

4

5

60

9    にもの  조림요리

1    あげもの  튀김 요리

6    えびてん 새우튀김  ·············································· 1500円

7    いかてんぷら 오징어 튀김   ······································ 1500円

8    やさいのてんぷら 야채튀김  ··································· 1300円

1400円

11   さばのみそに 
고등어 된장 조림 

700円

10   にく じゃが
소고기 감자조림

1000円

12   かくに
 삼겹살 장조림

800円

2   てんぷらのもりあわせ 

        모둠 튀김

3    カキフライ 
굴튀김

1300円

4    コロッケ 
크로켓

900円

5   とりのからあげ
치킨가라아게

1000円

おすすめ

1   아게｜모노 튀김｜것			 2   템푸라｜노｜모리아와세 튀김｜의｜모둠			 3   카키｜후라이 굴｜튀김		

4   코록케 크로켓			 5   토리｜노｜카라아게 새(닭)｜의｜튀김			 6   에비｜텡 새우｜튀김

7   이카｜템푸라 오징어｜튀김		 8   야사이｜노｜템푸라 야채｜의｜튀김			 9   니모노 조림

10   니쿠｜쟈가 고기｜감자		 11   사바｜노｜미소｜니 고등어｜의｜된장｜조림			 12   카쿠*｜니 각진	것｜조림

* 카쿠니는 돼지고기를 각지게 잘라서 졸이는 요리라서 ‘각진 것’이라는 뜻의 ‘카쿠’가 이름에 붙었습니다.

[오스스메] :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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や

めんかまあ しよう

ふうげつデラックスやきそば

● なみ / ひとたま　
● だい / ふたたま

● なみ / ひとたま ● なみ / ふたたま ● とくも / みたまやきそば
しおそば

チャンポンそば ぎゅうすじ

チャンポンそば
いか·えび·ぶた·ぎゅうにく

いか·ぶた

いか·えび

いか·ぶた

ぎゅうすじ·こんにゃく

いか·ぶた
うまからキムチやきそば

ねぎマヨしおそば

ねぎごましょうゆやきそば

すじこんしょうゆやきそば

オムそば

71

*	스지콘	:	소	힘줄과	곤약을	매콤달콤하게	졸인	일본	음식.

야키｜소바 구이｜메밀국수카마아게｜타마고｜멘｜시요오!

챰
짬뽕

폰 ｜ 소
메밀국수

바  
 후
(가게	이름)

우게츠  ｜데
디럭스
락쿠스｜야

구이
키｜ 소
메밀국수

바  

 이
오징어

카 ·  에
새우

비 · 부
돼지고기

타 · 규
소고기
우니쿠

 이
오징어

카 · 부
돼지고기

타  

 이
오징어

카 · 부
돼지고기

타  

 이
오징어

카 · 부
돼지고기

타  

 이
오징어

카 ·  에
새우

비

규
소
우｜스

힘줄
지 ·  콘

곤약
냐쿠

챰
짬뽕

폰｜ 소
메밀국수

바  믹
믹스
쿠스

네
파
기｜ 마
마요네즈

요  ｜시
소금

오｜ 소
메밀국수

바  

네
파
기｜고

참깨
마｜쇼

간장
오유｜야

구이
키｜ 소
메밀국수

바  

스
힘줄

지｜콘
곤약

 ｜쇼
간장
오유｜야

구이
키｜ 소
메밀국수

바  

 오
오믈렛

무 ｜ 소
메밀국수

바  

 우
맛있게	맵다

마카라  ｜키
김치
무치｜야

구이
키｜ 소
메밀국수

바  

●나
중간

미/히
1덩이(면)

토타마   ●다
대
이/후

2덩이(면)

타타마

야키｜소바 구이｜메밀국수
●나

중간
미/히

1덩이(면)

토타마 ●다
대
이/후

2덩이(면)

타타마 ●토
특대
쿠모리/ 미

3덩이(면)

타마  

시오｜소바 소금｜메밀국수

규
소

우｜스
힘줄

지

(솥에 삶아내는 것)｜달걀｜면｜사용!



让 人 心 跳 的 书

英 语
Series

《英语式思维训练》阅读图画篇 

《英语式思维训练》思维骨牌效应篇 

世界英语比美式英语简单三倍

我的英语会话 check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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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모든 문장은 둘로 나뉩니다. 같다 는 의미를 가진 문장과 한다 는 의미를 가진 문장이 그것입니다. 
영어를 기준으로 말하자면 be동사 문장 과 일반동사 문장 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말할 땐...

