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다음 내용이 옳으면 ○표, 틀리면 ×표를 하시오.

(1) 발굴된 유적･유물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구석기 시대

는 약 1만 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    )

(2) 구석기인은 추위와 비바람을 피해 주로 동굴이나 막집, 바

위 그늘에 살았다. (    )

(3) 신석기인은 돌을 갈아 다양한 간석기 만들었고 흙을 빚어 

토기를 구웠다. (    )

(4) 신석기 시대 부족 사회는 혈연에 바탕을 둔 씨족들 간에 

족외혼을 통해서 이루어진 공동체였다. (    )

(5) 신석기 시대에 출현한 원시 신앙 중 애니미즘은 부족의 수

호신을 특정 동물로 보는 것이다. (    )

2. 다음 각 도구와 주로 사용되던 시기를 연결하시오.

(1) 빗살무늬 토기 • • ㉠ 구석기 시대

(2) 잔무늬 거울   • • ㉡ 신석기 시대

(3) 주먹도끼      • • ㉢ 청동기 시대

(4) 비파형 동검   • • ㉣ 철기 시대

3. 다음 글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1) 부여의 법으로 고조선과 비슷한 (       )이 있었다.

(2) 고구려는 건국 시조인 (    )과 그 어머니인 (       )을 

조상신으로 섬겼다.

(3) 동예와 옥저는 왕이 없었으며 읍락마다 (      ), (      )

가 있었다.

(4) 삼한에서는 제사장인 (       )이 의례를 주관하였으며,   

(       )라는 신성 지역이 있었다.

(5) 삼한에서는 해마다 씨를 뿌리고 난 뒤인 (       ) 수릿날

과 가을걷이를 마치는 (       )에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

4.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용어를 쓰시오.

(1) 진･한 교체기에 고조선으로 이주하여 준왕을 몰아내고 고

조선의 왕이 되었다.

(2) 부여는 왕 아래에 가축의 이름을 딴 마가, 우가, 저가, 구

가 등의 관리가 있었는데, 이들이 다스리는 행정 구획이다.

(3) 고구려에서 중대한 범죄자가 있으면 사형에 처하는 족장들

의 회의 기구이다.

(4) 동예에서 다른 부족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면 노비나 소, 

말로 변상하게 한 제도이다.

5. 다음 각 국왕의 업적을 연결하시오.

(1) 진흥왕 • • ㉠ 율령 반포

(2) 침류왕 • • ㉡ 사비 천도

(3) 성왕   • • ㉢ 불교 수용

(4) 고이왕 • • ㉣ 한강 유역 차지

6. 다음 내용이 옳으면 ○표, 틀리면 ×표를 하시오.

(1) 백제 근초고왕은 고구려의 평양을 공격하면서 세력을 확장

하였다. (    )

(2) 고구려 광개토 대왕은 평양으로 천도하여 남진 정책을 추

진하였다. (    )

(3) 신라 법흥왕은 대가야를 정복하여 영토를 확장한 뒤 청녕

비를 세웠다. (    )

(4) 신문왕은 김흠돌의 난을 진압한 뒤 진골 귀족을 숙청하면

서 왕권의 전제화를 이루었다. (     )

(5) 8세기 후반 문왕 때 발해는 당과 대결하면서 영토를 확장

하였다. (     )

7.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나 사람을 쓰시오.

(1) 집사부의 장관으로 신라의 왕권이 전제화되면서 국정을 총

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2) 수도의 치우침을 보완하고 지방의 균형 발전, 지방 세력을 

감시하려는 의도에서 설치하였다.

(3) 9세기에 말갈 세력의 대부분을 복속하고 발해의 최대 영역

을 확보하였으며, 5경 15부 62주의 지방 행정 조직을 완

비하였다.

(4) 송악을 거점으로 호족 세력을 통합하여 후고구려를 건국하

였으며, 후에 철원으로 천도하였다.

8. 다음 글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1) 신라는 생산 자원과 노동력을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조세와 

역을 수취를 위하여 3년마다 (       )를 작성하였다.

(2) 9세기 (       )는 지금의 완도에 (       )을 설치하고 

해상 무역을 장악하였다.

(3) 신라는 5세기에 (       )로부터 불교가 전래되었으나, 널

리 확대되지 못하다가 (       ) 때 공인되었다.

(4) (       )의 천장과 벽에는 벽화가 그려져 있어 당시 사람

들의 생활 모습과 사상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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