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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학습문제는 통일부가

년에 발간한

2018

『통일문제

『북한 이해』 그리고 년에 개정된「통일교육지원법」
근·현대사를 범위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종 미래앤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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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

,

,

한국

,

비상

교육, 천재교육, 지학사, 두산동아, 금성출판사, 리베르스쿨, 교학

『

』와

사), 국사편찬위원회의 신편 한국사
고하여 출제하였습니다.

우리 역사넷’을 주로 참

‘

2019 통일골든벨

NO

문 항

1. 우리의 통일정책과 북한의 통일방안
2018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가 재개되었고, 세 차례 정상회담이 이뤄지면서 채택된 선언을
모두 쓰세요. (상)
[정답] 4･27 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

1

【해설】 2018년 정상회담은 4월 27일과 5월 26일 판문점과 9월 18일~20일 평양에서 총 3차례 걸
쳐 개최됐으며 4월 27일 ｢판문점선언｣과 9월 19일 ｢9월 평양공동선언｣이 채택되었다.
다음은 남북 간 포괄적인 교류협력과 신뢰구축을 위한 핵심토대가 되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설명
이다. 밑줄 친

OOOOOOO

해당되는 단어를 쓰세요. (중)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
자가 상주하는 남북

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OOOOOOO

2

[정답] 공동연락사무소
【해설】 ｢4‧27 판문점선언｣에서 남북관계의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위한 세부 조치
가운데 하나로 남북이 수시로 만나 의사를 전달하고 협의하는 등 소통과 협의 채널 정상화를 위
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에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9월 14일
개소식을 가진 후 현재 운영 중이다.
다음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한 설명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하)
2018년 9월 14일 개성공단 내에 설치했으며 소장은 남측 통일부 차관과 북측 조국평화통일위
원회(조평통) 부위원장이 맡고 있다.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
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 수시로 만나 의사전달과 협의 등 소통과 협의
채널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있다.

3

[정답] O
【해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 간 상시 대화채널의 개통이라는 역사적 함의를 지니고 있다.
우리 측 사무소 소장은 매주 1회 개성으로 출근하여 공동연락사무소 청사에서 근무하고 부소장
및 통일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및 산림청 인원 등 여러 부처에서 파견한 연락사무소 직원
들은 개성에 상주하면서 근무하고 있다.
다음의 보기 내용은 인도주의 분야의 남북협력회담에 대한 설명이다. 관련 회담의 명칭인 OOO에
들어갈 단어를 쓰세요. (하)
｢9월 평양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이 10월 15일 판문점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
4

담에서 남과 북은 금강산 지역 이산가족면회소의 복구와 화상상봉, 영상편지 교환을 위한 실무적
문제들을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한 데 따라 남북OOO회담을 11월 중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정답] 적십자
【해설】 이산가족의 문제를 논의하는 인도 분야의 남북 간 회담은 적십자회담이다.

5

년 9월

2018

일~20일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평양 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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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문 항
선언 의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남북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9월
다.

oooooo에

oooooo’

에 합의하였

해당되는 명칭을 쓰세요. (상)
[정답] 평양공동선언

【해설】 남북 정상은 ｢4･27 판문점 선언｣의 철저한 이행을 비롯한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진
전시켜 나가기 위한 실천대책에 합의한 6개조 14개항으로 이뤄진 ｢9월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남북정상이 합의한

월 평양공동선언 의 내용의 하나이다. 교류협력 확대와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9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 대책으로

동 서해선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 연내 개최와 개성공단과 금

강산관광 정상화,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 관광특구 조성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맞으
6

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중)
[정답] X
【해설】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 정상은 새로운 남북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합의 가운데 개성
공단과 금강산관광 등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정상화한다는 조건을 부여하였다.
다음 중 남북정상회담과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선언의 연결로 바르지 못한 것은? (중)
① 2000년 6월 정상회담-｢6･15 남북공동선언｣
② 2007년 10월 정상회담-｢10･4 선언｣
③ 2018년 9월 정상회담-｢9월 평양공동선언｣

7

④ 2018년 5월 정상회담-｢판문점선언｣
[정답] ④
【해설】 ｢4‧27 판문점선언｣은 2018년 4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이다. 2018년 5월 26일 판문점 통
일각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는 별도의 선언 없이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성공과 판문점선언
의 조속한 이행을 재확인하고, 앞으로도 필요한 경우 격의 없이 소통하기로 합의하였다.
평양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일명 9･19 군사합의
서)의

내용으로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

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상)
8

[정답] X
【해설】 위 내용은 2007년 10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
선언)의 내용이다.
다음 중 9월 남북정상이 합의한

월 평양공동선언 가운데 남북교류협력을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

9

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하)
① 방역 및 보건·의료분야의 협력
②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환경협력
9

③ 철도·도로연결을 위한 착공식
④ 면회소 시설 복구
[정답] ④
【해설】 ④는 ｢9월 평양공동선언｣ 가운데 3조 ‘남과 북은 이산가족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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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문 항
인도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에 해당되는 세부내용이다.
다음의 보기 설명에서 ‘이들은’누구인지, 해당되는 단어를 쓰세요. (하)

• 이들은

먼저 온 미래’, ‘먼저 온 통일’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들과 함께 사는 것은 ‘통일 연습’이

‘

자 통일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다

• 이들은 입국하게 되면 사회적응교육

,

10

·

정착지원금 지급 및 주거알선 등 자립 자활에 필요한 초기

자립지원을 받게 된다.
[정답] 북한이탈주민
【해설】 북한이탈주민은 통일에 앞서 우리 사회에 정착해 살고 있는 사람들로, 이들과 함께 사는 것은
통일 이후 남북한주민이 함께 살아가는 연습이며, 이들의 성공적인 정착은 한반도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
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인권의 문제이자 인도주의적 문제인 이산가족 문제해결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적 시도 가운데
현재 성사되고 있지 않은 것은 영상편지 교환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중)
[정답]

O

【해설】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총 21차례의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시행하였으며, 2005년부터는 화상상
11

봉을 도입해 7차례 시행하는 한편 제3국을 통한 생사확인, 상봉 등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교류를 당국 차
원의 교류와 병행하고 있다. 또한 2005년부터 2018년까지 21,040여편의 영상편지를 제작하여‘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등에 보관하여 이산 1세대의 기록을 보존하고, 향후 남북 대화를 통해 북한에 있는 가
족들에게 영상편지를 전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영상편지교환은 현재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중)
정부는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탈북민의 우리 사회 정
착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정착지원을 위한 자립자활을 위해 2015년 5월 금
융기관과 북한이탈주민의 자산형성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미래행복통장’ 제도를 추진하고

12

있다.
[정답] O
【해설】 미래행복통장은 북한이탈주민의 근로소득 중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 적립
하여 취업률을 제고하고 장기근속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다음 보기의 내용은 정부의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정책에 대한 설명이다. 설명 가운데 OOOOO
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단어를 쓰세요. (중)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 3만 명 시대를 맞아 문재인 정부는 탈북민의 실생활 수요에 부합하는
‘OOOOO 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OOOOO 지원정책’은 맞춤형 일자리와 교육 정책을 통해

13

탈북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중앙-지방-민간 간 협업을 통해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
하고 있으며,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면서 지역 주민과의 소통-교류 기회 또한 확대하고 있다.
[정답] 생활밀착형
【해설】 정부는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탈북민의 우리
사회 정착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 3만 명 시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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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문 항
맞아 맞춤형 일자리와 교육 정책을 통해 탈북민의 자립자활을 넘어 우리 사회에 통합되기 위한‘생활밀
착형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앙-지방-민간 간 협업을 통해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구축
하는 한편 지역 주민과의 소통-교류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다음의 보기내용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 가운데 하나이다. 구체적
으로 어떤 제도를 설명하고 있는지 쓰세요. (상)
정부는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탈북민의 우리 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정착지원을 위한 자립자활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근로소득 중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 적립하여 취업률을 제고하고

14

장기근속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를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정답] 미래행복통장
【해설】 정부는 2015년 5월 금융기관과 북한이탈주민의 자산형성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미래
행복통장’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률 제고와 장기근속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다.
체육 분야의 남북교류 가운데 남북단일팀을 구성하여 참여한 대회에는
와 세계청소년축구대회, 2014 인천아시안게임,

2018

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

1991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2018

코리아오픈

국제탁구대회가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중)
15

[정답] X
【해설】 1991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세계청소년축구대회에서 남북단일팀을 구성해 참가했으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는 여자농구 남북 단일팀이, 2018 코리아오픈 국제탁구대회의
혼합복식경기에서 남북선수가 한 팀을 이뤄 참가했다. 그러나 2014 인천아시안게임에서는 북한이
참여했을 뿐 단일팀 구성은 없었다.
밑줄 친 (가)에 들어갈 사람은 누구인지 쓰세요. (중)
년대 (가)을/를 중심으로 결성된 진보당은 정강정책에서 유엔을 통한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1950

조국 통일을 제시하였다.
16

[정답] 조봉암
【해설】 1956년 조봉암을 중심으로 결성된 진보당은 이승만 정부의 북진통일론과 대비되는 평화
통일론을 내세웠다.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부가 물러난 후 수립된 장면 내각 시기에 혁신계 세력 일부에서는 ‘선
경제건설, 후 통일론’을 주장하였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최상)
[정답] X

17

【해설】 장면 내각 시기에는 정부가 ‘선 경제건설, 후 통일론’을 주장하였고, 일부 혁신계와
학생들은 남북협상론과 중립화통일론 등을 내세웠다.

18

다음의 설명은 북한의 통일방안에 대한 것으로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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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문 항
북한의 통일방안은 연방제로 1960년 최초 ‘남북연방제’를 제기한 후 1973년 ‘고려연방제’에
이어 1980년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으로 구체화되었다. 이후 탈냉전시기에 들어서면
서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제안하였는데, 이
는 연방제 통일방안의 포기를 선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답] X
【해설】 북한은 1960년 남북한 제도의 유지 속에 과도적 형태인‘남북연방제’를 제기한 후
1973년‘고려연방공화국’이라는 단일 국호에 의한 연방제 실시의‘고려연방제’에 이어 1980년
완성된 통일국가 형태로서의 연방제인‘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주장하였다.
1990년대부터 대외적 고립과 경제위기에 직면하면서 북한은 남북공존을 모색하는‘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와 남북한 정부가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보유한 형태의 연방제인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주장하였다.
이 같은 통일방안의 변화는 시대적 조건과 환경의 변화에 따른 전술상의 변화로 북한은 연방제
안을 공식적인 통일방안으로 제시해왔다.
우리나라 역대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하)
① 1970년 이전에는 선 평화 후 통일론이 제시되었다.
②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 정부의 통일 접근의 주요 시각은 남북문제 해결의 3 단계론이다.
③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은 ‘자주·평화·민주’를 통일의 원칙으로 ‘자유·인권·행복’이
보장되는 민주국가를 통일국가의 미래상으로 제시하였다.
④ 김영삼 정부는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해 남북관계 개선방향과 당면 실천과제 5개항을

19

담은 「6・15 남북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정답] ②
【해설】 선 평화 후 통일론으로의 전환은 1974년 8월 15일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 이후 이
루어졌다. ‘자주·평화·민주’를 통일의 원칙으로 ‘자유·인권·행복’이 보장되는 민주국가를
통일국가의 미래상으로 제시한 통일방안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다. 「6・15 남북공동선
언」을 채택한 정부는 김대중 정부이다.
1972년 남북은 「7·4 남북공동성명」을 통해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통일 원칙에 합의하
였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하)
[정답] O

20

【해설】 「7·4 남북공동성명」의 핵심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원칙이다. 즉, 외세의 의존
이나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무력행사에 의하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사상과 이념 및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맞

21

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하)
[정답]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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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문 항
【해설】 1972년 유신헌법 제43조 3항에 처음으로 명시한 내용이다. 여기에는 대통령에게 평화적
통일을 위한 의무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현재까지 헌법(제66조 3항)에서 유지되고 있다.
1980년 북한이 제기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의 문제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
① 두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② 국호, 국가형태, 대외정책의 노선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

22

③ 통일 이전에 실시해야 할 사항들을 연방제 이후의 시정방침으로 제시하였다.
④ 연방헌법 등 연방의 형성에 따르는 구체적 절차를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정답] ④
【해설】 연방의 형성에 따르는 구체적 절차 설명이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
북한이 1980년대 이래 연방제 통일방안을 통해 제시한 통일국가의 명칭을 쓰세요. (상)
[정답] 고려민주연방공화국

23

【해설】 북한은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을 창설해 통일을 이룰
것을 통일방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북한의 통일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
① 1950년대-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구상하였다.
② 1960년대- 민주기지론에 기초한 무력통일을 내세웠다.
③ 1970년대- 남북 연방제에 따른 통일방안을 처음 마련하였다.

24

④ 1980년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제기하였다.
[정답] ④
【해설】 북한은 1950년대 민주기지론에 입각한 무력통일, 1960년대 남북연방제, 1970년대 고려연
방제를 제기했다. 북한은 기존의 통일방안과 제안들을 다시 정리하여 1980년 10월 10일 노동당 6
차대회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제기하였다.
우리나라의 통일정책과 통일방안의 기조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중)
① 민주적 절차에 의한 평화적 통일을 추구한다.
② 민족 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인권 및 민족의 번영이 보장되는 통일을 추구한다.
③ 통일정책과 방안은 원칙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④ 1989년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통해 민족공동체라는 개념을 핵심기조로 하는

25

통일방안을 확립했다.
[정답] ③
【해설】 통일정책과 방안은 대체로 공익에 기초한 국가의 다른 정책과 마찬가지로 시대적 상황,
국민의 요구, 정부의 정책적 의지 등에 따라 변화되어 왔으며, 우리의 통일정책도 원칙을 유지하
는 가운데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보다 현실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보완·발전되어 왔다.

26

다음의 빈 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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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문 항
년 한국에서 큰 수재가 발생하였을 때, 북한이 구호물자 지원 의사를 밝혔다.
전두환 정부가 이 제의를 받아들여 남북관계의 경색은 풀렸고,
이듬해인 1985년 9월에
.
1984

①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다.

② 금강산 해로 관광이 시작되었다.

③ 남북적십자회담이 최초로 열렸다.

④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정답] ①

【해설】 1984년 전두환 정부 시기에 북한의 구호물자 원조를 계기로 이듬해인 1985년에 이산가
족 상봉과 예술 공연단 교환 방문이 이루어졌다.
전두환 정부는 고향방문단이라는 이름으로 최초의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을 실현하였다. 맞으면 O, 틀리
면 X를 쓰세요. (중)
27

[정답] O
【해설】 1985년 9월에 남북 이산가족 고향방문단이 각각 서울과 평양을 처음으로 방문했다.
밑줄 친 (가)에 들어갈 민주화 운동을 일컫는 용어를 쓰세요. (중)
1987

년에 전개된 (가)의 결과 이루어진 개헌에서 조국의 평화통일 사명이 천명되었고, 자유민

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의 수립과 추진이 명시되었다.
[정답] 6월 민주항쟁

28

【해설】 평화통일 조항은 1972년 유신헌법에서 처음 만들어졌고, 1987년 6월 민주항쟁에 따라 이
루어진 개헌에서 보다 분명하고 평화지향적인 언어로 평화통일에 대한 조항(제4조 대한민국은 통
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이 제
정되었다.
「7·7 선언」은 종전의 ‘선 건설, 후 통일’에서 ‘선 평화, 후 통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상)
[정답] X
29

【해설】 「7·7 선언」은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의 특별선언을 말한다. 1974년 8월 15일 박정희
정부는 북한에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을 제안하였으며, 이는 종전의 ‘선 건설, 후 통일’에
서 ‘선 평화, 후 통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노태우 정부가 발표한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 선언)」의 주요 내용으로 옳
지 않은 것은? (중)
① 이산가족 생사·주소 확인, 서신왕래, 상호방문 적극 주선
② 남북동포의 상호교류 및 해외동포의 남북 자유왕래 개방

30

③ 북한과 미국 및 일본, 한국과 소련(러시아) 및 중국과의 관계개선
④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의 공통성 인정
[정답] ④
【해설】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의 공통성 인정은 김대중 정부가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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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문 항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6·15 남북공동선언의 내용이다.
노태우 정부 시기 남북 간의 상호 교류·개방·협력 및 주변 4강과의 교차 승인을 전제로 한 국
제적 협력을 제시한 선언의 명칭을 쓰세요. (상)
[정답]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 선언)

31

【해설】 1988년 노태우 정부는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 선언)」을 통해 남
북관계를 동반자 관계로 설정하고, 남북 상호 교류 등을 제시하였다.
북한이 주장해 온 통일 절차는 통일헌법에 의한 민주적 남북한 총선거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를 쓰세요. (중)
[정답] X

32

【해설】 통일헌법에 의한 민주적 남북한 총선거는 우리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따른 절차
이다. 북한은 연석회의 방식에 의한 정치협상을 통해 통일국가를 건설하고자 한다.
1990년대 북한의 통일방안을 보면 통일이념으로 주체사상과 공산주의를 내세우고 있으며, 통일의
33

주체는 (가)임을 강조하고 있다. (가)에 들어갈 용어를 쓰세요. (중)
[정답] 인민
노태우 정부 시기 남북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발표
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어기고 김영삼 정부 시기인 1993년 3월과 2003년 핵확산금지조약 탈
퇴를 선언하였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최상)

34

[정답] O
【해설】 1991년 12월 남북한은「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을 발표하였지만, 북한은
1993년 3월 핵확산금지조약의 탈퇴를 선언하였고, 2003년 1월에 다시 탈퇴를 선언하였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등 우리의 통일정책과 방안 속에 존재하는 일관된 기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중)
① 남북한이 단일한 체제, 단일한 헌법, 두 개의 정부 하에 사는 사실상 통일
② 민주적 절차에 의한 평화적 통일
③ 화해와 교류협력의 확대를 통한 민족공동체의 건설과 그에 기초한 점진적 통일

35

④ 민족성원 모두의 자유와 인권 및 민족의 번영이 보장되는 통일
[정답] ①
【해설】‘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등 우리의 통일정책과 방안 속에 존재하는 일관된 기조에 해당
되는 것은 민주적 절차에 의한 평화적 통일, 화해와 교류협력의 확대를 통한 민족공동체의 건설과
그에 기초한 점진적 통일 그리고 민족성원 모두의 자유와 인권 및 민족의 번영이 보장되는 통일
이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기조로 옳지 않은 것은? (하)
① 민주적 절차에 의한 평화적 통일

36

② 민족성원 모두의 자유와 인권 및 민족의 번영이 보장되는 통일
③ 서로 다른 체제를 인정하는 1민족 2체제의 남북연합단계를 궁극적으로 지향
④ 화해와 교류협력의 확대를 통한 민족공동체의 건설과 그에 기초한 점진적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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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문 항
[정답] ③
【해설】 우리 정부의 통일방안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다. 이는 남북한이 화해협력 단계와
남북연합 단계를 거쳐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통일국가를 수립한다는 단계적, 점진적 통일
을 추구하고 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제시하는 통일의 3단계를 순서대로 배열하세요. (하)

ㄱ
ㄴ
ㄷ

.

남북연합 단계

.

화해협력 단계

. 1

37

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통일국가 단계
[정답] ㄴ-ㄱ-ㄷ

【해설】‘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통일은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방향에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기조에서 통일의 과정을 3단계로 제시한다. 즉, 화해협력 단계, 남북
연합 단계를 거쳐, 1민족·1국가·1체제·1정부의 통일국가를 완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한 「6·15 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었다. 맞
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상)
[정답] X
38

【해설】 금강산 관광은 1989년 故 정주영 회장이 방북하여 금강산 남북공동개발 의정서를 체결
한 후, 1998년 6월 북한과 현대가 금강산 관광사업 계약을 체결하면서 본격 추진되었으며, 1998년
11월 18일 ‘금강호’가 첫 출항하였다. 그러나 2008년 7월 한국 관광객이 피격되어 사망하는 사
건을 계기로 중단되었다.
남북관계 전개에 있어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과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6·15 남북공동선
언」은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왔다. 다음 중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나타난 변화로 옳은 것
은? (중)

39

① 남북경제회담이 개최되었다.

② 남북협력기금이 설치되었다.

③ 이산가족 면회소가 설치되었다.

④ 남북조절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정답] ③

【해설】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이후 다양한 형태의 남북회담과 남북 간 인적, 물적 교류협
력이 확대되었으며 특히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이산가족 상봉이 활성화되어 금강산에 이
산가족 면회소가 설치되었다. ① 전두환 정부, ② 노태우 정부, ④ 박정희 정부 시기의 일이다.
김대중 정부가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6·15 남북공동선언」의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최상)
① 개성공단이 건설되었다.

② 남북협력기금이 설치되었다.

③ 금강산에 이산가족 면회소가 설치되었다.

④ 금강산 관광사업이 육로를 통해 이루어졌다.

40

[정답] ②
【해설】「6·15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금강산 육로 관광, 개성공단 건설, 경의선·동해선 복원
등이 실행되었다. 이산가족 상봉도 활성화되어 금강산에 이산가족 면회소가 설치되었다. 남북협력
기금은 1990년 제정한 ‘남북협력기금법’을 기초로 1991년 조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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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문 항

다음 합의서가 작성될 수 있었던 계기로 가장 적절한 것은? (중)
<

남과 북은

2002

년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실무 협의회 제1차 회의 합의서
월

9

일부터

13

17

>

일까지 금강산에서 철도 및 도로 연결 실무 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가지고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실무적 문제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합의하였다.
1.
41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은

월

9

형식 등은 문서 교환 방식으로 착공식 하루 전에 교환한다.

18

일에 하며 착공식 시간, 장소,
이하생략)

(

①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②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③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④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표
[정답] ③

【해설】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6·15 남북공동선언」의 발표 이후 개성공단 건설, 경의
선 복구 사업과 같은 남북한 경제협력이 추진되었다.

다음이 설명하는 경제지구로 옳은 것은? (하)
남북한이 공동으로 세계적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과 남북 및 외국 기업의 유치를 통해 동북아
시아 지역의 중추적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조성한 경제지구이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었으나,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2016년 2월 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되었다.
42

① 나진·선봉지구

② 신의주 경제특구

③ 개성 공업지구

④ 흥남 공업개발지구
[정답] ③

【해설】「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개성 공업지구가 조성되어 120여개의 한국 기업과 5만여명
의 북한 근로자들이 함께하는 작은 통일의 공간으로 상징되었으나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발
사 등 도발에 대한 제재조치의 일환으로 우리 정부는 2016년 2월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을 결정하
였다.
밑줄 친 (가)에 들어갈 용어를 쓰세요. (상)

43

북한은 냉전이 붕괴되면서 발생한 체제 위기를 극복하고 한국에 의한 흡수통일을 방지하기 위
해서 “동족끼리 적대시하지 말고 민족의 힘을 합쳐 외세의 침략과 간섭에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자고 제의하는 등 (가)을/를 통일과 관련된 핵심 용어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정답] 민족공조(론)
【해설】 북한은 동유럽과 소련이 붕괴하면서 발생한 체제 위기를 돌파하고 한국에 의한 흡수통
일을 방지하기 위해 민족공조론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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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문 항
2007년 남북정상회담 후 발표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 선언)」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상)
① 남과 북은 5·24 조치를 해제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남북조절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44

③ 남과 북은 경의선 복구 공사에 착수하는데 합의하였다.
④ 남과 북은 서해에 공동어로구역 설치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정답] ④
【해설】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서해
공동어로구역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10·4 선언」을 발표하였다.
분단 이후 남북정상회담이 다섯 차례 개최되었다.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진 정부와 연도를 올바르
게 제시한 것을 고르세요. (하)
㉮ 1994년 7월 김영삼 정부

㉯ 2000년 5월 김대중 정부

㉰ 2007년 9월 노무현 정부

㉱ 2018년 4월, 5월, 9월 문재인 정부
45

[정답] ㉱
【해설】 2000년 6월 13~15일 김대중 대통령, 2007년 10월 2~4일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가졌고, 2018년 4월 27일, 5월 26일, 9월 18~20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을 가졌다.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 정부의 대북정책으로 ‘비핵·개방·3000’ 구상을 제시하였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하)
[정답] X

46

【해설】 ‘비핵·개방·3000’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 구상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평화번영정
책을 제시하였다.
다음 <보기> 중 ‘문재인의 한반도정책’의 특징에 포함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중)
㉮ 평화 최우선

㉯ 상호존중

㉰ 일관성과 지속성

① ㉮

② ㉮, ㉯

③ ㉮, ㉯, ㉰

④ ㉮, ㉯, ㉰, ㉱

47

㉱ 정책 영역의 한계성 인정

[정답] ③
【해설】‘문재인의 한반도정책’은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한반도 문제와 통일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있어 상호 존중의 정신과 입장에서 풀어나가고자 한다.
또한 정부가 바뀌어도 지속 가능한 일관된 정책을 지향하고 있으며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보와 한
반도 문제의 국제화로 인해 정책의 영역을 동북아와 국제사회로 확장하여 주변국과 함께 평화공존
과 공동번영을 모색하고 있다.
다음은 ‘문재인의 한반도정책’의 3대 목표 가운데 하나에 대한 설명이다. 이 설명에 해당되는

48

알맞은 단어를 쓰세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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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공존·공영하는 하나의 시장을 형성,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더불어 잘사
는 남북 경제공동체를 만들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동해권의 에너지·자원벨트, 서해권의 교
통·물류·산업벨트, 접경지역의 환경·관광벨트 등 3대 경제벨트구축을 통해 우리의 경제영
역을 대륙을 넘어 세계로 도약하는 새로운 경제 질서를 그려나가고자 한다. 이는 남북한을 넘
어 중국·러시아 등 동북아 이웃국가들과 경제적으로 연결되는 다양한 분야의 협력 사업을 통
해 한반도와 동북아에 평화번영의 새로운 경제 질서를 창출하려는 것이다.
[정답]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
【해설】‘문재인의 한반도정책’은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북핵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 정착과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발전 그리고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 등의 3대 목
표를 설정하고 있다.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은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차원에서 우리의 경제영역을 남북한을
넘어 중국·러시아 등 동북아 이웃국가들과 상호 경제적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한반도
와 동북아에 평화번영의 새로운 경제 질서를 창출하려는 것이다.

‘문재인의 한반도정책’의 추진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
① 국민의 참여와 쌍방향 소통을 통해 함께 정책을 만들고 완성해 나가고자 한다.
②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 과정에 있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
③ 한미동맹을 배제한 국방력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한다.
④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남북 화해협력과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노력을 주도한다.
[정답] ③

49

【해설】‘문재인의 한반도정책’은 ‘우리 주도’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고 ‘강한 안보’를
통해 평화를 유지하며, ‘상호존중’ 에 기초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국민소통과 합의를 중시하
며, 국제협력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등의 5가지 원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추진 원칙 중
하나인 강한 안보를 통한 평화유지는 우리의 국방력과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
하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북한은 시대적 환경에 따라 통일방안을 변화시켜왔다. 각 시대별 북한의 통일방안에 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중)
① 김일성이 사망하기 전까지 ‘민주기지론’에 입각한 무력 통일방안을 주장하였다.
50

② 1980년대에는 외형상 완성된 형태의 연방국가를 표방하는 고려민주연방제를 제시하였다.
③ 1990년대에는 지역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를 제시 하였다.
④ 2000년대에 들어와 제시된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남북의 현 정부가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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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보유한 채 그 위에 민족통일기구를 구성하는 것이다.
[정답] ①
【해설】 북한은 한반도 공산화통일을 목표로 통일 및 대남전략을 지속하고 있으나 그것을 실현
하기 위한 통일방안은 환경변화에 따라 변화시켜왔다. 북한이 ‘민주기지론’에 입각한 무력 통일
방안을 시도한 것은 광복 후 6・25 전쟁까지이다.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은 실행에 있어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다음의 북한의 통일 방안의 문제점
에 대한 지적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상)
북한은 연방제의 선결요건으로 남한 내 인민민주주의 정권수립과 함께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
미군철수 등을 요구하고 있어 상대방의 실체를 부정하고 있다. 또한 선결 조건에서는 상대방
의 이념과 체제를 부정하면서 연방제의 구성 원칙에서는 남북의 사상, 제도의 차이를 상호 인
정하는 기초 위에서 하나의 연방 국가를 구성하자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51

[정답] O
【해설】 북한의 연방제 안이 지닌 문제점은 위에서 언급한 것 이외에도 연방정부와 지역정부 간
의 관계 설정이나 연방정부의 구성방법 등이 비현실적인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본래 연방제는 자
치권을 가진 복수의 지방 정부들이 연방헌법을 통해 주권을 독점하는 중앙(연방)정부를 구성하는 통
합 형태를 의미하는데 북한의 연방제는 중앙정부와 이념과 체제가 다른 남과 북의 지역정부로 구성되어
있다.
1972년에 발표한 남북 간 합의 문서인 「7·4 남북공동성명」은 남북 분단 이후 남북 당국 간의 최
초의 남북합의문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하)
[정답] O

52

【해설】「7·4 남북공동성명」은 1972년 7월 4일 남북한 당국이 분단 이후 최초로 통일과 관련
하여 합의·발표한 공동 성명으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을 천명하였다.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의 합의 사항들을 추진하고 남북관계를 개선, 발전시키며 통일문제
를 해결할 목적으로 설립된 남북한 당국 간의 정치적 협의기구는 무엇인지 쓰세요. (중)
[정답] 남북조절위원회
53

【해설】 남북조절위원회는 「7·4 남북공동성명」이후 1972년 11월에 설립된 후 1973년 6월까지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세 차례의 전체회의를 진행했으나 1973년 8월 북한 측의 일방적인 중단 선
언으로 더 이상 개최되지 못하였다.
1973년에 발표한 「평화통일 외교정책에 관한 특별선언(6·23 선언)」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
① 남북정상회담 개최 제안
② 남북 유엔동시가입

54

③ 모든 국가와의 상호 문호 개방
④ 남북한 내정 불간섭 및 불침략
[정답] ①
【해설】 박정희 정부는 1973년 「6·23선언」을 발표하여 사회주의 국가를 포함한 모든 국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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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호 개방, 남북한의 상호 내정 불간섭, 유엔동시가입 등 7가지 정책을 제안하였다.
1980년 노동당 제6차 당대회에서 북한이 제시한 통일방안의 명칭은 무엇인지 쓰세요. (상)
[정답]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고려민주연방제 통일방안)

55

【해설】 북한은 1950년대 민주기지론에 입각한 무력통일, 1960년대 남북연방제, 1970년대 고려연
방제를 제기한 이후 기존의 통일방안과 제안들을 다시 정리하여 1980년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을 제기하였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하)
① 남북 화해

② 남북 불가침

③ 남북 교류·협력

④ 남북한 총선거
[정답] ④

【해설】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6

•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않는다
• 자원의 공동 개발 민족 내부의 교류로서 물자 교류
.
.

,

,

합작 투자 등 경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1990년대 북한은 통일과정과 관련하여 연방제 실현의 선결조건을 계속 주장하였다. 다음 중 북한이
요구한 선결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중)
① 외세의존 정책 포기 ② 과도적 기구를 상정 ③ 미국의 핵우산 탈피 ④ 미군 철수 의지 표명
[정답] ②

57

【해설】 북한이 우리 측에 제시하는 선결조건은 ‘외세의존 정책 포기, 미국의 핵우산 탈피, 미군
철수 의지 표명, 외국 군대와의 합동군사연습 영구 중지’ 등 4가지이며, 과도적 기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음의 인물은 누구인지 그 이름을 쓰세요. (하)

58

•
•

년 북측과 금강산 관광개발 의정서를 채택하였다.

1989

년 소떼를 끌고 방북하여 남북 관계개선에 기여하였다.

1998

[정답] 정주영
【해설】 故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은 1989년 북측과 금강산 관광개발 의정서를 채택하였고, 1998
년에는 소떼 1,001마리를 이끌고 방북하였다.

2. 갈등과 협력의 남북관계

다음은 우리정부의 통일정책이 유지해 온 기조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의 설명에서 밑줄 친 부분의
1

OOO와 □□□에 해당되는 단어를 쓰세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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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통일정책에서 견지해 온 일관된 기조는 OOO절차에 의한 □□□통일과 민족성원
모두의 자유와 인권 및 민족의 번영이 보장되는 통일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정답] 민주적, 평화적
【해설】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은 시대적 상황, 국민의 요구, 정부의 정책적 의지 등에 따라 변화되어 왔
으나 그런 가운데서도 민주적 절차에 의한 평화적 통일과 민족성원 모두의 자유와 인권 및 민족의
번영이 보장되는 통일추진의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

다음은 ‘문재인의 한반도정책’의 정책비전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의 내용의 설명에서 밑줄 친
부분의 OOOO와 □□□□ 해당되는 단어를 차례대로 쓰세요. (상)

•한반도의 불안정한 분단구조 속에서 ‘OOOO’은 우리 민족의 생존 문제이자 국익의 문제로
서 최우선으로 만들어가야 할 과제이자 비전이다.

•남과 북은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호혜협력의 관계형성을 통해 함께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들
어 가고자 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은 남북관계에 국한된 것이 아닌 한반도를 넘

2

어 주변국가 지역까지 확장된 비전이다.
[정답] 평화공존, 공동번영

‘

【해설】 문재인의 한반도정책’은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켜 남
북이 함께 번영하는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평화 공존’과 ‘공동번영 ’의 전략
적 비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정책목표와 4대 전략, 5대원칙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 보기의 내용이 ‘문재인의 한반도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중)
‘문재인의 한반도정책’은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3대 목표를 설정하고 있
다. 북핵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정착,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 이
세 가지 목표는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서로를 촉진시키는 관계에 있다.
3

[정답] O

‘

【해설】 문재인의 한반도정책’은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켜 남
북이 함께 번영하는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가고자하는 ‘평화 공존’과 ‘공동번영 ’의 전략
적 비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정책목표- 북핵문제해결 및 항구적 평화정착, 지속가능한 남북
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공동체구현 등을 설정하고 있다.
다음 중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을 위한 3대 경제벨트에 대한 설명이 바르지
못한 것은 ? (하)
① 환동해권 - 원산·함흥, 단천, 나선, 러시아를 연결하는 에너지·자원벨트
4

② 환북방권 - 원산·나선, 중국, 러시아, 몽골을 연결하는 교통, 에너지 벨트
③ 환서해권 - 수도권, 개성·해주, 평양·남포, 신의주, 중국을 연결하는 교통·물류·산업벨트
④ 접경지역 - DMZ 생태평화안보 관광지구, 통일경제특구를 연결하는 환경·관광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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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해설】 3대 경제벨트는 동해권의 에너지·자원 벨트, 서해권의 교통·물류·산업 벨트, 접경 지
역의 환경·관광 벨트 등으로 남북을 넘어 동해 쪽의 러시아와 서해 쪽의 중국 등 이웃국가들과
경제협력을 연계시켜 우리의 경제영역을 대륙을 넘어 세계로 도약하는 새로운 경제 질서를 구축
하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한반도정책의 추진전략은 남북 주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교류협력을
확대해야 하나 우선은 북한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추진할 것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중)
[정답] X

5

【해설】‘문재인의 한반도정책’은 3대 목표[북핵문제해결 및 항구적 평화정착, 지속가능한 남북
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 등]를 달성하기 위해 단계적·포괄적 접근,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의 병행진전, 제도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호혜협력을 통한 평화통일기반 조성 등 구체적
인 4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은 문재인정부의 한반도정책의 추진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원칙을 설명하고
있는지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중)

•북한붕괴 불원,

흡수통일 및 인위적 통일 불(不)추구의 3노(3-No) 기조를 바탕으로 남북 간

교류·협력을 증진시켜 나감으로써, 함께 번영하는 남북 생활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① ‘우리주도’의 한반도 문제해결
6

② ‘상호존중’에 기초한 남북관계발전
③ ‘국민소통’과 합의 중시
④ ‘국제협력’을 통한 정책 추진
[정답] ②
【해설】‘문재인의 한반도정책’은 우리주도, 강한안보, 상호존중, 국민소통, 국제협력 등의 5가
지 원칙을 견지하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시된 내용은 상호존중에 기초하여 남북관계 발전
을 추진한다는 원칙이다.
다음 중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된 인도적 문제해결 사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하)
①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개소
② 화상상봉
③ 영상편지 교환문제의 우선 해결

7

④ 3･1운동 100주년 남북공동 기념
[정답] ④
【해설】‘9월 평양공동선언’의 주요 내용 가운데 3‧1운동 100주년 남북공동 기념은 남북사회문
화교류에 해당되는 사안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문재인정부의 한반도정책의 목표 중 하나인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에 대한 설명이다.

