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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23 시행 서울시 9급 공무원 문항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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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평 > 

  2018년 서울시 9급 한국사의 난이도는 작년 서울시 9급 및 

올해 3월에 치러진 서울시 9급과는 달리 평이하게 출제되었으

며, 올해 치러진 여타 시험들과 비교해 보아도 가장 평이하게 

출제되었다. 문항 유형은 단순문답형 문제가 12개, 자료 제시형 

문제가 5개, 순서나열형 문제는 3문제 출제되었다. 단순문답형 

문제가 12문제나 출제된데 비해 자료제시형 문제는 5문제로, 최

근의 출제경향과는 약간 다르게 출제된 것이 특징이다.

  시대사로는 근현대사가 7문제 출제되었고, 특히 현대사가 3문

제나 출제되었는데 빈출주제 1순위인 정부 수립 과정대신 민주

화운동과 통일정책을 주로 물어보았다. 전근대사의 경우 시대별

로 골고루 문제가 포진되었지만 근대태동기는 1문제만 출제되었

으며, 근현대사 역시 일제강점기가 1문제만 출제되었다.

  분류사로는 정치사가 12문제, 문화사가 5문제 출제되었다. 정치‧
문화사는 항상 출제되던 비율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며, 경제사

회사는 최근 들어 거의 출제되지 않았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3문제 

정도 출제되었다.   

  이번 시험에서 변별력 있는 문항은 주로 정치사에서 나왔다. 

한일 기본 조약에 대해 비교적 지엽적으로 묻는 6번 문제, 고려

의 경제 생활을 묻는 7번 문제, 조선 후기의 국방 정책을 순서

나열로 묻는 8번 문제, 그리고 근대 교육기관에 대해 묻고 있는 

18번 문제가 시험의 변별력을 높인 문항들이었다.   

<출제 문항 유형 분석>

  

 

<문항 주제 분석 >

문항 

번호
출제 분류 출제 주제 난이도

1 중세 문화 고려 문화 중하

2 근세 문화 조선 전기의 편찬 서적 중

3 고대 경제 통일신라의 경제제도 중

4 중세 정치 무신집권기의 사회동요 중

5 근대 정치 근대의 개혁안 중하

6 현대 정치 한⋅일 기본 조약 중상

7 중세 경제 고려의 경제 생활 중상

8 근태기 정치 조선의 국방 정책 중상

9 선사 구석기 시대의 생활상 하

10 고대 정치 통일 신라 중하

11 고대 문화 6두품 중하

12 일제 정치 지청천 중

13 중세 정치 고려의 대외관계(여진) 중하

14 현대 정치 통일 정책 중

15 통합형 조선시대의 대외관계 중

16 근대 정치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중

17 통합형 조선시대의 신분제도 하

18 근대 문화 근대 교육기관 중상

19 근세 문화 이황 중

20 현대 정치 대한민국의 민주화 과정 중

< 변별력 있는 문항 분석 >

문항 
번호

출제 주제 특징

6
한⋅일 기본 

조약

한‧일 협정은 종종 출제되는 주제 중 

하나이지만, 관련 선지들은 지금까지 

기출에서 자주 나오던 내용들이 아니

었다. 김종필-오히라 회담 및 한‧일협

정의 부속 조약들까지 자세히 보지 

않았더라면 함정에 걸려들기 쉬운 문

제였다. 

7
고려의 경제  

생활

제시된 선지들에 대해 각각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

로, 보초 유통 시기 등과 같은 지엽적

인 내용까지 파악하고 있어야 풀 수 

있다. 

8
조선시대의 

국방정책

조선 후기의 군사 제도를 모아 순서

나열형으로 제시한 문제이다. 서울 주

변의 4 유수부가 구축된 시기와 하멜

에 의해 조총 기술이 도입된 시기 등

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정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로, 꽤 변별력이 있었다.

18
근대의 

교육기관

근대 학교의 설립은 비교적 익숙한 

주제지만, 배재학당의 설립 위치와 경

신학교의 설립 시기까지 디테일하게 

물어보면서 문제의 변별력을 높인 것

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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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제 문항 유사 연계 분석 

  (A책형 기준 / 2018대비 교재, 강의 기준)

정답(A책형 기준)

01. ②     02. ①      03. ④     04. ①       05. ② 

06. ④     07. ④      08. ③     09. ①       10. ④

11. ④     12. ③      13. ②     14. ②       15. ④

16. ②     17. ②      18. ③     19. ③       20. ④

1. 고려의 문화 전반 정답 : ②

②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은 1377년 청주 흥덕

사에서 간행한 ‘직지심체요절’이다. 이 외에도 1234년 금속활자

로 간행했다는 ‘상정고금예문’ 등의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 고려는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를 발명했다고 볼 수 있다.  