I short.am

I short.

be 동사 문장 은 무엇과 무엇이 같다 고 말할 때 사용합니다.

is

am are

be
원형 

am, are, is 라는 단어들을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요,  이들은 모두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합쳐서 be 동사 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부를 때만 be 동사 라고 하고  실제로는 주어에 맞춰서 am, are, is 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am, are, is를 쓰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인칭과 수 입니다. 나를 포함하면 1 인칭, 너를 포함하면 2 인칭,   나와 너를 제외한 나머지는 3 인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명, 한 개는 단수,  여러 명, 여러 개는 복수라고 합니다.

2
1

3

I am ~
나는 ~이다

We are ~
우리들은 ~이다

You are ~
너는 ~이다

You are ~
너희들은 ~이다

He is ~
그는 ~이다

They are ~
그들은 ~이다

She is ~
그녀는 ~이다

Cats are ~
고양이들은 ~이다

알아요?

C H E C K  0 0 1 be동사의 현재형 평서문

나는 작다.
I am short.

be동사의 현재형 평서문

알게 될 거예요!

문 
법 
L 
v .  
1

058

2

3

4

2

3

4

2

3

4

2

3

4

괜찮아

fine
파f인

매우 흥겨워

so excited
쏘우 익싸이티ㄷ

배고파

hungry
헝그뤼

I am 1sorry.
아이 애앰 써어뤼.

나는 미안해.

1

틀렸어

wrong
뤄엉

멋져

gorgeous
고어r줘ㅆ

거짓말쟁이야

a liar
어 을라이어r

You are 1right.
유우 아r 롸이ㅌ.

너는 맞았어.

2

재미있어

funny
퍼f니

꽤 섹시해

quite hot
쿠아이ㅌ 하아ㅌ

부드러워

gentle
줸틀

He is 1angry.
히이 이ㅈ 애앵그뤼.

그는 화났어.

3

간단해

simple
쓰임플

어려워

difficult
디피f컬ㅌ

위험해

dangerous
데인줘뤄ㅆ

It is 1good.
이ㅌ 이ㅈ 구ㄷ.

그것은 좋아.

4

몰라요알아요

몰라요알아요

몰라요알아요

몰라요알아요

패 
 턴 
L 
v .  
1

出版日期: 2020.07.07.英语会话

₩ 13,500

我的英语会话 check list

这是一本检验自己的英语会话实力并填补不足的英语会话书。从
最简单到最难的表现方法都收录其中，帮助读者检视自己学习英
语有没有漏失的部分、是哪些部分。读者借这本书检验自己的英
语实力，了解自己的弱点，便可以树立未来的学习方向。书中收
录了文法、句子、句型，帮助读者从各角度分析自己的弱点。通
过这本书可以知道自己是否正确理解句子的构成原理——文法；
是否把握了句子中的文法原理；是否能将文法和句型应用于构
句。跟着这本书学习可以大幅提升并巩固英语实力。

有用的表
现法排名

# 读者評

结构充实，文法说明简单明了，非常喜欢。

帮助我检验自己的实力并继续不断地学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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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하다 보면 안타까운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딱 한 
번만 움직이면 이번 미션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서 시간제한에 걸려버린다든지요.

며칠 전부터 칼국수가 먹고 싶다며 노래를 부르던 친구. 그 친
구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칼국수를 한 솥 가득 만들어 주었
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몇 젓가락 하지도 않고 식탁을 떠
나버리네요. 당신의 요리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정말 간절하게 말하기에 원하는 대로 해 주었습니다. 이번 일
이 잘 해결되도록 조금 도와주기만 하면, 그로 인해 생기는 수
입의 절반을 떼어주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일이 끝나자
마자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미는군요. 애초에 그
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었는데…

당신이 보기엔 큰일도 아닌데, 친구가 그에 대해서 괜한 걱
정을 하고 있네요. 걱정은 오히려 작은 일도 더 크게 만들 
뿐입니다. 때로는 그 걱정들이 쉬도록(rest) 내버려 두는 것
이 필요하지요.

거의 다 됐는데 아깝다.

거의 손도 안 댔네.

거짓말쟁이야!

걱정하지 마!

세계

미국

세계

미국

세계

미국

세계

미국

You almost did, but missed it.

It was close.

You almost didn’t eat.

You hardly touched a thing.

You are a liar!

You are a great big fibber!

Don’t worry.