8

다음의 내용의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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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은 남북이 공존·공영하는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고 3대 경제벨트
를 통해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더불어 잘사는 남북 경제공동체를 만들고자 하
는 것이다.
• 3대 경제벨트는 동해권의 에너지·자원 벨트, 서해권의 교통·물류·산업 벨트, 접경 지역의
환경·관광 벨트 등으로 남북을 넘어 동해 쪽의 러시아와 서해 쪽의 중국 등 이웃국가들과
경제협력을 연계시켜 우리의 경제영역을 대륙을 넘어 세계로 도약하는 새로운 경제 질서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정답] O
【해설】 3대 경제벨트(환동해권, 환서해권, 접경지역 경제벨트)는 ‘평화 공존’과 ‘공동번영 ’
의 전략적 비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해 남북이 공존·공영하는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고 새로운 경
제 성장 동력을 창출하여 더불어 잘사는 남북 경제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일제 강점으로부터 해방되기 이전 한반도 독립에 관한 문제가 전시 연합국회담에서 논의되어
왔다. 다음의 내용은 전시 연합국회담 가운데 어떤 국제회의를 설명하고 있는 것인가? (중)
· 미국(트루먼), 영국(처칠), 중국(장개석)
·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권고함과 동시에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에 대한 전후 처리방침을
표명
① 카이로 회담

② 얄타 회담

③ 포츠담 회담

④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정답] ③

【해설】 광복이전 우리나라의 독립을 논의한 국제회의는 다음과 같다.
9

구분

카 이 로 회 담 ( C a i r o

기간
개최지
참석

Declaration)
1943.11.22 ~ 11.26
이집트 카이로
미국(루즈벨트), 영국(처칠),

국가

중국(장개석) 3국 수뇌회담

주요
논의
내용

일본 항복, 조선독립 논의
("in due course")

포 츠 담 회 담 ( P o t s d a m

얄타회담(Yalta Agreement)
1944. 2. 4 ~ 2. 11
소련 크리미아반도 얄타
미국(루즈벨트),영국(처칠),

소련

(스탈린)
소련의 대일전 참전 문제,
독일의 무조건 항복 요구,
독일의 4대국 분할점령 합의,
한반도의 38선 이북 소련군진주
및 신탁통치 논의

Declaration)
1945. 7. 26
독일 베를린 근교 포츠담
미국(루즈벨트),영국(처칠), 중국
(장개석)
일본의 무조건 항복 촉구,
불응 시 원자폭탄 사용 암시,
한국의 독립과 자유를 규정한
카이로선언의 이행 촉구

분단 이래 남북관계는 갈등과 협력이라는 양 국면을 오가며 변화를 거듭해왔다. 다음의 설명은 남
10

북관계의 시기적 특성을 서술한 것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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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시기 남북관계는 상호체제를 부정하고 갈등과 대결의 양상이 두드러졌다.
1990년 남북관계는 남북대화가 증대됐으나, 북한의 핵 위기 국면 조성으로 발전의 지체를 초
래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남북관계는 화해협력과 상호교류가 증대되었다.
서해교전과 북핵 실험,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대남 도발은 냉전시기에 집중되었다.
[정답] X
【해설】 북한의 대남도발은 무장간첩 침투와 폭탄테러 등 냉전시기에도 있었지만 서해교전과 북
핵 실험, 미사일 발사 등은 2000년대 이후 남북교류협력이 증대되는 시기에도 있었다.
다음 보기의 내용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 쓰세요. (중)
1953

년 정전협정 체결 직후 유엔군 사령부가 서해

도인 백령도, 연평도, 대청도, 소청도, 우도

5

를 따라 그은 해상 경계선이다. 북한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11

[정답] 북방한계선(NLL)
【해설】 북방한계선은 1953년 유엔군 사령관인 클라크가 선포한 해상 경계선이다. 북한은 이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것이라며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음 중 1960년대 북한이 자행한 도발로 옳은 것은? (상)

12

① KAL기 폭파

② 아웅산묘소 폭파 사건

③ 청와대 기습 사건

④ 북한 잠수함의 강릉 침투
[정답] ③

【해설】 청와대 기습 사건은 1968년에 일어났다. ① 1987년, ② 1983년, ④ 1996년의 사건이다.
1971년 대한적십자회는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을 북한에 제안하였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상)
[정답] O

13

【해설】 1971년 대한적십자사는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을 북한에 제의하였고,
이를 계기로 1972년 8월부터 7차에 걸쳐 남북적십자 본회담이 개최되었다.
남북 사회문화교류협력은 1985년 이산가족 방문 시 남북예술단의 상호방문공연을 시작으로 방송
분야, 학술문화재 분야, 종교 분야, 체육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졌다. 다음의 내용은 어떤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설명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명칭을 쓰세요. (하)
2005년부터 총 25회의 남북공동편찬회의를 개최했다.
14

2015년 말까지 올림말 30만 개를 선정하고 12만 5천 개의 어휘를 공동집필했다.
남북의 언어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이다.
[정답] 겨레말 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해설】 남북한의 어학 학자들은 2005년 2월 20일 금강산에서 「6・15 공동선언」을 실천하고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민족어 공동사전 편찬을 위한 공동편찬위원회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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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 후 민족의 언어유산을 집대성하고 남북의 언어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말 사전인 《겨레
말 큰사전》을 공동편찬하기로 합의했다.
「7·7 선언」 이후 남북교류협력 관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정착·제도화하기 위해 1990년에 제정
하였으며, 남북교류협력이 우리법의 테두리 내에서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법의 이름을 쓰세요. (중)

15

[정답]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법)’
【해설】‘남북교류협력법’은 1990년에 한국과 북한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통일의 노력은 정부만이 아닌 민간 차원의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그동안 대
북 인도적 지원과 개발지원 및 남북사회문화협력에 NGO와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참여해왔으며,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남북교류협력 oo 제정 및

oo

조성 등을 통해 남북교류협

력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위의 설명 가운데에 밑줄 친 oo에 알맞은 용어를 각각 쓰세요. (중)
16

[정답] 조례, 기금
【해설】 1999년 제주도의 감귤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대북교류 및 인도적 지원
사업은 긴급구호 및 복구지원에서 개발지원으로 전환됐으며, 사업 내용도 단순한 물자지원에서 프
로젝트 사업으로 발전(예: 농촌개발 사업은 환경개선 사업과 소득증대 사업으로 구성 등)되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는 자체 조례를 제정하고 기금을 조성해왔으며, 현재 17개 광역지자체
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이다.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남북한 대표는 공동입장을 하였다. 이전 국제대회에서도 남북한
은 여러 차례에 걸쳐 공동입장을 하였는데, 서울 올림픽 개막식(1988년), 아테네 올림픽 개·폐막
식(2004년), 장춘 동계아시안게임(2007년) 등 국제 스포츠대회에서 남북이 9차례 공동으로 입장했
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중)
[정답] X

17

【해설】 국제 스포츠대회에서 남북공동입장은 2000년 시드니올림픽,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2003년 아오모리 동계아시안게임,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2004년 아테네올림픽, 2005년 마
카오 동아시아경기대회, 2005년 인천 아시아육상경기 선수권대회,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 2006
년 도하 아시안게임, 2007년 장춘 동계 아시안게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2018 자카르타-팔렘
방 아시안게임 등 총 12차례이다.
1991년 북한이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최초로 외국자본에 시장을 개방하여 설치한 경제특구로 옳
은 것은? (하)
① 개성 공업지구 ② 나진·선봉 경제특구 ③ 신의주 국제경제지대 ④ 원산·금강산 관광지구

18

[정답] ②
【해설】 북한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부분적인 개방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1984년
에

합영법을 제정하였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고, 이후 1991년 12월 처음으로 함경북도 최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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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문 항
항구 도시인 나진·선봉을 경제특구로 지정하였다.
1990년부터 열린 남북고위급회담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
①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였다.
② 북한이 「6·23 선언」을 이유로 중단을 선언하였다.
③ 한국에서는 통일부 장관이 수석대표로 참가하였다.

19

④ 이산가족 고향 방문 및 예술 공연단의 교환 공연에 합의하였다.
[정답] ①
【해설】 1990년부터 남북의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고위급회담이 개최되었다. 제5차 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다.

밑줄 친 합의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상)
1993

년 제1차 북핵 위기가 발생하였다.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했고, 이듬해에는 국제원

자력기구(IAEA)에서 공식 탈퇴했다. 그러나 제네바에서 북미가 합의함으로써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하였다.
20

① 금강산 육로 관광을 실시한다.

② 남북조절위원회를 설치한다.

③ 6자 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

④ 북한에 연간 50만 톤의 중유를 지원한다.
[정답] ④

【해설】 1994년 북미 간에 이루어진 ‘제네바 합의’를 통해 미국은 북한의 핵동결 대가로 경수
로 2기 건립과 연간 50만 톤의 중유 지원을 약속하였다.

밑줄 친 (가)에 들어갈 장소를 쓰세요. (하)
가) 관광은 1998년 11월 금강호가 동해항에서 북한의 장전항을 향해 출항하면서 시작되었으
며, 2003년 9월부터는 육로관광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2008년 7월 11일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우리 측 관광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가) 관광은 잠정 중단되었다.
(
21

[정답] 금강산
정부는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이산가족 교류에 대해 경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중)
[정답] O
22

【해설】 정부는 1998년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산가족들에 대해 생사확인 200만 원, 상봉 500
만 원, 상봉 후 교류지속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특별지원대상자(생활보호대상자, 국군포
로가족, 의료보호대상자 중 특별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70세 이상의 고령자 중 경로연금
수령자 등)에게는 2배 범위 내 금액을 지원한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간에는 많은 경협사업들이 이루어졌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이고 상

23

징적인 사업을 3대 경협사업이라고 하는데, 다음 중 3대 경협사업이 아닌 것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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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문 항
① 금강산 관광사업

② 개성공단 건설사업

③ 나진·선봉 경제특구

④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정답] ③
【해설】 2000년 정상회담 이후 남북 간 화해·협력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금강산 관광사
업’, ‘개성공단 건설사업’,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을 중심으로 남북 경제협력 사업이
활성화되었으며, 이를 ‘3대 경협사업’이라고 한다. 나진·선봉 경제 특구는 북한의 특구 사업으
로 1991년 설치되었다.
2007년부터 경의선 남측 도라산역과 북측 판문역 간에 남북 화물열차를 운행하였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상)
[정답] O
24

【해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추진된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은 2000년 9월 18일 공식적
으로 착수되었다. 2007년 12월 11일부터 경의선 남측 도라산역과 북측 판문역 간에 남북 화물열차
를 운행하였다.
다음의 설명에서 밑줄 친 (가)에 들어갈 단어를 쓰세요. (하)
(가)사업은 남북협력을 상징하는 사업으로 2000년 8월 현대아산과 북한의 합의서 체결을 계기
로 시작되었다.
2003년 6월 30일 착공식을 거행한 후 2004년 12월 15일 (가)의 공장이 가동되어 제품생산을
시작하였다.
(가)사업은 남북협력을 상징하는 한편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구가할 수 있는 통로가 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중단, 재개 등의 반복을 거듭하다 2016년 2월 이후 전면 중단

25

된 상태이다.
[정답] 개성공단
【해설】 개성공단사업은

현대 아산과 북한 간의 ‘개성공업지구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 체결(

2000.8.9.)로 시작, 개성공업지구법 제정 후(2002.11.27.) 개성공단 착공식(2003.6.30.)에 이어 공장이
가동되어 제품생산(2004.12.15.)을 시작하였다.
이 사업은 북한의 일방적 통행제한 조치와 전면철수 조치 그리고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축소조정 등을 거쳐 현재 전면중단에 이르는 순탄치 않은 과정을 겪었으나, 우리의
자본과 기술에 북한의 토지와 인력 등의 결합으로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의 장을 마련한 역사적인
사업이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사회적응교육, 정착지원금지급 및 주거알선 등 자립
26

자활에 필요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다음의 설명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해 설립된
기관에 대한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 기관의 명칭을 쓰세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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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문 항
북한이탈주민이 자신의 거주지에서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거주지 전입 직후 초기 집중교육
과 취업, 교육, 의료, 생계 등 개인별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9년 총 6개 지
역, 2010년부터 전국 16개 시․도 30여 곳을 운영하였으며, 2018년 12월 말 기준 25개를 운영하
고 있다.
[정답] 하나센터
【해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은 초기입국지원, 보호지원, 거주지 편입지원 등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며 북한이탈주민이 입국하게 되면 사회적응교육, 정착지원금지급 및 주거알선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초기 지원을 받게 된다.
다양한 탈북 이유를 지닌 다양한 계층의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증가되면서 북한이탈주민의 지원
정책은 최초 ‘보호 지원’에서 ‘자립 자활’을 넘어 현재 ‘사회통합’의 지향으로 변화되면서
개인별 맞춤형의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다음은 인도적 대북지원정책과 현황에 대한 설명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중)
정부는 북한주민의 열악한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분리하
여 추진한다는 입장 하에 1995년 식량지원을 시작으로 인도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그
동안 우리의 대북지원은 정부 차원(당국 차원, 민간단체에 대한 기금 지원, 국제기구 등을 통
한 지원, 식량차관), 민간 차원 등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정답] O

27

【해설】 우리의 대북지원은 정부 차원과 민간 차원 모두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정부는 1995년 쌀
의 무상지원을 시작으로 2000년부터 차관형식의 쌀과 옥수수 등 식량지원, 그리고 1999년부터
2007년까지 비료를 지원했다.
또한 정부는 민간단체의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는 한편 WFP(세계식량
기구), UNICEF (유엔아동기구), WHO(세계보건기구), UN(유엔)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대북
지원 사업을 추진해왔다.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는 남북의 합작 상품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중)
[정답] O
28

【해설】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는 한국의 아이코닉스가 기획하고 오콘, SK브로드밴드,
EBS와 함께 북한의 삼천리총회사가 공동 개발하였다. 뽀로로 1기 5분짜리 52편 중 22편이 북한에
서 제작되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추진된 철도·도로 연결사업의 결과 경원선의 남북 연결 공사가 완료
되었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하)

29

[정답] X
【해설】 경원선은 아직 연결되지 못했고, 2004년 경의선과 동해선의 연결공사가 완료되어 남북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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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문 항
래 시에 이용되었다.
제1차 남북정상회담과 제2차 남북정상회담 사이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

30

① 금강산 육로 관광을 떠나는 할머니

②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으로 슬퍼하는 유가족

③ 개성공단 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노동자

④ 북한에 살고 있는 누나를 만나는 이산가족
[정답] ②

【해설】 제1차 남북정상회담은 2000년 김대중 정부,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2007년 노무현 정부
때의 사실이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은 2010년 이명박 정부 때의 일이다.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
①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② 천안함 폭침 사건을 계기로 개최되었다.

③ 김대중 정부시기에 개최되었다. ④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이라는 원칙에 최초 합의하였다.
31

[정답] ③
【해설】 제1차 남북정상회담은 2000년 김대중 정부시기에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② 2010년 이명
박 정부 시기에 일어났다. ④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이다.
2010년에 있었던 다음 조치의 명칭을 쓰세요. (중)

• 제주해협 포함 우리 측 해역에 북한 선박의 운항과 입항 금지
•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구를 제외한 북한 지역에 대한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 불허
• 대북지원사업의 원칙적 불허 다만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순수 인도적 지원 유지
,

32

.

,

[정답] 5·24 조치
【해설】 2010년 북한이 저지른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는 대북제재 조치인 5·24
조치를 취하였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 북한은 불참하였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하)
[정답] X
33

【해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 북한이 참가하였으며 폐막식에 북한의 황병서, 최룡해, 김양
건 등 고위급 인사가 인천을 방문하면서 남북 접촉이 진행되었다.
우리 정부는 국제기구를 통해서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추진해 오고 있다. 다음 중 대북 인
도적 지원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중)
① IVI 백신지원 사업

34

② WHO 말라리아 방역 사업

③ UNICEF 영유아지원 사업

④ 그린피

스(GREEN PEACE) 지구지킴이 사업
[정답] ④
【해설】 IVI는 국제백신연구소를 말한다. 그린피스(GREEN PEACE)는 1971년 설립된 국제 환경보
호를 위한 민간단체로서 핵실험 반대와 자연보호운동 등을 펼치는 기구이다.

35

밑줄 친 이 국제기구의 명칭을 쓰세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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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우리 정부는 순수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동포애와 인도주의 차원에서 조건 없이 추진한다는
원칙 아래,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도 이 국제
기구를 통해 북한에 영양 개선과 보건 분야의 영유아 사업을 지원하였다.
[정답] 유니세프(unicef)
【해설】 유니세프는 유엔 산하 아동구호기관이며, 우리 정부는 이 기구를 통해 북한 영유아 사업
등을 지원해오고 있다.
남북은 언어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 2005년부터 ‘우리말 큰사전 남북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중)
[정답] X

36

【해설】 《우리말 큰사전》은 일제강점기 조선어학회가 편찬하려 한 것이다. 광복이후 한글학회
가 1957년에 완간하였다. 남북은 《겨레말 큰사전》의 공동 편찬을 추진하고 있다.
2004년 2월 평양에서 개최된 일제 약탈 문화재 반환 공동 학술토론회를 계기로 ‘남북 역사학자
협의회’가 구성되어 평양일대 고구려 고분군에 대한 공동 실태 조사를 진행하였다. 맞으면 O, 틀
리면 X를 쓰세요. (중)
37

[정답] O
【해설】 남북 역사학자협의회는 고구려 고분군 공동 실태 조사, 개성 만월대 공동 발굴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학술·문화 분야에서 진행된 남북 교류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은? (중)
① 뤼순감옥 공동묘지 공동 조사

② 독도영유권 주장을 위한 공동 성명

③ 일제 약탈 문화재 반환 공동 학술토론회 ④ 평양 일대 고구려 고분군에 대한 공동 실태조사
[정답] ②

38

【해설】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과 역사왜곡 등에 대한 공동대응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형식이
아닌 남북한 단체(노동 및 종교 단체 등)의 일본의 행위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의 방식으로 행해졌
다.
다음 중 남북의 역사학자들이 공동으로 진행한 사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

39

① 단군릉 발굴 및 복원 사업

② 개성 만월대 공동 발굴사업

③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및 봉환 사업

④ 평양 일대 고구려 고분군에 대한 공동 실태 조사
[정답] ①

【해설】 단군릉 발굴 및 복원 사업은 1994년 북한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였다.
남북한 관계는 국가 간 사이의 관계가 아닌 잠정적 특수 관계이다. 따라서 금강산이나 개성을 갈
경우 ‘출국’ 대신 ‘출경’, ‘입국’ 대신 ‘입경’이라는 용어를 쓴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중)
[정답] O

40

【해설】 남북한은 국가 간 사이의 관계가 아닌 잠정적 특수 관계이다. 따라서 금강산이나 개성을
갈 경우 외국에 가는 경우와는 달리 ‘출국’ 대신 ‘출경’, ‘입국’ 대신 ‘입경’이라는 용어
를 쓴다. 이와 유사하게 남북 간에 물자가 오가는 것은 ‘수입·수출’이라고 하지 않고 ‘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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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반출’이라고 한다.
다음의 남북한 관계의 특징에 대한 설명 중 부적절한 것은? (하)
① 냉전시대 남북한 관계의 가장 큰 특징은 적대적 의존관계였다.
② 하나의 민족이 두 개의 분단국가로 양분되면서 초래된 특수 관계이다.
③ 남북한 특수 관계는 잠정적, 과도적이고 한시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41

④ 남북한 특수 관계는 통일이 달성된 이후에도 지속적, 장기적으로 존재할 것이다.
[정답] ④
【해설】 남북한 특수 관계는 잠정적, 과도적이고 한시적이라는 특징을 가지며, 통일이 달성될 때
까지 과도기 동안에만 성립되는 것이다.
「7·4 남북공동성명」의 결과 남북고위급회담이 개최되었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중)
[정답] X

42

【해설】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의 결과 남북조절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남북고위급회담은
1990년 9월부터 1992년 9월까지 서울과 평양에서 총 8차례 개최되었다. 1991년 제5차 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다.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협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북핵 문제이다. 북핵 위기는
1993년 3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선언을 계기로 발생한 이후 6차례에 걸친 핵실험 등
북한의 핵무장을 위한 일련의 시도에 협상과 제재 등의 다양한 조치들이 행해지고 있다. 다음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합의 가운데 하나의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이는 어떤 합의의 내용
인가? (중)

43

•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
• 북한의 핵동결 대가로 경수로 2기를 건립하고 연간 50만 톤의 중유 지원
• 미·북 관계 정상화 추진
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합의

② 제네바 합의

③ 10·3 합의

④ 2·13 합의
[정답] ②

【해설】 1993년 3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를 선언한 후 1994년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서 공식 탈퇴하자,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었다. 카터 전 대통령이 방북하여 북한의 핵동
결 대가로 경수로 2기 건설과 연간 중유 50만 톤 지원 그리고 미북 관계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내
용의 제네바 합의로 제1차 북핵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3. 주변국과 한반도 통일
역사상 처음으로 북미정상회담이

년 6월

2018

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어 새로운 북미관계, 평화체제, 북한

12

비핵화, 미군유해 송환 등에 합의하였다. 이 북미정상회담의 협상 파트너에 대한 연결이 옳은 것은? (하)
1

① 오바마 대통령-김정은 국무위원장
② 트럼프 대통령-김정은 국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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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클린턴 대통령-김정일 국방위원장
④ 부시 대통령-김일성 주석
[정답] ②
【해설】 역사상 처음으로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북미정상회담의 파트너는 미국의 트럼
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다.
2018년 6월 12일 역사상 처음으로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된 장소(국가이름)를 쓰세요. (하)
[정답] 싱가포르

2

【해설】 2018년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은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으며 새로운 북미관계, 평화체제, 북한
비핵화, 미군유해 송환 등에 합의하였다.
오늘날 국제정세 전반을 규정짓는 개념 가운데 하나인 미국과 중국의 G2체제의 특징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상)
① 미국 국력의 약화와 중국의 지속적인 세력 확장으로 인해 미국과 중국은 사안마다 갈등으로만
치닫고 있다.
② 미중 두 강대국은 특히 동북아의 역내 주도권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경쟁하여 갈등관계에 있
3

다.
③ 미중 간의 갈등현상은 특히 한반도 문제에만 국한되어 있다.
④ 미중은 국제문제에 있어 사안에 따라 갈등과 대립 그리고 타협과 협력의 관계를 맺고 있다.
[정답] ④
【해설】 미국과 중국은 동북아뿐 아니라 세계 주요 지역에서 패권경쟁을 하고 있으나 사안에 따
라 갈등과 협력의 관계를 반복하고 있다.
2018년 세 차례에 걸친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회복하고 이어 2019년 1월 정
상회담을 통해 친선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국가와 양국 정상은 중국 시진핑 주석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중)
[정답] O

4

【해설】 2018년에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 복원의 필요에 따라 2011년 김정은 집권 후 한 번도 개
최되지 않았던 북중정상회담을 2018년 한 해에만 3차례 하였고 이어 2019년 1월 7~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경을 재차 방문하여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2018년 한 해는 한반도 주변의 주요 국가들의 정상회담이 수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북미 정상
회담, 한중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한러 정상회담 등이 2018년에 개최된 정상회담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상)
[정답] O

5

【해설】 북미 정상회담은 2018년 6월 12일, 한미 정상회담은 2018년 5월 23일과 9월 25일, 11월
29일, 한러 정상회담은 2018년 6월 22일과 11월 14일, 한중 정상회담은 2018년 11월 17일에 개최
되었다.
다음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2013년 중앙·동남아시아 순방에서 발표한 정책이다. 다음의 괄호에서 설명하고
6

있는 정책에 대한 정확한 명칭을 쓰세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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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신 실크로드전략으로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육상실크로드(일대)와 동남아와 유럽, 아프리
카를 연결하는 해상실크로드(일로)를 만든다는 것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육·해상 실크로드 주변의 60여
개국을 포함한 거대 경제권을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정답] 일대일로(一帶一路, One belt, One road) 이니셔티브 구상
【해설】‘일대일로(一帶一路, One belt, One road) 이니셔티브 구상’은 중국이 추진 중인 신 실크로드
전략으로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육상실크로드(일대)와 동남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해상실크
로드(일로)를 만든다는 것이다. 이 정책은 35년 간(2014～2049) 고대 동서양의 교통로인 현대판 실크로드
를 다시 구축해, 중국과 주변국가의 경제․무역 합작 확대의 길을 연다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다음의 내용은 미국의 대북정책과 관련된 설명이다. 어떤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설명인가? (하)
‘최고의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라는 새로운 대북정책을 발표한 이후 북한
의 핵실험에 유엔안보리를 통한 제재 및 독자 제재를 단계적으로 강화하였다. 이와 동시에 역사상 처음으
로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새로운 북미관계, 평화체제, 북한 비핵화, 미군유해 송환 등에 합의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① 오바마 정부
② 클린턴 정부

7

③ 트럼프 정부
④ 부시 정부
[정답] ③
【해설】 트럼프 정부는 2017년 4월 북한 핵을 제거하기 위해 북한을 최대한 압박해 비핵화 테이블에
앉도록 하겠다는 ‘최고의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라는 대북정책을 발표하였
다. 이와 동시에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사상 처음으로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새로운 북미관
계, 평화체제, 북한 비핵화, 미군유해 송환 등에 합의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현재 북한과의 교역에 대해 우리 정부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중)
[정답] X

8

【해설】 남북교역은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니라 민족 내부의 거래이기 때문에 수출, 수입이 아닌 반
입, 반출로 간주되어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1950-60년대에 처절한 전쟁을 치러온 이집트와 이스라엘은 1970년대에 들어와 대화와 협상을 진
행한다. 1977년 이집트는 이스라엘을 전격 방문해 새로운 국면을 열면서 평화협상을 위한 외교에
돌입했고, 이스라엘도 이에 응하기 시작했다. 팽팽한 이해의 격차로 대화가 결렬되려고 할 때
9

1978년 (

)의 (

)대통령은 이집트의 안와르 사다트 대통령과 이스라엘의 메나헴 베긴 수상

을 캠프 데이비드라는 곳에 초청해 무려 13일 동안 대화를 갖도록 중재하였다. 그 결과 다음해 두
나라 간의 첫 평화협정이 체결되었다. 중동에서 평화세우기의 하나의 이정표가 된 사건이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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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평화협상을 중재한 사람은 어느 나라의 어느 대통령인지 쓰세요. (중)
[정답] 미국의 지미카터 대통령
【해설】이 평화협정을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라고 한다.
1992년 한국이 중국과 수교를 맺으면서 공식적으로 국교를 중단한 나라는 어디인가? (중)
① 일본

② 소련

③ 헝가리

④ 타이완

10

[정답] ④
【해설】 한국은 1992년 중국과 수교를 맺으면서 타이완과의 국교를 중단하였다.
6자회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
① 6자회담의 의장국은 중국이다.
② 6자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합의되었다.
③ 6자회담은 「7·4 남북공동성명」의 결과 개최되었다.

11

④ 6자회담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과 유엔총회 의장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답] ①
【해설】 6자회담은 제2차 북핵 위기 발생 이후인 2003년 8월 27일 최초로 개최되었다. ② 「한반
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1992년 2월 평양에서 개최된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발효되었다. ④ 6
자회담 구성국은 대한민국, 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다.
2005년 6자회담의 4차회담에서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 폐기, 핵확산금지조약 및 국제원자
력기구 복귀 등이 합의된 후 발표된 성명의 명칭을

쓰세요. (상)

[정답] 9・19 공동성명
12

【해설】 2005년 6자회담 4차회담 당시 참가국들은 북한의 모든 핵무기 및 핵 프로그램 폐기, 북
한의 핵확산금지조약 및 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 복귀, 북미 및 북일 관계정상화 조치 약속 등의
내용을 담은 「9・19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2007년 열린 6자회담 제6차 2단계 회담에서 이뤄진 ‘10・3 합의’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상)
① 북미 양자 대화 개시
② 중유 100만 톤 상당의 대북 지원
③ 60일 이내 북한 내 핵시설 폐쇄ㆍ봉인
④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 안전 조치 복귀

13

[정답] ②
【해설】 2007년 열린 6자회담 제6차 2단계 회담에서는 2007년 말까지 북한은 핵시설 불능화 및
핵 프로그램 신고를 완료하고, 이에 대응하여, 미국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해제 과정을 개
시하고, 북한에 중유 100만 톤 상당의 경제 지원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10・3 합의’라
고 한다.

14

다음에 해당하는 한반도 주변 국가는 어느 나라인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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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08

년 양국 정상회담에서 ‘상호 신뢰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협력의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2013

·

년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독자적인 핵 미사일 능력 구축을 용인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한국의 한반도 신뢰 구축 노력을 지지하였다.
나진-하산 사업을 계기로 철도 및 항만 협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장려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① 미국

② 중국

③ 일본

④ 러시아
[정답] ④

【해설】 러시아는 1990년 우리나라와 수교 이래 20여 차례의 정상회담을 개회하면서 한·러 관
계를 심화시켜 나가고 있다. 2013년 한·러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국-북한-러시아를 잇는 나진-하
산 물류협력사업에 참여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유엔결의안 2270호는 2016년 3월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 결의안은 핵실험 관련 4번
째 대북제재 결의로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채택되었다. 이 결의안의 주요 내용이 아닌
것은? (상)
① 광물 판매에 대한 분야별 제재 도입
② 대량살상무기나 재래식 무기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물품 거래 불허
③ 금융제재 및 운송 봉쇄
15

④ 인도적 지원 금지
[정답] ④
【해설】 결의안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달러화와 물품의 유입을 전방위로 차단하
는 고강도 대북제재 결의안으로 무기거래, 제재대상 지정, 해상ㆍ항공 운송 통제, 대량살상무기 수
출 통제, 금융거래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기존 대북제재 결의상의 조치들이 대폭 강화된 것은
물론 기존에 없던 새로운 조치가 다수 포함되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2월 일본 아베 총리와의 회담에서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센카쿠 열도 문제는 미·일 안보조약 적용 대상이라며 일본의 관할권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상)

16

[정답] O
【해설】 미국은 일본이 중국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가 미·일 안전보장조약의 5조,
즉 미국의 대일 방위의무 조항의 적용대상이라고 인정했다.
최근 동북아 지역에서 군사적 위협과 안보 불안을 야기하는 주요 갈등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하)
①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와 같은 군사적 도발

17

② IS(이슬람국가: Islamic State) 테러로 인한 난민 발생
③ 중국과 일본의 영토 분쟁에 의한 남중국해 갈등
④ 한국의 사드배치를 둘러싼 관련 국가들의 긴장과 대립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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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이슬람국가(Islamic State)’ 등 테러 문제는 동북아 지역이라
기보다는 지구적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난민은 특정 지역을 넘어 국제적 문제로
부상하였다.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통일외교 전략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
① 중국에 대해서는 통일한국의 등장으로 한미관계와 한중관계가 균형잡게 될 것이며, 중국의 경제발
전에 커다란 기회가 될 것임을 강조한다.
② 일본에 대해서는 통일한국의 등장으로 일본이 대륙으로의 진출이 용이하여지고, 통일한국과 함께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③ 미국에 대해서는 한반도 통일이 될 경우 한미동맹이 더욱 새로워지고 강화되어 미국의 이익이 동북

18

아시아에서 더욱 잘 보장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④ 러시아에 대해서는 통일한국의 등장으로 러시아는 유럽 중심의 개발전략에 커다란 힘을 얻게 됨으
로써 유럽에서 다시 르네상스를 맞게 될 것임을 강조한다.
[정답] ④
【해설】 러시아는 유럽보다는 극동아시아와 시베리아에 중점을 두고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이것
을 ‘신동방정책’이라고 부른다.
1950-60년대 전쟁을 치러온 이집트와 이스라엘은 1977년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방문해 평화협상을
위한 외교에 돌입했고 이스라엘도 이에 응하기 시작했다. 팽팽한 이해의 격차로 대화가 결렬되려
고 할 때 1978년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은 이집트의 안와르 사다트 대통령과 이스라엘의 메나
헴 베긴 수상을 미국에 초청해 무려 13일 동안 대화를 갖도록 중재하고 그 결과 다음해 두 나라

19

간의 첫 평화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평화협정의 명칭을 쓰세요. (중)
[정답] 캠프 데이비드 협정

년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

【해설】캠프 데이비드 협정은 미국의 캠프 데이비드라는 곳에서 1978

의 중재로 이뤄졌으며 중동에서 평화세우기의 하나의 이정표가 되었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은 핵무기가 없던 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다른
나라에 핵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제조약이다. 북한은 1985년 NPT에 가입하였으나 1993
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사찰에 반발하여 탈퇴를 선언하였다가 유보하였다. 북한이 NPT에
20

서 최종 탈퇴한 연도를 쓰세요. (상)
[정답] 2003년
【해설】북한은 1993년 국제원자력기구의 특별사찰에 반발하여 탈퇴 선언하였다가 곧 탈퇴 유보
를 선언했다. 2003년 재차 탈퇴를 선언한 이후 지금까지 탈퇴한 상태에 있다.
남북한이 6ㆍ25 전쟁 이후 처음으로 남북한 간 인도적 문제 해결을 포함해 대화와 교류 정책을
추구하고 합의한 시기는? (하)
① 1960년도 초반

② 1960년대 후반

③ 1970년대 초반

21

④ 1980년대 초반
[정답] ③

【해설】1971년 남북 적십자 회담, 1972년 이후락-박성철 남북한 교차방문, 1972년 7월 4일 「7ㆍ
4 남북공동성명」 발표.
22

밑줄 친 시위의 명칭을 쓰세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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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서는 개혁 개방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경제만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 중심의 정치 체제
에 대한 개혁 요구가 일어났다. 이를 둘러싼 갈등은

년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로

1989

이어졌다.
[정답] 톈안먼 시위(천안문 시위)
【해설】 1989년 톈안먼에서 모인 중국인들이 민주화를 요구하였으나, 중국 공산당 정부는 이를
무력으로 진압하였다.
밑줄 친 (가)에 해당하는 나라는 어디인가? (하)
미국은

년

2001

9

·11 테러 이후 반(

反 테러전을 국가의 최우선 정책으로 천명하고 아프가니스
)

탄 및 (가)에 선제공격을 감행하여 전쟁에 돌입했다.
23

① 이라크

② 러시아

③ 베트남

④ 동티모르
[정답] ①

【해설】 미국은 9·11 테러 이후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와 전쟁을 벌였다.
밑줄 친 (가)에 들어갈 단어로 옳은 것은? (중)
1990

년대 초 일본 보수파의 대표적 정객인 오자와 이치로는 이른바 (가)국가론을 주장하였다.

