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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01

동아시아 선사 문화의 전개 ~

국가의 성립과 발전

② 동아시아사는 한국, 중국, 일본 등의 역사를 종합적이고 체계
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③ 동아시아사 학습을 통해 통합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동아

닮은꼴 문제

1

| 본문 14~15쪽 |

기를 수 있다.
⑤ 동아시아사를 학습함으로써 역사 전개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

허무두 문화의 이해

정답 해설 | 허무두 문화에서는 벼농사가 실시되고 돼지 그림 토기

가 제작되었다.
정답 찾기

정답

①

① 벼농사 실시, 돼지 그림 토기 제작을 특징으로 하는

허무두 문화는 창장강 하류 유역에서 발달하였다.
오답 피하기

② 황허강 하류 유역의 다원커우 문화에서는 백도,

요소를 탐구하고, 이를 해소하여 상호 발전을 모색하는 자세를 가
질 수 있다.

02

주 왕조의 특징 이해

문제 분석

상을 멸망시키고 호경을 도읍으로 삼았다는 것을 통해

(가) 왕조가 주임을 알 수 있다.

흑도 등이 제작되었다.

정답 찾기

③ 랴오허강 유역의 훙산 문화에서는 훙산 토기가 제작되었다.
④ 한반도의 신석기 문화를 대표하는 유물은 빗살무늬 토기이다.
⑤ 일본의 조몬 문화에서는 조몬 토기, 토우 등이 제작되었다.

2

시아 역사를 파악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는 안목을

⑤ 상을 무너뜨린 주는 혈연에 기초한 종법적 봉건제

를 실시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 진은 흉노의 침입에 대비하여 만리장성을 축조하

였다.
진시황제의 정책 파악

② 고조선은 8조의 법을 제정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하였다.

정답 해설 | 진시황제는 전국 시대를 통일한 후 ‘황제’ 칭호를 처음

으로 사용하였다.
정답 찾기

정답

①

③ 흉노는 최고 통치자 선우 아래 좌현왕과 우현왕을 두었다.
④ 한 무제는 오랜 전쟁 끝에 흉노를 고비 사막 이북으로 몰아냈다.

① 진시황제는 흉노를 북방으로 몰아내고 만리장성을

03

축조하였다.
오답 피하기

② 후한 광무제 때 왜의 노국왕이 조공하고 ‘한위노

진시황제의 활동 이해

문제 분석

한·조·위·초·연·제를 멸망시켜 전국 시대를 통일

국왕’이라고 새겨진 금인을 받았다.

하고, 그 이후에는 도로를 건설하고 전국을 순행했다는 것을 통해

③ 한 무제는 대외 원정에 나서 남비엣과 고조선을 멸망시켰다.

밑줄 친 ‘이 황제’가 진시황제임을 알 수 있다.

④ 왜의 히미코 여왕은 위에 조공하여 친위왜왕으로 책봉되었다.
⑤ 고조선의 위만은 준왕을 몰아내고 집권하였다.

정답 찾기

③ 진시황제는 분서갱유를 단행하여 사상을 통제하고

자 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 외척이었던 왕망은 한을 멸망시킨 후 신을 세웠다.

② 한 무제는 흉노와의 연결을 차단하기 위해 고조선을 침공하여
멸망시켰다.
수능

기본 문제

01 ④

02 ⑤

본문 16쪽

03 ③

04 ⑤

④ 한 초기 중국에서 고조선으로 이주해 온 위만은 준왕을 몰아내
고 집권하였다.
⑤ 흉노의 묵특 선우는 평성 백등산 전투에서 한 고조의 군대를
포위하여 승리를 거두었다.

01

동아시아사 과목의 이해

문제 분석

교사가 동아시아 학습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다는 점

에서 (가)에는 동아시아사의 성격, 의미 등이 들어가야 함을 알 수
④ 동아시아사는 다른 나라의 역사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답 피하기

장건의 활동 파악

문제 분석

대월지로 가기 위해 흉노의 영역을 통과하고자 한 점,

남월이 존재하던 시기라는 점 등을 통해 (가) 인물이 장건임을 알

있다.
정답 찾기

04

① 동아시아사는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를 증진

하고, 나아가 지역의 공동 발전과 평화를 추구하는 안목과 자세를
기르기 위한 과목이다.

수 있다.
정답 찾기

⑤ 한 무제는 흉노와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대월지와

동맹을 체결하기 위해 장건을 파견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 한 고조는 봉건제와 군현제를 절충한 군국제를 마

련하였다.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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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② 야마타이국을 다스린 히미코 여왕은 위에 조공하고 친위왜왕
으로 책봉되었다.

정답 찾기

③ 상을 무너뜨린 주는 혈연에 기초한 봉건제를 운영

하였다.

③ 흉노의 묵특 선우는 동호를 정복하고 월지를 중앙아시아 방면

오답 피하기

① 진의 시황제는 흉노를 몰아내고 만리장성을 쌓았다.

으로 내쫓았다.

② 후한의 광무제는 왜의 노국왕에게 금인(금 도장)을 보냈다.

④ 진시황제는 전국 시대를 통일한 후 도량형, 화폐, 문자를 통일

④ 흉노는 최고 지배자 선우 아래 좌현왕과 우현왕을 두었다.

하였다.

⑤ 위만의 집권 이후 고조선은 한과 한반도 남부 지역 간의 중계
무역으로 번영하였다.

수능

실전 문제

1④
5①

2②
6④

본문 17~19쪽

3③

4④

4 진 왕조의 특징 이해
문제 분석

상앙을 등용하여 부강해졌고 이사의 건의를 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 (가) 국가는 진(秦)임을 알 수 있다.
정답 찾기

④ 진은 상앙, 이사 등이 제시한 법가 사상을 토대로

부국강병을 이루어 전국 시대를 통일하였다.

1

훙산 문화의 이해

문제 분석

랴오허강 유역에서 발달한 신석기 문화이고 훙산 토기

가 제시된 것을 통해 (가)에는 훙산 문화의 유물이 들어가야 함을
알 수 있다.
정답 찾기
오답 피하기

④ 훙산 문화를 대표하는 여신의 얼굴상이다.
① 황허강 중류 유역에서 발달한 양사오 문화의 채도

이다.
② 일본 열도에서 제작된 조몬 토기로, 표면에 새끼줄 무늬가 새
겨져 있다.
③ 창장강 하류 유역에서 발달한 허무두 문화의 돼지 그림 토기

오답 피하기

① 황허강 유역에서 발달한 상은 수도 유적인 은허를

남겼다.
② 주 왕실이 이민족의 침입을 받아 낙읍(뤄양)으로 수도를 옮긴
이후 제, 진(晉), 초, 오, 월의 춘추 5패가 정국을 주도하였다.
③ 고조선은 8조의 법을 마련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하였다.
⑤ 야마타이국의 히미코 여왕은 위에 조공하고 친위왜왕으로 책
봉되었다.

5

한 무제의 활동 파악

문제 분석

고조 때부터 시작된 흉노와의 화친을 깨고 전면전을

이다.

시작했다는 점을 통해 밑줄 친 ‘황제’는 한 무제임을 알 수 있다.

⑤ 상 왕조에서 제작한 갑골문으로, 전쟁, 농사 및 제사 등에 대한

한 무제는 오랫동안 전쟁을 벌여 흉노를 고비 사막 이북으로 몰아

점괘를 기록한 것이다.

내고, 한반도·중국 남부 방면으로도 세력을 확장하였다.

2

을 공격하여 멸망시켰다.

정답 찾기

얼리터우 문화의 이해

문제 분석

하 왕조와 관련된 유적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궁전 유

적을 통해 (가) 문화가 얼리터우 문화임을 알 수 있다.
정답 찾기

② 사슴돌과 판석묘는 몽골 초원 지대의 청동기 문화

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이다.
오답 피하기

① 얼리터우 유적에서는 세 발 달린 청동 술잔이 발

오답 피하기

① 한 무제는 흉노와의 연결을 차단하기 위해 고조선
② 한 고조는 군현제와 봉건제를 절충한 군국제를 마

련하였다.
③ 진시황제는 사상을 통제하고자 분서갱유를 단행하였다.
④ 흉노의 묵특 선우는 동호를 정복하고 월지를 중앙아시아 방면
으로 축출하였다.

견되었다.

⑤ 신이 멸망한 이후 광무제는 호족의 지원을 토대로 후한을 건국

③ 룽산 문화는 기원전 2000년 무렵 얼리터우 문화로 발전하였다.

하였다.

④ 얼리터우 문화는 황허강 중류 유역에서 발전하였다.
⑤ 황허강 중류 유역에서는 밭농사가 주로 행해졌다.

6 진한 교체기의 이해

3 주 왕조의 이해

3세기(기원전 210), (나)는 위만이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된 것을

문제 분석

견융의 침입을 받았고 수도가 호경이었다는 것을 통해

밑줄 친 ‘이 왕조’는 주임을 알 수 있다. 견융의 침입을 받은 주는
수도를 호경에서 낙읍(뤄양)으로 옮겼다.

4

문제 분석

(가)는 진시황제가 사망한 것을 통해 진 말기인 기원전

통해 한 초기인 기원전 2세기(기원전 194)의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정답 찾기

④ 한 고조 유방은 진이 멸망한 후인 기원전 202년 항

우를 몰아내고 전국을 통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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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 피하기

① 한 무제는 기원전 111년 남비엣(남월)을 멸망시키

오답 피하기

① 흉노의 묵특 선우는 평성 백등산 전투에서 한 고

고 9군을 설치하였다.

조의 군대를 격파하였다. 이후 한은 흉노에 비단 등의 물자를 제

② 한 무제는 기원전 139년 대월지와 동맹을 체결하기 위해 장건

공하여 평화를 유지하였다.

을 파견하였다.

② 랴오허강 유역에서 발달한 훙산 문화에서는 훙산 토기, 여신의

③ 한의 외척 왕망은 1세기 초 신을 건국하고 토지 국유화 등 급진

얼굴상, 용 모양의 옥기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적 개혁을 추진하였다.

④ 진의 왕은 전국 시대를 통일한 후 최초로 ‘황제’ 칭호를 사용하

⑤ 3세기 초 일본 열도에서는 히미코 여왕이 다스리는 야마타이

였다.

국을 중심으로 연맹체가 형성되었다.

⑤ 일본 열도에서는 3세기 초 히미코 여왕이 다스리는 야마타이
국을 중심으로 여러 소국이 연맹체를 형성하였다.

Ⅰ단원 실력 플러스
01 ③

02 ⑤

본문 20~21쪽

03 ③

04 ②

04

진 왕조의 이해

문제 분석

진승의 난을 틈타 항우가 거병하였다는 것을 통해 (가)

왕조는 진임을 알 수 있다. 진이 멸망한 후 유방과 항우가 대립하
였고, 그 결과 유방이 세운 한이 전국을 재통일하였다.

01

구석기 시대의 파악

문제 분석

저우커우뎬 유적에서 베이징인의 화석이 발견되었다

고 한 것을 통해 (가) 시대는 구석기 시대임을 알 수 있다. 저우커
우뎬 유적의 베이징인은 구석기 시대의 인류 화석이다.
정답 찾기

③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 거주

하였다.
오답 피하기

정답 찾기
오답 피하기

② 진은 흉노를 몰아내고 만리장성을 축조하였다.
① 한 무제는 남비엣과 고조선을 차례로 멸망시키고

영역을 확대하였다.
③ 흉노는 최고 지배자 선우 아래 좌현왕과 우현왕을 두어 각기
좌방과 우방을 다스리도록 하였다.
④ 신을 건국한 왕망은 토지 국유화, 노비 매매 금지 등의 급진적
개혁을 추진하였다.

① 사슴돌과 판석묘는 몽골 초원의 청동기 문화에 해

당한다.

⑤ 주는 견융의 침입을 받아 수도를 호경에서 낙읍(뤄양)으로 옮
겼다.

② 철기 시대에는 철제 농기구가 보급되어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
었다.
④ 중국의 상과 주 왕조는 청동 솥을 만들어 제사에 이용하였다.
⑤ 청동기 시대에는 수확용 도구로 반달 돌칼이 사용되었다.

02

동아시아의 신석기 문화 이해

문제 분석

자료에 나타난 토기에 돼지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으

로 보아 허무두 문화의 돼지 그림 토기임을 알 수 있다.
정답 찾기

⑤ 창장강 하류 유역에서 발전한 허무두 문화에서는

돼지 그림 토기가 제작되었다.
오답 피하기

① 채도를 남긴 양사오 문화, ② 훙산 토기, 여신의 얼

굴상, 용 모양 옥기를 남긴 훙산 문화, ③ 빗살무늬 토기를 남긴 한
반도의 신석기 문화, ④ 조몬 토기를 남긴 조몬 문화에 해당한다.

03

주의 봉건제 이해

문제 분석

봉토와 백성 등을 나누어 주고 왕실의 명을 받들도록

했다는 것을 통해 주의 봉건제에 관한 자료임을 알 수 있다.
정답 찾기

③ 주는 혈연에 기초한 봉건제를 운영하였다. 그러나

후대로 갈수록 왕과 제후의 혈연관계가 멀어지면서, 왕의 권위는
점차 약화되었다.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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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02

오답 피하기

인구 이동과 정치 · 사회 변동

① 한 초기 중국에서 고조선으로 이주해 온 위만은

준왕을 몰아내고 집권하였다. 위만의 집권 이후 고조선은 한과 한
반도 남부 지역 간의 중계 무역으로 번영하였다.

닮은꼴 문제

1

| 본문 27~28쪽 |

하여 사상을 통제하려 하였다.
③ 전국 7웅인 한, 위, 조, 제, 초, 연, 진은 통일의 주도권을 놓고

도왜인의 활동 이해

정답 해설 |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도왜인은 야마토 정권의

성립과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 
정답 찾기

정답

①

① 도왜인은 새로운 토기 제조법, 옷감 짜는 법, 유학,

불교 등의 선진 문물을 전해 주었다.
오답 피하기

② 진시황제는 도량형과 화폐, 문자를 통일하고, 분서갱유를 단행

② 흉노의 묵특 선우는 백등산 전투에서 한 고조에 승

리를 거두었고, 이후 한은 흉노에 공물을 보내 평화를 유지하였다.
③ 한 고조는 주의 봉건제와 진의 군현제를 절충하여 군국제를 마

치열하게 경쟁하였다.
④ 야요이 문화는 기원전 3세기경부터 일본 열도에서 발달하였다.

02

도왜인의 활동 파악

문제 분석

스에키, 호류사 5층 목탑 등의 전시 사진을 통해 (가)

에는 도왜인의 활동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야 함을 알 수 있다.
정답 찾기

① 한반도에서 일본 열도로 이주한 도왜인은 토기와

련하였다.

철기 제작 기술, 건축 기술, 유학과 불교 등을 전하여 야마토 정권

④ 왕망은 신을 건국한 후, 노비 매매 금지와 토지 국유화 등의 개

의 성립과 발전에 기여하였다.

혁을 추진하였다.

오답 피하기

② 수는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에 걸쳐 여러 차례 고

⑤ 흉노는 선우 아래 좌현왕과 우현왕 등을 두어 제국을 통치하

구려를 침입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였다.

였다.

③ 주 왕조는 혈연에 기초한 봉건제를 운영하였다.

2

④ 강남 지방에서는 동진이 멸망한 후 송·제·양·진의 한족 왕
북위 왕조의 이해

조가 세워졌다. 화북 지역에서는 선비족이 세운 북위가 5호 16국

정답 해설 | 북위는 선비족에 의해 건국되었다. 북위 효문제는 뤄

양으로 천도하고 한화 정책을 실시하였다.
정답 찾기

정답

④

④ 5세기 전반 북위는 화북 지역에 5호가 세운 여러 나

이 시기를 남북조 시대라 부른다.
⑤ 신석기 시대 황허강 중류 유역에서는 채도를 사용하는 양사오
문화가 발달하였다.

라를 통일하였다.
오답 피하기

시대를 통일하였고, 이후 동위와 서위, 북제와 북주로 이어졌다.

① 한은 무제 때 고조선을 멸망시켰다.

② 진의 시황제는 분서갱유를 단행하여 사상을 통일하려 하였다.
③ 3세기경 일본 열도에서는 30여 개의 소국이 히미코 여왕의 야

03

당 왕조의 이해

문제 분석

지도에서 중국에 장안을 수도로 한 통일 왕조가 들어

마타이국을 중심으로 연맹체를 형성하였다.

서 있고, 한반도에 신라가 백제를 멸망시킨 후 고구려와 대립하고

⑤ 흉노의 묵특 선우는 평성 백등산 전투에서 한 고조의 군대를

있으며,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있음을 통해 (가) 왕조는 7

격파하였다.

세기에 성립한 당임을 알 수 있다.
정답 찾기
오답 피하기

④ 당은 신라와 연합하여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① 은허는 상의 마지막 수도 유적이다.

② 일본은 7세기 초부터 9세기 말까지 견당사를 파견하여 당의
수능

01 ⑤

기본 문제
02 ①

본문 29쪽

03 ④

04 ②

문물을 수용하였다.
③ 1세기경 왜의 노국왕은 후한의 광무제에게 조공을 보내 한위
노국왕으로 책봉되었다.
⑤ 정치적 갈등으로 고구려에서 남하한 온조 집단은 한강 유역의

01

5호 16국 시대의 이해

문제 분석

진의 수도가 흉노의 침입으로 무너졌다고 한 것을 통

해 5호 16국 시대의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정답 찾기

⑤ 진이 내분으로 급속히 쇠퇴하자, 흉노, 갈, 선비,

저, 강의 5호는 4세기 초부터 화북 지방에 여러 나라를 세웠다.

6

토착 세력과 함께 백제를 건국하였다.

04

다이카 개신의 이해

문제 분석

소가씨가 제거된 을사의 변을 계기로 추진되었다는 것

을 통해 밑줄 친 ‘개혁’이 다이카 개신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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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찾기

② 다이카 개신은 당을 모방하여 군주 중심의 중앙 집

하였다.

권 체제 수립을 지향한 개혁이었다.
오답 피하기

③ 한 초기에 위만은 고조선으로 이주하여 준왕을 몰아내고 집권

① 북위의 효문제는 조정에서 선비어 사용을 금지하

④ 한 무제는 남비엣과 고조선을 차례로 멸망시켜 영역을 확대하

고, 선비족의 성을 한족의 성으로 바꾸도록 하는 등 한화 정책을

였다.

추진하였다.

⑤ 흉노의 묵특 선우는 평성 백등산 전투에서 한 고조의 군대를

③ 고조선은 8조의 법을 제정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 하였다.

격파하였고, 이후 한으로부터 막대한 양의 공물을 받았다.

④ 진은 상앙을 등용하여 법가 사상에 토대를 둔 부국강병책을 추
진하였다.
⑤ 한 고조 유방은 봉건제와 군현제를 절충한 군국제를 마련하
였다.

3 수 왕조의 이해
문제 분석

문제가 남북조를 통일하였으나 양제 때 반란으로 무너

졌다는 것을 통해 (가) 왕조는 수임을 알 수 있다. 제시된 자료는
당대 편찬된 『수서』의 일부로, 당이 수를 멸망시킨 것을 정당화하
고 있다.
정답 찾기

수능

패의 후유증 등으로 멸망하였다.

실전 문제

1⑤

2②

① 수는 남북조 시대를 통일하였으나 고구려 원정 실

본문 30~31쪽

3①

4①

오답 피하기

② 다이센 고분은 5세기경 일본 열도에서 축조된 일

본 최대 규모의 고분이다.
③ 나당 연합군은 백강 전투에서 백제 부흥군과 왜군을 상대로 승

1

리하였다.
백제의 이해

문제 분석

온조가 세운 국가로서 위례성에 도읍하였다는 것을 통

해 (가) 국가는 백제임을 알 수 있다. 백제는 고구려의 유이민과
한강 유역의 토착 세력이 함께 세운 국가로서, 한강 유역을 기반
으로 마한 세력을 통합하며 한반도 남부 지역으로 세력을 확대하
였다.
정답 찾기

⑤ 위만이 집권한 후 고조선은 한과 한반도 남부 간의 중계 무역
으로 번영하였다.

4 견당사의 이해
문제 분석

⑤ 백제는 유학, 불교 등 선진 문물을 일본에 전파하여

야마토 정권이 성장하는 데 기여하였다.
오답 피하기

④ 흉노는 최고 지배자 선우 아래 좌현왕과 우현왕 등을 두었다.

① 진시황제는 흉노를 견제하기 위해 만리장성을 축

조하였다.

일본이 당에 사절을 보내면서 양국 간의 교류가 이뤄

졌다는 것을 통해 견당사가 파견되던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정답 찾기

① 7세기 전반에서 9세기 후반 사이 일본은 견당사를

파견하여 당의 선진 문물을 수용하였다.
오답 피하기

②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한 후 당이 한반도 전역을

② 7세기 중엽 일본 열도에서는 군주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를 지

지배하려 하면서 나당 전쟁이 발발하였다. 신라는 매소성 등지에

향하는 다이카 개신이 단행되었다.

서 당군을 격파하여 대동강 이남의 지배권을 확보하였다.

③ 흉노의 묵특 선우는 동호와 월지를 공격하여 초원 지대를 통합

③ 5호는 4세기 초부터 화북 지방에 여러 나라를 세웠다. 진은 수

하였다.

도를 빼앗겼고, 강남 지방으로 이주한 한족은 동진을 세웠다.

④ 8세기 일본은 나라에 당의 장안성을 모방하여 헤이조쿄를 건

④ 한 무제는 대월지와 동맹을 체결하기 위해 장건을 파견하였다.

설하고 수도로 삼았다. 이 시기를 나라 시대라고 부른다.

장건의 파견으로 서역으로 통하는 교역로가 활성화되었다.

2

⑤ 한 고조는 봉건제와 군현제가 각기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이
북위 효문제의 활동 파악

문제 분석

를 절충한 군국제를 실시하였다.

선비족으로서 남조 중 하나인 제를 공격하려 하고 수

도를 뤄양으로 옮기기 위해 궁성 축조를 명하였다는 것을 통해 밑
줄 친 ‘폐하’는 북위 효문제임을 알 수 있다.
정답 찾기

② 북위 효문제는 조정에서 선비어 사용을 금지하는

등 한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 외척 출신 왕망은 한을 멸망시키고, 신을 건국하

였다.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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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03

이라는 점, 황제가 도장과 도장 끈을 보내 변방 밖을 진정시키면

국제 관계의 다원화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위엄과 덕을 아울러 떨칠 수 있다는 점
등을 통해 한에서 유교적 통치 이념과 화이관에 바탕을 둔 조공·

닮은꼴 문제

1

| 본문 37~38쪽 |

책봉 외교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정답 찾기

ㄴ. 조공·책봉 외교는 사절을 통해 한 등 중원 왕조와

주변국 사이에 문화적, 경제적 교류를 위한 통로로 활용되었다.

금의 이해

정답 해설 | (가) 국가는 거란(요)의 황제를 사로잡았다는 점, 고려

ㄷ. 조공·책봉 외교는 각국의 필요에 따라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

국왕이 표문을 올려 번국(藩國)을 칭하였다는 점 등을 통해 금임

하는 데 이용되기도 하였다.

을 알 수 있다. 
정답 찾기

정답

④

④ 금은 여진족, 거란족 등에게는 맹안·모극제를, 한

ㄱ. 조공·책봉 관계는 직접적인 지배나 실제적인 간

ㄹ. 금은 점령지가 확대됨에 따라 여진족, 거란족 등에게는 맹

족 등에게는 주현제를 실시하였다.
오답 피하기

오답 피하기

섭을 하지 않는 외교의 형식으로 이용되었다.

① 한 무제는 기원전 111년에 남비엣을 멸망시켰다.

② 나당 연합군은 668년에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③ 기원전 200년에 흉노의 묵특 선우는 평성의 백등산 전투에서
한 고조를 포위하였다.
⑤ 일본은 당과 조공 관계만 맺고 선진 문물 수용을 위해 견당사

안·모극제를, 한족 등에게는 주현제를 실시하는 이원적 통치 정
책을 시행하였다.

02

중국 남조와 백제의 관계 파악

문제 분석

자료에서 백제 무령왕이 사신을 파견하자 무령왕을 책

봉하는 점, 무령왕의 아들인 성왕을 책봉하는 점, 『양서』 등의 내

를 파견하였다.

용을 통해 중국 남조 중 하나인 양나라와 백제가 6세기에 조공·

2

책봉 관계를 맺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명 왕조의 이해

정답 해설 | 건국한 다음 해에 황제가 일본에 조서를 내려 왜구의

노략질을 질책했다는 점, 하지만 조서가 내려진 이후 고다이고 천
황의 아들 가네요시가 여전히 일본의 남조를 이끌던 상황에서 왜
구는 다시 산둥을 침범했다는 점 등을 통해 (가) 왕조는 1368년에
건국된 명임을 알 수 있다.
정답 찾기

정답

④

④ 명은 15세기 전반에 모두 7차례에 걸쳐 동남아시아

④ 중국의 남북조 시기에 백제는 주로 남조와 조공·

책봉 관계를 유지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 신이 멸망한 후 호족의 후원을 받은 광무제(유수)

가 1세기 전반에 후한을 건립하였다.
② 기원전 1세기에 신라가 건국되어 경주 일대를 중심으로 발전
하였다.
③ 4세기 전반에 서진이 멸망한 후 한족의 일부가 창장강 이남 지

등지로 정화의 함대를 파견하였다.
오답 피하기

정답 찾기

① 일본 열도의 야마토 정권은 전방후원분을 축조하

여 권력을 과시하였다.

역에서 동진을 세웠다.
⑤ 3세기경 일본 열도에서 야마타이국을 중심으로 연맹체가 형성
되었다.

② 북위의 효문제는 평성에서 뤄양으로 천도하였다.
③ 몽골의 칭기즈 칸 등은 천호·백호제를 토대로 대외 원정에 나
섰다.
⑤ 서하는 송과 전쟁을 벌이다가 화약을 맺고 송으로부터 은과 비

03

당의 특징 이해

문제 분석

자료는 위구르 가한에게 영국 공주를 시집보낸 점, 수

도가 장안인 점, 위구르에서 기병을 보내 안록산의 아들인 안경서

단, 차 등을 제공받았다.

를 토벌하는 데 도움을 준 점 등을 통해 안사의 난(755~763) 시
기의 사실이고, 밑줄 친 ‘우리 나라’는 당임을 알 수 있다. 안사의
수능

01 ③
05 ③

01

기본 문제
02 ④
06 ①

본문 39~40쪽

03 ④
07 ⑤

04 ②
08 ④

도하였다.
정답 찾기

④ 당은 정복지에 도호부를 설치하였다. 당은 도호부

의 기능이 점차 약화되고 안사의 난 이후 지방 절도사를 통제할
힘을 잃어 지방 세력의 독립화가 이루어졌다.

조공·책봉 외교의 이해

문제 분석

자료는 한의 천자가 오랑캐의 땅인 월에 중신(重臣)을

보내 그들을 초청하면 그들이 번신(藩臣)이 되고 공물을 바칠 것

8

난은 절도사 안록산과 그의 부하 사사명, 안록산의 아들 등이 주

오답 피하기

① 상에서는 전쟁과 농사 및 제사 등 국가의 중요한

일을 점친 후, 그 내용과 결과를 갑골문을 이용하여 기록으로 남
겼다.

EBS 수능특강 동아시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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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금이 1125년에 거란(요)을 정복하였다.
③ 고조선은 8조의 법을 만들어 실시하였다.
⑤ 흉노는 최고 지배자를 선우라 하였고, 선우 아래 좌현왕과 우
현왕 등을 두었다.

04

이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고려 신하의 주장이다.
정답 찾기

① 아구다는 여진족을 통합하여 1115년 금을 건국하

였다.
오답 피하기

② 당의 국력이 쇠퇴하자 일본은 9세기 말 견당사의

파견을 중지하였다.
거란(요)의 특징 이해

문제 분석

자료에서 상경 임황부, 태조가 발해를 정복했다는 점

등을 통해 (가) 국가는 거란(요)임을 알 수 있다.
정답 찾기

② 거란(요)은 유목민을 북면관제로, 농경민을 남면관

제로 다스리는 이원적 통치 정책을 실시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 한 무제는 고조선을 공격하여 기원전 108년에 멸

③ 장안은 여러 중원 왕조의 수도였는데, 당이 대표적이다. 당의
수도 장안은 각국의 사신, 상인, 승려, 예술가 등 외국인이 체류하
는 국제도시로 발전하였다. 송의 수도는 카이펑이었다.
④ 1세기 초에 왕망은 (전)한을 무너뜨리고 신을 세웠다. 신은 토
지 국유화 등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호족의 반발로 무너졌다.
⑤ 금은 12세기 전반에 변경(카이펑)을 함락하고 황제를 포로로
잡아갔다. 이로써 북송이 멸망하였다.

망시켰다.
③ 선비족이 세운 북위가 5세기 전반에 5호 16국 시대의 혼란을
수습하였다.
④ 일본 열도에서는 야요이 문화를 기반으로 여러 소국들이 등장
하였다. 2세기 말경 이들 사이에서 통합과 몰락을 거듭한 끝에 3세
기경 히미코 여왕의 야마타이국을 중심으로 연맹체가 형성되었다.
⑤ 3세기 전반에 야마타이국의 히미코는 위에 조공하였고, 위는
히미코에게 친위왜왕의 칭호를 내려주었다.

05

11세기 동아시아 정세 이해

문제 분석

자료에서 지도가 11세기 동아시아의 형세라는 점, 흥

경이 수도인 점을 통해 (가) 국가는 서하임을, 개경이 수도인 점을
통해 (나) 국가는 고려임을 알 수 있다.
정답 찾기

③ 11세기 전반에 건국된 서하는 비단길의 요충지를

장악하고 송과 여러 차례 전쟁을 벌였는데, 송과 화의를 체결하여
매년 비단, 은, 차 등의 세폐를 받았다.
오답 피하기

① 몽골은 13세기에 쩐 왕조를 세 차례 공격하였다.

쩐 왕조는 쩐흥다오 등의 활약으로 이를 물리쳤다.
② 서하는 13세기에 몽골의 침략을 받아 멸망하였다.
④ 거란(요)은 석경당이 후진을 건국할 때 원조한 대가로 만리장
성 이남의 연운 16주를 차지하였다.
⑤ 663년 백강 전투에서 백제 부흥군과 이를 지원한 왜군은 나당
연합군에게 패배하였다.

06

12세기 초 동아시아의 정세 파악

문제 분석

자료에서 (가) 국가는 거란(요)과 싸워 크게 승리했다

07

가마쿠라 막부의 이해

문제 분석

지도에 표시된 곳이 막부의 소재지라는 점, 미나모토

노 요리토모의 근거지라는 점 등을 통해 가마쿠라임을 알 수 있
고,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막부를 세우고 천황으로부터 쇼군의
직함을 받았다는 점 등을 통해 밑줄 친 ‘막부’는 가마쿠라 막부임
을 알 수 있다.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는 12세기 말 가마쿠라에 막
부를 수립하였다.
정답 찾기

⑤ 13세기 후반 몽골과 고려 연합군은 두 차례에 걸쳐

일본 원정을 단행하였으나, 가마쿠라 막부의 저항과 태풍으로 실
패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 1세기에 왜의 노국왕은 후한의 광무제에게 조공하

고 한위노국왕이라고 새겨진 금인(금 도장)을 받았다.
② 수, 당 등 중원 왕조는 화친 정책의 하나로 인접 국가의 군주에
게 화번공주를 보냈다.
③ 북위의 효문제는 평성에서 뤄양으로 천도하고 한족의 언어와
풍습 수용, 조정에서 선비어 사용 금지 등 적극적인 한화 정책을
시행하였다.
④ 흉노는 백등산 전투 이후 60여 년간 한에 대해 우위를 유지하
였으나, 기원전 2세기 말 한 무제에 의해 고비 사막 이북으로 쫓
겨 갔다.

08

몽골 제국(원)의 이해

문제 분석

자료에서 충렬왕, 수도 개경 등을 통해 조서를 반포한

는 점, 남쪽으로 우리 고려에 화친을 맺자고 요청한 점 등을 통해

나라는 고려임을 알 수 있고, 교초인 지원보초와 중통보초를 발행

금임을 알 수 있다. (나) 국가는 거란(요)과 형과 아우가 되어 대대

했다는 점 등을 통해 (가) 국가는 몽골 제국(원)임을 알 수 있다.

로 화친하여 통하고 있다는 점, 천자의 존귀함이 천하에 대적할
것이 없다는 점 등을 통해 송임을 알 수 있다. 자료는 거란(요)과
싸워 크게 승리한 금의 아구다가 화친을 맺자며 1117년 고려에 편
지를 보내자 고려의 신하들이 대부분 화친의 불가함을 주장할 때,

정답 찾기

④ 몽골 제국은 역참을 활용하여 동서 교류를 전개하

였고, 교초를 발행하여 주변 국가와의 교역에도 사용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 홍건적 출신의 주원장은 1368년에 명을 건국한 후

난징을 수도로 삼았다.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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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② 다이센 고분은 대표적인 전방후원분으로 일본 야마토 정권의

오답 피하기

② 진시황제는 분서갱유를 일으켜 사상을 통제하려

성장과 관련이 있다.

