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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제의도] 한 무제의 정책 파악하기
자료는 한 무제가 흉노 정벌에 필요한 군마를 확보
한 것을 기뻐하며 지은 ‘서극천마’라는 시이다. ①은 
수 양제, ②는 당 태종, ③은 진시황제, ⑤는 수 문제에 
대한 설명이다.

2. [출제의도] 청의 통치 정책 파악하기
자료의 ㉠에 해당하는 나라는 청으로, 순치제가 명의 
장군 오삼계의 요청으로 이자성의 반란을 진압한 사
실에 대한 것이다. ㄱ, ㄹ은 명의 정책이다.

3. [출제의도] 아테네의 정치 상황 이해하기
자료는 헤로도토스가 쓴 ‘역사(일명 페르시아 전쟁사)’ 
서문의 내용으로 ‘이 전쟁’은 페르시아 전쟁이다. ①은 
솔론, ③은 로마 공화정 말기의 정치 상황, ④, ⑤는 
클레이스테네스의 개혁이다.

4. [출제의도] 인도 무굴 제국의 문화 특징 이해하기
자료는 무굴 시대 인도ㆍ이슬람 문화의 융합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이러한 특징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
는 타지마할 묘당이 있다. ①은 마우리아 왕조 아소카 
왕의 돌기둥 사자상, ②는 굽타 왕조의 시바 신상, 
③은 B.C. 1세기 경에 조성이 시작되어 굽타 왕조 때 
완성된 아잔타 석굴 사원, ⑤는 마우리아 왕조의 산
치대탑이다. 

5. [출제의도] 명ㆍ청 시대 사회 모습 파악하기
자료의 내용은 명ㆍ청 시대에 해당한다. ②는 안ㆍ사
의 난 이후 당의 사회 모습이다.

6. [출제의도] 사산 왕조 페르시아 이해하기
자료는 사산 왕조 페르시아에 대한 것이다. ①은 오
스만 제국, ②는 파르티아, ④는 페니키아, ⑤는 신바
빌로니아에 대한 설명이다.

7. [출제의도] 명예 혁명의 영향 파악하기
그림은 명예 혁명 당시 의회가 제출한 권리 장전을 
국왕이 승인(1689)하는 장면이다. ①은 명예 혁명 
이전, ②는 청교도 혁명 직후, ③은 1215년, ⑤는 백
년 전쟁 직후 영국의 정세에 대한 설명이다.

8. [출제의도] 사막길을 통한 동서 교류 내용 파악하기
자료는 사막길을 통해 이루어진 동서 교류 내용을 
나타낸 것이다. ①, ④는 초원길, ②, ⑤는 바닷길을 
통한 동서 교류 내용이다.

9. [출제의도] 비잔티움 문화의 특징 이해하기
그림은 비잔티움 문화의 특징을 묻는 수업 장면이다. 
⑤는 중세 서유럽 문화의 특징이다.

10. [출제의도]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 이해하기
자료는 로마 공화정 말기 라티푼디움 확대와 이에 
따른 자영농의 몰락을 보여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라쿠스 형제는 농지법을 발표하였다.

11. [출제의도] 이슬람 사회 이해하기
그림은 이슬람 교도의 5가지 의무 중 예배와 라마단 
금식을 표현한 것이다. ㄷ은 자이나 교, ㄹ은 힌두 
교와 관련된 사회 모습이다.

12. [출제의도] 메소포타미아 문명 특징 파악하기
퍼즐의 주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다. ②, ③은 인도 
문명, ④는 중국 문명, ⑤는 이집트 문명의 특징이다.

13. [출제의도] 산업 혁명의 영향 이해하기

그림은 산업 혁명의 원동력이 되었던 기계의 발명을 
나타낸 것이다. ①은 16세기 영국, ②, ④는 신항로 
개척 이후 나타난 초기 자본주의의 모습이다. ③은 
십자군 전쟁 이후 서유럽의 경제 상황이다. 

14. [출제의도] 중세 서유럽 농노의 생활 파악하기
자료는 중세 서유럽 농노들 간의 대화이다. 농노는 
영주에게 부역과 공납의 의무를 지며 영주의 독점 
시설을 이용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였고, 영주의 재판
을 받아야 했다. 거주 이전의 자유는 없었지만 재산
은 소유할 수 있었다. 농노는 군역의 의무가 없었다.

15. [출제의도] 양세법 실시의 배경 이해하기
표의 (가)는 조ㆍ용ㆍ조, (나)는 양세법에 대한 것이
다. 안ㆍ사의 난 이후 균전제의 붕괴와 장원의 확대
로 조ㆍ용ㆍ조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양염에 의해 양
세법이 실시(780년) 되었다. ①은 원, ③은 수, ④는 
송, ⑤는 명 이후에 해당한다.

16. [출제의도] 위ㆍ진ㆍ남북조 시대의 사회 모습 이해하기
자료의 (가)는 위ㆍ진ㆍ남북조 시대에 실시된 구품 
중정제이다. ①은 5대 10국 시대, ②는 명ㆍ청, ③은 
춘추 전국 시대, ④는 송의 사회 모습이다.

17. [출제의도] 오스만 제국 이해하기
자료는 오스만 제국의 예니체리에 대한 것이다. ①은 
티무르 제국, ②는 아바스 왕조, ③은 셀주크 튀르크, 
④는 옴미아드 왕조에 대한 설명이다.

18. [출제의도] 르네상스 시대의 문화 이해하기
그림은 르네상스 시대(14 ~ 16세기)의 대표 작품들
이다. ②는 프랑스에서 형성된 계몽 사상과 관련된 
설명으로 18세기 문화에 해당한다.

19. [출제의도] 헤이안 시대의 문화 이해하기
자료의 (가), (나)는 헤이안 시대의 관복과 침전조  
주택 양식이다. ②, ④는 에도 막부 시대, ③은 나라 
시대, ⑤는 6세기 야마토 정권 시대에 해당한다.

20. [출제의도] 19세기 자유주의 운동 이해하기
자료는 빅토르 위고의 연보로 (가)는 7월 혁명, (나)는 
2월 혁명이다. 7월 혁명으로 입헌 군주정이 수립되었고, 
2월 혁명으로 제2공화정이 수립되었다. ③은 1789년 
프랑스 혁명 당시 국민 의회에서 발표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