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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 다음은 우리 역사상 존재한 나라에 관한 기록이다.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큰 산과 깊은 골짜기가 많고 평원과 연못이 없어서 계곡을 따라

살며, 골짜기 물을 식수로 마셨다. 좋은 밭이 없어서 힘들여

일구어도 배를 채우기는 부족하였다. …(중략)… 백성들은 노래

하며 유희를 즐긴다. 큰 창고는 없고 집집마다 조그만 창고가

있는데 이름을 부경이라 한다.

-삼국지 위지 동이전-

①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같이 사는 혼인제도의 풍습이 있었다.

② 다른 부족의 생활권을 침범하면 책화라고 하여 노비와 소, 말로

변상하게 하였다.

③ 왕 아래에 상가, 고추가 등의 대가들이 있었으며, 각자 자체적

으로 관리를 두었다.

④ 3세기 중엽에 중국 세력의 침략을 받아 수도가 함락되기도 했다.

문 2. 다음 ( ㉠ )에 관련된 단체의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원년(1919)에 정부가 공포한 군사

조직법에 의거하여 … ( ㉠ )을/를 조직하고 … 공동의 적인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타도하기 위해 연합군의 일원으로 항전을 계속한다.

… 우리 민족의 확고한 독립정신은 불명예스러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무자비한 압박자에 대한 영웅적 항쟁을 계속하여

왔다. … 이때 우리는 큰 희망을 갖고 우리 조국의 독립을 위해

우리의 전투력을 강화할 시기가 왔다고 확신한다. … 우리들은

한·중 연합 전선에서 우리 스스로의 부단한 투쟁을 감행하여

동아시아를 비롯한 아시아 민중들의 자유와 평등을 쟁취할 것을

약속하는 바이다.

① 조선 의용대 병력을 일부 흡수하여 조직을 강화하였다.

② 양세봉의 지휘 하에 중국군과 연합 작전을 전개하였다.

③ 중국 호로군과 연합하여 동경성 전투에서 일본군을 무찔렀다.

④ 조국 광복회 국내 조직의 도움을 받아국내진입 작전을 시도하였다.

문 3. <보기>에서 고려시대의 정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6조는 왕권에 따라 실무처리 권한이 강화되기도 하였다.

ㄴ. 식목도감은 대내적인 법령 문제를 다루는 재추의 회의기관이었다.

ㄷ. 지방관이 파견된 주현보다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더 많았다.

ㄹ. 면리제를 실시하여 촌락주민에 대한 지배를 원활히 하고자 하였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ㄹ

문 4. 조선시대 혼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선 중기까지도 혼인 후에 남자가 여자 집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있었다.

② 혼인형태는 일부일처를 기본으로 하였지만 남자들은 첩을 들일 수

있었다.

③ 17세기 이후에는 혼인하여 곧바로 남자 집에서 생활하는 친영제도가

정착되었다.

④ 여성의 재가가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졌고, 그 소생자식의 사회적

진출에도 차별을 두지 않았다.

문 5. <보기>는 우리나라 사람들과 접촉한 인물들이다. 그 시기가 빠른

순으로 배열된 것은?

<보기>

ㄱ. 묄렌도르프(Möllendorff) ㄴ. 하멜(Hamel)

ㄷ. 오페르트(Oppert) ㄹ. 웰테브레(Weltevree)

① ㄴ-ㄹ-ㄷ-ㄱ ② ㄴ-ㄹ-ㄱ-ㄷ
③ ㄹ-ㄴ-ㄷ-ㄱ ④ ㄹ-ㄴ-ㄱ-ㄷ

문 6. 다음 ( ㉠ )에 들어갈 인물과 관련이 없는 것은?

각국과 더불어 통상한 이래 안팎의 관계와 교섭이 날로 늘어나고,

따라서 관청과 상인들이 주고받는 통신이 많아지게 되었다. …

(중략)… 우정총국(郵征總局)을 설립하여 연해의 각 항구에서

왕래하는 서신을 관장하고, 내지(內地)의 우편(郵便)도 또한

마땅히 점차 확장하여 공사(公私)의 이익을 거두도록 하라. 병조

참판 ( ㉠ )을 우정총판(郵征總辦)으로 뽑고, 그로 하여금 우정

총국의 장정(章程)의 마련과 임원의 선정을 보고하여 시행하도록

할 것을 통리군국사무아문(統理軍國事務衙門)과 통리교섭통상

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에 분부한다.