하였다.

③ 당은 7세기 중엽에 신라와 나당 연합을 체결하고, 신라와 함께

③ 북위의 효문제는 평성에서 뤄양으로 천도하고 적극적인 한화

660년 백제를 멸망시켰다.

정책을 시행하였다.

⑤ 6세기 후반 남북조를 통일한 수는 대운하를 건설하고 여러 차

④ 흉노는 선우 아래 좌현왕과 우현왕 등을 두어 나라를 다스렸다.

례 고구려를 침공하였으나 실패하였다.

⑤ 한 무제는 흉노를 견제하기 위해 장건을 서역에 파견하였다.

3 발해의 특징 이해
수능

실전 문제

1⑤
5②
9③

1

2①
6②
10 ④

본문 41~45쪽

3③
7①

4②
8④

문제 분석

자료는 태조가 임황에서 일어나 황도를 건설한 점, 태

종이 후진의 건국을 도와주고 16주를 얻은 점, 고려가 조근하고
서하가 신하가 되었으며, 후진이 아들이라 칭하고 송과는 형제처
럼 지냈다는 점 등을 통해 거란(요)에 대한 내용이고, 거란(요)이
동쪽으로 병합한 나라 중에 상경성을 도읍으로 했던 (가) 국가는
발해임을 알 수 있다.

고구려의 성장 과정 파악

문제 분석

자료에서 서쪽으로 북위와 경계를 접하고 있다는 점,

사신을 보내 남제에 공물을 바쳤다는 점, 북위에도 사신을 보냈으
나 세력이 강성하여 통제받지 않았다는 점, 북위가 둔 여러 나라

정답 찾기

③ 발해는 한때 당의 산둥반도를 공격하는 등 당과 적

대 관계였으나, 당 중심의 조공·책봉 관계를 수용하여 정권을 안
정시키고 선진 문물을 도입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 몽골 제국은 지방에 행성을 설치하고 각지에 다루

의 사신 관저 중 남제 사신의 관저 다음으로 규모가 컸다는 점 등

가치를 파견하였다.

을 통해 (가) 국가는 고구려임을 알 수 있다.

② 일본 열도에서는 야마토 정권의 지배자들이 거대한 전방후원

정답 찾기

⑤ 한 무제는 고조선을 멸망시킨 후 4군을 설치하였

분을 만들어 권력을 과시하였는데, 다이센 고분이 대표적이다.

다. 기원전 1세기에 건국된 고구려는 4세기 미천왕 때 한의 4군

④ 서로 대립하던 북주와 북제는 돌궐이 강성해지자 각각 돌궐과

중 하나인 낙랑군을 축출하였다.

화친한 후 돌궐에 많은 물자를 보냈다. 북주와 북제는 6세기 북조

오답 피하기

① 수는 6세기 후반 남북조를 통일하고, 대운하를 건

의 국가에 해당한다.

설하였다.

⑤ 백제 부흥군과 이를 원조하러 온 왜의 군대에 맞서 나당 연합

② 서진이 멸망하자 한족의 일부가 4세기 초 창장강 이남에서 동

군이 663년 백강 전투를 벌였다.

진을 건국하였다.
③ 기원전 1세기에 한강 유역에서 건국된 백제는 마한 지역을 통
합하면서 세력을 확대하였다.

4 당의 화번공주 파견의 배경 이해
문제 분석

자료에서 친히 문성 공주를 맞이했다는 점, 사위의 예

④ 일본에서는 7세기 중엽에 소가씨를 제거한 후 당의 율령을 참

를 극진히 하였다는 점, 문성 공주를 위해 성을 쌓았다는 점, 토번

고하여 군주 중심의 중앙 집권 국가를 수립하려는 개혁을 추진하

사람들이 얼굴에 붉은 칠을 하는 것을 문성 공주가 싫어하자 이를

였는데, 이를 다이카 개신이라 한다.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는 점 등을 통해 그는 토번의 군주 송첸캄

2

포임을 알 수 있다.
당 왕조의 대외 정책 파악

정답 찾기

② 당은 토번의 공격을 받자 7세기 전반 화친을 위해

자료에서 그대가 랴오둥 지역을 다스리면서 사신을 보

토번에 문성 공주를 시집보냈다. 이처럼 수, 당 등 중원 왕조는 정

냈다는 점, 지금은 천지 사방이 무사하고 태평하여 서로 우호의

략상 인접 국가에 황실의 여인을 시집보냈는데, 이를 화번공주라

정을 굳건히 하고 있다는 점, 전(前) 왕조가 그대 나라의 을지문덕

한다.

문제 분석

과 살수에서 전쟁을 했다는 점 등을 통해 당이 건국된 초기 상황

오답 피하기

① 진은 상앙 등 법가 사상가를 중용하여 부국강병을

으로 밑줄 친 ‘우리 나라’는 당이고, 그대 나라는 고구려임을 알

추진하였다. 이를 배경으로 나머지 6국을 병합하여 전국 시대를

수 있다. 자료는 622년 당 고조(이연)가 고구려 영류왕에게 보낸

통일할 수 있었다.

편지이다.

③ 한 무제는 기원전 111년 남비엣을 정복하고 군을 설치하였다.

정답 찾기

① 7세기 중엽에 나당 연합이 성사된 후, 나당 연합군

은 660년에 백제를, 668년에 고구려를 각각 멸망시켰다.

10

④ 한 고조는 기원전 200년 백등산 전투에서 흉노에 패배하자 매
년 많은 물자를 보내는 조건으로 화친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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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일본 열도에서 야마토 정권은 지배자의 권위를 강조할 목적으

④ 왜 등은 백제, 신라와 사절을 교환하였다.

로 다이센 고분과 같은 전방후원분을 조성하였다.

⑤ 신라는 6세기에 가야 지역을 병합하면서 발전하였다.

5

7

거란(요)의 이해

문제 분석

자료에서 서희가 소손녕과 약속한 점, 서희가 이제 강

12세기 전반 고려와 금의 관계 파악

문제 분석

자료에서 과거에는 거란(요)과 우리나라를 섬겼으나

안쪽을 수복했으니 강 밖의 영토까지 획득하고 나서 예의를 갖추

급격히 세력을 일으켜 거란(요)을 멸망시킨 점, 우리와 국경이 맞

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점, 이듬해 서희가 군사를 거느리

닿아 있다는 점, 이자겸과 척준경이 섬겨야 한다고 주장한 점, 고

고 여진을 쫓아낸 후 여러 성을 쌓은 점 등을 통해 거란(요)의 고

려 국왕이 번국(藩國)임을 자칭한 점, 앞으로 사신을 파견할 때에

려 1차 침입 때 서희의 외교 담판 이후 강동 6주 지역을 확보하는

는 거란(요)과의 구례에 따르도록 한 점 등을 통해 (가) 국가는 금

내용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 국가는 거란(요)이다. 강동 6주

임을 알 수 있다. 두 자료 모두 1126년의 사실이다.

지역은 여진이 거주하고 있었다. 거란(요)은 고려와의 경계를 확
정지어 고려가 더 이상 북쪽으로 진출하는 것을 막고, 송과의 관
계를 단절시켜 고려가 송과 연합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993

정답 찾기

① 금은 여진족, 거란족 등에게는 맹안·모극제를, 한

족 등에게는 주현제를 실시하였다.
오답 피하기

② 송의 황실과 귀족들은 1127년 남송을 건국하고 임

년 고려를 침공하였다. 이러한 거란(요)의 의도를 파악한 서희는

안(항저우)을 수도로 삼았다.

소손녕과 외교 담판을 벌였고, 거란(요)의 성종(야율문수노)은 거

③ 가마쿠라 막부를 수립한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천황으로부터

란(요)의 측에서 볼 때 압록강 동쪽 땅의 영유권을 고려가 갖는 것

쇼군(정이대장군)의 칭호를 받은 이후 막부의 최고 통치자를 쇼군

을 인정해 줄 것을 소손녕에게 명령하였다. 거란(요)으로부터 강

이라 칭하게 되었다.

동 6주 지역의 영유권을 인정받자 서희는 압록강 안쪽에 거주하

④ 북위의 효문제는 평성에서 뤄양으로 천도한 후 호복을 금지하

던 여진을 축출하고 강동 6주 지역을 점령한 후 여러 개의 성을

고 조정에서 선비어 사용을 금지하는 등 적극적인 한화 정책을 시

쌓았다.

행하였다.

정답 찾기

② 거란(요)은 유목민을 북면관제로, 한인 등 농경민을

남면관제로 다스리는 이원적 통치 정책을 실시하였다.
오답 피하기

⑤ 거란(요)은 송을 압박하여 1004년 전연의 맹약을 체결하고 매
년 막대한 양의 물자를 받기로 하였다.

① 1세기 초 왕망은 (전)한을 무너뜨리고 신을 건국하

여 토지 국유화 등 급진적인 개혁을 실시하였으나 호족들의 반발
로 실패하였다.

8 몽골 제국의 특징 파악
문제 분석

자료에서 지상의 모든 위대한 울루스를 지배하는 칸의

③ 당은 정복지에 도호부를 설치하였다.

칙령, 교황에게 보내는 명령, 교황이 국왕들을 지휘하여 모두 다

④ 대월의 쩐 왕조는 쩐흥다오의 활약으로 몽골의 공격을 물리

함께 복속하여 짐의 어전으로 오라고 명령한 점, 편지의 끝에 칸

쳤다.

이 보내는 칙령을 엄숙히 받들라는 내용을 새긴 도장이 찍혀 있는

⑤ 흉노는 묵특 선우 때 초원 지역의 유목 세계를 지배하면서 한

점 등을 통해 이 국가는 몽골 제국임을 알 수 있다. 편지는 13세기

을 압박하여 기원전 200년 백등산 전투에서 한의 군대에 승리하

중엽에 교황이 몽골에 파견한 수도사 카르피니가 돌아갈 때, 몽골

였다.

제국의 구육 칸이 교황에게 보낸 친서이다.

6 서하의 특징 파악
문제 분석

자료에서 서쪽의 위구르 등이 거란(요)과 (가)의 간섭

아래 끼어 있다는 점, 탕구트족의 이원호가 (가)의 황제에 즉위했
다는 점 등을 통해 (가) 국가는 서하임을 알 수 있다.
정답 찾기

② 11세기 전반 탕구트족의 이원호가 건국한 서하는 비

정답 찾기

④ 칭기즈 칸과 그의 후계자들은 천호·백호제를 군사

적 기반으로 하여 대외 원정에 나섰다. 칭기즈 칸과 그의 후계자
들은 자신의 나라를 예케 몽골 울루스(대몽골 제국)라 불렀고, 동
유럽까지 진출해 유라시아를 아우르는 대제국을 건설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 야율아보기는 916년에 거란(요)을 건국하였다.

② 당은 토번에 문성 공주, 위구르에 함안 공주 등을 화번공주로

단길을 통해 동서 무역을 전개하였으며, 고유 관습을 유지하기 위

보냈다.

해 서하 문자를 사용하였다. 서하는 13세기에 몽골에 정복되었다.

③ 금은 12세기 초에 서하, 고려와 군신 관계를 체결하였다. 남송

오답 피하기

① 몽골 제국의 오고타이(우구데이) 칸은 1234년 금

은 금과 대립하다가 12세기 중엽에 화이허강을 구획하여 두 나라

을 정복하였다.

의 경계로 삼고 남송의 황제가 금의 황제에게 신하의 예를 취하

③ 한은 무제 때 남비엣과 고조선을 정복하고 각각 군을 설치하

며, 매년 막대한 양의 은과 비단을 바친다는 내용의 강화 조약을

였다.

체결하였다.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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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⑤ 송은 절도사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문치주의를 내세우면서

⑤ 12세기 후반에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가마쿠라 막부를 수립

황제권의 강화를 추구하였다.

하였다.

9

영락제의 베이징 천도 파악

문제 분석

자료에서 태종이 명으로 보낸 사신이 돌아와서 황제가

궁궐을 경영하여 순행에 대비하였다고 보고한 점, 세종 때 명에서
돌아온 전의가 황제가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고 영락 19년 정월 초
하루에 봉천전에 나아가 백관의 조회를 받았다고 말한 점 등을 통
해 밑줄 친 ‘이곳’은 베이징임을 알 수 있다. 주원장은 명을 건국
한 후 난징을 수도로 삼았는데, 명의 3대 황제인 영락제가 베이징
으로 천도하였다.
정답 찾기

③ 거란(요)은 석경당이 후진을 건국할 때 원조한 대가

로 연운 16주를 차지하였다. 연운 16주는 만리장성 이남에 위치한
지역으로 지금의 베이징 일대를 포함한다.
오답 피하기

① 원은 항저우, 취안저우, 광저우 등의 항구에 시박

사를 설치하여 무역선을 관리하였다.
② 당은 베트남 북부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 안남 도호부를 설치하
였다.
④ 「척경입비도」는 윤관이 여진을 정벌하고 동북 지역에 9성을 개
척한 후, ‘고려지경(고려의 경계)’이라는 글자를 새긴 비석을 세우
는 장면을 그린 것이다.
⑤ 당은 산둥반도에 발해 사신을 접대하는 발해관을 설치하였다.

10

14세기 전반~15세기 전반 사이 동아시아의 정세 파악

문제 분석

자료에서 (가)는 다카우지가 고묘 천황을 옹립하자 같

은 해 고다이고 천황이 요시노로 들어갔다는 내용 등을 통해 일본
의 남북조 시대가 시작되는 1336년의 사실임을 알 수 있다. (나)
는 홍무제가 건국의 위업을 세우고 대도를 점령한 지 40년이 지
났다는 점, 아시카가 요시모치가 사신을 보내 부친의 사망 소식을
알렸다는 점, 아시카가 요시모치를 그의 부친인 아시카가 요시미
쓰에 이어 일본 국왕으로 책봉했다는 점 등을 통해 1408년의 사
실임을 알 수 있다.
정답 찾기

④ 고려 말 왜구 토벌 등의 과정에서 세력을 키운 이성

계는 정도전 등의 혁명파 신진 사대부와 함께 1392년에 조선을
건국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 쿠빌라이 칸은 대도(베이징)로 천도하고, 1271년

에 국호를 원으로 변경하였다.
② 12세기 전반에 금이 카이펑을 함락하고 황제를 포로로 잡아가
면서 북송이 멸망하였다(정강의 변).
③ 10세기 당이 멸망한 후 5대 10국 시대가 전개되었다. 조광윤
(송 태조)은 960년 송을 건국하였고, 송 태종은 북한을 정복하여

FINAL 실전모의고사
가장 많은 수험생이 선택한 모의고사
실전 감각을 깨우는 실전 훈련
최다 문항 FULL 모의고사 시리즈

979년 5대 10국 시대의 분열을 수습하고 중국을 다시 통일하였다.

12

EBS 수능특강 동아시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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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에 오르게 되었다는 점 등을 통해 밑줄 친 ‘황제’는 한 무제임을

유학과 불교

알 수 있다.
정답 찾기

닮은꼴 문제

1

| 본문 51~52쪽 |

ㄷ. 한 무제는 동중서가 강조한 유교 사상이 황제 중심의 중앙 집
권 체제를 뒷받침해 줄 수 있다고 여겨 중앙 교육 기관으로 태학

일본의 중앙 관제 이해

정답 해설 | 태정관, 식부성이 존재하고, 대극전에서 조하 의식이

을 설치하고, 태학에 박사를 두어 유학을 가르쳤다.

거행되었을 때 발해 사신과 신라에서 언어 습득을 위해 파견한 학

오답 피하기

생이 같은 열에 있었다는 점 등을 통해 (가) 국가는 일본임을 알

려 하였다.

수 있다. 
정답 찾기

정답

⑤

⑤ 일본은 다이호 율령 반포 후 2관 8성제를 운영하였

는데, 신기관에서는 제사를 담당하였다.
오답 피하기

ㄱ. 한 무제는 기원전 111년 남비엣을 정복하고 군을

설치하였다.

ㄹ. 1세기경 일본 열도의 소국 중 하나인 노국이 후한 광무제에게
조공하자, 광무제는 왜의 노국왕에게 금인(금 도장)을 주었다.

02

① 신라는 골품제를 통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였다.

② 금은 여진족, 거란족 등에게는 맹안·모극제를, 한족 등에게는

ㄴ. 진시황제는 분서갱유를 단행하여 사상을 통제하

율령 체제에 대한 이해

문제 분석

자료에서 『당률소의』가 중국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

주현제를 실시하였다.

된 법전이라는 점, 『당률소의』가 당 고종 영휘 연간에 반포된 영휘

③ 발해는 정당성 아래 충부, 인부 등의 6부를 두었다.

율에 해석이 더해져 편찬된 것이라는 점 등을 통해 당의 율령이

④ 당은 3성 6부제를 운영하였는데, 문하성에서는 정책을 심의하

동아시아에 끼친 영향을 찾아야 함을 알 수 있다.
정답 찾기

였다.

⑤ 당의 율령 체제를 참조하여 일본에서는 8세기 초

다이호 율령이 반포되었다. 이에 따라 제사를 담당하는 신기관과

2

행정을 담당하는 태정관이 설치되었고, 태정관 아래 8성을 두었다.

엔닌의 활동 이해

정답 해설 | 당에 들어간 지 10년째 되던 해인 847년에 신라인의

오답 피하기

① 일본 열도에서는 야마토 정권의 지배자들이 거대

도움을 얻어 귀국길에 올랐다는 점, 적산 법화원에 대한 이야기를

한 무덤을 만들어 자신들의 권력을 과시하였는데, 5세기경 조성

자주 했다는 점, 제자들이 스승의 바람대로 적산 선원을 건립하고

된 다이센 고분이 대표적이다.

신라 신사를 지었다는 점 등을 통해 밑줄 친 ‘그’는 엔닌임을 알

② 일본 열도에서는 기원전 3세기경부터 한반도 등으로부터 벼농

③

사 기술을 비롯하여 청동기, 철기를 수용하여 야요이 문화가 성립

수 있다. 
정답 찾기

정답

③ 엔닌은 당에서 적산 법화원에 체류할 때와 귀국할

③ 상은 거북의 배딱지나 동물의 뼈 등에 전쟁, 농사 및 제사 등에

때 장보고 세력의 도움을 받았다.
오답 피하기

되었다.

① 현장은 인도에 유학한 후 『대당서역기』를 남겼다.

관한 점괘를 기록하였다. 상의 갑골문을 통해 상이 신정 정치를

② 고려는 13세기 몽골의 침입에 맞선 항쟁 과정에서 팔만대장경

행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판을 제작하였다.

④ 주대에는 주의 왕과 제후 사이에 혈연을 기초로 한 종법적 봉

④ 신라 법흥왕 때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가 공인되었다.

건제가 실시되었다.

⑤ 도다이사 대불은 쇼무 천황의 명령으로 8세기 중엽에 완성되
어 도다이사 대불 개안 공양식이 거행되었다.

03

신라의 특징 이해

문제 분석

자료에서 원성왕 때 국학의 학생을 대상으로 글을 읽

는 수준에 따라 관리 선발에 참고했다는 점, 학생들을 유교 경전
수능

01 ②
05 ①

기본 문제
02 ⑤
06 ③

본문 53~54쪽

03 ②
07 ⑤

04 ④
08 ④

이해 능력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있는 점, 통일을 달성한 지 한 세
기가 지나자 충, 효의 유교 이념을 관리 선발에 활용하였다는 점
등을 통해 밑줄 친 ‘이 나라’는 신라이고 독서삼품과에 대한 내용
임을 알 수 있다. 독서삼품과는 신라에서 788년 원성왕 때 마련되

01

었다.
한 무제의 정책 이해

문제 분석

자료에서 동중서가 오로지 공자의 유학만을 높일 것을

주장하고, 그의 건의를 받아들인 결과 유학이 비로소 관학의 지위

정답 찾기

② 신라는 골품에 따라 정치적·사회적 활동 범위를

제한하였다. 이처럼 신라는 독자적인 신분 제도인 골품제를 바탕
으로 사회를 운영하였다.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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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오답 피하기

① 3세기경 위는 야마타이국의 히미코 여왕을 책봉하

면서 친위왜왕의 칭호를 주었다.
③ 선비족이 세운 북위가 5세기 전반에 5호 16국 시대의 혼란을
수습하고 화북 일대를 통일하였다.
④ 일본 열도에서는 645년에 소가씨 세력을 제거하는 정변이 일

호족의 지원으로 신라 말기에 확산되었고, 일본에서는 가마쿠라
막부 시대에 무사 사회에서 유행하였다.

06

쇼토쿠 태자의 활동 시기 동아시아 불교 파악

문제 분석

자료에서 우마야도 황자, 즉 쇼토쿠 태자가 모든 정치

어난 후 당을 모방한 중앙 집권적 개혁이 시도되었다. 이를 다이

를 맡았다는 내용을 통해 쇼토쿠 태자가 섭정을 한 시기임을 알

카 개신이라 한다.

수 있다. 이때 일본은 중국과 한반도로부터 불교와 유학을 수용하

⑤ 수가 여러 차례에 걸쳐 고구려를 침공했으나 고구려가 이를 막

였다.

아 냈다.

04

정답 찾기

③ 고구려 승려 혜자 등은 6세기 말 일본으로 건너가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되었다.
일본 율령에 대한 이해

문제 분석

자료에서 다이호 연호를 사용할 때 율령이 제정되었다

오답 피하기

① 석굴암 본존불상은 신라에서 8세기 후반 조성되

었다.

는 점, 관위에 따라 복장이 정해졌다는 점 등을 통해 (가) 국가는

② 명대 왕수인은 양명학을 제창하면서 심즉리를 강조하고 지행

일본으로 다이호 율령에 관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합일을 주장하였다.

정답 찾기

④ 일본은 701년 다이호 율령을 반포한 후 제사를 담

④ 진시황제는 흉노의 침입을 막기 위해 만리장성을 축조하였다.

당하는 신기관과 행정을 담당하는 태정관을 설치하고, 태정관 아

⑤ 엔닌은 9세기에 견당사의 일원으로 당에 들어가 적산 법화원

래 8성을 두었다.

에서 장보고 세력의 도움을 받았다.

오답 피하기

① 당은 중앙 정치 기구로 정책을 입안하는 중서성,

정책을 심의하는 문하성, 행정을 집행하는 상서성을 두었다.
② 발해는 주자감을 설립하여 유교 경전을 가르쳤다.

07

『주자가례』가 동아시아에 끼친 영향 파악

문제 분석

밑줄 친 ‘이 책’은 주희가 지은 것을 참고하여 주희의

③ 고조선은 사회의 기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8조의 법을 두었다.

제자들이 다시 저술했다는 점, 관례, 혼례, 상례, 제례를 서술하

⑤ 발해는 당의 3성 6부제를 기반으로 관제를 편성하였고, 정당성

고 있다는 점 등을 통해 『주자가례』임을 알 수 있다.

아래에 좌사정과 우사정을 두었다.

05

정답 찾기

⑤ 『주자가례』는 사대부 집안의 예법과 의례를 정리하

여 송대에 편찬된 책으로 관례, 혼례, 상례, 제례의 4가지 의례로
불교의 유교 윤리 수용 과정 이해

문제 분석

자료에서 불교의 유교 윤리 수용이라는 제목 아래 대

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불교가 중국의 전통적 유교 윤리에 위

구성되었다. 『주자가례』와 『소학』이 동아시아에 보급되면서 명,
조선 등에 성리학적 가치관이 확산되었다.
오답 피하기

① 명대 왕수인은 ‘마음이 곧 이(理)’라는 심즉리와 앎

배된다는 이유로 많은 비판과 탄압을 받은 후 불교계에서는 효와

과 실천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지행합일을 주장하였다.

보은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에는

② 7세기에 현장이 인도에서 가져온 불경 등을 보관하기 위해 대

중국 불교계가 유교 윤리를 수용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함을 알 수

안탑이 건립되었다.

있다.

③ 당대에 경전 해석의 통일을 위해 공영달 등이 『오경정의』를 편

정답 찾기

① 중국에서 불교가 중국의 전통적인 유교 윤리에 위

찬하였다.

배된다는 이유로 많은 비판과 탄압을 받자, 유교의 덕목인 효를

④ 수 문제는 유교적 소양을 갖춘 인재 선발 등을 이유로 6세기

강조한 새로운 불교 경전인 『부모은중경』이 간행되었다.

후반에 최초로 과거제를 시행하였다.

오답 피하기

② 한반도에 들어온 불교는 산신·칠성 신앙 등과 결

합하여 사찰 내에 산신각, 칠성각 등이 세워졌다.
③ 서원은 선현 제사와 후학 양성을 위한 사설 교육 기관으로 송,

08

하야시 라잔의 활동 파악

문제 분석

자료에서 후지와라 세이카의 제자라는 점, 도쿠가와

명, 조선 등에서 설립되어 성리학 보급에 기여하였다.

이에야스를 알현한 것을 계기로 중용되었다는 점 등을 통해 밑줄

④ 일본에서는 신불습합이 나타나 하치만 신과 같은 신토의 신을

친 ‘이 사람’은 하야시 라잔임을 알 수 있다.

불교의 신으로 간주하였다. 이에 하치만 신상을 도다이사 등에 안
치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⑤ 선종은 직관적인 깨달음과 참선을 중시하는 불교 종파로 남북
조 시대 중국에서 창시되어 동아시아에 전파되었다. 신라에서는

14

정답 찾기

④ 하야시 라잔은 에도 막부의 제도와 의례를 정비하

고 성리학이 일본의 관학으로 자리 잡는 데 기여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 일본은 견당사를 파견하였으나 9세기 말 견당사

파견을 중지하였다.

EBS 수능특강 동아시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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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7세기에 당의 승려 현장은 인도에 유학한 후 돌아와 『대당서역

오답 피하기

① 흉노는 선우 아래 좌현왕과 우현왕 등을 두어 나

기』를 남겼다.

라를 다스렸다.

③ 명과 일본 무로마치 막부 사이에 이루어진 감합 무역은 15세기

② 몽골 제국은 지방에 행성을 설치하고 각지에 다루가치를 파견

초부터 시작되어 4대 쇼군인 아시카가 요시모치 때 일시적으로

하였다.

중단되기도 하였으나 16세기 중엽까지 전개되었다. 에도 막부는

③ 발해는 거란(요)의 공격을 받아 926년에 멸망하였다.

1603년 수립되었다.

④ 금은 여진족, 거란족 등에게 맹안·모극제를, 한족 등에게 주

⑤ 8세기에 당의 승려였던 감진은 여러 차례 어려움을 겪으면서

현제를 실시하는 이원적 통치 제도를 실시하였다.

도 마침내 일본에 건너가 계율을 전하였다.

3 고구려의 불교 수용과 불교 전파 이해
문제 분석

자료에서 전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한 점, 신라에 불

교를 전파한 점 등을 통해 (가) 국가는 고구려임을 알 수 있다.
수능

정답 찾기

실전 문제

1①
5③

2⑤
6③

본문 55~57쪽

3②

4③

오답 피하기

② 고구려는 교육 기관으로 중앙에 태학을 설립하였다.
① 당은 토번에 문성 공주를 화번공주로 보냈다.

③ 일본은 다이호 율령 이후 2관 8성의 중앙 관제와 국·군·리의
지방 행정 체제를 갖추었다.
④ 신라는 국학의 학생을 대상으로 독서삼품과를 실시하여 관리

1

일본 율령에 나타난 관제 파악

문제 분석

자료에서 태정관의 태정대신이 나라를 경영한다는 점,

선발에 참고하였다.
⑤ 일본 열도의 야마토 정권은 645년 소가씨를 제거한 후 당의 율
령 체제 수용을 시도하였다.

좌대신은 탄정대의 규찰이 부당할 때는 이를 규탄할 수 있다는 점
등을 통해 일본의 율령임을 알 수 있다.
정답 찾기

① 일본은 다이호 율령을 반포한 후 제사를 담당하는

신기관과 행정을 담당하는 태정관을 설치하고 태정관 아래 조서
를 작성하는 중무성 등의 8성을 두었다.
오답 피하기

② 호라즘, 서하, 금, 남송 등 많은 나라가 몽골의 공

격을 받아 멸망하였다.
③ 거란(요)은 936년 석경당이 후진을 건국할 때 원조한 대가로
연운 16주를 차지하였다.

4 북위의 불교 진흥 정책 파악
문제 분석

자료에서 수도인 평성 서쪽의 우저우산 절벽에 대형

석굴을 조성하였는데 멀리서 보면 마치 구름이 피어나는 듯한 모
습의 언덕과 같다고 하여 윈강 석굴 사원으로 불리게 되었다는
점, 수도를 옮기면서 새로운 석굴 사원을 룽먼에 만들었다는 점
등을 통해 (가) 국가는 북위임을 알 수 있다.
정답 찾기

③ 북위는 효문제 때 평성에서 뤄양으로 천도하고 조

④ 송, 원 등은 무역항에 시박사를 설치하여 교역을 감독하였다.

정에서 선비어 사용을 금지하는 등 적극적인 한화 정책을 시행하

⑤ 진(秦)은 상앙, 이사 등을 등용하여 법가 사상을 바탕으로 부국

였다.

강병을 추진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 일본에서는 당의 장안성을 모방하여 나라에 헤이

조쿄를 건설하고 710년에 천도하였다.

2

송의 정책 파악

문제 분석

자료에서 황제가 강무전에 나가 친히 이를 열람하고

진사 26명 등을 새로 뽑았다는 점, 전시가 항상 실시하는 형식이
되었다는 점, 북한을 평정하여 5대 10국 시대의 분열을 수습했다
는 점 등을 통해 (가) 국가는 송임을 알 수 있다.
정답 찾기

⑤ 송은 황제가 과거의 최종 시험을 직접 주관하는 전

시 제도를 정례화하였다. 송은 절도사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황
제권 강화를 추구하였는데, 이는 군사력 약화를 초래하여 매년 세
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거란(요)과 전연의 맹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서하에 비단, 은, 차 등을 세폐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화약을
맺어 평화를 유지하였다.

② 3세기경 야마타이국의 히미코는 위에 조공하고 친위왜왕의 칭
호를 받았다.
④ 고려의 윤관은 12세기 초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을 정벌한 후
동북 지역에 9성을 축조하였다.
⑤ 한 고조는 기원전 200년에 평성 백등산에서 흉노의 군대에 포
위되었다가 가까스로 탈출하였다. 이후 한은 흉노와 화친을 맺고
물자를 제공하였다.

5

『소학』과 『주자가례』가 동아시아에 미친 영향 파악

문제 분석

자료에서 『소학』이 인륜과 세도(世道)에 매우 필요하고

절실한 것인데 오늘날 학자가 모두 익히지 않으니 심히 옳지 않으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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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므로 교수관이 생도들로 하여금 먼저 『소학』을 외우게 한 연후에

⑤ 혜초는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순례한 후 8세기 전반에 『왕오천

다른 글을 배우도록 허락하게 해 달라고 임금에게 요청한 점, 국

축국전』을 저술하였다.

정을 맡은 이래로 사대(事大)에 관한 문서(중국에 보내는 문서)를
작성한 하륜이 불씨(佛氏, 불교)와 노자(老子, 도교)를 배척하고
상사(喪事, 상례)와 장사(葬事, 장례)에는 한결같이 『주자가례』에
의하고 불교식으로 하지 말라고 경계한 점, 출전이 『태종실록』이
라는 점 등을 통해 조선 초기 『소학』과 『주자가례』를 보급시키기
위해 노력한 내용임을 파악할 수 있다.
정답 찾기

01 ①
05 ①

02 ④
06 ③

본문 58~61쪽

03 ③
07 ④

04 ②
08 ②

③ 『소학』과 『주자가례』가 보급되면서 조선 등 동아시

아에 성리학적 가치관이 확산되었다.
오답 피하기

Ⅱ단원 실력 플러스

① 국가 불교는 군주가 부처라는 논리로 왕권 강화와

01

북위의 활동 이해

문제 분석

자료에서 도읍을 뤄양에 건설하도록 명령한 점, 평성

사회 안정을 추구한 동아시아 불교의 특징을 의미한다.

에 도착해서야 무리들이 비로소 천도 소식을 들었다는 점, 남쪽의

② 일본 열도에서 기원전 3세기경~기원후 3세기경에 농경에 기

제를 정벌하는 계책을 논의했다는 점 등을 통해 (가) 국가는 북위

반을 둔 새로운 문화가 발전하였는데, 이를 야요이 문화라고 한

이고, 자료의 주군은 효문제임을 알 수 있다.

다. 야요이 문화를 바탕으로 여러 소국들이 생겨났다.
④ 일본에서는 신불습합이 나타나 하치만 신과 같은 신토의 신을
불교의 신으로 간주하였다. 이에 하치만 신상을 도다이사 등에 안

정답 찾기

① 북위는 5호 16국 시대의 혼란을 수습하고 화북 지

역을 차지하였다.
오답 피하기

② 7세기 중엽에 나당 연합이 결성된 후, 나당 연합군

치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 660년 백제를 멸망시키고 668년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⑤ 한반도나 중국 등에서 일본 열도로 이주한 사람들을 도왜인이

③ 도왜인은 일본 열도에 제철 기술, 새로운 토기 제조법 등의 각

라 하는데, 도왜인은 새로운 토기 제조법이나 옷감 짜는 법, 제철

종 선진 기술과 유학, 불교 등을 전해 줌으로써 야마토 정권의 성

기술 등의 각종 선진 기술과 유학, 불교 등을 일본에 전해 줌으로

립과 발전에 기여하였다.

