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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영역 세계사

※ 다음은 어느 인물의 활동을 정리한 것이다. (가) ~ (라)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례를 한 가지씩 서술하시오.

◦ 기원전 221년 중국 최초의 통일 국가 수립

◦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스스로 황제라 칭함.

◦ 정책

  * 사상 통제:                    (가)        

  * 대외 정복 단행:               (나)        

  * 중앙 집권 체제 확립:          (다)        

  * 대규모 토목 공사 실시: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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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의 강령

◦토지를 분할할 때는 남녀

의 구분 없이 가족의 수에 

따라 분배한다.

◦ 남녀 모두 군대에 편제하

여 각자에 알맞은 임무를 

부여한다.

◦ 여성의 족쇄인 전족을 없

앤다.

메이지 국왕, 새 시대의 서막을 열다

-어  서  문- 

1. 널리 회의를 열어 모든 정사가 공론에 따라 결정되도록 한다. 

2. 상하가 한 마음이 되어 정치를 실행해 나간다.

…(중략)…

5. 세계에서 지식을 찾아 왕국의 터전을 굳건히 한다.  

          세계사 신문 

  하인리히는 몇몇의 수행원들과 함께 우리가 머물

고 있던 카노사의 요새로 왔습니다. 그는 사흘 내

내 맨발에 허름한 옷을 입고 성문 앞에 서서, 도움

과 위로를 간청하면서 눈물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중략)…끊임없는 회개의 모습에 우리는 그를 

파문의 속박에서 풀어 주었습니다.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가 독일 제후들에게 보낸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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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간  역 사 사 랑

1. 다이카 개신의 단행 ·······················  (가)
2. 나라 시대의 문화 ···························  (나)
3. 헤이안 시대의 국풍 문화 ··············  (다)
4. 가마쿠라 막부의 등장 ····················  (라)
5. 에도 막부의 쇄국 정책 ··················  (마)

포고령

  벵골 지방은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 힌두교도가 

주로 거주하는 서벵골과 이슬람교도가 주로 거주

하는 동벵골로 분할하여 통치할 것이다.

   1905년 7월 인도 총독 커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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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폴레옹 연보>

1769년    코르시카 섬에서 출생

1799년    브뤼메르 쿠데타로 제1통령 취임

1804년 ㉠나폴레옹 법전 편찬, 황제 즉위

1805년 ㉡트라팔가르 해전 패배

1806년 ㉢신성 로마 제국 해체   

1811년 ㉣러시아 원정  

1813년 ㉤대프랑스 동맹군에 패배

1821년    세인트헬레나 섬에서 사망

비잔티움 문화의 특징

•로마법 집대성

•그리스 정교 성립

•그리스 고전의 보전 및 
연구

•돔과 모자이크를 특징으
로 하는 건축 양식 발달

서유럽

(가)

동유럽

(나)

   < 세계사 다큐 스페셜 - 3부작>

-  의 영광을 찾아서 -

    1부: 1부: 1부: 이스탄불, 대제국의 중심이 되다 이스탄불, 대제국의 중심이 되다 이스탄불, 대제국의 중심이 되다 

    2부: 술탄, 칼리프의 칭호를 얻다    2부: 술탄, 칼리프의 칭호를 얻다    2부: 술탄, 칼리프의 칭호를 얻다

    3부: 이슬람, 비잔티움 문화와 만나다    3부: 이슬람, 비잔티움 문화와 만나다    3부: 이슬람, 비잔티움 문화와 만나다
   

 일요일 저녁 8시,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일요일 저녁 8시,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일요일 저녁 8시, 많은 시청 바랍니다.

(1866 - 1925)

  근대 중국의 혁명가. 광둥성에서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홍콩에서 의학교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다. 러ㆍ일 전쟁을 계기로 

1905년 도쿄에서 민족, 민권, 민생의 삼민

주의를 강령으로 한 중국 혁명 동맹회를 

결성하였다.

  그는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