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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제의도] 고대 이집트 문명의 특징 파악하기 
[해설] 자료는 고대 이집트 문명에 관한 것이다. 
ㄱ, ㄹ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해당한다. 

2. [출제의도] 아케메네스 조 페르시아의 정책 파악하기
[해설] 지문은 아케메네스 조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1
세가 서아시아를 통일한 이후 만든 비문의 내용이다. 
②는 바빌로니아 왕국, ③은 페니키아, ④는 아시리아, 
⑤는 신바빌로니아 왕국에 해당한다. 

3. [출제의도] 로마 노예의 특징 이해하기
[해설] 지문은 로마 노예의 생활을 보여주는 글이다. 
①은 시민에 해당한다. 

4. [출제의도] 원의 경제 정책 파악하기
 [해설] 지문은 색목인을 제 2계급으로 우대한 원나
라에 대한 설명이다. ①은 한, ②는 북위, 수, 당, ③
은 송, ⑤는 진에 해당한다. 

5. [출제의도] 다이카 개신의 배경 파악하기
[해설] 자료는 당나라의 균전제, 조ㆍ용ㆍ조, 율령 체제
등을 도입하여 국왕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를 수립한 다
이카 개신(645)에 대한 만평이다. ①은 막부 정권, ②, 
③은 헤이안 시대, ⑤는 가마쿠라 막부에 해당한다.

6. [출제의도] 신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 이해하기
[해설] 자료는 신석기 시대에 관한 것이다. ③ (다) 신
석기 시대에 청동으로 농기구를 제작 활용한 것은 사실
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7. [출제의도] 굽타 왕조의 문화 파악하기
[해설] 자료는 굽타 왕조의 문화를 정리한 것이다. 
굽타 왕조 시기는 인도 고전 문화의 황금기로 힌두 
교가 성립되고 굽타 양식이 나타났다. ①, ⑤는 기원
전 6세기 전후의 인도, ②는 마우리아 왕조, ④는 쿠샨 
왕조에 대한 설명이다. 

8. [출제의도] 베트남에 관련된 사실 파악하기
[해설] 자료의 쯔놈 문자는 베트남의 고유 문자이다. 
베트남은 지리적으로는 동남 아시아에 속하지만 문
화적으로는 동아시아 문화권에 속한다. ①은 말레이
시아 지역의 믈라카 왕조 ②는 자와 지역의 사이렌
드라 왕조, ③은 인도의 굽타 왕조, ⑤는 인도네시아
의 스리비자야 왕조에 해당한다. 

9. [출제의도]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정책 파악하기
[해설] 자료는 알렉산드로스 동방 원정의 대표적 전투인 
이수스 전투를 나타낸 것이다. 알렉산드로스는 동방 
원정을 통해 알렉산드로스 제국을 건설하였다. ③은 
로마에 해당한다.

10. [출제의도] 요의 이중 통치 체제 파악하기
[해설] 지문은 거란이 세운 요에 대한 설명이다. 요
는 정복지의 유목 민족은 북면관제, 농경 민족은 남
면관제를 통해 통치하였다. ②，④는 금, ③은 원，⑤
는 한의 고조가 실시한 군국제에 대한 설명이다.   

11. [출제의도] 수의 정책 파악하기
[해설] 자료는 수나라의 고구려 원정에 관한 것이다. 
①은 진, ②는 송, ③은 왕망의 신, ④는 한에 해당한
다.

12. [출제의도] 위ㆍ진ㆍ남북조의 사회 상황 파악하기
[해설] 자료는 위ㆍ진ㆍ남북조 시대에 관련된 것이다. 
②는 5대 10국, ③은 송, ④는 당, ⑤는 춘추전국 시대
에 해당한다.

13. [출제의도] 주의 통치 원리 이해하기
[해설] 지문은 주의 봉건 제도와 종법 제도에 대한 것이
다. ②, ⑤는 한, ③은 진, ④는 당 때의 내용이다.

14. [출제의도] 솔론 개혁의 배경 파악하기
[해설] 자료는 솔론이 재산에 따라 시민을 4등급으로 

구분하고 그에 따라 참정권을 나누어 준 것을 보여
준다. 솔론의 개혁은 귀족과 평민 모두의 불만을 샀
고, 이 불만으로 인한 혼란을 틈타 참주가 등장하게 
되었다. ①은 클레이스테네스의 민주정, ②, ⑤는 페
리클레스의 민주정, ④는 참주정에 해당한다. 

15. [출제의도] 당 문화의 국제성 이해하기
[해설] 자료는 당나라의 수도 장안과 관련된 것이다. 
당시 장안은 세계 최대의 계획 도시로 국제적인 문화
가 발달하였다. ④는 원에 해당한다.

16. [출제의도] 비단길을 통한 동서 문물 교류 파악하기
[해설] 지문은 중앙 아시아를 관통하는 비단길에 관
한 것이다. ①，③, ④는 초원길, ⑤는 바닷길에 해
당한다.

17. [출제의도] 아바스 왕조의 특징 파악하기
 [해설] 지문에서 당과 탈라스 전투에서 승리하여 중
앙 아시아의 지배권을 장악한 왕조는 아바스 왕조이
다. ①은 정통 칼리프 시대, ③은 셀주크 튀르크, ④
는 무함마드 시대, ⑤는 옴미아드 왕조에 해당한다.  

18. [출제의도] 한 문화의 특징 이해하기
[해설] 자료는 한의 역사가 사마천이 쓴 사기에 관한 
것이다. ②, ③은 위ㆍ진ㆍ남북조 시대, ④, ⑤는 송 
이후에 해당한다. 

19. [출제의도] 송의 정치적 특징 파악하기
[해설] 지문은 전시(殿試)를 실시한 송 대의 상황을 
말한다. ㄱ은 당, ㄹ은 수에 해당한다.

20. [출제의도] 제자백가의 등장 배경 파악하기
[해설] 자료는 춘추전국 시대를 배경으로 한 유가, 법
가, 도가 사상가들의 주장과 관련한 것이다. ①은 5호 
16국, ②는 당 말기, ③은 5대 10국, ⑤는 한 말기의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