써 야마토 정권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④ 남북조를 통일한 수는 대운하를 건설하고 고구려를 여러 차례
침략하였다.
⑤ 고조선이 멸망한 후 유민의 일부가 한반도 남부 지역으로 이동

6

하여 경주 지역의 토착민 세력과 결합함으로써 신라 건국의 토대
왕수인에 대한 이해

문제 분석

자료에서 『대학』에서 격물의 여러 가지 학설을 가르칠

때면 공영달이 다듬었던 옛날 판본을 기준으로 강의했다는 점, 그
판본은 이전 유학자들에 의해 잘못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것

를 마련하였다.

02

금의 활동 이해

문제 분석

자료에서 거란(요)을 멸망시킨 점, 우리나라가 4월에

이지만 개의치 않았다는 점, 마음이 곧 하늘의 이치라고 강조한

사신을 보내 우호를 맺자고 제의했다는 점 등을 통해 (가) 국가는

점, 출전이 『전습록』이라는 점 등을 통해 밑줄 친 ‘선생’은 왕수인

금임을 알 수 있다. 자료의 우리나라는 고려, 귀국은 송으로, 협공

(왕양명)임을 알 수 있다.

하자는 송의 제의를 고려 국왕(인종)이 거절하는 내용이다. 자료

정답 찾기

③ 과거 합격에 치중하여 사회 모순에 적절히 대응하

지 못하는 성리학에 반발하여 왕수인은 ‘마음이 곧 이(理)’라는 심

는 (북)송이 멸망하기 직전인 1126년 7월의 상황이다.
정답 찾기

④ 금은 1126년 11월 (북)송의 수도인 카이펑을 함락하

즉리를 강조하고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도덕적 자각인 양지

고, 1127년 휘종과 흠종을 포로로 잡아 연행해 감으로써 (북)송이

(良知)를 지극히 다한다(致).’는 뜻의 치양지와 앎과 실천을 일치

멸망하였다(정강의 변).

시켜야 한다는 지행합일을 주장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 주희는 사서에 주석을 달아 『사서집주』를 편찬하

오답 피하기

① 야율아보기는 916년 거란(요)을 건국하였다.

② 쿠빌라이 칸은 카라코룸에서 대도로 천도하고, 국호를 원으로

였다.

변경하였다.

② 후지와라 세이카는 강항의 도움을 받아 『사서오경왜훈』을 집필

③ 조광윤(송 태조)은 960년 송을 건국하였고, 송 태종은 979년

하였다.

북한을 정복함으로써 5대 10국 시대의 혼란을 수습하였다.

④ 당대에 경전 해석의 통일을 위해 공영달 등이 『오경정의』를 편

⑤ 일본은 당의 문물 수용을 목적으로 견당사를 파견하였으나 9

찬하였다.

세기 말 견당사 파견을 중지하였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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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고려의 특징 파악

문제 분석

자료에서 송에 공물을 바쳤다는 점, 자국의 북쪽에 거

란(요)이 부교를 만들고 강동에 목책을 쌓고 군대를 일으켜 걱정

정답 찾기

① 영락제는 15세기 전반에 난징에서 베이징으로 천도

하였다.
오답 피하기

② 위만은 기원전 194년에 고조선의 준왕을 몰아내고

스럽고 변경의 백성이 특히 불안해하고 있다는 점, 시장에서 주로

집권하였다.

베나 쌀로 교역한다는 점, 3년에 한 번 과거 시험을 본다는 점 등

③ 기원전 221년에 전국 시대를 통일한 진의 왕은 최초로 황제 칭

을 통해 (가) 국가는 고려임을 알 수 있다. 자료는 1015년의 사실

호(시황제)를 사용하였다.

이다.

④ 7세기 중엽에 나당 연합이 결성되었다. 나당 연합군은 660년

정답 찾기

③ 고려는 몽골에 복속된 후, 몽골(원)과 연합군을 구

성하여 1274년, 1281년 두 차례에 걸쳐 일본 원정을 단행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 금은 거란족, 여진족 등에게 맹안·모극제를, 한족

등에게 주현제를 실시하였다.
② 신라는 9세기에 장보고의 건의로 청해진을 설치하였다. 신라
는 청해진을 거점으로 해상 교역을 주도하였다.

백제를 멸망시키고, 668년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⑤ 칭기즈 칸은 천호·백호제로 군사력을 강화하여 정복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06

시안의 역사 파악

문제 분석

자료에서 옛 지명이 ‘영원히 평안하다.’는 뜻(장안)을

④ 일본 열도에서는 645년 소가씨를 제거하는 정변 이후 개혁을

담고 있다는 점, 북주에 이어 수를 건국한 양견이 수도로 삼았다

단행하여 당의 율령 체제를 수용하고자 하였다.

는 점, ‘서쪽 지역을 평안히 하다.’는 소망(시안), 대안탑 등의 내

⑤ 한 무제는 동중서의 건의를 수용하여 유학을 익힌 자들을 관리

용을 통해 밑줄 친 ‘이곳’은 시안(장안)임을 알 수 있다.

로 선발하고, 수도에 유학 교육 기관인 태학을 설치하였다.

정답 찾기

③ 당은 장안을 수도로 삼았다. 7세기에 현장이 인도에

서 가져온 불경 등을 보관하기 위해 장안에 대안탑이 건립되었다.

04

일본의 율령과 중앙 관제 이해

문제 분석

자료에서 태정대신, 중무성 등을 통해 일본의 율령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어획일(御畵日)은 천황이 친필로 쓴 날
짜를, 가(可) 어획(御畵)은 천황이 ‘가(可)’라고 직접 써 넣는 것을
뜻한다.
정답 찾기

② 일본은 701년 다이호 율령을 반포하였다. 이에 따

라 일본은 제사를 담당하는 신기관과 행정을 담당하는 태정관을
설치하고 태정관 아래 8성을 두었으며, 국·군·리로 지방 행정
체제를 정비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 당은 도호부를 설치하여 정복지를 관리하였다.

③ 몽골 제국은 지방에 행성을 설치하고 각지에 다루가치를 파견
하였다.
④ 신라는 국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삼품과를 실시하여 관
리 선발에 참고하였다.
⑤ 송은 절도사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문치주의를 내세우면서
황제권 강화를 추구하였다.

05

오답 피하기

④ 난징이다. 주원장이 명을 건국한 후 난징을 수도로 삼았다.
⑤ 임안(항저우)으로 남송의 수도였다.

07

엔닌의 활동 이해

문제 분석

문제 분석

자료에서 중국 최고의 탐험가라는 점, 7차 원정, 인도

자료에서 헤이안 시대 일본 승려의 활동이라는 제목

아래 대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일본이 보낸 사실상의 마지막
견당사의 일원으로 당나라에 유학한 점, 장보고 세력 등이 전개한
동아시아 교류의 현장을 직접 목격했다는 점 등을 통해 밑줄 친
‘이 사람’은 엔닌임을 알 수 있다. 9세기에 일본의 마지막 견당사
를 따라 당에 유학한 엔닌은 적산 법화원에 머물며 장보고 일행의
도움을 받았고, 많은 신라인의 도움으로 귀국할 수 있었다. 일본
에서 헤이안 시대는 794년부터 12세기 후반까지 전개되었다.
정답 찾기

④ 엔닌은 견당사의 일원으로 당에 건너가 산둥반도의

적산 법화원에 머무르는 등 많은 신라인의 도움을 받았고, 귀국
후 『입당구법순례행기』를 저술하였다.
오답 피하기

영락제의 활동 이해

① 상경(임황)으로 거란(요)의 수도였다.

② 흥경으로 서하의 수도였다.

① 당의 현장은 7세기에 인도에 유학 후 불경을 가져

와 번역하고 『대당서역기』를 남겼다.
② 일본에서는 8세기 나라 시대에 목판으로 『백만탑다라니경』이

양 해안에 있는 국가들 등을 통해 자료의 그는 정화이고, 밑줄 친

인쇄되었다.

‘황제’는 영락제임을 알 수 있다. 정화는 영락제의 명으로 1405년

③ 고구려의 혜자 등은 일본으로 건너가 6세기 말~7세기 초에 쇼

첫 항해에 나선 뒤 1433년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대규모 선단을

토쿠 태자의 스승으로 활동하였다.

이끌고 동남아시아, 인도, 아라비아반도, 아프리카 동해안의 말

⑤ 당의 감진은 시력을 잃는 고난 속에서도 8세기 중엽에 일본에

린디까지 항해하였다.

건너가 계율을 전해 수계하는 방식을 알려 주었다.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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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08

05

주희의 활동 이해

문제 분석

자료에서 『대학』의 도리는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여 앎

17세기 전후의 동아시아 전쟁

을 극진히 하는 데 있다(격물치지)고 강조한 점, 백록동 서원의 유
닮은꼴 문제

허지를 돌아보고 예전의 모습을 복구하자고 건의하고 학규를 만
들어 학생들이 지키도록 한 점, 『대학』, 『논어』, 『맹자』, 『중용』에

| 본문 69쪽 |

관한 그의 주석이 필수 교과가 되었다는 점, 황제가 문묘에 배향

1

하라는 조서를 썼다는 점 등을 통해 밑줄 친 ‘그’는 주희임을 알

정답 해설 | 자료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을 받은 일본군이 조

수 있다.

선의 부산과 개성 등을 함락하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

정답 찾기

② 남송대 주희는 성즉리를 주장하고, 격물치지와 거

경궁리를 수양 방법으로 제시하였으며, 『사서집주』를 편찬하여 성
리학을 집대성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 후지와라 세이카는 임진왜란 때 일본에 포로로 잡

임진왜란 시기의 사실 파악

자 일본으로 돌아갔다는 내용 등을 통해 밑줄 친 ‘조선의 환란’이
임진왜란(1592~1598)임을 알 수 있다. 
정답 찾기

정답

④

④ 센고쿠 시대의 혼란을 수습하고 일본 열도를 통일

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국내의 불만을 무마하고 자신의 영토 확

혀 온 강항의 도움을 받아 『사서오경왜훈』을 집필하였다.

장 야욕을 실현하기 위해 임진왜란을 일으켰다. 임진왜란 초반에

③ 조선에서 16세기 전반에 주세붕이 백운동 서원을 건립하였다.

일본군은 조총을 이용하여 연이은 승리를 거두었다. 이에 조선은

④ 당대에 경전 해석의 통일을 위해 공영달 등이 『오경정의』를 편

명에 원병을 요청하였고, 조·명 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하면서

찬하였다.

전세가 역전되었다.

⑤ 동중서는 한 무제에게 유학의 중흥을 건의하였고, 한 무제는

오답 피하기

① 임진왜란 이후 일본에서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를 받아들여 유학을 익힌 자들을 관리로 선발하고 수도에 유학

도요토미 가문의 추종 세력을 물리치고 에도 막부를 세웠다

교육 기관인 태학을 설치하였다.

(1603).
② 왕안석은 11세기 후반 송의 재정 부족과 군사력 약화를 해결하
기 위해 신법을 실시하여 부국강병을 꾀하였다.
③ 993년 거란(요)이 고려를 침략하자, 고려의 서희는 국제 정세
를 이용하여 소손녕과 담판을 벌여 강동 6주 지역을 확보하였다.
⑤ 야마타이국의 히미코 여왕은 3세기경 중원 왕조인 위로부터
친위왜왕의 칭호를 받았다.

수능

01 ④
05 ④

01

기본 문제
02 ②
06 ④

본문 70~71쪽

03 ⑤
07 ⑤

04 ④
08 ⑤

장거정의 개혁 배경 이해

문제 분석

자료에서 장거정이 토지의 면적을 조사하는 개혁을 시

행하도록 황제가 명했다는 내용을 통해 16세기 후반에 단행된 장
거정의 개혁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정답 찾기

④ 15세기 이래 몽골은 명을 지속해서 압박하였고, 16

세기 무렵 왜구들이 명의 동남 해안을 빈번히 침입하여 약탈을 자
행하는 ‘북로남왜’의 상황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용된
장거정은 국정을 쇄신하고 재정을 확대하기 위한 개혁을 추진하
였다. 밖으로는 만리장성 부근의 방비를 튼튼히 하고 왜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였으며, 안으로는 환관 세력을 억제하고 토지 조사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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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였다. 또한 행정 개혁을 통해 경비를 절감하고 일조편법을

② 청의 강희제는 반청 운동을 전개하던 타이완의 정씨 세력을 진

확대 시행하여 국가 재정을 안정시키려 하였다.

압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 5호가 화북 지역을 차지하자 4세기 초 한족이 창

③ 누르하치는 팔기제를 정비하여 군사력을 강화하였다.

장강 이남으로 이동하여 강남 개발이 본격화되었다.

④ 몽골의 칭기즈 칸은 천호·백호제를 군사적 기반으로 하여 대

② 5대 10국 시대의 혼란을 수습한 송은 연운 16주 지역을 두고

외 정복에 나섰다.

거란(요)과 여러 차례 전쟁을 벌이다가, 거란(요)에 매년 막대한
양의 세폐를 주는 조건으로 전연의 맹약을 체결하였다.
③ 7세기 티베트고원의 라싸를 중심으로 성장한 토번은 송첸캄포

04

임진왜란 시기의 사실 파악

문제 분석

자료에서 왜적의 침입으로 한양, 개성, 평양이 함락되

왕 때 비단길과 쓰촨 지방을 공략하여 당을 압박하였다.

었고, 김천일·곽재우 등이 의병을 일으켰으며, 중국 장수 이여송

⑤ 기원전 3세기 후반 흉노는 묵특 선우가 즉위하면서 전성기를

의 활약으로 평양을 회복하였다는 내용을 통해 밑줄 친 ‘이 전쟁’

맞아 만리장성 이북의 초원 지역을 통합하였다.

이 임진왜란(1592~1598)임을 알 수 있다.

02

오닌의 난 영향 파악

문제 분석

자료에서 쇼군의 후계자 선정 문제를 둘러싸고 오닌의

난이 일어났다는 내용을 통해 (가)에는 오닌의 난 이후 전개되는
무로마치 막부 시대의 상황을 보여 주는 내용이 들어가야 함을 알
수 있다.
정답 찾기

② 15세기 중엽 무로마치 막부 쇼군의 후계자 선정을

둘러싸고 오닌의 난이 일어났다. 오닌의 난으로 무로마치 막부의
권위가 추락하는 상황에서 다이묘들이 각지에서 세력을 키워 패
권 쟁탈전을 벌인 센고쿠 시대가 100년 넘게 전개되었다.
오답 피하기

① 일본 열도의 야마토 정권은 7세기 중엽 당의 율령

체제를 도입하여 중앙 집권 국가를 수립하려는 다이카 개신을 단
행하였다.
③ 10세기 초 중원 지역에서는 당이 멸망하고 5대 10국 시대의 혼
란이 이어졌으며, 이러한 틈을 타 북방 민족들이 세력을 강화해
나갔다.
④ 14세기 무로마치 막부 수립 이후 고다이고 천황이 요시노로 옮
겨 자신의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교토와 요시노에 각각 천황이 양
립하는 남북조 시대가 전개되었다.
⑤ 한 건국 초기의 혼란을 피해 고조선으로 망명한 위만은 기원전
194년 준왕을 몰아내고 고조선의 왕위를 차지하였다.

03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활동 이해

문제 분석

자료에서 명 황제로부터 일본 국왕에 봉한다는 국서

내용을 듣고 화를 내었고, 무력으로 전국의 다이묘를 모두 제압하
고 이미 일본의 주인이 되었으며, 조선을 다시 공격하겠다는 내용

정답 찾기

④ 임진왜란 중 일본은 명과 강화 협상을 하면서 일본

과 명의 무역 재개, 조선 남부 4도의 할양 등을 강화 조건으로 내
세웠다.
오답 피하기

① 명의 황제가 토목보에서 몽골에 포로로 잡힌 것은

15세기 중반의 사실이다.
② 거란(요)은 926년 발해를 멸망시키고, 936년 연운 16주를 획득
하였다.
③ 고려의 윤관은 1107년에 여진 정벌에 나서 이듬해인 1108년에
동북 지역에 9성을 설치하였다.
⑤ 오다 노부나가가 나가시노 전투에서 승리한 것은 센고쿠 시대
인 1575년의 사실이다.

05

광해군의 중립 외교 시기 파악

문제 분석

자료에서 명의 요구에 따라 출병한 강홍립의 군대, 오

랑캐와 소통, 사르후 전투 등을 통해 밑줄 친 ‘투항’은 사르후 전
투에서의 사실임을 알 수 있다. 사르후 전투는 광해군이 중립 외
교를 추진하던 때에 일어났다.
정답 찾기

④ 명은 후금을 공략하기 위해 조선에 파병을 요구하

였고, 광해군은 강홍립을 도원수로 삼아 조선군을 파병하였다. 그
러나 1619년 사르후 전투에서 명과 조선군은 패배하였고, 강홍립
은 후금에 투항하였다. 후금 건국은 1616년, 인조반정은 1623년
에 해당한다.

06

정묘호란 발발 배경 이해

문제 분석

자료에서 조선이 후금과 화친을 결정하고 형제의 맹약

을 통해 (가) 인물이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임을

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을 통해 밑줄 친 ‘전쟁’이 정묘호란임을 알

알 수 있다.

수 있다.

정답 찾기

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전국적인 토지 조사(검지)를

정답 찾기

④ 인조반정(1623)으로 광해군이 축출된 후 인조를 추

실시하였다. 또한 농민의 무기를 몰수하고 무사로의 신분 이동을

대한 서인 세력은 정권의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 가도에 주둔 중

금지하여 병농 분리를 확립하였다.

인 모문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친명배금의 외교 노선을 내

오답 피하기

① 고려 말인 1388년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단행하

여 실권을 장악한 후 조선을 세웠다.

세웠다. 그러자 후금의 홍타이지는 가도에 주둔 중인 명의 모문룡
을 제거하고 조선으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조선을 침략
정답과 해설

23수특_동아시아사정답(01~56)칠.indd 19

19

22. 1. 4. 오전 11:48

정답과 해설
하였다(정묘호란, 1627). 명의 위협을 의식한 후금이 조선과 형제

② 한 고조가 중원을 통일한 직후 흉노의 묵특 선우가 만리장성을

의 맹약을 맺고 철수하면서 전쟁은 2개월 만에 끝났다.

넘어 한을 공격하였다. 당시 한과 흉노의 군대가 평성 백등산에서

① 5세기 후반 북위의 효문제는 수도를 평성에서 뤄

전투를 벌였는데, 한 고조는 흉노에 포위되었다가 가까스로 빠져

양으로 천도하였고, 조정에서 선비어 사용을 금지하고 한족과의

나왔다. 이후 한 고조는 흉노에 비단 등의 공물을 바치고 황실의

혼인을 장려하는 등 한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여자를 선우에게 시집보내는 등 굴욕적인 조건으로 외교 관계를

② 13세기 전반 몽골의 칭기즈 칸이 호라즘을 정벌하였다.

맺었다.

③ 청의 강희제가 삼번의 폐지를 시도하자 오삼계, 상지신, 경정충

③ 송은 막대한 군사비와 거란(요), 서하 등에 보내는 세폐 등으로

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를 삼번의 난(1673~1681)이라고 한다.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에 왕안석이 신법을 추진하였다.

⑤ 이자성이 베이징을 점령하여 명을 멸망시킨 것은 1644년으로

④ 한 무제는 흉노를 견제하기 위해 장건을 서역에 파견하여 대월

정묘호란 이후의 사실이다.

지와 동맹을 추진하였다.

오답 피하기

07

병자호란 당시의 상황 이해

문제 분석

자료에서 남한산성에 있는 장수와 모든 군사들이 추운

곳에서 지내 참담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청나라 오랑캐의

수능

거친 말이 추위 속에서도 잘 적응하였다는 내용을 통해 밑줄 친

1④
5⑤

‘전쟁’이 병자호란임을 알 수 있다.
정답 찾기

실전 문제

⑤ 후금의 홍타이지는 황제를 칭하며 국호를 청으로

2④
6⑤

본문 72~75쪽

3③
7③

4②
8⑤

바꾸었다. 이후 조선이 군신 관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군대를
이끌고 침입하였다(병자호란). 인조는 남한산성에서 청에 항전하
였으나, 결국 삼전도에서 청의 홍타이지에게 항복 의식을 치렀다.
오답 피하기

① 임진왜란 때 이순신이 지휘하는 조선의 수군은 남

1

16세기 중엽 명의 상황 이해

문제 분석

첫 번째 자료에서 몽골 타타르부의 알탄이 정예 기병

해안에서 일본 수군에 연전연승하면서 일본군의 보급로를 차단하

을 파견하여 장성을 무너뜨리고 베이징을 포위하였다는 내용과

였다.

두 번째 자료에서 왜구의 세력이 장쑤와 저장 지역을 유린하였으

② 임진왜란 당시 이삼평 등 조선의 도자기 기술자들이 일본에 끌

며, 갈수록 많아지고 악독해졌다는 내용을 통해 16세기 명을 위협

려갔고, 그들에 의해 일본의 도자기 기술이 발달하였다.

하던 북로남왜의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명은 몽골을 북방으로 몰

③ 소현 세자는 병자호란 이후 청에 끌려가 그곳에서 서양 선교사

아내고 중원을 차지하였지만, 15세기 이래로 계속 몽골의 압박을

인 아담 샬과 교유하였으며, 천주교에 대한 서적 등을 가지고 귀

받았고, 동남 해안에서는 왜구가 빈번히 침입하여 약탈을 자행

국하였다.

하였다. 이러한 외적의 침입을 막느라 명의 국력이 크게 소모되

④ 993년 거란(요)이 고려를 침략하자, 고려의 서희는 국제 정세

었다.

를 이용하여 소손녕과 담판을 벌여 강동 6주 지역을 확보하였다.

정답 찾기

④ 북로남왜의 상황에서 등용된 장거정은 국정을 쇄신

하고 재정을 확대하기 위한 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는 밖으로는 만

08

리장성 부근의 방비를 튼튼히 하고 왜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였
병자호란의 결과 이해

문제 분석

자료에서 청의 황제가 조선 국왕을 책봉하였다는 내용

을 통해 병자호란에서 패배한 조선이 청의 강요에 굴복하여 군신
관계를 수용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정답 찾기

⑤ 병자호란(1636~1637)으로 조선은 청과 조공·책봉

으며, 안으로는 환관 세력을 억제하였다. 또한 행정 개혁을 통해
경비를 절감하고 일조편법을 확대 시행하여 국가 재정을 안정시
키려 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 영락제가 파견한 정화의 함대는 동아프리카까지

진출하였다. 그 결과 동남아시아 등지의 일부 국가가 명에 조공하

관계를 맺었고, 명과의 국교를 단절하게 되었다. 이후 조선은 정

기도 하였다.

기적으로 청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② 명군이 벽제관 전투에서 패배한 후 명과 일본 사이에 강화 협

① 여진은 정기적으로 고려를 찾아와 조공하고 물자

상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조선의 반발과 일본의 무리

를 교역하였다. 그러나 12세기 전후 여진이 고려를 위협하자, 윤

한 요구로 교섭이 실패하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다시 조선을 침

관이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을 공격한 후 고려의 동북 지역에 9성

략하였다.

을 쌓았다.

③ 고려는 몽골의 침략에 맞서 강화도로 천도하였다.

오답 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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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임진왜란 이후 조선은 1607년 일본에 회답겸쇄환사를 보내 일

⑤ 일본에서는 1336년부터 1392년까지 교토의 천황과 요시노의

본의 상황을 파악하는 동시에 전쟁 중 끌려간 사람들을 데려왔고,

천황이 대립하는 남북조 시대가 전개되었다.

일본과 교류를 재개하였다. 이후 일본의 요청으로 1609년 무역에
관한 협정인 기유약조를 체결하였다.

2

임진왜란 시기의 사실 이해

문제 분석

4 17세기 전반 동아시아의 정세 이해
문제 분석

자료에서 인조의 책봉을 요청하기 위해 베이징으로 떠

자료에서 왜적이 침입하여 부산이 함락되고, 임금이

난 조천사가 기존의 육로가 아닌 해로를 통해 이동했다는 내용을

평양을 거쳐 의주로 가고 명이 군사를 보냈다는 내용을 통해 밑줄

통해 밑줄 친 ‘이 당시’가 후금이 랴오둥을 장악하였던 17세기 전

친 ‘전쟁’이 임진왜란(1592~1598)임을 알 수 있다.

반의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정답 찾기

④ 임진왜란 중 일본은 명과 강화 협상을 하면서 일본

정답 찾기

② 16세기 후반 만주에서는 명의 지배를 받던 여진족

과 명의 무역 재개, 조선 남부 4도의 할양 등을 강화 조건으로 내

이 점차 세력을 확대해 나갔고, 17세기 초에 누르하치가 후금을

세웠다.

건국하였다. 후금은 조·명 연합군의 공격을 물리치고 랴오둥을

오답 피하기

① 13세기 몽골이 고려를 침략하여 결국 고려가 몽골

에 복속하고 개경 환도를 결정하였으나, 당시 삼별초는 진도 등을
근거지로 저항하였다.

차지하였다. 이후 조선이 명에 파견한 사절단은 해로를 이용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오답 피하기

① 임진왜란 당시 조총으로 무장한 일본군은 부산을

② 백강 전투는 백제 부흥군과 이를 지원하기 위해 파견된 왜군이

침략한 이후 20여 일 만에 한성을 함락하고 평양과 함경도로 진

663년에 나당 연합군과 벌인 전투이다.

격하였다.

③ 15세기 중엽 무로마치 막부 쇼군의 후계자 선정을 둘러싸고 오

③ 6세기 후반 돌궐의 힘이 강성해지자 북주와 북제는 돌궐에 조

닌의 난이 일어났다.

공하였다.

⑤ 15세기 초 아시카가 요시미쓰가 명 황제로부터 일본 국왕에 책

④ 몽골·고려 연합군이 일본 원정을 단행한 것은 1274년과 1281

봉되었다.

년으로 모두 13세기의 사실이다.

3 임진왜란의 영향 파악

⑤ 11세기 전반 탕구트족이 건국한 서하는 비단길을 장악하여 동

문제 분석

자료에서 이여송이 이끄는 명의 부대가 벽제관에서 일

서 무역의 이익을 차지하였으나, 13세기 몽골 군대의 공격을 받아
멸망하였다.

본군에게 대패하였다는 내용을 통해 밑줄 친 ‘이 전쟁’이 임진왜
란임을 알 수 있다. 1592년에 일어난 임진왜란 초기에 일본군은
풍부한 전투 경험과 조총의 위력에 힘입어 승승장구하였다. 조선
은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이 활약하고 재향 사족 및 승려들이 의병

5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시기 사이의 상황 파악

문제 분석

(가) 자료에서 조선과 후금 사이에 맹약이 체결되고,

활동 등을 전개하면서 일본에 맞섰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의 요청

화의가 이루어져 형제 국가가 되었다는 내용을 통해 정묘호란

을 받은 명이 랴오둥 보호를 위해 조선에 원군을 파병하였다.

(1627) 때의 사실임을 알 수 있다. (나) 자료에서 오랑캐가 침입하

조·명 연합군은 평양을 탈환하고 전세를 역전하였다. 하지만 이

여 비빈 등이 강화도로 피난해 들어갔으나 왕은 남한산성으로 들

후 명군이 벽제관에서 패배하면서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어갔다는 내용을 통해 병자호란이 발발한 1636년의 사실임을 알

③ 임진왜란 중에 일본은 조선에서 성리학자와 도자기

수 있다.

기술자들을 포로로 끌고 갔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에서 성리학과

정답 찾기

정답 찾기

도자기 제작 기술이 발달하였다.

⑤ 1636년 후금의 홍타이지는 황제를 칭하고 국호를

청, 연호를 숭덕으로 정하였으며, 이를 조선에 통보하여 신하의

① 거란(요)과 서하 등 북방 민족의 압력으로 재정이

예를 갖추도록 요구하였다. 조선이 이를 거부하자 홍타이지는 직

악화되자, 11세기 송의 왕안석은 재정 수입을 늘리고 국방력을 강

접 조선을 침공하였다(병자호란). 인조는 청군의 침입에 맞서 남

화하기 위해 신법을 추진하였다.

한산성에서 저항하였으나 결국 삼전도에서 홍타이지에게 항복하

② 몽골의 쿠빌라이 칸은 수도를 카라코룸에서 대도(베이징)로 옮

고 청과 군신 관계를 맺었다.

오답 피하기

기고 국호를 원으로 바꾸었다(1271).

오답 피하기

① 위화도 회군은 1388년의 사실이다. 위화도 회군으

④ 감합 무역은 명이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과 전개한 무역이다.

로 정권을 장악한 이성계는 정도전 등 일부 신진 사대부와 함께

14세기 말 남북조의 분열을 수습한 아시카가 요시미쓰가 명으로

조선을 건국하였다(1392).

부터 일본 국왕으로 책봉을 받았고, 명과 일본의 감합 무역이 시

② 이자성의 반란군이 베이징을 점령한 것은 1644년의 사실로 병

작되었다.

자호란 이후의 사실이다.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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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③ 야마타이국의 히미코 여왕은 3세기경 위로부터 친위왜왕의 칭

⑤ 광해군이 인조반정으로 물러난 이후 조선은 친명배금 정책을

호를 받았다.

추진하였고, 평안도 앞바다의 가도에 주둔하고 있던 명의 장수 모

④ 명은 후금을 공략하기 위해 조선에 파병을 요구하였고, 광해군

문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모문룡은 밀무역을 중심으로 자

은 강홍립을 도원수로 삼아 명의 원군으로 파병하였다. 그러나

기 세력을 확장하다가 1629년 후금과 대치 중이던 명의 장수에

1619년 사르후 전투에서 명과 조선군은 패배하였고, 강홍립은 후

의해 제거되었다.

금에 투항하였다.

6 병자호란 이해

8 전쟁을 통한 문물 교류 이해
문제 분석

첫 번째 자료는 임진왜란 당시 이삼평이 일본의 사가

자료에서 조선의 세자와 왕자가 선양에 인질로 가 있

번으로 끌려와서 가마를 짓고 도자기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내용

으며, 삼전도에서 화친을 맺었다는 내용을 통해 밑줄 친 ‘전쟁’이

이며, 두 번째 자료는 병자호란으로 조선의 (소현) 세자가 볼모로

병자호란임을 알 수 있다.

잡혀 와 아담 샬과 교유한 후 조선으로 돌아가면서 여러 서책들과

문제 분석

ㄷ. 1636년에 일어난 병자호란의 결과 이듬해 인조가

지구본 및 천주상을 선물로 받아 왔다는 내용이다. 이 두 자료를

삼전도에서 청의 홍타이지에게 항복하였다. 이후 조선은 청과 군

통해 전쟁을 계기로 동아시아 국가 간에 문화적 교류가 있었음을

신 관계를 맺고 명과 외교 관계를 단절하였다.

알 수 있다.

정답 찾기

ㄹ. 1623년 인조반정으로 광해군이 폐위된 이후 조선은 친명배금

정답 찾기

⑤ 전쟁 시기에는 군인이나 유민의 이동, 포로의 강제

정책을 추진하였고, 평안도 앞바다의 가도에 주둔하고 있던 명의

이주 등을 통해 문물 교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임진왜란 중에

장수 모문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이에 후금이 반발하여 조

일본은 조선에서 많은 서적을 약탈하고 유학자, 도자기 기술자 등

선을 침략한 정묘호란이 일어났고, 그 결과 후금이 조선과 형제의

을 포로로 끌고 갔다. 이는 에도 시대의 학문과 기술 발전에 이바

맹약을 맺고 철수하였다. 이후 후금의 홍타이지가 황제를 칭하고

지하였다. 한편 병자호란 이후 청에 볼모로 가 있던 소현 세자는

국호를 청으로 바꾸면서 조선에 군신 관계를 요구하였다. 조선이

독일 선교사 아담 샬과 교유하고, 천문학과 천주교에 관한 책 등

이를 거부하자 청이 조선을 침략하여 병자호란이 발발하였다.

을 가지고 귀국하였다. 이는 조선이 서양 문물을 접하는 계기 중

오답 피하기

ㄱ. 5대 10국 시대의 혼란을 수습한 송은 연운 16주

지역을 두고 거란(요)과 여러 차례 전쟁을 벌이다가, 거란(요)에 매

하나가 되었다.
오답 피하기

① 야마토 정권 시대에는 도왜인의 영향으로 아스카

년 막대한 양의 물자(세폐)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연의 맹약

문화가 발달하였다.

을 체결하였다.

② 명이 멸망하고 청이 지배하는 상황에서 조선에서는 ‘조선이 중

ㄴ. 에도 막부 수립(1603)은 병자호란 발발 이전의 사실이다.

