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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석기시대, 죠몬시대, 야요이시대 

 

 

옛날의 주거와 

생활모습은 어땠을까? 
 

 

 

 

 

 

 

 

 

일본     I                                I                               I 

         구석기시대                        죠몬시대                        야요이시대 

         약 3만년 전              약 1만 6천년 전~1만 5천년 전          약 3천년 전 

 

이 안내서에서는 일본열도에 인류가  

최초로 등장한 시기인 구석기 시대부터  

죠몬시대, 야요이시대에 걸쳐 나타난 시대적 

 특징을 통해 사람들의 생활환경, 주거모습  

등을 소개할 것입니다. 

 

 

 

 

 
치바 대학교 국립 역사 민속 박물관　유학생 프로젝트
 International Student Project, Chiba University and National Museum of Japanese History 
치바 대학교 국제 교육 센터와 국립 역사 민속 박물관(역사 박물관)은, 2009년부터 치바 대학교에 재학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워크 시트는 역사 박물관의 종합 전시회를 활용한 수업에서 유학생들이 작성한 것입니다. 워크 시트의 
내용은 유학생들이 1년간 공부한 성과를 개개인의 이해에 근거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벼농사의 시작과 왜인 = 야요이시대 

 

 3. 야요이시대에 대해 알아보자 

 야요이시대에는 뜨겁게 달궈진 철을 두드려 만든 철기가 2세기경 한반도에

서 들어와 1세기경에 확산되면서 석기가 감소되었다. 또한 조선반도 남부에

서 사람들이 벼농사를 전해서 본격적인 벼농사가 시작된 시기이다. 

야요이시대의 주거 

                                       죠몬시대와 비교하여 달라진 점 

                                        -전쟁이 시작되어서 마을 주변을 

방어하기 위한 막이 세워졌다. 

 

 

 

• 야요이시대의 일본과 한국의 관계는 어땠을까?  

 

                                         ① 한국인과 죠몬인, 야요이인의  

신장차이 ! 

                                          • 세 시대의 신장을 비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② 청동기의 

 분포! 

• 청동기를  

이용한 도구 

에는 무엇이  

있을까?        ③ 고인돌 ! 

• 일본에서 고인돌

을 부르는 명칭은 

무엇일까? 



의 여명 

 

2. 신석기시대 = 죠몬시대에 대해 알아보자 

구석기시대에서 신석기시대로 변화하면서 나타난 현상은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 온난화의 영향으로 따뜻해졌다.  

두 번째, 나무의 열매가 주로 식료가 되었고  

토기를 사용하게 되었다. 

세 번째, 채취 사냥 고기잡이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 

신석기 시대의 주거 

 환경의 변화로 인해 유동적 수렵채집민 이었던 생활이 정주적 수렵채집민

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또한「무라」라는 집단생활을 구성했다. 

•三内丸山遺跡의 사진을 보고 죠몬시대 사람들이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맞춰보자 

 

 

 

 

 

 

 

A                  B                  C                 D 

① 나무 열매를 저장하는 작업 ② 도토리의 떫은 맛을 제거하기 위한 작업

③ 토기나 도구를 만드는 작업 ④ 소형 수혈 주거지 권립 구조물 

 

문제로 풀어보는 죠몬시대 사람들의 생활모습 

• 죠몬인의 생활은 남겨진 뼈의 모습을 통해 추측할 수 있는데, 몸에 화살이 

박혀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 치아가 닳아서 줄어든 경우는 어떤 작업을 했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가? 

• 귀의 구멍이 혹이 생긴 것은 어떤 작업을 했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가? 

 

• 죠몬시대에 탄생, 성인, 결혼 등을  

축하하기 위해 한 것은 무엇인가? 

 

 

일본 문화 

 

1. 구석기시대에 대해 알아보자 

구석기 시대는 기후적으로 지금보다 7도정도 낮아서 한랭한 기후였다. 

이 시기에는 가공하기 쉬운 돌로 되도록이면 많은 석기를 얻을 수 있도

록 세련된 기술을 선보였다. 그 석기들 통해 나무만 코끼리나 들소 등을 

사냥해서 먹었으며 호두나무, 잣나무 등의 열매를 채집해서 먹었다. 

 

구석기 시대의 주거 

2000명 전후의 사람이 작은 집단에 나뉘어 살았다. 동물의 수렵을 중

심으로 한 이동생활로, 각각의 강의 유역을 따라 이동하였다.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해 보면 주거는 보다 간편한 캠프장으로 볼 수 있다. 

                                

 → 습지를 끼고 동쪽에 무덤이 있고  

                                  서쪽에는 주거의 움푹 패인 면의 

주변에 작은 구멍이 발견되었다.  

 

 

→ 구석기시대의 주거도면을 보고 

주거의 모습을 상상해서 그려보자 !  

                                   

 

 

 

 

문제로 풀어보는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 

 

•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사냥과  

채집을 위해 사용한 도구는 ? 

 

•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주로  

만든 석기의 모양은 ? 

① 나이프형 ② 민무늬형  

③ 새끼줄무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