일본이 군대를 보유하고 외국과 자유로이 동맹을 맺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는 것이 핵심이다.
24

① 강병

② 자주

③ 민주

④ 보통
[정답] ④

【해설】 1990년대 오자와 이치로는 일본이 개헌을 통해 군대를 보유하고, 외국과 자유로이 동맹
을 맺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통국가론을 제기하였다. 일반적으로 보통국가론은 전쟁
이 가능한 국가를 의미한다.
북한의 핵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6자회담’의 의장국은 미국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하)
25

[정답] X
【해설】 6자회담의 의장국은 중국이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2003년 8월부터 개최된 다자회의체로, 「9·19 공동성명」, 「2·13 합
의」, 「10·3 합의」 등이 채택되었던 회의체의 이름은 무엇인가? (하)

26

① 4자회담

② 6자회담

③ 남북정상회담

④ 한미정상회담
[정답] ②

다음의 안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는? (하)
27

• 미국과 동맹을 통해 안전보장을 확보하면서도 국제사회에서 정치적·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도모
• 평화헌법 년 제정 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 제한적으로 인정
(19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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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북한

② 일본

③ 중국

④ 러시아
[정답] ②

밑줄 친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은? (하)
2013

년 새로 주석으로 선출된 (가)은/는 중국의 팽창 정책을 견제하는 미국과의 충돌 가능성

·

을 우려해 ‘신형대국관계’를 강조하는 한편, 평화적으로 협력을 확대해 공존 공영하는 미중 관
28

계의 정립을 주장하고 있다.
① 시진핑

② 후진타오

③ 마오쩌둥

④ 덩샤오핑
[정답] ①

【해설】 2013년 중국의 주석으로 취임한 인물은 시진핑이다.
(가) 지역의 명칭을 쓰세요. (하)
2013
29

년 러시아와 일본은 평화조약 체결 협상 재개, 양국 간 영토 분쟁 대상인 (가) 반환 교섭

추진 합의 등의 내용을 담은 6개 항의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정답] 쿠릴 열도
【해설】 러시아와 일본은 쿠릴 열도를 두고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다.
2012년 5월 극동러시아 지역의 개발 없이는 러시아가 유럽의 변방에 머물 것이라면서 ‘극동발전
전략 2025’를 적극 강조한 러시아의 대통령은 누구인지 쓰세요. (하)
[정답] 블라디미르 푸틴

30

【해설】 2009년 12월 러시아 정부는 2025년까지 극동, 부랴티아 공화국, 자바이칼 지역 및 이르
쿠츠크 지역 경제발전전략인 ‘극동발전전략 2025’를 발표하였다.
밑줄 친 (가)에 들어갈 대외 전략을 쓰세요. (중)
노무현 정부는 동북아 역내 공존 질서의 건설이 한반도 평화를 항구적으로 확보해주며, 그것
이 또한 공존적 세계 질서 구축에도 이바지하는 길이라는 생각에서 (가)을/를 대외 전략의 목
표로 설정하였다.
31

[정답] 동북아 균형자론
【해설】 노무현 정부는 미국의 동북아 지역에서의 반중 전선 형성에 대비하고 중국의 안보전략
변화에 대한 대응과 관련, 주변국과의 전략적 관계를 융통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 ‘동북아 균형자
론’을 내세웠다.
6자회담은 북한 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을 위한 다자(多者) 회담이다. 남북한을 제
32

외한 회담 당사국 4개국을 모두 쓰세요. (중)
[정답]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한국은 1992년 중국과 수교를 맺으면서 타이완과의 국교를 중단하였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

33

세요. (중)
[정답]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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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은 1994년 1차 북핵 위기 당시 개인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 김일성 주석과 회담을 갖고 교
착 상태이던 핵문제를 논의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푸는 데 공헌하였다. 미국 제39대 대통령이었던
이 사람의 이름을 쓰세요. (중)
[정답] 지미 카터(Jimmy Carter)

34

【해설】 1994년 1차 북핵 위기 당시 지미 카터는 미국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
하였고 미국과 북한 양국의 중재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이 때 김일성 주석
과 김영삼 대통령의 만남을 주선했으나 그로부터 수주일 후 김일성 주석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남
북 최초의 정상회담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4. 분단국 사례를 통해서 본 통일
오스트리아의 분할에 참여하지 않은 나라는 어디인가? (하)

① 미국 ② 영국 ③ 프랑스 ④ 중국

[정답] ④
【해설】 오스트리아는 독일국의 일부로서 나치 독일과 같은 취급을 받았으나, 제2차 세계 대전 중인
1

1943년, 연합국들은 모스크바 선언을 통해 오스트리아가 독일의 침략 행위의 첫 희생자임을 고려해 전
후에 해방된 독립국으로서 대우한다는 데에 합의했다. 전쟁 직후, 오스트리아는 독일과 같은 방식으로
4개 점령 지역으로 나뉘어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에게 분할점령되었다. 빈은 베를린과 같이 분할되었
으나 도심부는 연합국 통제위원회(Allied Control Council)의 공동 통치를 받았다.
오스트리아는 통일을 위해 중립화를 표방하였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중)
[정답] ○
【해설】 임시정부의 수상을 거쳐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된‘레너’는 1947년 1월 이미 스위스식 중립

2

화 방안을 내놓았다. 연립정부의 일원인 사회당도 중립화 통일방식을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국민당도
중립노선을 표방하고 나섰다. 이어‘피글’수상은 1949년 외세에 의존을 고려하지 않는 중립노선을 명
백히 했다. 주변 강대국들의 협력 유도에도 적극 나섰다.
중국과 대만의 분단과정 중 잘못된 것은? (하)

① 일본제국주의와 싸우기 위해 국민당과 공산당은 국⦁공 합작을 하였다
② 일제 패망 뒤 국⦁공 합작은 깨지고 중국을 차지하기 위한 내전을 하였다
③ 내전에서 장제스의 국민당이 승리하였다
④ 국⦁공 내전 이후 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

.

.

3

1949

.

[정답] ③
【해설】 국⦁공 내전은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승리하였다. 공산당은 중국대륙에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고 장제스의 국민당은 대만(타이완)으로 패주하였다. 이로써 대륙의 중화인민공화국과 대만의 중
화민국으로 나뉘게 되었다.
다음 중 중국과 대만의 양안관계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
4

① 중국은 대만을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② 중국과 대만은 자유로운 여행이 불가능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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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국과 대만은 결혼이 가능하다
④ 중국과 대만에 진출한 기업은 없다
.

.

[정답] ③
【해설】 중국과 대만은 현재 자유로운 여행과 기업진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중국은 대만을 국가
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대만과의 통일을 위해 1국가 1체제의 통일방안을 인정하고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를

X

쓰세요. (중)
[정답] X

5

【해설】 중국은 1국가 2체제(일국양제)의 방향으로 대만과의 평화로운 통일방안을 제시하고 있
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용어를 쓰세요. (상)
중국과 대만은 법적통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2017

년 기준 주당 약

900

편이 넘

는 항공기를 운항하면서 연간 약 천만 명이 중국과 대만을 여행하고 있고 중국과 대만은 결혼
도 가능하여 약

30

만 쌍이 결혼을 하였다. 중국과 대만처럼 법적통일이 되기 전의 교류, 협력

상황을 뜻하는 용어는 무엇인가?
[정답] 사실상의 통일(사실상 통일)

6

【해설】‘사실상의 통일’은 법적통일로 가기 위한 과정을 말한다. 갑작스런 체제의 통일은 정
치,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통일’ 즉 교류, 협력의 과정을 충
분히 지낸 후에 하나의 체제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실상의 통일’과정은 중국과 대만
의 관계를 통해 배울 수 있다. 양국은

여행객의 자유로운 관광, 유학생 교류, 기업인의 자유로운

경제교류, 결혼까지 가능한 관계를 통해 ‘사실상의 통일’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1969년 서독 사민당이 추진한 ‘동방정책’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상)
① 빌리 브란트 총리가 추진한 동구 공산권과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외교정책이다.
② 동독을 정식국가로 승인한 나라와는 외교관계를 갖지 않기로 하는 ‘할슈타인 원칙’을 폐기
했다.
③ 동방정책은 베트남의 통일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다.
④ 이 정책으로 1990년 8월 31일 양독 간 통합조약에 의하여 독일 통일은 급진전되었고, 1990년
7

10월 3일 정식으로하나의 국가로 탄생했다.
[정답] ③
【해설】 베트남은 베트남 전쟁의 결과로 1976년 7월 2일 남북 베트남이 통합하여 베트남사회주의
공화국을 수립하면서 하나의 국가로 통일되었다. 한편 빌리 브란트 총리는 소련과의 기본조약
(1970), 폴란드와의 바르샤바조약(1970), 베를린에 대한 4강대국협약(1971), 체코슬로바키아와의 우호
조약(1973) 등으로 화해 정책을 추구한 공로로 1971년에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분단된 독일에서 서독이 추진한 통일정책을 일컫는 말은? (하)

8

① 민족통일정책

② 동독 흡수통일 정책

③ 동독 민주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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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해설】1969년 빌리 브란트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서독의 대동독 정책은 ‘동방정책’으로 일
컬어졌다.
분단된 독일의 서독에서 1976년에 만들어진 이후 지속적으로 적용된 정치사회 문제에 관한 교육
의 원리가 있다. 이 원리의 적용으로 서독의 민주적 시민성이 고양되었다고 평가되는 것으로써,
분단과 통일을 포함하는 민감하고 분열되기 쉬운 주제를 교육에서 다룰 때 항상 다음과 같은 원
칙을 적용하기로 한 서독에서의 사회적 합의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상)
1. 바람직한 의견이라는 이름으로 어떠한 수단으로도 학생들에게 특정 생각을 주입하거나 자
립적인 판단 획득을 방해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주입-교화 금지 원칙>
2. 학문과 정치에서 논쟁적인 것은 수업에서도 논쟁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논쟁성 재현 원칙>

9

3. 학생들이 정치적 상황과 자신의 관심 상황을 분석할 능력, 그리고 그의 관심영역에 놓인 현
존하는 상황에 영향을 끼치는 수단과 방법을 찾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이해 상관성 원칙>
[정답] 보이텔스바흐 합의
【해설】1976년 서독의 보수 및 진보 정치교육학자들이 토론 끝에 정립한 교육 지침이다. 독일의 소도
시 보이텔스바흐에서 정립되었다. “보이텔스바흐 협약”은 번역상의 오역이다. 법적 강제력과 무관한
사회적 합의이다.
독일은 1990년 ‘2+4회담’을 통해 독일 통일에 대한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의 동의를 획득하였
다. 동서독과 승전 4개국 외상은 ‘독일 문제의 최종 해결에 관한 조약’에 합의했으며, 이로써
독일 통일에 대한 국제적 장애가 완전히 제거되었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중)
[정답] O

10

【해설】 1990년 9월에 열린 ‘2+4회담’은 통일 이후 독일의 국제 지위를 논의하기 위해서 동독과
서독,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의 대표가 모인 회의이다. ‘2+4회담’에서 ‘독일 문제의 최종 해결에
관한 조약’에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독일 통일에 대한 국제적 장애를 완전히 제거하였다.
1990년 서독과 동독은 2차 세계대전 전승국 4개 국가(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가 참여한 ‘2+4협
상’에서 독일 통일의 정치적, 법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런데 전승국 4개 국가 중에서 독일의
통일에 가장 전폭적인 지지를 했던 국가는 어디인가? (하)
11

① 미국

② 영국

③ 프랑스

④ 소련
[정답] ①

【해설】 독일의 통일은 당초 소련, 영국, 프랑스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달성되었다.
밑줄 친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은? (상)
1990
12

년 동독에서 자유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여기에서 선출된 (가)을/를 수반으로 하는 연립

정부는 서독 정부와 신속하고 집중적인 협상을 전개하여 통일 조약을 체결하였다.
① 헬무트 콜

② 에곤 크렌츠

③ 빌리 브란트

④ 로타 드메지어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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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해설】 1990년 동독에서 치러진 자유 총선거 결과, 드메지어를 수상으로 하는 연립 정부가 수립
되었다.
분단국 통일의 교훈 중에서 특히 다음과 같은 내용이 강조하는 교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중)
독일은 통일독일이 주변 국가들에 안보 위협이 되기보다는 유럽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촉진시
킬 것임을 강조하였다. 독일 통일에 적극적이었던 미국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통일에 미온적이
었던 소련, 영국, 프랑스의 양보를 얻어냄으로써 통일을 성취할 수 있었다.

13

①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②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③ 국민들의 올바른 통일의식과 실질적 통일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 통일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변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정답] ④
【해설】 ①, ②, ③ 모두 독일, 베트남, 예멘 등의 통일사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이다.
독일의 통일사례는 우리에게 있어 체계적으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 중에
서 다음의 빈 칸 (가)와 (나)에 들어가야 할 적절한 말을 차례대로 쓰세요. (중)

14

독일의 통일은 제도나 영토의 통일 뿐 아니라 사회통합이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하게 했다. 통
일의 순간에는 ‘우리는 하나의 독일’ 이라는 민족의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통합이 진척되면서 동서독 주민 간 편견과 차별의식, 그리고 갈등이 심화됐다. 동독인
을 비하하는 ‘게으른 동쪽 것’이라는 뜻의 (가)와/과 서독인들을 비하하는 ‘거만한 서쪽 것’이
라는 뜻의 (나)라는 호칭이 대두되었다.
[정답] 오씨(Ossi), 베씨(Wessi)
【해설】오씨, 베씨 호칭에는 통일 이후 분열된 독일의 사회상이 반영되어 있었다. 통일 29주년을 맞
이하는 현재 독일사회에서는 이러한 표현들이 거의 사라졌다고 한다.
장기간 프랑스의 지배 아래 있던 베트남은 1954년 제네바 협정에 의해 북위 17도를 기준으로 남
베트남과 북베트남으로 나뉘어졌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중)
[정답] O

15

【해설】 2차 세계대전 이후 베트남은 프랑스와 다시 전쟁을 벌였다. 이후 제네바 회담에서 북위
17도를 잠정적인 군사분계선으로 삼아 양측 군대를 뒤로 물리고 2년 내에 통일을 위한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1969년 닉슨 독트린 발표 이후 미군은 베트남에서 철수하기 시작하였고, 1973년에 체결된 「파리
평화협정」을 계기로 완전히 철수하였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상)
[정답] O

16

【해설】 닉슨 독트린은 ‘베트남전의 베트남화’라는 레토릭 아래 남베트남을 안보 당사자로 규
정하고 미군을 철수시키기 시작했으며, 「파리 평화협정」을 통해 미군은 완전히 철수하였다.
통일을 이룬 베트남은 통일 이후 사회통합과 남-북 베트남 경제체제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17

을 경험했다. 통일 후 통합과 변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개혁 정책을 추진해야 했다. 다음의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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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는 용어를 쓰세요. (중)
'

새롭게 한다', '쇄신'을 뜻하는 베트남어로,

·

년대 후반 베트남의 경제 우선 개방 개혁 정책

1980

을 일컫는다. 공산주의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면서 대외개방과 시장경제의 자본주의를 접목시
키려는 정책으로, 이후 베트남의 외국자본 유입은 급증했고, 고도성장을 달성하는 계기가 되었
다.
[정답] 도이머이 (도이모이)
예멘의 통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
① 연합국의 중재로 통일이 이루어졌다.

② 남예멘이 북예멘을 흡수 통일하였다.

③ 일방적 무력 통일의 대표적 사례이다.

④ 합의 통일 후, 무력에 의해 재통일되었다.

18

[정답] ④
【해설】 예멘은 1990년 5월 합의 통일을 이루었으나, 남북 대립이 심해졌다. 이후 양측 간 무력
충돌이 일어났고, 북예멘이 승리하여 다시 통일되었다.
분단국의 통일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
① 전쟁에 의한 무력통일은 민족 공동체 건설의 지름길이다.
② 소수 권력층에 의한 권력 나눠 먹기식 통일은 지양되어야 한다.
③ 통일은 민족 내부의 문제일 뿐 아니라 국제적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이다.

19

④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올바른 통일의식과 실질적 통일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답] ①
【해설】 전쟁에 의한 무력통일은 국토를 황폐화하고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가져온다. 또한 전쟁
으로 인해 주민 간 적대감과 이질감이 더욱 커지게 되므로 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해서는 평화적인 방법
으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5. 북한 이해
핵무력을 중심으로 군사력을 건설하면서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꾀하겠다는
노선으로 김정은 체제 출범 2년차인 2013년 3월 3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처음으로 발표되었
다.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방도, 군사와 우주개발부
문 등의 최첨단기술을 민생기술로 전용하여 인민생활향상으로 이어가는 방법 등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
1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노선은 무엇인지 쓰세요. (상)
[정답] 경제건설과 핵무력 병진노선 (경제-핵무력 병진노선)
【해설】 2013년 3월 3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같은 해 4월 1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 회의를 개최하여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김정은 체제의 새로운 전략노선
으로 제시하였다.
평양에서도 현금 대신 전자카드를 많이 쓴다. (

)에서 발행하는 체크카드의 일종인 나래카드는 평양

의 대표적인 전자카드 중 하나이다. 2018년 현재 평양시민 10명 중 6명꼴로 전자카드를 선호한다고 한다.
2

북의 대외금융업무를 총괄하는 은행으로 나래카드를 발행하는 이곳은 어디인지 쓰세요. (상)
[정답] 조선무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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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조선무역은행은 1959년 11월에 세워졌다. 대외무역의 결제업무와 외국환 업무를 수행하
며 무역기관들을 위한 지불보증과 환율을 결정 및 공표하는 역할을 한다. 조선무역은행은 2010년
에 나래카드를 발행했다.
평양에서 세계 여러 나라 영화인들이 참여하는 국제적인 영화축제가 열린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
세요. (하)
[정답] ○

3

【해설】 평양국제영화축전(Pyongyang International Film Festival; PIFF)은 평양에서 개최되는 국
제 영화제이다.
평양 국제영화축전은 1987년에 처음 시작되었다. 주로 비동맹 운동 국가와 제3세계 국가의 영화들
이 초대된다. 격년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통상 9월에 개최된다.
북의 어린이날은 6월 1일이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함께 기념하는 이 날의 명칭은 무엇인가? (중)
① 조선어린이날

② 국제어린이날

③ 국제아동절

④ 조선아동절
[정답] ③

4

【해설】 '국제아동절'은 1949년 11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민주여성연맹이사회'에서 매년 6월
1일을 어린이들의 국제적 기념일로 제정한 데서 시작된 대표적인 사회주의권의 기념일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1950년 4월에 6월 1일을 국제아동절로 제정하였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위락 시설이 현대화되어 주목을 받았다. 평양의 워터파크로, 평양 시민뿐만 아
니라, 외국인 여행객도 이용하는 곳이다. 27개의 미끄럼틀, 야외 물놀이장과 실내 물놀이장, 체육관 그리고
암벽 등반 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이곳은 어디인가? (하)
① 문수물놀이장
② 개선청년공원

5

③ 만경대유희장
④ 릉라인민유원지
[정답] ①
【해설】 문수물놀이장은 워터파크이다. 문수물놀이장은 김정은의 지시로 2013년 초부터 공사가
시작되어 2013년 10월 15일 준공식을 했으며, 109,000m²의 면적에 27개의 미끄럼틀, 야외 물놀이
장과 실내 물놀이장, 체육관 그리고 암벽 등반 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최근 방북 취재단과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 북한의 변화를 볼 수 있다. 고층 아파트와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고 있으며, 대형 상점인 대형마트 등도 들어서면서 새로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고 한다. 평양의
새롭게 조성된 고층살림집이 위치한 거리가 아닌 곳은? (상)

6

① 려명 거리

② 창광 거리

③ 미래과학자 거리

④ 대동강 거리
[정답] ④

【해설】 려명거리, 창관거리, 미래과학자거리는 고층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 및 대형 상점들이
새롭게 들어선 거리이다.
7

북한에도 교회가 존재한다. 한국전쟁 이후 평양에 최초로 세워진 북의 대표적인 교회이름을 쓰세요. (상)
[정답] 봉수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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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봉수교회는 북한에 있는 개신교 교회이다. 한국전쟁 이후 최초로 북한 땅에 설립된 예배
당을 가진 교회이다. 1988년 봄에 완공되어 11월 6일에 첫 예배를 실시했다. 북한에는 예배당을
가지고 있는 개신교 교회가 칠골교회와 봉수교회 둘뿐이다. 북한 유일의 합법 개신교 단체인 조선
그리스도교연맹에 소속되어 있다.
1939년 이승기 박사에 의해 개발된 합성섬유로 석유에서 뽑아내는 방식이 아니라 석탄과 석회석
에서 뽑아내는 방식이다. 면에 가장 가까운 합성섬유로 불리며 북한에 가장 큰 공장 있는 이 섬유
의 이름을 쓰세요. (상)
[정답] 비날론

8

【해설】 석유에서 나오는 섬유인 나일론과 더불어 2대 화학섬유라고 불리는 비날론은 나일론과
는 달리 물 흡수율이 높아 면에 가장 가까운 합성섬유로 불린다. 현재 북한에서 비날론을 생산하
는 핵심 공장기업소는 2.8비날론 연합기업소이며 함흥에 위치해 있다.
북한의 담임선생님은 남한과 같이 매년 바뀐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중)
[정답] X
9

【해설】 북한의 담임선생님은 매년 바뀌지 않는다. 1학년 때 담임선생님은 졸업할 때까지 그대로
맡게 된다.
북한의 학교생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중)
① 유치원 높은 반부터 의무교육이 시작된다.
② 담임 선생님은 한번 정해지면 바뀌지 않는다.
③ 대학생도 교복을 입는다.

10

④ 교복은 학교마다 다르다.
[정답] ④
【해설】 12년 의무교육제의 시작은 유치원 높은 반부터 시작이다. 담임선생님은 독일, 덴마크처
럼 한번 정해지면 바뀌지 않는다. 대학생들도 교복을 입고 등교를 하고 모든 학교의 교복은 모양
이 같다. 학교마다 교복의 구분은 교복모양이 아닌 단추나 배지의 모양으로 학교를 구분한다.
2018년 5월 평양에서 개최되었던 ‘제21차 평양국제무역박람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분야가 스마트폰이다.
코트라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북한 휴대폰 가입자 수는 600만 명에 이른
다. 북한의 다양한 스마트폰 모델 중 대표적인 스마트폰 세 개의 이름은 ‘평양’, ‘진달래’, 그리고 (

11

)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세요. (상)
[정답] 아리랑
【해설】 평양, 진달래와 함께 북한에서 대표적으로 유명한 스마트폰은 아리랑이다. 아리랑은 안
드로이드 운영체제로 돌아가며 2018년 ‘아리랑 171’이라는 최신판이 소개되기도 했다.
북한은 하나의 당이 모든 권력을 지배하는 체제이다. 북한의 모든 활동을 ‘영도’한다고 규정한
당은 공산당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하)
[정답] X

12

【해설】 북한의 실질적인 유일한 당은 ‘조선노동당’이다. 북한 헌법 제11조에는 “조선민주주
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규정하였다.
13

북한에서는 사회 전체를 대가정(大家庭) 이라고 여기며, 사회 전체 구성원들을 모두 자신의 가족

- 39 -

2019 통일골든벨

NO

문 항
처럼 여기는 공동체 의식이 뿌리 깊다고 말한다. 이러한 집단주의를 드러내는 표현으로 북한 곳곳
에서 볼 수 있는 구호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하)
[정답] O
【해설】 1998년 개정된 헌법 제5장 63조 및 81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
리와 의무는‘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에 기초한다”고 규정
하였다.
북한에는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이름을 딴 꽃(김일성화, 김정일화)가 있다. 맞으면 맞으면 O, 틀리
면 X를 쓰세요. (하)
[정답] O

14

【해설】 북한에서 김일성화, 김정일화는 가장 많이 재배하는 꽃이다. 전국에 김일성화, 김정일화
온실을 두고 재배하고 있다. 김일성의 생일이나 김정일의 생일에는 전시회가 대대적으로 열린다.
다음 중 북한의 국화는 무엇인가? (하)
① 무궁화

② 장미

③ 목란

④ 국화
[정답] ③

15

【해설】 북한에서도 1960년대 초반까지는 무궁화를 국화로 삼았다. 1964년에 국화를 목란으로 변
경하였고 1991년에 국화로서 공식 지정하였다.
1995년 4월 스위스에서 열린 제23차 국제발명대회에서 의약품으로는 최초로 금상을 수상한 제품
이다. 특히, 항암치료에 효과가 크다고 알려진 북측이 개발한 이 의약품의 이름을 쓰세요. (상)
[정답] 장명
16

[해설]

국가과학원 미생물학연구소 장명제약연구실에서 개발한 의약품으로 1995년 4월 스위스에

서 열린 제 23차 국제발명대회에서 의약품으로 최초 금상을 수상한 제품이다. [출처 : 북한정보포
털]
1980년대 말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에 위기의식을 느낀 북한이 여타 사회주의 국가와의
차별성을 부각해 주민들의 사상 동요를 막고 체제 결속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식 사회주의’와
함께 등장시킨 통치이념은 무엇인가? (중)
① 우리국가제일주의

② 우리민족제일주의

③ 사회주의 대가정

④ 우리민족끼리
[정답] ②

17

【해설】 1986년 김정일에 의해서 등장한 ‘우리민족제일주의’ 용어는 북한이 소련, 동유럽 사회
주의권 국가들과는 전혀 다른 민족임을 내세우고, ‘우리 수령’, ‘우리 사상’, ‘우리 군대’,
‘우리 제도’ 제일주의를 내세우며 북한식 사회주의 강화를 위해 외부차단을 합리화하는 통치담
론이 되었다.
김일성 유일체제를 공식화한 것으로 국가 주석이 중앙인민위원회를 직접 지도하고 군의 최고사령
관 및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함으로 실질적 권력을 장악하게 된 계기가 된 헌법으로 옳은 것
18

은? (상)
① 사회주의 헌법

② 유신 헌법

③ 공산주의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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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문 항
[정답] ①
【해설】 1972년의 사회주의 헌법은 북한의 세습정권과 수령중심의 1인 독재체제 형성의 이정표
역할을 한 헌법으로 김일성 유일체제를 반영한 헌법이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상은 무엇인지 쓰세요. (하)
이 사상은 김일성의 자주 노선으로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주민 가치 및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에 영향을 미쳤다.
칭이 정립되기 시작하였으며,

1972

1950

년대부터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년경 명

1967

년 헌법에서는 통치 이념으로 명시되었다.

19

[정답] 주체사상
【해설】 북한은 자주 노선 확립을 주장하면서 주체사상을 선전하였다. 북한의 주체사상은 북한
인민을 통치하는 김일성의 사상으로 대외적으로 자주 노선을 구축하고 대내적으로 1인 지배 체제
를 다지는 과정에서 나온 사상이다.
1998년 주석제가 폐지되면서 북한의 최고 정치기관으로 격상되었던 기구는 무엇인지 쓰세요. (중)
북한의 최고 군사 지도 기관으로 국방 사업 전반을 결정하고 지도하는 기관으로
주의 헌법 채택 때 신설되어 점차 위상과 역할이 강화되어 왔고,

1992

1972

년 사회

년 헌법개정 때 최고 군

사 지도 기관으로 승격되었다. 주요 임무와 권한으로는 선군 혁명 노선 관철을 위한 국가의
중요 정책 수립, 국가 전반의 무력과 국방 건설 사업 지도, 군사 칭호 제정 및 장성 이상의 군
사 칭호 수여 등이 있다. 그러나 최근
20

2016

년 헌법개정을 통해 이 기구가 폐지되고 ‘국무위원

회’가 신설되었다.
[정답] 국방위원회
【해설】 국방위원회는 1972년 사회주의 헌법 채택 때 신설되었고 김정일의 군권 장악을 제도적
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1992년 헌법개정 때 최고 군사지도기관으로 승격되었다. 이후 1998년 헌
법에서는 최고 군사지도기관이자 국방 전반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조정되었다. 2016년 헌법 개정을
통해 국방위원회는 국무위원회로 대체되었다.

21

남과 북을 연결하던 경의선은 2008년 11월 28일 안타깝게 운행을 중단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경의
선은 남쪽의 어느 역과 북쪽의 어느 역을 연결한 것인지 쓰세요. (중)
[정답] 도라산역, 봉동역
【해설】 철도의 경우 우리 측 구간 경의선은 2002년 12월에, 동해선은 2005년 12월에 공사가 완
료되었다. 북한 구간도 2005년 경의선, 동해선 모두 궤도부설을 완료하고 역사 건축 및 신호·통

22

신·전력계통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였다.
북한은 한방치료를 동의학(東醫學)이라 하여 1953년 휴전 이후부터 정책적으로 적극 장려하였다.
1993년부터 ‘민족 주체성을 살린다.’는 취지 아래 동의학을 새롭게 명명하였는데 이 명칭(이름)
을 쓰세요. (상)
[정답] 고려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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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문 항
【해설】 북한은 고려의학에 대하여 “역사적 과정에 창조된 민족의학으로서 독특한 치료법을 이
용하여 사람들의 병치료와 건강보호 증진에 이바지해 온 민족의 귀중한 의학유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에도 강원도가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하)
[정답] O

23

24

【해설】 북한에도 강원도가 있다.
원산시 갈마반도에 위치해 있으며 북 주민들의 여름 휴가지로 유명하기도 한 이곳은 1980년 북한
의 국가자연보호연맹에 의해 천연기념물 제193호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이곳의 이름을 쓰세요.
(중)
[정답] 명사십리
【해설】 강원도 원산시 용천리에 있는 천연기념물, 1980년 1월 북한의 국가자연보호연맹에 의해
천연기념물 제193호로 지정되어 보호관리 되고 있다. 명사십리는 원산시 남동쪽 용천리 남대천하
구에서부터 길게 뻗은 갈마반도의 바다기슭에 펄쳐진 흰 모래터이다. 십리 구간에 펼쳐진 이름난
사취라는 뜻에서 명사십리라고 하였다.
압록강과 두만강이 있는 곳이라는 의미로 붙여진 북한의 행정구역으로 백두산이 있는 도는 어디
인가? (하)
① 양강도 ② 자강도 ③ 함경도 ④ 평안도
[정답] ①

25

【해설】 양강도는 1954년 10월에 새롭게 개편한 행정구역으로 함경도 일부와 자강도 후창군을
병합하여 신설한 도이다. 백두산을 중심으로 압록강과 두만강이 흘러내리는 곳이라는 의미로 양강
도라고 하였다.
북한이 개방한 경제특구로서 중국, 러시아, 북한의 지리적 요충지로서 3각 무역이 가능한 이곳은
어디인가? (중)
① 나진·선봉 ② 신의주 ③ 원산 ④ 남양
26

[정답] ①
【해설】 나진과 선봉 경제특구는 중국, 러시아, 북한의 접경지대에 위치한 지리적 장점을 활용하
여 무역, 금융, 관광 기지를 목표로 하는 경제특구이다.
북한에서 ‘천리마 운동’은 대표적인 대중 동원 운동이다. 김정은 시대에는 천리마보다 더 많은
노력을 강조하는 구호를 만들었다. 새롭게 등장한 구호는 무엇인가? (중)
① 이천리마 운동 ② 삼천리마 운동 ③ 오천리마 운동 ④ 만리마 운동

27

[정답] ④
【해설】 ‘만리마’는 하루에 10,000리를 달리는 말이다. ‘만리마 운동’은 김정은 시대 새롭게
등장한 노력 동원 구호이다.
2015년 11월에 준공된 고층아파트촌으로 대동강 기슭에 세워진 다양한 형태의 아파트 때문에 평

28

양의 맨해튼으로 불리며, 김책공대 교육자 살림집이 있는 거리는 무엇인가? (상)
① 예술인거리 ② 미래과학자거리 ③ 청년지도자거리 ④ 개선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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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문 항
[정답] ②
【해설】 미래과학자거리는 김정은 시대의 경제적 업적을 선전하고, 과학자들을 위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건설된 초고층 아파트 거리이다. 김정은은 2013년에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 살림
집 건설장을 돌아보면서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원, 연구사를 위한 살림집을 약속하였고, 이 건설현
장을 현지지도 하면서 ‘미래과학자거리’로 명명하였다.
1998년 11월에 시작된 금강산관광은 2008년 민간인 관광객 피격 사건으로 중단되기 전까지 누적
관광객이 무려 193만 명에 달했다. 금강산은 춘하추동 사계절에 따라 그 이름이 달리 불리기도 한

29

다. 여름에 부르는 금강산의 다른 이름을 쓰세요. (하)
[정답] 봉래산
【해설】 금강산(봄), 봉래산(여름), 풍악산(가을), 개골산(겨울)이라 칭하기도 한다.
고려시대 금속활자(1361년 이전에 제작)는 독일의 금속활자보다 무려 210년~270년 앞섰다고 한다.
남북은 2007년 5월 15일부터 (
)에 있는 고려시대 궁궐터인 만월대에서 공동발굴조사를 한 끝에
2015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인 ‘전嫥’ 한 점을 추가로 발굴했다. 고려시대 궁궐터가
있었던 북한의 이 지역은 어디인가? (하)
① 평양

② 청진

③ 개성

④ 함흥

30

[정답] ③
【해설】 남북이 개성 만월대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한 제7차 공동발굴조사에서 고려시대의 것으
로 추정되는 금속활자가 출토됐다. 남북역사학자협의회는 '2015 개성 만월대 성과 브리핑'에서 "개
성 만월대 서부건축군 7천㎡를 발굴조사한 결과 19동의 건물지와 3천500여점의 유물이 나왔다"고

31

밝혔다. [출처 : 연합뉴스 2015/11/30 기사]
북한에 있는 경기장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경기장이기도 하다. ‘아리랑’ 공연이 열리기
도 하는 이 경기장의 이름은 무엇인가? (하)
① 모란봉경기장
② 평양체육관
③ 김일성경기장
④ 5.1경기장
[정답] ④
【해설】 5.1경기장은 평양직할시 능라도에 있는 경기장으로 1989년 8월에 개최된 제13차 세계청
년학생축전을 위해 1989년 5월 1일 완공되었다. 2002년과 2005년에 아리랑 축제가 이곳에서 개최
되었다. 이 경기장은 15만 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착공당시에는 능라도 경기장으로 불리다가
1989년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으로 5.1경기장으로 명명되었다.
1990년대 북한의 경제난이 심화되고 배급제가 붕괴되면서 암시장 형태인 ‘야시장’과 또 다른
형태의 불법적이지만 상설화된 시장이 활성화되었다. 불법거래 상품인 쌀·옥수수 등 식량과 공산
품 등이 주요 상품으로 거래되었고, 이후 대규모 도매시장과 함께 이 시장들이 특화된 시장으로
발달되어 나갔다. 이처럼 북한의 시장화 현상을 불러온 북한 시장을 통칭하는 용어를 쓰세요.

