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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제의도] 이집트 문명 파악하기
자료는 고대 이집트 문명의 피라미드에 대한 것이다. 
①은 페니키아, ②는 인더스 문명, ③, ⑤는 메소포타
미아 문명에 대한 탐구 주제로 적절하다.

2. [출제의도] 루이 14세의 업적 파악하기
자료의 국왕은 프랑스의 루이 14세이다. ①은 러시아
의 알렉산드르 2세, ②는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 ③은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④는 에스파냐의 펠리페 2세
에 대한 설명이다.

3. [출제의도] 중세 장원의 생활 이해하기
자료는 중세 서유럽의 장원을 배경으로 한 기획서이
다. 중세 봉건 영주는 자신의 장원에서 독자적인 과세
권과 재판권을 가지고 있었다.

4. [출제의도]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통치 이해하기
자료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통치 방법에 대
한 것이다. 키루스 원통의 내용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관용 정책을 잘 보여준다. ①은 로마, ②
는 아테네, ③은 페니키아, ⑤는 아시리아에 대한 설
명이다.

5. [출제의도] 무굴 제국의 문화 이해하기
그림은 무굴 제국의 악바르 대제에 대한 것이다. 악바
르 대제는 비이슬람 교도에게 부과하던 지즈야를 폐지
하는 등 종교적인 관용 정책을 펼쳤다. ①은 마우리아 
왕조, ③은 굽타 왕조, ④는 기원전 7세기 경, ⑤는 
쿠샨 왕조의 문화에 대한 설명이다.

6. [출제의도]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 배경 파악하기
자료는 포에니 전쟁 이후 자영농을 육성하기 위해 그
라쿠스 형제가 추진한 개혁의 내용이다. ①, ②, ③, 
④는 로마 제정 시기에 있었던 사실이다.

7. [출제의도] 비잔티움 제국과 오스만 제국의 문화 비교
하기
자료의 (가)는 성 소피아 성당을 축조한 비잔티움 
제국, (나)는 술탄 아흐메드 사원을 축조한 오스만 
제국이다. ③은 인도의 굽타 왕조의 문화에 대한 설
명이다.

8. [출제의도] 사막길 파악하기
자료는 사막길에 대한 것이다. ㄱ은 바닷길, ㄹ은 초
원길에 대한 설명이다. 

9. [출제의도] 프랑스 혁명의 과정 파악하기
자료의 (가)는 1789년 국민 의회가 봉건적 특권의 폐
지를 선포하는 장면을, (나)는 1794년 테르미도르의 
반동을 묘사한 그림이다. 프랑스 혁명이 진행되는 과
정에서 국민 의회, 입법 의회, 국민 공회, 총재 정부, 
통령 정부가 차례로 등장하였다.

10. [출제의도] 세계 주요 문화권의 특징 이해하기
지도는 8세기 경 주요 문화권을 표시한 것이다. 지도
의 (가)는 크리스트교 문화권, (나)는 이슬람 문화
권, (다)는 힌두 문화권, (라)는 유교ㆍ불교 문화권
이다. ①은 힌두 문화권에 대한 설명이다.

11. [출제의도] 알프스 이북 르네상스의 특징 파악하기
자료는 에라스뮈스와 토머스 모어의 대화이다. 16세기 
북유럽의 르네상스는 사회 비판적 성격이 강했으며, 
자국어를 사용한 국민 문학이 발달하였다. ①, ②는 
18세기, ③은 19세기, ④는 헬레니즘 시대의 문화에 
대한 설명이다.

12. [출제의도] 십자군 전쟁 파악하기
자료는 4차 십자군 전쟁에 대한 것이다. 4차 십자군 
전쟁은 베네치아 상인들이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상권
을 장악하기 위해 십자군 원정대를 조종하여 일어난 
것이다. ㄱ은 백년 전쟁, ㄹ은 신항로 개척에 대한 설
명이다.

13. [출제의도] 송의 경제 상황 이해하기
자료는 송 시기에 대한 것이다. ①은 원, ②는 명, ④는 
당, ⑤는 명ㆍ청 대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이다. 

14. [출제의도] 한의 문화 이해하기
자료는 한의 문화를 정리한 것이다. ②는 명, ③은 
진, ④는 송, ⑤는 청대 유행한 사상에 대한 것이다.

15. [출제의도] 명ㆍ청 시대의 신사층 파악하기
자료는 명ㆍ청 시대의 신사층에 대한 설명이다. ②는 
위ㆍ진 남북조 시대의 호족, ③은 당말 오대 10국 시
기의 신흥 지주층, ④는 한의 호족, ⑤는 주의 제후
에 대한 설명이다.

16. [출제의도] 안ㆍ사의 난 이후 당의 변화 이해하기
그림은 안ㆍ사의 난 이후의 제도적 변화상에 대한 모
둠 학습 장면이다. 안ㆍ사의 난 이후 모병제가 확대
되고 양세법이 실시되었다. 균전제는 안ㆍ사의 난 이
후 붕괴되었으며, 군국제는 한의 고조가 실시한 제도
이다. 

17. [출제의도] 일본 에도 막부 시대의 문화 이해하기
자료는 에도 막부 시대 조선 통신사에 대한 것이다. 
①, ②는 나라 시대, ④는 헤이안 시대, ⑤는 아스카 
의 문화에 대한 설명이다. 

18. [출제의도] 산업 혁명의 영향 파악하기
18세기 후반 영국에서는 기계의 발명을 바탕으로 면
직물 분야에서부터 산업 혁명이 시작되었다. ①, ⑤는 
신항로 개척 이후의 사실이며, ②의 1차 인클로저 운
동은 16세기에 전개되었다. 

19. [출제의도] 명의 영락제 업적 파악하기
그림의 황제는 명의 영락제이다. ①은 진의 시황제, 
②는 송의 신종, ③은 송의 태조에 대한 설명이다. 
④의 지정은제는 청의 옹정제 때 전국적으로 실시되
었다.

20. [출제의도] 몽골 제국 파악하기
자료는 카르피니의 몽골 방문을 소재로 작성한 가상
일기이다. ㄴ, ㄹ은 금(여진)에 대한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