Rest your worries.

가까운

거짓말쟁이

02
9

03
0

03
1

03
2

12

그렇게나 말렸었는데… 결국에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네요. 당

신의 조언을 무시하고 주식에 투자했던 친구. 완전히 빈털터

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게요, 충고를 잘 듣고 조금

만 더 생각해 볼 것이지 말이에요.

어떤 장소가 멋진지, 훌륭한지 물어볼 때 ‘물이 좋아?’라고 

물어보고는 합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그 장소에 멋

진 이성이 있느냐 물어보는 말이지요. 예쁜 여자나 멋진 남

자들이 있다면 거기가 호텔의 바이든 더러운 펍이든 무슨 상

관이겠어요.

누군가가 당신의 뒤통수를 치고는 잽싸게 도망가네요. 아마도 

장난기가 심한 당신의 친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좀 심

했네요. 붙잡아서, 버릇을 단단히 고쳐줘야겠어요.

동등한 입장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할 때에는 서로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예의이지요. 높은 위치에서 내려다보며 말을 하

는 것은 거만하고 무례한 태도로 여겨지고는 합니다. 마치 말

의 안장 위에 앉아 서 있는 사람에게 말을 건네는 것처럼요.

거 봐. / 내가 뭐랬어?

거기 물 좋아!

거기 서!

거만 떨지 마.

세계

미국

세계

미국

세계

미국

세계

미국

I told you!

See?

That place is great.

That place kicks.

That place rocks.

Stop there!

Freeze!

Don’t be too arrogant.

Get off your high horse.

얼다

거만한 태도

거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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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版日期: 2020.05.01.英语会话

₩ 13,000

世 界 英 语 比 美 式 英 语 简 单 三 倍

将英语分成通行世界的“世界英语”和美国人之间通用的“美式
英语”，两种英语都在书中详加介绍。“世界英语”是世界上
任何地方都能轻松使用的“简单英语”。美國当地人可能觉得
生疏，但英语非母语的外国人听或说都会更容易。而“美式英
语”，顾名思义，就是美國当地人使用的生动的英语。虽然有生
动感，但说话或理解难免有些困难。该书针对1,000个句子，让我
们学到两种不同的表现方法，读者可以自由选择使用哪一种方式
来对话。

两种英语
表现法

1,000个
句子

非常适合对英语感兴趣，想说更高水平英语的人。

托这本书的福，学到了用简单的方法来表现比较困难的英语。

# 读者評



Preview

出版日期: 2013.09.01.英语入门

₩ 5,000

英 语 式 思 维 训 练  阅 读 图 画 篇

通过绘画，以直观的方法来传达句子意义的英语教材。很多人苦
恼再怎么学习、背诵，英语实力也没法提高。和其他学问不同，
英语光靠背诵是无法解决问题的。语言是承载我们思维的器皿，
所以想学好英语并且终生不忘学过的内容，需要的不是记忆力而
是理解力。该书介绍直观地反映英语句子意义的图画，引导读者
一步一步思考它的意义，也就是教读者用英语表达思考的技术。
母语的思维方式和英语的思维方式不同，了解了英语式思维的方
法并加以训练，自然能说出英语句子而不受母语干扰。

直观式英
语学习法

制作得非常好的一本书。借图画来说明，很容易理解。

包含基础会话，对学习英语会话非常有帮助。是一本能扎实地学习英语的书。

# 读者評





Preview

出版日期: 2013.08.01.英语入门

 ₩ 6,000

英语式思维训练 思维骨牌效应篇

想学好英语必须具备英语式思维，本书就是训练英语式思维的
教材。就像没有装在容器里的水只能任其流散，没有英语式思
维就无法累积英语知识。尤其我们使用的语言和英语是完全不
同的语系，首要之务更是训练英语式思维，而非文法知识。该
书借图画提示一个场景，引导读者将构成语言要素的每一个小
单位连结成一个句子。不断练习造句之后，英语式语序便能完
全在脑海里扎根。一旦和语序融为一体，已知的生词或表现方
法就能很自然地形成一个句子。通过《小王子》、《纳尼亚传
奇》等我们熟悉的116个小说场景，帮助读者在脑海里建立英语
体系。

英语式语
序学习法

跟着教材学习，自然就学会了英语造句。是帮助读者渐渐熟悉英语造句的书。

通过训练一定可以巩固英语实力。翻过一页又一页，不熟悉的英语语序便渐渐了然于心。

# 读者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