오답분석 : ① 고려의 귀족문화를 대표하는 자기는 고려청자이다. 

또한 상감기법은 백자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③ 팔만대장경판은 

몽골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한 염원을 담아 만들었다. ④ 고려는 

불교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긴 했으나, 유교문화 또한 국가 운영의 

측면에서 발달하였다. 과거제 시행과 최승로의 시무28조 등이 대

표적이다.  

(2018년 해법국사 1권, 유학의 발달, 301쪽 / 인쇄술의 발달, 309쪽 / 청자와 공
예, 313~4쪽) 
(2018년 필기노트, 고려 과학기술과 궈족문화의 발달 61쪽)

2. 조선 전기 서적 편찬 정답 : ①

① ‘본조편년강목’은 충숙왕 때 고려 왕조의 역사를 민지가 정리

하여 편찬한 역사서이다. 

오답분석 : ② ‘의방유취’는 세종 때 편찬된 의학 관련 백과사

전이다. ③ ‘삼국사절요’는 성종 때 노사신과 서거정 등이 편

찬한 단군부터 삼국까지의 멸망을 다룬 편년체 역사서이다. 

④ ‘농사직설’은 세종 때 정초 등이 왕명으로 편찬한, 우리의 

전통적인 농업 기술을 최초로 정리한 농서이다.   

(2018 해법국사 1권, 고려의 역사서 편찬, 306쪽 / 조선의 역사서와 통치기록, 436쪽 
/ 천문‧역법‧의학‧농서, 441쪽 )
(2018년 필기노트, 유학의 발달과 역사서의 편찬 60쪽, 민족문화의 융성 84쪽)

3. 통일신라의 토지 제도 정비 정답 : ④

㉣ 관료전 지급은 신문왕 때인 687년이다. ㉡ 녹읍의 폐지는 

신문왕 때인 689년이다. ㉢ 정전(丁田)의 지급은 성덕왕 때인 

722년이다. ㉠ 녹봉을 없애고 녹읍을 다시 지급한 것은 경덕왕 

때인 757년이다.   

(2018년 해법국사 1권, 토지 제도의 정비, 133쪽)
(2018년 필기노트, 고대의 경제 적책과 경제 생활 28~29쪽)

