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 [출제의도] 갑오개혁의 내용 파악하기

 [해설] 지문은 갑오개혁을 바탕으로 구성한 가상 일기이다. 
ㄱ은 동학 농민 운동, ㄷ은 독립 협회의 개혁 내용이다.

15. [출제의도] 위정척사 운동의 전개 과정 파악하기

 [해설] 지문은 위정척사 운동과 관련된 것이다. (가)는 
1870년  최익현이 강화도 조약 체결 교섭에 반 하여 
올린 상소문, (나)는 1890년  유인석이 을미사변과 
단발령을 계기로 무력 항쟁을 촉구하는 격문, (다)는 
1860년  이항로의 통상 수교 반  상소문이다. ⑤는 
(다)-(가)-(나)순으로 발표되었다.

16. [출제의도] 동학 농민 운동의 전개 과정 파악하기

 [해설] ㉢의 화약은 청ㆍ일 양국군이 출병하자 전주에
서 체결하였다.

17. [출제의도] 신돌석의 활동 파악하기

 [해설] 지문은 평민 의병장인 신돌석의 생애를 보여준
다. ①, ⑤는 이인영, ②의 남한 토벌 작전은 일제
에 의해 1909년에 단행되었다. ④는 최익현과 관련
된 것이다.

18. [출제의도] 톈진 조약과 시모노세키 조약의 내용 

이해하기

 [해설] (가)의 톈진 조약은 갑신정변 이후에 체결되었
고, (나)의 시모노세키 조약은 청ㆍ일 전쟁 이후에 
체결되었다. ④는 1907년의 일이다.

19. [출제의도] 독도의 역사 이해하기

 [해설] 지문은 독도와 관련된 것이다. ①은 강화도, ②, ③
은 간도, ⑤는 절영도와 관련된 사실이다.

20. [출제의도] 갑신정변의 내용 및 의의 파악하기

 [해설] 지문은 갑신정변에 한 평가이다. 갑신정변은 
급진 개화파가 신분제 폐지, 내각 중심의 정치를 
주장하며 단행한 정치 개혁 운동이다. ㄷ은 을미개혁, 
ㄹ은 동학 농민 운동의 내용이다.

[세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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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제의도] 신석기 시 의 사회 모습 파악하기

 [해설] 지문은 신석기 시 에 한 내용이다. ㄷ, ㄹ은 구
석기 시 의 사회 모습이다.

2. [출제의도]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비교하기

 [해설] 표의 두 문명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을 비
교한 것이다. ①, ④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②는 이집

트 문명의 특징이며, ③에서 두 문명은 다신교이다.

3. [출제의도] 일본 헤이안 시 의 특징 이해하기

 [해설] 자료는 일본의 헤이안 시 와 관련된 것이다. ①,  
③은 나라 시 이고 ④, ⑤는 야마토 정권 시 에 
한 설명이다.  

4. [출제의도] 은과 주의 정치 상황 비교 이해하기

 [해설] 지도에서 (가)는 은, (나)는 주의 세력 범위를 나
타낸 것이다. ①과 ④는 진, ②는 주, ⑤는 춘추전국
시 에 해당된다.

5. [출제의도] 송 의 정치 상황 파악하기

 [해설] 지문은 송 에 활동한 왕안석에 한 내용이다. 
①은 원, ②는 위ㆍ진 남북조, ③은 당, ⑤는 한 의 
정치 상황이다.

6. [출제의도] 인도 굽타 왕조의 문화적 특징 이해하기

 [해설] 그림에서 (가)는 쿠샨 왕조 시 의 간다라 불상, 
(나)는 굽타 왕조 시 의 불상이다. ㄴ과 ㄹ은 쿠샨 
왕조의 문화적 특징이다. 

7. [출제의도]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특징 파악하기

 [해설] 밑줄 친 왕조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이다. 
①은 신바빌로니아, ②, ④, ⑤는 사산 왕조 페르시아
에 한 설명이다.

8. [출제의도] 로마의 공화정 말기 상황 파악하기

 [해설] 지문은 공화정 말기에 카이사르가 군사력을 바탕
으로 성장하는 시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로마는 
포에니 전쟁 후 평민파와 벌족파의 립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공화정이 동요되고, 카이사르와 같은 군인 
정치가가 등장하여 2차에 걸친 삼두 정치가 전개되었
다. 삼두 정치의 결과 옥타비아누스는 권력을 장악하
였으며, 그 후 제정 시 가 전개되었다. ②, ③은 제
정 시 의 모습이고, ④는 포에니 전쟁으로 삼두 정
치 이전의 상황이고, ⑤는 공화정 발전 과정에서 나
타난 사실이다. 