화의 문명을 계승하였다.’는 조선 중화주의가 확산되었다.
③ 몽골 제국 시기에는 역참 설치와 사막길 및 초원길의 안정적

7

북벌 운동 추진 당시의 상황 이해

문제 분석

자료에서 정예화한 포병 10만을 길러 산하이관으로 쳐

들어갈 계획이며, 조선에서 잡혀간 수만 명의 포로가 내응할 것이
란 내용을 통해 병자호란 이후 북벌 운동이 추진된 당시의 상황임
을 알 수 있다.
정답 찾기

③ 병자호란을 계기로 조선은 청과 조공·책봉 관계를

확보, 그리고 바닷길을 이용한 교역망의 통합으로 동서 교류가 활
발하였다.
④ 에도 막부는 포르투갈인을 수용하기 위해 나가사키에 인공 섬
인 데지마를 건설하였다. 그러나 크리스트교의 확산에 위협을 느
낀 에도 막부는 17세기 전반 포르투갈인들을 추방하고, 네덜란드
상관을 데지마로 옮겼다.

맺고, 정기적으로 청의 수도 베이징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 후금이 성장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광해군은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서인 세력은 광해
군의 외교 정책 등을 구실로 1623년에 인조반정을 일으켜 광해군
을 폐위시켰다.
② 거란(요)은 936년 연운 16주를 장악하였고, 이후 송과 이 지역
을 놓고 대립하였다.
④ 일본의 남북조 시대는 1392년 무로마치 막부의 3대 쇼군인 아
시카가 요시미쓰에 의해 통일되었다. 이후 일본은 15세기 초 명과
조공 관계를 맺고 감합 무역을 실시하였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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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교역망의 발달과 은 유통 ~

사회 변동과 서민 문화

닮은꼴 문제

1

| 본문 82쪽 |

④ 조선의 세종은 15세기 전반에 왜구의 근거지로 지목된 쓰시마
섬을 정벌하였다.

02

류큐 왕국 이해

문제 분석

자료에서 슈리성이 도성이며 나하항 인근의 시장에 남

만, 일본 등의 상선이 와서 교역했다는 내용을 통해 (가) 국가가

17~19세기 동아시아 문화 파악

정답 해설 | 자료에서 도쿠가와 이에하루가 새로운 쇼군으로 들어

섰으며, 조선에서 통신사를 파견하였다는 내용을 통해 밑줄 친

류큐 왕국임을 알 수 있다.
정답 찾기

⑤ 명은 왜구의 침탈을 막기 위해 건국 초부터 백성들

‘막부’가 에도 막부임을 알 수 있다. 에도 막부 시기는 17세기 초부

이 국외로 나가는 것을 규제하는 해금 정책을 폈다. 명의 해금 정

터 19세기 중엽까지로 중국의 명 말~청대, 조선 후기에 해당한다.

책으로 류큐 왕국이 중계 무역의 거점으로 성장하였다. 류큐는 명

③

에 조공하여 받은 도자기, 생사 등을 일본과 동남아시아의 나라에

③ 윈강 석굴 사원은 중국 남북조 시대에 조성되기 시

팔거나 여러 나라의 특산물을 명과 조선에 팔아 이익을 얻었다.



정답

정답 찾기

그러나 해금 정책이 완화되고 포르투갈 상인들이 진출하면서 류

작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 조선 후기에 서민 문화로 판소리 공연이 성행하

큐의 중계 무역은 점차 쇠퇴하였다.
오답 피하기

였다.

① 임진왜란 이후 조선 정부는 에도 막부의 요청에

② 청대에 들어와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객관적·실증적으로 학

따라 사절단으로 일본에 통신사를 파견하였다.

문을 연구하는 고증학이 발전하였다. 특히 『사고전서』는 건륭제의

② 송, 원 등은 무역항에 시박사를 설치하여 교역을 감독하였다.

명에 의해 10년에 걸쳐 편찬되었다.

③ 포르투갈은 중국으로부터 마카오 거주를 허락받았고, 이후 이

④ 우키요에는 일본 에도 막부 시기에 유행하였다.

를 거점으로 일본의 나가사키에 진출하여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⑤ 에도 막부 시기 일본에서는 서민들에게도 교육의 기회가 확대

중계 무역을 전개하였다.

되어 데라코야가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④ 조선은 왜관을 통해 인삼 등을 일본에 수출하였다.

03

회취법이 동아시아에 미친 영향 파악

문제 분석

수능

기본 문제

01 ⑤
05 ②

01

02 ⑤
06 ②

본문 83~84쪽

03 ④
07 ⑤

04 ②
08 ⑤

자료에서 납을 가지고 은을 만드는 기술이며, 조선으

로부터 일본에 전래되었고, 이로 인해 일본에서 유입되는 은의 양
이 늘어났다는 내용을 통해 밑줄 친 ‘기술’이 회취법(연은 분리법)
임을 알 수 있다.
정답 찾기

④ 일본은 조선으로부터 회취법이 전래되고, 이와미 광

산의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은 생산량이 급증하였다.
명의 대외 관계 이해

문제 분석

자료에서 일본에 감합을 주었고, 조선과 류큐 등의 여

오답 피하기

① 몽골 제국은 교초를 발행하여 교역을 전개하였는

데, 특히 쿠빌라이 칸 때 발행한 교초는 주변 국가와의 교역에도

러 나라로부터 공물을 받는다는 내용을 통해 (가) 국가가 명임을

사용되었다.

알 수 있다. 명은 건국 초부터 민간인의 무역을 금지하고, 정규 조

② 고려는 13세기 몽골의 침입에 맞선 항쟁 과정에서 팔만대장경

공 사절에게만 감합을 발급하여 무역을 허가하였다.

판을 조판하였다.

⑤ 일본의 무로마치 막부는 15세기 아시카가 요시미쓰

③ 임진왜란 중에 일본은 조선에서 성리학자와 도자기 기술자들

가 명으로부터 일본 국왕으로 책봉을 받으면서 명과 감합 무역을

을 포로로 끌고 갔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에서 성리학과 도자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16세기 중엽 이후 명은 일본과의 감합 무역을

제작 기술이 발달하였다.

중단하였다.

⑤ 수는 6세기 후반에 남북조를 통일하고, 화북과 강남을 연결하

정답 찾기

오답 피하기

① 청은 광저우의 공행을 통해 서양 상인과의 무역을

통제하였다.
② 에도 막부는 나가사키의 데지마에 네덜란드 상관을 두고 네덜
란드 상인에게만 무역을 허용하여 대외 무역을 통제하였다.
③ 에도 막부는 슈인장을 발급하여 해외 무역을 통제하였다.

는 대운하를 건설하여 물자를 운송하려 하였다.

04

18세기 동아시아 경제 상황 파악

문제 분석

자료에서 막부가 은, 구리 등 귀금속의 유출을 막기 위

해 신패를 활용하여 신패를 제출한 외국 선박에 대해서만 입항과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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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무역을 허락하는 쇼토쿠 신레이를 반포하였다는 내용을 통해 천

③ 명·청대 중국에서는 산시 상인과 휘저우 상인이 전국을 무대

계령이 해제된 이후인 18세기 전반의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로 활동하며 부를 축적하였다.

정답 찾기

② 청이 천계령을 해제한 이후 청 상인과의 교역으로

④ 에도 막부는 네덜란드 상인들에게 나가사키의 데지마를 개방

인해 일본의 은 유출이 증가하자, 일본은 18세기 전반부터 신패를

하고 이곳에서만 무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통해 무역을 통제하였다.

⑤ 에도 막부 시기 일본에서는 각 번의 중심지인 조카마치를 중심

오답 피하기

① 오닌의 난은 15세기 중엽 무로마치 막부 쇼군의 후

계자 계승 문제를 둘러싸고 일어난 사건이다.
③ 야마토 정권은 4세기경 야마토 지방의 호족들이 연합하여 성
립되었다.

으로 상공업이 발전하였다.

07

17~19세기 동아시아의 문화 이해

문제 분석

자료에서 정기적으로 자신의 영지에서 쇼군이 있는 에

④ 한 무제는 흉노 견제를 위해 기원전 139년 장건을 서역에 파견

도로 오가는 다이묘들의 행렬에 속한 사람들에게 신궁을 참배하

하였다.

기 위한 여행객들이 구걸을 한다는 내용을 통해 밑줄 친 ‘행렬’을

⑤ 송은 북방 국가의 압박으로 재정이 악화되자, 11세기 후반 왕

볼 수 있는 시기는 산킨코타이 제도를 시행한 에도 막부 시기임을

안석이 재정 수입을 늘리고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법을 시행

알 수 있다.

하였다.

정답 찾기

⑤ 호류사 5층 목탑은 7세기 아스카 문화의 대표적 건

축물이다.

05

마테오 리치의 활동 이해

문제 분석

자료에서 서광계와 함께 『기하원본』을 간행하였으며,

『기하원본』의 서문을 썼다는 내용을 통해 밑줄 친 ‘선교사’가 마테
오 리치임을 알 수 있다.
정답 찾기

② 명대에 중국에 들어온 예수회 선교사인 마테오 리치

는 세계 지도인 「곤여만국전도」를 제작하였고, 서광계와 함께 기
하학 서적인 『기하원본』을 간행하였다. 또한 천주교 교리서인 『천
주실의』를 저술하는 등 포교 활동을 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 후지와라 세이카는 강항의 도움을 받아 『사서오경

왜훈』을 집필하였다.
③ 후지와라 세이카는 에도 막부의 제도와 의례를 정비한 하야시
라잔 등의 제자를 길렀다.
④ 스기타 겐파쿠 등은 에도 막부 시대에 서양의 해부학 서적을
번역한 『해체신서』를 간행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난학이 본격적으
로 발달하였다.
⑤ 아담 샬은 병자호란으로 청에 끌려온 조선의 소현 세자와 교유
하면서 다양한 서양 학문과 문물을 전하였다.

06

오답 피하기

① 에도 막부 시기 한국에서는 판소리가 공연되고,

탈춤 등이 유행하였다.
② 에도 막부 시기 한국에서는 『홍길동전』, 『춘향전』 등의 한글 소
설이 널리 읽혔다.
③ 에도 막부 시기 중국에서는 경극이 유행하였다.
④ 에도 막부 시기 일본에서는 목판화인 우키요에가 성행하였다.

08

18~19세기 동아시아 학문 동향 파악

문제 분석

자료에서 연경에 다녀오고, 『사고전서』가 보관되어 있

는 문연각을 살펴보았다는 내용을 통해 밑줄 친 ‘사절단’이 연행
사임을 알 수 있다. 연행사는 청 황제의 생일을 축하하거나 조공
을 바치기 위해 수도 베이징에 파견되었던 사절단이다. 1637년부
터 1894년까지 매년 1회 이상 파견되었으며, 정사와 부사 각 1명
을 비롯하여 역관, 수행원 등 200~300명 정도가 육로나 해로를
통해 청으로 갔다.
정답 찾기

ㄷ. 청대에는 이민족 지배의 영향으로 현실 정치를 멀

리하고 경전을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고증학이 유행하였다. 『사고
전서』의 편찬은 고증학 연구를 더욱 심화시켰다.
ㄹ. 일본은 17세기 이후 네덜란드와 교류하면서 서양의 의학 기술

17~19세기 동아시아 경제 상황 파악

문제 분석

자료에서 책문의 시장에 상인들이 장사하기 위해 왕래

등을 수용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난학이 발전하였다.
오답 피하기

ㄱ. 신라는 국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삼품과를 시

하였고, 여러 물건들로 열 지은 점포가 연경에 흩어져 있다는 내

행하여 유교 경전 이해 능력에 따라 관리 선발에 참고하였다.

용을 통해 17~19세기의 상황임을 알 수 있다.

ㄴ. 당대 공영달 등은 경전 해석을 통일하기 위해 『오경정의』를 편

정답 찾기

② 균전제는 북위에서 시작되어 수·당으로 이어졌지

찬하였다.

만, 8세기 후반 안사의 난 이후 대토지 소유가 본격화되면서 붕괴
되었다.
오답 피하기

① 조선 후기인 17세기 초에 대동법이 시행되기 시작

하여 상품 화폐 경제의 발전을 촉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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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1④
5⑤

실전 문제
2⑤
6④

본문 85~87쪽

3②

4④

3 동아시아의 은 유통 이해
문제 분석

자료에서 단천에서 회취법을 통해 추출하여 진상하였

고, 덩이나 얇은 조각으로 만든다는 내용을 통해 (가) 물품이 은임
을 알 수 있다.

1

정답 찾기

포르투갈의 활동 이해

문제 분석

자료에서 믈라카를 병합하였다는 내용을 통해 (가) 국

가가 포르투갈임을 알 수 있다.
정답 찾기

④ 포르투갈은 중국으로부터 마카오 거주를 허락받았

② 센고쿠 시대에 포르투갈 상인에 의해 조총이 일본

에 처음 전래되었다.
오답 피하기

① 중국에서는 은 유입이 늘어나자 조세를 은으로 징

수하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16세기 후반 명에서는 세금을 은으로
수취하는 일조편법이 확대 시행되었다.

고, 이후 이를 근거지로 일본의 나가사키에 진출하여 일본과 중국

③ 에스파냐는 16세기 후반 필리핀 마닐라를 거점으로 갈레온

사이에서 중계 무역을 전개하였다.

무역을 통해 아메리카 대륙에서 생산된 은과 중국 상품을 교환하

오답 피하기

① 명의 영락제가 파견한 정화의 함대는 동아프리카

였다.

까지 진출하였다. 그 결과 동남아시아 등지의 일부 국가가 명에

④ 청과의 무역에서 영국이 지속적으로 적자를 내자, 영국은 이를

조공하기도 하였다.

해결하기 위해 인도산 아편을 청에 팔았다. 아편 수입의 증가로

② 임진왜란 이후 일본에서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도요토미 가

많은 양의 은이 청에서 영국으로 빠져나갔다.

문의 추종 세력을 물리치고 에도 막부를 세웠다(1603). 이후 조선

⑤ 유럽 상인들이 명·청으로부터 도자기와 비단 등을 구입하면

은 일본의 요청으로 기유약조를 체결하였다(1609).

서 은을 결제 대금으로 지불하여 세계의 은이 중국으로 유입되는

③ 조선은 초량 왜관을 통해 일본과 교역하였다.

현상이 나타났다.

⑤ 일본 상인들의 해외 진출을 통제하기 위해 에도 막부는 17세기
전반에 슈인장을 발급하여 해외 무역을 통제하였다.

4 17~19세기 동아시아 각국의 경제 상황 이해
문제 분석

자료에서 공인들이 활동하고, 송상과 만상들이 연경의

시장에 가서 수달 가죽을 매매한다는 내용을 통해 대동법의 시행

2

으로 공인이 활동하던 조선 후기의 상황임을 알 수 있다.
17세기 후반의 동아시아 상황 파악

문제 분석

자료에서 명이 망한 후로 정씨 세력이 모두 도망쳐 타

정답 찾기

ㄴ. 명·청대 창장강 유역의 강남 지역에서는 중소 상

공업 도시인 시진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완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내용을 통해 정씨 세력이 타이완을 거

ㄹ. 에도 막부 시기에는 각 번의 중심지인 조카마치를 중심으로

점으로 반청 운동을 전개하였던 17세기 후반의 상황임을 알 수

도시가 성장하였다.

있다.
정답 찾기

오답 피하기

⑤ 청은 정씨 세력을 비롯한 반청 세력을 견제하기 위

ㄱ. 828년에 신라의 장보고가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

하고 해상 무역을 장악하였다.

해 천계령을 실시하였고, 타이완을 근거지로 하는 반청 운동을 진

ㄷ. 무로마치 막부의 3대 쇼군인 아시카가 요시미쓰는 남북조의

압하면서 천계령을 해제하였다.

분열을 통일하고 지배권을 강화하였다. 이후 무로마치 막부는 명

① 북로남왜에 시달리던 명은 16세기 후반에 장거정

과 조공·책봉 관계를 맺고 감합 무역을 전개하였다. 일본의 무로

을 등용해 개혁을 단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은으로 조세를 징수하

마치 막부와 명 사이의 감합 무역은 15세기 초에 시작되어 16세기

는 일조편법이 확대 시행되었다.

중반에 중단되었다.

오답 피하기

② 청에서 천계령이 해제된 이후 나가사키에 와서 무역에 종사하
는 청 상인이 늘어났다. 이후 나가사키에 중국인 거주지가 지정되
었으며, 이들이 청과 일본의 무역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청 상인

5

18~19세기 동아시아의 서민 문화 이해

문제 분석

자료에서 판소리가 양반을 비롯한 여러 계층에게 큰

을 통해 일본의 은 유출이 급증하자, 막부는 무역 허가증인 신패

인기를 끌었다는 내용을 통해 밑줄 친 ‘이 시기’가 조선 후기인

를 통해 무역을 통제하였다.

18~19세기임을 알 수 있다. 17세기 이후 동아시아에서는 사회 경

③ 15세기 중엽 몽골의 오이라트부가 남하하여 토목보에서 명의

제적 변동 속에 부를 축적한 서민층이 성장하고, 이들에 의해 창

황제를 사로잡았다.

작되고 향유되는 서민 문화가 성장하였다. 중국의 통속 소설과 경

④ 청은 18세기 중엽 이후 영국 등 서양 상인들에게 광저우의 공

극, 조선의 한글 소설, 판소리, 탈춤, 민화, 에도 막부의 가부키,

행을 통한 제한적 무역을 허용하였다.

우키요에 등이 대표적이다.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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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정답 찾기

⑤ 남송대 주희는 사서에 성리학의 핵심을 이루는 내

정답 찾기

④ 일조편법은 명대의 장거정이 북로남왜 이후 부족해

용이 담겨 있다고 보고, 여기에 주석을 달아 『사서집주』를 저술하

진 국가 재정을 확보하고자 전국에 확대하여 실시한 것으로, 은으

였다.

로 세금을 징수한 제도이다.

오답 피하기

① 중국에서는 명·청대에 경제 발전과 도시 인구의

오답 피하기

① 천계령 해제 이후 청 상인이 나가사키에 진출하면

증가를 배경으로 서민 문화가 발전하였는데, 특히 19세기 무렵에

서 은 유출이 심화되자, 에도 막부는 18세기 초에 무역 허가증인

는 경극 공연이 유행하였다.

신패를 통해 해외 무역을 통제하였다.

② 가부키는 에도 막부 시대 조닌 문화를 대표한다.

② 조선은 일본인의 입국 및 교역을 위해 왜관을 설치하였는데,

③ 우키요에는 에도 막부 시대에 유행한 판화로 다양한 인물, 풍

외교 관계에 따라 설치와 폐쇄가 반복되었다. 임진왜란으로 조선

속, 경치 등을 소재로 삼았다.

과 일본의 교역이 중단되었다가, 일본의 요청으로 부산에 다시 왜

④ 풍속화와 민화, 한글 소설은 조선 후기 서민 문화의 발달을 알

관이 설치되어 양국 무역의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려 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③ 대동법은 공납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임진왜란 이후 17세기
초부터 조선에서 시행되었다.

6 에도 막부 시기의 동아시아 상황 이해
문제 분석

⑤ 에도 막부는 17세기 전반에 일본 상인들에게 일종의 무역 허가

자료에서 쇼군이 네덜란드 책을 보고 네덜란드의 학문

증인 슈인장을 발급하여 무역을 통제하였다.

을 활용하기 위해 노로 겐조와 아오키 곤요로 하여금 배우도록 명
하였으며, 이들이 난학에 몰두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통해 밑줄 친
‘막부’가 에도 막부임을 알 수 있다. 에도 막부는 나가사키에 데지
마를 건설한 후, 네덜란드 상관을 두어 교역을 허용하였다. 나가사
키를 통해 들어온 서양 학문을 바탕으로 난학이 발전하였다.
정답 찾기

ㄴ. 청대에는 실증적 방법으로 학문을 탐구하는 고증

학이 발달하였다. 특히 『사고전서』의 편찬과 같은 대규모의 편찬
사업은 고증학의 발달에 기여하였다.
ㄹ. 일본의 에도 막부에서는 18세기 후반에 고대 일본 문화의 우
수성을 강조하고 천황을 신성하게 여기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모토오리 노리나가는 『고사기전』을 저술하는 등 고전 연구를 통해
국학을 정립하였다.
오답 피하기

ㄱ. 도다이사는 일본 쇼무 천황의 명으로 8세기에 창

건되었다.
ㄷ. 통일 신라의 승려 혜초는 8세기에 인도 등을 순례 후 『왕오천
축국전』을 저술하였다.

02

임진왜란 시기의 사실 파악

문제 분석

조선의 왕이 의주로 달아났다는 내용을 통해 밑줄 친 ‘이 전쟁’이
임진왜란(1592~1598)임을 알 수 있다.
정답 찾기

세웠다.
오답 피하기

01 ④
05 ②

01

02 ①
06 ②

03 ①
07 ④

04 ①
08 ③

② 1644년 이자성의 반란군이 베이징을 점령하였다.

③ 강희제는 17세기 후반 타이완의 정씨 세력을 진압하였다.
④ 1575년에 벌어진 나가시노 전투에서 오다 노부나가는 조총 부
대를 활용하여 다케다 가쓰요리의 기마 군단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었다.
⑤ 명의 지배에서 벗어나 점차 세력을 키운 누르하치는 여진족을
통합하고 후금을 건국하였다(1616).

조선 인조 재위 시기의 사실 파악

문제 분석
본문 88~91쪽

① 임진왜란 중 일본은 명과 강화 협상을 하면서 일본

과 명의 무역 재개, 조선 남부 4도의 할양 등을 강화 조건으로 내

03
Ⅲ단원 실력 플러스

자료에서 일본군이 부산포와 동래성 등을 빼앗았고,

자료에서 남한산성의 형세가 매우 험준하니 적병이 함

락하지 못할 것이라는 내용을 통해 자료가 병자호란 당시의 상황
이며 밑줄 친 ‘국왕’이 인조임을 알 수 있다. 인조는 1623년 인조
반정을 통해 즉위하였다.
정답 찾기

ㄱ. 1623년 인조반정으로 광해군이 폐위된 이후 조선

은 친명배금 정책을 추진하였고, 평안도 앞바다의 가도에 주둔하
장거정의 개혁 추진 배경 이해

문제 분석

자료에서 16세기에 북쪽의 타타르부와 동남쪽의 왜구

고 있던 명의 장수 모문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이에 후금
이 반발하여 조선을 침략한 정묘호란이 일어났고, 그 결과 후금이

가 침략하여 명의 사회 혼란이 심화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장거

조선과 형제의 맹약을 맺고 철수하였다.

정이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개혁을 추진하였다는 내용을 통

ㄴ. 1636년 후금의 홍타이지는 황제를 칭하며 국호를 청으로 바

해 (가)에는 장거정이 추진한 개혁이 들어가야 함을 알 수 있다.

꾸었다. 이후 조선이 군신 관계를 받아들이지 않자 군대를 이끌고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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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을 침략하였다(병자호란). 인조는 남한산성에서 청에 항전하
였으나, 결국 삼전도에서 청의 홍타이지에게 항복 의식을 치렀다.
오답 피하기

06

마테오 리치의 활동 시기 이해

문제 분석

자료에서 이탈리아 출신으로 베이징에 와서 「곤여만국

ㄷ. 명은 후금을 공략하기 위해 조선에 파병을 요구

전도」를 만들었다는 내용을 통해 (가) 인물이 마테오 리치임을 알

하였고, 광해군은 강홍립을 도원수로 삼아 조선군을 파병하였다.

수 있다. 예수회 선교사인 마테오 리치는 명 말인 1583년 중국에

그러나 1619년 사르후 전투에서 명과 조선군은 패배하였고, 강홍

와서 약 30년 동안 중국 옷을 입고 중국의 언어를 배우면서, 천문

립은 후금에 투항하였다.

학에 뛰어난 식견으로 지배층의 신임을 얻었다.

ㄹ. 1600년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승리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1603년 쇼군의 자리에 오르고 에도 막부를 세웠다.

정답 찾기

② 마테오 리치는 명의 고관이자 크리스트교도가 된

서광계와 함께 유클리드의 기하학을 소개한 『기하원본』을 간행하
였다.

04

병자호란 이해

문제 분석

자료에 제시된 시조가 소현 세자와 청나라에 볼모로

오답 피하기

① 남송의 주희는 사서에 성리학의 핵심을 이루는 내

용이 담겨 있다고 보고, 사서의 주석을 집대성하여 『사서집주』를
집필하였다.

잡혀간 봉림 대군의 심경을 드러낸 작품이란 소개 내용을 통해 밑

③ 박지원은 연행사 일행으로 가서 대제국으로 발전한 청나라의

줄 친 ‘전쟁’이 병자호란임을 알 수 있다.

실상을 직접 목격하고 이를 생생하게 기록한 여행기인 『열하일기』

정답 찾기

ㄱ. 1636년에 일어난 병자호란으로 조선은 청과 조

를 저술하였다.

공·책봉 관계를 맺었고, 명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게 되었다.

④ 엔닌은 당 유학 후 일본에 귀국하여 『입당구법순례행기』를 집

이후 조선은 정기적으로 청에 연행사를 파견하였다.

필하였다.

ㄴ. 조선에서는 병자호란 이후 명과의 의리를 지키고 청에 당한

⑤ 에도 막부 시기 스기타 겐파쿠 등은 서양의 해부학 책을 일본

치욕을 씻자는 인식하에 북벌론이 대두되었다.

어로 번역한 의학서인 『해체신서』를 간행하였다(1774).

오답 피하기

ㄷ. 임진왜란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강화 협상

조건으로 ‘명의 공주를 천황 후궁으로 출가, 조선 남부 4도 할양,
명과의 무역 재개’ 등을 요구하였다.
ㄹ. 임진왜란 당시 이삼평 등 조선의 도자기 기술자들이 일본에
끌려갔고, 그들에 의해 일본의 도자기 기술이 발달하였다.

07

명·청대 동아시아의 경제 상황 이해

문제 분석

자료에서 휘저우 목재상들이 전국적으로 활약하여 큰

부를 축적하였으며, 난징, 항저우 등 각지에 회관과 공소를 설치
하여 이익을 꾀하였다는 내용을 통해 밑줄 친 ‘이 시기’가 휘저우

05

상인이 전국적으로 활약했던 명·청 시기임을 알 수 있다.
동아시아의 은 유통 이해

문제 분석

자료에서 에스파냐가 갈레온선을 이용하여 아카풀코

정답 찾기

ㄴ. 조선에서는 임진왜란 이후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세금을 쌀 등으로 납부하였다.

에서 마닐라로 대량 가져와 중국의 비단, 도자기 등과 교환하였다

ㄹ. 에도 막부 시기에는 각 번의 중심지인 조카마치를 중심으로

는 내용을 통해 (가) 물품이 은임을 알 수 있다. 16세기 동아시아

도시가 성장하였다.

에 진출한 유럽 상인은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며 중국의 비단,

오답 피하기

ㄱ. 828년 장보고는 완도에 청해진을 세워 당과 일본

차, 도자기, 일본의 은, 동남아시아의 향신료, 아메리카의 은 등

을 잇는 무역과 해상 질서를 주도하였다.

을 교역하였다. 그 결과 막대한 양의 은이 중국으로 유입되었다.

ㄷ. 군사 유지비와 세폐 지급 등으로 인해 재정에 어려움을 겪게

정답 찾기

② 가마쿠라 막부 때 일본은 중국으로부터 동전을 대

량으로 수입하여 사용하였다.
오답 피하기

된 송은 왕안석을 등용하여 재정 수입의 확대를 꾀하고 부국강병
을 추진하였다.

① 은은 일조편법과 지정은제가 시행되면서 세금 징

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③ 영국은 청과의 무역에서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자, 인도산
아편을 청에 밀수출하는 아편 무역을 전개하였다. 이에 청의 은이

08

청 왕조 시기의 동아시아 문화 이해

문제 분석

자료에서 『사고전서』의 편찬을 시작하고, 『고금도서집

영국 등에 다량 유출되었다.

성』 3부를 일본의 나가사키에서 팔았다는 내용을 통해 밑줄 친

④ 일본에서는 조선으로부터 회취법이 전래되고, 이와미 광산의

‘이 왕조’가 청임을 알 수 있다.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은 생산량이 급증하였다.
⑤ 조선은 일본에 인삼을 수출하고 그 대금으로 은을 받았다.

정답 찾기

③ 대안탑은 당의 현장이 인도에서 가져온 불경을 보

관하기 위해 세워진 탑이다.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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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오답 피하기

07

① 청 왕조 시기인 조선 후기에 사회·경제적 변동 과

정에서 경세치용과 실사구시를 내세웠던 실학이 발달하였다.

새로운 국제 질서와 근대화 운동 ~

서양 문물의 수용

② 청 왕조 시기인 조선 후기에는 양반 사회를 풍자하는 판소리가
유행하였다.

닮은꼴 문제

④ 황종희, 고염무 등은 경학과 역사학을 통한 객관적·실증적 연
구를 바탕으로 실제 정치, 사회에 대한 학문의 역할을 중시하였
다. 이것은 청대에 들어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실증적으로 학문을
연구하는 고증학의 발달을 가져왔다.
⑤ 에도 막부 시기에 일본에서는 일본 문화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국학이 발전하였다.

1

| 본문 100~101쪽 |

영국의 삼각 무역 이해

정답 해설 | 자료에서 귀국의 상인들이 중국의 법을 지켜야 하며,

인도에서 재배한 아편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통해 밑줄
친 ‘귀국’이 아편 무역을 주도한 영국임을 알 수 있다. 
정답 찾기

정답

⑤

⑤ 영국은 청과의 교역 확대를 위해 18세기 후반에 매

카트니 사절단을 청에 파견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 일본은 1875년 운요호 사건을 일으켜 이듬해 조선

과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였다.
② 에스파냐는 아메리카산 은으로 갈레온 무역을 하며 동아시아
물품들을 유럽에 수출하였다.
③ 조선에서 갑신정변이 일어나자 청은 조선에 군대를 파견하여
이를 진압하였다.
④ 1543년 포르투갈로부터 일본에 조총이 처음 전해졌다.

2

1861년 동아시아의 정세 이해

정답 해설 | 자료에서 남으로 홍수전의 무리가 난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을 통해 태평천국 운동(1851~1864)이 진행되고 있는 중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작년 그들과 화의를 맺어 주룽반도를 넘겨주었
다는 내용을 통해 제2차 아편 전쟁의 결과 베이징 조약이 체결되
었던 1860년 이듬해(1861)의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정답 찾기

정답

②

② 1854년 미일 화친 조약이 체결되었다. 에도 막부가

무너지고 1868년 메이지 정부가 수립되었다.

수능

기본 문제

01 ②
05 ③

01

02 ②
06 ①

본문 102~103쪽

03 ⑤
07 ⑤

04 ②
08 ④

난징 조약의 내용 파악

문제 분석

그들의 함대가 난징으로 진격했고, 그 결과 상하이와

샤먼 등에서 교역을 허가하기로 조약을 맺었다는 내용 등을 통해
밑줄 친 ‘조약’이 제1차 아편 전쟁의 결과로 체결된 난징 조약임을
알 수 있다.
정답 찾기

② 제1차 아편 전쟁의 결과 체결된 난징 조약에는 공행

무역의 폐지와 상하이 등 5개 항구의 개항이 규정되어 있다.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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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 피하기

① 청의 내정 간섭에 불만을 품은 김옥균 등 조선의

급진 개화파는 일본의 지원을 약속받아 갑신정변을 일으켰다.

04

메이지 정부의 정책 이해

문제 분석

자료에서 흥선 대원군이 조선을 이끌고 있으며, 일본

③ 일본은 청일 전쟁 당시 풍도 해전, 황해 해전, 평양 전투 등에

이 조선을 정벌해야 된다는 내용을 통해 자료의 내용이 메이지 유

서 청군을 격파하고 랴오둥반도와 산둥반도 일부를 점령하였다.

신 이후 일본에서 제기된 정한론임을 알 수 있다. 흥선 대원군은

④ 16세기 명은 북쪽에서 몽골의 침입을 받았고, 남쪽으로 해안

1863년에서 1873년까지 집권하였다.

지역에 왜구가 출몰하는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를 북로남왜의 화
라고 한다.
⑤ 청과의 무역에서 무역 수지 적자가 심해지자 영국은 18세기 말
매카트니 사절단을 파견하여 자유 무역을 요구하였다.

02

강화도 조약의 내용 파악

문제 분석

자료에서 일본이 군함을 파견하여 영종성을 불태우고,

정답 찾기

② 1868년 메이지 정부는 에도를 도쿄로 개칭하였고,

천황은 도쿄에 머무르며 국가 정책을 주관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 홍수전 등은 청 왕조 타도를 구호로 내세우면서

1851년 태평천국을 수립하였고, 1853년 난징을 점령하였다. 태평
천국 운동은 1864년 진압되었다.
③ 일본은 1853년과 1854년에 내항한 미국 페리 함대의 무력시위
에 굴복하여 미일 화친 조약을 체결하였다.

조선을 자주국으로 인정한 조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을 통해 밑줄

④ 일본의 무로마치 막부는 15세기 전반부터 16세기 중반까지 명

친 ‘조약’이 강화도 조약임을 알 수 있다.

과 감합 무역을 전개하였다.