문항 
번호

교재 / 시험명 유사여부

1
2018년 해법국사 1권 301, 309, 313~4쪽

2018년 필기노트 61쪽

2018년 1월 핵끝 모의고사 6회 3번 주제, 선지 적중

2

2018년 해법국사 1권 306, 436, 441쪽

2018년 필기노트 60, 84쪽

2017년 11월 동형모의고사 3회 2번 주제 적중

2018년 1월 핵끝 모의고사 1회 13번 주제 적중

3

2018년 해법국사 1권 133쪽

2018년 필기노트 28~29쪽

2018년 1월 핵끝 교재 239쪽 1-2번 주제 적중

4
2018년 해법국사 1권 229~30쪽

2018년 필기노트 48쪽

2018년 4월 지방직서울시 교재 112쪽 5-2번 주제 적중

5
2018년 해법국사 2권 647, 651, 653, 659쪽

2018년 필기노트 119~123쪽

2018년 1월 핵끝 교재 146쪽 3-5번 주제 적중

6
2018년 해법국사 2권 909쪽

2018년 필기노트 161쪽

2018년 1월 핵끝 교재 207쪽 3-4번 주제 적중

7

2018년 해법국사 1권 262, 263, 267쪽

2018년 필기노트 54쪽

2018년 1월 핵끝 교재 254쪽 2-2번 주제, 선지 적중

2018년 1월 핵끝 교재 254쪽 2-3번 주제, 선지 적중

2018년 1월 핵끝 모의고사 7회 7번 주제, 선지 적중

2018년 4월 지방직서울시 교재 119쪽 3-2번 주제, 선지 적중

8

2018년 해법국사 1권 367, 474, 481쪽

2018년 필기노트 92쪽

2017년 9월 동형모의고사 5회 8번

2018년 1월 핵끝 교재 114쪽 1-4번 주제, 선지 적중

9

2018년 해법국사 1권 27, 31, 39쪽

2018년 필기노트 9~12쪽

2017년 11월 동형모의고사 1회 1번 주제, 선지 적중

2018년 1월 핵끝 교재 230쪽 9번 주제, 선지 적중

10
2018년 해법국사 1권 101, 114, 295쪽

2018년 필기노트 24~25쪽

2018년 1월 핵끝 모의고사 2회 10번 주제 적중

11
2018년 해법국사 1권 168쪽

2018년 필기노트 35, 59쪽

2018년 1월 핵끝 모의고사 1회 8번 주제, 선지 적중

12

2018년 해법국사 2권 802, 804, 806쪽

2018년 필기노트 143~146쪽

2017년 11월 동형모의고사 2회 13번 주제, 자료 동일

2018년 1월 핵끝 교재 182쪽 4-4번 주제, 선지 적중

13
2018년 해법국사 1권 207, 219, 224, 231쪽

2018년 필기노트 46쪽

2018년 3월 동형모의고사 교재 1회 4번 주제 적중

14
2018년 해법국사 2권 941, 942~944쪽

2018년 필기노트 165쪽

2017년 9월 동형모의고사 5회 20번 주제, 자료 동일

15
2018년 해법국사 1권 370, 377, 488, 518쪽

2018년 필기노트 73~74쪽

2018년 3월 동형모의고사 교재 11회 13번 주제 적중

16
2018년 해법국사 2권 612~613쪽

2018년 필기노트 113쪽

2018년 1월 핵끝 모의고사 1회 12번 주제, 선지 적중

17
2018년 해법국사 1권 409~410, 526쪽

2018년 필기노트 80쪽

2018년 1월 핵끝 모의고사 6회 16번 주제, 선지 적중

18
2018년 해법국사 2권 723~725쪽

2018년 필기노트 131쪽

2018년 1월 핵끝 모의고사 6회 13번 주제, 선지 적중

19
2018년 해법국사 1권 415, 436, 455~456, 553쪽

2018년 필기노트 89쪽

2017년 9월 동형모의고사 1회 5번 주제 적중

2017년 11월 동형모의고사 5회 5번 주제 적중

2018년 1월 핵끝 모의고사 6회 12번 주제, 선지 적중

20
2018년 해법국사 2권 900, 911, 921, 922쪽

2018년 필기노트 158~164쪽

2018년 4월 지방직서울시 교재 114쪽 6-2번 주제 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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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신집권기의 사회 동요 정답 : ①

① 조위총은 정중부 정권의 타도를 외치며 서경에서 봉기를 

일으킨 인물이다. 백제 부흥 운동은 1237년 이연년이 담양에

서 일으킨 봉기와 관련이 있다.   

오답분석 : ② 망이와 망소이의 난은 공주 명학소에서 일어났

다. ③ 경주에서는 이비와 패좌가 1202년에 신라 부흥을 내

걸고 반란을 일으켰다. ④ 만적은 신분 차별에 항거하여 노비 

해방을 주장하면서 난을 일으킬 것을 모의했다. 

(2018년 해법국사 1권, 무신 집권기의 사회 동요, 229~230쪽)
(2018년 필기노트, 무신집권기의 사회 동요 48쪽)

5. 구국 민족 운동 정답 : ②

㉡ 전주화약은 1894년 5월에 체결되었다. ㉣ 군국기무처는 1차 

갑오개혁을 주도한 기관으로, 1894년 6월에 설치되었다. ㉢ 홍범

14조는 2차 갑오개혁 당시의 개혁 강령으로, 1894년 12월에 발

표되었다. ㉠ 아관파천은 1896년에 단행되었다. 

(2018년 해법국사 2권, 동학 농민 운동의 전개, 647쪽 / 1차‧2차 갑오개혁, 
651, 653쪽 / 아관파천, 659쪽 )
(2018년 필기노트, 구국 민족 운동의 전개 119~123쪽)

6. 한‧일 기본 조약 정답 : ④

다음 자료는 1965년에 체결된 한일협정(한⋅일 기본 조약)의 일

부이다. ④ 한일협정에서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이 외에도 한일협정에서는 ‘청구권‧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어업에 관한 협정’, ‘문화재‧문화 협력에 관한 협정’ 

등을 함께 체결하였다. 

