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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사 해설

1. [출제의도]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해하기
  (가)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다. ②는 중국 
문명, ③은 에게 문명, ④는 그리스 문명, ⑤는 인
도 문명에 해당한다.
2. [출제의도] 쿠샨 왕조 이해하기
  자료는 쿠샨 왕조에 대한 것이다. ②는 굽타 왕조, 
③은 마우리아 왕조, ④는 무굴 제국에 해당한다. ①
의 자이나교는 기원전 6세기 경에 출현하였다.
3. [출제의도] 수 왕조 이해하기
  밑줄 친 ‘이 왕조’는 수이다. 남북조의 혼란을 
통일한 수는 과거제를 시행하고, 광통거, 통제거 
등 대운하를 건설하였으나 백성들의 저항, 고구려 
원정 실패 등으로 멸망하였다. ②는 원, ③은 당, 
④는 여진(금), ⑤는 명대의 사실에 해당한다. 
4. [출제의도] 오스만 제국 이해하기
  밑줄 친 ‘제국’은 오스만 제국이다. 오스만 제국
은 예니체리를 운영하였고, 비잔티움 제국과 이집
트의 맘루크 왕조 등을 무너뜨렸다. ①은 진랍(첸
나), 앙코르 왕조 등, ②는 티무르 왕조, ③은 아
바스 왕조, ④는 비잔티움 제국에 해당한다. 
5. [출제의도] 이슬람교 이해하기
  (가) 종교는 이슬람교이다. 이슬람교는 쿠란의 
가르침을 강조하고, 5가지 의무(5행)인 신앙 고
백, 기도, 금식, 희사, 메카 순례를 중시한다. ①
은 시크교, ②, ④는 브라만교와 힌두교, ⑤는 크
리스트교에 해당한다.
6. [출제의도] 영국 윌리엄 1세 이해하기
  자료는 영국의 윌리엄 1세이다. ①은 영국의 엘
리자베스 1세, ②는 프랑크 왕국의 카롤루스 대
제, ③은 영국의 존 왕, ⑤는 프랑크 왕국의 궁재 
카롤루스 마르텔에 해당한다.
7. [출제의도] 왕안석의 개혁 이해하기
  제시된 가상 대화의 대상은 송의 왕안석이다. 
왕안석은 재정 수입 확대와 부국강병을 위한 개
혁으로 신법을 실시하였다. ①은 명 ~ 청 초, ②는 
명, ③은 북위 ~ 당, ⑤는 청에 해당한다.  
8. [출제의도] 계몽사상 이해하기
  (가) 사상은 계몽사상이다. 볼테르, 몽테스키외, 
루소, 디드로, 달랑베르 등은 대표적인 계몽사상
가이다. 계몽사상은 미국 독립 혁명과 프랑스 혁
명에 영향을 주었다.
9. [출제의도] 사산 왕조 페르시아 이해하기 
  (가)는 사산 왕조 페르시아이다. ②는 우마이야 
왕조, ③은 아시리아, ④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
시아 등에 해당한다. ⑤의 재정복 운동은 크리스
트교 국가들이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 벌인 것이다.
10. [출제의도] 프랑스 2월 혁명 이해하기
  밑줄 친 ‘이 사건’은 프랑스 2월 혁명이다
(1848). 7월 혁명으로 왕위에 오른 루이 필리프
가 소수의 시민들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자 중소 
시민층과 노동자들이 선거권 확대를 요구하며 2

월 혁명을 일으켰다.
11. [출제의도] 제1차 세계 대전 이해하기 
  (가)는 제1차 세계 대전이다. ①의 북독일 연방 
성립은 프로이센-오스트리아 전쟁의 결과이고, 
③, ④, ⑤는 제2차 세계 대전과 관련된 내용이
다.
12. [출제의도] 나폴레옹 이해하기
  밑줄 친 ‘나’는 나폴레옹이다. 나폴레옹은 대륙 
봉쇄령을 내려 영국을 견제하였다. ①은 프랑스의 
루이 14세, ④는 프랑스의 드골, ⑤는 프랑스 혁
명 당시 자코뱅파의 로베스피에르에 해당한다. ③
은 프랑스의 필리프 4세의 요청으로 교황 클레멘
스 5세가 시행한 것이다.
13. [출제의도] 에도 막부 이해하기
  자료는 에도 막부 시대에 발표된 간에이령이다. 
에도 막부는 쇄국 정책을 시행하였지만, 나가사키
에 데지마를 설치하여 네덜란드 상인과의 교역을 
허용하였다. 이로 인하여 난학이 발달하였다. ②
는 나라 시대, ③은 가마쿠라 막부, ⑤는 무로마
치 막부에 해당한다. ④는 일본에서 645년에 일
어난 개혁이다.
 