9. [출제의도] 한 무제의 경제 정책 실시 배경 파악하기

 [해설] 자료는 한 무제의 경제 정책에 한 내용이다. 한 
무제는 무리한 외 원정으로 인한 재정 부족, 호족의 
세력 성장, 상인의 횡포로 인한 농민 몰락 등의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통제 경제 정책을 실시하였다. ⑤는 
위ㆍ진 남북조와 당 의 상황이다.

10. [출제의도] 인도 마우리아 왕조의 특징 파악하기

 [해설] 자료는 인도 마우리아 왕조의 아소카왕이 세운 석
주와 탑이다. ①은 마우리아 왕조 이전의 사실이고, 
③, ⑤는 굽타 왕조, ④는 쿠샨 왕조의 특징이다.

11. [출제의도] 옴미아드 왕조의 정치 상황 파악하기

 [해설] 도표의 (가)는 옴미아드 왕조이다. ①은 정통 칼
리프 시 의 사실이며, 옴미아드 왕조의 칼리프는 세
습되었다. ③은 무함마드 시 , ④는 아바스 왕조, ⑤
는 셀주크 투르크에 한 설명이다.

카페 샘아창(http://cafe.daum.net/jsbios)과 영아창

(http://cafe.naver.com/jsbios)은 학습자료 공유문화

의 개방화와 선진화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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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출제의도] 바닷길을 통한 문화 전파 내용 파악하기

 [해설] 지도에 표시된 길은 바닷길이다. ④는 사막길(비
단길)과 관련된 내용이다.

13. [출제의도] 아테네 민주 정치의 전개 과정 이해하기

 [해설] 지문은 아테네 민주 정치의 전성기인 페리클레스 
시 의 상황이다. 아테네는 페르시아 전쟁 후 민주 정
치의 황금기를 맞이하였으며, 펠로폰네소스 전쟁 초반
에 페리클레스가 사망하고 전쟁에서 패배하자 민주 정
치는 쇠퇴하게 된다.

14. [출제의도] 헬레니즘 시 의 특징 파악하기

 [해설] 지문은 헬레니즘 시 에 한 설명이다. ④는 그
리스 시 에 한 설명이다.

15. [출제의도] 앙코르 와트 문화 유적 파악하기

 [해설] 자료의 (가)에 들어갈 유적은 캄보디아의 앙코르 
와트 사원이다. ①은 사이렌드라 왕조의 보로부두르 
사원, ③은 원의 라마 교 사원, ④는 이슬람 교의 모
스크, ⑤는 당의 안탑이다.

16. [출제의도] 당 문화의 특징 파악하기 

 [해설] 지문은 당의 문화적 특징을 설명한 것이다. ②는 
위ㆍ진 남북조 시 의 특징이다.

17. [출제의도] 원의 문화적 특징 파악하기

 [해설] 지문은 원에 한 설명이다. ㄱ은 송, ㄹ은 위ㆍ
진 남북조 시 의 특징이다. 

18. [출제의도] 사기의 역사적 의미 파악하기

 [해설] 지문은 한 의 사마천이 쓴 편지로 형벌을 받은 
후 삶을 포기하지 않고 역사서 편찬 작업을 계속하여 
사기를 완성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사기는 본기, 세
가, 열전, 지, 표의 형식으로 된 기전체 역사서로 중국
과 우리나라 정사에 모범이 되었다. ①은 진 의 사실
로 유교 관련 서적에 한 설명이며, ②의 자치통감
은 송 의 편년체 사서이다. ⑤의 성리학적 사관은 
송  이후에 나타난다.

19. [출제의도] 이원 지배 체제의 실시 목적 파악하기

 [해설] 지문은 정복 왕조의 이원 지배 체제의 설명이다. 
이원 지배 체제는 중국 문화에 동화되는 것을 막고, 자
기 부족의 고유 문화를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실시되었
다.

20. [출제의도] 이슬람 문화의 특징 파악하기

 [해설] 도표의 (가)는 이슬람 문화이다. ㄱ과 ㄷ은 인도 
문화에 한 설명이다.

[법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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