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전시 역사관 소주제 목록

연번

역사관 소주제

관련 자료
풍자화로 보는 러일전쟁, 의병부대 사진, 일본의 남한대토벌 작전에

1

제국주의의 침략

의해 체포된 호남지역 의병장들 사진, 안중근 유묵(국가안위노심초사),
을미사변 항거 포고문
기미독립선언서, 태극기 목판, 대한독립여자선언서, 대한민국임시정부

2

3·1운동과 대한민국

초기 청사 사진, 1919년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회의기념 사진, 대한

임시정부 수립

민국 임시약헌, 대한민국 임시정부 독립공채, 의연금 영수증, 보병
조전 초안, 국제연맹 제출 조일관계 사료집
창씨개명 호적부, 놋그릇 공출 사진, 놋그릇 대용 사기그릇(결전식기),

3

전시 강제동원과 저항

아쓰다 신궁 참배에 동원된 여자근로정신대 소녀들 사진, 강원도
평창군 징병제 실시 제1회 입영 사진, 입대 전 형제 사진

4

광복의 준비

한국광복군 제2지대 훈련 모습, 채원개 환송 기념 사진, 한국광복군
제2지대 배지, 조선독립군가, 광복군 총사령부 성립 행사 참관기

해방 당시 서대문형무소 앞 출옥한 독립투사 사진, 매일신보 8월
5

광복과 38선 분할

15일자, 광복기념 엽서와 우표, 조선성명복구령에 의한 호적, 하카다항
임시거처에서 귀환을 기다리는 한국인 사진, 조선인 귀환 증명서,
한국민에게 고함(미군 진주를 알리는 전단)

신탁통치 반대 성명서 전단, 삼상회의지지 전단, 남북연석회의 개최
논의 서신, 5·10 총선거 포스터,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초대 내각
6

대한민국 정부수립

포스터, 반민족행위처벌법,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출석안내서,
농지개혁법, 원산에 상륙한 소련군 사진, 소련군 총사령관 지스기야
코푸 대장 포고문, 북조선 로동당 당원증, 토지개혁 사진, 조선최고
인민회의 선거 포스터

북한의 선제타격 작전 계획,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문, 6.25전쟁
7

6.25전쟁

삐라(북한군 대상, 국군 대상), 무운장구 태극기, 학도의용군 신고서,
학도의용군 모자, 블러드칫(안전보장 표식), 국군 소령의 일기, 터키군
포스터, 중국군 군용가방, 정전협정문

피난길을 떠나는 가족 사진, 전쟁고아 사진, 피난민 교부증 원부,
8

민간인 피해

피난민 증명서, 1950년도 일기, 부산 중앙 서울 피난 국민학교 졸업
기념 앨범, 전쟁고아 감사편지

개헌안 설명 전단(사사오입 개헌 자료), 1956년 정부통령 선거 민주당
9

4.19혁명

포스터, 1960년 정부통령 선거 자유당 포스터, 고바우 영감 원화,
4.19당시 여고생 일기, 4.19혁명 전단

경기고 학생들의 한일회담 반대 시위 사진, 고려대 정문에 붙은 무장
10

군사정변과 독재.

군인의 교내 난입에 항의하는 격문 사진, 한일 국교 수립 반대 시위

반공의 시대

사진, 김종필·오히라 마사요시 메모, 국민교육헌장, 반공웅변 원고,
반공 문구가 새겨진 필통, 반공 포스터, 똘이장군 포스터, 교련복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도표, 국가기간고속도로 계획 개요, 고속도로
11

경제개발계획과

중

화학 공업화

건설 사진, 경부고속도로 준공 위령탑, 제철공장 용광로 사진, 100
억불 수출의 발자취, 울산 조선소 사진, 금성라디오 A-501, 금성
텔레비전 VD-191, 포니 자동차

자유언론실천선언, 서울대 학생들의 민주구국선언문, 시민들의 격려
광고가 실린 동아일보, YH사건 사진, 부산에 비상계엄 선포 신문,
유신체제와
12

민주화

박정희 대통령 서거 호외, 민중가요 전단, 5.18민주화운동 당시

운동, 5.18민주화운동,

연세대학교 학생 일기, 가자! 가자! 고문정권 타도를 위하여!, 고

6월 항쟁

박종철군 부산시민추모제 전단, 고 이한열군 추모제 및 직선제 쟁취
기념 부산시민대회 전단, 6월 10일은 국민행동의 날입니다 전단,
6.29 선언을 보도한 호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