32

(중)
[정답] 장마당
【해설】 1990대 접어들면서 북한의 계획경제 시스템 자체가 동요되고, 전반적으로 배급제가 붕괴
되면서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식량을 거래하는 장마당이 상설화되었다. 처음에는 생존을 위한 식
량획득 목적으로 농민시장이 확대되다가, 장사활동을 통한 생계유지 계층이 돈을 축적해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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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돈주’로 성장하면서 대규모의 유통시장으로 발전하였다.
북한에서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을 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하)
[정답] X

33

【해설】 북한은 인터넷이 엄격하게 차단되어 있어 북한 이외의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사람은 극
히 소수이다.
북한에서는 자전거에도 번호판이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하)
[정답] O
【해설】 북한에서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는 자전거 면허증이 있어야 하며, 자전거에도 자동차 번

34

호판처럼 자전거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자전거 면허증 제도가 본격화된 것은 1990년대 후반으로
처음에는 평양을 중심으로 1997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다가 1999년 전국으로 확대하여 실시하
고 있다.
북한이 음성인식이나 지문인식 등 컴퓨터를 활용하여 만든 보안 관련 프로그램은 세계적인 기술
수준이라고 한다. 그리고 북한이 만든 바둑 프로그램은 세계 컴퓨터바둑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 있다. 이 바둑 프로그램의 이름은 무엇인가? (최상)
① 붉은별

② 한별

③ 새별

④ 은별
[정답] ④

35

【해설】 북한 조선컴퓨터센터(KCC) 산하 삼일포정보센터는 지난 1997년 컴퓨터 바둑프로그램 '은
별'을 개발했다. 2002년에 일본기원에서 아마추어 초단을 인정받았으며, 4년 뒤인 2006년에는 '은
별 2006'이라는 업그레이드 버전도 나왔다. 이 프로그램은 개발된 지 1년 뒤인 1998년 FOST배 세
계컴퓨터바둑대회에서 처음 우승한 것을 시작으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 연속 세계 컴퓨터
바둑대회에서 우승했다. [출처 : 연합뉴스 2016/03/13 기사]
북한에도 지하철이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하)
[정답] O

36

【해설】 평양시 지하철은 1973년에 평양을 남북으로 왕복하는 천리마선, 1978년에 동서로 왕복하
는 혁신선, 1987년에 천리마선의 연장선인 만경대선이 개통되어 현재 3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다.
북한에서 설은 양력으로 1월 1일이다. 그렇다면 북한에도 음력설이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중)
[정답] O

37

【해설】 북한에도 음력설이 있다. 김일성 시기에 봉건의 잔재로 간주하여 없앴으나 1989년 김정
일이 음력설을 명절로 지정하여 휴일로 정했다.
북한에서는 생산수단의 개인소유는 금지되며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중)
[정답] O
38

【해설】 북한에서도 개인소유를 인정하고 있지만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의 토대 위에서
발생한 소비목적의 소유에 한정한다. 즉, 개인소유의 대상은 텃밭을 비롯한 개인 부업 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 합법 경리활동으로 얻은 수입, 근로자들의 임금 및 노동 소득, 이들 수입으로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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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문 항
한 소비품 등만 가능하며 생산수단은 소유할 수 없다.
고산지대의 다수확 농작물로서 산악지형이 많은 북한의 지형적 특성에도 적합하여 1990년대 북한
이 식량난을 겪은 이후 집중적으로 재배면적을 확대하였다. 특히 대홍단군은 이 작물의 대표적인
생산지로 알려져 있다. 이 농작물은 무엇인가? (하)

39

① 보리 ② 옥수수 ③ 감자 ④ 고구마
[정답] ③
【해설】 양강도 북동부에 위치한 대홍단군은 감자농사의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고, 대규모 시범
농장과 함께 감자연구소, 감자 가공공장도 있다.
평양의 지하철은 몇 개 노선이 있는가? (중)
① 1개 노선 ② 2개 노선 ③ 3개 노선 ④ 4개 노선

40

[정답] ③
【해설】 평양의 지하철은 3개 노선(천리마선, 혁신선, 만경대선)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글날인 10월 9일은 훈민정음이 반포된 세종 28년(1446년) 음력 9월의 마지막 날인 29일을 양력
으로 환산한 날이다. 북한에는 한글날이 없고, 대신 ‘훈민정음 창제일’로 기념한다. 북한의 훈민
정음 창제일은 언제인가? (상)

41

① 1월 15일 ② 3월 15일 ③ 5월 15일 ④ 7월 15일
[정답] ①
【해설】 북한에서는 훈민정음 창제일인 세종 25년 음력 12월을 양력으로 환산하여 가운데 날인
1월15일을 훈민정음 창제 기념일로 정했다.
우리가 어떤 지역과 지역의 거리를 말할 때 기준이 되는 지점을 도로원표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나라길시작점’이라고 한다. 북한에서 도로의 중심이 되는 나라길시작점은 어디인가? (상)
① 만수대의사당 정문 ② 김일성광장 주석단 ③ 평양역 ④ 대동문
[정답] ②

42

【해설】 북한의 도로원표는 중구역 중성동 승리거리에 있는 해방산 여관 앞마당이었던 것을
1990년대 초 고구려가 평양으로 도읍을 정한 이후 파발이 함구문을 통해 나갔다는 것을 근거로
평양시 중구역에 있는 평양성 출입문인 함구문으로 바꾸었다가, 1996년에는 나라길시작점을 김일
성 주석의 혁명활동의 역사와 결부하여 정한다는 취지에 따라 김일성광장 주석단으로 도로원표를
바꾸었다.
북한에는 남북이 공동으로 설립한 대학이 있다. 이 대학의 이름은 무엇인가? (하)
[정답] 평양과학기술대학
【해설】 평양과학기술대학은 평양직할시 낙랑구역 승리동에 있는 북한의 특수대학

43

및 대학원이

다. 북한의 교육성과 한국의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이 함께 설립하였다. 2001년 사업을 시작했으
나, 여러 차례 개교가 지연되어, 2010년 가을부터 신입생을 받았다. 설립 과정에서 해외 동포와 한
국의 대학 및 기독교계의 도움을 받았다. 학부와 대학원으로는 정보통신공학부, 국제금융경영학부,

44

농업생명공학부, 의학부 , 치과대학원 등의 학과가 있다.
다음 중 북한이 미국에게 최초로 사과 또는 유감을 표명한 사건은 무엇인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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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문 항
①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② 인공기 게양사건

③ 정동진 해안 잠수함 사건

④ 서해교전
[정답] ①

【해설】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때 북한은 이 시건을 일으킨 지 이틀 만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이름으로 미국에 직접 사과했다.
북한에서는 대학생들도 교복을 입는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중)
[정답] O
45

【해설】 북한에서는 대학생들도 교복을 입는다. 남학생은 양복, 여학생은 양복과 한복 두 종류이
다. 큰 행사가 있을 때는 검은색 치마와 흰저고리를 입는다.
북한에서 제1외국어는 무엇인가? (중)
① 러시아 ② 중국어 ③ 영어 ④ 프랑스어
[정답] ③

46

【해설】 북한에서의 영어교육은 1964년부터 시작되었다. 1964년부터 러시아어와 영어를 중학교
제1외국어로 지정하여 학교별로 선택토록 하였으나, 영어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1975년부터 영어
위주 교육으로 전환하였다. 1980년대 중반부터 러시아어 반이 폐지되었고, 1991년에는 영어가 제1
외국어로 지정되었다.
북한에는 개인이 운영하는 사설 학원이 없다. 북한 학생들은 수학, 외국어, 예체능 과목 등 특정
과목을 중심으로 방과 후에 교사로부터 지도를 받으며 예습 복습이나 실험실습, 연습 등을 하는
일종의 동아리 성격의 활동을 매일 2~3시간씩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무엇이라 하는지 쓰세요.
(중)

47

[정답] 소조 활동
【해설】 북한의 소조 활동은 우리의 방과 후 수업에 해당하는 활동이다. 매일 방과 후 2~3시간에
걸쳐 자신이 선택한 과목을 소그룹으로 지도를 받는데 주로 수학, 외국어, 음악, 미술 등의 과목에
대해 이루어진다.
북한에서 주택은 (

)은 국가가 가지고 있으며, (

‘영구임대주택’이라 볼 수 있다. (

)은 인민들에게 준다는 측면에서 일종의

)안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쓰세요. (중)
[정답] 소유권, 사용권

48

[해설] 주택의 경우 집단적 소유물이기 때문에게 개인은 소유권을 가질 수 없으며, 북한주민들은
주택을 배정받아 매달 사용료를 내고 거주한다. 주택은 크기 및 부대시설의 차이에 따라
구분되며, 지위와 계층, 소속 등에 따라 주택을 배정받게 된다. 하지만 최근에는 주택들이
공공연하게 거래되거나 매매되는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
평양말을 중심으로 한 북한의 표준어를 ‘문화어’라고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하)
[정답] O

49

【해설】 북한에서는 1966년 「조선말규범집」을 간행하여 ‘평양말을 중심으로 하여 노동자 계
층에서 쓰는 말’을 ‘문화어’라 하여 새로운 표준말로 사용하게 하였다.
북한에서도 축구는 매우 인기가 높은 스포츠이다. 북한에는 축구를 전문으로 하는 국제축구학교가

50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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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정답] O
【해설】 2013년 4월에는 평양에 문을 연 평양국제축구학교는 1만 2,200㎡의 부지에 축구장과 시
설을 갖추고 있다.
음력으로 5월 5일인 단오는 한국, 중국, 일본의 주요 명절이다. 북한에서도 추석날에 선조들의 산
소에 찾아가며 단오 날에 즐겁게 노는 것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우리 인민들의 풍습이라고 하면서
중요한 명절로 평가한다. 북한에서 단오에 행하는 놀이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하)

51

① 씨름

② 팥죽먹기

③ 그네뛰기

④ 윷놀이
[정답] ②

【해설】 일반 북한주민들보다는 방송·언론 등에서 씨름, 활쏘기, 윷놀이, 그네뛰기, 널뛰기, 봉산
탈춤 같은 민속놀이가 시범적으로 다뤄진다.
북한에서 ‘교예’는 인기가 매우 높아 전문 ‘교예극장’이 있을 정도이다. 북한주민들에게 인기
있는 ‘교예’는 이것을 북한식으로 부르는 말이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
① 싱크로나이즈 ② 뮤지컬 ③ 코미디 ④ 서커스
[정답] ④

52

【해설】 한국의 서커스를 북한에서는 교예라고 부른다. 북한은 서양의 서커스를 저급한 상업물로
낮게 평가하는 반면, 자신들의 교예는 인민들의 체육·문화적 교양 기능을 담당하는 예술의 분류
로서 중요하게 평가한다.
북한에서 2002년 처음 시작되어 2013년까지 진행되었던 대형 매스게임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될 정
도로 출연 인원이 많은(약 10만 명) 매스게임의 이름은 무엇인가? (중)
53

① 천리마 ② 노고단 ③ 모란봉 ④ 아리랑
[정답] ④
【해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10만 명이 출연하는 대형공연이다.
북한 말 가운데 ‘대중육체훈련보급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중)
① 종합운동장 ② 체육선수촌 ③ 헬스클럽 ④ 실내 종합체육관
[정답] ③

54

【해설】 대중육체훈련보급실은 일반인을 위한 헬스클럽을 말한다. 평양 모란봉 기슭에 있는 ‘대
중육체훈련보급실’은 조선국제체육협력회사가 운영하는데, 약 200평 규모의 2층 건물로 육체훈련
실, 율동체조실, 수기치료안마실, 피로회복실이 있다.
북한 씨름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설명은 무엇인가? (중)
① 앉아서 시작한다

② 상의를 입고 시작한다

③ 넘어지면 진다

④ 단오에 많이 한다

55

[정답] ①
【해설】 남북한의 씨름은 샅바 매기, 기술 등에서 유사점이 많지만, 앉아서 경기를 시작하는 한
국과 달리 서서 시작하고, 상의(민소매)를 착용하는 등 차이점도 있다.
묘향산에 있는 사찰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셨고, 팔만대장경 복제본이 보관되어 있었던 이곳은

56

어디인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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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문 항
① 관음사 ② 삼성사 ③ 신계사 ④ 보현사
[정답] ④
【해설】 묘향산에 있는 보현사는 1042년에 건립된 사찰로 11세기 건축을 대표하는 건축물이다.
보현사는 북한 지역에 불교를 전파시킨 명사찰로 보현사라는 명칭은 보현보살에서 이름을 따왔다.
고려 초에 세워진 8각 13층 석탑은 가장 아름다운 탑 중의 하나이다.
다음중 개성에 있는 문화재가 아닌 것은? (중)
① 선죽교 ② 고려성균관 ③ 신계사 ④ 공민왕릉
[정답] ③

57

【해설】 신계사는 금강산에 있는 사찰이다. 남북이 복원에 합의하여, 2004년 11월 대웅전 낙성식
을 가졌으며, 2007년에 14개의 전각을 모두 복원하였고, 10월 13일 남북공동으로 준공식을 개최하
였다.
한국의 표준어에 해당하는 북한 표준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중)
① 주체어

② 백두어 ③ 문화어 ④ 문명어
[정답] ③

58

【해설】 북한은 1966년 지역적으로는 평양말을, 계층적으로는 노동계급의 말을 중심으로 표준어
체계를 만들면서 ‘문화어’라고 하였다.
한국의 국보1호는 숭례문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국보유적 1호는 무엇인가? (중)
① 백두산 ② 평양성 ③ 동명왕릉 ④ 단군릉
[정답] ②

59

【해설】 북한에서 문화재는 가치정도에 따라서 국보급유물, 준국보유물, 국보유적, 준국보(보존
급)유적으로 나누어 관리한다. 국보유적 1호는 평양성이다.
2005년 10월 남북의 역사학자들의 협력으로 일본 소재 약탈문화재 공동 반환사업이 추진되어 반
환된 비이다. 임진왜란 당시 정문부 장군이 지휘하는 의병들이 육지에서 처음으로 일본군을 격퇴
시킨 전공을 기념하기 위해 숙종35년(1709)에 함경북도 길주군 임명리(현 함경북도 김책시 임명동)
에 세운 승전비이다. 러·일 전쟁 당시 일본군이 강탈하여 가져간 이후 야스쿠니신사에 방치되어
60

있다가 남북의 노력으로 100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 이 비의 명칭을 쓰세요. (상)
[정답] 북관대첩비
【해설】 북관대첩비는 러일전쟁 당시 일본이 강탈해간 문화재로 야스쿠니 신사에 방치되어 있던
것을 한국의 초산스님의 노력으로 반환이 성사되었다. 초산스님이 북한 불교도연맹과 협의하여 북
관대첩비 반환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면서 100년 만에 반환되었다.
북한 평양 대동강변에 있는 옥류관은 평양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분점이 있을 정도로 북한의 유명
음식점이다. 평양 옥류관 식당의 대표 메뉴 중에서 북한의 국수 경연대회 1등을 차지한 메뉴는 무

61

엇인가? (하)
[정답] 평양냉면
【해설】 평양 옥류관의 대표 메뉴는 평양냉면, 평양온면, 대동강 숭어국, 송어회 등이 있다.

62

다음 중 북한이 제작에 참여한 애니메이션 작품이 아닌 것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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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문 항
① 더 심슨스

② 우리별 1호와 얼룩소

③ 게으른 고양이 딩가

④ 개구쟁이 뽀로로
[정답] ②

【해설】‘우리별 1호와 얼룩소’는 한국에서 2014년에 개봉한 장형윤 감독이 만든 극장용 애니
메이션이다.

6. 평화로운 한반도와 통일 준비
다음 중에서 6･25 전쟁을 휴전하기 위해 정전협정을 체결한 나라가 아닌 곳은? (하)
① 대한민국 ②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③ 미국 ④ 중국
1

[정답] ①
【해설】 1953년 체결한 정전협정문에는 대한민국은 서명을 하지 않았다.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 오전 회담을 마치고, 남북정상은 1998년 고 정주영 회장이 소떼 방북을
했던 소떼 길에 기념식수를 하였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산, (

2

)산의 흙과 (

)강, (

)강의 물을 뿌렸다. (

1953년에 태어난 소나무를 심고,

(

)

)안에 들어갈 산과 강의 명칭을 쓰세요.

(상)
[정답] 백두산, 한라산, 한강, 대동강
【해설】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기념식수로 정전협정이 체결된 해를 의미하는 1953년생 소나무

3

와 남과 북을 상징하는 한라산, 백두산 흙과 남과 북의 수도인 한강, 대동강 물을 뿌렸다.
DMZ에 100만 발 이상 매설된 것으로 추정되며, 적의 인명을 살상하거나 적의 차량 따위를
파괴할 목적으로 땅속에 묻어두는 폭약이다. 제거를 위해 전방 11개 사단의 공병대가 모두 투입될
경우, 약 20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무엇인지 쓰세요. (중)
[정답] 지뢰
【해설】 DMZ에 매설된 지뢰는 최소 100만 발 이상으로 추정된다. 현재의 지뢰 제거 속도로는 완
전히 제거하는 데 약 500년이 걸린다는 국방부 발표가 있다. 전방 11개 사단의 공병대가 모두 투

4

입될 경우 약 200년이 걸린다는 연구가 있다.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물한 것
으로 대통령이 북에 머물고 있던 20일 새벽 5시 36분 화물수송기 편으로 성남 서울공항에 먼저
도착했다. 이 선물은 2톤에 시가 18억 원에 해당한다고 해서 화제가 되었고 미상봉 이산가족에게
전달되었는데 이것은 무엇인지 쓰세요. (중)
[정답] 자연산 송이버섯(송이버섯)
【해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기념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송이
버섯 2톤을 선물했다. 문 대통령은 미상봉 이산가족 4,000여 명을 선정해 송이버섯 전량을 추석
전에 전달하였다.
이것은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선물로 북한에서 보내온 송이버섯의 답례로 보낸 선물이다. 200
톤의 물량을 10kg 상자 200개에 담아 공군 수송기를 통해 평양 순안공항으로 보낸 이 선물은 무
엇인지 쓰세요. (중)

5

[정답] 귤
【해설】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송이버섯의 답례로 제주도의 귤 200톤을 북한으로 보냈다. 제주도
에서 북한으로 귤을 처음 보낸 해는 1999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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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문 항
1956년에 결성된 협력체로서, 옛 소련,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비롯해 동유럽
과 중앙아시아 28개국 정부 및 철도 운영 기관으로 구성된 철도 협력체이다. 가입을 위해선 회원
국의 만장일치가 있어야 가입이 가능하며 2018년 키르기스스탄에서 열린 국제철도협력기구 장관
급 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정회원 가입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 협력체는 무엇인지 쓰세요. (상)
[정답]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또는 OSShD)

6

【해설】 1956년 결성된 협력체이다. 2018년 대한민국의 가입으로 회원국이 29개국이 되었다. 문
제인정부의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의 구상을 위해서 꼭 가입해야 하는 기구로 그동안 남북관계
의 악화로 인한 북한의 반대로 가입이 안됐다. 2018년 판문점 선언이후 열린 국제철도협력기구 장
관급 회담에서 북한의 찬성으로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현재 회원국이 되었다.
‘9‧19 남북군사분야 합의서’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중)
① 남북의 GP 11개를 시범적으로 철거하기로 합의했다.
② 한강하구의 공동이용을 위해 공동조사를 실시하였다.
③ 군사분계선에서 상호 5km구간의 지상 적대행위 금지 구역을 설정하였다.
7

④ 비무장지대의 유해발굴을 위해 철원 화살머리 고지를 시범적으로 발굴하기로 하였다.
⑤ 상호비방방송 중지 및 방송 설비를 철거하였다.
[정답] ⑤
【해설】 상호비상방송 중지 및 방송 설비 철거는 ‘4‧27 판문점선언’ 이후 이루어진 결과이다.
남북의 통일비용을 최초로 연구한 나라는 어디인가? (상)
① 미국 ② 독일 ③ 한국 ④ 일본
[정답] ④

8

【해설】 1990년대 초 일본의 일본장기신용은행에서 처음으로 남북의 통일비용을 연구, 발표하였
다.
이 보고서에서는 예산의 절반규모인 GDP 15%를 통일비용으로 제시했다. 그 후 통일비용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널리 퍼지는 계기가 됐다. [출처 국민일보, 오마이뉴스, 중앙일보]

9

2018 아시안게임에서 남북단일팀이 중국을 제치고 1위 금메달을 차지했다. 2년간 준비한 중국
팀을 우리 선수들은 20여 일의 훈련을 통해 금메달을 차지하여 남북이 함께 하는 시너지의
상징이 되었다. 남북단일팀의 이 경기 종목은 무엇인가? (중)
① 여자탁구 ② 카누용선 ③ 여자농구 ④ 조정
[정답] ②
【해설】 카누용선은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남북여자단일팀이 최초로 금메달을
획득한 종목이다.
다음 중 남과 북이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단일팀을 구성한 종목이 아닌 것은? (중)
① 탁구 ② 농구 ③ 야구 ④ 축구
[정답] ③

10

【해설】 탁구는 1991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최초로 단일팀을 구성하여 금메달을 획득하였고,
농구는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최초로 단일팀을 구성하고 은메달을 획득했다. 축
구는 1991년 세계청소년축구대회에서 단일팀을 구성하여 8강에 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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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밑줄 친 ‘6대 전략 광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상)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가 현재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6

대 전략 광물의 상당량을 북한

지역에서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11

① 우라늄

② 구리

③ 철광석

④ 마그네사이트
[정답] ④

【해설】 6대 전략 광물은 유연탄(역청탄), 우라늄, 철광석, 구리, 아연, 니켈이다.
분단비용은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까닭에 남북한이 분담하는 경제적 · 경제외적 비용의
총체를 말한다. 남북한의 대결 상태로 분단이 지속되는 한 계속 낭비되는 지출 비용이다. 반면에
통일편익은 통일이 되면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말한다. 따라서 통일편익의 발생은 곧 분단비용의
소멸을 의미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중)
12

[정답] O
【해설】 분단비용은 분단 상황이 지속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으로 통일이 되면 즉시 소멸하게
된다. 통일편익은 통일이 되는 순간부터 발생하게 되므로 통일편익의 발생은 곧 분단비용의 소멸
을 의미하는 것이다.
통일에 따르는 유형적 비용 가운데 정치 및 행정 제도, 금융과 화폐 통합 등 상이한 두 체제를 통
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중)
① 제도통합 비용 ② 위기관리 비용 ③ 경제적 투자 비용 ④ 사회간접자본 투자 비용
[정답] ①

13

【해설】 유형적 통일 비용에는 크게 제도통합 비용, 위기관리 비용, 경제적 투자비용이 있다. 이
가운데 제도통합 비용에는 북한의 체제 전환을 위한 공무원 재교육 비용과 주민의 재사회화 및

14

기술교육 비용이 포함된다.
한반도에서 출발해 중국, 러시아, 몽골 등을 거쳐 유럽까지 이어지는 철길이 연결되면 물류비를
줄일 수 있고, 기찻길이 연결되면서 관광객들이 자유로이 오갈 수 있다. 이는 남북을 잇는 철도인
(
)를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와 연결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과
북의 교류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괄호 안에 들어갈 철도를 쓰세요. (중)
[정답] 한반도종단철도 또는 남북한연결철도(TKR,Trans-Korean Railway)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까닭에 남북한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다음 문제들로 인해 우리가 부
담해야 할 비용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세요. (하)

15

• 이산가족의 생사 확인·상봉·재결합 등 인도적 문제
•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로 인한 과도한 국방비 문제
• 대륙의 일원이지만 육로로는 대륙으로 진출할 수 없는 지정학적 문제
• 국제사회에서 소모적으로 대결해야 하는 외교적 문제
[정답] 분단비용

【해설】 분단비용이란 남북 분단이 지속되는 한 우리가 떠안아야 할 부담을 총칭하여 일컫는 용
어이다. 분단비용에는 눈에 보이는 유형적 비용과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무형적 비용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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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문 항
다. 유형적 비용은 국방에 소요되는 안보 비용, 외교 비용, 체제 유지비 등이 있고, 무형적 비용은
전쟁에 대한 공포, 이산가족의 고통, 이념 갈등, 국토이용의 제한 및 불균형 발전 등 사회 문제와
연관된 비용을 의미하며 사회적 비용이라고도 한다.
통일편익은 실제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항목들이 많아 이를 산출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통일이 되면 분단비용이 사라지고 통일비용은 통일 한국에 대한 투자비용으로 지속적인 통일편익
을 창출해 내기 때문에 통일비용보다 통일편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16

쓰세요. (중)
[정답] O
【해설】 통일비용은 한시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 한계가 있지만, 통일편익은 통일비용을 상쇄
하고도 남을 막대한 유ㆍ무형의 편익이며 무한하다.
통일이 가져다 줄 경제적·경제외적 보상과 혜택의 총체를 의미하는 용어는 무엇인가? (하)
[정답] 통일편익

17

【해설】 통일편익의 유형적 편익으로는 국방비 감축, 외교적 경쟁 비용 해소, 내수시장 확대 및
남북 경제의 보완성 증대 등이며, 무형적 편익으로는 이산가족문제 해결, 전쟁 가능성 소멸, 국제
적 지위 향상, 자율성의 신장, 생활반경의 확산, 다원화된 문화의 확산 등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시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
① 통일 후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② 통일을 대비하는 소중한 인적자원이 된다.
③ 한국 사회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약화시킨다.

18

④ 통일 후 북한주민들의 적응을 돕는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정착은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함의를 지니고 있다.
이들은 통일 후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으며 통일을 대비하는 소중한 인적 자원이 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효율적 보호 및 지원을 위해 1999년에 개원한
시설로 사회 적응 교육과 직업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이 기관의 명칭을 쓰세요. (중)
[정답]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19

【해설】 하나원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정착 지원 시설이다. 이곳에서는 관계 기관의 합동 신문
이 끝난 이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고충 등에 관한 각종 상담 및 생활 지도를 통해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찾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한국 사회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 적응 교육과 직업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안성에 제1하나원이, 화천에 제2하나원이 있다.
북한의 대표적인 광물로서 북한 전역에 약 60억 톤 규모가 매장되어 있다고 한다. 이 광물은 내화
용의 경우 제철산업과 관련이 많으며, 경소용의 경우는 주로 농업용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전기
절연재와 내화제품의 부품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광물의 이름을 쓰세요. (중)

20

[정답] 마그네사이트
【해설】 북한의 주요한 마그네사이트 매장지역은 함경남도 단천 지역이다. 북한 전체의 마그네사

21

이트 매장량은 세계 3위에 해당할 정도로 대규모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헌법 제92조에 설치 근거를 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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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응하는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하)
[정답] O
【해설】 대한민국 헌법 제92조 -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통일을 대비하는 자세로 옳지 않은 것은? (중)
① 미래에 반드시 올 통일을 적극적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② 통일은 정부의 몫이 아니라 우리 온 겨레가 만들어 가는 것이다.
③ 우리의 노력과 준비 정도에 따라 통일비용은 줄이고 통일편익을 늘릴 수 있다.

22

④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는 통일담론의 공론화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답] ④
【해설】 우리 국민이 통일에 무관심하거나 통일을 불필요하게 여긴다면 통일의 기회를 만들기 힘
들 뿐 아니라 통일의 기회가 찾아온다고 해도 통일을 성취하기 힘들며, 통합과정이 부담스럽게 된
다. 통일을 신속하고, 바르게 이루기 위해서는 온 국민의 참여가 필요하다.
아시아 지역의 국제 육상 교통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시작한 이 사업은 일본, 한국, 북한, 중국, 인
도, 터키, 러시아 등 아시아 지역에 주요 8개 노선을 중심으로 30여개 국을 연결하는 14만㎞의 대
형 프로젝트이다. ‘AH’로 표기되는 이 프로젝트는 무엇인가? (중)

23

① 아시아-유럽 드림웨이

② 아시아-유럽 하이스프드

③ 아시안 하이웨이

④ 아시안 하이패스
[정답] ③

【해설】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아시안 하이웨이 프로젝트’는 유엔의 아시아태평양경제사
회위원회(ESCAP)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우리나라는 일본-한국-북한-중국-인도-터키 등을 연결
하는 AH1노선과 한국-북한-러시아 등을 연결하는 AH6 노선이 지나게 된다.
남과 북은 국제 스포츠대회에서 12차례 공동입장 하였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중)
[정답] O
【해설】 국제 스포츠대회에서 남북공동입장은 2000년 시드니올림픽,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24

2003년 아오모리 동계아시안게임,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2004년 아테네올림픽, 2005년 마
카오 동아시아경기대회, 2005년 인천 아시아육상경기 선수권대회,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 2006
년 도하 아시안게임, 2007년 장춘 동계 아시안게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2018 자카르타-팔렘
방 아시안게임 등 총 12차례이다.
남북단일팀은 1991년 포르투칼 리스본에서 열린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부터 남북한 국
기 대신 한반도기를 사용하였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하)
[정답] X

25

【해설】남북한 국기 대신 한반도기를 사용하기 시작한 대회는 1991년 4월 일본 지바에서 열린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이다.
2007년 2차 정상회담에서는 개성공단 외에도 경제특구를 더 짓기로 합의를 하였다. 북한 측이 서

26

부전선 일대를 양보하기로 했던 이 지역은 어디인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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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평양

② 해주

③ 신의주

④ 청진
[정답] ②

【해설】「10・4 선언」 5항에서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
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
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국은 2013년 한‧러 정상회담 합의에 의해 북‧러 사업에 한국이 합류하는 형태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철도를 개통하고, 이 철길이 향후 시베리아 횡단철도과 남북
종단 철도의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낳기도 했다. 이 프로젝트는 무엇인가? (중)
[정답] 나진-하산프로젝트
27

【해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러시아산 유연탄을 러시아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54㎞ 구간
철도로 운송해 나진항에서 화물선에 옮겨 실어 남한의 항구로 운송하는 사업이다. 한국은 남·
북·러 복합물류 사업으로 러시아 유연탄을 3차례 시범운송까지 했으나,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사실상 중단됐다.
남북 분단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가치가 저평가되는 것을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라고 한다.
반면에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한국의 다양한 영역에서 가치가 높아져 다

28

양한 이익과 혜택을 누리게 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세요. (중)
[정답] 코리아 프리미엄(Korea premium) 현상
이 도시는 한반도 철도가 연결되면 5,500만 평방킬로미터에 인구 40억 명이 사는 유라시아대륙과
태평양을 잇는 최대의 물류기지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한다. 한반도 동남쪽 끝에 자리 잡은 항구도

29

시로서 현재 세계 5위의 무역항인 이 도시 어디인가? (하)
① 부산

② 마산

③ 포항

④ 여수

[정답] ①
남북 대결로 인해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 한국 경제가 입는 부정적 피해를 이르는 말을
30

쓰세요. (중)
[정답] 코리아 디스카운트 혹은 한반도 리스크, 또는 코리아 리스크
금강산 관광사업은 북한 최남단 해군기지인 (

), (

동시켰으며, 서부 휴전선에서는 개성공단이 건설되면서 (

)의 군함들을 금강산 북쪽 해역으로 이
)의 군부대가 개성공단 이북으로 재

배치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은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잡았다는 평가가 있
31

는데, 괄호 안에 들어갈 지역은 무엇인지 순서대로 쓰세요. (상)
[정답] 장전항, 성직항, 개성
【해설】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은 경제적 혜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군기지를 휴전

선에서 북쪽으로 이동시킴으로써 남북의 휴전선이 사실상 넓어지는 안보의 혜택도 있다.
남한, 북한의 인구와 해외동포를 더한 통일코리아의 인구는 약 8천 2백만 명 혹은 8천만 명(남 5
천만 명, 북 2천 5백만 명, 해외동포 7백만 명)이 된다고 하는데, 인구가 1억 명 정도가 되면 내수
32

경제만으로도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한다. 남북 경제 통합의 편익으로는 통일로 인하여 시장이
확대됨으로써 얻게 된다는 의미로 각종 생산요소를 투입하는 양을 증가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이 증가되는 현상을 나타내는 경제용어를 쓰세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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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규모의 경제
【해설】

규모의 경제(規模의 經濟, economies of scale)는 투입규모가 커질수록 장기평균비용이

줄어드는 현상을 말하며 생산량을 증가시킴에 따라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어 남한과 북한 그리고 중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거대 경제권을 형성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 경제권을 중립적인 용어로 무엇이라고
33

하는지 쓰세요. (상)
[정답] 환황해경제권 또는 환서해경제권
북한에는 국토의 80%에 광물자원이 매장되어 있다고 하는데, 아시아 최대의 노천광산인 이곳 역
시 약 20-30억 톤 이상의 철이 매장되어 있다고 한다. 한국의 포스코에서 2007년 2차 남북정상회
담 직후 북한에 교류를 제안하기도 했던 이 광산의 이름을 쓰세요. (상)

34

[정답] 무산철광
【해설】 무산철광은 북한 최대의 철광산으로 함경북도 무산군에 위치한 노천 철광산이다. 백무고
원 해발 500 ~ 1500 m 의 고산지대에 위치한다.

7. 근대 국가 수립 운동과 일제의 침략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 인물은 누구인가? (상)
우리나라의 형세는 실로 벨기에와 불가리아 양국의 전례(典例)와 견줄 만하다. 불가리아가 중
립 조약을 체결한 것은 유럽 여러 대국들이 러시아를 막으려는 계책에서 나온 것이었고, 벨기
에가 중립 조약을 체결한 것은 유럽의 여러 대국이 서로 자국을 보전하려는 계책이었다. 이를
가지고 논한다면,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중립국이 된다면 실로 러시아를 방어하는 큰 기틀이고
또한 아시아의 여러 대국이 서로 보전하는 정략이 될 수 있다. …… 오직 중립 한 가지만이
진실로 우리나라를 지키는 방책이다. 그러나 이를 우리가 먼저 제창할 수 없으니 그것은 중국
에 요청하여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만일 중국이 혹 일을 핑계 삼아 즉시 들어 주지 않으면

1

오늘 청하고 내일 또 청해서 중국이 맹주가 되어 영국⋅프랑스⋅일본⋅러시아 등 아시아 지역
과 관계가 있는 여러 나라와 회동하고 이 자리에 우리나라를 보내어 공동으로 맹약을 체결하
기를 구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입장만 위한 것이 아니고 중국에게도 이익이 되며 여러 나라가 서로 보존
하는 계책이기도 한 것인데 어찌 근심만 하면서 이를 행하지 않는가.
① 김옥균 ② 민영익 ③ 서재필 ④ 유길준
[정답] ④
【해설】 유길준은 영국의 거문도 사건, 러시아의 남하 정책, 미국의 입장, 중국의 입장, 일본의
침략 의도 등을 종합해 강대국들의 보장 아래 조선을 중립지대화 하자는 「중립론」을 1885년 말
에 집필하였다.
다음 빈 칸에 들어갈 3개국은 어디인지 쓰세요. (상)

2

제2차 수신사 김홍집은 일본에서 청의 외교관 황준헌이 쓴 ‘조선책략’을 가지고 와서 고종
에게 바쳤다. ‘조선책략’에는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 조선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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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손잡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조선책략’이 알려지자 영남의 유생들이 만인소를
올리는 등 거세게 반발하기도 하였다.
[정답] 중국, 일본, 미국
【해설】 조선책략의 내용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친중국(親中
國)·결일본(結日本)·연미국(聯美國)함으로써 자강책을 도모하라는 것이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기구의 이름을 쓰세요. (상)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인 1880년, 정부는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근대적 행정 기구인 이것을
설치하였다. 이 기구는 실무를 담당하는 12사를 두고, 개항 후 새롭게 대두한 외교·통상, 그

3

리고 개화와 관련된 정책을 총괄하였다.
[정답] 통리기무아문
【해설】 통리기무아문은 1880년(고종 17) 12월 변화하는 국내외 정세에 대응하고, 개화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설치한 기관이다. 여기에는 개화파 인사가 대거 등용되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
조선 정부는 일본의 정세를 파악하고 개화 정책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1881년 일본에 (
)을/를 파견했다. 하지만 국내의 개화 반대 여론 때문에 (

)의 파견은 비밀리에 진

행되었다. 이들은 일본 정부 각 기관과 산업·군사 등 근대적 시설을 두루 살펴보고, 미국과의

4

수교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해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① 보빙사
② 영선사
③ 수신사
④ 조사 시찰단
[정답] ④
【해설】 위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조사 시찰단과 관련된 내용이다. 조사 시찰단의 목적은 일본
의 근대 문물 시찰과 개화 정책에 대한 정보 입수였다. 하지만 국내의 개화 반대 여론 때문에 비
밀리에 파견되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신문은 무엇인가? (중)
1883~1884년에 조선 정부에서 간행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신문으로 정부의 정책을 홍보하
고, 국내외 정세를 소개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순한문으로 발행되었다.