오답분석 : ① 한일협정에서는 위안부 문제를 주요 의제로 논의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개인의 청구권 문제를 이 조약을 통해 모

두 해소하였음을 명시하였다. ② 차관 포함 총액 6억 달러로 대

일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였음을 적은 김종필-오히라 메모가 언론

에 발표되자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1964년 6월 3일에 대대적으

로 전개되었다. 6‧10 민주 항쟁은 1987년 6월 민주 항쟁에 대한 

설명이다. ③ 조약 협의를 위해 파견된 인물은 김종필이다. 이후

락은 1970년에 중앙정보부장에 취임하여 1972년 7‧4 남북 공동 

성명에 특사로 파견된 인물로, 한일협정과는 관련성이 없다. 

(2018년 해법국사 2권, 박정희 정권, 909쪽 )
(2018년 필기노트, 박정희 정부 총정리 161쪽)

7. 고려시대 경제생활 정답 : ④

㉠ 성종은 건원중보를 만들어 유통시키려고 노력했으나 실패하였

다. ㉡ 고려후기에 들어와 관청수공업은 쇠퇴하고 대신 민간수공업

이 발달하였다. ㉢ 벽란도는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무역항구이다. 

㉣ 원 간섭기에는 원의 지폐인 보초가 유입되기도 하였다. 

(2018년 해법국사 1권, 화폐 주조, 262쪽 / 무역 활동, 263쪽 / 수공업자의 
활동, 267쪽)
(2018년 필기노트, 중세의 경제 활동 54쪽)

8. 조선 후기 군사 제도 정답 : ③

㉢ 하멜에 의해 조총 기술을 도입한 것은 효종 때의 사실이

다. ㉡ 금위영이 설치된 것은 숙종 때의 사실이다. ㉣ ‘수성윤

음’을 반포한 것은 영조 때의 사실이다. ㉠ 유수부란, 고려나 

조선시대에 수도나 군사적 요지의 방어를 위해 설치한 행정기

관을 의미한다. 조선 시대에는 강화‧개성‧광주(경기도)‧수원의 4

군데에 설치되었는데, 정조 때 수원에 유수부가 설치되면서 4

유수부 체제가 완성되었다. 

(2018년 해법국사 1권,  지방행정조직, 352쪽 / 효종, 367쪽 / 군사 제도의 변화, 474
쪽 / 영조, 481쪽 )
(2018년 필기노트, 정치구조와 군사제도의 변화 92쪽)

9. 구석기 시대 정답 : ①

①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대체로 동굴이나 바위그늘에서 생활

했으며, 불을 사용하여 음식을 조리해먹었다. 

오답분석 : ② 구석기 시대는 아직 농경 생활이 시작되지 않았

다. ③ 청동기 시대에 대한 설명이다. ④ 주먹도끼와 가로날도

끼는 구석기 시대의 유물이 맞지만, 민무늬 토기는 청동기 시

대의 대표적인 토기이다. 

(2018년 해법국사 1권, 구석기 문화, 27쪽 / 신석기 시대의 생활, 31
쪽 / 청동기의 보급과 생활, 39쪽)
(2018년 필기노트, 선사시대 총정리 9~12쪽)

10. 통일 신라 전반 정답 : ④

④ 통일신라는 넓어진 영토에 비해 수도가 경주에 치우쳐져 있

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군사나 행정상 요지에 5소경을 설치하

였다. 

오답 분석: ① 9서당은 통일신라의 중앙군으로, 교육제도와는 관

련성이 없다. ② 우리나라의 천태종은 고려시대에 도입되어 융성

하였다. ③ 신라 중대는 무열왕계의 후손들이 왕위를 독점했다. 

(2018년 해법국사 1권, 통일 신라의 발전과 쇠락, 101쪽 / 남북국의 통치 체
제, 114쪽 / 불교의 발전, 295쪽)
(2018년 필기노트, 남북국 시대의 정치 변화 24~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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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신라 하대 6두품 학자들 정답 : ④

<보기>에서 제시된 인물들은 모두 신라 하대에 활약한 6두품 

출신의 학자들이다. ④ 이들은 모두 당나라 빈공과에 합격하

여 귀국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오답 분석 : ① 이들은 고려 출신이 아니라 통일 신라 출신들

이다. ② 이들은 7세기~8세기가 아니라 9세기를 전후하여 활

약했다. ③ 이들은 당 황제의 호위무사로 활약한 적이 없다. 

