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사]
1 ③ 2 ⑤ 3 ④ 4 ③ 5 ⑤
6 ② 7 ④ 8 ② 9 ① 10 ④
11 ③ 12 ① 13 ① 14 ① 15 ②
16 ⑤ 17 ② 18 ③ 19 ③ 20 ⑤

1. [출제의도] 신석기 시대 생활 모습 파악하기

 [해설] 그림은 신석기 시대 움집의 터와 복원도이다. ③은 
청동기 시대의 모습이다.

2. [출제의도] 영조의 정책 이해하기

 [해설] 제시문은 영조의 정책 중 서원 정리와 속대전 편찬
에 관한 사료이다. ①은 중종, ②는 숙종, ③, ④는 정조
의 정책이다.

3. [출제의도] 백제의 웅진 천도 배경 이해하기

 [해설] 자료는 5세기 중엽 백제의 웅진 천도를 나타낸 것
이다. 백제는 고구려 장수왕의 한강 유역 진출로 개로왕
이 전사하여 한성에서 웅진으로 천도를 하였다. ①, ②는 
6세기, ③은 4세기, ⑤는 400년의 사실이다.

4. [출제의도] 고려 초 불상의 특징 파악하기

 [해설] 제시문은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에 대한 
것이다. ①은 고구려의 연가 7년명 금동 여래 입상, ②는 
삼국의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 ④는 고려의 부석사 
소조 아미타여래 좌상, ⑤는 고려의 광주 춘궁리 철불이
다.

5. [출제의도] 삼국 시대 고분의 특징 이해하기

 [해설] 자료는 백제 초기 석촌동 고분에 관한 것이다. ①은 
웅진 시대 무령왕릉, ②는 고구려의 굴식 돌방무덤, ③은 
신라의 돌무지덧널무덤, ④는 통일 신라 무덤의 특징이
다.

6. [출제의도] 병자호란과 북벌론에 대하여 이해하기

 [해설] 제시문은 북벌을 주장한 윤휴의 상소문이다. ②는 
임진왜란 후 일본과 맺은 조약이다.

7. [출제의도] 대동법과 균역법 공통점 유추하기

 [해설] (가)는 대동법, (나)는 균역법에 대한 자료이다. ①, 
②는 대동법, ③, ⑤는 균역법의 특징이다.

8. [출제의도] 조선 시대 사화에 대하여 이해하기

 [해설] (가)는 무오사화, (나)는 기묘사화에 대한 자료이
다. ②는 숙종 때 환국과 관련된 것이다.

9. [출제의도] 초기 국가의 특징 파악하기

 [해설] 그림은 고구려에 대한 것이다. ②는 부여, ③은 삼
한, ④는 옥저, ⑤는 동예의 특징이다.

10. [출제의도] 조선 후기 사회 모습 이해하기

 [해설] 그림은 세도 정치 시기의 사회 모습을 묘사한 것이
다. ①은 고려 무신 집권기, ②는 조선 전기, ③은 고려 
말, ⑤는 신라 하대의 사실이다.

11. [출제의도]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 파악하기

 [해설] 제시문은 1135년에 있었던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
에 대한 자료이다. 묘청은 고려가 윤관이 쌓은 9성의 반
환 이후 금의 군신 관계 요구를 수락하는 등 보수화되자 
칭제 건원과 금국 정벌론을 내세워 서경 천도 운동을 일
으켰다. 

12. [출제의도] 호족 세력의 특징 이해하기

 [해설] 자료는 신라 말 호족과 관련된 것이다. ㄷ은 진골 
귀족, ㄹ은 6두품에 대한 설명이다.

13. [출제의도] 군포제 폐단의 발생 배경 유추하기

 [해설] 제시문은 조선 중기 군역 제도의 폐단을 설명한 것
이다. ②, ③, ④, ⑤는 조선 후기의 사실이다.

14. [출제의도] 유향소의 기능 파악하기

 [해설] 그림의 (가)는 유향소이다. 유향소는 수령의 보좌 
및 향리의 감찰 기능을 담당하였다. ②는 고려의 향리, 
③은 정부, ④는 장례원, 관찰사와 수령에 해당하며, ⑤
는 향리이다.

15. [출제의도] 고려의 경제 활동 이해하기

 [해설] 자료는 고려의 경제 생활과 관련된 것이다. ②는 조

선 시대에 편찬된 농서이다.

16. [출제의도] 조선의 불교 정책 파악하기

 [해설] 자료는 억불 정책 중 도첩제에 대한 기록이다. ①은 
고려에서, ②와 ④는 조선 전기의 불교 진흥책이며, ③은 
조선 전기의 도교 진흥 정책이다.

17. [출제의도] 6세기 삼국의 경제 모습 유추하기

 [해설] 지도는 6세기 진흥왕 때의 형세이다. ②는 8세기 통
일 신라 때의 사실이다.

18. [출제의도] 조선 후기 천문학의 경향 이해하기

 [해설] 제시문은 18세기 후반 홍대용의 우주관이다. ①은 고
려 후기, ②, ⑤는 조선 전기, ④는 고려 전기에 해당한다.

19. [출제의도] 12세기 정치적 변화 파악하기

 [해설] 자료는 12세기 중엽부터 13세기 중엽까지 유행했던 
상감 청자에 대한 것이다. ①, ②는 10세기, ④, ⑤는 14
세기의 정치 상황이다.

20. [출제의도] 3ㆍ1 운동의 영향 파악하기

 [해설] 자료는 1919년 3ㆍ1 운동에 대한 것으로, 우리 민
족은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수립하였다. ①
은 1910년, ②, ③은 1930년대 후반 ～ 1940년대, ④는 
1927년의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