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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2018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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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제의도] 이집트 문명의 특징을 이해한다. 
나일강 주변에는 비옥한 땅이 형성되어 일찍부터 문
명이 발전하였다. 이집트 문명에서는 왕을 파라오라
고 불렀다. 이집트인은 시신을 미라로 제작하고 죽은 
사람을 위한 안내서인 사자의 서 를 남겼다.
[오답풀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페니키아인,  
인더스 문명,  중국 문명에 해당한다. 

2. [출제의도] 진 시황제의 활동을 파악한다. 
전국 시대를 통일한 진 시황제는 황제 라는 새로운 
군주 칭호를 제정하였다. 그는 법가 사상을 바탕으로 
나라를 통치하면서 분서갱유를 일으켜 반대 세력을 
억눌렀다. 

3. [출제의도] 카롤루스 대제의 정책을 이해한다. 
피핀의 아들인 카롤루스 대제는 그의 부친처럼 정복
지의 일부를 교황에게 헌납하였다. 또한 고전 연구를 
후원하여 카롤루스 르네상스를 일으켰다.
[오답풀이]  노르만 왕조의 윌리엄,  피핀,  하
인리히 5세,  카롤루스 마르텔에 해당한다. 

4. [출제의도] 프리드리히 2세의 활동을 파악한다.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는 오스트리아와 싸워 슐
레지엔 지방을 차지하였으며,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
아 국가 제일의 공복 이라 자처하였다. 
[오답풀이]  루이 14세,  앙리 4세,  엘리자베
스 1세,  표트르 대제에 해당한다. 

5. [출제의도] 원 대의 사실을 파악한다. 
자료는 원 대에 발행된 지폐인 교초이다. 원의 곽수
경 등은 중국 전역의 천문 관측 결과와 이슬람 역법 
등을 참고하여 수시력을 편찬하였다. 
[오답풀이]  당,  청,  명,  송 대에 있었던 
사실이다. 

6. [출제의도] 프랑스 혁명의 전개 과정을 파악한다. 
프랑스 혁명 과정 중 입법 의회가 소집된 시기에 오
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은 프랑스 혁명이 자국에 끼칠 
영향을 두려워하여 프랑스를 압박하였다. 

7. [출제의도] 오스만 제국의 특징을 이해한다. 
오스만 제국은 주로 발칸반도의 크리스트교도를 개종
시켜 이들을 중심으로 술탄의 친위 부대인 예니체리
를 조직하였다. 오스만 제국은 메흐메트 2세 때 콘스
탄티노폴리스를 점령하였다. 

8. [출제의도] 알렉산드로스의 활동을 파악한다. 
필리포스 2세를 계승하여 마케도니아의 왕위에 오른 
알렉산드로스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정복하
고 페르시아의 전제 군주제를 도입하였다.
[오답풀이]  콘스탄티누스 황제,  클레이스테네
스,  옥타비아누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등에 
해당한다. 

9. [출제의도] 안 사의 난이 끼친 영향을 파악한다. 
안 사의 난 이후에 당의 조세 제도는 조 용 조에
서 양세법으로 바뀌었다. 

10. [출제의도] 청 대의 경제 상황을 이해한다. 
청은 건륭제 때 몽골, 신장 등을 정복하여 오늘날 중
국 영토의 대부분을 확보하였다. 청 대에는 상공업이 
발달하였고, 조세 제도로 지정은제가 실시되었다.
[오답풀이] ,  당,  한,  송 대의 경제 상황
에 해당한다. 

11. [출제의도] 굽타 왕조의 특징을 파악한다. 
굽타 왕조 시대에는 라마야나 , 샤쿤탈라 와 같
은 산스크리트 문학이 발달하였다. 

12. [출제의도] 근대 과학의 발전을 이해한다.  
코페르니쿠스는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 를 저술하여 
지동설을 제기하였다. 그의 이론은 케플러, 갈릴레이 
등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13. [출제의도] 프랑스의 제국주의 정책을 파악한다. 
프랑스는 알제리에서 마다가스카르를 연결하는 횡단 
정책을 펼치며 튀니지를 비롯한 아프리카의 여러 나
라를 침탈하였다. 
[오답풀이]  미국,  포르투갈,  영국,  독일
에 해당한다. 

14. [출제의도] 이탈리아의 통일 과정을 파악한다.  
가리발디가 이끄는 의용군은 시칠리아와 이탈리아 남
부 지역을 정복한 후 사르데냐 국왕에게 점령지를 헌
납하였다. 
[오답풀이]  카보우르,  무솔리니,  나폴레옹 
등,  마키아벨리에 해당한다. 

15. [출제의도] 메이지 정부의 정책을 이해한다. 
메이지 정부는 다이묘가 통치하던 번을 폐지하고 현
을 설치하는 폐번치현을 단행하였다. 또한 이와쿠라 
사절단을 파견하였으며, 징병제를 실시하고 지조 개
정을 추진하였다.  
[오답풀이] . 도요토미 히데요시, . 에도 막부에 
해당한다. 

16. [출제의도] 태평천국 운동의 특징을 파악한다. 
홍수전은 상제회를 조직하고 만주족 지배에 반기를 
들어 태평천국의 건설을 선언하였다. 태평천국은 남
녀평등을 내세우고 토지 균등 분배 등을 담은 천조전
무 제도를 발표하였다. 
[오답풀이]  국민 혁명,  의화단 운동,  신해혁
명,  양무운동에 해당한다. 

17. [출제의도] 필리핀의 민족 운동을 이해한다. 
호세 리살과 아기날도는 에스파냐에 맞서 필리핀의 
민족 운동을 전개하였다. 
[오답풀이]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터키에 해당한다. 

18. [출제의도]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전개된 평화 구
축 노력을 파악한다. 
(가)는 1919년에 체결된 베르사유 조약, (나)는 
1928년에 조인된 켈로그 브리앙 조약이다. 제1차 
세계 대전 직후 평화 유지를 목적으로 국제 연맹이 
창설되었으나, 독일의 가입은 허용되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유럽 여러 국가들은 1925년 로카르노 조약을 
체결하여 독일의 국제 연맹 가입과 국제 분쟁의 평화
적 해결 원칙에 합의하였다. 

19. [출제의도] 유럽 연합의 성립 과정을 이해한다.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1950년대부터 점진적으로 경
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갔다. 1992년 마스트리
히트 조약으로 1993년 유럽 연합이 출범하였다. 

20. [출제의도] 문화 대혁명 시기에 일어난 사실을 파
악한다. 
대약진 운동의 실패로 정치적 입지가 약화된 마오쩌
둥은 홍위병을 앞세워 문화 대혁명을 일으켰다(1966
~ 1976).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것은 
1972년의 사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