(2018년 해법국사 1권, 한자의 보급과 교육, 168쪽)
(2018년 필기노트, 주요 유학자 35쪽, 고려 유학의 발달 59쪽)

12. 지청천  정답 : ③

제시된 자료는 지청천의 어록이다. ③ 지청천은 한국 독립군

을 이끌고 쌍성보, 대전자령, 경박호, 사도하자, 동경성 전투에

서 일본군을 격파하였다.     

오답분석 : ① 김두봉, ② 양세봉에 대한 설명이다. ④ 김원봉 

등에 대한 설명이다.

(2018년 해법국사 2권, 1930년대 무장 독립 전쟁, 802쪽⋅804쪽 / 1940년대 
무장 독립 전쟁, 806쪽)
(2018년 필기노트, 무장독립전쟁의 전개 143~146쪽)

13. 고려의 대외 관계(여진) 정답 : ②

제시된 자료의 빈칸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국가는 금나라(여

진)이다. ② 묘청 일파는 보수적인 개경의 문벌 귀족을 누르

고, 왕권을 강화하면서 자주적인 혁신 정치를 시행하려 하였

다. 이에 따라 황제를 칭할 것과 금나라 정벌을 주장하였다. 

오답분석 : ① 거란의 2차 침입 때, 개경이 함락되고 현종이 

나주까지 피난하였다. ③ 13세기 고려는 강동성에 있는 거란

족을 평정하는 과정에서 몽골과 연합작전을 전개하면서 이들

과 처음 접촉하였다(강동의 역, 1219). ④ 정종 때 거란의 침

입에 대비하기 위해 광군을 설치하였다. 

(2018년 해법국사 1권, 혜종~정종, 207쪽 / 거란의 침입과 격퇴, 219쪽 / 문
벌 귀족 사회의 성립과 모순, 224쪽 / 몽골과의 전쟁, 231쪽)
(2018년 필기노트, 고려의 대외관계 46쪽)

14. 통일 정책 정답 : ②

(가)는 1972년에 체결된 7⋅4 남북 공동 성명이고, (나)는 2000

년에 체결된 6⋅15 남북 공동 선언이다. ㉠ 1998년부터 현대그

룹의 주도로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었다. ㉡ 7⋅4 남북 공동 성명 

발표 이후, 남북 당국자들은 통일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남북 

조절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 남북한은 1991년 9월 유엔에 동

시 가입하였다.  

오답 분석 :  ㉢ 6⋅15 남북 동동 선언 이후, 끊어진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의 연결이 추진되었다.

(2018년 해법국사 2권, 통일정책과 남북대화, 941쪽 / 남북 대화의 진전과 
평화 통일의 과제, 942~944쪽)
(2018년 필기노트, 통일정책의 추진 165쪽)

15. 조선시대의 대외관계 정답 : ④

④ 조선 후기, 청과의 무역이 성행하여 그 결제 수단인 은의 수요

가 증가함에 따라 은광의 개발이 활발해졌다.

오답 분석 : ① 세종 때 여진족에 대한 강경책의 일환으로, 최윤덕

을 파견하여 4군을 두고, 김종서를 파견하여 6진을 설치하였다. ② 

왜란 이후 일본은 쓰시마 도주를 통해 조선에 국교 재개를 요청했

으며, 이에 따라 광해군 때 기유약조가 체결되어 제한된 범위 내에

서 교섭을 허용하였다. 또한 일본이 조선에 사절의 파견을 요청해 

오자 조선은 1607년부터 1811년까지 일본에 통신사를 파견하였

다. ③ 병자호란 이후 청에 대한 적개심을 커져 청을 정벌하자는 

북벌론이 대두하였다. 이후 북벌론은 점차 쇠퇴했으며, 청의 문물

이 발달함에 따라 도리어 그 문화를 받아들이자는 북학 운동이 등

장하였다.    

(2018년 해법국사 1권, 여진과의 관계, 370쪽 / 북벌론과 나선 정벌, 377쪽 /
일본과의 관계, 488쪽 / 민영광산의 증가, 518쪽)
(2018년 필기노트, 조선의 대외관계 73~74쪽)

 

16.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정답 : ②

② 1866년 미국의 상선인 제너럴셔먼호가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

와 통상을 요구하며 평양 주민을 약탈하였다. 