정답 찾기

② 1876년 조선과 일본이 체결한 강화도 조약으로 부

산 등이 개항되었다.
오답 피하기

⑤ 1862년 프랑스와 베트남은 선교의 자유, 영토 할양, 항구 개
항, 배상금 지급 등을 명시한 제1차 사이공 조약을 체결하였다.

① 영토 할양 내용을 담고 있는 조약으로는 난징 조

약 등이 있다. 난징 조약으로 청은 영국에 홍콩을 할양하였다.
③ 1862년 프랑스와 베트남은 크리스트교 선교의 자유, 영토 할
양, 항구 개항, 배상금 지급 등을 명시한 제1차 사이공 조약을 체
결하였다.
④ 일본은 1853년과 1854년에 내항한 미국 페리 함대의 무력시위
에 굴복하여 미일 화친 조약을 체결하였다.

05

대일본 제국 헌법의 제정 배경 이해

문제 분석

자료에서 신민의 권리와 재산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것

과 제국 의회의 소집 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통해 밑줄 친 ‘이
헌법’이 대일본 제국 헌법임을 알 수 있다.
정답 찾기

③ 일본의 자유 민권 운동은 서양식 의회 설치와 헌법

⑤ 일본이 전쟁 배상금을 지급받은 조약으로는 시모노세키 조약

제정을 요구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전개되었다. 메이지 정부는 자

등이 있다.

유 민권 운동을 탄압하면서도 서구식 정치 제도의 필요성은 인정
하였다. 그에 따라 대일본 제국 헌법을 제정하여 입헌제 국가의

03

양무운동의 내용 이해

문제 분석

자료에서 조선에서 보낸 인원들을 톈진에 수용하고 금

릉 기기국을 비롯하여 각 학당에 나누어 보내 서양의 방법을 연구
하게 한다는 내용을 통해 양무운동 추진 시기에 있었던 사실임을
알 수 있다.
정답 찾기

⑤ 19세기 중엽부터 청에서는 증국번, 이홍장 등이 중

국의 전통 체제는 유지하면서 서구의 과학 기술을 들여오기 위한
양무운동을 전개하였다. 당시 난징에는 금릉 기기국이라는 군수
공장이 세워졌다.
오답 피하기

① 청일 전쟁 이후 조선 정부는 일본의 요구에 따라

을미개혁을 단행하였다.
② 독립 협회는 1898년 만민 공동회를 열어 의회 설립 등을 요구
하였다.
③ 메이지 정부는 폐번치현을 단행하여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하
였다.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 청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여 랴오둥반도를 차지하자, 러시아가 프랑스, 독일
과 함께 삼국 간섭에 나섰다.
② 서구 열강과 일본의 이권 침탈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크
리스트교에 대한 중국인의 반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 왕조를 도
와 서양 세력을 몰아내자는 의화단 운동이 일어났다.
④ 제1차 아편 전쟁 결과 체결한 난징 조약 이후에도 청과의 무역
량이 기대만큼 늘지 않자, 영국은 1856년 제2차 아편 전쟁을 일으
켰다.
⑤ 1871년에 청과 일본은 대등한 입장에서 청일 수호 조규를 체결
하였다.

06

신해혁명의 내용 파악

문제 분석

자료에서 중국 (혁명) 동맹회 세력이 참여하고 있으며,

④ 대한 제국 정부는 경운궁을 중심으로 황성 만들기 사업을 추진

처음으로 공화 정체를 설립한다는 내용을 통해 밑줄 친 ‘혁명’이

하였다.

신해혁명임을 알 수 있다.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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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정답 찾기

수능

① 1911년 후베이성 우창에서 혁명파의 이념에 영향을

받은 신군의 봉기로 신해혁명이 본격화되었다.
오답 피하기

1③
5②
9②

② 청일 전쟁의 패배로 양무운동의 한계가 드러나자

캉유웨이와 량치차오 등은 청의 낡은 제도가 패배의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변법자강 운동을 전개하였다.
③ 청 정부는 의화단 운동 이후 신정을 추진하면서 1908년에 입
헌파의 주장을 받아들여 흠정 헌법 대강을 반포하였다.
④ 청일 전쟁이 일어난 직후 일본의 지원으로 정권을 잡은 조선의
개화 세력은 갑오개혁을 추진하였다.
⑤ 정부가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

실전 문제

1

2①
6②
10 ⑤

본문 104~108쪽

3①
7④

4⑤
8⑤

아편 전쟁의 결과 파악

문제 분석

임칙서가 면직되었음에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내

용을 통해 밑줄 친 ‘그 나라’가 영국임을 알 수 있다.
정답 찾기

③ 제1차 아편 전쟁 결과 1842년 청과 영국이 체결한

는 상황에서 1882년 조선의 구식 군인들이 별기군과의 차별 대우

난징 조약과 추가 조약은 광저우를 비롯한 5개 항구 개항, 홍콩

에 반발하여 임오군란을 일으켰다.

할양, 공행 폐지, 영사 재판권과 최혜국 대우 등을 규정하였다.

07

는 함대를 일본에 파견하였다.

오답 피하기

사회 진화론의 특징 파악

문제 분석

① 미국에 대한 설명이다. 미국은 페리 제독이 이끄

자료에서 『종의 기원』에서 환경에 적응한 자가 살아남

② 프랑스에 대한 설명이다. 1862년 프랑스와 베트남은 선교의

는다는 것과 인간 사회의 약자는 언제나 강한 자의 먹이가 된다는

자유, 영토 할양, 항구 개항, 배상금 지급 등을 명시한 제1차 사이

내용을 통해 자료가 사회 진화론에 관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공 조약을 체결하였다.

정답 찾기

ㄷ. 일본의 일부 지식인들은 사회 진화론을 제국주의

④ 네덜란드에 대한 설명이다. 네덜란드는 바타비아를 거점으로

침략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활용하였다.

무역을 전개하였다.

ㄹ. 변법자강 운동을 주도하였던 량치차오는 사회 진화론을 변법

⑤ 에스파냐에 대한 설명이다. 에스파냐는 필리핀에 마닐라를 건

자강 운동의 논리로 활용하였다.

설한 후 이를 거점으로 무역을 전개하였다.

오답 피하기

ㄱ. 일본에서는 에도 막부 시대에 스기타 겐파쿠 등

이 서양의 해부학 서적을 번역한 『해체신서』를 간행하였는데, 이
를 계기로 난학이 본격적으로 발달하였다.
ㄴ. 명대에 성리학이 과거 합격을 위한 학문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강해지자, 이에 반발하여 실천을 강조하는 양명학이 집대성되었다.

08

2

난징에서 있었던 사실 파악

문제 분석

자료에서 홍무제 시기 궁성이 있었다는 것과 태평천국

의 홍수전이 머물렀던 곳이라는 내용을 통해 밑줄 친 ‘이 도시’가
난징임을 알 수 있다.

여권 통문 발표 시기의 동아시아 상황 파악

정답 찾기

① 19세기 중엽부터 청에서는 증국번, 이홍장 등이 중

자료에서 독립신문에 실린 통문이라는 것과 북촌의 여

국의 전통 체제는 유지하면서 서구의 과학 기술을 들여오기 위한

성들이 여학교 설립을 주장했다는 내용을 통해 자료의 내용이

양무운동을 전개하였다. 당시 난징에는 금릉 기기국이라는 군수

1898년에 발표된 여권통문에 관한 대화임을 알 수 있다.

공장이 세워졌다.

문제 분석

정답 찾기

④ 광서제는 1898년에 변법자강 운동을 주장하는 캉

오답 피하기

② 1854년 미국과 일본이 체결한 미일 화친 조약으로

유웨이의 요청을 받아들여 각종 개혁 조치를 단행하였으나, 보수

시모다와 하코다테가 개항되었다.

파의 반발로 100여 일 만에 실패하였다.

③ 통신사는 조선에서 일본에 파견한 사절단이다.

오답 피하기

① 일본에서는 1873년 태양력을 도입하였다.

④ 우창 신군의 봉기를 계기로 신해혁명이 본격화되었다.

② 교육입국 조서는 1895년 고종이 반포한 것으로, 지·덕·체를

⑤ 나가사키에 대한 설명이다. 에도 막부 시기 일본에서는 데지마

갖춘 인재의 양성을 담고 있다.

가 건설되어 네덜란드 상인의 거주지로 이용되었다.

③ 한국에서는 1899년 일본에 의해 경인선이 부설되었다.
⑤ 육영 공원은 조선 정부가 1886년에 설립한 근대적 관립 학교
이다.

3 양무운동의 한계 이해
문제 분석

자료에서 청은 이홍장의 주도로 북양해군을 창설하였

으나 황해 해전(청일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내용을 통해 (가)에는
양무운동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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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찾기

① 청에서는 19세기 중엽부터 중국의 전통을 유지하면

했음에도 에도 막부가 이를 강행한 것을 문제 삼아 반막부 세력이

서 서양의 군사력과 과학 기술을 수용하여 자강을 이루려는 양무

존왕양이 운동을 전개하였다.

운동이 전개되었다. 하지만 청일 전쟁의 패배로 그 한계가 드러

④ 1875년 일본이 일으킨 운요호 사건을 계기로 조선과 일본 사이

났다.

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었다.

오답 피하기

② 제1차 아편 전쟁의 결과 체결한 난징 조약으로 청

은 상하이 등 5개 항구를 개항하였다.
③ 변법자강 운동은 서태후를 비롯한 보수파의 반발로 실패하였다.
④ 청 말기인 1908년에 입헌 군주제적인 요소를 받아들인 흠정

⑤ 변법자강 운동은 서태후 등 보수파의 반발로 실패하였다.

6 대일본 제국 헌법과 대한국 국제 제정 시기 사이의 사실 파악
문제 분석

천황이 대일본 제국을 통치하며 국가의 원수라고 규정

헌법 대강이 제정되었다.

한 내용을 통해 (가)는 1889년 제정된 대일본 제국 헌법임을 알 수

⑤ 중국에서 의화단 운동 이후 민중의 개혁 요구가 강해지자, 청

있다. (나)는 대한 제국은 전제 군주정이며 대황제가 군권을 행사

정부는 신정을 실시하여 교육 개혁, 신식 군대 편성 등 근대적 개

한다는 내용을 통해 1899년 제정된 대한국 국제임을 알 수 있다.

혁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일련의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가 과
도한 세금을 징수하자 이에 대한 저항이 일어났다.

정답 찾기

② 서재필 등이 중심이 되어 1896년 독립 협회가 창설

되었고, 이후 독립 협회는 의회 개설 운동을 전개하였다. 하지만
대한 제국 수립 이후 1898년 보수 세력의 반발로 강제 해산되었

4 메이지 정부의 정책 파악
문제 분석

번마다 법률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 대정봉환으로 새

로운 정부가 구성되었다는 점 등을 통해 밑줄 친 ‘정부’가 메이지
정부임을 알 수 있다. 메이지 정부는 전국의 번을 폐지하고 현을
설치하였다.
정답 찾기

⑤ 일본의 메이지 정부는 1889년에 대일본 제국 헌법

을 제정해 반포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 청에서 있었던 사실이다. 제1차 아편 전쟁의 결과

체결된 난징 조약으로 공행 무역이 폐지되었다.
② 청에서 있었던 사실이다. 의화단은 부청멸양을 구호로 교회와
철도를 파괴하고 외국 공사관을 공격하는 등 반외세 운동을 전개
하였다.
③ 조선 정부는 개화 정책을 전담할 기구로 통리기무아문을 설치
하였다.
④ 청에서 있었던 사실이다. 증국번, 이홍장 등 한인 관료층과 서
양의 개입으로 태평천국 운동이 진압되었다.

5

고, 이듬해 전제 군주정을 규정한 대한국 국제가 반포되었다.
오답 피하기

① 운요호 사건은 1875년에 일어났다. 일본은 이를

구실로 조선에 개항을 강요하였다.
③ 메이지 정부는 1871~1873년에 불평등 조약 개정을 위한 예비
교섭과 서양의 문물 시찰을 위해 이와쿠라 사절단을 파견하였다.
④ 일본은 1854년 미국과 미일 화친 조약을 체결하여 시모다와
하코다테를 개항하였다.
⑤ 쑨원의 주도로 1905년 일본에서 중국 (혁명) 동맹회가 결성되
었다.

7

변법자강 운동의 특징 이해

문제 분석

자료에서 일본을 본받아 제도국을 설치하여 헌법을 논

의하고 유학생을 파견한다는 내용을 통해 자료의 내용이 변법자
강 운동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정답 찾기

④ 변법자강 운동은 서태후를 비롯한 보수파의 반발로

실패로 끝났다(1898).
오답 피하기

① 러시아 공사관에서 환궁한 고종은 국호를 대한 제

국으로 변경하고 황제에 즉위하였다. 또한 광무개혁을 통해 근대
갑신정변의 전개 이해

문제 분석

제시된 자료에서 일본 공사가 병사들을 이끌고 경복궁

국가를 건설하려고 노력하였다.
② 1871년에 청과 일본은 대등한 입장에서 청일 수호 조규를 체결

에 침투하였으나 청의 도움을 받아 일본 병사들과 김옥균 일파를

하였다.

쫓아냈다는 내용을 통해 자료의 사건이 갑신정변임을 알 수 있다.

③ 1851년 홍수전은 태평천국 운동을 일으켜 청 왕조 타도, 남녀

정답 찾기

② 1882년에 일어난 임오군란 이후 청의 내정 간섭이

평등, 토지 균분 등을 주장하였다.

심해지는 상황에서 김옥균 등 급진 개화파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

⑤ 베트남을 두고 벌어진 청과 프랑스의 전쟁을 틈타 갑신정변이

을 모델로 1884년에 갑신정변을 일으켰다.

전개되었다.

오답 피하기

① 메이지 정부는 기존의 번을 폐지하고 현을 설치하

여 관리를 파견하는 폐번치현을 단행하여 중앙 집권을 강화하였다.
③ 1858년에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의 칙허 문제로 정치 갈등이 전
면에 드러났다. 당시 천황이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의 칙허를 거부

8 신해혁명의 내용 이해
문제 분석

자료에서 쑨원이 임시 대총통에 취임했다는 내용을 통

해 밑줄 친 ‘혁명’이 신해혁명임을 알 수 있다.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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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정답 찾기

⑤ 1911년 우창 신군의 봉기를 계기로 신해혁명이 일

어나 1912년 쑨원을 임시 대총통으로 하는 공화 정체의 중화민국

④ 이타가키 다이스케 등이 1874년 민선 의원 설립 건백서를 작성
하였고, 이를 계기로 일본에서 자유 민권 운동이 본격화되었다.

이 수립되었다.
오답 피하기

① 메이지 유신 이후 메이지 정부의 일부 인사는 대

외 침략으로 내부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정한론을 주장하였다.
② 태평천국 운동에 대한 설명이다. 홍수전은 (배)상제회를 조직
하고 1851년 태평천국 운동을 일으켰다. 태평천국 운동은 1864년
까지 이어졌다.
③ 의화단 운동 이후 민중의 개혁 요구가 강해지자, 청 정부는
1901년부터 과거제 폐지, 신식 군대 편성, 상공업 육성 등 여러 분
야의 개혁(신정)을 추진하였다.
④ 존왕양이 운동의 영향으로 에도 막부가 무너지고 1868년 천황
을 중심으로 신정부가 수립되었다.

9

만국 공법의 특징 이해

문제 분석

자료에서 국외 중립 조항에 관심을 가지고 주권 수호

활동의 근거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가)가 만국 공법임을 알 수
있다.
정답 찾기

② 동아시아 국가들은 중화주의에 기반한 조공·책봉

관계를 맺어 왔다. 만국 공법은 각 국가 간 평등한 관계를 기반으
로 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 한국에서는 만국 공법을 주권 수호를 위한 외교

활동의 근거로 활용하였다.
③ 강화도 조약 체결 당시 일본은 만국 공법을 근거로 조선이 자
주국임을 주장하였다.
④ 청은 기존의 화이관을 유지한 채 만국 공법을 서양 열강과의
외교 실무에 이용하는 데 그쳤다.
⑤ 서구 열강은 만국 공법을 내세워 불평등 조약을 합리화하는 데
활용하였다.

10

경인선 개통 시기 동아시아 정세 이해

문제 분석

자료에서 한성(서울)에서 인천을 잇는 철도의 개업 예

식을 거행했다는 내용을 통해 자료는 1899년 경인선 개통 시기의
사실임을 알 수 있다.
정답 찾기

⑤ 조선에서는 1895년 추진된 을미개혁 당시 태양력

을 채택하였다. 1899년 경인선 개통 당시 대한 제국에서는 태양
력을 사용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 육영 공원은 조선 정부가 1886년에 설립한 근대적

관립 학교이다.
② 일본에서는 1877년 도쿄 대학이 설립되었다.

만점마무리 봉투모의고사
수능과 동일한 구성과 난이도,
OMR 카드 마킹 연습까지
선배들이 증명한 실전 훈련 효과!

③ 조선에서는 1895년 을미개혁 당시 단발령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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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청일 전쟁의 전개 과정을 보여 주는 지도임을 알 수 있다. 청일 전

제국주의 침략 전쟁과 민족 운동

쟁은 1894~1895년에 전개되었다.
정답 찾기

닮은꼴 문제

1

| 본문 114~115쪽 |

③ 1894년 동학 농민 운동 당시 청·일 양국 군대가 조

선에 들어왔다. 일본군은 조선의 철병 요구를 무시하고 경복궁을
점령하였으며, 풍도 앞바다에서 청군을 공격하면서 청일 전쟁을
일으켰다.

동학 농민 운동 시기 동아시아 상황 파악

정답 해설 | (가)는 동학 농민군이 전주성까지 점령하자 조선 정부

오답 피하기

① 일본은 1875년 운요호 사건을 일으키고, 이를 구

가 이를 진압하기 위해 청에 구원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청군

실로 조선에 개항을 강요하였다.

이 조선에 들어오자 일본도 출병한 1894년 5월의 상황을 보여 준

② 일본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1902년 제1차 영일 동맹을 체

다. (나)는 일본군이 조선의 철병 요구를 거부하고 오히려 1894년

결하였고, 이후 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갔다.

6월 경복궁을 점령한 후 조선 정부에 개혁을 압박하는 상황을 보

④ 흠정 헌법은 군주가 제정한 헌법으로, 1908년 청 정부가 반포

여 준다.

정답

정답 찾기

①

① 청군과 일본군의 파병 소식을 접한 농민군은 정부

군과 휴전하고 전주 화약을 맺고 해산하였다. 정부도 개혁을 추진
하면서 청과 일본 군대의 철수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일본군이 이
를 거부하고 경복궁을 점령한 후 청일 전쟁을 일으켰다.
오답 피하기

② 삼국 간섭은 청일 전쟁이 끝난 이후인 1895년에

한 흠정 헌법 대강 등이 해당된다.
⑤ 프랑스는 베트남과 1862년 선교의 자유, 영토 할양, 항구 개
항, 배상금 지급 등을 명시한 제1차 사이공 조약을 체결하였다.

02

삼국 간섭의 시기 파악

문제 분석

자료에서 러시아 정부가 일본 정부에 랴오둥반도 영유

발생하였다.

를 포기하라고 압박하는 내용을 통해 밑줄 친 ‘권고’가 1895년의

③ 고종의 처소를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긴 아관 파천은 1896년에

삼국 간섭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정답 찾기

이루어졌다.

③ 청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1895년 청과 시모노

④ 일본의 제국 의회는 1890년에 구성되었다.

세키 조약을 체결하여 랴오둥반도와 타이완 등을 할양받았다. 하

⑤ 변법자강 운동은 청일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 캉유웨이, 량치차

지만 러시아가 주도한 삼국 간섭으로 일본은 랴오둥반도를 다시

오 등이 전개한 정치 개혁 운동이다.

청에 넘겨주어야 했다. 갑신정변 발발은 1884년, 대한국 국제 반
포는 1899년의 사실이다.

2

윤봉길 의거의 시기 파악

정답 해설 | 자료에서 상하이 훙커우 공원에서 한인 애국단 단원이

폭탄을 던져 일본인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었다는 내용을 통해

03

의화단 운동 이해

문제 분석

자료에서 청조를 도와 서양인을 몰아내자는 구호를 내

⑤

세우며 봉기하여 교회와 외국인을 공격하였고, 열강이 중국 정부

⑤ 만주 사변에 이어 1932년 상하이를 점령한 일본이

에 처벌을 요구하였다는 내용을 통해 (가) 단체는 의화단 운동을

훙커우 공원에서 기념식을 열자 윤봉길은 식장에 폭탄을 던져 일

전개한 의화단임을 알 수 있다. 의화단 운동은 청을 두고 영국, 프

제의 주요 장성과 고관들을 처단하였다. 윤봉길의 의열 투쟁은 중

랑스, 러시아, 일본 등 열강의 이권 침탈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

국 국민당이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계기가

데, 청 왕조를 도와 서양 세력을 몰아내자는 부청멸양을 내세우며

되었다. 만주 사변은 1931년, 중일 전쟁 발발은 1937년의 사실이다.

전개된 민족 운동이었다.

밑줄 친 ‘이 사건’은 윤봉길 의거임을 알 수 있다. 
정답 찾기

정답

정답 찾기

③ 의화단이 교회와 철도를 파괴하고 외국 공사관까지

공격하자 서양 열강과 일본은 연합군을 조직하여 의화단을 진압
하였고, 이 과정에서 베이징을 점령하였다. 청 정부는 1901년에
수능

01 ③
05 ②

기본 문제
02 ③
06 ①

본문 116~117쪽

03 ③
07 ④

04 ③
08 ⑤

열강과 신축 조약을 체결하여 배상금을 지급하고 외국 군대의 베
이징 주둔을 허용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 청일 전쟁 패배 이후 캉유웨이와 량치차오 등이

추진한 변법자강 운동은 서태후를 비롯한 보수파의 반격으로 실

01

패하였다(1898).
청일 전쟁 시기의 사실 파악

문제 분석

자료에서 풍도 해전, 평양 전투, 황해 해전 등을 통해

② 1870년대부터 일본에서 전개된 자유 민권 운동은 의회 설립과
헌법 제정 등을 요구하였다.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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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④ 에도 막부 말기에 반막부 세력이 막부가 천황의 허락 없이 미

④ 러시아가 주도한 삼국 간섭으로 일본이 랴오둥반도를 청에 반

국 등 서양 열강과 통상 조약을 체결한 것을 문제 삼아 존왕양이

환하게 되면서 러시아에 대한 일본의 적대감이 고조되었고, 러시

를 내세우며 막부에 저항하였다.

아와 일본의 대립이 본격화되었다.

⑤ 조선은 고종 즉위 이후 실권을 장악한 흥선 대원군이 강력한

⑤ 러일 전쟁 결과 맺은 포츠머스 조약으로 일본은 러시아로부터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펼쳤다. 이에 프랑스와 미국이 조선을 침

한국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을 인정받았다.

략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04

제1차 세계 대전 시기의 사실 파악

문제 분석

자료에서 우리 나라(일본)가 독일을 산둥성에서 쫓아

내고 독일 대신 칭다오를 점령한 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내용을
통해 밑줄 친 ‘이번 전쟁’은 제1차 세계 대전(1914~1918)임을 알
수 있다.
정답 찾기

③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은 독일에 선전 포고를

하고 참전하여 독일의 조차지인 칭다오 일대를 점령하였다. 그리
고 1915년 산둥반도의 이권 양도, 뤼순과 다롄의 조차 기한 99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21개조 요구’를 중국에 제출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 1924년 제국주의 및 군벌 타도를 목표로 중국 국

민당과 중국 공산당 사이에 제1차 국공 합작이 이루어졌다.
② 1895년 청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청과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여 막대한 배상금을 받고 타이완과 랴오둥반도를 차지하
였다.
④ 한국에서 민족 유일당 운동으로 1927년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
주의 진영의 좌우 합작에 따른 신간회가 결성되었다.

06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의 배경 파악

문제 분석

자료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임시 헌법으로 1919년 9

월에 제정되었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민주 공화제 정부였다.
정답 찾기

① 1919년 일어난 3·1 운동을 전후하여 한국 내외에

서 임시 정부가 수립되었다. 연해주에서는 대한 국민 의회가 조직
되었고, 중국 상하이에서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국내에서는 한
성 정부가 수립되었다. 임시 정부들은 곧바로 통합 운동을 전개하
였다. 그 결과 1919년 9월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수립
되었고 민주 공화제를 표방한 임시 헌법이 제정되었다.
오답 피하기

② 5·4 운동 이후 천두슈 등이 1921년에 중국 공산당

을 창당하였다.
③ 한국의 독립군 연합 부대는 1920년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다.
④ 워싱턴 회의(1921~1922)에 따라 새로운 국제 질서인 워싱턴
체제가 형성되었다.
⑤ 일본이 명성 황후를 시해한 을미사변은 1895년에 일어났다.

⑤ 1937년 중일 전쟁이 일어나 일본이 상하이를 점령하고 수도인
난징마저 함락시켰다. 이후 일본이 주요 도시와 철도망을 장악하
자 중국 국민당 정부는 수도를 충칭으로 옮겨 항전을 계속하였다.

07

05

대응하게 되었고, 홍군을 국민 혁명군으로 개편하여 국민 정부 군

제2차 국공 합작의 배경 파악

문제 분석

워싱턴 회의 결과 이해

문제 분석

자료에서 중국 공산당이 중국 국민당과 함께 국난에

자료에서 5개국의 해군력 비율을 정하였고, 중국 문제

사 위원회의 통할을 받는다는 내용을 통해 중일 전쟁 발발 직후

를 다루었으며, 일본이 산둥반도 이권을 중국에 반환하였다는 내

중국 공산당이 제2차 국공 합작에 대해 발표한 선언임을 알 수

용을 통해 밑줄 친 ‘회의’는 1921~1922년에 열린 워싱턴 회의임

있다.

을 알 수 있다.
정답 찾기

② 워싱턴 회의는 중국 문제 등을 둘러싼 열강의 이해

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그 결과 열강은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결정하고 열강의 중국 진출에 상호 균등한 기회를 보
장하였다.
오답 피하기

정답 찾기

④ 시안 사건 이후 1937년 일본이 루거우차오 사건을

계기로 중일 전쟁을 일으키자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은 제2
차 국공 합작을 결성하여 항일 전쟁을 전개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 한인 애국단은 1931년 김구가 조직한 단체로 이봉

창, 윤봉길 등이 소속 단원으로 의거를 감행하였다.
① 민족 자결주의는 각 민족이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② 러일 전쟁 결과 1905년 포츠머스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

결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나갈 무렵 미국의

으로 일본은 뤼순과 다롄의 조차권과 남만주 철도에 대한 이권 등

윌슨 대통령이 제창하였다. 민족 자결주의는 파리 강화 회의에서

을 획득하였다.

채택되었고, 3·1 운동에 영향을 끼쳤다.

③ 1940년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 한

③ 파리 강화 회의에서 승전국으로 참여한 일본은 산둥반도에 대한

국광복군을 창설하였다.

권리를 인정받았다. 이러한 결정이 알려지자 중국에서는 1919년

⑤ 중국 공산당은 중국 국민당의 공격을 피해 근거지를 옮기는 대

5·4 운동이 전개되었다.

장정을 1934년에 감행하였다.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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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2

중일 전쟁 시기의 사실 파악

문제 분석

자료에서 베이징 근처에서 일어난 중국군과 일본군의

신축 조약 체결 배경 이해

문제 분석

자료에서 청이 러시아, 독일, 영국 등 각국에 배상금을

충돌로 전쟁이 시작되었고, 당시 중국 군대가 포로로 잡은 일본군

지불하고 외국 군대의 베이징 주둔을 허용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을 조선 의용대에 인계하였다는 내용을 통해 밑줄 친 ‘전쟁’은

통해 (가) 조약은 신축 조약임을 알 수 있다.

1937년 발발한 중일 전쟁임을 알 수 있다.
정답 찾기

정답 찾기

⑤ 1937년 시작된 중일 전쟁에서 중국군의 포로가 된

일본군 중 일부가 일본 병사(일본군) 반전 동맹을 결성하여 일본
제국주의의 실상을 폭로하였다. 이들은 일본군 병사를 향해 투항
과 전선 이탈을 호소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 부청멸양을 내세우며 일어난 의화단 운동은 8개국

연합군에 의해 진압되었고, 그 결과 1901년에 청은 열강과 신축
조약을 체결하였다.
오답 피하기

② 청 정부가 추진한 철도 국유화에 대한 반대 투쟁

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는 가운데 1911년 우창에서 중국 혁명파

① 1894년에 조선에서 일어난 동학 농민 운동 당시

를 지지하는 군대가 봉기하여 신해혁명이 시작되었다.

농민군은 정부와 전주 화약을 체결하고 자진 해산한 후 전라도 일

③ 1889년 대일본 제국 헌법이 반포되고, 이어 1890년에 치러진

대에서 개혁을 추진하였다.

중의원 선거 결과 제국 의회가 구성되었다.

② 1931년 일본군은 남만주 철도 일부를 폭파한 후 이를 중국군의

④ 임오군란 이후 조선에 대한 청의 내정 간섭이 심해지는 상황에

소행으로 몰아 만주 사변을 일으켰다.

서 김옥균 등 급진 개화파가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1884

③ 한인 애국단원인 이봉창이 1932년 일본 천황 암살을 시도하였

년에 갑신정변을 일으켰다.

으나 실패하였다.

⑤ 1894년 일어난 동학 농민 운동이 전개되던 과정에서 청과 일

④ 1909년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후 뤼순 감옥에 갇힌 안중근

본이 조선에 군대를 파견하였고, 이는 청일 전쟁으로 이어졌다.

은 옥중에서 한·중·일의 상호 협력을 강조한 「동양 평화론」을 집
필하였다.
수능

3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 시기 사이의 사실 파악
실전 문제

1⑤
5④

2①
6④

본문 118~121쪽

3⑤
7⑤

4②
8④

문제 분석

(가) 조약은 청이 일본에 봉천성 남부의 땅(랴오둥반

도)과 타이완 등을 할양한다는 내용을 통해 청일 전쟁 결과 1895
년에 체결된 시모노세키 조약임을 알 수 있다. (나) 조약은 러시아
가 뤼순·다롄의 조차권과 창춘 이남(남만주)의 철도에 대한 권리
를 일본에 양도한다는 내용을 통해 러일 전쟁 결과 1905년에 체

1

청일 전쟁 이해

문제 분석

자료에서 중국 중심의 국제 질서가 해체되었고, 일본

이 막대한 배상금을 챙겨 제국주의 국가로 한 발 더 나아가는 계
기가 되었으며 한반도에서 러·일 대립을 첨예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내용을 통해 (가) 전쟁이 청일 전쟁임을 알 수 있다.
정답 찾기

⑤ 청일 전쟁 결과 체결한 시모노세키 조약 제1조에서

청은 조선이 독립 자주국임을 확인한다는 규정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오답 피하기

① 제1차 아편 전쟁으로 1842년에 청과 영국이 체결

한 난징 조약에 따라 공행 무역이 폐지되었다.
② 임진왜란 중 이여송이 이끄는 명군이 벽제관 전투에서 일본군
에게 패배하였다.

결된 포츠머스 조약임을 알 수 있다.
정답 찾기

⑤ 아관 파천으로 러시아 공사관에서 1년간 머물던 고

종이 1897년 경운궁으로 환궁한 후 대한 제국 수립을 선포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 교육 칙어는 1890년에 반포되었다.

② 워싱턴 회의는 미국의 제안으로 9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1921
~1922년에 개최되었다.
③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은 1858년에 체결되었다.
④ 청 정부는 의화단 운동 이후 신정을 추진하면서 1908년에 입
헌파의 주장을 받아들여 흠정 헌법 대강을 반포하였다.

4 5·4 운동의 영향 파악
문제 분석

자료에서 베이징 학생들이 벌인 반제, 반군벌의 시위

③ 제1차 세계 대전 중인 1915년에 일본은 중국에 ‘21개조 요구’를

운동이고, 쑨원이 지지하였으며, 그해 5, 6월 사이에 각지의 학생

제출하였다.

들이 모여 이 운동을 확대하려 하였다는 내용과 당시 파리 강화

④ 증국번, 이홍장 등은 아편 전쟁과 태평천국 운동 진압 과정에

회의가 진행 중이라는 내용을 통해 밑줄 친 ‘이 운동’이 1919년에

서 서양의 군대와 무기가 뛰어나다는 것을 실감하고, 중국의 전통

일어난 5·4 운동임을 알 수 있다. 파리 강화 회의에서 일본의 산

체제는 유지하면서 서구의 과학 기술을 들여오기 위한 양무운동

둥반도에 대한 이권이 승인되자, 베이징의 대학생을 중심으로

을 전개하였다.

5·4 운동이 일어났다(1919).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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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정답 찾기

② 쑨원은 5·4 운동의 영향을 받아 1919년 상하이에

③ 중국 공산당은 중국 국민당의 탄압을 피해 1934년 대장정을

본부를 둔 중국 국민당을 조직하여 군벌의 해체와 전국 통일을 위

감행하여 루이진에서 옌안까지 이동하였다.