5

① 독립신문

② 한성순보

③ 황성신문

④ 대한매일신보
[정답] ②

【해설】 1883년 박문국에서 한성순보를 발행하기 시작했다. 한성순보에서 ‘순(旬)’이 열흘을
의미하는 한자이다.
조선 정부는 근대 시설을 마련하면서 인쇄 업무를 담당하는 박문국을 설치하여 한성순보를 발행
하였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중)

6

[정답] O
【해설】 박문국은 1883년(고종 20) 8월 인쇄·출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관
으로 한성순보를 발행하였다. 하지만 1888년 7월 폐지되었다.

7

다음에서 설명하는 병원은 무엇인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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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병원은 1885년 개원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국립병원이다. 갑신정변 당시 중상을 입은
민영익을 미국 선교사 알렌이 치료한 것을 계기로 서양식 국립병원 설립이 가속화되었다. 고
종은 알렌의 서양식 병원 건립 건의를 받아들여 1885년 2월 29일 이 병원을 설치하였는데, 건
물은 홍영식의 집(지금의 헌법재판소 자리)을 쓰게 하였다. 이 병원의 명칭은 2주일 만에 백지
화되고, 그 해 3월 12일에 새로 제중원이라는 이름을 붙여 개원 당시부터 소급 적용하였다.
① 광혜원 ② 혜민서 ③ 대한의원 ④ 자혜병원
[정답] ①
【해설】 위에서 설명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국립병원은 광혜원이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전등이 설치된 곳은 경복궁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중)
[정답] O

8

【해설】 고종은 경복궁 후원에 화력 발전기를 설치하고 향원정 연못의 물을 이용하여 발전기를
돌렸다. 이 전기를 이용하여 1887년 3월 6일 경복궁 건청궁에 첫 전등이 설치되었다. 경운궁에는
1898년 처음으로 전화가 설치되었다.
조선이 최초로 근대적 조약을 맺은 서양 국가는 미국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하)

9

[정답] O
【해설】 조선이 서양과 맺은 최조의 조약은 1882년 체결된 조·미수호통상조약이다. 즉, 조선은
서양 국가 중 미국과 최초로 조약을 체결하였다. 영국과 조약을 체결한 것은 1883년이다.
1882년 임오군란 이후 체결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한 조약은 무엇인가? (중)
제2조 중국 상인이 조선 항구에서 만일 개별적으로 고소를 제기할 일이 있을 경우 중국 상무
위원에게 넘겨 심의 판결한다.
제3조 양국 상선은 피차 통상 항구에 들어가 교역을 할 수 있다.
제4조. 양국 상인이 피차 개항한 항구에서 무역을 할 때에 법을 제대로 준수한다면 땅을 세내
고 방을 세내어 집을 지을 수 있게 허가한다. …… 양국 상인이 내지로 들어가 토산물

10

을 구입하려고 할 때에는 피차의 상무위원에게 청하고, 지방관의 서명도 받아 허가증을
얻되, 구입할 곳을 명시하고, …… 세금은 규정대로 완납해야 한다.
① 강화도 조약

② 조·일 무역 규칙

③ 조·미 수호 통상 조약

④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정답] ④

【해설】 위의 조약은 임오군란 이후 조선과 청이 체결한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의 내용 중
일부이다. 이 조약에서 청 상인에게 양화진과 한성에 상점 개설 허용, 치외법권, 내지 통상 등의
특권이 보장되었다.
다음은 1883년 체결된 조·일 통상 장정의 내용 중 일부이다. 다음의 규정을 통해 조선이 일본에

11 부여해 준 권한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세요. (상)
제42관 현재나 앞으로 조선 정부에서 어떠한 권리와 특전 및 혜택과 우대를 다른 나라 관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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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에게 베풀 때는 일본국 관리와 백성도 마찬가지로 일체 그 혜택을 받는다.
[정답] 최혜국 대우
【해설】 통상 ·항해조약 등에서 한 나라가 어떤 외국에 부여하고 있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상
대국에도 부여하는 것을 최혜국 대우라고 한다. 조선은 미국과 청에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였고,
1883년 일본에도 최혜국 대우를 허용하였다.
자연재해나 변란으로 인하여 식량공급이 어렵거나, 곡가의 폭등으로 민생 악화가 예상될 때 지방
관이 그 지방 곡식이 다른 지방이나 다른 나라로 유출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무엇이라고 하

12

는지 쓰세요. (중)
[정답] 방곡령
【해설】 위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방곡령이라고 한다. 1883년 체결된 조·일 통상 장정에 방곡
령에 대한 세부 조항이 포함되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건은 무엇인가? (하)
1884년 급진 개화파는 우정총국 낙성 축하연을 이용하여 민씨 일파와 수구적인 인사들을 살해
하고, 개화당 정부를 수립하였다. 이 사건은 근대 국가 건설을 목표로 일어난 우리나라 최초의
정치 개혁 운동이었다. 청의 간섭을 물리치고 종속 관계를 청산해 국가의 자주 독립을 확고히
하려 했으며, 입헌 군주제 실시와 인민 평등권 확립을 통해 근대적 정치·사회 체제를 구축하

13

려 한 점에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군사적 지원 약속에 지나치게 의존했고, 농민의 염
원이었던 토지 개혁 등에는 소홀하였다. 따라서 민중의 지지를 이끌어 내지 못한 한계가 있다
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① 갑신정변
② 갑오개혁

③ 신미양요

④ 임오군란
[정답] ①

【해설】 위의 설명은 갑신정변에 대한 것이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하)
갑신정변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다툼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조선 주재 독일 외교관 부
들러는 조선이 취해야 할 외교 전략으로 (

14

① 중립화론

② 동도서기론

)을/를 제안하였다.

③ 위임통치론

④ 약소국동맹론
[정답] ①

【해설】 조선을 둘러싸고 청과 일본, 영국과 러시아가 각축을 벌이는 상황에서 조선 주재 독일
부영사 부들러는 조선 중립화안을 정부에 건의하였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중)
동학농민군은 1894년 4월 전주성을 함락하였다. 이에 정부는 농민군 진압을 위해 청에 원병을

15

요청하였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직면한 농민군은 정부와 정치를 개혁할 것을 합의하는 전주
화약을 맺었다. 그 후 농민군은 전라도 각 지역에 자치적 민정 기구인 이것을 설치하여 행정
과 치안을 담당하면서, 자신들이 내세운 폐정 개혁안을 실천해 나갔다.
① 기기창

② 집강소

③ 혜상공국

④ 군국기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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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해설】 동학농민군은 농민 자치 기구인 집강소를 설치하고 폐정 개혁안을 실천하였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이 관청은 무엇인가? (중)
이 관청은 1894년(고종 31) 5월 동학 농민군이 전주성에서 철수한 뒤 6월 11일에 내정 개혁을
위해 임시로 설치되었다. 일본 측의 내정 개혁에 대한 압박을 배제하면서 6월 16일에는 12개

16

조항의 개혁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대부분의 개혁안이 이미 동학 농민군이 폐정개혁안으
로 제시했던 내용이었다. 그러나 6월 25일 군국기무처가 설치되면서 폐지되었다.
① 교정청

② 중추원

③ 우정총국

④ 통리기무아문
[정답] ①

【해설】 전주화약이 체결된 후 조선 정부는 교정청을 두어 자주적으로 개혁을 추진하였다.
1894년 제1차 갑오개혁 때 태양력이 사용되었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하)

17

[정답] X
【해설】 1895년 을미개혁에 따라 태양력이 사용되면서 1895년 음력 11월 16일 바로 다음날이
1896년 양력 1월 1일이 되었다.
1894년 갑오개혁 때 신분제가 폐지되었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하)

18

[정답] O
【해설】 갑오개혁 때 양반과 상민의 신분적 차별을 폐지하고, 공사 노비제를 혁파하였다.
다음 문서의 명칭으로 옳은 것은? (중)
1. 청나라에 의존하는 생각을 끊어버리고 자주 독립의 터전을 튼튼히 세운다.
1. 왕실의 규범을 제정하여 왕위 계승 및 종친과 외척의 본분과 의리를 밝힌다.
1. 왕실에 관한 사무와 나라 정사에 관한 사무는 반드시 분리시키고 서로 뒤섞지 않는다.

19

1. 조세나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경비를 지출하는 것은 모두 탁지아문에서 관할한다.
1. 민법과 형법을 엄격하면서도 명백하게 제정하여 함부로 감금하거나 징벌하지 못하게 하여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① 헌의 6조
② 홍범 14조
③ 폐정개혁안

④ 교육입국조서
[정답] ②

【해설】 자료는 2차 갑오개혁을 시작하면서 고종이 반포한 홍범 14조이다.
일본이 명성 황후를 시해한 을미사변 이후 신변에 불안을 느낀 고종은 처소를 이 나라 공사관으
로 옮겨 머물렀다. 이 나라는 어디인가? (하)

20

① 미국

② 영국

③ 러시아

④ 프랑스
[정답] ③

【해설】 아관파천은 1896년 2월 11일 친러 세력과 러시아 공사가 공모하여 비밀리에 고종을 러
시아 공사관으로 옮긴 사건을 말한다. 고종은 1897년 2월 20일 경운궁으로 환궁하였다.

21 다음 격문을 발표한 의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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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모의 원수를 생각하며 이를 갈았는데, 참혹함이 더욱 심해져 임금께서 또 머리를 깎으시는
지경에 이르렀다. …… 무릇 우리 각도 충의의 인사들은 모두가 임금의 보살핌을 받은 몸이니
환난을 회피하기란 죽음보다 더 괴로우며 멸망을 앉아서 기다릴진대 싸워 보는 것만 같지 못
하다.
① 전주성을 점령하였다.

② 청군에 의해 진압당하였다.

③ 해산 군인들이 합류하였다.

④ 고종의 조칙으로 해산되었다.
[정답] ④

【해설】 자료는 을미의병 당시 유인석이 작성한 격문이다. 을미의병은 아관파천 이후 고종의 조
칙에 따라 해산하였다.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 단체는? (하)
현재 러시아가 우리 대한을 향하여 절영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그 신하된 자가 만약
조그마한 땅이라도 타국인에게 주면 이는 황제 폐하의 역신이며 역대 임금의 죄인이며 우리

22

대한 2,000만 동포 형제의 원수입니다.
① 보안회 ② 신간회 ③ 독립협회 ④ 국채 보상 기성회
[정답] ③
【해설】 독립협회는 러시아의 이권 침탈에 맞서 반대 운동을 벌였다. 그 결과 절영도(지금의 부
산 영도) 조차 요구를 좌절시켰다.
다음 밑줄 친 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
1895년 12월 말, 10년 동안 미국 망명을 마치고 귀국한 서재필은 갑신정변 실패의 원인이 민
중의 지지가 결여된 것 때문이라고 보고 계몽적인 신문을 내보려고 하였다. 서재필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신문사를 설립하고 1896년 4월 7일에 이 신문의 창간호를 발행하였다. 오늘날 4
월 7일을 ‘신문의 날’로 정한 것은 이 신문의 창간에서 연유한 것이다.
① 총독부에 의해 폐간되었다.

23 ② 한글과 영문으로 발행되었다.
③ 영국인 베델이 발행인으로 참여하였다.
④ 을사늑약 이후 시일야방성대곡을 실었다.
[정답] ②
【해설】 1896년 4월 창간된 독립신문은 한글과 영문으로 발행되었다. 하지만 1899년 종간호를 내
었다. 영국인 베델이 발행인으로 참여한 신문은 대한매일신보이고, 장지연의 시일야방성대곡은 황
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 등에 실렸다.
대한제국이 추진한 광무개혁은 구본신참(舊本新參)-옛것을 근본으로 하고 새로운 것을 참작한다-

24

의 원칙에 따라 점진적 개혁을 표방하였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하)
[정답] O
【해설】 광무개혁은 구본신참(舊本新參)의 원칙에 따라 점진적 개혁을 표방하였다.

25 1899년 개통되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영업을 시작한 철도는 경인선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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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세요. (하)
[정답] O
【해설】 1899년 9월 18일에 제물포∼노량진 간의 경인선이 최초로 개통되어 영업을 시작하였다.
당시에는 기관차 4대, 객차 6량, 화차 28량이 이용되었고 7개소에 역 설비가 갖추어져 있었다. 경
부선은 1905년, 경의선은 1906년 경원선은 1914년에 개통되었다.
러·일 양국 간의 전운이 감돌자 대한제국 정부는 국외 중립을 선언하였다. 하지만 러·일 전쟁을
일으킨 일제는 이를 무시하고 서울을 점령하였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하)

26

[정답] O
【해설】 대한제국은 러·일 전쟁이 일어나기 전인 1903년 11월과 1904년 1월에 국제 사회에 대
해 전시 국외 중립을 선언했다. 하지만 일제는 이를 무시하고 서울을 점령한 후, 일본이 한국 내
에서 군사 기지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일 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였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조약은 무엇인지 쓰세요. (중)
이 조약은 1905년 9월 러일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조약의 제2조에는 “러시아는
일본이 한국에서 정치상, 군사상 및 경제상 탁월한 이익을 갖는다는 것을 승인하고 일본제국
정부가 한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도, 보호 및 감리(監理)의 조치를 취함에 있어 이를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일본이 한국

27

에 대한 독점 지배권을 확보하였다.
① 카이로 회담
② 포츠머스 조약

③ 시모노세키 조약

④ 가쓰라·태프트 밀약
[정답] ②

【해설】 포츠머스 조약은 1905년 9월, 러일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 미국 포츠머스에서 일본과 러
시아간에 체결된 강화조약이다. 여기에서 러시아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독점 지배권을 인정하였
다.
러·일 전쟁 중 일제가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해 오자 끝까지 반대운동을 전개하여 이를 철회시킨
애국계몽운동 단체는? (상)

28

① 보안회 ② 신민회 ③ 독립협회 ④ 황국협회
[정답] ①
【해설】 보국안민(輔國安民)을 뜻하는 보안회는 1904년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철회시켰
다.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민영환은 죽음으로 항거하여 국민을 각성하게 할 것을 결심하고 자결하였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하)

29

[정답] O
【해설】 1905년 11월 일제가 을사조약을 강제 체결하여 외교권을 박탈하자 민영환이 자결하였고,
이후 원임대신 조병세, 전참판 홍만식(洪萬植), 학부 주사 이상철(李相喆), 평양대(平壤隊) 일등병
김봉학(金奉學) 등 많은 인사들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을사늑약이 체결된 이후 통감부가 설치되었고,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통감으로 부임해 내정과 외

30 교를 장악했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중)
[정답]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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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을사늑약이 체결된 후 통감부가 설치되었고, 이토 히로부미는 초대 통감으로 부임했다.
1910년 한일병합 이후 총독부가 설치되었고 초대 총독은 데라우치였다.
다음 조약의 체결에 저항한 우리 민족의 활동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중)
ㆍ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중재를 거치지 않고서는 국제적 조약을 맺지 않는다.
ㆍ일본 정부는 한국 황제 밑에 1명의 통감을 둔다.
① 일진회가 합방 상소문을 제출하였다.

31 ②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였다.
③ 장지연의 시일야방성대곡이 신문에 실렸다.
④ 13도 연합 의병 부대가 서울 진공 작전을 전개하였다.
[정답] ①
【해설】 제시문은 1905년 체결된 을사늑약의 내용이다. 친일단체인 일진회는 한국 황제, 총리대
신, 통감에게 합방 상소문과 합방 청원서를 제출하며 합방 청원운동을 벌였다.
1905년 체결된 을사늑약은 국제 조약으로서 갖추어야 할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약이다.
그 근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상)
① 조약 체결에 대해 찬성한 대한제국의 관리가 없었다.
② 일제가 군대를 동원하여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체결되었다.
③ 대한제국의 주권자인 고종 황제가 조약에 대해 비준하지 않았다.

32 ④ 고종 황제가 외부대신 박제순에게 조약 체결권을 위임하지 않았다.
[정답] ①
【해설】 을사늑약의 국제법상 문제점은 비준서·위임장 없이, 강압으로 체결된 조약이라는 점이
다. 을사늑약 체결 당시 고종은 참석하지 않았고, 박제순(외부대신), 이지용(내부대신), 이근택(군부
대신), 이완용(학부대신), 권중현(농상부대신)이 조약체결에 찬성하였다. 을사늑약 체결로 대한제국
은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통감의 정치 간섭을 받게 되었다.
대한 제국의 재정 고문이었던 메가타는 일본의 제일은행권을 국가 기초화폐로 유통시키는 화폐정
리 사업을 추진하였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상)

33

[정답] O
【해설】 메가타는 1905년 화폐정리 사업을 실시하여 백동화 등을 폐지하고, 일본 제일은행권을
본위 화폐로 유통시켜 대한제국을 일본의 화폐권에 편입하였다.
을사늑약에는 각 부 차관을 일본인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중)
[정답] X

34 【해설】 각부 차관을 일본인으로 임명하게 한 조약은 1907년 한일신협약(정미7조약)이다. 이 조
약에 따라 통감부는 각부의 고문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일본인 차관을 임명하여 한국의 외교와 내
정을 전부 통감의 지휘에 따라 집행케 했다. 이로써 그동안 고문기관으로 기능하던 통감부는 직접
한국내정을 주무를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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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문 항
다음 중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 평화 회의에 고종의 특사로 파견되지 않은 인물
은 누구인가? (상)
① 이준 ② 이상설 ③ 이상재 ④ 이위종

35

[정답] ③
【해설】 이상재는 을사늑약 체결이후 관직에 나가기도 했지만 군대가 해산된 이후 관계에서 떠
났으며 헤이그에 파견되지는 않았다. 이상재는 일제강점기 때 YMCA 전국연합회회장, 신간회 창립
회장 등을 역임한 독립 운동가이다.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 평화 회의가 개최되자 고종은 특사를 파견하였다. 하지만 일본
의 방해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하)

36

[정답] O
【해설】 1907년 고종이 파견한 헤이그 특사는 일본의 방해로 만국 평화 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하
고 비공식 경로를 통해 일제의 침략상과 한국의 입장을 세계에 알렸다.
헤이그 특사 파견을 빌미로 일본은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켰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하)

37

[정답] O
【해설】 일본은 헤이그 특사 파견을 빌미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켰다.
다음 활동을 전개한 의병 부대는 무엇인가? (중)
…… 전군이 모여드는 시기가 어긋나고 일본군이 갑자기 진격하는지라. 여러 시간을 격렬히
사격하다가 후원이 이르지 않으므로 할 수 없이 퇴진하였더라. 이 때에 사기를 고무하여 서울

38

진공의 영을 발하니, 그 목적은 서울로 들어가 통감부를 쳐부수고, 저들의 소위 신협약을 파기
하고자 함이라.
① 13도 창의군 ② 조선 혁명군 ③ 북로 군정서군 ④ 대조선 국민 군단
[정답] ①
【해설】 1907년 결성된 의병 연합 부대인 13도 창의군은 서울 진공 작전을 전개하였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법은 무엇인가? (상)
일제가 우리나라의 신문을 탄압·통제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이다. 1907년 7월 이완용 내각이
법률 제1호로 공포, 실시한 것으로 1908년 4월에 일부 개정되었다. 이 법은 신문을 창간함에
있어서 내부대신의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발행정지·벌금형·체형 및 기기를 몰수할 수 있도

39

록 하는 벌칙을 추가했다. 또 신문을 발행하기에 앞서 내부나 그 관할 관청에 각 2부를 납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전검열을 완전히 제도화하였다.
① 신문지법 ② 치안 유지법 ③ 조선 교육령 ④ 조선 태형령
[정답] ①
【해설】 일제는 우리나라의 신문을 탄압·통제하기 위하여 1907년 신문지법을 제정하였다.
신민회는 전국 각지에 지회를 설치하고 연설회를 개최하며 일제의 침략에 저항했다. 맞으면 O, 틀

40

리면 X를 쓰세요. (중)
[정답] X
【해설】 신민회는 비밀 결사 형태로 조직되어 활동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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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문 항
다음에서 설명하는 신문의 이름을 쓰세요. (중)
1904~1910년에 양기탁·베델(영국인) 등이 운영한 신문으로 순한글·국한문·영문판이 발행되
었다. 영국인 베델이 발행인으로 참여하였기 때문에 일제의 검열 속에서도 일제의 침략상을

41

낱낱이 규탄하는 기사를 내보냈고, 국채보상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등 민족운동을 활발하게 전
개하였다. 을사늑약의 불법성을 폭로하는 고종의 친서가 이 신문에 실렸고, 신채호의 『독사신
론』도 이 신문에 연재되었다.
[정답] 대한매일신보
【해설】 위에서 설명하고 있는 신문은 대한매일신보이다.
다음의 취지로 전개된 운동은 무엇인가? (하)
대구 광문사 사장 김광제, 서상돈 씨 등의 서신
지금 나라의 빚이 1,300만 원이며, 이는 우리 대한제국의 존망에 관계된 일이다. 이를 갚으면
나라를 보존하게 되고 못 갚으면 나라를 잃고 만다. 형세가 여기에 이르렀으나 현재 국고로는
보상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삼천리 강토는 장차 우리나라가 아니게 될 것이다. 땅을 한번 잃
으면 돌이킬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월남과 같은 나라의 민족 신세를 면하기 어렵다.(중략)

42

모두가 보상에 참여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2,000만의 백성이 3개월 동안 담배를 끊고 그 돈을
각 사람마다 20전씩 낸다면 1,300만 원을 모을 수 있다. 만약 부족하다면 1원, 10원, 100원,
1000원 등 따로 기부를 받으면 될 것이다.
<대한매일신보> 1907년 2월 21일
① 형평 운동 ② 물산 장려 운동 ③ 농촌 진흥 운동 ④ 국채 보상 운동
[정답] ④
【해설】 1907년 대구 광문사 사장 서상돈 등의 중심이 되어 국채 보상 운동을 전개하였다. 제시
된 자료는 김광제·서상돈 명의로 발표된 국채 보상 운동 취지문이다.
1907년부터 전개되었던 국채 보상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
① 대구에서 서상돈 등이 시작하여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② 대한매일신보 등 언론 및 애국 계몽 운동 단체들이 호응했다.

43

③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개되었다.
④ 통감부의 탄압과 방해로 1,300만 원의 국채를 갚는 데 실패하였다.
[정답] ③
【해설】 1907년 시작된 국채 보상 운동은 대한매일신보 등 언론이 적극 동참하여 전국적으로 확
산되었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1919년 수립되었고, 독립 공채 등을 통해 자금을 모았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종교는 무엇인가? (중)
1909년 나철 등이 전통적인 단군 신앙을 부활시켜 창시하였다. 이 종교의 교도들은 만주에서

44

항일 무장 단체인 중광단을 결성하였으며, 3·1운동 이후에는 이를 확대 개편하여 북로 군정
서를 설립하여 무장 독립 전쟁을 전개하였다.
① 대종교 ② 원불교 ③ 천도교 ④ 천주교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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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문 항
【해설】 위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대종교이다.
다음은 ‘동양평화론’의 내용 중 일부이다. 이 글을 쓴 사람은 누구인지 쓰세요. (하)
‘동양 평화’와 ‘한국 독립’에 대한 문제는 이미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이
며 당연한 일로 굳게 믿었고, 한국과 청나라 사람들의 마음에 깊게 새겨졌다. …… 지금 서양
세력이 동양으로 침략의 손길을 뻗쳐 오고 있는데, 이 재앙을 동양인이 일치단결해서 막아 내
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은 어린아이라도 다 아는 일이다. 그런데도 무슨 이유로 일본은 이
러한 너무나도 당연한 형세를 무시하고, 같은 인종인 이웃 나라를 꺾고 친구의 정을 끊어, 서

45

양 세력이 애쓰지 않고 이득을 얻도록 한단 말인가. …… 그래서 동양 평화를 위한 의로운 싸
움을 하얼빈에서 시작하고, 옳고 그름을 가리는 자리는 여순으로 정했다. 이어 동양 평화 문제
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는 바이니 여러분은 깊이 살펴주기 바란다.
[정답] 안중근
【해설】 안중근은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에서 이토 이로부미를 처단하고, 1910년 3월 26일 여
순 감옥의 형장에서 순국하였다. 동양평화론은 안중근이 여순 감옥에서 저술한 미완성의 소논문이
다.

8. 민족 운동의 전개와 8・15 광복
다음은 일제의 국권 침탈 과정에서 일어난 사실이다. 시기적으로 가장 먼저 있었던 사건은 무엇인
가? (중)

1

① 고종 강제 퇴위

② 러일전쟁 발발

③ 을사늑약 체결

④ 한일 병합 조약 체결
[정답] ②

【해설】 러일전쟁(1904년), 을사늑약 체결(1905년), 고종 강제 퇴위(1907년), 한일 병합 조약 체결
(1910년) 순으로 발생하였다.
1910년 한일 합병 후 초대 총독으로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임명되었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

2

세요. (하)
[정답] O
【해설】 초대 총독은 당시 조선 통감이었던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임명되었다.
다음이 설명하는 독립 운동 단체는 무엇인가? (상)
ㆍ1910년대의 국내 항일 비밀결사
ㆍ고종의 밀지를 받아 결성
ㆍ나라를 되찾은 후 고종을 복위시키려는 목표를 세우고, 의병 전쟁을 계획

3

ㆍ고종은 임병찬을 전라남도 순무대장에 임명
① 의열단

② 한인 애국단

③ 독립 의군부

④ 대한 광복회
[정답] ③

【해설】 1910년대 활동한 비밀결사로는 독립의군부와 대한광복회의 활동이 대표적이다. 독립의군
부는 고종의 비밀 지시로 조직하였으며 국권 회복 후 임금을 다시 세우겠다는 복벽주의를 표방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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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문 항

다음에서 설명하는 독립운동 단체는 무엇인지 쓰세요. (상)
Ÿ

1910년대 독립을 목적으로 무장투장을 전개해 독립을 달성하려 했던 대표적인 국내 독립운
동 단체이다.

4

Ÿ

의병 계열과 애국 계몽 운동 계열이 연합 결성한 단체이다.

Ÿ

군대식 조직을 갖추고, 국내 각지와 만주에까지 지부를 설치하여 독립군 양성에 노력하였다.

Ÿ

친일파를 처단하고 독립 전쟁을 계획하였다.

Ÿ

국권 회복 후 공화정 형태의 근대 국가 건설을 추구했다.

Ÿ

이 단체의 총사령은 박상진이었다.
[정답] 대한 광복회

【해설】 위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대한 광복회이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독립운동 단체는 무엇인가? (상)
장인환·전명운의 의거를 계기로 1910년 결성된 미주 한인 사회의 대표적인 독립운동 단체이
다. 샌프란시스코에 중앙 총회를 두고 북미, 하와이, 멕시코, 시베리아, 만주에 지방 총회, 그
밑에 100여 개의 지방회를 두었다. 기관지로 신한민보를 발간하였으며, 독립 의연금을 모아 독

5

립운동을 지원하였다. 이 단체는 공개적으로 민주 공화국의 수립을 주장하였다.
① 신민회

② 신한 청년단

③ 대한인 국민회

④ 대한 광복군 정부
[정답] ③

【해설】 위에서 설명하고 있는 독립운동 단체는 대한인 국민회이다.
대조선 국민 군단은 만주에서 지청천 등이 결성한 단체로 군사 훈련을 전개하였다. 맞으면 O, 틀
리면 X를 쓰세요. (중)

6

[정답] X
【해설】 대조선 국민 군단은 1914년 6월 10일 하와이 오아후(Oahu)섬 코올아우(Koolau)지방 카할
루우(Kahaluu)의 아후이마누(Ahuimanu)농장에서 독립군사관을 양성할 목적으로 만든 군사교육단체
이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법령은 무엇인지 쓰세요. (상)
일제는 민족 자본의 결집과 성장을 억제하고 효율적인 식민지 경제 수탈을 위한 여러 법령을
제정하고, 한국인의 산업 활동을 제한하였다. 먼저 1910년 이 법을 공포하여 기업을 세울 때

7

총독의 허가를 맡게 했고, 허가 조건을 어길 때는 총독이 기업을 해산할 수 있게 했다. 이 법
은 1920년에 폐지되어 기업의 설립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었다. 이후 일본의 대기업이
한국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였다.
[정답] 회사령
【해설】 위의 내용은 1910년 제정되어 1920년 폐지된 회사령에 관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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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문 항
1910년대 한국의 교실에서는 칼을 차고 수업을 하는 교사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맞으면 O, 틀리
면 X를 쓰세요. (하)

8

[정답] O
【해설】 1910년대 일제는 폭력적이고 위압적인 무단 통치를 하였는데, 교원이 칼을 차고 수업한
사례는 세계에서 1910년대 일제 식민교육 현장에서만 있었던 현상이다.
일제는 이 법령을 집행하기 위해 사진과 같은 기구를 사용하였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법령은 무엇
인지 쓰세요. (상)

9
일제는 1912년에 이 법령을 제정하였다. 이 법령은 한국인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되어 한국인
을 가혹하게 다스리는 데 이용되었다. 이 법령에는 ‘태로 볼기를 때려 집행한다.’고 명시되
어 있다. 그리고 이 법령의 시행규칙에는 ‘태는 길이 1척 8촌, 두께 2푼 5리, 너비는 태의 머
리를 7푼, 태의 손잡이를 4푼 5리로 하며 대나무 조각으로 만든다.’고 자세하게 규정해두었
다. 일제는 3·1운동 이후인 1920년 이 법령을 폐지하였다.
[정답] 조선 태형령
【해설】 위의 내용은 1912년 제정되어 1920년 폐지된 조선 태형령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과 같은 역사의식을 가지고 역사서를 편찬한 인물은 누구인가? (중)
옛사람이 말하기를 나라는 멸망할 수 있으나 그 역사는 결코 없어질 수 없다고 했으니, 이는
나라가 형체라면 역사는 정신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나라의 형체는 없어져 버렸지만, 정신은

10

살아남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역사를 쓰는 까닭이다. 정신이 살아서 없어지지 않으면 형
체도 부활할 때가 있을 것이다.
-“한국통사”[정답] 박은식
【해설】 위의 제시문은 박은식의 ‘한국통사’ 중 일부 내용이다.

11 다음에서 말하는 거사는 무엇인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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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문 항
새벽에 눈이 떠지더니 잠이 오지 않아 그대로 두 손을 모으고 오늘의 거사가 반드시 성공하기
를 기도하였다. 식사도 못하고 태화관으로 향해 떠났다. 4명이 불참한 가운데 오후 2시경 나는
긴장 속에 독립 선언서를 다시 배포하였다. 손병희 선생이 나더러 크게 낭독하라기에 오자를
고치고 그의 지시에 따라 읽었다.
① 3·1 운동

② 2·8 독립 선언

③ 6·10 만세 운동

④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정답] ①

【해설】 태화관은 3·1 운동 때 민족 대표 33인이 모여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일제 경찰에 체
포된 곳이다. 학생과 시민들은 탑골 공원에 모여 따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종로로 뛰쳐나가 만
세 시위를 벌였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19년 동경의 한국 유학생들이 다음과 같은 선언서와 결의문을 발표한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상)
선언서
전조선청년독립단(全朝鮮靑年獨立團)은 우리 2,000만 조선 민족을 대표하여 정의와 자유의 승
리를 얻은 세계 만국 앞에 독립을 기성(期成)하기를 선언하노라.
(중략)
결의문
1. 본단(本團)은 일한 합병이 우리 민족의 자유의사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우리 민족의 생존과

12

발전을 위협하고 또 동양의 평화를 교란하는 원인이 된다는 이유로 독립을 주장함.
2. 본단은 일본 의회 및 정부에 조선 민족대회(朝鮮民族大會)를 소집하여 해당 회의 결의로 우
리 민족의 운명을 결정할 기회를 줄 것을 요구함.
3. 본단은 만국 강화 회의(萬國講和會議)에 민족 자결주의(民族自決主義)를 우리 민족에게도 적
용할 것을 청구함.
4. 전항(前項)의 요구가 실패할 때에는 우리 민족은 일본에 대하여 영원한 혈전(血戰)을 선언함.
① 2·8 독립 선언 ② 3·1 독립 선언 ③ 무오 독립 선언 ④ 조선 혁명 선언
[정답] ①
【해설】 위의 자료는 1919년 2월 8일 동경(東京) 유학생들이 발표한 독립선언서의 내용 중 일부
이다.
1919년 3·1 운동 직후 상하이, 연해주, 서울 등 여러 곳에서 임시 정부가 수립되었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중)

13

[정답] O
【해설】 3·1 운동 이후 연해주에서 대한 국민 의회,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 정부, 서울에 한
성 정부가 수립되었고, 그 외에도 여러 곳에서 임시 정부가 만들어졌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선 총독은 행정 관료인 문관이 임명되는 것이 원칙이었고, 이 원칙은 태평양 전쟁 전까지 지켜

14

졌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하)
[정답] X
【해설】 3·1 운동 이후 일제는 조선 총독에 문관도 임명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실제로 문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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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문 항
독이 임명된 적은 없었다. 사이토 마코토 총독(3·5대)만 해군대장 출신이었고, 나머지 모든 총독
은 육군대장이었다.
3・1 운동을 계기로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수립되었고, 2019년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상)

15

[정답] O
【해설】 1919년 3·1 운동은 민족 자결주의의 대두와 고종의 죽음을 배경으로 일어났다. 우리 민
족의 단합된 독립 의지와 열망을 표출하였던 3·1 운동을 계기로 1919년 민주 공화제의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수립되었다.
다음은 조선 총독 사이토 마코토의 ‘조선 통치에 대하여’에 나오는 글의 일부이다. 이 구상이
이루어진 계기가 된 사건은 무엇인가? (하)
암암리에 조선인 중 진실로 우리들과 동일한 이상과 정신을 가지고 신명을 바쳐 이상과 정신
을 영위할 중심적 친일 인물을 물색케 하고, 그 인물로 하여금 귀족, 양반, 유생, 부호, 실업가,

16

교육가, 종교가 등 각기 계급 및 사정에 따라 각종의 친일적 단체를 만들게 한 후, 그에게 상
당한 편의와 원조를 제공하여 충분히 활동토록 할 것
① 3·1 운동

② 원산 총파업

③ 윤봉길 의거

④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정답] ①

【해설】 일제는 3·1 운동을 계기로 문화 통치로 전환하는 한편, 친일파 육성에 나서 우리 민족
을 분열시키려 하였다.
다음은 의열단의 활동지침이 되었던 ‘조선 혁명 선언’의 내용 중 일부이다. 이 선언을 작성한
사람은 누구인가? (중)
조선 민족의 생존을 유지하자면 강도 일본을 쫓아낼 것이며, 강도 일본을 쫓아내자면 오직 혁
명으로써 할 뿐이니, 혁명이 아니고는 강도 일본을 쫓아낼 방법이 없는 바이다. ……
이제 폭력 – 암살⋅파괴⋅폭동 - 의 목적물을 대략 열거하면.
① 조선 총독 및 각 관공리(官公吏)

17

② 일본 천황 및 각 관공리(官公吏)
③ 정찰꾼(밀정), 매국노
④ 적의 모든 시설물
⁞
① 김구

② 신채호

③ 안창호

④ 윤봉길
[정답] ②

【해설】 의열단의 활동지침이 되었던 조선 혁명 선언은 김원봉의 요청에 따라 신채호가 1923년
1월 발표한 것이다.

18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였던 인물은 누구인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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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문 항
1926년 의열단에 가입한 후, 동양척식주식회사와 식산은행을 파괴하기 위하여 국내에 잠입하였
다. 그해 12월 28일 식산은행에 폭탄을 던져 일본인들을 죽이고 이어서 동양척식주식회사 사원
들을 사살한 후 폭탄을 던졌으나 불발하자, 다시 조선철도회사에 가서 일본인들을 저격하였다.
① 강우규

② 나석주

③ 이봉창

④ 장인환
[정답] ②

【해설】 의열단은 일제 고위 관리나 친일파 거두를 처단하고, 식민 통치 기관과 착취 기관을 파
괴하는 활동을 하였다. 위와 같은 활동을 한 인물은 나석주였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독립운동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
Ÿ

1919년 만주 지린에서 김원봉 등의 주도로 조직되었다.