오답분석 : ① 신미양요 때 광성보에서 어재연은 미군에 맞서 항전

을 하였으나, 결국 미군에게 함락당하고 어재연은 전사하였다. ③ 

광성보 전투에서 결사 항전한 것은 어재연 부대이다. 병인양요 때 

정족산성에서 양헌수 부대는 프랑스군과 격전을 벌였다. ④ 평안도 

관찰사인 박규수가 이끄는 관군은 평양 주민과 합세하여 미국 상선

인 제너럴셔먼호를 불사르고 선원들을 공격하였다. 

(2018년 해법국사 2권, 통상 수교 거부 정책, 612~613쪽)
(2018년 필기노트, 통상 수교 거부 정책 113쪽)

17. 조선시대 신분제도 정답 : ②

② 경국대전에 따라 서얼은 문과에 응시하는 것이 금지되었

지만, 무반직 등 관직에 진출할 수는 있었다.

오답분석 : ① 조선시대의 향리는 고려시대보다 세력이 약화

되고, 수령을 보좌하는 세습적인 아전으로 격하되었다. ③ 뱃

사공, 백정 등은 경국대전에 의하면 양인으로 분류되기도 했

으나 노비와 같은 천민 취급을 받았다. ④ 순조 때인 1801

년 일부의 공노비를 제외한 중앙 관서의 노비 6만 6,000여 

명을 해방시켰다. 

(2018년 해법국사 1권, 신분구조, 409~410쪽 / 노비 신분의 변화, 526쪽)
(2018년 필기노트, 조선의 신분 제도와 신분 구조 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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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근대 교육 기관 정답 : ③

③ 경신학교는 선교사 언더우드가 세운 사립학교로, 교육입국

조서가 반포되기 이전인 1886년에 설립되었다. 

오답분석 : 

① 배재학당은 선교사 아펜젤러가 서울에 설립한 남자 학교

로, 외국 선교사가 세운 최초의 사립학교이다. ② 동문학은 통

상아문의 부속기관으로 설립되었으며, 영어 강습을 중심으로 

한 통역관 양성소이다. ④ 원산학사는 덕원부사 정현식과 함

께 함경도 원산의 주민들이 기금을 조성하여 세운 최초의 근

대적 사립 학교이다.    

(2018년 해법국사 2권, 근대 교육과 학교의 설립, 723~725쪽)
(2018년 필기노트, 근대 교육과 학교 설립 131쪽)

19. 이황 정답 : ③

‘성학십도’은 이황이 저술한 책으로, 성리학의 요체를 도표와 곁

들여 설명하였다. ③ 이황은 이존기비(理尊氣卑)를 주장하여 이는 

원리적 개념으로 존귀한 것⋅절대적 선으로 보았고, 기는 현상적 

개념으로 비천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예안향약을 만들어 안

동 지방을 중심으로 시행하였다. 

오답분석 : ① ‘동몽선습’은 중종 때 박세무가 저술하였다. ② 서인

을 형성한 것은 이이⋅성혼 학파이다. 이황의 학통을 따르는 사람들

은 동인을 형성하였다. ④ ‘주자문록’은 기대승이 편찬하였다.  

(2018년 해법국사 1권, 향약과 유교 윤리의 보급, 415쪽 / 역사서와 통치 기
록, 436쪽 / 성리학의 융성, 455~456쪽 / 학파의 형성, 553쪽)
(2018년 필기노트, 성리학의 융성 89쪽)

 

20. 대한민국 민주화 과정 정답 : ④

④ 최초로 선거에 의한 평화적 여야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 국민

의 정부(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것은 1998년의 일이다. 

오답분석 : ① 사사오입 개헌은 이승만 정권 때인 1954년에 통

과된 개헌안이다. 1960~년대, 70박정희 정부가 장기 집권을 꾀

하며 6차 개헌(3선 개헌안), 7차 개헌(유신 헌법)을 추진하자 학

생들과 재야  인사들이 이에 맞서 반대 투쟁을 전개하였다. ② 

1972년 유신 헌법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이 극대화되면서 박정희

의 장기 집권이 가능해졌다. ③ 30여 년 동안 이어진 군사 정권

이 종식되고 문민정부(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것은 1993년의 일

이다.  

(2018년 해법국사 2권, 이승만 정권의 장기 집권, 900쪽 / 박정희 정부, 911
쪽 / 유신 체제의 성립과 붕괴, 912쪽 / 문민정부, 김영삼 정부의 성립, 921
쪽 / 국민의 정부, 김대중 정부의 성립, 922쪽)
(2018년 필기노트, 4.19혁명과 민주주의의 성장 158~164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