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⑤ 루거우차오 사건은 1937년 베이징 근교에서 일어난 중국과 일

오답 피하기

① 1919년에 일어난 한국의 3·1 운동이 5·4 운동에

영향을 끼쳤다.
③ 의화단 운동이 실패한 이후, 서태후 등의 보수파는 정권 유지
를 위해 신식 군대 편성, 과거제 폐지, 의회 개설 등을 추진하는
신정을 단행하였다.

본 군대의 충돌 사건으로, 이를 구실로 일본이 중일 전쟁을 일으
켰다.

7

중일 전쟁의 전개 과정 이해

문제 분석

자료에서 중국 국민 정부의 수도인 난징이 함락되었

④ 일본은 1879년에 류큐에 오키나와현을 설치하였다.

고, 일본군이 난징에서 학살을 자행하였다는 내용을 통해 (가) 전

⑤ 프랑스와 베트남은 1862년에 제1차 사이공 조약을 체결하였다.

쟁은 1937년 발발한 중일 전쟁임을 알 수 있다. 중일 전쟁은 1945

5

년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패한 일본이 연합국에 항복할 때까지 계
북벌의 전개 과정 파악

문제 분석

자료에서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 혁명군이 베이징을 점

속되었다.
정답 찾기

⑤ 한국에서 1919년 일어난 3·1 운동 당시 헌병 경찰

령하는 과정을 통해 (가)는 1926년 시작된 북벌임을 알 수 있다.

이 만세 시위를 무력 진압하였다. 1910년 일본은 강제로 한일 병

북벌은 1928년 국민 혁명군이 베이징을 점령함으로써 마무리되

합 조약을 체결한 이후 헌병 경찰을 내세워 무단 통치를 자행하였

었다.

다. 3·1 운동을 계기로 헌병 경찰 제도는 폐지되었다.

정답 찾기

④ 북벌 과정에서 중국 공산당과 노동자의 세력이 급

오답 피하기

① 일본은 1938년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할

성장하였다. 이에 자본가의 지원을 받던 장제스는 1927년 상하이

수 있는 국가 총동원법을 제정하였다.

에서 쿠데타를 일으켜 이들을 탄압하였고, 이후 제1차 국공 합작

② 일본은 국가 총동원법을 근거로 지원병, 징용, 징병 등을 실시

이 결렬되었다.

하여 한국과 타이완 청년들을 노동자나 병사로 강제 동원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 일본군이 1931년 만주 사변을 일으켜 만주 일대를

③ 일본은 국가 총동원법을 근거로 한국, 만주국 등지에서 곡물,

점령하였고, 1932년에는 만주국이 수립되었다.

금속 등을 강제 공출하였다.

② 금릉 기기국은 양무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난징에 세워진 군수

④ 일본은 1930년대 이후 침략 전쟁 과정에서 여성들을 일본군

공장이다.

‘위안부’로 강제 동원하였다.

③ 중국 공산당은 1921년에 창당되었다.
⑤ 조선의 김옥균 등 급진 개화파가 1884년 갑신정변을 일으켰다.

6

8 만주 사변 이후 항일 투쟁과 한·중 연대 파악
문제 분석

리튼 조사단의 활동 파악

자료의 조선 혁명군과 한국 독립군은 남만주와 북만주

에서 각각 중국 군대와 연합하여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고, 동북

자료에서 만주 거주민을 대상으로 만주국에 대한 의견

항일 연군은 한국과 중국 사회주의 세력이 연대하여 항일 무장 투

을 조사하였는데, 중국인들이 일본인을 혐오하고 만주국에 대해

쟁을 전개하였다. 윤봉길 의거를 계기로 중국 국민당이 대한민국

서는 적개심을 품거나 무관심하였다는 내용을 통해 제시된 자료

임시 정부를 지원하는 등 한·중 연대가 활발해졌다.

문제 분석

가 리튼 조사단의 보고서임을 알 수 있다. 1931년 일본이 만주 사

정답 찾기

④ 조선 혁명군과 한국 독립군 모두 만주 사변 이후인

변을 일으키자 중국은 일본을 국제 연맹에 제소하였고, 국제 연맹

1930년대에 중국 세력과 연대하여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하였다.

은 만주 사변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리튼 조사단을 파견하였다.

한국인이 많이 참여한 동북 항일 연군 역시 만주 사변 이후 1930

④ 국제 연맹이 리튼 조사단의 보고서를 토대로 만주

년대 만주에서 항일전을 전개하였다. 만주 사변 이후 일어난 윤봉

에서 일본군의 철수를 요구하자, 일본은 1933년 국제 연맹을 탈

길의 의거(1932)를 계기로 중국 국민당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퇴하였다.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정답 찾기

오답 피하기

① 한국에서 민족 유일당 운동이 일어나면서 1927년

오답 피하기

① 워싱턴 체제는 워싱턴 회의(1921~1922)에 따라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좌우 합작 단체인 신간

성립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국제 질서이다.

회를 결성하였다.

②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활동과 관련된 내용은 한인 애국단 소속

② 청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1895년 청과 시모노세키 조약을

의 윤봉길 의거만 해당된다.

체결하여 랴오둥반도를 획득하자, 러시아가 삼국 간섭을 주도하

③ 1924년 군벌 타도 등을 목표로 제1차 국공 합작이 이루어졌고,

여 일본이 랴오둥반도를 청에 반환하도록 하였다.

1937년 항일을 위해 제2차 국공 합작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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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무정부주의자들이 연대하여 반전·반제 운동을 벌였던 단체로
는 동방 무정부주의자 연맹을 들 수 있다.

03

교육입국 조서 발표 시기의 동아시아 사회 모습 이해

문제 분석

자료에서 고종이 새로운 교육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

기 위해 반포한 것으로 근대 교육 제도가 마련되는 계기가 되었다
는 내용을 통해 조선에서 갑오개혁 시기인 1895년 2월에 반포된
교육입국 조서임을 알 수 있다.

Ⅳ단원 실력 플러스
01 ③
05 ⑤

02 ①
06 ③

본문 122~125쪽

03 ①
07 ①

04 ①
08 ②

정답 찾기

의무 교육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1877년에는 고등 교육 기관인
도쿄 대학을 설립하였다.
오답 피하기

01

미일 화친 조약 체결과 제1차 사이공 조약 체결 시기 사이의

사실 파악
문제 분석

① 일본은 1872년에 근대 학제를 발표하고 소학교의

② 일본 메이지 정부는 1871년에 이와쿠라 사절단을

파견하였다. 이들은 1873년에 귀국하였다.
③ 중국은 1912년에 중화민국이 수립되면서 양력을 사용하기 시
작하였다.

(가)는 미국의 페리 제독이 일본의 막부를 압박하여 미

④ 조선의 고종은 1896년 러시아 공사관으로 처소를 옮겨(아관

일 화친 조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으로 1854년의 상황을 보여 준

파천) 그곳에서 1897년까지 나랏일을 처리하였다.

다. (나)는 프랑스군이 베트남 정부를 압박하여 제1차 사이공 조

⑤ 독립 협회는 1898년 만민 공동회를 개최하여 열강의 이권 침

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으로 1862년의 상황을 보여 준다.

탈을 규탄하고 의회 설립 등을 요구하였다.

정답 찾기

③ 제1차 아편 전쟁 결과 체결한 난징 조약 이후에도

청과의 무역량이 기대만큼 늘지 않자, 영국은 1856년 제2차 아편
전쟁을 일으켰다. 그 결과 톈진 조약(1858)과 베이징 조약(1860)

04

청일 전쟁 시기의 사실 파악

문제 분석

자료에서 일본이 배상금을 받아 군사력 증강에 투자하

이 체결되어 청은 항구를 추가로 개항하고 크리스트교 포교의 자

였고, 타이완을 식민지로 삼았다는 내용을 통해 (가) 전쟁이 1894

유를 인정하였으며, 서양 외교관의 베이징 주재를 허용하였다.

~1895년 전개된 청일 전쟁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운요호 사건은 1875년에 일어났다.

② 태평천국 운동은 1851년에 시작되었다.
④ 1871년에 청과 일본이 대등한 관계에서 청일 수호 조규를 체결

정답 찾기

① 청일 전쟁을 계기로 조선에서는 일본의 지원을 받

은 개화 세력이 1894년 정권을 장악하고 갑오개혁을 추진하였다.
오답 피하기

② 경부선은 러일 전쟁 중인 1905년에 공식 개통되

하였다.

었다.

⑤ 임오군란은 1882년에 일어났다.

③ 의화단 운동은 일본을 비롯한 8개국 연합군에 의해 진압되었

02

다. 그 결과 1901년에 신축 조약이 체결되었다.
만국 공법의 특징 이해

문제 분석

자료에서 휘튼이 저술한 책을 마틴이 번역한 저서, 주

권 국가와 함께 새로운 국가 간의 교제 및 교섭 방식인 조약 체제
를 다루고 있는 번역 저작이라는 내용을 통해 (가)가 『만국 공법』
임을 알 수 있다.
정답 찾기

① 18세기 후반 『해체신서』의 간행을 계기로 일본에서

난학이 본격적으로 발달하였다.
오답 피하기

② 중화를 자처하던 청은 만국 공법을 서양 열강과의

④ 아주 화친회는 반제국주의를 목표로 1907년 도쿄에서 결성되
었다.
⑤ 대일본 제국 헌법은 메이지 정부 시기인 1889년에 제정되었다.

05

러일 전쟁 결과 파악

문제 분석

자료에서 일본군이 뤼순을 공격하여 전리품을 챙기고

있는 그림과 일본군이 봉천 전투와 동해 해전 등에서 승리하였다
는 내용을 통해 (가) 전쟁은 1904~1905년 전개된 러일 전쟁임을

교섭에서 외교 실무 지침서로 사용하였다.

알 수 있다. 일본이 뤼순항에 정박한 러시아 함대를 기습 공격하

③ 조선은 일본의 조선 침략을 비판하고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외

면서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교 활동의 근거로 만국 공법의 논리를 활용하였다.

정답 찾기

⑤ 1905년 미국의 중재로 포츠머스 조약이 체결되어

④ 만국 공법은 서양 국가들이 구축한 국제법 질서로 주권 국가

러일 전쟁이 종결되었다. 이 조약을 통해 일본은 뤼순과 다롄의 조

간의 대등한 관계를 지향하였다.

차권과 남만주 철도에 대한 이권 등을 러시아로부터 획득하였다.

⑤ 일본은 만국 공법을 서양 열강과 맺은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는

오답 피하기

① 청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시모노세키 조약을

근거로 활용하는 한편, 강화도 조약을 체결할 때는 조선이 자주국

체결하여 랴오둥반도를 차지하자, 러시아가 삼국 간섭을 주도하

임을 명시하여 조선에 대한 청의 영향력을 배제하려 하였다.

여 일본이 랴오둥반도를 청에 반환하도록 하였다.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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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② 베르사유 조약은 제1차 세계 대전의 전후 처리를 논의하기 위
해 열린 파리 강화 회의의 결과 체결되었다.
③ 청일 전쟁 결과 맺은 시모노세키 조약에 따라 청은 조선이 독
립 자주국임을 인정하였다.
④ 일본이 1937년 중일 전쟁을 일으켜 중국의 주요 도시를 장악
하자, 중국 국민당을 이끌던 장제스는 수도를 충칭으로 옮겨 항일
전에 나섰다.

06

쑨원의 활동 이해

문제 분석

자료에서 중국 국민당을 조직하였고, 중국 국민당이

08

안중근의 활동 파악

문제 분석

자료에서 일본이 같은 인종인 이웃 나라를 침략하는

상황에서 동양 평화를 위한 의로운 싸움을 하얼빈에서 시작하고,
동양 평화 문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다는 「동양 평화론」의 내용
을 통해 제시된 글을 작성한 인물은 안중근임을 알 수 있다.
정답 찾기

② 안중근은 1909년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

살하고 뤼순 감옥에 갇혀 지낼 때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한·중·
일의 상호 협력을 주장한 「동양 평화론」을 저술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 갑신정변은 조선에서 김옥균 등 급진 개화파가

1884년에 일으켰다.

소련과 협력·합작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내용을 통해 쑨원의 주

③ 쑨원은 청 왕조 타도와 공화정 수립을 주장하면서 중국 (혁명)

장임을 알 수 있다. 쑨원은 군벌 타도를 위해 소련의 지원을 받아

동맹회를 조직하였다.

들여 1924년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의 제1차 국공 합작을 이

④ 이와쿠라 사절단의 일원으로 미국과 유럽 등을 시찰한 인물로

루었다.

는 이토 히로부미 등을 들 수 있다.

정답 찾기

③ 신해혁명으로 공화정의 중화민국이 수립되고 쑨원

이 임시 대총통에 취임하였다.
오답 피하기

⑤ 1882년 조선의 구식 군인들이 별기군과의 차별 대우에 반발하
여 임오군란을 일으켰다.

① 중국 공산당이 중국 국민당의 탄압을 피해 대장정

을 감행한 시기는 1934년부터이다. 산시성 옌안까지 대장정을 하
는 과정에서 마오쩌둥이 중국 공산당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② 쑨원이 1925년 사망한 후 실권을 장악한 장제스가 1926년 국
민 혁명군을 이끌고 군벌 타도를 위한 북벌에 나섰다. 이후 국민
혁명군은 1927년 난징을 수도로 국민 정부를 수립하였다.
④ 증국번, 이홍장 등은 향용을 조직하여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하
고 양무운동을 추진하였다.
⑤ 영국에 유학하였던 옌푸는 청일 전쟁 패배에 충격을 받고 『진
화와 윤리』를 번역하고 여기에 해설을 더한 『천연론』을 출간하여
청에 사회 진화론을 본격적으로 소개하였다.

07

중일 전쟁 시기의 사실 파악

문제 분석

자료에서 조선 의용대의 일부 동지들이 활발한 공작을

진행하고 있고, 중국이 일본에 맞서 전면전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통해 밑줄 친 ‘항전’ 시기는 1937~1945년의 중일 전쟁 시기임을
알 수 있다. 중일 전쟁이 발발하자 김원봉은 중국 국민당의 지원
을 받아 1938년에 중국 관내에서 조선 의용대를 창설하여 중국군
과 함께 항일전을 전개하였다.
정답 찾기

①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

1940년 한국광복군을 창설하였다.
오답 피하기

② 일본과 러시아는 러일 전쟁 결과 1905년 미국의

중재로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하였다.
③ 일본 반제 동맹은 1929년 일본에서 결성되었다.
④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은 1924년 군벌 타도를 위해 제1차
국공 합작을 이루었다.
⑤ 윤봉길은 1932년 상하이 훙커우 공원에서 의거를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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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③ 제2차 세계 대전 중인 1945년 2월 연합국 대표들이 모인 얄타

제2차 세계 대전 전후 처리와 냉전 체제

회담에서 소련의 대일전 참전을 결정하였다.
⑤ 일본이 1931년 만주 사변을 일으키자, 중국이 이를 국제 연맹

닮은꼴 문제

1

| 본문 132쪽 |

국제 연맹은 리튼 조사단의 보고서를 근거로 일본군의 철수를 결
의하였지만, 일본은 이를 거부하고 국제 연맹을 탈퇴하였다.

미중 공동 성명의 이해

정답 해설 | 자료에서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였다는

점, 두 지도자가 미·중 관계 등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
었다는 점 등을 통해 1972년에 발표된 미중 공동 성명임을 알 수
있다.

정답

정답 찾기

④

④ 미국은 1973년 파리 평화 협정을 체결하여 미군이

베트남에서 철수하는 것에 공식 합의하였다.
오답 피하기

에 제소하였다. 이에 리튼을 대표로 하는 조사단이 파견되었다.

02

일본 신헌법(평화 헌법)의 이해

문제 분석

자료에서 교과서가 일본의 패망 이후 제작되었다는

점, 연합국 최고 사령부의 초안을 기초로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점, 전문(前文)에서 주권 재민주의, 민주주의, 국제 평화주의의 3
가지 주요 원칙을 내세웠다는 점을 통해 밑줄 친 ‘이 헌법’이
1946년에 제정된 일본 신헌법(평화 헌법)임을 알 수 있다.

① 파리 강화 회의에서 열강은 승전국으로 참여한 일

본이 산둥반도에 대한 권리를 독일로부터 넘겨받는 것을 승인하
였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1919년 중국에서는 5·4 운동이 전개되
었다.
② 미국은 1945년에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을
투하하였다.
③ 1890년대 말에 일어난 의화단 운동은 8개국 연합군에 의해 진
압되었다.
⑤ 한반도에서는 일본의 패망 이후 미군과 소련군이 주둔하였으
나, 1948년 유엔 감시 아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총선거가 실시
되어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정답 찾기

① 신헌법은 천황을 상징적인 존재로 규정하면서, 주

권이 천황이 아니라 국민에게 있다는 주권 재민주의의 원칙을 강
조하였고, 일본의 군사력 보유를 금지하였다.
오답 피하기

② 일본에서는 대일본 제국 헌법이 반포된 이듬해인

1890년에 중의원 선거를 실시하여 제국 의회를 개설하였다.
③ 고종은 1899년에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여 대한 제국이 전제
군주정 국가임을 대내외에 널리 알렸다.
④ 신해혁명 이후 위안스카이가 독재 권력을 강화하자, 천두슈 등
이 이를 비판하면서 신문화 운동을 전개하였다.
⑤ 안중근은 1909년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후, 뤼순 감옥에서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한·중·일의 협력을 주장한 「동양 평화론」
을 집필하였다.

수능

03

기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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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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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④

본문 133~134쪽

03 ①
07 ③

04 ③
08 ①

미일 안보 조약 체결의 배경 이해

문제 분석

이 미일 안보 조약임을 알 수 있다.
정답 찾기

01

자료에서 일본이 연합국과 평화 조약을 맺는다는 점,

미군의 일본 배치가 가능해진다는 점 등을 통해 밑줄 친 ‘이 조약’
① 6·25 전쟁이 일어나자 미국은 1951년 샌프란시스

코 강화 조약 체결을 주도하였으며, 미일 안보 조약을 맺어 미국
카이로 선언의 내용 이해

문제 분석

자료에서 연합국의 미국, 영국, 중국 대표들이 모였다

과 일본의 군사 동맹 관계를 구축하였다.
오답 피하기

② 일본이 1941년 하와이 진주만의 미국 태평양 함대

는 점, 제2차 세계 대전의 전후 처리를 논의했다는 점, 독일과 일

를 기습 공격하면서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였다. 일본은 초기 전세

본이 항복하기 전에 열렸다는 점, 일본 점령지의 반환 등을 요구

를 유리하게 이끌었지만, 1942년에 일어난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

했다는 점 등을 통해 이 선언은 카이로 선언임을 알 수 있다.

국이 승리하면서 전세는 연합군에 유리하게 되었다. 결국 미국의

정답 찾기

④ 카이로 선언은 제2차 세계 대전 중인 1943년 11월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발표되었다.
오답 피하기

①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인 애치슨 라인은 6·25 전

원자 폭탄 투하와 소련의 참전으로, 일본은 1945년 8월 15일 무조
건 항복을 선언하였다.
③ 1972년 중일 공동 성명이 발표되면서 타이완과 일본의 국교가

쟁이 일어나기 전인 1950년 1월에 발표되었다.

단절되었다.

② 개항 전후 성장한 반막부 세력은 에도 막부를 무너뜨리고 천황

④ 청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여 랴

을 중심으로 신정부를 수립하였다. 이 신정부를 메이지 정부라

오둥반도를 획득하자, 러시아가 삼국 간섭을 주도하여 일본이 랴

한다.

오둥반도를 청에 반환하도록 하였다.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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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⑤ 러일 전쟁에서 우위를 점한 일본은 포츠머스 조약을 통해 뤼

④ 중국 공산당이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던 한국과 중국의 항일 유

순과 다롄의 조차권과 창춘 이남의 철도에 대한 권리 등을 확보

격대를 규합하여 1933년에 편성한 동북 인민 혁명군이 1930년대

하였다.

중반 동북 항일 연군으로 확대 개편되어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하

04

였다.
한반도 분단 과정의 이해

문제 분석

자료에서 일본이 급작스럽게 항복한 점, 미군과 소련

군이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주둔한다는 점 등을 통해 한반도의
전후 처리와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06

6·25 전쟁의 영향 파악

문제 분석

자료에서 북한군이 대한민국의 여러 지역 영토를 침입

했다는 점, 미국이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소집을 요청한 점 등

③ 한반도에서는 일본의 패망 이후 일본군의 무장 해

을 통해 6·25 전쟁의 초기 상황임을 알 수 있다. 6·25 전쟁은

제를 명분으로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하여 남쪽은 미군, 북쪽은

1950년 북한군의 전면적인 남침으로 시작되어 1953년 정전 협정

소련군이 주둔하였다. 이후 유엔 감시 아래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

으로 마무리되었다.

정답 찾기

서만 총선거가 실시되면서 남쪽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
오답 피하기

정답 찾기

④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자 미국은 일본의 전략

적 역할에 주목하였다. 중국군의 참전 이후 미국의 주도하에 1951

다(1948).
① 베트남·프랑스 전쟁의 결과 1954년 맺은 제네바

협정으로 베트남은 북위 17도선을 경계로 하여 남과 북이 분단되

년 9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맺어 일본을 주권 국가로 국제
사회에 복귀시켰다.
오답 피하기

었다.

① 일본은 1931년 만주 사변을 일으킨 이듬해에 만주

② 조계지는 개항장에 외국인이 자유롭게 통상하고 거주하며 치

국을 수립하였다.

외 법권을 누릴 수 있도록 설정한 구역이다.

② 1925년에 일어난 5·30 사건으로 외세와 결탁한 군벌에 대한

④ 국제 연맹은 일본의 만주 침략을 조사하고자 1932년 만주에

반감이 커지자, 쑨원 사망 후 실권을 장악한 장제스는 군벌을 타

리튼 조사단을 파견하였다.

도하고 중국을 통일하기 위해 1926년부터 북벌을 시작하였다.

⑤ 러일 전쟁에서 우위를 점한 일본은 미국의 중재로 1905년에

③ 일본은 메이지 정부 수립(1868) 후 근대적 개혁을 추진하면서

러시아와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을 통해 일본은 뤼

징병제를 실시하였다.

순과 다롄의 조차권과 남만주 철도에 대한 이권 등을 러시아로부

⑤ 1969년 닉슨 독트린을 발표한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1972년 중

터 획득하였다.

국을 방문하였다. 이는 냉전 체제가 완화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05

07

중화 인민 공화국 수립 과정 이해

문제 분석

자료에서 일본의 패망 이후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

미국의 참전과 베트남 전쟁의 이해

문제 분석

자료에서 남베트남 민족 해방 전선(베트콩)이 전술을

당의 대립으로 내전이 발생했다는 점, 중국 공산당이 중국 국민당

펼쳤던 터널이 호찌민시에 남아 있다는 점, 통킹만 사건을 빌미로

의 근거지인 난징을 점령했다는 점 등을 통해 밑줄 친 ‘내전’은 중

미국이 본격적으로 참전하였다는 점 등을 통해 밑줄 친 ‘이 전쟁’

국에서 있었던 국공 내전임을 알 수 있다.

이 베트남 전쟁임을 알 수 있다. 1964년 통킹만 사건을 구실로 미

정답 찾기

⑤ 일본이 패망하여 국공 합작의 필요성이 사라진 후

국이 지상군을 파견하면서 본격화된 베트남 전쟁은 1975년에 종

중국에서는 국공 내전이 본격화되었다. 중국 공산당은 국민의 지

결되었다.

지와 소련의 지원을 바탕으로 전세를 역전시켜 1949년 중화 인민

정답 찾기

③ 베트남 전쟁이 장기화되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공화국을 수립하였고, 패배한 중국 국민당은 타이완으로 근거지

1969년 아시아 문제에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내

를 옮겼다.

용의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 연합국 대표들은 1945년 7월 포츠담 선언을 통해

오답 피하기

① 파리 강화 회의에서 열강은 승전국으로 참여한 일

카이로 선언의 이행과 전후 일본 영토의 한정을 명시하고 일본의

본이 산둥반도에 대한 권리를 독일로부터 넘겨받는 것을 승인하

무조건 항복을 촉구하였다.

였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중국에서는 1919년에 5·4 운동이 전개

② 메이지 정부 시기에 파견된 이와쿠라 사절단은 미국을 비롯해

되었다.

일본과 조약을 체결한 유럽 여러 나라에 국서를 전달하고 불평등

②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1940년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 한

조약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국광복군을 창설하였다. 한국광복군은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하

③ 루거우차오 사건은 1937년 베이징 교외의 루거우차오 근처에

여 인도·미얀마 전선에서 영국군과 연합 작전을 전개하는 등의

서 일어난 중국군과 일본군의 충돌 사건이다.

활동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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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미국의 대일 정책이 달라지는 상황에서 6·25 전쟁이 일어나자,

② 갑오개혁은 1894년부터 1895년에 걸쳐 추진되었다. 조선 정부

1950년 8월 일본은 자위대의 전신인 경찰 예비대를 창설하였다.

는 갑오개혁을 추진하면서 근대 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⑤ 중국 공산당은 중국 국민당의 탄압을 피해 1934년부터 대장정

1895년에 교육입국 조서를 발표하였다.

을 감행하였다.

④ 메이지 정부는 자유 민권 운동이 일어나자 이를 탄압하면서도

08

입헌제 국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889년 대일본 제국
헌법을 제정하였다.

한·중 수교의 이해

문제 분석

자료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진전이 이루어졌다

는 점, 우리(대한민국)와 타이완의 공식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점

⑤ 1950년 1월 미국의 애치슨 국무 장관이 태평양 지역 방위선인
애치슨 라인을 발표하였다.

등을 통해 밑줄 친 ‘수교’가 1992년에 이루어진 한·중 수교임을
알 수 있다.
정답 찾기

① 대한민국은 1992년 한·중 수교를 맺어 중화 인민

2

극동 국제 군사 재판의 이해

문제 분석

자료에서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일본이 항복한 이후 일

공화국을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타이

본의 주요 전쟁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 열렸다는 점, A급 전범 7

완과의 공식적인 국교 관계가 단절되었다.

명이 사형을 언도받았다는 점을 통해 밑줄 친 ‘이 재판’은 극동 국

오답 피하기

② 북베트남 등은 1973년 미국과 파리 평화 협정(베

트남 평화 협정)을 체결하였다.

제 군사 재판임을 알 수 있다. 극동 국제 군사 재판은 1946년부터
1948년까지 열렸다.

③ 호찌민은 일본의 패망 이후인 1945년 9월 독립을 선언하여 베

정답 찾기

⑤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일본이 항복한 이후 연합국은

트남 민주 공화국을 수립하였다.

미국이 중심이 되어 도쿄에 연합국 최고 사령부를 설치하고 책임

④ 중국이 일본에 대한 전쟁 배상 청구권을 포기하고, 일본이 중

자로 맥아더를 임명하여 일본에 여러 개혁을 요구하였다.

국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한 중일 공동 성명은 1972년에 발
표되었다.
⑤ 극동 국제 군사 재판은 1946~1948년에 걸쳐 일본의 주요 전
쟁 범죄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오답 피하기

① 신간회는 1927년에 창립되었다.

② 고종은 1899년에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여 대한 제국이 전제
군주정 국가임을 대내외에 널리 알렸다.
③ 부청멸양을 내세우며 일어난 의화단 운동은 8개국 연합군에
의해 진압되었고, 그 결과 1901년에 외국 군대의 베이징 주둔을
허용한 신축 조약이 체결되었다.
④ 제1차 국공 합작은 1924년에 이루어졌다.

수능

1③
5④

실전 문제
2⑤
6⑤

본문 135~1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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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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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①

3 한반도의 전후 처리 과정 이해
문제 분석

자료에서 일본이 항복을 했다는 점, 북위 38도선 이남

의 한반도 지역에 미군이 군정을 실시한다는 점 등을 통해 일본의
패망 직후 한반도의 상황임을 알 수 있다.

1

포츠담 선언의 내용 이해

문제 분석

자료에서 일본이 무조건적인 항복을 하였다는 점, 올

해 7월 독일에서 미국, 영국, 중국이 발표하고 8월에 소련이 동참
한 이 선언의 조건을 일본이 수락하였다는 점 등을 통해 밑줄 친
‘이 선언’이 포츠담 선언임을 알 수 있다.
정답 찾기

정답 찾기

③ 포고령이 발표된 시기는 1945년 9월이다. 히로시마

에 원자 폭탄 투하는 1945년 8월, 일본 신헌법 제정은 1946년이다.

4 중화 인민 공화국 수립의 배경 이해
문제 분석

자료에서 인민 해방 전쟁이 승리를 거두었다는 점, 마

③ 연합국 대표들은 1945년 7월 포츠담 선언을 통해

오쩌둥을 중앙 인민 정부 주석으로 한다는 점, 중화 인민 공화국

카이로 선언의 이행, 일본 영토의 한정,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촉

의 성립을 선고하며 베이징을 중화 인민 공화국의 수도로 한다는

구하였다. 카이로 선언은 제2차 세계 대전 중인 1943년 11월에 연

점 등을 통해 중화 인민 공화국 수립을 선포하는 선언임을 알 수

합국 측의 미국, 영국, 중국 대표가 발표한 것으로 일본 점령지의

있다.

반환을 요구하고, 한국의 독립을 결정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 1931년 9월 일본군은 남만주 철도 일부를 폭파한

후 이를 중국군의 소행으로 몰아 만주 사변을 일으켰다.

정답 찾기

④ 국공 내전에서 중국 본토의 대부분을 장악한 중국

공산당의 마오쩌둥은 1949년에 중화 인민 공화국 수립을 선포하
였다.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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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오답 피하기

① 일본은 1905년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한 이후 통

감부를 설치하고, 대한 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하였다.
② 청 정부는 의화단 운동 이후 신정을 추진하면서 1908년에 입
헌파의 주장을 받아들여 흠정 헌법 대강을 반포하였다.
③ 메이지 정부는 기존의 번을 폐지하고 현을 설치하여 관리를 파

④ 중일 전쟁이 일어나자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은 1937년에
제2차 국공 합작을 결성하여 항일 전쟁을 전개하였다.

7

중국과 미국의 수교 과정 이해

문제 분석

(가)는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여 마오쩌

견하는 폐번치현을 단행하였다.

둥과 회담을 가진 1972년의 상황이다. (나)는 미국과 중국이 공식

⑤ 청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 랴오둥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이에 따라 미국과 타이완의 국교가 단절된

반도와 타이완을 할양받았다. 하지만 러시아가 주도한 삼국 간섭

1979년의 상황이다. 닉슨이 대통령에 취임한 1969년 미국은 베트

에 의해 일본은 랴오둥반도를 다시 청에 반환하였다.

남 전쟁 비용 등으로 심각한 재정 부담과 반전 시위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닉슨은 1972년 중국을 방문하였고, 두 나라는 미

5

6·25 전쟁의 전개 과정 이해

문제 분석

자료에서 연합군과 국군이 북한군의 후방인 인천에 상

륙했다는 점, 대통령이 연합군과 함께 싸우고 있는 국군의 분투
를 바라고 있다는 점 등을 통해 6·25 전쟁 중에 쓴 글임을 알 수
있다.
정답 찾기

④ 6·25 전쟁 중인 1952년 일본은 중화민국(타이완)

과 일화 평화 조약을 체결하여 국교를 수립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 통킹만 사건은 1964년 북베트남이 베트남의 통킹

만에서 미국 군함을 공격하였다고 미국이 발표한 사건으로, 후일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② 아주 화친회는 반제국주의를 목표로 1907년 도쿄에서 결성되
었다.
③ 1931년 일본이 만주 사변을 일으켰다. 이듬해 국제 연맹은 리튼
을 대표로 하는 조사단을 파견하였다.
⑤ 중일 전쟁이 발발하자 김원봉은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
1938년 중국 관내에서 조선 의용대를 창설하여 중국군과 함께 항
일전을 전개하였다.

6 파리 평화 협정의 영향 파악
문제 분석

자료에서 베트남 전쟁의 종결을 약속했다는 점, 남베

중 공동 성명을 통해 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선언하였
다. 이후 미국과 중국은 1979년에 국교를 수립하였다.
정답 찾기

③ 1973년에 체결된 파리 평화 협정을 통해 미국은 베

트남에서 미군 철수에 합의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 일본 자위대의 전신인 경찰 예비대는 1950년에 창

설되었다.
② 한국과 중국의 국교는 1992년에 수립되었다.
④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은 6·25 전쟁 중인 1951년에 체결되
었다.
⑤ 베트남 민주 공화국은 1945년에 수립되었다.

8 한일 기본 조약 체결 시기 동아시아 상황 이해
문제 분석

자료에서 대한민국과 일본이 외교 및 영사 관계를 수

립하여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점을 통해 (가) 조약이 1965년에 체
결된 한일 기본 조약(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임을 알 수 있다.
정답 찾기

① 베트남 전쟁은 1964년 통킹만 사건을 구실로 미군

이 지상군을 파견하면서 본격화되어 1975년에 종결되었다. 미국
은 베트남 전쟁에 적극 개입하였지만, 미국 내 반전 운동이 확산
되는 가운데 결국 미군 철수를 결정하였다.
오답 피하기

② 상하이는 1842년 난징 조약에 따라 영국에 개항되

트남 전역에서 휴전이 이루어진다는 점, 베트남의 재통일은 남북

었고, 이후 영국 조계가 설정되었다. 조계는 개항장에 외국인이

베트남 사이에서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북위 17도선

자유롭게 통상하고 거주하며 치외 법권을 누릴 수 있도록 설정한

은 1954년 제네바 협정에 따른 잠정적인 군사 분계선일 뿐이라는

구역이다.