Ÿ

일제 고위 관리나 친일파 거두를 처단하고, 식민 통치 기관과 착취 기관을 파괴하려 하였다.

Ÿ

‘조선 혁명 선언’에 민중의 직접 혁명을 달성하려는 목표가 잘 드러나 있다.

Ÿ

1920년대 후반부터 개인 폭력 투쟁에 한계를 느끼고 무장 투쟁 노선으로 전환하였다.

① 신흥 강습소를 설립하였다.
② ‘조선 의회’ 설립을 추진하였다.
19 ③ 대한민국 건국 강령을 발표하였다.
④ 민족 혁명당 결성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정답] ④
【해설】 김원봉이 1919년 만주 지린에서 조직한 의열단은 개인 폭력 투쟁을 통해 독립을 쟁취하
고자 하였다. 그러나 1920년대 후반부터 개인 폭력 투쟁에 한계를 느끼고 조직적인 무장 투쟁으로
노선을 바꾸었다. 이에 중국 황포군관학교에서 군사 교육을 받았으며, 1930년대에는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으로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설립하여 군사 훈련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민족 통일 전선
활동으로 ‘민족혁명당’ 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다음 자료를 행동강령으로 한 단체의 이름을 쓰세요. (중)
우리는 외교론, 준비론 등의 미몽을 버리고 민중 직접 혁명의 수단을 취함을 선언하노라. ……
우리는 민중 속으로 가서 민중과 손을 맞잡아 끊임없는 폭력, 암살, 파괴, 폭동으로써 강도 일
제의 통치를 타도하고, 우리 생활에 불합리한 일체의 제도를 개조하여 인류로써 인류를 압박

20

하지 못하며, 사회로써 사회를 박탈하지 못하는 이상적 조선을 건설할지니라.
[정답] 의열단
【해설】 의열단을 조직한 김원봉의 요청에 따라 신채호가 작성한 ‘조선 혁명 선언’에는 의열
단의 행동강령과 개인 폭력 투쟁을 통해 민중의 직접 혁명을 달성하려는 의열단의 목표가 잘 드
러나 있다.

21

다음 중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
① 독립신문 발간

② 독립 공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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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문 항
③ 국채 보상 운동 전개

④ 한·일 관계 사료집 간행
[정답] ③

【해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사료 편찬부를 두어 한·일 관계 사료집을 발간하였고, 기관지로
독립신문을 발간하였다. 독립 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독립 공채를 발행하거나 의연금을 거두
었다. 국채 보상 운동은 1907년 전개되었다.
2019년 수립 100주년을 맞이한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민주 공화제 정부로서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구성되었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하)

22

[정답] O
【해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민주 공화제 정부로서 입법 기관인 임시 의정원, 행정 기관인 국무
원, 사법 기관인 법원으로 구성되었다.
1920년대 산미 증식 계획의 실시 결과 한국인의 1인당 쌀 소비량이 증가하였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중)

23

[정답] X
【해설】 산미 증식 계획으로 쌀 생산량은 증가하였지만, 증산된 쌀보다 일본으로 반출된 쌀이 더
많았다. 이로 인해 한국인의 1인당 쌀 소비량이 줄어들었고, 부족한 곡식은 값싼 외국 쌀이나 만
주산 잡곡으로 대체되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중)
1920년 10월 김좌진·나중소·이범석이 지휘하는 북로군정서군과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
등을 주력으로 한 독립군 부대가 독립군 토벌을 위해 간도에 출병한 일본군을 10여 차례의 크
고 작은 전투에서 크게 무찔렀다.

24

이 전투의 전과에 대해 북로군정서가 임시정부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군 사상자가 연
대장 1명, 대대장 2명, 기타 1,254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① 간도 참변
② 봉오동 전투
③ 청산리 대첩

④ 대전자령 전투
[정답] ③

【해설】 위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청산리 대첩이다.
다음과 같은 취지를 가지고 1920년대 전국적으로 확산된 운동은 무엇인지 쓰세요. (중)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모두, 우리가 우리의 손에 산업의 권리, 생활의 제1조건을 장악하지 않
으면 우리는 도저히 우리의 생명, 인격, 사회의 발전을 기대하지 못할 것이다. ……조선 사람
은 조선 사람 지은 것을 사 쓰도록 하고, 조선 사람은 단결하여 그 쓰는 물건을 스스로 제작

25

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각오와 노력이 없이 어찌 조선 사람이 그 생활
을 유지하고 그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겠는가.
[정답] 물산 장려 운동
【해설】 이 사료는 1923년 1월 서울 낙원동 협성학교 강당에서 탄생한 조선 물산 장려회의 설립
취지서인 「조선 물산 장려회 취지서」의 일부이다. 이 취지서는 1923년 『산업계』 11월호를 통
해 발표되었다.

26 1920년대 다음과 같은 취지를 가지고 전개된 운동은 무엇인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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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문 항
우리들의 운명을 어떻게 개척할까? 정치냐, 외교냐, 산업이냐? 물론 이러한 사업들이 모두 다
필요하도다. 그러나 그 기초가 되고 요건이 되며 가장 급무가 되고 가장 선결의 필요가 있으
며 가장 힘 있고 가장 필요한 수단은 교육이 아니면 불가능하도다. ……민중의 보편적 지식은
보통 교육으로도 가능하지만 심오한 지식과 학문은 고등 교육이 아니면 불가하며 …… 그러므
로 이제 우리 조선인도 세계 속에서 문화 민족의 일원으로 다른 나라 사람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우리들의 생존을 유지하며 문화의 창조와 향상을 기도하려면, 대학의 설립을 빼고는 다
시 다른 방도가 없도다.
① 형평 운동 ② 농촌 진흥 운동

③ 물산 장려 운동

④ 민립 대학 설립 운동
[정답] ④

【해설】 위의 사료는 1923년 조직된 민립 대학 설립 기성회의 발기 취지서 중 일부이다.
일제는 한국 강점과 식민 통치를 합리화하려고 식민 사관을 날조하여 우리 역사를 왜곡했다. 다음
중 일제의 식민 사관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중)
① 세계사의 보편적 발전 법칙에 따라 한국사를 체계화한 유물사관
② 당쟁만 일삼다 보니 당파성이 민족성으로 고착되었다는 당파성론

27 ③ 한국은 고려, 조선으로 왕조가 바뀌면서도 역사의 발전은 정체되었다는 정체성론
④ 한국의 역사는 늘 중국과 일본 등 외세에 의해 타율적으로 움직여 왔다는 타율성론
[정답] ①
【해설】 일제는 조선사 편수회를 중심으로 정체성론, 당파성론, 타율성론 등의 식민 사관을 퍼뜨
려 식민 통지를 합리화하려 하였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건은 무엇인가? (중)
1920년 일제는 만주에 있는 독립군 부대 토벌작전을 벌였다. 하지만 큰 성과를 얻지 못했고,
더욱이 청산리에서 한국 독립군에게 대패를 당했다. 이에 일본군은 독립군의 근거지를 없앤다
는 명분으로 이 지역 일대의 한인 마을에 들어가 우리 동포를 무차별 학살하고 집과 학교, 교

28

회 등을 불태웠다. 3, 4개월 동안 벌어진 일본군의 무차별 학살로 수많은 동포가 참혹한 죽음
을 당하였다.
① 간도 참변

② 만주 사변

③ 자유시 참변

④ 제암리 사건
[정답] ①

【해설】 위에서 설명하는 것은 간도 참변(경신 참변)이다.
다음의 내용과 관련 있는 단체의 이름을 쓰세요. (중)

29

Ÿ

조선어 연구회를 계승하였다.

Ÿ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 및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을 제정하였다.

Ÿ

우리말 큰사전 편찬 사업을 전개하던 중 회원 30여 명이 일제에 의해 검거, 투옥되었다.

Ÿ

2019년 1월 개봉한 영화‘말모이’는 이 단체의 활동을 소재로 하였다.
[정답] 조선어 학회

【해설】 제시된 내용은 조선어 학회와 관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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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3·1 운동 이후 조선 총독 사이토가 다음과 같은 대책을 세운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이른바 문화
통치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
조선 민족 운동에 대한 대책
Ÿ

조선인 핵심 친일 인물을 발굴하여 귀족, 양반, 종교, 교육 등에 침투하여 친일 단체를 만
들도록 한다.

Ÿ

‘수재 교육’이란 이름으로 친일 지식인을 만들고 그를 통해 조선 청년의 사상 문제를 해
결토록 한다.

Ÿ

놀고먹는 자에게 생활 방도를 주는 방편으로써 선전 및 정탐에 이용한다.

Ÿ

조선인 자본가와 노동자, 지주와 소작인을 이간시켜, 조선인 자본가와 일본인 자본가의 제

30

휴를 이룬다.
이상의 방법에 따라, 친일파와 배일파를 변별하여 배일파에 대해서는 직⋅간접으로 그 행동을
구속하는 방책을 취하되, 친일파에 대해서는 사정이 허락하는 한 편의와 원조를 줄 필요가 있다.
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
② 조선 의회를 설립하여 자치를 실현한다.
③ 대학 교육을 통해 비판적 지식인을 양성한다.
④ 친일 세력을 양성하여 민족 분열 통치를 한다.
[정답] ④
【해설】 조선 총독 사이토의 조선 민족 운동에 대한 대책을 통해 문화 통치의 본질이 친일 세력
양성을 통한 민족 분열 통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취지를 가지고 1923년 진주에서 시작하여 전국으로 확산된 운동은 무엇인지 쓰세요.
(중)
공평은 사회의 근본이고 애정은 인류의 근본 강령이다. 그런 고로 우리는 계급을 타파하고 모
욕적 칭호를 폐지하여 교육을 장려하며, 우리도 참다운 인간이 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본사
의 큰 뜻이다. 지금까지 조선의 백정은 어떠한 지위와 어떠한 압박을 받아 왔던가? 과거를 회

31

상하면 종일토록 통곡하여도 피눈물을 금할 길이 없다. 여기에 지위와 조건 문제 등을 제기할
여유도 없이 일전의 압박에 대해 절규하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이 문제를 선결하는 것이야
말로 우리의 급무이다.
① 소년 운동
② 형평 운동

③ 국채 보상 운동

④ 민립 대학 설립 운동
[정답] ②

【해설】 이 사료는 1923년 4월 경상남도 진주에서 백정 차별에 분개한 이학찬이 신현수⋅강상호
⋅천석구⋅장지필 등 회원 80여 명과 더불어 창립한 형평사의 취지서이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역사서는 무엇인가? (상)

32

Ÿ

1920년 편찬된 책으로 박은식이 1884∼1920년의 항일 투쟁을 기술한 역사서이다.

Ÿ

책은 서(序)와 상편 25장, 하편 31장, 부록,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Ÿ

상편에서는 『한국통사』에서 언급한 부분을 줄이고, 주로 독립운동과 관련된 사항을 서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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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문 항
Ÿ

하편에서는 3⋅1 운동과 그 뒤의 독립운동 사례를 서술했다.

Ÿ

부록에는 한국인의 독립운동에 대한 세계 여론을 수록했는데, 미국인 헐버트와 맥켄지의

보고문, 미국 상원의 보고문, 외국 신문의 기사를 소개했다.
① 독사신론
② 동국역사
③ 조선사회경제사
④ 한국독립운동지혈사
[정답] ④
【해설】 위에서 설명하고 있는 책은 한국독립운동지혈사이다.
다음 소작 쟁의가 일어난 지역으로 옳은 것은? (중)
지주 문재철이 7할 내지 8할의 소작료를 징수하는 데 반발하여, 서태석 등의 소작인들이 소작
회를 조직하고, 문재철과 이를 비호하는 일제에 대항하여 1년여 간 투쟁하였다. 그 결과 소작

33

료를 40% 정도로 낮추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 소작 쟁의는 전국 각지의 소작 쟁의를 자
극하는 계기가 되었다.
① 고부

② 원산

③ 암태도

④ 만보산
[정답] ③

【해설】 1923년 전남 신안 암태도의 소작인들은 지주 문재철의 횡포에 맞서 소작 쟁의를 벌였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것은 무엇인가? (중)
박은식, 김창숙, 원세훈 등 14인이 ‘우리 동포에게 고함’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것
이 계기가 되어 전 국민의 의사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분열을 극복하고 통일적인

34

독립운동의 방침을 마련하자는 움직임이 각지에서 구체화되었다. 이에 국내외 거의 모든 독립
운동 세력이 대표를 파견한 가운데 상하이에서 (
① 인민 위원회

② 국민 대표 회의

③ 2·8 독립 선언

)이/가 개최되었다.
④ 대조선 국민 군단
[정답] ②

【해설】 1923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진로를 두고 국민 대표 회의가 열렸다.
1924년 개교한 경성 제국 대학에는 한국인도 입학할 수 있었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하)

35

[정답] O
【해설】 경성제국대학은 한국인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한국 거주 일본인의
고등 교육과 친일 관리를 양성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전체 학생 가운데 한국인은 3분의 1 정도로
한국인을 위한 대학은 아니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이 법은 무엇인지 쓰세요. (상)
이 법은 일제가 국가 체제(천황제)나 사유 재산 제도를 부정하는 사상을 통제하고 탄압하기 위
해 제정한 법률이다. 이를 통해 일제는 사회주의자뿐만 아니라 민족주의 사상을 지닌 독립운

36

동가도 탄압하였다. 이 법은 1925년에 공포되었고 이후 몇 차례 개정되었다. 일제는 조선어학
회를 탄압하는 데 이 법을 적용하기도 했다.
[정답] 치안 유지법

【해설】 위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치안 유지법이다.
37 순종 황제의 장례식이 치러지던 날 6·10 만세 운동이 일어났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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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정답] O
【해설】 3·1 운동은 고종의 사망을 계기로 일어났다. 순종 황제의 장례식에 맞춰 6·10 만세운
동이 일어났다.
다음과 같은 강령으로 1927년 창립된 국내 최대 규모의 항일 단체의 이름을 쓰세요. (중)

38

Ÿ

우리는 정치적·경제적 각성을 촉진함.

Ÿ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함.

Ÿ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함.
[정답] 신간회

【해설】 이것은 신간회 강령이다. 신간회는 전국적으로 120∼150여 개의 지회를 가지고 있었으
며, 회원수가 2만∼4만 명에 이른 일제하 가장 규모가 컸던 항일 단체였다.
다음과 같은 행동강령을 가지고 1927년 조직된 여성 운동 단체는 무엇인가? (중)
행동 강령
1. 여성에 대한 사회적⋅법률적인 일체의 차별을 철폐한다.
2. 일체의 봉건적인 인습과 미신을 타파한다.
3. 조혼을 폐지하고 결혼의 자유를 확립한다.
4. 인신매매 및 공창(公娼)을 폐지한다.

39

5. 농민 부인의 경제적 이익을 옹호한다.
6. 부인 노동의 임금 차별을 철폐하고 산전 및 산후 임금을 지불하도록 한다.
7. 부인 및 소년공(少年工)의 위험 노동 및 야근을 폐지한다.
① 근우회
② 찬양회
③ 대한 부인회
④ 조선 여자 기독교 청년회
[정답] ①
【해설】 1927년 신간회가 결성되자 여성 운동 단체들 사이에서도 여성 운동 통합론이 일어나 근
우회가 조직되었다. 위의 자료는 근우회의 행동 강령이다.
1929년 전개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총독부의 철저한 통제로 전국으로 확산되지 못하였다. 맞으
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하)

40

[정답] X
【해설】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신간회를 비롯한 여러 사회단체의 지원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
어 3·1 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항일 민족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일본 남학생이 한국 여학생을 희롱한 사건이 발단이 되어 한·일 학생 간 충돌이 발생하였고, 이
후 다음과 같은 격문을 뿌리며 전개된 운동은 무엇인지 쓰세요. (중)
학생, 대중이여 궐기하라! 우리의 슬로건 아래로!

41

Ÿ

검거된 학생들을 즉시 우리들이 탈환하자.

Ÿ

경찰의 교내 침입을 절대 반대한다.

Ÿ

언론·출판·집회·결사·시위의 자유를 획득하자.

Ÿ

조선인 본위의 교육 제도를 확립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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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식민지적 노예 교육 제도를 철폐하라.

Ÿ

사회 과학 연구의 자유를 획득하자.

Ÿ

전국 학생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라.
[정답] 광주 학생 항일 운동(광주 학생 운동)

【해설】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초기에는 주로 검거된 학생의 석방이나 조선인 본위의 교육 실시
를 주장하는 내용의 격문이 많았다. 그러나 시위가 확산되면서, 일본 제국주의 타도를 내세우며
일제의 식민 통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일제가 추진했던 이 운동은 무엇인가? (상)
대공황의 영향으로 농촌 경제가 피폐해지고 소작 쟁의가 치열해지자, 일제는 농촌을 효율적으
로 통제하고자 이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운동은 농민의 권익 신장이나 자립 지원과는 거리가

42

멀었다. 일제는 농촌 경제 문제의 원인을 농민의 게으름이나 낭비 등 개인의 탓으로 돌렸고,
‘게으르고 무지한 한국인의 민족성을 개조해야 한다.’라는 정신 운동으로 추진하였다.
① 새마을 운동 ② 브나로드 운동 ③ 농촌 진흥 운동 ④ 물산 장려 운동
[정답] ③
【해설】 위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농촌 진흥 운동이다.

다음과 같은 활동을 했던 독립 운동가이자 민족 교육자는 구구인가? (상)
• 1899년 북간도로 집단 이주하여 명동촌 건설
• 1908년 명동서숙 창설
• 1909년 명동학교 설립
• 1913년 간민회 설립

43

• 1927년 북간도기독소련회 창립
• 1942년 용정 자택에서 "나의 행동의 나의 유언이다"라는 말을 남기고 서거
① 김약연

② 안창호

③ 이상설

④ 이회영
[정답] ①

【해설】 윤동주의 외숙부이기도 한 규암 김약연 선생은 북간도에서 명동 학교, 간민회를 설립하
여 민족 교육과 독립 운동에 평생 헌신하였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제2대 대통령은 김구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중)

44

[정답] X
【해설】 국민 대표 회의가 결렬된 후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이승만 대통령을 면직시키고, 제2대
대통령으로 박은식을 선출하였다.

45 다음 빈 칸에 들어갈 사람은 누구인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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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해동 무렵이어서 얼음이 풀린 소자강의 수심이 깊었다. 게다가 성엣장이 뗏목처럼 흘러
내렸다. 하지만 이 강을 건너지 못하면 영릉가로 쳐들어갈 수 없었다. 밤 12시 정각까지 영릉
가에 들어가 공격을 알리는 신호탄을 울려야만 했다.
(

)은/는 전사들에게 소자강을 건너라고 명령하고 나서 자기부터 먼저 강물에 뛰어들

었다. (이하 생략)
① 김좌진

② 양세봉

③ 윤봉길

④ 홍범도
[정답] ②

【해설】 제시문의 인물은 양세봉이다. 양세봉은 1932년 일본군이 만주사변을 일으켜 만주를 석권
하자, 재만 중국군과의 연합작전을 펼치기로 하고 중국 의용군 총사령관 이춘윤과 협의하여 한중
연합군을 편성하였다. 한중 연합군은 일본군이 점령하고 있던 영릉가성을 공격하여 탈환하였고,
1933년 흥경을 공격하여 일본군을 격퇴시켰다. 한편, 조선 혁명군 군관학교를 설립하고 교장으로
서 직접 군대를 양성하는 데 주력하였다.
다음의 활동을 한 인물은 누구인가? (중)

46

• 1906년 서전서숙 설립

• 1907년 헤이그 특사로 파견

• 1911년 권업회 조직

• 1914년 대한광복군정부 조직

① 김원봉

② 박용만

③ 이상설

④ 지청천
[정답] ③

【해설】 제시문에서 소개한 활동을 한 인물은 이상설이다.

다음이 설명하는 인물은 누구인가? (중)
대한민국의 초대 부통령의 형이다. 서울 상동청년학원 학감으로 근무하면서 1907년 신민회를
조직하였으며, 헤이그 특사 파견을 주도하였다. 1910년 12월 여섯 형제와 가족 전체가 만주로
망명하였으며 이 때 여섯 형제가 전 재산을 팔아 독립운동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1911년 경학사를 조직하고, 신흥 강습소를 설립하였다. 고종의 국외망명을 계획하였으나 고종

47

의 급사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1924년 재중국조선무정부주의자연맹(在中國朝鮮無政府主義
者聯盟)을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1932년 11월 만주에 연락근거지를 확보하고 지하 공작망을
조직하여, 주만일본군사령관 암살을 목적으로 상해에서 대련(大連)으로 향하던 도중, 대련의
일본수상경찰에 잡혀 악독한 고문 끝에 옥사하였다.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① 박은식

② 안재홍

③ 이회영

④ 조소앙
[정답] ③

【해설】 위에서 설명하고 있는 인물은 이회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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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청원을 한 사람은 누구인가? (중)
미국 대통령 각하, 우리는 자유를 사랑하는 2,000만의 이름으로 각하에게 청원합니다. 각하도
평화 회의에서 우리의 자유를 강력하게 주장하여 참석한 열강들과 함께 먼저 한국을 일본의

48

학정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장래 완전한 독립을 보증하고 당분간은 한국을 국제 연맹
통치 밑에 둘 것을 바랍니다.
① 박용만

② 안창호

③ 이광수

④ 이승만
[정답] ④

【해설】 이승만은 미국 대통령 윌슨에게 위임 통치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다음의 한국인은 누구인가? (하)
어제 오후 2시에 열병식을 마치고 환궁하던 일왕이 도중에 돌연 저격당하였다. 한국인이 저격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불행하게도 뒤따르던 마차를 폭파했을 뿐 일왕이 탄 마차는 명중하지
못하였다. 범인은 즉시 체포되었다.

49

-“중국인민일보”, 1932년 1월 9일① 김원봉

② 안중근

③ 윤봉길

④ 이봉창
[정답] ④

【해설】 대한 애국단 소속이던 이봉창은 1932년 도쿄에서 일왕이 타고 가는 마차를 향해 수류탄
을 던졌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조선사회경제사』를 저술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 역사학자는 누구인가? (상)
우리 조선의 역사적 발전의 전 과정은 다소의 차이가 인정되더라도 외관적인 특수성은 다른
문화 민족의 역사적 발전 법칙과 구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세계사적 보편성에 따라 전개

50

되어 왔다.
① 박은식

② 백남운

③ 신채호

④ 정인보
[정답] ②

【해설】 백남운은 유물사관을 바탕으로 우리 역사가 세계사적 보편 법칙에 따라 발전하였음을
밝히려 하였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부대는 무엇인가? (상)
남대관 등은 중국인들이 만주 빈현에서 맹렬한 반일 활동을 개시하자, 이 중국인 부대의 간부
들과 함께 항일 무장 투쟁을 벌일 것을 모의하였고, 전 한족 총연합회의 간부였던 지청천을

51

총사령으로 하는 독립군 부대를 창설하였다. 이 부대는 북만주 지역에서 한·중 연합 작전을
전개하였고, 쌍성보·사도하자·대전자령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① 중광단

② 북로 군정서

③ 조선 의용대

④ 한국 독립군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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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일제가 만주사변을 일으키자 지청천이 이끌던 한국 독립군은 한·중 연합 작전을 전개
하였다.
일제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시행했던 목적은 무엇인가? (하)

52

Ÿ

황국 신민의 서사를 암송하게 했다.

Ÿ

학교 수업을 일본어로만 진행하게 하였다.

Ÿ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강요했다.

Ÿ 도쿄를 향해 절을 하며 경의를 표하는 궁성 요배를 강요했다.
① 한국인의 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② 한국인의 민족자본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③ 한국인에 대한 교육적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것이었다.
④ 한국인의 민족의식을 말살하여 침략전쟁에 동원하려는 것이었다.
[정답] ④
【해설】 일제가 침략전쟁을 확대하면서 추진한 민족말살정책은 한국인의 민족의식을 말살하여
침략전쟁에 동원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단체는 무엇인가? (상)
1944년 여운형의 주도로 조국 광복에 대비하기 위해 비밀리 조직한 단체이다. 이 단체는 일
제의 패망에 대비하여 중앙과 지방에 조직을 갖추었다. 또 중국 화북 지방의 조선 독립 동맹
과 연계하면서 조선 의용군과 협동 작전을 계획하기도 하였다. 1945년 광복이 된 후에 서울

53

종로 기독교청년회관에 별도의 사무실을 설치하여 활동하였다. 이후 1945년 11월 조선 인민당
이 결성되면서 사실상 해체되었다.
① 독립 의군부
② 조선 건국 동맹

③ 좌우 합작 위원회

④ 한인 애국단
[정답] ②

【해설】 위에서 설명하고 있는 단체는 조선 건국 동맹이다.
태평양 전쟁이 발발한 이후 영국군의 요청에 따라 한국 광복군은 인도·미얀마 전선에 투입되어
활동하였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하)

54

[정답] O
【해설】 1943년 영국군의 요청으로 인도·미얀마 전선에 투입되어 선전활동과 포로 심문 등을
하였다.
조소앙의 삼균주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 강령에 사상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다음 중 삼균
주의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

55

① 정치적 균등

② 경제적 균등

③ 신분적 균등

④ 교육적 균등
[정답] ③

【해설】 조소앙의 삼균주의는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통해 개인과 개인의 균등생활을 실현하
고, 이를 토대로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의 균등생활을 이룬다는 이론 체계이다.

56

다음에서 설명하는 회담은 무엇인지 쓰세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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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전쟁이 진행되고 있던 1943년 11월

미국의 루스벨트, 영국의 처칠,

중국의 장제스가

모여 회담을 가졌다. 여기에서 일본의 침략을 저지, 응징하고 일본 세력을 그 점령 지역에서
몰아내겠다는 결의와 함께 “현재 한국민이 노예상태 아래 놓여 있음을 유의하여 앞으로 적절
한 절차에 따라 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줄 것이다.” (“……in due course Korea shall become
free and independent ……")라고 하여 한국의 독립을 보장하는 국제적 합의를 하였다.
[정답] 카이로 회담
【해설】 위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카이로 회담이다.
1945년 광복이 될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던 곳은 중국 충칭이였다. 맞으면 O, 틀리면 X

57

를 쓰세요. (중)
[정답] O
【해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0년 충칭에 정착하여 1945년 광복을 맞았다.
한국 광복군은 미국 전략 정보국(OSS)와 연합하여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하였으나 일제의 항복으
로 실행되지 못하였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하)

58

[정답] O
【해설】 한국 광복군이 계획하고 준비했던 국내 진공 작전(일명 독수리 작전)은 일제의 항복으로
실행되지 못했다.

9. 남북의 분단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밑줄 친 이 단체의 이름으로 옳은 것은? (중)
광복 당일, 여운형은 조선 총독을 만나 행정권 이양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안재홍 등과 함께
좌·우익의 합작 형태로 이 단체를 조직하였다. 이 단체는 전국에 지부를 설치하고 치안대를
조직하여 해방 후 질서를 유지해 나갔다.

1

① 좌우 합작 위원회

② 미·소 공동 위원회

③ 대한민국 임시 정부

④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
[정답] ④

【해설】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는 조선 건국 동맹을 모체로 하였으며 조선 총독부로부터 행정권
을 이양 받고 해방 후의 질서를 유지해나갔다.
1945년 광복 이후 3·8도선을 경계로 남과 북에 각각 미국과 중국의 군정이 실시되었다. 맞으면

2

O, 틀리면 X를 쓰세요. (하)
[정답] X
【해설】 1945년 광복 이후 남한과 북한에는 각각 미군과 소련군이 지배하는 군정이 실시되었다.
1945년 광복 이후 미군정은 총독부 관료와 경찰을 그대로 활용하였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

3

세요. (상)
[정답] O
【해설】 미군정은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주력하면서 총독부 관료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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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을 그대로 활용하였다.
1945년 12월 다음과 같은 결정을 한 회의는 무엇인가? (중)
1. 한국을 독립국으로 부흥시키고 한국이 민주주의 원칙 위에서 발전하게 하며 장기간에 걸친
일본 통치의 악독한 결과를 신속히 청산할 조건들을 창조할 목적으로 ‘한국 민주주의 임시
정부’를 창설한다.
2. 한국 임시 정부 조직에 협력하며 이에 적응한 방책들을 예비 작성하기 위하여 남한 미군
사령부 대표들과 북한 소련군 사령부 대표들로 공동 위원회를 조직한다. 위원회는 자기의 제

4

안을 작성할 때에 조선의 민주주의 정당들, 사회단체들과 반드시 협의할 것이다.
3. 공동 위원회의 제안은 한국 임시 정부와 협의 후 5년 이내를 기한으로 하는 한국에 대한 4
개국 신탁 통치(후견)의 협정을 작성하기 위하여 미⋅소⋅영⋅중 각국 정부의 공동 심의를 받
아야 한다.
① 얄타 회담

② 카이로 회담

③ 포츠담 회담

④ 모스크바 3국 외무 장관 회의
[정답] ④

【해설】 위의 자료는 1945년 12월 28일 최종 타결된 모스크바 3국 외상(외무장관) 회의의 결정문
내용이다.
3·8도선은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미국과 소련의 합의에 따라 설정되었다. 맞으면 O, 틀리면 X
를 쓰세요. (중)
[정답] X

5

【해설】 얄타 회담의 결정에 따라 소련이 1945년 8월 9일 참전하여 북한 지역을 빠르게 점령해
나가자 미국 측이 소련의 한반도 단독 점령을 막고 한반도에 남아 있는 일본군을 무장 해제시키
기 위하여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무조건 항복 선언 직전에 38도선의 분할 점령을 제안하였고,
소련이 이를 수용하였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것은 무엇인지 쓰세요. (중)
(

6

)은/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 중심의 공산주

의 진영 간의 이념 대립을 가리키는 말이다. (

)은/는 유럽에서 두 진영의 경제 및 군

사 대립이 전쟁으로는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정답] 냉전(또는 냉전체제)
【해설】 위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냉전(Cold War)에 대한 것이다.
밑줄 친 나는 누구인가? (하)
태평양 방면 미국 육군 부대 총사령관인 나에게 부여된 권한에 의해 나는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과 조선 주민에 대해 군사적 관리를 하고자 다음과 같은 점령 조건을 발표한다.

7

제1조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 영토와 조선 인민에 대한 통치의 모든 권한은 당분간 본관
의 권한 하에 시행한다.
제2조 정부 등 모든 공공사업 기관에 종사하는 유급, 무급직원과 고용인, 그리고 기타 중요한
제반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종래의 정상 기능과 업무를 수행할 것
이며, 모든 기록 및 재산을 보호,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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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하지

② 맥아더

③ 트루먼

④ 루스벨트
[정답] ②

【해설】 제시문은 맥아더 포고령 1호이다. 미군정은 초기에 일본인 관리와 식민통치기구를 그대
로 이용하였고, 인민 공화국을 비롯한 한국인의 모든 정치활동을 인정하지 않았다.

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 당시 미국은 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 회의의 결정을 지지하는 단체만을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중)

8

[정답] X
【해설】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소련은 3국 외무장관 회의 결정을 지지하는 단체만을, 미국은 모
든 단체를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시킬 것을 주장하며 대립하였다.
다음 빈 칸에 들어갈 것은 무엇인가? (중)
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 회의의 결정에 따라 1946년 3월 (

)이/가 서울에서 개최되

었다. 소련은 임시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협의 대상에 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 회의 결정 사항
을 지지하는 단체만을 참여시키자고 한 반면, 미국은 모든 단체가 임시 정부의 수립을 위한

9

협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① 남북 협상

② 유엔 소총회

③ 좌우 합작 위원회

④ 미·소 공동 위원회
[정답] ④

【해설】 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 회의 결정에 따라 1946년 3월 20일 덕수궁 석조전에서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협의 대상 문제로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
여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회의는 연기되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인물의 이름을 쓰세요. (상)
ㆍ1919년 개최된 파리 강화 회의에 신한 청년단의 대표로 파견되었다.
ㆍ대한민국 임시 정부 부주석을 역임하였다.

10

ㆍ여운형과 협력하여 좌우합작 운동을 전개하였다.
ㆍ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김구와 함께 남북협상을 추진하였다.
ㆍ6·25 전쟁 때 납북되었다.
[정답] 김규식

11 다음의 신문 보도에 실린 내용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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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는 무기 휴회된 미·소 공동위원회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 정부를 고
대하나 여의케 되지 않으니 우리는 남한만이라도 임시 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선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하여야 될 것이니 여러분도 결심하여야 될
것이다.
<서울신문>, 1946년 6월 4일
①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하고 있다.
② 좌우 합작 위원회를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
③ 미·소 공동위원회를 즉각 속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④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해 남북 협상을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답] ①
【해설】 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결렬된 이후 각지를 순회하는 도중 이승만은 1946년 6월 3
일 정읍에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수립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였다.
1947년 제2차 미·소 공동 위원회에서 인구 비례에 따른 남북 총선거를 결의하였다. 맞으면 O, 틀
리면 X를 쓰세요. (상)

12

[정답] X
【해설】 미·소 공동위원회는 아무런 성과 없이 결렬되었다.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 총선거가 결
정된 것은 1947년 11월 유엔 총회에서였다.
다음은 제헌 헌법 제1조이다. 빈 칸에 들어갈 용어를 쓰세요. (중)

13

제1조. 대한민국은 (

)이다.
[정답] 민주 공화국

다음 제헌 헌법의 조항을 바탕으로 제헌 국회에서 제정한 법은 무엇인가? (하)
제10장 부칙
제101조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
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① 농지 개혁법
② 반민족 행위 처벌법

14

③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④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정답] ②
【해설】 반민족 행위 처벌법은 제헌 헌법의 규정에 따라 1945년 8월 이전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
하기 위하여 1948년 9월 제정되었던 법률이다. ‘반민족 행위 처벌법’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친일파 청산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제헌헌
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헌 국회가 제정하였다. 그 후 국회의원 10명으로 구성된 반민족 행위 특
별 조사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15 반민족 행위 처벌법에 따라 구성된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반민특위)는 법이 정한 공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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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 만료일인 1950년 9월 이후 1년간 활동 기간이 연장되었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중)
[정답] X
【해설】 1949년 7월 법률이 개정되어 공소시효가 1949년 8월로 앞당겨지고, 1949년 9월 다시 법
률이 개정되어 특별조사위원회·특별재판부·특별검찰부를 해체하고 그 기능은 대법원과 대검찰
청에 이관되었으며, 이 업무는 1950년 3월까지 대법원·대검찰청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5·10 총선거에 의해 구성된 제헌 국회는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고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중)

16

[정답] O
【해설】 ‘반민족 행위 처벌법’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친일파 청산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제헌헌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헌 국회가
제정하였다. 그 후 국회의원 10명으로 구성된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제헌 국회는 ‘유상 매수, 무상 분배’의 방법을 규정한 농지 개혁법을 제정하였다. 맞으면 O, 틀
리면 X를 쓰세요. (하)

17

[정답] X
【해설】 1949년 4월 제헌 국회에서 농지 개혁법이 통과되었고, 1950년 3월 10일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이 법은 유상 매수, 유상 분배의 방법을 규정하였다.
다음 글을 발표한 인물의 이름을 쓰세요. (하)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에 구차한 안일을 취하여
단독정부를 세우는 데 협력하지 아니하겠다. 나는 생전에 38도선 이북에 가고 싶다. 그 쪽 동

18

포들도 제 집을 찾아가는 것을 보고서 죽고 싶다.
[정답] 김구
【해설】 자료는 1948년 2월 김구의 ‘삼천만 동포에게 울며 호소함’이라는 글의 일부이다. 김구
는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의한 단독정부 수립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분단을 막기 위해 노력하였
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조직은 무엇인지 쓰세요. (상)
Ÿ

이 조직의 창설 당시 정부는 좌익사상 전향자를 계몽·지도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이
는 것을 조직 목적이라고 밝혔다.