14. [출제의도] 신축조약 이해하기
  자료는 신축조약(베이징 의정서)이다. 백련교 
계통의 비밀 결사 조직인 의화단은 부청멸양을 
내세우며 봉기하였고, 초기에는 청 왕조의 지원을 
받기도 하였으나 결국 영국, 일본 등 8개국 연합
군의 공격을 받아 진압되었다. 이후 청은 열강의 
무력에 굴복하여 신축조약을 체결하였다.
15. [출제의도] 미국의 남북 전쟁 이해하기
  지도에 나타난 전쟁은 미국의 남북 전쟁이다
(1861～1865년). 전쟁 초기에는 남부가 우세하
였지만, 링컨이 노예 해방령을 발표한 이후 북부
의 반격이 본격화되었다. 이후 게티즈버그 전투에
서 승기를 잡은 북부가 결국 승리하였다. ①은 
1823년, ②는 1773년, ③은 1869년, ⑤는 1917
년의 사실이다.
16. [출제의도] 영국의 제국주의 정책 이해하기
  (가)는 영국이다. 영국은 케이프타운에서 카이
로에 이르는 아프리카 종단 정책을 단행하였다. 
①은 프랑스, ③은 독일, ④는 미국, ⑤는 이탈리
아에 해당한다.
17. [출제의도] 아메리카 문명의 몰락 이해하기
  신항로 개척 이후 에스파냐가 아스테카 제국을 
정복하고 지배하였다. 이 과정에서 에스파냐가 자
행한 가혹한 착취와 학살, 전염병 의 확산 등으로 
인하여 멕시코 고원 지역의 인구는 급격하게 감
소하였다. ①의 아도와 전투는 19세기 말 에티오
피아가 이탈리아의 침략을 막아낸 사건이고, ②의 
십자군 전쟁은 11세기 말 ~ 13세기 후반 성지 회
복 등을 내세우며 발생한 사건이다. ③의 와트 타
일러의 난은 14세기 후반 영국에서 발생한 농민 
봉기이며, ④의 시몬 볼리바르는 19세기 초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독립 운동을 이끈 인물이다.
18. [출제의도] 벵골 분할령 이해하기
  (가)는 벵골 분할령에 반발하여 발생한 인도의 
반영 운동에 해당한다. 영국의 벵골 분할령에 반
발하여 인도 국민 회의는 콜카타 대회를 개최하
여 ‘4대 강령’을 내걸고 반영 운동을 전개하였다. 
4대 강령은 스와라지, 스와데시, 영국 상품 불매, 
국민 교육 진흥이다. ②는 아랍 민족 운동, ⑤는 
필리핀 민족 운동에 해당한다. ①은 1857년 세포
이가 중심이 되어 일어난 인도의 민족 운동이고, 
③은 19세기 전반 람 모한 로이가 중심이 되어 
전개한 인도의 민족 운동이다.

19. [출제의도] 30년 전쟁 이해하기
  밑줄 친 ‘이 전쟁’은 30년 전쟁이다(1618 ~
1648년). 독일 지역에서 발생한 30년 전쟁은 베
스트팔렌 조약 체결로 끝났다(1648). ①은 1598
년, ④는 1378 ~ 1417년의 사실이다. ②의 영국 
국교회는 수장법(1534), 통일법(1559)이 반포되
면서 체계화되었고, ⑤의 성상 숭배 금지령은 비
잔티움 제국에서 처음 내려졌다(726).
20. [출제의도] 냉전의 완화 이해하기
  자료는 닉슨 독트린의 내용이다(1969). 이에 
따라 닉슨 정부는 아시아 지역에 직접적, 군사적, 
정치적 과잉 개입을 하지 않겠다며 베트남에서 
미군을 철수시켰다. ①은 서유럽에서의 공산주의 
확산 저지와 경제 재건을 위한 것이며(1947), ②
는 제2차 세계 대전 중 전후 평화 수립 원칙을 
천명한 것이다(1941). ④는 미국과 서유럽 여러 
나라의 군사 원조 및 집단 방어 체제 구축과 관
련된 기구이며(1949), ⑤는 전쟁을 국가 정책 수
단으로 사용하지 말자는 부전(不戰) 조약이다
(1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