점 등을 통해 파리 평화 협정임을 알 수 있다.

③ 제1차 세계 대전에 참전한 일본은 독일이 차지하였던 칭다오

정답 찾기

⑤ 1973년의 파리 평화 협정으로 미군이 철수한 후인

일대를 점령한 후 이권 확보를 위해 1915년 중국에 ‘21개조 요구’

1975년 북베트남이 사이공을 점령하였고, 이후 1976년 베트남 사

를 제출하였다.

회주의 공화국이 수립되었다.

④ 일본은 중일 전쟁 이후 국가 총동원법을 제정하여(1938) 한국

오답 피하기

① 국제 연합은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직후인 1945

에서 인적·물적 자원을 수탈하였다.

년 10월에 결성되었다.

⑤ 1992년에 한국은 중국과 수교하면서 타이완과의 공식적인 국

② 닉슨 독트린은 1969년에 미국 대통령 닉슨이 발표한 미국의

교가 단절되었다.

아시아 안보에 관한 외교 정책이다.
③ 1972년 일본은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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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동아시아의 경제 성장과 정치 발전 ~

갈등과 화해

알 수 있다. 대약진 운동은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 초까지 전
개되었다.
정답 찾기

닮은꼴 문제

1

| 본문 143쪽 |

를 조직하여 농업을 집단화하고, 철강 생산에 노동력을 동원하였
다.

문화 대혁명의 배경 이해

정답 해설 | 자료에서 마오쩌둥의 사상이 행동 지침이며, 홍위병의

활동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내용을 통해 밑줄 친 ‘이 혁명’이 문
화 대혁명(1966~1976)임을 알 수 있다.
정답 찾기

정답

⑤

⑤ 대약진 운동의 실패로 위기에 처한 마오쩌둥은 문

오답 피하기

② 6·25 전쟁은 1950년에 시작되었다.

③ 1952년 일본과 중화민국(타이완)은 일화 평화 조약을 체결하
여 국교를 수립하였다.
④ 베트남 공화국은 1955년에 수립되었다. 1954년 제네바 회담에
서 2년 내에 총선거 실시가 결정되었으나, 남베트남과 미국은 총

화 대혁명을 통해 반대파를 제거하려 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 중국은 1958년부터 대약진 운동을 추진하면서 농

업과 공업 분야에서의 대규모 증산 추진을 목표로 삼아 인민공사

① 고노 담화는 1993년 일본의 관방 장관이었던 고노

요헤이가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와 일본군의 관여를 인정하는 내
용을 담은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② 10월 유신은 한국에서 1972년에 있었다.

선거를 거부하고 단독 선거를 통해 베트남 공화국을 수립하였다.
⑤ 중일 전쟁이 일어나자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은 1937년에
제2차 국공 합작을 결성하여 항일 전쟁을 전개하였다.

03

③ 장면 정부는 1960년에 한국에서 수립되었다.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 이해

문제 분석

④ 제1차 국공 합작은 1924년에 이루어졌다.

자료에서 덩샤오핑이 정권을 장악했다는 점, 4개 부문

의 현대화를 목표로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였다는 점을 통해
(가)에는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답 찾기

수능

기본 문제

01 ①
05 ②

02 ①
06 ③

본문 144~145쪽

03 ①
07 ②

04 ②
08 ③

① 중국은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경제특구를

설치하고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해 노력하였다.
오답 피하기

② 10월 유신은 박정희가 장기 집권을 위해 1972년에

선포하였다.
③ 6·25 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에서는 1950년 8월에 경찰 예비대

01

가 창설되었다.
한국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파악

문제 분석

자료에서 정부 주도로 1962년에 시작되었다는 점,

④ 타이완에서는 일부 섬을 제외하고 계엄령이 해제(1987)된 이
후 총통 직선제와 복수 정당제(다당제)가 도입되었다.

1966년의 이듬해에 제2차 계획이 시작된다는 점 등을 통해 (가)

⑤ 청 정부는 의화단 운동 이후 신정을 추진하면서 1908년에 입

계획은 한국의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임을 알 수 있다.

헌파의 주장을 받아들여 흠정 헌법 대강을 반포하였다.

정답 찾기

① 한국은 1960년대부터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

하여 수출 주도의 경제 발전을 도모하였다.
오답 피하기

② 북한은 사유제를 부정하고 협동 농장과 국영 기업

04

베트남의 도이머이 정책 파악

문제 분석

자료에서 1986년 베트남 공산당 제6차 전국 대표 대회

중심의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확립하였다.

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다는 점, 베트남 경제 성장을 위해 개혁

③ 북한은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해 1984년 합영법을 제정하였다.

과 개방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통해 밑줄 친 ‘이 정책’은 도이머이

④ 한국과 중국의 국교는 1992년에 수립되었다. 이후 한국과 중

정책임을 알 수 있다.

국 사이의 교역 규모는 더욱 증가하였다.

정답 찾기

② 도이머이 정책은 베트남이 1980년대 후반부터 추

⑤ 중일 전쟁 이후 침략 전쟁을 확대한 일본은 한반도 등에서 미

진한 정책으로, 시장 경제 체제의 일부를 도입하여 눈에 띄는 경

곡, 금속 등을 강제로 공출하였다.

제 성장을 이루었다.

02

는 6월 민주 항쟁이 일어났다.

오답 피하기

대약진 운동의 이해

문제 분석

자료에서 중국 공산당이 주도한 운동이라는 점, 철강

증산을 목표로 했다는 점 등을 통해 대약진 운동과 관련이 있음을

① 한국에서는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

③ 덩샤오핑은 1992년 남순 강화를 통해 개혁·개방 정책을 가속
화하였다.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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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④ 북한은 1972년에 사회주의 헌법을 제정하였다.
⑤ 중국은 2001년에 세계 무역 기구[WTO]에 가입하였다.

07

타이완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 이해

문제 분석

자료에서 제10대 총통 선거 결과 민주진보당의 천수이

볜이 당선되었다는 점을 통해 타이완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2000

05

일본의 ‘55년 체제’ 전개 시기의 동아시아 상황 이해

문제 분석

자료에서 자민당이 만들어지면서 시작되었다는 점, 성

립된 이후 38년 만에 비자민당 인물로는 처음으로 호소카와가 총
리가 되었다는 점 등을 통해 밑줄 친 ‘이 체제’는 ‘55년 체제’임을
알 수 있다. 1955년 자유민주당과 일본 사회당의 양당 체제로 성
립된 ‘55년 체제’는 1993년에 비자민당 연립 정권이 수립되면서
붕괴되었다.
정답 찾기

② 한국에서는 1960년 4·19 혁명 결과 이승만 대통령

이 사임하여 이승만 정부가 붕괴되고 민주당의 장면 정부가 수립
되었다.
오답 피하기

① 일본이 1931년 만주 사변을 일으키자, 중국이 이

를 국제 연맹에 제소하였다. 이에 리튼을 대표로 하는 조사단이
파견되었다.
③ 제1차 국공 합작의 영향을 받아 한국에서는 1927년 좌우 합작
단체인 신간회가 창립되었다.
④ 중일 전쟁이 일어나자 중국 국민당 정부는 수도를 충칭으로 옮
기고 항전을 지속하였다.
⑤ 극동 국제 군사 재판은 1946~1948년에 걸쳐 일본의 주요 전
쟁 범죄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년의 여야 정권 교체와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정답 찾기

② 타이완에서는 일부 섬을 제외하고 계엄령이 해제

(1987)된 이후 총통 직선제와 복수 정당제(다당제)가 도입되었다.
이후 2000년에 민주진보당 후보인 천수이볜이 총통으로 당선되
면서 처음으로 여야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오답 피하기

① 메이지 정부는 문명개화에 입각한 근대적 개혁을

추진하였다(메이지 유신).
③ 이승만 정부는 개헌과 부정 선거를 통해 장기 집권을 도모하였
으나, 1960년 4·19 혁명으로 붕괴되었다.
④ 1961년 5·16 군사 정변을 주도한 박정희는 1979년까지 권력
을 장악하였다.
⑤ 미국이 지원하는 베트남 공화국에 저항하기 위해 1960년에 공
산주의자들의 무장 조직으로 남베트남 민족 해방 전선이 결성되
었다.

08

동아시아의 영토 문제 파악

문제 분석

지도의 (가) 지역은 남쿠릴 열도의 4개 섬(북방 도서)

이다. 이 지역은 영토 문제로 국가 간 갈등을 겪고 있는 지역이다.
정답 찾기

③ 남쿠릴 열도의 4개 섬은 일본과 러시아가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분쟁 지역이다. 일본이 영유하다가 제2차 세계 대

06

전 이후 소련이 점령하였고, 소련을 이은 러시아가 현재까지 영유
5·18 민주화 운동 시기 동아시아 상황 이해

문제 분석

자료에서 국가 권력에 의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는 일본이 실효 지배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점, 5월 광주 관련 지역에서 일어난 시위에 대하

가운데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지역이다.

여 군부 등에 의한 헌정 질서 파괴 범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② 1895년 청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타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 등을 통해 (가)

이완과 랴오둥반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랴오둥반도는 러시아가

운동은 5·18 민주화 운동임을 알 수 있다. 5·18 민주화 운동은

주도한 삼국 간섭으로 청에 반환되었다.

1980년 한국에서 일어났다.

④ 난사 군도(스프래틀리 군도)는 중국, 타이완, 베트남, 필리핀,

정답 찾기

③ 일본의 ‘55년 체제’ 아래에서 자민당이 다수당으로

말레이시아, 브루나이가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장기 집권하였으나, 1993년 치른 총선에서 자민당이 과반 의석

⑤ 시사 군도(파라셀 군도)는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에 속해 있다

획득에 실패함으로써 ‘55년 체제’가 막을 내리게 되었다.

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베트남이 프랑스로부터 독립하면서 베

오답 피하기

① 1950년 6월 북한군의 남침으로 6·25 전쟁이 일어

났고, 1953년 정전 협정이 체결되었다.

트남 영토가 되었다. 미군이 참전한 베트남 전쟁이 끝날 무렵인
1974년 중국이 이곳을 무력으로 점령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다.

② 문화 대혁명은 1966년에 시작되어 1976년에 마오쩌둥이 사망
한 후 종결되었다.
④ 일본에는 1945년 연합국 최고 사령부가 설치되었다. 이후 일
본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으로 주권을 회복하였다.

수능

⑤ 미군이 참전한 베트남 전쟁의 전개 과정에서 미군이 철수한 후

1③
5②

인 1975년 북베트남이 사이공을 점령하였다. 이후 베트남 사회주
의 공화국이 수립되었다(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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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문제
2⑤
6①

본문 146~149쪽

3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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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④
8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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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0년대 일본의 경제 상황 이해

문제 분석

자료에서 1980년대 미국과의 무역 마찰을 겪으면서

일본의 엔화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 (가)에는 1980년
대 일본의 경제 상황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답 찾기

③ 일본에서는 1980년대 과잉 투자로 인해 주가와 부

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거품 경제가 형성되었다.
오답 피하기

① 일본은 1952년 중화민국(타이완)과 일화 평화 조

약을 체결하여 국교를 수립하였다.
② 중국의 덩샤오핑은 1992년 남순 강화를 통해 개혁·개방 정책
을 가속화하였다.
④ 북한은 사유제를 부정하고 협동 농장과 국영 기업 중심의 사회

② 타이완에서는 국민의 민주화 요구 속에 계엄령 해제, 복수 정
당제 도입, 총통 직선제 개헌 등이 이루어졌다. 2000년에는 야당
인 민주진보당의 후보 천수이볜이 총통으로 선출됨으로써 최초로
선거를 통한 평화적 여야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④ 일본은 1938년에 국가 총동원법을 제정하여 전쟁에 필요한 모
든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국가 총동원 체제를 확립하
였다.
⑤ 워싱턴 회의(1921~1922)에서는 중국 문제 등을 둘러싼 열강
간의 갈등을 조절하고, 각국의 해군 군비 축소를 결정하였다.

4 일본 ‘55년 체제’의 붕괴 이해
문제 분석

자료에서 집권 자민당이 과반수 의석을 얻지 못했다는

주의 경제 체제를 확립하였다.

점, 1955년 이후 38년간 지속되어 온 자민당의 일당 지배 체제가

⑤ 한국은 1950년대에 미국의 원조 물자에 기반을 둔 제분, 제당,

붕괴되었다는 점 등을 통해 1993년 일본의 ‘55년 체제’ 붕괴 상황

면방직 등의 소비재 공업이 발달하였다.

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정답 찾기

2

④ 일본에서는 1990년대 거품 경제 붕괴로 경제가 침

체되고 장기 불황이 시작되면서 자민당이 의회의 과반 의석 획득
한국의 경제 발전 이해

문제 분석

자료에서 1962년부터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에 실패하며 ‘55년 체제’가 무너졌다.
오답 피하기

① 베트남은 일본의 패망 이후인 1945년 독립을 선언

추진했다는 점, 1990년대 외환 위기를 겪었다는 점 등을 통해 한

하여 베트남 민주 공화국을 수립하였다.

국의 경제 성장과 관련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에는

② 개성 공단 사업은 남북한이 2000년대부터 추진한 경제 교류

1980년대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사업이다.

정답 찾기

⑤ 한국은 1980년대 후반 저유가, 저달러, 저금리라는

3저 호황에 힘입어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오답 피하기

① 청은 제1차 아편 전쟁의 결과 난징 조약을 체결하

③ 일본의 메이지 정부는 1889년에 대일본 제국 헌법을 제정해
반포하였다.
⑤ 일본의 패망 후 중국에서는 국공 내전이 본격화되었다. 중국

고 공행 무역을 폐지하였다.

공산당은 국민의 지지와 소련의 지원 등을 바탕으로 전세를 역전

② 제1차 석유 파동은 1970년대 전반에 발생하였다.

하여 1949년 중화 인민 공화국을 수립하였고, 패배한 중국 국민

③ 중국은 1950년대 사회주의 경제 정책을 추진하면서 농민의 대

당은 타이완으로 근거지를 옮겼다.

부분을 합작사에 가입시켰다.
④ 일본은 6·25 전쟁에 따른 군수품 수요 증가로 산업 생산력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5

동아시아 국가의 정치 발전 이해

문제 분석

(가)는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이 헌법 개정과 함께 유신

의 과업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하는 ‘10월 유신’과 관련된

3 대약진 운동의 전개 과정 파악
문제 분석

자료에서 인민공사 건설 결의가 채택되었다는 점, 인

1972년의 상황이다. (나)는 타이완에서 1987년 일부 섬을 제외하
고 계엄령 해제를 선포하는 상황이다.
정답 찾기

② 한국에서 1979년 12·12 사태를 일으켜 권력을 장

민공사 건설 속도가 빨라서 결의가 있었던 해의 12월 말에 약

악한 신군부 세력이 1980년 광주에서 일어난 5·18 민주화 운동

99%의 농가가 참여했다는 점 등을 통해 대약진 운동 시기의 상황

을 무력으로 진압하였다.

임을 알 수 있다.
정답 찾기

오답 피하기

① 한국에서 5·16 군사 정변이 1961년에 일어났다.

③ 중국은 대약진 운동을 추진하면서 농업과 공업 분

③ 5·30 사건은 1925년 상하이에서 일어난 중국인 노동자의 시

야에서의 대규모 증산 추진을 목표로 삼아 인민공사를 조직하여

위를 영국계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희생자가 발생하자, 이를

농업을 집단화하고, 철강 생산에 노동력을 동원하였다.

규탄하며 일어난 사건이다.

오답 피하기

① 연합국 대표들은 1945년 7월 포츠담 선언을 통해

카이로 선언의 이행, 일본의 무조건 항복 등을 촉구하였다.

④ 중국은 2001년에 세계 무역 기구[WTO]에 가입하였다.
⑤ 한일 기본 조약은 1965년에 체결되었다.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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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6 문화 대혁명 이해
문제 분석

자료에서 중화 인민 공화국 수립을 선포하고 국가 주

석에 취임한 점, 홍위병을 앞세워 실용주의를 주장하는 반대파 세
력을 제거했다는 점 등을 통해 중국 지폐에 실려 있는 인물이 마
오쩌둥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에는 마오쩌둥이 주도한 문화

④ 한반도의 고대사를 왜곡하는 일본의 역사 인식은 주변국과의
역사 갈등을 불러오고 있다.
⑤ 동북 공정은 중국이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의 역사를 자국
의 역사로 편입하려는 시도이다. 이는 한국과 중국의 갈등을 초래
하였다.

대혁명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정답 찾기

① 대약진 운동의 실패로 정치적 위기에 몰린 마오쩌

둥은 문화 대혁명의 과정에서 홍위병을 동원하여 자신의 반대파
를 제거하고자 하였다.
오답 피하기

② 개항 이후 혼란에 빠진 일본에서 존왕양이 운동이

전개되었고, 결국 막부가 무너지고 천황 중심의 신정부가 수립되

Ⅴ단원 실력 플러스

어 변혁이 추진되었다(메이지 유신, 1868).

01 ④
05 ③

③ 타이완에서는 일부 섬을 제외하고 계엄령이 해제(1987)된 이

02 ①
06 ④

본문 150~153쪽

03 ⑤
07 ②

04 ①
08 ①

후 총통 직선제와 복수 정당제(다당제)가 도입되었다.
④ 베트남의 개혁·개방 정책인 도이머이 정책은 1980년대 후반
에 채택되었다.
⑤ 한국에서는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6월 민주
항쟁이 일어났다.

7

01

얄타 회담 파악

문제 분석

자료에서 미국, 영국, 소련의 수뇌부가 모여 전후 독일

의 처리 문제를 논의했다는 점, 소련의 대일전 참전이 결정되었다
는 점 등을 통해 밑줄 친 ‘이 회담’은 얄타 회담임을 알 수 있다.

톈안먼 사건(1989) 파악

정답 찾기

④ 제2차 세계 대전 중인 1945년 2월 연합국 대표들이

자료에서 덩샤오핑이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한 이후

모인 얄타 회담에서 소련의 대일전 참전을 결정하였다. 일본의 진

라는 점, 후야오방 사망을 계기로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반정

주만 기습은 1941년, 국제 연합 결성은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부 시위가 톈안먼 광장에서 일어났다는 점, 중국 정부가 군대를

직후인 1945년 10월이다.

문제 분석

동원하여 진압하였다는 점 등을 통해 밑줄 친 ‘시위’가 톈안먼 사
건(1989)임을 알 수 있다.
정답 찾기

④ 톈안먼 사건(1989)은 후야오방의 사망에서 비롯된

02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이해

문제 분석

자료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인식이 거행되었다는

것으로 1989년 4월부터 6월까지 베이징 톈안먼 광장을 중심으로

점, 일본이 패전국에서 구출되어 위엄 있는 국가가 된다는 점, 중

진행된 민주화 운동을 가리킨다. 5·18 민주화 운동은 1980년,

국이 참가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통해 밑줄 친 ‘조약’은 샌프란시

한·중 국교 수립은 1992년에 일어났다.

스코 강화 조약임을 알 수 있다.

8

정답 찾기

동아시아의 역사 갈등 이해

문제 분석

① 중국 대륙이 공산화되고 1950년 6·25 전쟁이 발발

하자, 미국은 일본을 동아시아의 방공 기지로 삼고자 서둘러 연합

자료는 1995년 당시 일본 총리였던 무라야마가 발표

국과 일본의 강화 조약을 이끌어 냈다. 이에 따라 1951년 샌프란

한 담화문의 일부이다. 내각 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일본이 태평양

시스코 강화 조약이 체결되었고, 그 결과 일본은 주권을 회복하고

전쟁 이전이나 전쟁 중에 행하였다고 생각되는 ‘침략’이나 ‘식민

국제 사회에 복귀하였다.

지 지배’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죄하였다.
정답 찾기

② 고노 담화는 1993년 일본의 관방 장관이었던 고노

오답 피하기

② 청과 영국이 1842년에 체결한 난징 조약에 따라

공행 무역이 폐지되었다.

요헤이가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와 일본군의 관여를 인정하는 내

③ 미일 화친 조약에는 영사 주재 허용, 미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

용을 담은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인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① 일본 고위급 인사들이 주요 전쟁 범죄자가 합사되

④ 청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여 랴

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것은 주변국과의 역사 갈등을

오둥반도를 획득하자, 러시아가 삼국 간섭을 주도하여 일본이 랴

불러오는 요소가 되고 있다.

오둥반도를 청에 반환하도록 하였다.

③ 일본 내 보수 강경파의 역사 교과서 왜곡 시도는 주변 국가와

⑤ 파리 평화 협정이 체결된 이후, 1975년 북베트남이 사이공을

의 역사 갈등을 불러오고 있다.

점령하였고, 이후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수립되었다.

오답 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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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국공 내전의 전개 과정 이해

문제 분석

자료에서 일본의 패망 이후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

당의 대립이 있었다는 점, 미국의 중재로 충칭에서 평화 협상이

④ 한국의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은 1962년부터 추진되었다.
⑤ 1950년대 한국은 미국의 원조 물자에 기반을 둔 소비재 공업
위주의 발전을 이루었다.

있었다는 점, 내전이 본격화되었다는 점 등을 통해 국공 내전에
대한 대화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에는 국공 내전의 결과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함을 알 수 있다.
정답 찾기

⑤ 국공 내전은 1949년 중국 공산당이 중국 본토 대부

분을 장악하여 중화 인민 공화국을 수립하고, 중국 국민당 정부가
타이완으로 근거지를 옮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오답 피하기

① 의화단 운동이 진압된 후 열강은 청과 신축 조약

을 체결하였다.
② 일본에서는 대일본 제국 헌법이 반포된 이듬해인 1890년에 중
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제국 의회가 구성되었다.
③ 타이완에서는 일부 섬을 제외하고 계엄령이 해제된 이후 총통
직선제와 복수 정당제(다당제)가 도입되었다.
④ 1851년에 일어난 태평천국 운동은 1864년에 진압되었다.

04

06

베트남 도이머이 정책 이해

문제 분석

자료에서 1986년에 의결되었다는 점, 베트남에서 시

장 경제 체제의 일부를 도입하였다는 점 등을 통해 (가) 정책은 도
이머이 정책임을 알 수 있다.
정답 찾기

④ 베트남은 1986년 이후 자본주의적 요소를 받아들

여 개혁을 추진하는 도이머이 정책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세계적
인 쌀 수출국으로 성장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 문화 대혁명은 1966년부터 1976년까지 중국에서

전개되었다.
② 일본은 6·25 전쟁 당시 유엔군의 물품 보급 등을 담당하며 경
제 특수를 누렸다.
③ 북한은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해 1984년 합영법을 제정하였다.
⑤ 일본은 1938년에 국가 총동원법을 제정하여 전쟁에 필요한 모

일본의 국교 수립 이해

문제 분석

자료에서 일본이 중화민국(타이완)과의 평화 조약 체

든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국가 총동원 체제를 확립하
였다.

결을 결정하였으므로 (가)는 1952년에 체결된 일화 평화 조약이
고, 일본이 중화 인민 공화국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하였으므
로 (나)는 1972년에 발표된 중일 공동 성명이다.
정답 찾기

① 닉슨 독트린은 1969년 미국 대통령 닉슨이 밝힌 대

아시아 정책이다. 이는 냉전이 완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오답 피하기

② 19세기 말 부청멸양을 내세우며 일어난 의화단 운

동은 8개국 연합군에 의해 진압되었다.
③ 고종은 1899년에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여 대한 제국이 전제
군주정 국가임을 대내외에 널리 알렸다.
④ 미드웨이 해전은 태평양 전쟁의 주요 전투 중 하나로 1942년

07

4·19 혁명의 이해

문제 분석

자료에서 이 대통령이 하야하였다는 내용 등을 통해

4·19 혁명 직후에 발표된 것임을 알 수 있다. 1960년에 일어난
3·15 부정 선거를 계기로 4·19 혁명이 일어나 이승만 정권이 붕
괴되었다.
정답 찾기

② 일본에서는 1955년부터 1993년까지 자민당이 다수

당으로 장기 집권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 국제 연맹은 일본의 만주 침략을 조사하고자 1932

에 발발하였다.

년 만주에 리튼 조사단을 파견하였다.

⑤ 제1차 사이공 조약은 1862년에 체결되었다.

③ 1919년 파리 강화 회의에서 일본의 산둥반도에 대한 이권이 승
인되자, 베이징의 대학생을 중심으로 대규모 시위가 전개되었다.

05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 이해

문제 분석

자료에서 덩샤오핑의 주도로 홍콩과 가까운 광둥성 선

④ 메이지 정부는 1871년 이와쿠라 사절단을 미국과 유럽에 파견
하였다.
⑤ 중국은 2001년에 세계 무역 기구[WTO]에 가입하였다.

전에 경제특구가 설치되었다는 점, 외자 유치를 위한 각종 우대
정책이 실행되었다는 점 등을 통해 밑줄 친 ‘이 정책’이 개혁·개
방 정책임을 알 수 있다.
정답 찾기

③ 덩샤오핑은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농촌에

서 인민공사를 사실상 해체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 금릉 기기국은 청에서 전개된 양무운동 당시 난징

08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이해

문제 분석

자료에서 소녀상,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으로 세상에

드러났다는 점 등을 통해 (가)는 일본군 ‘위안부’임을 알 수 있다.
정답 찾기

① 고노 담화는 1993년 일본의 관방 장관이었던 고노

에 세워진 군수 공장이다.

요헤이가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와 일본군의 관여를 인정하는 내

② 중국의 대약진 운동은 1950년대 말~1960년대 초에 추진되었다.

용을 담은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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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오답 피하기

② 덩샤오핑은 남순 강화를 통해 개혁·개방 정책을

Mini Test 1

가속화하였다.

1③
5①
9③

③ 중국이 동북 공정을 통해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의 역사를
자국 역사화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역사 갈등을 불러일으
키고 있다.

2②
6②
10 ⑤

본문 156~160쪽

3①
7①

4④
8④

④ 한국에서는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6월 민주
항쟁이 일어났다.
⑤ 1900년에 반포된 대한 제국 칙령 제41호는 독도가 우리 영토
임을 선포한 것이다.

1

진 왕조의 이해

문제 분석

천하를 처음으로 통일하고 제후국을 군현으로 삼았다

는 것을 통해 (가) 왕조는 진임을 알 수 있다. 주가 혈연에 기초한
봉건제를 실시했던 것과 달리, 진은 군현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
견하는 군현제를 실시하였다.
정답 찾기

③ 진은 상앙, 이사 등의 법가 사상가를 등용하여 부국

강병책을 추진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 백제는 한강 유역을 기반으로 마한 세력을 통합하

며 발전하였다.
② 흉노는 최고 지배자 선우 아래 좌현왕과 우현왕을 두어 제국을
중앙, 좌방, 우방으로 나누어 다스렸다.
④ 한 고조는 군현제와 봉건제를 절충한 군국제를 실시하였다.
⑤ 일본의 에도 막부는 산킨코타이 제도를 통해 다이묘를 통제하
였다.

2

위진 남북조 시대의 동아시아 상황 이해

문제 분석

화북 지역 사람들이 5호에 밀려 강남 지방으로 이주하

였고, 동진이 있었다는 것을 통해 4세기 전반에서 5세기 전반의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정답 찾기

② 한반도에서는 7세기까지 고구려, 백제, 신라가 경

쟁하는 삼국 시대가 전개되었다.
오답 피하기

① 백제가 멸망한 후 부흥 운동이 일어나자, 왜가 이

를 지원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하였으나 663년 백강 전투에서 나
당 연합군에게 패배하였다.
③ 수가 마련한 과거제는 동아시아 각국에 널리 확산되었다.
④ 1세기 전반 한의 외척 출신 왕망은 신을 건국하고 토지 국유화
등의 급진적 개혁을 추진하였다.
⑤ 8세기 전반 일본에서는 헤이조쿄가 건설되어 수도로 기능하였다.

3 당 왕조의 이해
문제 분석

서남쪽 방면에 남조(南詔)가 있고 균전제에 따라 영업

전을 지급받는 정남이 있다는 것을 통해 밑줄 친 ‘우리 왕조’는 당
임을 알 수 있다. 한때 남조는 당에 조공을 보냈으나, 세력이 점차
강성해짐에 따라 당과 군사적으로 대립하였다.
정답 찾기

① 당은 티베트 지역에서 성장한 토번에 화번공주를

보내 화친을 유지하기도 하였고, 군대를 보내 전쟁을 벌이기도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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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 피하기

② 무로마치 막부는 15세기 쇼군의 후계자 계승 문제

를 둘러싸고 일어난 오닌의 난으로 쇠퇴하였다.
③ 한 무제는 기원전 111년 남비엣(남월)을 멸망시키고, 기원전

정답 찾기

② 17세기 무렵 네덜란드는 자와섬의 바타비아를 무역

거점으로 삼았다.
오답 피하기

① 18세기 후반 영국은 청과의 교역 확대를 위해 매카

108년 고조선을 멸망시켰다.

트니 사절단을 파견하였다.

④ 수는 남북조 시대를 통일하였으나 대규모 토목 공사와 고구려

③ 19세기 미국은 페리 함대를 파견하여 일본을 개항시켰다.

원정 실패, 각지의 반란 등으로 통일을 이룬 지 30여 년 만에 멸

④ 영국과 프랑스는 애로호 사건 등을 빌미로 제2차 아편 전쟁을

망하였다.

일으켜 청을 굴복시켰다.

⑤ 흉노의 묵특 선우는 평성 백등산 전투에서 한 고조의 군대를

⑤ 에스파냐는 필리핀에 마닐라를 건설한 후 이를 거점으로 갈레

물리쳤다.

온 무역을 전개하였다.

4 정화의 항해 파악

7

문제 분석

명대 일곱 차례에 걸쳐 인도양, 아프리카 연안에 이르

양무운동의 특징 이해

문제 분석

중국이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자강할 수

는 대규모 항해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밑줄 친 ‘항해’는 정화의 항

없다고 한 점, 상하이와 금릉에 기기국을 설치하여 윤선, 총포 등

해임을 알 수 있다.

을 제작한 점을 통해 양무운동임을 알 수 있다. 증국번, 이홍장 등

정답 찾기

④ 명의 영락제 때 시작된 정화의 항해로 동남아시아

등지의 일부 국가가 명에 조공하게 되었다.
오답 피하기

① 9세기 일본의 승려 엔닌은 장보고 세력의 도움으

은 아편 전쟁과 태평천국 운동 진압 과정에서 서양 무기의 우수성
을 깨닫고 양무운동을 전개하였다.
정답 찾기

① 양무운동은 중국의 전통문화를 토대로 서양의 과학

로 당에 유학한 후 『입당구법순례행기』를 남겼다.

기술을 도입하여 부국강병을 이룩하려는 중체서용에 토대를 두

② 스에키는 가야 토기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일본 토기로, 도

었다.

왜인의 활동을 보여 준다.

오답 피하기

② 청 정부는 의화단 운동 이후 신정을 추진하였고,

③ 일본은 견당사를 통해 당의 선진 문물을 수용하였고, 이 과정

이 과정에서 1908년 입헌파의 주장을 수용하여 흠정 헌법 대강을

에서 당의 율령을 모방하여 다이호 율령을 제정하였다.

반포하였다.

⑤ 영국은 청과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아편 밀무역을 확대

③ 1871년 일본의 메이지 정부는 불평등 조약 개정을 위한 예비

하였다.

교섭을 추진하고 서양 문물과 제도를 조사하기 위해 이와쿠라 사
절단을 파견하였다.

5

누르하치와 홍타이지의 활동 비교

문제 분석

④ 1895년 조선의 을미개혁 과정에서 단발령이 시행되고 태양력
이 채택되었다.

여진족을 통일하고 명과의 전쟁을 개시했다는 것을 통

⑤ 일본의 메이지 정부는 1870년대 시작된 자유 민권 운동을 탄

해 (가) 인물은 누르하치, 명과 벌이던 전쟁을 더욱 유리하게 이끌

압하면서도, 서구식 정치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1889년 대일

기 위해 조선을 침략하여 남한산성에서 조선의 왕을 굴복시켰다

본 제국 헌법을 제정하였다.

는 것을 통해 (나) 인물은 홍타이지임을 알 수 있다.
정답 찾기

① 누르하치는 여진족을 통일하고 행정·군사 조직인

팔기제를 정비하여 군사력을 강화하였다.
오답 피하기

② 1636년 홍타이지는 황제를 칭하고 국호를 청으로

바꾸었다.
③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센고쿠 시대를 통일하였다.
④ 1681년 청의 강희제는 삼번의 난을 진압하였다.
⑤ 명의 영락제는 난징에서 베이징으로 천도하였다.

