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다음 내용이 옳으면 ○표, 틀리면 ×표를 하시오.

(1) 이성계는 요동 정벌 도중에 압록강의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려 정권을 장악하였다. (    )

(2) 태조 이성계는 고조선을 계승한다는 의미를 담아 국호를 

조선이라 하고, 도읍을 한양으로 옮겼다. (    )

(3) 두 차례 왕자의 난을 통해 집권한 세종은 6조 직계제를 시

행하면서 왕권을 강화하려 하였다. (    )

(4) 단종을 쫓아내고 왕위에 오른 세조는 집현전과 경연을 폐

지하고 종친을 등용하였다. (    )

(5) 성종은 통치 방향을 제시한“경국대전”을 완성해 반포함으

로써 유교적 법치 국가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    )

2. 다음 각 기구와 역할을 연결하시오.

(1) 의정부 • • ㉠ 국정 총괄

(2) 승정원 • • ㉡ 왕명 출납

(3) 춘추관 • • ㉢ 역사 편찬

(4) 사헌부 • • ㉣ 관리 감찰

3. 다음 글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1) (       )은 성종이 훈구 세력 견제를 위해 중용하여 중앙 

정계에 등장하였다.

(2) 중종반정 이후 중용된 (       )는  사림을 등용하기 위해 

현량과 실시를 주장하였다.

(3) 16세기 후반에 사림이 중앙 정계를 주도하면서 척신 정치 

청산과 이조 전랑의 자리를 두고 (       )과 (       )으

로 나뉘어졌다.

(4) 세종은 여진족을 정벌하고 (       )을 개척하여 오늘날과 

같은 국경선을 확정하였다.

(5) (       )은 전후 복구에 힘쓰면서, 명과 (       ) 사이에

서 중립 외교 정책을 추진하였다.

4.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시오.

(1) 병자호란 직후 조선은 청에 당한 치욕을 씻고 명에 대한 

의리를 지키자면서 추진하였다.

(2) 본래 변경의 군사 문제를 담당하던 임시 기구였으나 임진

왜란 이후 국정 전반을 담당하는 회의 기구가 되었다.

(3) 숙종 때 정국을 주도하던 붕당과 견제하던 붕당이 서로 교

체되면서 정국이 급격하게 바뀌었다.

(4) 서인과 남인은 효종의 정통성을 둘러싸고 상복 문제로 대

립하였다.

5. 다음 각 국왕과 관련된 내용을 연결하시오.

(1) 인조 • • ㉠ 규장각 강화

(2) 효종 • • ㉡ 탕평파 육성

(3) 영조 • • ㉢ 북벌론 대두

(4) 정조 • • ㉣ 친명 배금 정책

6. 다음 내용이 옳으면 ○표, 틀리면 ×표를 하시오.

(1) 세조는 신진 관료에게 지급할 토지가 부족해지자 과전법을 

실시하였다. (    )

(2) 세종은 전분6등과 연분9등법을 시행하여 풍흉에 따라 전세

액을 조정하였다. (    )

(3) 영정법이 실시되면서 공납의 전세화가 진행되고 공인이 활

동하였다. (    )

(4) 균역법은 농민들의 군포 부담을 1년에 1필로 줄여준 것이

었다. (     )

(5) 15세기 후반 장시가 처음 등장하였으며, 16세기 중반 전국

으로 확대되었다. (    )

(6) 조선 후기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민영 수공업이 쇠

퇴하고 관영 수공업이 발달하였다. (    )

7.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시오.

(1) 넓은 의미로는 양반과 상민의 중간 신분을 뜻하며, 좁은 의

미로는 기술관만을 지칭한다.

(2) 조선 후기에 사용된 합법적인 신분 상승 방법으로 국가에 

재산을 납부하면 명예직의 관직을 인정하던 문서이다.

(3) 16세기 사림에 의해 설치되기 시작하였으며, 선현에 대한 

제사와 교육을 담당하였다.

(4) 조선에서 운영하던 빈민 구제 제도로 춘궁기에 곡식을 대

여하였다가 가을에 거두어들였다.

8. 다음 글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1) 세종 때 한양을 기준으로 천체 운동을 정확하게 계산한   

(       )이 편찬되었다.

(2) (       )은“주자서절요”와“성학십도”등을 저술하여 주

자의 학설을 조선의 현실에 맞게 체계화하였다.

(3) 정약용은 일종의 공동 농장 제도인 (       )을 제시하여 

공동 소유, 공동 경작을 주장하였다.

(4) 이익의 제자인 안정복은 (       )에서 민족사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고증 사학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Ⅲ. 조선 유교 사회의 성립과 변화
개념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