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다음 내용이 옳으면 ○표, 틀리면 ×표를 하시오.

(1) 한국을 강점한 일제는 통치 기구로 통감부를 설치하고 통

감을 파견하였다. (    )

(2) 1910년대 일제는 헌병 경찰제를 실시하여 현역 군인인 헌

병에게 일반 경찰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    )

(3) 일제의 토지 조사 사업으로 소작농들은 경작권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    )

(4) 만주 사변을 계기로 일제는 이른바 문화 통치를 실시한다

고 선전하였다. (     )

(5) 일제는 황국 신민화라는 허황된 구호를 내세우면서 우리 

민족의 민족성을 말살하려 하였다. (    )

2. 다음 독립 운동 기지에서 설립된 단체 및 학교를 연결하시

오.

(1) 삼원보 • • ㉠ 권업회

(2) 용정촌 • • ㉡ 명동 학교

(3) 왕청   • • ㉢ 중광단

(4) 신한촌 • • ㉣ 신흥 학교

3. 다음 글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1) 미국 대통령 윌슨이 제시한 (       )는 3･1 운동 등에 영

향을 주었다.

(2) (       )은 초기 비폭력 평화 시위로 시작되었지만 농촌

으로 확산되면서 무력적 저항 운동으로 변하였다.

(3) 3･1 운동 직후 국내외에서 임시 정부가 수립되었는데, 연

해주에서는 (       )가 설립되었다.

(4)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국내와 연락을 취하고 독립운동 자

금을 마련하기 위해 (       )와 (       )을 설치하였다.

(5)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추진한 외교 활동이 한계를 드러내

자 박용만, 신채호 등은 (       )의 소집을 주장하였다.

4.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운동을 쓰시오.

(1) 민족 경제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토산품 애용 운

동의 형태로 나타났다.

(2) 일제의 우민화 교육에 항거하여 우리 손으로 고등 교육 기

관인 대학을 설립하고자 하였다.

(3) 이광수 등 타협적 진영에서는 일제의‘문화 통치’에 기대

를 걸면서 한국인의 자치권, 참정권을 획득하려 하였다.

(4) 1920년대 말부터 농민들의 생활 향상을 목표로 언론 기관

이 주관하는 가운데 학생들이 참여하면서 전개되었다.

5. 다음 무장 독립군 부대와 주도한 전투를 연결하시오.

(1) 북로 군정서 • • ㉠ 쌍성보 전투

(2) 조선 혁명군 • • ㉡ 영릉가 전투

(3) 한국 독립군 • • ㉢ 청산리 전투

6. 다음 내용이 옳으면 ○표, 틀리면 ×표를 하시오.

(1) 1920년대 농민들은 소작권 이전 반대, 고율의 소작료 인하 

등을 내걸고 소작 쟁의를 벌였다. (    )

(2) 1930년대 이후 노동 운동은 사회주의와 결합된 비합법적 

노동 조합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    )

(3) 6･10 만세 운동은 고종 황제의 장례식을 계기로 해서 일

어났다. (     )

(4) 1920년대에 국내에서 민족 유일당 운동이 전개되는 가운

데 신민회가 결성되었다. (    )

(5)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 조사단을 파견한 신간회는 민중 대

회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일제에 발각되면서 실패하였다. 

(    )

7.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단체를 쓰시오.

(1)‘한글 맞춤법 통일안’과‘표준어 및 외래어 표기법 통일

안’제정을 주도하였다.

(2) 일제 강점기에 실증주의 사학자들이 실증적 한국사 연구를 

위하여 결성하였다.

(3) 여성계의 민족 유일당 운동으로 결성되어 여성의 권익 향

상과 여성 해방 운동을 전개하였다.

(4) 백정들이 형평 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진주에서 결성하

였다.

8. 다음 글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1) 간도 참변으로 우리 동포들이 탄압을 받자 독립군들은 밀

산부로 이동하여 (       )을 결성하였다.

(2) 1920년대 중반 만주 일대에서 (       ), (       ),     

(        ) 등 3부가 결성되어 활동하였다.

(3) (       )은 미국의 도움을 받아 국내 정진군을 편성하고 

국내 진입 훈련을 받았다.

Ⅴ. 일제의 강점과 민족 운동의 전개
개념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