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답 ④
해설: 쐐기 문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특징이다.
2. 정답 ②
해설: (가)는 클레이스테네스이다. 이 인물은 도편 추방제를 시행하였다. ① 로마의 콘스탄티
누스 대제 ③ 페리클레스 ④ 알렉산드로스 제국 ⑤ 솔론의 금권 정치이다.
3. 정답 ⑤
해설: 그는 옥타비아누스이다. ① 카이사르이다. 옥타비아누스는 제2차 삼두 정치를 이끌었다.
② 폼페이우스 ③ 로마-카르타고 전쟁은 옥타비아누스 등장 이전의 일이다. ④ 옥타비아누스
사후 이후인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의 일이다.
4. 정답 ③
해설: 카롤루스 대제에 대한 문제이다. ① 카롤루스 대제 이후의 일이다. ② 카롤루스 대제 이
전인 클로비스가 크리스트교로 개종하였다. ④ 중세에 대한 내용이다. ⑤ 중세의 영국에 해당
된다.
5. 정답 ②
해설: 14세기 독일 즉 신성 로마 제국은 7명의 선제후가 황제를 선출하여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① 프랑스에 해당한다. ③ 위클리프는 영국인이다. ④ 아비뇽은 프랑스에

위치해 있다. ⑤ 에스파냐에 대한 설명이다.
6. 정답 ④
해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성 소피아 대성당을 건립하고 로마법 대전을 편찬하였다. ① 콘
스탄티누스 대제가 수도를 옮겼다. ② 오스만 제국은 13세기 말에 등장하였다. 유스티니아누
스 대제는 우리나라 진흥왕이 활동했던 6세기의 인물이다.

③, 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사후

일어났다.
7. 정답 ③
해설: (가) 민족은 노르만족이다. 노르만족의 이동으로 서유럽에 봉건 제도가 성립되었다. ①
로마에 대한 내용이다. ② 게르만족에 대한 내용이다. ④ 알렉산드로스 제국에 대한 내용이다.
⑤ 프랑크 제국에 대한 내용이다.
8. 정답 ①
해설: 인노켄티우스 3세는 1198년에 교황에 선출되었다. ① 16세기 종교개혁에 대한 내용이
다. ② 11세기 ③ 11세기

④ 1122년 ⑤ 레오 3세의 성상 파괴령(726년)으로 크리스트교가

분열되었다.
9. 정답 ⑤
해설: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가 감소하자 영주들은 농노들에게 봉건적 부담을 강요하였다. 이
에 프랑스에서 자크리의 난(1358), 영국에서 와트 타일러의 난(1381)이 일어났다. ㄱ. 중세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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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의 원형인 콜로나투스는 로마 제국 말기부터 등장하였다. ㄴ. 길드는 시민 혁명으로 폐지되
었다.
10. 정답 ⑤
해설: 에라스뮈스는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ㄱ.ㄴ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내용이다.
11. 정답 ⑤
해설: 제시문은 30년 전쟁(1618년∼1648년)에 대한 내용이다. ⑤ 트리엔트 공의회는 1545년
에 개회하여 1563년 폐회되었다. 트린엔트 공의회 이후 로마 가톨릭은 선교사를 아시아와 아
프리카에 파견하였다. 아시아에 파견된 선교사로서 마테오 리치, 아담 샬이 있는데 아담 샬은
병자호란(1636년) 이후 청의 인질이 된 소현세자에게 신문물을 소개하였다. ① 후스는 30년
전쟁 이전인 1415년에 처형당하였다. ② 프랑스 앙리 4세가 1598년 낭트 칙령을 발표하였다.
③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 화의가 이루어졌다. ④ 헨리 8세의 수장법(1534년), 엘리자베스 1
세의 통일법(1559년)으로 영국 국교회가 확립되었다.
12. 정답 ⑤
해설: (가) 왕은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이다. 그녀는 무적함대를 격파하고 북아메리카에 식민
지를 건설하였으며 동인도 회사를 만들었다. ①, ② 프랑스의 루이 14세 ③ 프로이센의 프리
드리히 대제 ④ 차르는 러시아의 군주에 대한 칭호이다.
13. 정답 ⑤
해설: 제시문은 계몽사상이다. 계몽사상의 영향으로 프랑스 혁명이 전개되었다.
14. 정답 ④
해설: 제시문은 1776년 2월 발표된 미국 독립선언서이다. 7년 전쟁으로 재정 악화 → 미국에
중상주의 정책 강화(인지세, 차세) → 보스턴 차 사건(1773) → 영국 정부의 탄압 → 대륙 회
의 시작(1774) → 영국군과 식민지 민병대 충돌 → 독립 선언서 발표(1776) → 독립군의 영국
군 격파(요크타운) → 파리 조약으로 독립 승인 → 연방 헌법 제정(1787) → 아메리카 합중국
수립(1788)
15. 정답 ④
해설: ④ 로베스피에르는 프랑스 대혁명 시작 이후 조직된 국민 공회의 핵심 인물이다. 즉 빈
체제 이전의 인물이다.

