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 44

도서명 저 자 특 징

고사기전 모토오리 노리나가 고사기의 주석서

난학계제 오오쓰키 겐타쿠 네덜란드어 학습 방법 설명

해체신서 스기타 겐파쿠 외 네덜란드 해부학 번역서

학년도 월 고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2011 7 3

사회탐구 영역 세계사

세계사 신문
한 새로운 경제 정책을 실시하다, !

한 무제는 그 동안 이어져 온

흉노와의 화친 정책을 강경책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장건을 대월지

로 파견하였고 위청과 곽거병 등,

의 장군으로 하여금 흉노와 전면전

을 펼치게 하였다 하지만 흉노와. 의

잦은 전쟁은 국가 재정의 어려움을

초래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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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이 천하의 병란을 수습하고 국가를

오래 이끌고 갈 계획을 세우고 싶은

데 그 방법을 말해 보시오, .

폐하 지난번에는 절도사,

들의 군사권을 박탈하였고,

그 자리를 문관으로 교체

하였으니 이제는 관리 등

용의 관행을 고치시옵소서.

주제 비잔티움 제국의 주요 사건을 연표로 작성하기:

학년 반3 ○ ○○○

년324 콘스탄티노플 건설 시작

년395 로마 제국의 동서 분열‧
년537 성 소피아 성당 건립 ․․․․․․․․․․․․․․․․․․․․․․․․․․․․․․․․․․․․․․․․․․․․․․․․․․․․․․․․․․ 가( )․․
년726 성상 숭배 금지령 발표 나( )․․․․․․․․․․․․․․․․․․․․․․․․․․․․․․․․․․․․․․․․․․․․․․․․․․․․․․․
년 동서 교회 분열1054 ‧
년 십자군의 콘스탄티노플 함락 다1204 ( )․․․․․․․․․․․․․․․․․․․․․․․․․․․․․․․․․․․․․․․․․
년 비잔티움 제국 멸망 라14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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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포르투갈 합병

○무적 함대 조직

○통일령 반포

○동인도 회사 설립

○낭트 칙령 폐지

○베르사유 궁전 건립

이 작품은 그리스‧
로마 문화의 부활을

꾀하던 시대에 제작된

것입니다 이 시대 그.

림은 자연과 인간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명암법 원근법,

등의 새로운 기법을

도입하였습니다.

제목 장원에서의 하루:

시기 및 장소 세기 무렵의 프랑스 마을: 11 △△

등장인물 보도 농노 미셸 보도의 아내 자크 농노: ( ), ( ), ( )

# 1. 보도의 집

보도 여보: ! ㉠오늘은 영주님 직영지를 경작하러 가야 하오.

미셸: ㉡저도 오후에 영주님께 달걀과 닭을 바치러 가요.

# 2. 영주 직영지에 도착한 보도

자크 보도 다음 달 큰 딸의 결혼식 준비는 잘되어 가고 있나: ! ?

보도: ㉢없는 살림에 혼인세까지 내게 되어 많이 힘들군. 게다가

㉣지대를 납부하지 못해 내일은 영주님의 재판정에 출두

해야 한다네. 그나저나 자네 동생은 요즘 안 보이는구먼.

자크 한숨을 쉬며: ( ) ㉤지난 주에 다른 장원으로 팔려갔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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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회 연도 주요 내용

니케아 공의회 325 가( )

클레르몽 공의회 1095 나( )

콘스탄츠 공의회 1414 ~ 1418 다( )

트리엔트 공의회 1545 ~ 1563 라( )

영국 산업 혁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