-일성록, 고종 21년 3월 27일(양력 4월 22일)-

① 갑신정변 ② 조사시찰단

③ 보빙사 ④ 아관파천

문 7. <보기>에서 고려시대의 농민생활과 사회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불교의 신앙조직인 향도가 후기부터 향촌공동체의 성격이 강한

농민조직으로 발전해 갔다.

ㄴ. 양인의 대다수는 농민으로서 백정(白丁)이라고 불렸으며, o

이들에게는 조세·공납·역이 부과되었다.

ㄷ. 평시에 곡물을 비치하였다가 흉년에 빈민을 구제하는 사창제도가

실시되었다.

ㄹ. 농민들은 토지에 대한 세금으로 1결당 최고 20두에서 최하

4두를 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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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8. 다음 제시어와 관련 있는 신라 승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진골 귀족 ◦중국 유학

◦양산 통도사 ◦황룡사 9층 목탑

① 해동화엄종을 창설하고 대중들에게 관음신앙을 전파하였다.

② 대국통이 되어 승정 기구를 정비하고 불교 교단을 총관하였다.

③ 당나라 승려 현장의 제자가 되어 유식학 발전에 기여하였다.

④ 많은 저술을 통해 불교계의 사상적 대립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문 9. 조선 후기 향촌사회의 질서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새로운 세력인 부농층은 관권과 결탁하여 성장 기반을 굳건히

하면서 향안에 이름을 올리기도 하였다.

② 향촌사회에서 중앙의 관권이 강화되고 아울러 관권을 맡아보고
있던 향리의 역할이 커졌다.

③ 양반층은 향촌을 교화하고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향약․향
사례․향음주례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④ 양반의 이익을 대변하던 향회는 주로 수령이 세금을 부과할 때
물어보는 자문기구로 구실이 변하였다.

문 10. 다음 내용에 관련된 인물과 그 주장으로 옳은 것은?

위정척사는 정조 이래로 내려온 조정의 기본 정책으로서 아직도

그 의리가 빛나고 있는데, 고종의 친정 이래로 일본과 서양의

똑같은 해를 모르고 일본과의 통상을 주장해 온 결과 사설(邪說)과

이의(異議)가 횡행하여 조선의 사태가 위급하기 비길 데가 없습니다.

양물(洋物)과 야소(耶蘇)라는 사교의 위세로 공맹(孔孟)의 큰 도는

날로 사라지게 되어 가정에는 윤리가 깨지고 사람에게 예의가

허물어져 그 결과 종묘사직이 무너질 위기에 있습니다. 국왕은

더욱 위정척사의 대의를 밝혀 주화매국(主和賣國)하려는 신료들을

처단해야 합니다.

① 이항로는 양이(攘夷)와 침범이 국가 존망의 위기를 조성한다고 주장

하면서 양물을 배척하고 통상을 반대하였다.

② 홍재학은 조선책략이 유포되자 정부의 개화정책을 비판하는

만언소(萬言疏)를 올렸다.

③ 최익현은 일본과의 통상에 반대하여 오불가소(五不可疏)를 올렸다.

④ 기정진은 서양의 경제적 침략에 대한 대비책과 국력배양을 위한

내수론을 제시하였다.

문 11. 다음은 신라에서 최초로 우역이 설치된 기록이다. 그 시대적 상황

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비로소 사방에 우역(郵驛)을 두고 맡은 관청에 명하여 관도(官道)를

수리하게 하였다.

-삼국사기-

① 왕위의 부자상속제 확립

② 활발한 정복사업의 전개

③ 수도의 방리(坊里) 명칭 제정

④ 수도에 시장 설치

문 12. 다음의 서술내용과 저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명왕의 일은 변화가 신비스러운 것으로 여러 사람의 눈을 현혹한

것이 아니고 실로 나라를 창시한 신기한 사적이다. 이것을 기술하지

않으면 후인들이 장차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므로 시를 지어

기록하여 우리나라가 본래 성인(聖人)의 나라라는 것을 천하

에 알리고자 하는 것이다.