① 나폴레옹 몰락 후 등장한 빈 체제를 지탱하는 동맹은 신성 동맹과

4국 동맹이다. ② 빈 체제는 그리스 독립 전쟁(1821~32)부터 붕괴 조짐을 보였다. ③ 7월 혁
명은 1830년에 일어났으며 빈 체제는 1848년 2월 혁명으로 붕괴되었다. ⑤ 영국은 19세기
후반 빅토리아 여왕 때 곡물법과 항해법을 폐지하여 자유주의 경제 체제를 확립하였다.
16. 정답 ④
해설: 19세기 낭만주의 회화의 대표 인물은 들라크루아이다. ① 밀로섬에서 발견된 비너스는
헬레니즘 시대의 조각상이다. ② 모차르트는 18세기의 인물이다. ③ 셰익스피어는 16세기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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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17세기 초에 활동한 인물이다.

⑤ 헤밍웨이는 20세기의 인물이다.

17. 정답 ⑤
해설: 농노해방령을 발표한 러시아의 국왕은 알렉산드르 2세(재위 1855∼1881)이다. 그는 지
방 의회를 구성하고 군사 제도의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효과가 없었다. ① 1825년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은 일부 청년 장교들이 데카브리스트의 봉기를 일으켰다. ② 15세기 이반 3세가 본
격적으로 차르라는 칭호를 사용하였다. ③ 니콜라이 1세가 크림 전쟁(1853∼1856)을 일으켰
다. ④ 러시아는 이미 15세기에 킵차크 한국으로부터 독립하였다.
18.정답 ③
해설: 제시문은 19세기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과 관련된 내용이다.
19. 정답 ③
해설: 지도의 국가들은 제1차 세계 대전 직후 독립하였다. 전범 재판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에 열렸으며 나머지 내용은 모두 제1차 세계 대전과 관련된 내용이다.
20. 정답 ③
해설: 1947년 트루먼 독트린으로 냉전이 심화되기 시작했다. 1955년 반둥 회의 이후 1961년
비동맹국 회의가 개최되어 제3세계가 형성되었다. ② 제2차 세계 대전 중 1941년 영국의 처
칠과 미국의 루즈벨트이 전후의 세계 질서에 대한 대서양 헌장을 발표하였다. ① 이 대서양
헌장은 종전 직후 성립된 유엔의 탄생에 영향을 주었다. ④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과의 강화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개최된 국제회의(1951. 5. 4~5. 8)이다. ⑤ 1955년 소련과 동구권의 공
산 국가들이 창설하였다.
21. 정답 ⑤
해설: 유럽 경제 공동체(EEC, 1958)가 발전하여 1967년 결성된 유럽 공동체(EC)는 마스트리
흐트 조약으로 유럽 연합(EU, 1993)으로 발전하였다.
22. 정답 ③
해설: 자료는 주 왕조의 봉건 제도이다. 주 왕조는 양쯔강 이남까지 영토를 확대하였으며 견
융의 침입으로 수도를 호경에서 낙읍으로 이동하였다. ㄱ. 북위 ㄹ. 주희는 남송 시대의 인물
이다.
23. 정답 ④
해설: 제시문은 춘추·전국 시대의 유가와 법가이다. 이 시대에는 철제 농기구와 우경으로 농업
생산량이 향상되었다. ① , ②, ③ 한 왕조 ⑤ 진 시황제(지금의 만리장성은 명 대에 완성)이
다.
24.정답 ②
해설: 도연명은 동진 시대부터 남조의 송 왕조 시대까지 활동하였다. 즉 제시문은 위·진·남북
