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 // By.지우개닷컴 (시간 날 때마다 업데이트 ~~ 진행중)
카이로 회담 (미.영.중)
1943.11.22 ∼ 1943.11.26
얄타 회담 (미.영.소)
1945.02.04 ~ 1945.02.11
포츠담 회담 (미.영.소)
1945.07.17 ~ 1945.08.02
중국은 일본과 전쟁 중이라 참석 X

1943.12.01 - 카이로 선언
3대국은 한국민의 노예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자주 독립시킬 결의를 한다.
신탁 통치 논의, 소련 참전, 폴란드 영토 문제
1945.07.26 - 포츠담 선언 (미.영.중 : 13개 조항 선언) / 소련은 8월 8일에 서명
8조 : 카이로 선언 요구 조건 이행 (한국 독립 재확인)
13조 : 일본 군대 무조건 항복 but 일본 무시

1945.08.06 - 히로시마(리틀보이) 원폭 투하
1945.08.08  소련 → 포츠담 선언(1945.07.26) 서명 및 일본에게 선전 포고 & 참전 (얄타 회담 건)
1945.08.09 - 나가사키(팻맨) 원폭 투하
1945.08.14 - 일본 → 연합국에 항복 선언 (NHK 방송국에서 옥음 방송 녹음)
1945.08.15 - 오전 12시 방송 - 쇼와 천황 항복 선언 (옥음 방송 : 종전 선언)
조선총독부 정무총감 엔도 류사쿠 : 여운형에게 안전하게 한반도에서 철수 보장 요구

여운형 5가지 조건 제시 → 정무총감 엔도 류사쿠 수락
건국준비위원회
위원장 여운형 + 부위원장 안재홍

1. 전국을 통하여 정치범 경제범을 즉시 석방할 것.
2. 8월, 9월, 10월 3개월간의 식량을 확보할 것.
3. 치안유지와 건국운동을 위한 정치활동에 대하여 절대로 간섭하지 말 것.

1945.08.15 ~ 1945.09.07

4. 학생과 청년을 훈련 조직하는데 대하여 절대로 간섭하지 말 것.
5. 노동자와 농민을 건국사업에 조직 동원하는데 대하여 절대로 간섭하지 말 것.

이후 여운형 건국동맹(1944.08) 모체 건국준비위원회 발족

1945.09.01  안재홍, 건준위 탈퇴 후 조선국민당 창당
1945.09.02 - 도쿄 요코하마에 정박 중인 미 전함 USS미주리(BB-63) 선상에서 시게미쓰 마모루가 항복 문서에 서명(2차 대전 종결)
1945.09.02 - 건준위 선언·강령 발표 (인류는 평화를 갈망하고 역사는 발전을 지향한다. 인류사상 공전적 참사인 제2차 세계 대전의 종결과 함께 우리 조선에도 해방의 날이 왔다.)
1945.09.03 - 김구, 임정의 당면정책과 국내외 동포에게 고하는 성명 발표(삼천만 동포에게 고함) 당면정책 14개조 발표 ※1948.02.10 “삼천만 동포에게 읍고함”과 별개
1945.09.06 - 조선인민공화국(인공) 선포 (여운형 중심) → 건준위 해체

미군정 (1945.09.07 ~ 1948.08.15)

1945.09.09 - 아베 노부유키(마지막 조선 총독) 할복 실패 후 → 조선총독부에서 오후 4시 항복 조인식(항복 문서 서명) // 라디오 전국 중계
1945.09.09  조선총독부 앞뜰 일장기 강하 → 성조기 계양 (35년간 일제 강점기 종언)
1945.09.09 - 맥아더 포고 제1호 ‘조선 인민에게 고함’ 총 6조로 구성 (1조 :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와 조선 인민에 대한 통치의 전 권한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 하에서 시행된다.)
1945.09.14 - 중앙인민위원회에서 조선인민공화국(인공) 설립 결정(주석 이승만, 부주석 여운형. 내무부장 김구. 외무부장 김규식 등) // 이승만 취임 거절, 김구 김규식 입각 부인