① 동명왕을 천제의 손자로 인식하고 영웅으로 드높였다.

② 신라의 계승의식과 유교적 합리주의를 표방하였다.

③ 고려의 문화적 우위성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있었다.

④ 저자는 최충과 더불어 해동의 공자라고 자부하였다.

문 13. 한국의 독립과 관련된 회담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모스크바 삼상회의(三相會議)에서 임시정부 수립과 신탁통치안을

결의하였다.

② 카이로 회담에서 미·영·중의 수뇌들은 적당한 절차를 거쳐 한국을

독립시킬 것을 처음으로 결의하였다.

③ 포츠담 회담에서 일본은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청구권을

포기하였다.

④ 제 2차 미·소공동위원회에서 한국의 신탁통치문제를 협의하였으나

결렬되고 말았다.

문 14. 고려시대 금속활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고종대에 고금상정예문이 금속활자로 간행되었다.

② 고종대에 해인사의 재조대장경이 금속활자로 간행되었다.

③ 인종대에 만들어진 금속활자가 전해지고 있다.

④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의 저자는 나옹화상이다.

문 15. 근대 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885년 서울과 인천사이에 전신선이 가설되었다.

② 1887년 경복궁에 처음으로 전등이 점등되었다.

③ 1899년 서대문에서 청량리까지 처음으로 전차가 운행되었다.

④ 1910년 서울에서 초량까지 경부선 철도가 개설되었다.

문 16. 조선시대 통신수단 중 파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봉수제가 유명무실해지면서 등장한 통신수단으로 임진왜란 이후

간헐적으로 시행되었다.

② 말을 사용하여 신속하게 전달하는 기발(騎撥)과 사람의 도보에

의한 보발(步撥)이 있었다.

③ 한양을 중심으로 서발, 북발, 남발 등 3개의 간선망과 그 사이에

보조 노선이 있었다.

④ 파발이 교대하는 참(站)은 대개 보발은 50리마다, 기발은 100리마다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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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7. 다음 ( ㉠ )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릇 우리 대한인은 내외를 막론하고 통일 연합으로써 그 진로를

정하고 독립 자유로써 그 목적을 세움이니, 이것이 ( ㉠ )이/가

원하는 바이며, ( ㉠ )이/가 품어 생각하는 소이이니, 간단히

말하면 오직 신정신을 불러 깨우쳐서 신단체를 조직한 후에

신국을 건설할 뿐이다.

① 국내를 중심으로 무장투쟁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② 교과서와 서적 출판보급을 위해 태극서관을 설립하였다.

③ 민족자본육성을 위해 평양에 자기회사를 운영하였다.

④ 정주에 오산학교 등을 세워 민족교육을 실시하였다.

문 18. 다음의 밑줄 친 내용과 가장 가까운 역사의식을 지닌 책은?

부여씨와 고씨가 망한 다음에 김씨의 신라가 남에 있고 대씨의

발해가 북에 있으니 이것이 남북국이다. 여기에는 마땅히 남북국의

역사가 있어야 할 터인데 고려가 편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① 동국통감 ② 동국사략

③ 대동지지 ④ 신증동국여지승람

문 19. 한자성어와 내포적 의미가 올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① 行百里者 半於九十 - 일을 할 때 시작의 중요성

② 往者不諫 來者可追 - 미래의 일에 충실할 필요성

③ 江南種橘 江北爲枳 - 인생에서 성장 환경의 중요성

④ 己所不欲 勿施於人 -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할 필요성

문 20. 밑줄 친 한자의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요즈음 歷史에 대한 一般人의 ㉠關心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것을 ㉡反映이라도 하듯 과거 ㉢激動時代의 역사적 事件이나

그 시대를 살아간 人物을 素材로 갖가지 영상들이 만들어지고

小說로 쓰여지고 있다. 이들 作品이 傳達하려는 메시지는 긍정적이든

㉣不正的이든 現實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意味를 던지고 있다.

① ㉠ ② ㉡

③ ㉢ ④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