조 시대의 문화를 묻는 문제이다. 고개지는 동진 시대에 활동하였다. ①과 ④ 당 왕조, ③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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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조 ⑤ 명 왕조 시기 활동하였다.
25. 정답 ①
해설: 자료는 수 왕조의 양제가 만든 대운하이다. ① 수 문제는 9품중정제를 폐지하고 과거제
를 실시하였다. ② 한 왕조(한 무제), ③ 남송, ④ 당, ⑤ 명의 홍무제이다.
26. 정답 ⑤
해설: 이 왕조는 당 왕조이다. ⑤ 명 왕조의 일조편법이다. 나머지는 모두 당 왕조 시기에 해
당된다.
27. 정답 ④
해설: 이 제국은 원 왕조이다. ④ 당에 대한 설명이다. 원의 쿠빌라이칸은 고려와 함께 일본을
침입하였다. 원 왕조 시기 교초가 널리 유통되었으며 파스파 문자가 사용되었다. 그리고 천호
제라는 군사 조직이 있었다.
28. 정답 ②
해설: 제시문은 명의 영락제에 대한 내용이다. 영락제가 정화의 대함대를 파견함으로써 동남
아시아에 화교가 진출하게 되었다. ④ 송 대의 일이다. ⑤ 시박사가 처음 설치된 시기는 당
왕조 시기이다.
29. 정답 ⑤
해설: 지도는 명과 청 시대의 산업을 나타난 지도이다. ㄱ. 송 왕조 시대이다. ㄴ. 왕망이 세
운 신 왕조는 토지 국유화와 노비 매매 금지를 시도하였다.
30. 정답 ④
해설: (가)는 청의 강희제이다. ① 명 왕조 ② 명 왕조의 홍무제 ③ 명 왕조의 영락제 ⑤ 송
왕조의 태조( 전시가 처음 도입된 시기는 당 왕조 때이나 전례화된 시기는 송의 태조이다.)
31. 정답 ③
해설: 제2차 아편 전쟁 결과 체결된 텐진 조약(1858)이다. 제2차 아편 전쟁은 태평 천국 운동
시기(1851∼1864)에 일어났다. 즉 홍수전 봉기 시작과 태평천국의 수도 함락 사이이다.
32.정답 ⑤
해설: (가)는 쑨원, (나)는 장제스이다. 쑨원은 제1차 국·공합작, 장제스는 제2차 국·공합작에
가담하였다. ① 장제스, ② 마오쩌둥, ③ 신사층(리홍장, 증국번) ④ 위안스카이
33. 정답 ①
해설: 「겐지 이야기」는 헤이안 시대(794∼1185)의 작품이다. 이 시대에는 당 문화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국풍 문화가 발달하였다. ② 701년 ③ 645년 ④ 가마쿠라 막부 ⑤ 전국 시대이다.
34.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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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가) 왕조는 아유타야 왕조이다. ㄱ. 타이 문자를 제정한 나라는 수코타이 왕조이며 ㄷ.
영국과 불평등 조약을 체결한 나라는 짜끄리 왕조의 라마 4세이다.
35. 정답 ①
해설: 이 나라는 필리핀이다. ㄷ. ㄹ, 인도네시아에 대한 내용이다.
36. 정답 ③
해설: 9년간의 프랑스와의 전쟁은 1954년에 종결되었다.
① 판 쩌우찐은 1907년 하노이에 통킹 의숙을 설립하였다. ② 동유 운동은 1905년에서 1909
년까지 실시되었다. ④ 도이머이 정책은 1986년부터 시작되었다. ⑤ 호찌민이 1925년에 결성
하였다.
37. 정답 ③
해설: 제시문은 무굴 제국에 대한 내용이다. 무굴 제국 시기 타지마할 묘당이 건축되었다. ①,
② 굽타 왕조 ④ 마우리아 왕조 이전 ⑤ 쿠샨 왕조 시기에 해당된다.
38. 정답 ①
해설: ① 인도 국민 회의는 1885년에 결성되었다 .② 네루의 무력 저항은 간디의 샤타그라하
운동 이후이다.

③ 1919년 우리나라의 3.1운동이 간디의 샤타그라하 운동(비폭력·불복종 운

동)에 영향을 주었다.

④ 제1차 세계 대전은 1914년부터 1918년까지이다.