6 네덜란드의 활동 이해
문제 분석

데지마에 머물면서 에도 막부와 친선 관계에 있다는

8 의화단 운동의 결과 이해
문제 분석

산둥에서 일어난 교회와 철도 파괴 움직임이 수도 베

이징 인근에까지 확산되어 서구 열강과의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는 것을 통해 (가) 운동은 의화단 운동임을 알 수 있다.
정답 찾기

④ 8개국 연합군이 의화단 운동을 진압한 후인 1901년

외국 군대의 베이징 주둔, 배상금 지급 등을 규정한 신축 조약이
체결되었다.
오답 피하기

① 청 정부의 철도 국유화 조치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일어나는 가운데, 우창에서는 혁명파의 이념에 영향을 받은 신군
이 봉기하였다.

것을 통해 (가) 국가는 네덜란드임을 알 수 있다. 에도 막부 시기

② 청일 전쟁의 결과로 체결된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일본은 타이

네덜란드와의 교류를 통해 난학이 발전하였다.

완을 할양받았다.
정답과 해설

23수특_동아시아사정답(01~56)칠.indd 49

49

22. 1. 4. 오전 11:49

정답과 해설
③ 1920년대 외세와 결탁한 군벌에 대한 반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Mini Test 2

장제스가 1926년부터 국민 혁명군을 이끌고 북벌을 시작하였다.

1④
5④
9⑤

⑤ 1931년 일본이 만주 사변을 일으키자 중국은 일본을 국제 연맹
에 제소하였고, 국제 연맹은 리튼을 대표로 하는 조사단을 파견하
였다.

9

베트남 전쟁의 이해

문제 분석

미국이 베트남을 폭격하고 고엽제를 살포했다는 것을

통해 밑줄 친 ‘전쟁’은 베트남 전쟁임을 알 수 있다. 베트남 전쟁
과정에서 수많은 군인, 민간인이 희생되었다.
정답 찾기

③ 1973년의 파리 평화 협정으로 미군 철수가 공식화

되었고, 이는 베트남 전쟁이 종결되는 계기가 되었다.
오답 피하기

① 13세기 대월의 쩐흥다오는 몽골의 침략을 물리쳤다.

② 1941년 일본은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 동남아시아의 대부분 지
역과 남태평양 일대를 점령하였으나, 1942년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국에 패배하면서 전세가 연합군에 유리하게 되었다.
④ 1950년 발발한 6·25 전쟁 초기 북한군이 우세하였으나 인천
상륙 작전 이후 전세가 역전되었다.
⑤ 중일 전쟁이 일어나자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은 1937년
제2차 국공 합작을 결성하여 항일전을 벌였다.

10

‘55년 체제’ 시기의 동아시아 정세 파악

문제 분석

일본 민주당과 자유당이 자유민주당(자민당)을 창설하

1

2②
6④
10 ③

본문 161~165쪽

3③
7④

4⑤
8⑤

전국 시대 상황 이해

문제 분석

제시된 자료에서 진, 조, 한, 위 등의 나라들이 경쟁하

고 있는 내용을 통해 전국 시대의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정답 찾기

④ 전국 시대에 등장한 법가는 엄격한 법 시행을 통한

사회 질서 유지를 주장하였다. 상앙, 이사 등을 등용한 진은 법가
사상을 바탕으로 부국강병에 성공하였고, 전국 시대를 통일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 한 건국 초기의 혼란을 피해 고조선으로 망명한

위만은 기원전 194년 준왕을 몰아내고 왕위에 올랐다.
② 10세기 당이 멸망한 후 5대 10국 시대가 전개되었다. 조광윤이
세운 송이 5대 10국의 혼란을 수습하였다.
③ 히미코 여왕은 3세기경 위로부터 친위왜왕으로 책봉되었다.
⑤ 한 고조는 기원전 200년 백등산 전투에서 흉노에 패배하자 매
년 많은 물자를 보내는 조건으로 화친을 맺었다.

2

북위의 한화 정책 이해

문제 분석

자료에서 제(齊)나라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과, 뤄양으

여 집권함으로써 시작되었다는 것을 통해 (가) 체제는 일본의 ‘55

로 수도를 옮겨왔다는 내용을 통해 밑줄 친 ‘우리 나라’가 북위임

년 체제’임을 알 수 있다. 일본의 ‘55년 체제’는 1955년부터 1993

을 알 수 있다. 5세기 북위의 효문제는 수도를 평성에서 뤄양으로

년까지 지속되었다.

옮기고 한화 정책을 시행하였다.

정답 찾기

⑤ 2000년 타이완에서 민주진보당 후보인 천수이볜이

총통으로 당선되면서 처음으로 여야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오답 피하기

①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6월 민주

정답 찾기

② 북위에 대한 설명이다. 북위는 5호 16국 시대의 혼

란을 수습하고 화북 지역을 지배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 한 무제는 기원전 111년에 남비엣을 무너뜨린 뒤

항쟁이 일어났다.

군을 설치하였으며, 기원전 109년에 고조선을 공격하였고, 이듬

② 1960년 이승만 정부의 부정 선거에 항의하는 4·19 혁명이 일

해 고조선이 멸망하였다.

어났다.

③ 흉노는 최고 통치자 선우 아래 좌현왕과 우현왕 등 여러 왕을

③ 덩샤오핑이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989년 정

두었다.

치 개혁과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자, 중국 정부

④ 백제 멸망 이후인 663년 나당 연합군은 백제 부흥군 및 왜의

는 군대를 동원하여 무력으로 진압하였다(톈안먼 사건).

군대와 백강에서 전투를 벌여 승리하였다.

④ 1960년 일본에서는 미일 안전 보장 조약의 개정에 반대하는

⑤ 1세기경 왜의 노국왕이 후한 광무제에게 조공하고 한위노국왕

안보 투쟁이 일어났다.

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금인(금 도장)을 받았다.

3 야마토 정권과 도왜인의 이해
문제 분석

제시된 자료에서 백제와 고구려 등의 인물들이 일본에

건너가 불교와 천문지리서 등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 자료가
도왜인에 관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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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한반도와 중국에서 일본 열도로 이주한 도왜인들은

⑤ 홍타이지가 황제를 칭하고 국호를 청으로 바꾸면서 조선에 군

유학과 불교 등을 전하여 야마토 정권의 성립과 발전에 기여하

신 관계를 요구하였다. 조선이 이를 거부하자 청이 1636년에 병

였다.

자호란을 일으켰다.

정답 찾기

오답 피하기

① 신라 말 새로운 세력으로 떠오른 지방 호족의 지

원 아래 선종이 널리 퍼졌다.
② 유목 민족인 5호가 이동하여 4세기 이후 화북 지역을 장악하
면서 5호 16국 시대가 전개되었다. 이로 인해 화북에서는 호한 융

6 아담 샬의 활동 이해
문제 분석

명나라 말에 몰래 바다를 건너 베이징으로 들어왔으며

합이 이루어졌다.

시헌력 제작에 참여한다는 구실로 사교(크리스트교)를 전한다는

④ 고구려는 중국 남북조와 모두 교류하는 등 실리적인 외교를 전

내용을 통해 밑줄 친 ‘그’가 아담 샬임을 알 수 있다.
정답 찾기

개하였다.

④ 아담 샬은 병자호란으로 청에 끌려온 조선의 소현

⑤ 백강 전투 이후 백제의 유민들은 일본 열도 등으로 이주하였다.

세자와 교유하였다.

4 13세기 전반의 동아시아 정세 이해

난학은 스기타 겐파쿠 등이 『해체신서』를 간행하는 과정에서 본격

문제 분석

하북 일대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곳의 한인들로부터 세

오답 피하기

① 에도 막부 시기 네덜란드와의 교류를 통해 성립한

적으로 발달하였다.

금을 거둔다는 것과 금을 공격한다는 내용을 통해 몽골 제국 시기

② 명 말에 활동한 마테오 리치는 세계 지도인 「곤여만국전도」를

의 사실임을 알 수 있다. 금은 몽골의 제2대 칸인 우구데이(오고

제작하였고, 천주교 교리 입문서인 『천주실의』를 저술하였다.

타이)의 공격을 받아 1234년 멸망하였다.

③ 16세기 중엽 프란시스코 하비에르에 의해 일본에 전래된 크리

정답 찾기

⑤ 몽골 제국의 칭기즈 칸은 천호·백호제를 정비하여

군사력을 강화하였다. 천호장은 천호를 담당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 남송 시대 주희는 『사서집주』를 집필하여 완성하

스트교는 빠르게 확산하여 지방의 다이묘와 가신들 가운데 크리
스트교를 수용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⑤ 네덜란드 출신인 벨테브레이는 조선의 훈련도감에서 무기 제
작을 담당하였다.

였다.
② 일본은 7세기 전반부터 견당사와 승려, 학생 등을 파견하여 당
의 문물을 수용하였으나, 9세기 말 견당사 파견을 중지하였다.
③ 12세기 전후 여진이 고려를 위협하자 윤관은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족을 몰아냈다.

7

한성과 도쿄에서 있었던 사실 파악

문제 분석

자료에서 경운궁을 중심으로 황성 만들기 사업이 추진

④ 거란(요)에 대한 설명이다. 거란(요)은 남면관제를 시행하여 남

되고 인천과 연결하는 철도가 개통되었다는 내용을 통해 (가) 도

면관의 관리들이 한인들을 관장하도록 하였다. 거란(요)은 12세기

시가 한성임을 알 수 있다. (나)는 부국강병형 도시로 개발되고 긴

전반 송과 금의 협공으로 멸망하였다.

자 등 서양식 거리가 조성된 도쿄이다.

5

를 처벌하기 위해 도쿄에서 극동 국제 군사 재판이 개최되었다.

정답 찾기

임진왜란과 사르후 전투 시기 사이의 사실 파악

문제 분석

제시된 자료에서 명군 장수들이 왜적과의 화의만 기다

오답 피하기

④ 태평양 전쟁이 종결된 후, 일본의 주요 전쟁 범죄자
① 기유약조(1609) 이후 17세기 후반에 부산 지역에

리고 있다는 내용을 통해 (가)는 임진왜란 당시 명과 일본 사이에

초량 왜관이 설치되었다.

진행된 강화 협상 시기임을 알 수 있다. (나)는 건주의 오랑캐가

② 1872년 영국 상인이 상하이에서 신보를 창간하였다. 신보는

천조를 어지럽히자 강홍립을 발탁하여 명을 돕도록 했지만 사르

흥미로운 소식을 신속하게 보도하였고, 중국 지식인들의 글을 많

후에서 항복했다는 내용을 통해 1619년의 사실임을 알 수 있다.

이 실어 인기가 많았다.

정답 찾기

④ 임진왜란 이후인 1603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

도에 막부를 세웠다.
오답 피하기

① 1636년에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인조는 남한산성

으로 들어가 항전하였다.

③ 에도 막부는 나가사키에 인공 섬인 데지마를 건설하고, 포르투
갈 상인과 교역하다가 선교 문제로 그들을 추방한 후, 네덜란드
상관을 이곳으로 옮겨 네덜란드 상인들과 교역하였다.
⑤ 상하이 등지에 공공 조계가 설정되었다.

② 조·명 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한 이후 명군이 벽제관 전투에
서 패배하면서 강화 협상이 시작되었다.
③ 인조반정(1623)으로 정권을 잡은 서인 세력은 친명배금 정책
을 추진하면서 후금과 갈등을 빚었고, 이는 정묘호란(1627)이 일
어나는 배경이 되었다.

8 일본의 ‘21개조 요구’ 제기 배경 파악
문제 분석

자료에서 금년 일본이 우리에게 제출한 21개조의 요구

를 거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통해 1915년의 사실임을 알 수 있다.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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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⑤ 제1차 세계 대전에 참전한 일본은 칭다오 일대를 점

④ 타이완에서는 1994년 총통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진 이후

령하고, 산둥반도의 독일 이권 양도, 뤼순과 다롄의 조차 기한 연

2000년 민주진보당의 천수이볜 후보가 국민당 후보를 누르고 당

장 등의 내용을 담은 ‘21개조 요구’를 중국에 제출하였다.

선되어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정답 찾기

오답 피하기

① 1931년 발발한 만주 사변의 결과 만주국이 수립되

⑤ 1970년대 후반 권력을 장악한 덩샤오핑은 개혁·개방 정책으

었다.

로 4개 부문(농업, 공업, 국방, 과학 기술) 현대화를 주장하면서

② 1937년 발발한 중일 전쟁 과정에서 일본군에 의해 난징 대학

선전과 샤먼 등 동남 해안 지대에 경제특구를 설치하였다.

살이 자행되었다.
③ 쑨원은 제국주의 및 군벌을 타도하기 위해 소련의 지원을 수용
하고 중국 공산당과의 제휴를 결정하였다. 이에 중국 공산당원이
중국 국민당에 입당하는 형태로 1924년 제1차 국공 합작이 이루
어졌다.
④ 1937년 루거우차오 사건을 계기로 중일 전쟁이 발발하였다.

9

카이로 선언과 일본 패망 시기 사이의 사실 파악

문제 분석

자료에서 어제 카이로 선언이 공식 발표되었다는 내용

을 통해 (가)는 1943년의 사실임을 알 수 있다. (나)는 오늘 일본
의 항복 의식이 난징에서 열렸다는 내용을 통해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 선언 이후의 사실임을 알 수 있다.
정답 찾기

⑤ 1945년 2월에 열린 얄타 회담의 결정에 따라 소련은

제2차 세계 대전의 막바지인 1945년 8월 초순 대일 선전 포고를
발표하고 대일전에 참전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장제스가 이끄는 중국 국민

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 1940년에 한국광복군을 창설하였다.
② 1931년 일본이 만주 사변을 일으켰다. 이후 국제 연맹은 리튼
을 대표로 하는 조사단을 파견하였다.
③ 일본은 1941년에 하와이 진주만의 미국 태평양 함대를 기습 공
격하였고, 이로 인해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였다.
④ 1933년에 편성된 동북 인민 혁명군이 1930년대 중반 동북 항
일 연군으로 확대 개편되어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하였다.

10

중일 공동 성명 체결 시기 동아시아 정세 이해

문제 분석

자료에서 중화 인민 공화국과 일본이 항구적인 평화

우호 관계를 수립한다는 것과 중화 인민 공화국이 일본에 대한 전
쟁 배상 요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을 통해 1972년 발표된 중일 공
동 성명임을 알 수 있다.
정답 찾기

③ 박정희 정부는 1972년 10월 국회를 해산하고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10월 유신). 그리고 헌
법을 개정하여 모든 권력을 대통령에게 집중시킨 유신 헌법을 공
포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 파리 평화 협정은 미국이 1973년에 베트남과의 전

쟁 상태를 종결하기 위해 체결한 것이다.
②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1972) 이후, 미국은 타이완과 외교

개념완성
교과서의 핵심 개념만 쏙쏙 뽑았다!
내신에서 수능 입문까지,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기본서

관계를 끊고 중국과 정식으로 국교를 수립하였다(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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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 Test 3
1①
5③
9⑤

2②
6①
10 ④

본문 166~170쪽

3④
7③

4③
8⑤

정답 찾기

④ 무로마치 막부(1336~1573)의 3대 쇼군인 아시카가

요시미쓰는 1392년 남북조의 분열을 통일한 후 명과 조공·책봉
관계를 맺고 1404년 명과 감합 무역을 전개하였다. 이후 무로마
치 막부와 명 사이의 감합 무역은 16세기 중엽까지 이어졌다.
오답 피하기

① 이성계는 1392년 조선을 건국하고 국왕으로 즉위

하였다.

1

흉노의 활동 파악

문제 분석

자료에서 묵특 선우가 동호를 정복하였고, 월지국을

격파하였다는 내용을 통해 (가) 국가는 흉노임을 알 수 있다.
정답 찾기

① 흉노의 묵특 선우는 한을 압박하여 백등산 전투에

서 한 고조를 굴복시켰다.
오답 피하기

② 전국 시대의 분열을 통일한 진의 시황제는 도량형

과 화폐, 문자를 통일하고 도로망을 정비하였다.
③ 한 무제는 기원전 111년 남비엣을 정복하고 9군을 설치하였다.
④ 야마타이국의 히미코 여왕은 위에 조공하였고, 위는 히미코 여
왕에게 ‘친위왜왕’이라는 칭호를 주었다.

② 거란(요)은 1004년 송과 전연의 맹약을 체결하였다.
③ 왕안석이 신법을 추진한 것은 북송 때인 11세기이다.
⑤ 무로마치 막부 시기에 쇼군의 후계자 자리를 두고 오닌의 난이
발생하였다(1467~1477).

4 임진왜란 이후의 상황 파악
문제 분석

자료에서 명군이 있고, 원균이 한산도에서 패전하였으

며, 왜적이 남원을 침범하였다는 내용을 통해 (가) 전쟁이 임진왜
란임을 알 수 있다.
정답 찾기

③ 명의 지배를 받던 여진족(만주족)은 누르하치의 주

⑤ 몽골의 칭기즈 칸은 천호·백호제를 정비하여 군사력을 강화

도 아래 부족을 통합하였다. 누르하치는 명과 조선이 일본과 전쟁

하였다.

하는 기회를 틈타 다른 여진 부족을 복속하고, 1616년에 후금을
건국하였다.
오답 피하기

2

일본 나라 시대의 동아시아 모습 파악

문제 분석

자료에서 주작대로를 축으로 동서남북의 도로에 의해

① 나가시노 전투는 센고쿠 시대인 1575년에 오다 노

부나가가 새로운 무기인 조총을 활용하여 승리한 전투이다.
② 16세기 후반 명의 장거정은 일부 지방에서 시행되던 일조편법

구획된 구조로 되어 있으며, 도다이사가 창건되었다는 내용을 통

을 확대 시행하여 국가 재정을 안정시키려 하였다.

해 (가)는 헤이조쿄임을 알 수 있다. 헤이조쿄를 수도로 삼았던

④ 조선은 세종 때 왜구의 소굴인 쓰시마섬을 토벌하였다(1419).

시기는 나라 시대(710~794)이다.

⑤ 15세기 중반 북쪽의 몽골(오이라트부)이 남하하여 명의 황제를

정답 찾기

② 주자감은 발해의 교육 기관이다. 발해는 7세기 말

에 세워져 10세기 초에 멸망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 12세기 초 고려의 윤관은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을

정벌하여 동북 지역에 9성을 쌓았다.

포로로 잡은 토목보의 변이 일어났다.

5

데지마의 설치와 역할 이해

문제 분석

자료에서 나가사키에 있고, 부채꼴 모양의 섬이며 상

③ 백제가 나당 연합군에 멸망한 이후 백제 부흥군을 지원하기 위

관장이 있었다는 내용을 통해 (가)는 데지마임을 알 수 있다. 에도

하여 왜가 수군을 파견하여 663년 백강 전투가 벌어졌다.

막부는 포르투갈인을 수용하기 위해 나가사키에 부채꼴 모양의

④ 북위의 효문제는 5세기 후반에 재위하면서 적극적인 한화 정

인공 섬인 데지마를 건설하였다. 그러나 포르투갈인이 금령을 어

책을 추진하였다.

기고 크리스트교를 포교한 사실이 드러나자 포르투갈인을 추방하

⑤ 일본에서 다이호 율령이 반포된 701년은 나라 시대 이전이다.

고, 이후 네덜란드 상관을 히라도에서 나가사키의 데지마로 옮겨
와 네덜란드인의 교역을 허용하였다.

3 정화의 항해 시기 동아시아의 모습 이해
문제 분석

자료에서 난징이 수도이고, 남중국해를 거쳐 아프리카

까지 항해한 내용을 통해 지도의 4차 항해는 명 영락제 때 추진된
정화의 항해임을 알 수 있다. 명대 정화가 이끄는 함대는 1405년

정답 찾기

③ 데지마는 교역의 장소이면서 서양과의 문물 교류

창구로 활용되었다. 이곳을 통해 들어온 서양 학문을 바탕으로 난
학이 발전하여 일본 지식인이 성리학적 세계관에서 탈피하는 데
기여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 에스파냐는 필리핀을 점령하고 무역 기지를 건설

부터 1433년까지 7차례 항해에 나서 동남아시아, 인도를 지나 아

하였는데, 그중 마닐라는 갈레온 무역의 중심지였다.

라비아반도와 아프리카 동부 해안까지 진출하였는데, 4차 항해는

② 청은 18세기 이후 서양 상인들에게 광저우의 공행을 통한 제한

1413~1415년에 이루어졌다.

적 무역을 허용하였다.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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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④ 산시 상인과 휘저우 상인은 명·청대의 대표적 상인 집단으로
전국을 무대로 활동하였다.
⑤ 에도 막부가 시행한 산킨코타이 제도에 따라 전국의 다이묘들
이 에도로 모여들면서 에도는 상업 도시로 변하였으며, 전국에서
에도로 가는 도로를 중심으로 여관업과 상업이 발달하였다.

6 메이지 정부의 정책 파악
문제 분석

자료에서 천황이 도쿠가와 쇼군의 국가 통치권 반환과

쇼군직 사퇴를 받아들이고 왕정을 복고하여 총재, 의정, 참여의

8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이해
문제 분석

자료에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평화 질서를 뒷받침하

기 위한 것이었지만 냉전 질서가 반영되었고, 일본의 침략을 받았
던 중국과 한국 등은 회의에 초청을 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을 통해
밑줄 친 ‘이 조약’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임을 알 수 있다.
정답 찾기

⑤ 6·25 전쟁이 일어나자 1951년 미국의 주도 아래

일본의 주권 회복을 위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체결되었다.
오답 피하기

① 일본과 타이완의 수교(일화 평화 조약)는 1952년

새로운 3직을 두어 정무를 행한다는 선언을 통해 막부를 폐지하

에 이루어졌다.

고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정부 수립을 선언하는 문서임을

② 1921~1922년 열린 워싱턴 회의에서 일본의 주력함 보유 비율

알 수 있다. 이 선언에 따라 일본은 1868년 천황 중심의 새로운

을 제한하였다.

정부를 수립하고 메이지 유신을 단행하였다.

③ 미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규정한 조약으로는 1854년에 체결

정답 찾기

① 메이지 정부는 1873년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가 3

년간 현역에 복무하게 하는 징병령을 발표하여 국민개병제에 따
른 근대적 군사 제도를 마련하였다.
오답 피하기

② 육영 공원은 조선 정부가 미국의 도움을 받아

1886년 설립한 근대적 관립 학교이다.
③ 흠정 헌법은 군주가 제정한 헌법으로, 1908년 청 정부가 발표
한 흠정 헌법 대강 등이 해당된다.

된 미일 화친 조약 등이 있다.
④ 베트남과 프랑스의 전쟁 결과 1954년 개최된 제네바 회담에서
베트남을 북위 17도선을 경계로 하여 남과 북으로 분할하되, 2년
이내에 통일을 위한 총선거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9

10월 유신 선포 시기의 사실 파악

문제 분석

자료에서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하기 위해 정상적 방법

④ 일본의 에도 막부는 미국의 자유 무역 요구에 따라 1858년 미

이 아닌 비상조치로써 우리의 실정에 가장 알맞은 유신적 체제 개

일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하였다.

혁을 단행하겠다는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 담화 내용을 통해 1972

⑤ 에도 막부는 크리스트교 확산에 위협을 느껴 크리스트교 금지

년의 10월 유신 선포 담화문임을 알 수 있다.

령을 내리는 한편, 1639년에는 포르투갈 상인들을 추방하고 내항
을 금지하였다.

7

정답 찾기

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1972년 중국을 방문하고, 미

중 공동 성명을 발표하여 양국이 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선언하였다.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 시기 사이의 사실 파악

문제 분석

(가)는 일본 함대가 풍도 앞바다에서 청의 수송 선단을

오답 피하기

① 북한은 외국 자본의 유치를 위해 1984년 합영법을

제정하였다.

습격하였다는 내용을 통해 1894년에 일어난 청일 전쟁 상황임을

② 타이완에서는 1987년 일부 섬을 제외하고 계엄령이 해제되었

알 수 있다. (나)는 일본 연합 함대가 러시아의 발트 함대를 격파

고, 그 이후 총통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다.

하였다는 내용을 통해 1904~1905년 전개된 러일 전쟁 상황임을

③ 한국과 베트남의 국교 수립은 1992년에 이루어졌다.

알 수 있다.

④ 중국은 2001년에 세계 무역 기구[WTO]에 가입하였다.

정답 찾기

③ 대한 제국은 1899년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여 모든

권한이 황제에게 집중된 전제 군주정 국가임을 대내외에 선포하
였다.

10

톈안먼 사건 시기 파악

문제 분석

오답 피하기

① 아주 화친회는 반제국주의를 목표로 1907년 도쿄

자료에서 70년 전에 5·4 운동(1919)의 시위자들은 과

학과 민주를 추구하였고, 지금의 시위자들 역시 과학과 민주의 중

에서 결성되었다.

요한 역할에 대해 강조하고 있으며 민주 정치 추진과 부패한 관리

② 1921~1922년에 걸쳐 열린 워싱턴 회의에 따라 새로운 국제 질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을 통해 1989년의 톈안먼 사건과 관

서인 워싱턴 체제가 성립되었다.

련된 기사임을 알 수 있다.

④ 루거우차오 사건은 1937년 발생한 중국군과 일본군의 충돌 사

정답 찾기

④ 1989년 중국에서는 정치적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

건으로, 일본은 이 사건을 구실로 중일 전쟁을 일으켰다.

위가 톈안먼 광장에서 전개되었으나 군대에 의해 강제 진압되었

⑤ 일본은 영일 동맹을 구실로 제1차 세계 대전(1914~1918)에 참

다. 미·중 국교 수립은 1979년, 일본의 ‘55년 체제’ 붕괴는 1993

전하여 독일의 조차지였던 칭다오 일대를 점령하고 1915년에 중

년의 사실이다.

국에 ‘21개조 요구’를 제출하였다.

54

EBS 수능특강 동아시아사

23수특_동아시아사정답(01~56)칠.indd 54

22. 1. 4. 오전 11:49

고2~N수 수능 집중 로드맵
과목

수능 입문

기출 / 연습

수능연계교재의
국어 어휘

국어
수능 감
(感)잡기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수능특강
Light
수학

연계+연계 보완

강의노트

수능연계교재의
VOCA 1800

수능연계완성
3/4주 특강

한국사
사회

수능특강
연계 기출

수능의 7대 함정
만점마무리
봉투모의고사
RED EDITION

수능특강

본 교재는 2023학년도 수능
연계교재로서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이 감수하였습니다.

수능완성

FINAL
실전모의고사

만점마무리
봉투모의고사

본 교재는 2023학년도 수능
연계교재로서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이 감수하였습니다.

수능특강Q
미니모의고사

모의고사

고난도·신유형

수능연계 기출
Vaccine VOCA

연계

수능개념

수능특강
사용설명서

고난도

수능완성
사용설명서

박봄의 사회ㆍ문화
표 분석의 패턴

고난도 시크릿X
봉투모의고사

과학
구분

수능 입문

기출/연습

연계
+
연계 보완

고난도

모의고사

시리즈명

특징

수능 감(感) 잡기

동일 소재ㆍ유형의 내신과 수능 문항 비교로 수능 입문

국/수/영

수능특강 Light

수능 연계교재 학습 전 연계교재 입문서

국/영

수능개념

EBSi 대표 강사들과 함께하는 수능 개념 다지기

전영역

수능 기출의 미래

올해 수능에 딱 필요한 문제만 선별한 기출문제집

전영역

수능특강Q 미니모의고사

매일 15분으로 연습하는 고퀄리티 미니모의고사

전영역

수능특강

최신 수능 경향과 기출 유형을 분석한 종합 개념서

전영역

수능특강 사용설명서

수능 연계교재 수능특강의 지문ㆍ자료ㆍ문항 분석

전영역

수능특강 연계 기출

수능특강 수록 작품ㆍ지문과 연결된 기출문제 학습

국/영

수능완성

유형 분석과 실전모의고사로 단련하는 문항 연습

전영역

수능완성 사용설명서

수능 연계교재 수능완성의 국어ㆍ영어 지문 분석

국/영

수능연계교재의 국어 어휘

수능 지문과 문항 이해에 필요한 어휘 학습서

국어

수능연계교재의 VOCA 1800

수능특강과 수능완성의 필수 중요 어휘 1800개 수록

영어

수능연계 기출 Vaccine VOCA

수능-EBS 연계 및 평가원 최다 빈출 어휘 선별 수록

영어

수능연계완성 3/4주 특강

단기간에 끝내는 수능 킬러 문항 대비서

국/수/영/과

수능의 7대 함정

아깝게 틀리기 쉬운 영역별 수능 함정 문제 유형 분석

국/수/영/사/과

박봄의 사회ㆍ문화 표 분석의 패턴

박봄 선생님과 사회ㆍ문화 표 분석 문항의 패턴 연습

사회탐구

FINAL 실전모의고사

수능 동일 난도의 최다 분량, 최다 과목 모의고사

전영역

만점마무리 봉투모의고사

실제 시험지 형태와 OMR 카드로 실전 훈련 모의고사

전영역

만점마무리 봉투모의고사
RED EDITION

신규 문항 2회분으로 국어ㆍ수학ㆍ영어 논스톱 모의고사

국/수/영

고난도 시크릿X 봉투모의고사

제대로 어려운 고퀄리티 최고난도 모의고사

국/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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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사진 출처
ⓒArtokoloro / Alamy Stock Photo 상의 네발 달린 솥

ⓒI, Sailko / wiki CCBY3.0 일본 스에키(29쪽)

(6, 7, 10쪽)

ⓒueCC2.1 Japan 가미고료 신사(70쪽)

ⓒWBC ART / Alamy Stock Photo 조몬 토기(6, 9, 14,

ⓒ국립중앙박물관 항해조천도(73쪽)

17쪽)
ⓒHeritage Image Partnership Ltd / Alamy Stock
Photo 동탁(6, 10쪽)
ⓒ국립중앙박물관 빗살무늬 토기(9쪽)
ⓒagefotostock / Alamy Stock Photo 다원커우 토기
(9쪽)
ⓒProf. Gary Lee Todd 훙산 토기(9, 17쪽)

ⓒ한국우표포털 판소리 우표(87쪽)
ⓒ서울대학교규장각한국학중앙연구원 평양감사부임도
중 판소리부분(87쪽)
ⓒPhoto 12 / Alamy Stock Photo 남경전승도(101쪽)
ⓒImaginechina Limited / Alamy Stock Photo 후베이
군 도독부 앞에 있는 쑨원 동상(107쪽)
ⓒWorld Politics Archive (WPA) / Alamy Stock

ⓒProf. Gary Lee Todd 양사오 토기(9, 17쪽)

Photo 닉슨의 중국 방문(132, 176쪽)

ⓒHeritage Image Partnership Ltd / Alamy Stock

ⓒ연합뉴스 카이로 선언비(133쪽)

Photo 용 모양 옥기(9쪽)
ⓒCPA Media Pte Ltd / Alamy Stock Photo 돼지 그림
토기(9, 17, 20쪽)

ⓒAmerican Photo Archive / Alamy Stock Photo 트루
먼 대통령 일본 항복 선언(135쪽)
ⓒValery Smirnov / Alamy Stock Photo 리바디야 궁전

ⓒ국립중앙박물관 반달 돌칼(10쪽)

박물관(150쪽)

ⓒCorentin LE GALL / Alamy Stock Photo 판석묘(10쪽)

ⓒFremantle / Alamy Stock Photo 얄타 회담(150쪽)

ⓒGranger Historical Picture Archive / Alamy Stock

ⓒWorld History Archive / Alamy Stock Photo 평화 협

Photo 청동 술잔(10쪽)

상(151쪽)

ⓒZUMA Press, Inc. / Alamy Stock Photo 갑골문(11, 17쪽)

ⓒChina Images / Alamy Stock Photo 선전에 있는 덩

ⓒLou-Foto / Alamy Stock Photo 전국 시대 위 화폐,

샤오핑의 초상(152, 176쪽)

전국 시대 조 화폐(12쪽)

ⓒSOURCENEXT / Alamy Stock Photo 정화 석상(157쪽)

ⓒRobert Kawka / Alamy Stock Photo 전국 시대 초 화

ⓒCPA Media Pte Ltd / Alamy Stock Photo 누르하치

폐(12쪽)

(158쪽)

ⓒBaomi / wiki CCBY4.0 전국 시대 제 화폐(12쪽)

ⓒCPA Media Pte Ltd / Alamy Stock Photo 홍타이지

ⓒDavidhartill / wiki CCBY3.0 전국 시대 연 화폐(12쪽)

(158쪽)

ⓒProf. Gary Lee Todd 전국 시대 반량전(12쪽)

ⓒPeter Horree / Alamy Stock Photo 데지마(168, 173쪽)

ⓒProf. Gary Lee Todd 진의 반량전(12쪽)

ⓒAsar Studios / Alamy Stock Photo 광저우의 상관

ⓒDavid Lyons / Alamy Stock Photo 흉노 원정 석상

(173쪽)

(13쪽)

ⓒcolaimages / Alamy Stock Photo 문화 대혁명 홍보

ⓒLeopold von Ungern / Alamy Stock Photo 조몬 토

포스터(176쪽)

기(14쪽)
ⓒMelvyn Longhurst China / Alamy Stock Photo 진시
황제 마차(16쪽)
ⓒ123rf 얼리터우 궁전 복원 모형(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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