미군정  조선인민공화국(인공) 부정

1945.10.10  미군정 “조선인민공화국(인공) 해체 혹은 명칭 변경 요구” → 미군정 인민위원회 해체
1945.10.16 - 이승만 귀국 (오후 5시 맥아더 전용기로 김포 비행장에 귀국 : 1912년 미국으로 망명 33년만의 귀국)
1945.10.20  미군정 중앙청 앞에서 연합군 환영대회 개최 (이승만 연설)
1945.10.23 - 독립촉성중앙협의회 조직 (한국민주당 + 한국국민당 + 조선공산당 + 건국동맹 등) // 이승만 회장 추대
1945.11.23 - 김구, 김규식 등 개인자격으로 귀국
1945.12.19 -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 환국 환영 대회 (서울 운동장)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 임시정부 수립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미.영.소)
1945.12.16 ~ 1945.12.26

임시정부 수립을 돕기 위해 미·소 공동 위원회 설치
미국, 소련, 영국, 중국 임시정부 수립을 돕기 위해 최대 5년간의 신탁통치 실시
2주일 이내 미·소 사령부의 대표회의 개최

1945.12.28 ~ 1946.02.08  대한민국 임시정부(김구) - “신탁통치반대국민총동원위원회” 결성 위원장 : 권동진, 부위원장 : 안재홍, 김준연
1946.01.15 - 남조선 국방 경비대 창설 (1946.06.15 : 조선경비대 개칭 → 1948.08.15 : 육군 개칭)
1946.02.08  대한독립촉성국민회 = [독립촉성중앙협의회(이승만) + 신탁통치반대국민총동원위원회(김구)]
1946.01.16  미·소 공동 위원회 예비회담 결과 → 남·북간 우편물 교환업무 개시 : 1946.03.15 ~ 1950.6.22 (총 165회 교환)
1946.03.20 - 1차 미·소 공동 위원회 개최
1946.04.18  공동성명 5호 발표
미·소 공동 위원회
1946.03.20 ~ 1947.10.21

1946.05.08  미·소 공동 위원회 무기 휴회
1946.06.03  전북 정읍 발언(이승만 :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1946.07.25  좌우 합작 위원회 수립 (1946.07.25 ~ 1947.10.06 : 해체)
1946.10.07  좌우 합작 7원칙 발표
1947.03.12 - 트루먼 독트린 선언

1947.05.21 - 2차 미·소 공동 위원회 개최
1947.06.23 - 남·북 재 정당 사회단체의 청원서 제출 (남한: 425개 / 북한: 36개)
1947.06.25  서울 : 남한의 정당 및 사회단체와 합동회의
1947.07.01  평양 : 북한의 정당 및 사회단체와 합동회의
1947.07.19 - 여운형 저격 암살 사건 (혜화동 로터리)
미·소 공동 위원회
1946.03.20 ~ 1947.10.21

1947.08.28 - 미국, 한국 독립 문제 “미,소,영,중 4개국 회담에 맡기자고 제안”
1947.09.17  미국, 한국 독립 문제 “제2차 UN정기총회”에 안건으로 제출
1947.09.21  미·소 공동 위원회 한국독립 문제 UN 상정 가결
1947.09.23  UN 총회 한국독립 문제 가결 → UN 제1분과위원회(정치위원회)에 회부
1947.09.26  소련, "미·소 양군의 동시 철군 제안"
1947.10.17  미국, UN 한국문제 결의안 구체적 방안 제시(1948년 3월 31일까지 각각의 점령지역에서 UN 감시하에 선거 실시 등)
1947.10.18  미국, "미·소공동위원회의 휴회 제안"
1947.10.21  미·소 공동 위원회 해산(소련 대표단 평양으로 철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