⑤ 롤럿법은

1919년에 제정되었다.
39. 정답 ②
해설: (가) 왕국은 파르티아 제국이다. ㄴ. 이슬람교는 파르티아 멸망 이후인
마드에 의해

7세기 초 무함

창시되었다. ㄹ. 파르티아는 사산 왕조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당했다.

40. 정답 ④
해설: (가) 민족은 셀주크 튀르크족이다. 이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십자군 전쟁이 시작되었
다. ① 아바스 왕조 ② 우마이야 왕조 ③ 정통 칼리프 시대 ⑤ 사파비 왕조에 대한 내용이다.
41. 정답 ④
해설 : (가)는 일본의 나루히토 왕세자, (나)는 일본의 아키히토 일왕이다. ④ 2001년 12월 23
일 아키히토 일왕은 68세 생일을 맞아 왕실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나 자신으로서는
간무 천황(50대 천황·737∼806·재위 781∼806년)의 생모(生母)가 (백제) 무령왕의 자손이라고
『속일본기(續日本紀)』에 기록돼 있어 한국과의 인연을 느끼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① 쇼와(히로히토) 일왕에 해당한다. ② 절대 군주가 아닌 상징적인 존재라는 현행 헌법하에서
첫 번째 일본 국왕은 제125대 아키히토 일왕이다. ③ 아키히토 일왕은 제124대 쇼와 일왕의
뒤를 이어 즉위하였다. ⑤ 일왕이 사망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 퇴위하는 것은 1817년 고카
쿠(光格) 일왕 이후 202년 만이다.

* 일왕 연호: 메이지(1868), 다이쇼(1912), 쇼와(1926), 헤

이세이(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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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정답 ⑤
해설 : 밑줄 친 ‘이 나라’는 체코이다. 체코는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지배를 받았다. 체코
는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군대로 전쟁에 참전하였다. 이 중 일부
군대가 러시아에 투항하였는데 이들이 바로 체코 군단이다. 이들은 이후 러시아 군대에 편입
되어 독일군과 전투를 벌였으며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가 독립 국가 설립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서쪽이 아닌 동쪽 블라디보스토크를 통해 귀국하였기에 우리의 독립군에
게 무기를 매도할 수 있었다. 체코는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슬로바키아와 함께 ‘체코슬로
바키아’라는 국가로 독립하였다. 1993년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리되었다.
⑤ 1989년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하벨이 이끄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통해 헌법이 개정되고
공산당 정권이 붕괴하였는데, 이를 벨벳 혁명이라고 한다.
① 폴란드, ② 소련, ③ 루마니아, ④ 유고슬라비아에 해당한다.
43.정답 ⑤
해설: (가)는 터키, (나)는 사우디아라비아이다.
ㄱ. 3600만~45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쿠르드족은 현재 터키, 이란, 이라크, 아르메니아, 시리
아 등에 분포하고 있다. 이중 1500만여 명이 터키에 거주하고 있다.

쿠르드족 분포도

https://search.daum.net/search?w=img&DA=IIM&t__nil_searchbox=suggest&sugo=2
&sq=%EC%BF%A0%EB%A5%B4%EB%93%9C%EC%A1%B1+%EB%B6%84&o=1&q=%EC%
BF%A0%EB%A5%B4%EB%93%9C%EC%A1%B1+%EB%B6%84%ED%8F%AC&docid=33V
5uFZe4IQTLbwImz
ㄴ. 터키는 술탄 제가 폐지되고 공화국이 수립되었으나 사우디아라비아는 군주제이다.
ㄷ. 오스만 제국(현재의 터키)과 사우디아라비아 모두 수니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오스만
제국 시기에는 이슬람교의 성지인 메카와 메디나를 오스만 제국이 차지하여 수니파의 맹주를
자처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메카와 메디나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위치하고 있어 사우디아라비아
가 수니파의 맹주를 자처하고 있다. ㄹ. 2018년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살해 사건으로 갈등을
빚었는데 궁극적으로는 서로 수니파의 대표 국가가 되고 싶어 하는 갈등도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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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정답 ④
해설 : 밑줄 친 ‘이 기구’는 유니세프(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이다. 유엔
난민 기구(UN Refugee Agency)와 유니세프(UNICEF)는 별개의 단체이다. 유엔 난민 기구
(UN

Refugee

Agency)는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

사무소(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가 공식 명칭이다. 유엔 난민 기구(UN Refugee
Agency)는 각국 정부나 유엔의 요청에 의해 난민들을 보호하고 돕기 위해 1950년 12월 1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설립되었다. 이 기구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다.
45. 정답 ⑤
해설: (가) 국가는 스리랑카이다.
ㄱ. 무굴 제국은 스리랑카를 지배하지 못하였다.