Ÿ

이 조직은 법률이나 훈령에 근거해 만들어진 단체는 아니었다.

Ÿ

6·25전쟁이 발발하자 이 조직에 가입되어 있던 사람들을 곧바로 소집·구금하였고, 전황이

19

불리해지자 후퇴하면서 이들을 집단학살했다.
Ÿ

군인과 경찰 등에 의해 학살된 이 조직의 사망자 수를 정확히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대체적

으로 수만 명 이상이 죽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① 인민 위원회 ② 학도 호국단 ③ 국민보도연맹 ④ 좌우 합작 위원회
[정답] ③
【해설】 위에서 설명하고 있는 조직은 국민보도연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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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문 항
제헌 국회는 양원제 국회를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20

(하)
[정답] X
【해설】 양원제 국회를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은 제2대 국회에서 발췌개헌에 포함되었다.
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 회의의 신탁통치 결정이 전해지자 우익 세력은 이를 지지하였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하)

21

[정답] X
【해설】 김구, 이승만, 한국민주당 등 우익 세력들은 강력한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조선 공산
당 등 좌익 세력도 처음에는 신탁통치에 반대하였으나, 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 회의 결정의 본질
이 임시정부의 수립에 있다고 보고 총체적 지지로 태도를 바꾸었다.
다음에 설명하는 인물의 이름을 쓰세요. (중)
• 1920년대 조선 물산 장려회 조직
• 8·15 광복 후 평안남도 건국 준비 위원회 결성 주도
• 반탁 운동을 전개하던 중 소련군으로부터 축출

22

• 1970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추서
• 1991년 국립 서울 현충원에 머리카락과 손톱이 안장
① 김규식

② 박헌영

③ 여운형

④ 조만식
[정답] ④

【해설】 조만식은 이북에서 활동한 대표적인 민족주의자로, 모스크바 3국 외무 장관 회의에 반대
하여 소련에 의해 축출 당하였다.
1945년 광복 후 남한에 진주한 미군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한국의 정식 정부로 인정하였다. 맞
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하)

23

[정답] X
【해설】 미군정은 남한에서 미군정 이외 일체의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한
민국 임시정부 요인들도 개인 자격으로 귀국하였다.
1945년 8월 15일 오전 조선 총독부 정무총감을 만나 다음과 같은 요구 조건을 제시하고 협상을
진행한 인물은 누구인지 쓰세요. (상)

24

Ÿ

전국적으로 정치범과 경제범을 즉시 석방할 것.

Ÿ

3개월간의 식량을 확보해 줄 것.

Ÿ

치안유지와 건국운동을 위한 모든 정치운동에 대하여 절대로 간섭하지 말 것.

Ÿ

학생과 청년을 훈련·조직하는 일에 절대로 간섭하지 말 것.

Ÿ

노동자와 농민을 건국사업에 동원·조직하는 일에 간섭하지 말 것.
[정답] 여운형

【해설】 위에서 설명하는 인물은 여운형이다.

25

1945년 12월 한국의 임시 민주 정부 수립, 미·소 공동 위원회 설치, 최대 5년간의 신탁 통치를
결의하였던 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 회의에 참여한 국가가 아닌 것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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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문 항
① 미국 ② 소련 ③ 영국 ④ 중국
[정답] ④
【해설】 당시 중국은 이 회의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김구는 좌우 합작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았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하)

26

[정답] O
【해설】 김구는 좌우 합작 운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좌우 합작 위원회에 참여하지는 않
았다.
다음과 같은 원칙을 발표한 단체를 쓰세요. (상)
Ÿ

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 회의 결정에 따라 남북을 통한 좌우 합작으로 임시 정부를 수립할 것.

Ÿ

미·소 공동 위원회 속개를 요청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할 것.

Ÿ

토지 개혁에 있어서 몰수, 유조건 몰수, 체감매상(遞減買上) 등으로 토지를 농민에게 무상
으로 나누어 주며, ……중요 산업을 국유화하며……

27

Ÿ

친일파 민족반역자를 처리할 조례를……입법 기구에 제안하여 입법 기구로 하여금 심리 결
정하여 실시케 할 것.

Ÿ

남북을 통하여 현 정권하에 검거된 정치 운동가의 석방에 노력……
[정답] 좌우 합작 위원회

【해설】 제시문은 좌우 합작 7원칙의 일부이다. 좌우 합작 위원회는 1946년 제1차 미·소 공동위
원회가 결렬되고 단독정부 수립론이 대두하자,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조직된 단체였다. 좌우 합작
위원회는 좌익 세력과 우익 세력의 의견을 절충하여 좌우 합작 7원칙을 발표하였다.
다음 연표에서 빈 칸에 들어갈 사건으로 적절한 것은? (중)
• 1946년 3월,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 개최
• 1947년 5월,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 개최
• 1947년 11월, (

)

• 1948년 4월, 남북대표자연석회의 개최
① 좌우 합작 7원칙 발표

28 ② 조선 인민 공화국 선포
③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민주적 보통선거 실시
④ 유엔 총회에서 남북 인구 비례에 따른 총선거를 결의
[정답] ④
【해설】 1947년 11월 14일 유엔 총회는 한국(Korea) 문제에 대해 정치위원회가 상정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새로운 한국문제 해결방안으로 채택된 11월 14일자 유엔 총회 결의안에는 남북 인구
비례에 따른 총선거를 실시하고, 이를 감시하기 위한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을 구성하여 파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29

미군정은 동양척식주식회사와 일본인이 남기고 간 귀속 재산을 접수·관리하기 위해 신한공사를
설립하였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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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문 항
[정답] O
【해설】 미군정은 신한공사를 두어 일본이 남기고 간 재산을 관리하였다.
3·8도선 이북에 진주한 소련군은 인민 위원회를 통해 간접 통치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중)

30

[정답] O
【해설】 소련군은 인민 위원회에 행정권을 이양하고 간접 통치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미군정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비롯한 모든 단체를 부정하고 직접 통치하였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정당은 무엇인가? (상)
광복 후 1945년 9월에 우익 세력이 결집한 정당이다.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의 조선 인민 공
화국 선포에 반발하였으며, 미군정에 적극 참여하였다. 그 후 이승만의 단독정부 추진을 적극
지지하였으며, 1948년에 실시된 총선거에서 이승만이 이끌던 ‘대한 독립 촉성 국민회’의 55

31

명에 이어 두 번째인 29명의 의석을 확보하였다. 농지개혁 문제에 대해 유상매입·유상분배
원칙을 고집하여 지주층의 대변자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① 조선 공산당 ② 조선 인민당 ③ 한국 독립당 ④ 한국 민주당
[정답] ④
【해설】 위에서 설명하고 있는 정당은 한국 민주당이다.
얄타 회담에는 미국, 영국, 소련의 대표가 참여하였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중)

32

[정답] O
【해설】 1945년 열린 얄타 회담에는 미국, 영국, 소련의 3국 수뇌가 모여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의 국제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미·소 공동 위원회에서 통일 정부의 수립이 어렵다면 남한만이라도 임시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
고 결정하였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중)

33

[정답] X
【해설】 1948년 2월 유엔 소총회에서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접근 가능한 지역에서 총선거를 결
의하면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은 결정되었다.
1946년 3월 개최된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는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무기한 연기되었다.
미·소의 주장이 맞섰던 쟁점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중)
① 전쟁 포로 송환

② 미·소 군대 철수

③ 한국 문제의 유엔 상정

④ 임시 정부 수립 협의에 참여할 단체 선정

34

[정답] ④
【해설】 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 회의 결정에 따라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임시
정부 수립을 위한 협의 대상 문제로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여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회의
는 연기되었다. 미국은 신탁 통치 반대는 의사 표현의 자유에 속하니 모든 단체를 참여시키자고
주장하였고, 소련은 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 회의 결정에 찬성하는 단체로 한정하자고 주장하였다.
김구와 김규식은 1948년 4월 평양을 방문하여 남북 협상을 추진하였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

35 세요. (중)
[정답]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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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해설】 남한만의 총선거가 결정되자, 김구와 김규식은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남북 협상을 추진
하였다. 그 결과 1948년 4월 평양에서 남북 협상 회의가 개최되었다.
1948년 4월 발표된 남북 협상 공동 성명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상)

36

① 제헌 국회의 해산

② 남한 단독 선거 절대 반대

③ 유엔 감시 아래 남북 총선거 실시

④ 무상 분배 원칙에 따른 농지 개혁 추진
[정답] ②

【해설】 김구, 김규식이 평양을 방문하여 이루어진 남북협상의 결과 남한만의 단독 선거 절대 반
대, 외국 군대 즉시 철수 등이 발표되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선포된 날로 옳은 것은? (하)
① 1948년 4월 19일

37

② 1948년 5월 10일

③ 1948년 7월 17일

④ 1948년 8월 15일
[정답] ④

【해설】 ① 김구와 김규식이 남북 대표자 연석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평양으로 간 날이다. ② 한
국에서 제헌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거가 실시된 날이다. ③ 제헌 헌법을 공포한 날이다.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통해 5월 31일 개원한 제헌의회에는 남한의 200개 선거구에서 선출된
200명의 제헌 국회의원이 참여하였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하)

38

[정답] X
【해설】 1948년 5월 24일 미군정장관은 북제주군 갑·을 선거구에 대해 선거무효에 관한 포고를
내렸다. 제헌의회는 198명으로 시작하였고, 1년 뒤 제주도에서 재선거를 통해 2명이 선출되었다.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제헌 헌법에는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했다. 맞으면 O, 틀리
면 X를 쓰세요. (하)

39

[정답] X
【해설】 제헌 헌법에는 국회에서 정·부통령을 선출하도록 규정했다. 1952년 발췌개헌을 통해 대
통령 직선제가 규정되었다.
다음 법령을 제정한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
(제1조) 일본 정부와 통모하여 한·일 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
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와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
의 전부 혹은 2분의 1 이상을 몰수한다.

① 농지 개혁법을 제정하였다.
40 ② 대통령에 의해 강제 해산 당하였다.
③ 미군정의 입법 기관으로 활동하였다.
④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로 운영되었다.
[정답] ①
【해설】 제시된 법은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다. 1948년 5・10 총선거에 의해 구성된 제헌국회에
의해 제정되었다. 제헌 국회는 1949년 농지 개혁법도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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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6・25전쟁과 전후 상황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의 명칭을 쓰세요. (하)
6‧25전쟁 당시 대령이었던 김영환 장군은 지리산과 가야산 일대의 무장 공비를 토벌하기
위해 해인사 폭격을 지시받았다. 하지만 민족의 소중한 문화재를 파괴할 수 없다며 지시를
따르지 않아 해인사와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던 이 문화유산을 지킬 수 있었다. 2010년 정
부는 고(故) 김영환 장군에게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하였다.

1

[정답] 팔만대장경, 고려팔만대장경, 재조대장경

힌트) 국보 제32호이며,

2007

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해설】 김영환 장군은 6‧25 전쟁 때 폭격 명령을 거부하고 팔만대장경을 지켜낸 인물이다. 김
장군은 "해인사 팔만대장경은 우리의 귀한 문화유적인데 해인사를 폭격하면 소실된다."며 동료 조
종사들의 폭격을 중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군은 이러한 공을 인정받아 2010년 금관문화훈
장을 받기도 했다.(출처: 연합뉴스. 2018.6.29.)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작전의 명칭을 쓰세요. (하)

• 년 월 일 맥아더 군 최고 사령관의 지휘 하에 전개된 작전
• 북한군의 남침 이후 낙동강 방어선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군의 병참선과
1950

9

15

UN

배후를 공격하여 전세를 역전시킴.

2

• 작전의 성공으로 국군과 유엔군이 서울을 탈환하고 북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

[정답] 인천상륙작전

【해설】 인천상륙작전은 1950년 9월 15일 맥아더 장군이 북한의 남침 이후 인천지역에 대한 작
전을 통해 북한군의 병참선과 배후를 공격하여 전쟁을 반전시킨 상륙작전이다. 인천상륙작전의 성
공으로 유엔군이 반격의 계기를 조성했다. 또한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인해 인천의 항만시설과
서울에 이르는 제반 병참시설을 북진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출처 : 민족문화대백과사전)
다음 중 6・25 전쟁 발발 이전의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
① 소련이 북한정권 수립을 지원하였다.

3

② 김일성이 민주기지론을 내세웠다.
③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④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었다.
[정답] ④

【해설】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1953년 7월 휴전협정 체결 후, 같은 해 10월에 체결되었다.

4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지역의 명칭을 쓰세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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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 발발 후 1950년 8월 18일부터 임시 수도가 된 곳이다. 그러나 그해 9월 28일 서울 수
복과 함께 정부는 다시 서울로 환도하였다. 하지만 1951년 중국군의 개입으로 서울이 다시 함
락되자 1951년 1월 4일 이곳으로 수도를 이전할 수밖에 없었고, 6・25 전쟁이 끝날 때까지 대한
민국의 임시수도가 되었다.
[정답] 부산
【해설】 임시 수도는 본래의 수도가 전쟁 등에 의하여 점령되거나 위험에 처했을 때, 정부에 의
해 임시로 수도의 기능을 하는 도시이다. 부산은 6·25 전쟁이 발발한 1950년 8월 18일~10월 27
일, 그리고 1·4 후퇴로 1951년 1월 4일~1953년 7월 27일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임시 수도였다.
(출처: 임시 수도 부산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6・25 전쟁 발발 직후, 미국과 소련의 참석 하에 진행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유엔군 파견

5

을 결정하였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하)
[정답] X
【해설】 당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소련은 불참하였다.
밑줄 친 이곳에 해당하는 지역을 쓰세요. (하)
6・25 전쟁 전에는 초가 몇 채만 있던 한적한 시골마을이었으나, 1951년 10월 25일 이곳에서
휴전 회담이 열리면서 국내외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휴전 회담은 처음 1951년 7월 개성에

6

서 본회담을 시작했지만, 중립 지대로 결정된 회담 장소가 양측의 공방전으로 위협을 받게 되
자 그해 9월 6일 이곳으로 장소를 옮겼다.
[정답] 판문점
【해설】 휴전협정은 판문점에서 조인되었다. 판문점은 휴전협정 조인 이후 유엔과 북한 측의 공
동경비구역으로 정해졌다. 1953년 8월부터 9월초까지의 포로 교환도 이곳에서 이루어졌다.
다음 6・25 전쟁 중 일어난 사건들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하세요. (중)
ㄱ. 1・4 후퇴

ㄴ. 반공 포로 석방

ㄷ. 9・28 서울 수복

7

ㄹ. 인천상륙작전
[정답] ㄹ-ㄷ-ㄱ-ㄴ

【해설】 ㄹ - ㄷ. 1950년 9월 인천상륙작전으로 서울 수복,

ㄱ. 1951년 1월 1・4 후퇴로 서울

다시 잃음, ㄴ. 1953년 6월 이승만 정부의 반공 포로 석방
6・25 전쟁이후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54년에 열린 국제 회담의 명칭을 쓰세요. (중)

8

[정답] 제네바 회담
【해설】 1954년 한반도 통일을 위해 제네바 회담이 열렸다. 제네바 회담은 6・25 전쟁 후 남북한
이 최초로 참석한 국제 회의였다.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6‧25전쟁이 일어나자 UN 안전보장이사회는 군사적 개입을 결정하고 이에

9

따라 대한민국을 돕기 위해 UN군이 파병되었다. UN군이 북한군과 벌인 첫 전투를 쓰세요. (상)
[정답] 죽미령전투, 오산전투

【해설】 죽미령전투 또는 오산전투라고도 불리는 이 전투는 미군 최초의 참전부대인 스미스특

- 90 -

2019 통일골든벨

NO

문 항
수임무부대가 1950년 7월 5일 오산 죽미령에서 북한군을 방어한 전투이다. 당시 스미스부대는 첫
전투에서 150여 명이 죽고 26명이 실종되는 등 많은 피해를 입었다. 맥아더 장군은 죽미령 전투
결과를 받고 비로소 북한군의 전력을 가늠하게 되었다. 6‧25 전쟁에서 우리나라를 위해 싸우다
희생된 UN군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오산시 죽미령에 유엔군 초전기념관이 2013년 건립되었다.
(출처: 유엔군 초전기념관 홈페이지)
다음에서 설명하는 지역의 명칭을 쓰세요. (중)
6‧25전쟁이 일어나자 포로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포로수용소가 설치된 곳이다. 이곳의 포로수
용소에서는 1951년 6월 말까지 인민군 포로 15만명, 중국군 포로 2만 명 등 최대 17만 여명
의 포로를 수용하였다. 그러나 반공포로와 친공포로 간의 격렬한 충돌이 벌어지는 등 비극적
인 사건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최근 이곳의 포로수용소 생활을 배경으로 한 ‘스윙키
즈’라는 영화가 개봉되기도 하였다.

10

[정답] 거제도

【해설】 거제도 포로수용소는 6‧25전쟁에 의한 포로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1951년 2월부터 고현,
수월 지구를 중심으로 설치되었다. 1951년 6월 말까지 인민군 포로 15만 명, 중국군 포로 2만 명
등 최대 17만 3천 명의 포로를 수용하였다. 지금은 경상남도 문화재 자료 제99호로 지정되었고,
당시 포로들의 생활상, 막사, 사진, 이복 등 자료와 기록물을 바탕으로 거제도 포로수용소 유적공
원으로 조성되어 참혹한 전쟁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출처: 거제도 포로수용소 유적공
원 홈페이지)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와 장단면 노상리를 잇는 이 다리는
환을 위해 임시로 건설되었다. 이 다리를 통해 국군 포로

1

1953

년 휴전 직후 남북 포로 교

만2천여 명이 자유를 찾았다. 이 다리

의 명칭을 쓰세요. (상)
[정답] 자유의 다리

11 【해설】 자유의 다리는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와 장단면 노상리를 잇는 다리이다. 자유의
다리는 53년 휴전직후 남북 포로교환을 위해 급조한 가교로 국군 포로 1만2천여 명이 자유를 찾
아와 `자유의 다리'로 명명되어 왔으며, 현재 경기도 기념물 제162호로 지정돼 있다. 자유의 다리
는 목조 평교 형식으로 길이 83ｍ, 폭 4.5∼7ｍ, 높이 8ｍ안팎 이며, 임시로 가설한 교량으로 한
국전쟁의 대표적인 유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출처: 시사상식사전)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중)
6‧25전쟁 당시 대령이었던 김영환 장군은 지리산과 가야산 일대의 무장 공비를 토벌하기
위해 해인사 폭격을 지시받았다. 하지만 민족의 소중한 문화재를 파괴할 수 없다며 지시를

12

따르지 않아 해인사와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던 이 문화유산을 지킬 수 있었다. 2010년 정
부는 고(故) 김영환 장군에게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하였다.

① 석굴암

② 팔만대장경

③ 대동여지도

④ 조선왕조실록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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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트) 국보 제32호이며,

2007

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해설】 김영환 장군은 6‧25 전쟁 때 폭격 명령을 거부하고 팔만대장경을 지켜낸 인물이다. 김
장군은 "해인사 팔만대장경은 우리의 귀한 문화유적인데 해인사를 폭격하면 소실된다."며 동료 조
종사들의 폭격을 중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군은 이러한 공을 인정받아 2010년 금관문화훈
장을 받기도 했다.(출처: 연합뉴스. 2018.6.29.)

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 개항된 이곳은 1950년 9월 15일 유엔군 총사령관 맥아더의 지휘 하에 상
륙작전이 전개되어 6‧25전쟁의 전세를 역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곳의 명칭을 쓰세요. (하)
[정답] 인천

13

【해설】 인천은 경기도 중서부에 위치한 광역시이다.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로 1883년 개항되
었다. 개항장을 통해 들어온 중국인들로 인해 짜장면이 처음 만들어졌다. 1950년 9월 15일 유엔
군의 인천상륙작전으로 수도를 회복하고 북한군의 북상로를 차단하면서 전세를 역전시키는 계기
가 되었다.
(출처: 인천 (민족문화대백과사전)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옳은 것은? (하)

• 년 강화도 조약으로 개항되었다
• 개항 이후 들어온 중국인들로 인해 최초로 짜장면이 만들어진 곳이다
• 년 월 유엔군 총사령관 맥아더의 지휘 하에 상륙작전이 전개된 지역이다
① 원산 ② 부산 ③ 인천 ④ 개성
1876

.

.

1950

14

9

.

[정답] ③
【해설】 인천은 경기도 중서부에 위치한 광역시이다.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로 1883년 개항되
었다. 개항장을 통해 들어온 중국인들로 인해 짜장면이 처음 만들어졌다. 1950년 9월 15일 유엔
군의 인천상륙작전으로 수도를 회복하고 북한군의 북상로를 차단하면서 전세를 역전시키는 계기
가 되었다.
(출처: 인천 (민족문화대백과사전)
다음에서 설명하는 그는 누구인지 쓰세요. (중)
초기 중국 공산당의 최고 지도자인 그는 1949년 10월 공산당이 장제스의 국민당을 타이완으로
패퇴시키고 본토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자, 국가 주석 및 혁명 군사위원회 주석으로 뽑

15

혔다. 1950~60년대 대약진 운동과 1960~70년대 문화대혁명을 추진했던 그는 누구일까요?
[정답] 마오쩌둥, 모택동
【해설】 마오쩌둥은 중국의 정치가로 중국공산당의 요직에서 활동하다가 중앙 제7차 전국대표대회
에서 연합정부론을 발표하였다. 그는 1949년 장제스와의 내전에 승리하고 베이징에 중화인민공화국

- 92 -

2019 통일골든벨

NO

문 항
정부를 세웠다. 국가주석 및 혁명 군사위원회 주석(1949~1959)으로서 제2차 5개년계획의 개시와 더
불어 3면홍기 운동을 폈고 문화대혁명을 일으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였다.
(출처: 마오쩌둥 [Mao Zedong, 毛澤東(모택동)] (두산백과))
1950년 1월에 발표된 이 선언은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을 알래스카-일본-오키나와-필리핀 선으로
하고 대한민국과 타이완을 방위선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인물
의 이름을 따서 붙인 이 선언은 무엇인지 쓰세요. (상)

16

[정답] 애치슨 선언
【해설】 1950년 1월 10일 당시 미 국무 장관 애치슨은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을 알래스카-일본오키나와-필리핀 선으로 한다는 애치슨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은 미국이 한국을 태평양 지역
의 미국 방위선에서 제외하였다고 밝힌 것이다.
(출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미래엔, 316쪽)
다음 설명 중 이곳에 해당하는 지역을 쓰세요. (중)
o 국군과 유엔군이 압록강까지 진격하자 중국군이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 남하하여
전쟁에 참전하였다. 전세가 불리해지자 동북부 전선에서 작전 중이던 미군과 국군은 이곳에 집
결하여 철수를 하게 되었다. 이 대규모 해상 철수 작전에서 10만 여명의 병력과 물자를 옮겼으
며, 9만 여명의 피난민들도 구출할 수 있었다.

17

o 가요 「굳세어라 금순아」의 가사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 찬 이곳 부두에
목을 놓아 불러봤다 찾아를 봤다
금순아 어데로 가고 길을 잃고 헤매였더냐
피눈물을 흘리면서 일사 이후 나 홀로 왔다
일가친척 없는 몸이 지금은 무엇을 하나
이 내 몸은 국제시장 장사치기다

(이하 생략)

[정답] 흥남
소련은 6・25 전쟁 발발 직전에 북한의 남침 계획을 승인하였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하)

18

[정답] O
【해설】 6・25 전쟁 전부터 북한 정권은 소련으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받았으며, 1950년 소련은
북한의 남침 계획을 승인하였다.
6・25 전쟁은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되었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하)

19

[정답] O
【해설】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의 전면적인 공격으로 시작되었다.

20

6・25 전쟁 당시 파견된 유엔군은 미국, 일본을 비롯해 15개 국가의 병력으로 구성되었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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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X
【해설】 유엔군은 미국, 영국, 프랑스, 터키, 필리핀 등 16개국으로 구성되었으며 일본은 참전하
지 않았다. 스웨덴, 인도,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 등 5개국은 의료지원단을 보내왔으며, 이외
에 브라질, 타이완 등 40여 개의 나라에서는 물자를 지원하였다.
6・25 전쟁 당시 파견된 유엔군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는? (중)
① 미국

21

② 호주

③ 터키

④ 인도
[정답] ④

【해설】 유엔군에 포함된 16개국은 미국, 영국, 호주, 네덜란드, 캐나다, 뉴질랜드, 프랑스, 필리
핀, 터키, 타이, 그리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벨기에, 룩셈부르크, 콜롬비아, 에티오피아이다. 인도는
의료 지원단을 보냈다.
1950년 7월 14일 이승만 정부는 유엔군 사령관에 전시작전 통제권을 이양하였다. 맞으면 O, 틀리
면 X를 쓰세요. (상)

22

[정답] O
【해설】 6・25 전쟁 초기에 이승만 정부는 작전 지휘의 일원화를 위해 유엔군에게 전시작전 통
제권을 이양하였다.
다음 사건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상)
인천상륙작전 이후 전세가 역전되어 국군과 유엔군이

・8도선을 넘어 북으로 진격하여 압록

3

강까지 도달하였으나, 중국군이 대규모 군대를 파견하였다.

23

① 애치슨선언

② 흥남 철수

③ 휴전협정 체결

④ 반공 포로 석방
[정답] ②

【해설】 중국군의 개입으로 전세가 불리해지자 동북부 전선에서 작정 중이던 국군과 미군은 흥
남에 집결하여 대규모 해상 철수를 하였다.
6・25 전쟁 발발 이전 북한의 김일성과 비밀 회담을 가졌으며, 북한의 남침 계획에 동의하였던 당
시 소련의 지도자의 이름을 쓰세요. (중)

24

[정답] 스탈린
【해설】 1949년 3월 김일성은 스탈린과 비밀 협상을 하고 경제문화협정을 체결하여 남침에 대한
지원을 약속받았다.
6・25 전쟁 당시 북한군과 전투가 벌어지지 않은 지역으로 옳은 것은? (하)

25

① 삼척

② 원산

③ 함흥

④ 제주도
[정답] ④

【해설】 제주도에는 6・25 전쟁 당시 전투가 벌어지지 않았다.

26 다음 빈 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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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세를 역전시킨 국군과 유엔군은 서울을 수복하고 북진하여 국경까지 이르
렀다. 그러나 중국군의 개입으로 전세가 바뀌어 서울을 다시 빼앗겼다. 이후 전선이 (

)

부근에서 교착 상태에 빠지자, 소련의 제의로 정전 회담이 시작되었다.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에도 (

) 부근에서는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졌다.

① 평양 ② 3·8도선 ③ 압록강 ④ 낙동강
[정답] ②
다음 글에서 등장하는 이 단체의 명칭을 쓰세요. (상)
이승만 정부는 좌익 활동을 하다가 전향한 사람들을 계몽하고 반공사상을 전파한다는 목적으
로 이 단체를 조직하였다. 하지만 6・25 전쟁이 발발하자 국군과 경찰은 이 단체의 소속원들
을 법적 절차 없이 집단학살하였다.
[정답] 국민보도연맹(보도연맹)

27 【해설】 1949년 좌익 운동을 하다 전향한 사람들로 조직한 반공단체로, 정식명칭은 ‘국민보도연
맹’이다. 1948년 12월 시행된〈국가보안법〉에 따라 좌익사상에 물든 사람들을 전향시켜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취지로 결성되었다. 1949년 말에는 가입자 수가 30만 명에 달했고, 서울에만도 거의 2만
명에 이르렀다. 주로 사상적 낙인이 찍힌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거의 강제적이었으며, 지역별
할당제가 있어 사상범이 아닌 경우에도 등록되는 경우가 많았다. 6·25전쟁이 일어나자 정부와 경찰
은 초기 후퇴 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무차별 검속(檢束)과 즉결처분을 단행함으로써 6·25전쟁 중 최
초의 집단 민간인 학살을 일으켰다.
(출처: 보도연맹 [保導聯盟] (두산백과))
6・25 전쟁의 휴전협정이 체결되었던 장소를 쓰세요. (중)

28

[정답] 판문점
【해설】 작은 시골 마을이던 판문점에서 1951년 10월 25일 휴전회담이 열렸고, 1953년 7월 27일
이곳에서 휴전협정이 체결되었다.
다음 사건들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하세요. (중)

ㄱ. 1・4 후퇴

ㄴ. 휴전 회담 시작

ㄷ. 인천상륙작전

ㄹ.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29
[정답] ㄷ-ㄱ-ㄴ-ㄹ
【해설】 ㄷ. 1950년 9월 인천상륙작전으로 서울 수복, ㄱ. 1951년 1월 1・4 후퇴로 서울 다시 잃
음, ㄴ. 1951년 7월 소련의 제의로 휴전 회담 시작, ㄹ. 1953년 7월 정전 협정 체결 후 10월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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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자 한국과 미국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였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하)

30

[정답] X
【해설】 한미 상호방위원조협정은 1950년에 맺어졌다. 1953년에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었
다.
밑줄 친 이 조약의 명칭을 쓰세요. (상)
6・25 전쟁 중 이승만 정부는 휴전에 반대하고 북진 통일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미국으로부터

31

이 조약의 체결, 장기간의 경제 원조, 한국군의 증강 등을 약속받고 휴전에 동의하였다. 이 조
약에 따라 미군이 6・25 전쟁 이후 한국에 계속 주둔하게 되었고, 한국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
하였을 경우 미국은 유엔의 결정을 거치지 않고도 즉각 개입할 수 있게 되었다.
[정답] 한미 상호방위조약(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6・25 전쟁의 휴전협정서에 서명한 국가는 남한과 북한, 중국, 미국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상)
[정답] X

32 【해설】 휴전협정서에는 북한의 김일성 북한군 최고사령관, 중국의 펑더화이 중국인민지원군 사
령관, 미국의 클라크 유엔군 총사령관이 서명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 대표는 마지막까지 휴전에
반대한다는 의미로 「휴전협정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출처: 휴전협정,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
넷)
휴전 회담이 시작된 지 2년 만인 1953년 7월에 휴전협정이 체결되었다. 다음 중 휴전협정의 내용
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
① 반공 포로 석방

33

② 군사분계선 설치

③ 비무장 지대 설치

④ 휴전중립국감시위원단

구성
[정답] ①
【해설】 반공 포로 석방은 휴전협정의 내용이 아니라, 휴전에 반대한 이승만 대통령이 1953년 6
월 18일에 취한 행동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을 반대하면서 북송을 거부하는 반공 포로를 일
방적으로 석방하여 휴전 회담이 지연되기도 하였다.
군사분계선 설정 후 비송환 포로들은 비무장 지대 내의 이 나라가 관할하는 지역으로 인계되었다.
이 나라로 옳은 것은? (상)
① 인도

② 스위스

③ 폴란드

④ 체코슬로바키아
[정답] ①

34 【해설】 정전협정 체결 후 비무장 지대에서 인도군의 감시 하에 송환을 거부하는 공산군 포로(2
만2604명)와 유엔군 포로(359명)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지만, 논란 끝에 대부분의 포로들이 송환되
지 않고 민간인 신분으로 석방됐다. 그러나 이 중 88명(공산군 86명, 한국군 2명)의 비송환포로들
은 어느 쪽으로도 가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인도로 갔다.
(출처: 중앙일보] [그때 오늘] 6·25전쟁 막후의 또 다른 전쟁 … 치열했던 포로 송환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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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의 휴전협정이 체결된 날짜를 쓰세요. (중)

35

[정답] 1953년 7월 27일
【해설】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이 판문점에서 체결되었다.
6・25 전쟁의 결과 남한과 북한 사이의 적대감이 심화되었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하)

36

[정답] O
【해설】 전쟁으로 수많은 인명 피해와 함께 이산가족, 전쟁고아가 발생하였다. 전쟁의 피해를 주
고받은 남과 북의 적대감은 더욱 깊어졌다.
다음 중 6・25 전쟁의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
① 주요 산업 시설이 파괴되었다.
② 이승만 정부의 반공 정책이 강화되었다.

37

③ 수많은 이산가족과 전쟁고아가 발생하였다.
④ 남북한 사이에 평화 통일을 위한 교류가 활발해졌다.
[정답] ④
【해설】 전쟁 이후 이승만 정부는 북진 통일을 주장하며 반공정책을 강화하였으며, 북한은 적화
통일을 내세웠다.

11.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의 발전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하)

1

[정답] O
【해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이며, 제1조 2항은 ‘대한민
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다.
1952년 발췌 개헌은 사사오입 개헌이라고도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중)

2

[정답] X
【해설】 1952년 발췌 개헌은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이며, 1954년 사사오입 개헌은 초대 대통령
에 한해 중임 제한을 철폐한 개헌이다.
유신 헌법에서는 대통령의 임기를 7년 단임제로 규정하였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중)
[정답] X
【해설】 「유신헌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법률 유보 조항을 두어 국민의 기본권
을 대폭 축소하였다. 둘째, 입법부의 국정 감사권을 박탈하고 연간 회기를 제한하였다. 셋째, 국

3

회의원 정원의 3분의 1을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간접선거로 선출하였다. 넷째, 사법적 헌법 보
장 기관인 헌법 재판소를 정치적 헌법 보장 기관인 헌법위원회로 개편하였다. 다섯째, 대통령에
게 긴급조치권과 국회 해산권 등 초헌법적 권한을 부여하였다. 여섯째,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고 중임 제한 조항을 철폐하였다. 일곱째,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간접선거로
뽑았다. 여덟째, 헌법 개정 절차를 이원화하였다. 아홉째, 지방의회 구성을 통일 이후로 보류하였
다.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

4

다음에서 설명하는 이 나라의 이름을 쓰세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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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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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냉전체제 아래 동·서로 분단되었다가 1990년 통일되었다.
• 1960~70년대에 이 나라에 파견된 우리나라 광부, 간호사들이 매년 국내로 송금한 외화는 한
국 경제개발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정답] 독일
1980년대 후반 대한민국 경제는 이른바 3저 현상으로 호황을 누렸다. 여기에서 ‘3저 현상’에 해
당하는 것을 모두 쓰세요. (중)

5

[정답]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해설】3저 호황이란, 1980년대 중반부터 4~5년간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라는 우리 경제의
입장에서 호재가 한꺼번에 발생하여 GNP 성장률이 연 10% 이상을 기록하는 등 경제적 호황을 누
렸던 시기를 말한다.
1972년 발표된 7‧4 남북공동성명에서는 통일의

3

대 원칙이 공식적으로 천명되었다. 통일의

대 원

3

칙을 쓰세요. (상)
[정답]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해설】 1972년 7월 4일 남북한 당국이 국토분단 이후 최초로 통일과 관련하여 합의발표한 역

6

사적인 공동성명이다. 이 성명은 통일의 원칙으로,
- 외세(外勢)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 사상과 이념 및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밝힘으로써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공식 천명하였다. (출처: 시사상식사전)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 제9차 개헌을 이루어냈다. 제9차 개헌은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이었

7

으며 그 헌법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행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임기는 몇 년인지 쓰세요.
(하)
[정답] 5년
다음 선언문이 발표된 민주화 운동을 쓰세요. (하)
국가의 미래요 소망인 꽃다운 젊은이를 야만적인 고문으로 죽여 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국민을
속이려 했던 현 정권에게 국민의 분노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 주고, 국민적 여망인 개헌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4·13 폭거를 철회시키기 위한 민주 장정을 시작한다.