ㄴ. 스리랑카는 영국의 식민지였다.
46. 정답 ④
해설 : 지도의 (가)는 일본, (나)는 청이다. ① 일본은 1941년 미국 하와이의 진주만을 기습하
여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다. ② 일본은 러일 전쟁(1904∼1905)에 승리하여 포츠머스 강화 조
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으로 북위 50도 이남의 사할린을 차지였다. ③ 일본은 청일 전쟁
(1894∼1905)에 승리하여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랴오둥반도를 얻었지만 삼국간섭(러시아, 프랑
스, 독일)의 간섭으로 다시 청에 반환하였다. ④ 갑신정변(1884) 직후 맺어진 한성 조약(1885)
으로 일본은 조선에 있는 공사관 신축 비용을 보상받았다. ⑤ 1894년 동학 농민 운동이 발생
하자 청과 일본은 조선에 출병하여 청일 전쟁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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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예시 답안: (가) 요, (나) 금
48) 예시 답안: (가), (나)와 같은 이원적 통치 체제는 자기 민족의 독자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
안이었으며, 자기 민족의 고유 문자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 채점 기준
문항
47

채점 기준
(가) 요, (나) 금을 모두 서술한 경우
※ ‘요’, ‘금’ 외에 ‘거란’, ‘여진’도 맞는 것으로 하고, 채점기준에 유사 정답

를 만들어 사용하였다는 것을 모두 서술한 경우
두 가지 내용 중 한 가지 내용만 서술한 경우

49)

2

으로 맞는 것으로 처리함

두 가지 내용 중 한 가지 내용만 서술한 경우
자기 민족의 독자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었다는 것과 고유 문자
48

배점(점)

1
2
1

예시 답안: (가) 콜럼버스, (나) 바스쿠 다 가마

50) 예시 답안: ① 신항로의 개척으로 유럽에는 동방으로부터 차와 면직물, 신대륙으로부터 담배, 감
자, 코코아, 옥수수 등이 전래되었다. ② 신대륙으로부터 금과 은이 반입되어 유럽의 물가가 크게 올랐
는데, 이를 가격 혁명이라고 한다. ③ 신항로의 개척으로 광대한 해외 시장이 개척되어 유럽의 상업이
양적ㆍ질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되었는데, 이를 상업 혁명이라고 한다. ④ 유럽-아메리카-아프리
카를 잇는 대서양 삼각 무역 체제가 성립하였다. ⑤ 무역의 중심지가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⑥ 아메리카 대륙의 금ㆍ은이 유럽으로 많이 유입되었다. ⑦ 지중해 주변 무역 국가들이 쇠퇴
하고, 대서양 연안 국가들이 번영을 누렸다. ⑧ 금융 제도가 발달하면서 상인들은 원거리 교역 활동에
어음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 채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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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49

채점 기준
(가) 콜럼버스, (나) 바스쿠 다 가마를 모두 서술한 경우
※ 비슷한 발음으로 표기할 경우 맞는 것으로 채점함

두 가지 내용 중 한 가지 내용만 서술한 경우

배점(점)
2
1

① 신항로의 개척으로 유럽에는 동방으로부터 차와 면직물, 신대륙으로부
터 담배, 감자, 코코아, 옥수수 등이 전래되었다. ② 신대륙으로부터 금과
은이 반입되어 유럽의 물가가 크게 올랐는데, 이를 가격 혁명이라고 한다.
③ 신항로의 개척으로 광대한 해외 시장이 개척되어 유럽의 상업이 양적
ㆍ질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되었는데, 이를 상업 혁명이라고 한다.

50

④ 유럽-아메리카-아프리카를 잇는 대서양 삼각 무역 체제가 성립하였다.

2

⑤ 무역의 중심지가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⑥ 아메리카
대륙의 금ㆍ은이 유럽으로 많이 유입되었다. ⑦ 지중해 주변 무역 국가들
이 쇠퇴하고, 대서양 연안 국가들이 번영을 누렸다. ⑧ 금융 제도가 발달
하면서 상인들은 원거리 교역 활동에 어음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여섯 가지 내용 중 한 가지 내용만 서술한 경우

- 9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