8
[정답] 6월 민주항쟁
【해설】 제시문은 1987년 6월 발표된 ‘6·10 국민대회 선언문’이다. 당시 전두환 정권은 대학
생 박종철을 고문 끝에 사망시키고, 국민들의 개헌 요구를 무시하는 4・13 호헌조치를 발표하였
다. 이에 분노한 학생과 시민들은 6월 항쟁을 일으켜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을 쟁취하

9

였다.
이 운동은 1997년 IMF 구제금융 요청 당시 국민들이 자신이 소유하던 금을 내어놓은 운동이다.
전국 누계 약 351만 명이 참여한 이 운동으로 약 227톤의 금이 모였다.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국

- 98 -

2019 통일골든벨

NO

문 항
민들의 자발적인 희생으로 극복하고자 한 것으로 1907년 국채보상운동에 비교되기도 하는 이 운
동의 명칭을 쓰세요. (중)
[정답] 금 모으기 운동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인물의 이름을 쓰세요. (중)
우리나라 최초로 평화적인 여·야 정권 교체를 통해 대통령이 되었다. 대북화해협력 정책을

10

추진하여 남북 분단 이래 최초로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민주화운동과 대북문제의 평화
로운 해결의 공로로 한국인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다.

‧

6 25

[정답] 김대중
전쟁 이후 1950년대에는 미국의 원조 물자를 가공한 삼백 산업이 발달하였다. 맞으면 O, 틀

리면 X를 쓰세요. (중)
[정답] O

11 【해설】 미국의 경제 원조는 한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되었다. 한국 정부는 생산재를 희망했지만,
미국은 잉여 농산물을 제공하였다. 이에 잉여 농산물을 가공하는 제분, 제당, 면방직의 삼백 산업
이 발달하였다. 밀가루, 설탕, 면화 등이 모두 흰색이어서 삼백 산업이라고 불렀다. (출처: 고등학
교 한국사 교과서, 미래엔,321쪽)
다음 헌법 개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중)

•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첫 번째 헌법 개정
• ‧ 전쟁 중이던 년 임시수도 부산의 피난 국회에서 통과됨
• 경찰과 군대가 국회를 포위한 상황에서 기립투표 방식으로 통과됨
6 25

1952

① 정부통령 직선제

12

② 7년 임기의 단임 대통령 선출
③ 초대 대통령의 중임 제한 철폐
④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한 대통령 선출
[정답] ①
【해설】 발췌개헌은 1952년 7월 7일 부산의 피난국회에서 통과된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첫
번째의 헌법개정이다. 정부통령 직선제, 양원제, 국회의 국무위원 불신임제 등을 골자로 하는 발
췌개헌안이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통과되었고, 같은 해 8월 5일 실시된 선거에서 이승만이 대통
령으로 재선되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제헌 국회는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고 이승만과 이시영을 정·부통령에 선출하였다. 맞으면 O,

13

틀리면 X를 쓰세요. (중)
[정답]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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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통과된 헌법의 핵심 내용으로 옳은 것은? (중)
국회에 제출된 개헌안은 표결 결과 재적 203명 중 찬성 135표, 반대 60표, 기권 7표로 개헌 정
족수인 136표에 1표가 부족하여 부결되었으나, 이틀 뒤에 당시 여당인 자유당은 203명의 2/3가
135.333...이므로 사사오입하면 135명이 개헌정족수라고 주장하며 개헌안의 통과를 선언하였다.
① 양원제 국회

14

② 내각 책임제
③ 초대 대통령의 중임 제한 철폐
④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한 대통령 선출
[정답] ③
【해설】 대통령에 재선된 이승만은 제헌헌법을 개정하여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 제한을 철
폐한다는 내용의 헌법개정안을 제출하였다. 표결 결과 개헌 정족수에 1표가 부족하였으나 자유당
은 사사오입의 논리를 내세워 통과를 선언하였다. 이를 사사오입 개헌이라고 부른다. 이로 인해
이승만은 1956년 제3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다시 당선되었다.
진보당 당수 조봉암은 북한의 간첩과 내통하고 평화통일론을 주장했다는 혐의로 사형에 처해졌다.

15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중)
[정답] O
【해설】 조봉암은 1958년 일어난 진보당 사건으로 사형에 처해졌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인물의 이름을 쓰세요. (중) (사진 제시 문제)

마산상업고등학교

1

학년이었던 그는 이승만 정권의

‧

3 15

부정

선거를 규탄하는 시위가 일어나자 참여하였다가 실종되었다.
실종되었던 그의 시신이

4

월

10

일 마산 앞바다에서 머리에

최루탄이 박힌 처참한 모습으로 발견되었고, 이에 분노한 학
생과 시민들의 일어나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

16
[정답] 김주열
【해설】 전라북도 남원의 금지중학을 졸업하였으며, 1960년에 마산상업고등학교에 입학하였다.
입학한 첫해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마산데모사건’이 일어났다. 이때 시민
과 학생들은 평화적 시위를 벌이고 있었는데 이를 강제 해산 시키던 경찰과 투석전을 벌이다 김
주열(金朱烈)은 실종되었다. 이때 실종되었던 김주열의 시신이 4월 10일에 마산 앞바다에 떠올랐
는데, 두부에 최루탄(催淚彈)이 박힌 처참한 몰골이었다. 이것이 경찰의 강경 진압에 의해 저질러
진 만행이라는 것이 밝혀지자 부정선거를 치룬 정부에 대한 학생들의 분노는 극에 치닫게 되면
서 결국 ‘제2 마산데모’가 일어나게 되었다. 김주열의 죽음으로 서울에서 2만여 명의 학생들이
총궐기에 나서면서 4‧19혁명이 발발되어, 결국 5월 1일 이승만 대통령 하야 성명까지 이끌어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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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출처: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다음 선언문이 발표된 민주화 운동의 결과로 옳은 것은? (상)
1.

마산 서울 기타 각지의 데모는 주권을 빼앗긴 국민의 울분을 대신하여 궐기한 학생들의

순수한 정의감의 발로이며 불의에는 언제나 항거하는 민족정기의 표현이다.
(중략)
‧

5. 3 15

17

선거는 부정선거다. 공명선거에 의하여 정부통령을 재선거하라.

① 유신체제가 붕괴되었다.
② 허정의 과도내각이 성립되었다.
③ 대통령에게 긴급조치권이 부여되었다.
④ 대통령 직선제를 약속한 6‧29 선언이 발표되었다.
[정답] ②
【해설】 자료는 4‧19혁명 당시 발표된 교수단 선언문이다. 4‧19 혁명으로 4월 26일 이승만은 사
임을 발표했고, 허정의 과도 내각 정부가 수립되었다.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
4・19 혁명 이후 허정 과도 정부는 양원제 국회와 내각 책임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헌법개정을

18

하였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상)
[정답] O
【해설】 과도 정부 시기에는 우리나라 헌정 사상 유일하게 내각책임제가 시행되었다.
다음 선언문이 발표된 민주화 운동을 쓰세요. (중)
민주주의와 민중의 공복이며 중립적 권력체인 관료와 경찰은 민주를 가장한 가부장적 전제 권
력의 하수인으로 발 벗었다. ……나이 어린 학생 김주열의 참혹한 시신을 보라! 그것은 가식
없는 전제주의 전횡의 발가벗은 나상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19

[정답] 4.‧19혁명, 4월 혁명
【해설】제시된 지문은 1960년 4월 19일 발표된 서울대학교 문리대 학생의 4・19선언문이다.(출
처: 국사편찬위원회) 1960년 3월 15일 이승만 정권에 의해 대규모 부정선거가 자행되었다. 이에 항
의하는 마산 시민들의 시위과정에서 경찰의 최루탄에 사망한 김주열의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 떠
올랐다. 이에 분노한 학생과 시민들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
여 수많은 희생자가 생겼다. 하지만 이로 인해 학생과 시민들의 저항은 확대되었고 이승만은 결국
대통령직에서 하야하였다.

20 다음 연설이 발표된 시기의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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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 및 법무 행정에 있어서는 법질서의 확립으로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

‧

3 15

부정

선거 관련자의 처단과 부정축재 처리에 있어서는 혁명정신에 입각하여 현행법을 적정히 활용
하여 왔으며, 부정선거 원흉의 처단은 이미 공소제기와 구형을 한 터이므로 법원의 엄정한
판결이 있을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① 내각 책임제 정부이다.
② 유신헌법을 공포하였다.
③ 반민족행위자 처벌법을 제정하였다.
④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다.
[정답] ①
【해설】 자료는 제2공화국 당시 장면 총리가 1960년 8월 27일 민의원에서 한 시정연설이다. 제2
공화국은 1960년 6월 15일 개정 헌법이 통과되고 6월 23일 새 선거법이 제정되어, 8월 12일 민의
원⋅참의원의 합동 회의에서 윤보선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며, 8월 23일 장면이 국무총리로 선
출되면서 출범하였다. 제2공화국은 1차 내각이 이루어지고 다음 해인 1961년 5월 18일 임시 국무
회의에서 내각 총사퇴를 의결할 때까지 약 9개월 동안 존속하였다. 장면 정권으로 불리는 제2공
화국은 이승만 정권의 제1공화국과는 달리 대통령중심제 대신 한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내각책임
제를 채택하였다.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
(노래 제시 문항) 다음은 박정희 정부가 추진했던 이 운동을 홍보하기 위해 만든 노래이다.

1970

년부터 시작된 범국민적 지역사회 개발운동인 이 운동의 명칭을 쓰세요. (하)
2절)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푸른동산 만들어 알뜰살뜰 다듬세

21

후렴) 살기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
[정답] 새마을 운동
【해설】 자료는 새마을 운동을 홍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새마을 노래로 박정희가 작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 운동은 1970년부터 시작된 범국민적 지역사회 개발운동이다. 근면·자조·협동
의 기본 정신과 실천을 범국민적·범국가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가발전을 가속적으로 촉진시키
려는 목적으로 진행된 운동이다. (출처: 민족문화대백과)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인물의 이름을 쓰세요. (상)
• 4‧19혁명으로 자유당 정권이 무너진 후 제4대 대통령에 선출
• 5‧16 군사정변으로 임기 1년 5개월 만에 하야함

22

• 대통령을 사퇴한 후 군사정부를 비판하는 재야 지도자로 활약함
[정답] 윤보선
【해설】 4‧19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진 이후 허정 과도 정부는 내각책임제 개헌을 추진했
다. 1960년 8월 12일 국회 양원 합동회의에서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 윤보선은 민주당 후보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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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4대 대통령에 선출됐다. 하지만 5‧16군사정변이 일어난 후 임기 1년 5개월 만에 하야했다.
이후 박정희 정권을 비판하는 재야인사로 활동했다. (출처: 다음백과)
1960년대 평화시장의 재단사였으며 노동 운동가였던 이 사람은 1970년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자살하여 노동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 사람의 이름을 쓰세요. (중)

23

[정답] 전태일
【해설】 평화시장의 재단사였던 전태일은 1970년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며 분신하였다. 이후
우리나라의 노동 운동이 활성화되었다.
1966년 미국은 한국군 베트남 증파에 따른 미국의 대한 협조 방안으로 대한민국 국군의 현대화와
기술 원조 등을 약속하는 각서를 체결하였다. 이 각서의 명칭을 쓰세요. (상)

24

[정답] 브라운 각서
【해설】 브라운 각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베트남전쟁에 한국군 파병의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국군
의 현대화와 경제개발을 위한 기술 원조 등을 약속받았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도로의 명칭을 쓰세요. (하)

• 경인고속국도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건설된 고속 국도
• 년 착공되어 년 완공되었다
• 한·일 국교 정상화와 베트남 파병으로 들어온 자금의 일부가 투입되었다
(

1968

)

1970

.

25

.

[정답] 경부고속국도, 경부고속도로
【해설】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중심 사업으로, 1968년 개통된 경인고속도로에 이어 두
번째로 건설된 고속도로이다. 1968년 착공하여 1970년 완공되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원지동을
기점으로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까지 연결된다. 수도권 대도시와 대전·대구·울산 3개 광역
시를 비롯하여 주요 거점 도시들을 거쳐 전국을 1일 생활권으로 만든 국토의 대동맥이다.
(출처: 다음백과)
1980년대 중반 우리나라 경제는 3저 호황에 힘입어 크게 성장하였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
요. (하)

26

[정답] O
【해설】 1980년대 중반 우리 경제는 저유가, 저달러, 저금리의 세계 경제 호황 속에 크게 성장하
였다.
다음 중 해방 후의 시기별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최상)
① 1950년대 미국의 원조 물자를 가공한 삼백 산업이 발달하였다.

27

②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으로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크게 완화되었다.
③ 1970년대 중화학 공업이 집중 육성되었다.
④ 1980년대 저금리·저유가·저달러의 3저 현상으로 호황을 맞이하였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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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960년대 수출 중심의 산업을 육성하였으므로 경제의 대외 의존도는 높아졌다.
이 제도는 금융거래시 타인의 이름을 빌려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금융거래를 투

28

명화하여 정경 유착을 없애고 세금을 합리적으로 부과하는 데 목적을 두고 김영삼 정부가 전면
실시한 이 제도의 명칭을 쓰세요. (중)
[정답] 금융실명제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서 공식적으로 제창한 노래는‘임을 위한 행진곡’이다. 맞으면 O, 틀
리면 X를 쓰세요. (하)
[정답] ○

29 【해설】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으로 활동하다 희생된 고 윤상원 씨와
1979년 광주에서 '들불야학'을 운영하다 사망한 노동운동가 고 박기순 씨의 영혼결혼식에 헌정되
었다. 1997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 정부 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기념식에서 제창되었다. (출처:
시사상식사전)
다음 선언을 발표하는 계기가 된 민주화 운동을 쓰세요. (상)
여야합의하에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새 헌법에 의한 대통령선거를 통해
2

1988

년

윌 평화적 정부이양을 실현토록 해야 하겠습니다. (중략) 오늘의 이 시점에서 저는,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고, 국민적 화해를 이룩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0

[정답] 6월 민주항쟁, 6월 항쟁
【해설】 자료는 1987년 6월 항쟁 직후인 6월 29일 노태우 민주정의당 대통령 후보가 직선제 개
헌 요구를 받아들여 발표한 특별 선언으로「6‧29선언」이라고 한다. 1987년 6월 10일 전두환 정
권은 노태우를 제5공화국 헌법에 따라 간접선거로 치를 대통령 선거 후보로 지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날 전국 각지에서 시위가 일어났고, 6월 26일에는 다시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주
도로 평화 대행진이 개최되었다. 이를 통칭 6월 민주항쟁이라고 한다.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우
리역사넷)
다음 주장이 제기된 민주화 운동의 영향으로 옳은 것은? (중)

오후

시 국기 하기식에 맞춰 다 같이 애국가를 부릅시다. 애국가 후 자동차는 경적을

6

울리고 교회와 사찰은 타종합시다. 국민 대회 때 소형 태극기를 지참합시다.
국민 합의 배신하는 호헌 주장 철회하라! 민주 헌법 쟁취하여 민주 정부 수립하자!

31

① 전국에 비상 계엄이 선포되었다.
②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③ 5년 임기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다.
④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 국회가 구성되었다.
[정답] ③
【해설】 자료는 1987년 6월 항쟁 때 발표된 민주 헌법 쟁취 국민운동 본부의 행동강령과 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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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1987년 6월 10일 전두환 정권은 노태우를 제5공화국 헌법에 따라 간접선거로 치를 대통령
선거 후보로 지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날 전국 각지에서 시위가 일어났고, 6월 26일에는 다
시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주도로 평화 대행진이 개최되었다. 이를 통칭 6월 민주항쟁이라고
한다. 6월 항쟁이후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헌이 이루어졌다.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옳은 것은? (중)
1987년 1월 서울대 학생 박종철이 경찰의 고문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고 정부가 헌법개정
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자 학생, 시민들은 전국 각지에서 호헌 철폐, 민주 헌법 쟁취 등의

32

구호를 외치며 격렬하게 시위를 벌였다.
① 4・19 혁명

② 부·마 항쟁

③ 6월 민주항쟁

④ 5・18 민주화운동
[정답] ③

【해설】 ‘6월 민주항쟁’을 통한 학생, 시민들의 핵심 요구는 대통령 직선제이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국민의 분노가 거세지자 당시 여당인 민정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가
발표한 것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 수용, 기본권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이 선언의 명칭을 쓰세

33

요. (중)
[정답] 6・29 민주화선언
【해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 당시 민정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골자로 하는 6・29 민주화선언을 발표하였다.
다음 정책을 펼친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은? (중)

• 북방 외교를 추진하여 소련 및 동유럽 공산 국가들과 수교하였다
• ‧ 민주화 운동 진압에 대한 진상과 언론 탄압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청문회를
.

5 18

열었다.
① 7‧4 남북 공동 성명 발표

34

②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성사
③ 개성 공단 설치 등 경제 협력 추진
④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 정상 회담 개최
[정답] ②
【해설】 발췌개헌은 1952년 7월 7일 부산의 피난국회에서 통과된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첫
번째의 헌법개정이다. 정부통령 직선제, 양원제, 국회의 국무위원 불신임제 등을 골자로 하는 발
췌개헌안이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통과되었고, 같은 해 8월 5일 실시된 선거에서 이승만이 대통
령으로 재선되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35 노무현 정부의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의 일환으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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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되었다. (상)
[정답] X
【해설】 노무현 정부가 아니라 김영삼 정부이다. 국민들의 강도 높은 정치개혁 요구에 김영삼 정
부는 ‘역사 바로 세우기’를 통해 개혁을 전개하였다. 1995년 12월에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
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12・12 사태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법에 따라 심판
하여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었다.
김대중 정부는 IMF로부터 받은 모든 차관을 조기 상환하여 IMF 관리체제에서 벗어났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상)
[정답] O

36 【해설】 외환위기를 맞은 김영삼 정부는 1997년 12월 3일 IMF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양해각
서를 체결하였다. 직후인 1997년 12월 18일에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고, 이 선거
에서 여당은 야당에게 패배하여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1998년 2월, 김대중 정부가 들어섰고,
2001년 8월 23일 IMF 구제금융 195억 달러를 조기 상환해 IMF 관리체제에서 벗어났다.
다음 정책을 실시한 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최상)
정부는 외환 위기의 극복 과정에서 발생한 빈부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를 시행하였다. 이로 인해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국민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지원하는 제도적 틀이 마련되었다.
① 최초로 수출 100억불을 달성하였다.
② 금융 실명제를 전격적으로 실시하였다.
③ 생산적 노사관계를 위해 노사정위원회를 발족하였다.

37 ④ 유상 매수, 유상 분배 방식의 농지 개혁을 시행하였다.
[정답] ③
【해설】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가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다.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최저생계비 이하
의 모든 국민에게 국가가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다. 생
활보호제도(생활보호법)를 대신하는 복지정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김대중 정부시
기인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김대중 정부는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생산적인 노사관
계를 발전시키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노동자, 사용자, 정부 간의 협의체인 노사정위원회를 1998년
1월 발족하였다.
다음 중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
①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하였다.

38

②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③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④ 참여와 통합의 정치개혁,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등을 국정 과제로 삼았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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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해설】 국제노동기구(ILO) 가입은 노태우 정부 때의 일이다.

12. 글로벌 대한민국
다음 기록물 중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지 않은 것은? (중)
① 삼국사기
② 승정원일기
③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④ 5․18 민주화 운동 기록물

1

[정답] ①
【해설】 한국의 세계기록유산은 2018년 현재 16개로 현황은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등재년도)
1.훈민정음 해례본(1997), 2. 조선왕조실록(1997), 3. 직지심체요절((2001), 4. 승정원일기(2001), 5.
팔만대장경(2007), 6. 조선왕실의궤(2007), 7. 동의보감(2009), 8.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록물
(2011), 9. 일성록(2011), 10. 난중일기(2013), 11. 새마을운동 기록물(2013), 12. KBS특별생방송 ‘이
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2015), 13. 한국의 유교책판(2015), 14.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2017),
15. 국채보상운동 기록물(2017), 16. 조선통신사에 관한 기록(2017) (출처: 문화재청)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인물의 이름을 쓰세요. (상)
이 인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1992

년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고발한 후 지난

2019

년

월

1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전 세계 전쟁 피해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 인권운동가로 활동하였다. 그
는 또한 자신의 전 재산을 일본의 조선학교 학생들을 위해 기부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안겼다.
[정답] 김복동 (할머니)

2

【해설】 김복동 할머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평화운동가로, 1992년 3월 일본군 '위안부
'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고발했다. 이후 전 세계 전쟁 피해 여성들의 인권 신장과 지원을 위해 '
나비기금'을 발족하는 등 인권 운동가로서 활발히 활동해 왔다. 1993년에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했으며, 이후 미국·일본·유럽 등에서 피해 사실을 증언하면서 일본군 '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촉구했다. 특히 2000년에는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
정'에 원고로 참여해 실상을 문서로 증언하기도 했다. 2019년 1월 28일 오전 일본군 '위안부' 피
해자인 이 모 할머니가 별세한 데 이어 김 할머니까지 세상을 떠나면서,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23명으로 줄었다. (출처: 시사상식사전)
1972

년 발표된

‧

74

남북공동성명에서는 통일의

3

대 원칙이 공식적으로 천명되었다. 이 성명에서

천명된 통일의 3대 원칙을 쓰세요. (상)
[정답]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3

【해설】 1972년 7월 4일 남북한 당국이 국토분단 이후 최초로 통일과 관련하여 합의발표한 역
사적인 공동성명이다. 이 성명은 통일의 원칙으로,
- 외세(外勢)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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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과 이념 및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밝힘으로써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공식 천명하였다. (출처: 시사상식사전)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상)
• 보물 제218호로 지정되었다가 2018년 국보 제323호로 승격되었다.
• 고려 광종의 명으로 혜명이 제작한 불상이다.
• 높이 18.12m에 달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불상이다.
① 석굴암 본존불
② 연가7년명 금동여래입상

4

③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④ 부석사 소조아미타여래좌상
[정답] ③
【해설】 충남 논산시 관촉사에 있는 고려 시대 석조미륵보살입상으로, 논산시 은진면에 있어서
'은진미륵'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충남 논산 관촉사에 위치한 석조미륵보살입상으로, 높이가
18.12m에 달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불상이다.

고려 광종 19년(968)에 승려 혜명이 제작했으

며, 당시 경기·충청 일대에서 유행하던 고려 시대의 불상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대표적인 미륵
보살로 평가받는다. (시사상식사전)
다음 중 2018년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불교사원이
아닌 것은?(상)
① 영주 부석사
② 해남 대흥사
③ 양산 통도사
④ 경주 불국사
[정답] ④

5

【해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하는 세계유산위원회(WHC)는 2018년 6월 30일 바레인
수도 마나마에서 열린 제42차 회의에서 한국이 신청한 한국의 산사 7곳을 세계유산 중 문화유산
으로 등재했다. 우리나라가 등재를 신청한 한국의 산사는 양산 통도사, 영주 부석사, 안동 봉정
사, 보은 법주사, 공주 마곡사, 순천 선암사, 해남 대흥사이다. 한국의 산사는 7∼9세기 창건된 이
후 신앙·수도·생활의 기능을 유지한 종합승원이라는 점에서 세계유산 필수 조건인 '탁월한 보
편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또 개별 유산의 진정성과 완전성, 보존 관리 계획에서도 합격점을 받았
다. (출처: KBS뉴스, 2018.06.30.) 경주 불국사는 1995년 석굴암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
되었다.

6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절단의 명칭을 쓰세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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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유산에
본으로
점에서

유네스코는 한일 양국의 평화 외교사절단인 이 사절단의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
등재하였다. 이 사절단은 임진왜란 이후 단절된 양국의 관계 회복을 위해 조선에서 일
파견된 외교사절단으로 전쟁을 치른 두 나라가 사절단을 통해 평화 관계를 구축했다는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정답] 조선통신사, 통신사

【해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3차 유네스코 전체회의(IAC)에서 '조선통신사 기록물'을 유네
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으로 확정지었다고 10월 31일 밝혔다. 지난 2013년부터 한국
의 부산문화재단과 일본의 NPO법인 조선통신사연지연락협의회를 중심으로 조선통신사 관련 기
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두 기관은 부산시와 나가사키현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한·일 양국 간 최초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공동 등재'라는 쾌거를 이뤄
냈다. 조선통신사 관련 기록은 과거 200년이 넘게 지속됐던 한일 선린우호의 상징으로 양국은 물
론 동아시아의 평화 구축에 크게 기여하는 등 세계에서 그 유례가 찾기 힘든 인류가 보존해야
할 가치 있는 기록유산으로 평가되고 있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2017.10.3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도시로 옳은 것은? (중)

‘두 강 사이에 있는 도시’라는 뜻으로 베트남의 공식 수도이다. 2019년 2월 미국 트럼프 대
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① 방콕

7

② 하노이
③ 호치민
④ 싱가포르
[정답] ②
【해설】 하노이는 ‘두 강 사이에 있는 도시’라는 뜻으로 1831년 구엔 왕조에 의해 불리어졌
던 이름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하노이라는 이름 이전에는 레왕조(黎,1428~1787) 말기 '통킹'
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1945년 9월 2일 베트남의 공식 수도가 되었으며, 2010년 9월 도시건설
1,000년을 맞이한 유서 깊은 도시이다. (출처: 두산백과)
우리나라는 1987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를 설치하여 본격적으로 국외원조를 시작하였다. 맞으

8

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상)
[정답] O
【해설】 대외경제협력기금은 1987년에 설치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원조액을 점차 늘려나가고 있다.

9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구로 옳은 것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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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무상 원조 전담 기구로 설립되어 우리나라의 개발 경험과 기술을 필요한 국가에 지원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의료지원 등 최빈국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
과 자연재해․국제분쟁 등 만성적 재난으로부터 생명을 구조하는 인도적 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① OECD

② KOICA

③ DAC

④ IBRD
[정답] ②

【해설】 KOICA는 한국국제협력단으로 우리나라의 개발 경험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개발도상국
들에게 우리의 인력과 자본을 제공하여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고 인도적 견지에서 최빈국 주
민의 복지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난 구호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하
며,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봉사단원들을 파견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다목적 실용 위성은 무궁화 위성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상)
[정답] X

10

【해설】 우리나라 최초의 다목적 실용 위성은 아리랑 위성으로 정밀 지도 제작, 지리 정보 시스
템(GIS), 국토 관리, 재해 예방 등에 사용되는 위성이다. 1호는 1999년 12월에, 2호는 2006년 7월
에, 3호는 2012년 5월에 발사되었다. 무궁화 위성은 우리나라 최초의 상용 방송·통신 위성으로
현재 KT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1999년 정부는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법을 제
정하였다. 이 법의 명칭을 쓰세요. (중)
[정답] 재외동포법
【해설】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

11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혹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가리킨다. 이 법은 정부가 재
외동포가 대한민국 안에서 부당한 규제와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태지역 경제공동체를 추구하는 이 기구에 1989년 회원국으로 가입하였고, 2005년 부
산에서 이 기구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이 기구의 명칭을 쓰세요. (중)

12

[정답]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해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는 아시아와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참여한 기구로 이
지역 경제공동체를 추구한다.
2004년 설립된 고구려연구재단은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2006년 이 기관으로 개편
되었다. 이 기관의 명칭을 쓰세요. (중)

13

[정답] 동북아역사재단
【해설】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하여 2004년 설립된 고구려연구재단은 2006년 9월 동북아역사재

14

단으로 확대·개편되었다.
2001년 여성국제전범법정에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왕 등 피고인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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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O
【해설】 여성국제법정은 2000년 도쿄에서 시작되었고, 2001년 헤이그에서 일왕 등의 책임을 인정
한 최종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 재판은 민간법정이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2012년 우리나라는 독일, 스위스와의 경합에서 승리하여 인천에 이 기구의 사무국을 유치하였다.
유엔 산하 기구로 개발도상국의 온실 가스 감축과 기후 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이 기구의 명
칭을 쓰세요. (상)

15

[정답] 녹색기후기금(GCF)
【해설】 2012년 인천광역시에 녹색기후기금(GCF)의 사무국이 설치되었다. 이 기구는 세계은행 및
아시아개발은행과 대등한 수준의 기금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의 온실 가스 감축과 기후 변화 대
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과학기지는 통일 신라의 해상무역을 주도했던 역사적 인물의 이름을 붙
였다. 이 인물로 옳은 것은? (중)
1988년 세종기지 건설 이후 24년 만에 지어진 대한민국의 두 번째 남극 과학기지이다. 연구동
과 생활동 등 16개 동의 건물로 구성되는 이 과학기지는 연면적이 4,458㎡에 달하며, 겨울철에
는 15명, 여름철에는 최대 60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사전 제작된 자재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16

모듈 방식을 통해 건설되었다.
① 이순신

② 장보고

③ 안용복

④ 최무선
[정답] ②

【해설】 장보고과학기지는 남극에 위치한 대한민국의 두 번째 과학기지이다. 2014년 2월 12일에
완공되었으며, 한국해양연구원 부설기관인 극지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 있던 세종과학
기지는 남극 대륙이 아닌 남극권의 섬에 위치하고 있었지만, 장보고과학기지는 남극 대륙에 건설
된 기지이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명칭을 쓰세요. (중)
러시아를 비롯한 독립국가연합에 살고 있는 한국인 교포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조선 후기
부터 러시아의 연해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인들이 이주하였는데 일제 강점기 항일 독립운동가
들이 이주하여 민족 운동이 활발히 일어났다. 하지만 1937년 스탈린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강

17

제 이주당하는 아픔을 겪었다.
[정답] 고려인(고려사람, 카레이스키, 카레예츠)
【해설】고려인이란

러시아·우크라이나·벨라루스·몰도바·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투르크

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조지아(그루지야) 등 독립국가연합 내에 살
고 있는 한인 교포들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용어이다. 러시아어로는 '카레예츠'라고 하며, 현지의
한인 교포들은 스스로를 고려사람(Koryo-saram)이라고 부른다.

18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명칭을 쓰세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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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56개 소수 민족 중 하나이며, 대부분 동북 3성에 거주하고 있다. 연변 자치주는 중국
최초의 소수민족 자치주로 중국 내에서 이들의 위상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 기업의 중
국 진출에 기여하였으며, 국내에서는 건설, 제조, 서비스업 등에서 부족한 노동력을 대신해 왔
다. 최근 영화 등 대중매체에서 부정적으로 묘사하여 문제가 되기도 했다.
[정답] 조선족(재중동포)
【해설】조선족은 중국 내 56개 소수민족 중 하나다. 중국 전역에 200만여 명이 살고 있으며, 그
중 대부분은 한반도와 마주하는 동북3성에 밀집해 있다.
조선족은 대부분 일제강점기, 일제의 수탈을 피해 만주지역에 정착한 이들의 후손들로 이들의
거주지는 반일무장투쟁의 근거지이기도 했다. 중국어와 한국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다는 장점 때
문에, 이들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중국 내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
한국의 특별비자 혜택을 받아 외화벌이 일꾼으로서 중국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중
국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의 안내자이자 교두보 역할도 했기 때문이다.
조선족이라는 호칭은 중국이 소수민족 통치 정책의 차원에서 붙인 것으로 조선족보다는 다른
지역의 동포처럼 재중동포라 불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브라질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

19

요. (중)
[정답] X
【해설】 우리나라는 브라질과는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다음 중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나라로 옳지 않은 것은? (상)
① 칠레

② 인도

③ 브라질

④ 뉴질랜드
[정답] ③

20 【해설】 정부는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우리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FTA를 추진
한 결과 칠레, 싱가포르,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
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등 52개국과의 FTA가 발효되었다. 중미는 서명이 타결된 국
가이다.
우리나라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노동기구(ILO)의 회원국이다. 맞

21 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중)
[정답] O
다음 중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기구로 옳지 않은 것은? (상)
① TPP

② ILO

③ WHO

④ WTO

22

[정답] ①
【해설】 미국 주도로 이루어진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우리나라는 아직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다.
프랑스군이 강화도에 침입해 외규장각의 도서와 보물을 약탈한 사건은 신미양요이다. 맞으면 O,

23

틀리면 X를 쓰세요. (하)
[정답] X
【해설】 1866년 병인양요 당시 강화도를 침공한 프랑스가 외규장각의 도서를 약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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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서 설명하는 인물의 이름을 쓰세요. (상)

24

프랑스 파리에서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을 발견해
200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시킨 1등 공신으로, '직지심경의 대모'로 불린다. 또한
한민국 임시정부 파리위원부가 있던 청사를 찾아내기도 했고, 파리 근교에서 살면서 한국
련 각종 고서 연구와 프랑스에서 본 한국의 3・1 운동 등에 관한 독립운동사를 정리하기도
였다.

내
대
관
하

[정답] 박병선 (박사)
【해설】박병선 박사는 프랑스에 유학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으로 직지심체요절을 발견하였으며,
외규장각 도서 반환 운동에 불을 지폈다. 2011년 사망하였다.
종묘제례와 제례를 거행할 때 연주하는 종묘제례악은 판소리, 강릉 단오제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
무형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중)

25

[정답] O
【해설】 무형 유산은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가치 있고 독창적인 구전 및 무형 유산을 선정하여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 판소리, 강릉 단오제, 김장 문화, 농악
등이 등재되어 있다.
다음 중 현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한 우리나라 기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

26

① 동의보감

② 비변사등록

③ 새마을운동 기록물

④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
[정답] ②

【해설】 2018년 현재 비변사등록은 세계기록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
고종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울릉 군수로 하여금 울릉전도와
죽도와 이 섬을 관할하도록 하였다. 이 섬의 명칭을 쓰세요. (상)

27

[정답] 석도(독도)
【해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울릉 군수가 울릉도 본 섬과 함께 죽도와 석도 즉, 독도를 관할
하도록 하여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분명히 밝혔다. 이는 관보에 게재되어 법적 효력을 지닌다.
1995년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는 태평양 전쟁 당시의 식민 지배에 대해 사과하는 담화를 발표하였
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상)

28

[정답] X
【해설】 고이즈미는 2001~2006년에 총리를 역임하였다. 1995년 식민 지배를 사과한 일본 총리는
무라야마이다.
1952년 한국의 대통령은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 이른바 평화선 선언을 발표하
여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분명히 하였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상)

29

[정답] O
【해설】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이 이른바 평화선을 발표하여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선언하자, 일
본 정부가 항의 문서를 보내왔다.

30

최근 일본의 정치인이 이 신사를 참배하는데 주변국들이 반발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
범들의 위패를 비롯해 전쟁에 동원된 한국인들의 위패가 보관되어 있는 이 신사의 이름은 무엇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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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문 항
가? (하)
[정답] 야스쿠니 신사
【해설】 야스쿠니 신사에는 도조 히데키를 비롯한 제2차 세계대전 전범들의 위패와 전쟁에 강제
동원된 한국인들의 위패가 보관되어 있다. 또한 한국인 합사 취소를 요구하고 있지만 야스쿠니 신
사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조형물의 공식 명칭을 쓰세요. (중)
ㆍ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피해를 상징하는 상징물
ㆍ2011년 12월 14일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처음 설치

31

ㆍ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수십 개가 설치됨.
[정답] 평화의 소녀상
【해설】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 1000회를 맞은 2011년
12월 14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주도로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처음 설치되었다. 시
민 모금으로 세워졌으며, 부부 작가인 김운성, 김서경의 작품이다.
의사이자 가톨릭 사제로 아프리카 수단에서 병원과 학교를 설립하고 음악과 교육에 헌신한 이태
석 신부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다큐멘터리로 옳은 것은? (하)

32 ① 울지마 톤즈

② 프로젝트 님

③ 아프리카의 눈물

④ 학교 교환 프로젝트
[정답] ①

【해설】 이태석 신부의 활동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다큐멘터리는 울지마 톤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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