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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칸에 자신의 이름과 학교명을 인쇄체로 기입하십시오. 파트 I에 대한 별도의

답안지가 제공되었습니다.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답안지에 학생 정보를 
기입하십시오. 그런 다음, 에세이 책자 각 페이지 윗부분에 기입하십시오. 

이 시험은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파트의 모든 질문에 답하십시오.
파트 II, 파트 III A, 그리고 파트 III B의 답안을 작성할 때는 검정색이나 진한 청색

펜을 사용하십시오.

파트 I에는 50개의 선다형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들에 대한 답은 답안지에

지시된 대로 기입하십시오.

파트 II에는 한 개의 주제를 다루는 에세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에세이 책자 1페이지부터 기입하십시오.

파트 III는 여러 개의 문서에 기반을 둡니다.

파트 III A에 그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험의 이 파트를 하게 될

때, 이 부분의 첫 페이지에 자신의 이름과 학교명을 기재하십시오. 
각 문서에는 하나 이상의 문제가 따릅니다. 각 문제의 답은 이 시험책자

안의 문제 아래에 있는 칸에 기입하십시오.

파트 III B에는 그 문서들을 바탕으로 하는 한 개의 에세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에세이 책자 7페이지부터 기입하십시오.

시험을 마친 후, 답안지 마지막 부분에 인쇄된 진술문에 서명함으로써 이
시험을 치르기 전에 문제나 답에 대한 불법적인 지식이 없었으며 시험을 치르는
동안 어떤 문제에 답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을 주거나 받지 않았음을 표시하십시오.
이 진술문에 서명하지 않은 학생의 답안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시험 중에는 모든 통신 장비의 소지 및 사용을 철저히 금지합니다. 
잠시라도 통신 장비를 소지하거나 사용할 경우, 시험은 무효화되며 시험 
점수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지시가 있을 때까지 이 시험 책자를 열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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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문제는 아래의 지도와 자신의 사회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출처: www.worldatlas.com (개정판)

1 다음 중 이 지도에서 군도를 나타내는 문자는?

(1) A (3) C
(2) B (4) D

2 역사가들은 1차 자료를 분석하는 데 있어
몇 가지 규칙을 따릅니다. 그들이 이용하는
몇 가지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증거와 자료는 의심을 가지고
비판적으로 읽거나 관찰되어야 한다.

• 모든 증거와 자료는 대조 검토되어야 하고
관련된 자료 및 증거와 비교되어야 한다.

—Library of Congress

이 규칙들은 역사가들이 다음 중 어느
것 을 알 아 내 는 데 도 움 이 되 도 록
고안되었습니까?

(1) 문서 정보의 신뢰도
(2) 출판물의 인기도
(3) 신념 체계의 차이점
(4) 한 문명 사회의 법칙

3 다음 중 자급 자족을 유지하기 위해 사냥, 
채집, 목축 및 농업에 주로 의존하는 경제
체제 유형은?

(1) 전통 경제 (3) 자본주의
(2) 명령 경제 (4) 혼합 경제

4 다음 중 고대 그리스에서 독립적인 도시 국가
들이 설립되는 데 가장 직접적으로 기여했던
것은?

(1) 그 지역에서의 인종적 다양성
(2) 다양한 종류의 언어들
(3) 기복이 심한 산악 지형
(4) 과두제의 시행

5 다 음 중 알 렉 산 더 대 왕 치 하 에 서 의
헬레니즘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용어는?

(1) 문화 보급 (3) 신권정치
(2) 평화주의 (4) 기본권

6 다음 중 힌두교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강은?

(1) 나일 강 (3) 티그리스 강
(2) 황허 강 (4) 갠지스 강

7 다음 중 삼강오륜, 효, 논어와 관련된 아시아
철학을 발전시킨 인물은?

(1) 노자
(2) 공자
(3) 한무제
(4) 싯다르타 가우타마

8 다음 중 인도의 굽타 왕조 황금 시대의
업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1) 인쇄기를 사용함
(2) 쇠로 된 등자의 발명
(3) 화약을 사용함
(4) 0의 개념을 개발함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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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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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I

이 파트의 모든 문제에 답하십시오.

지시사항 (1–50): 각 문제에 가장 적절한 답의 번호를 별도의 답안지에 기입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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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 문제는 아래의 차트와 자신의 사회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9 이 차트의 정보에 따르면, 당 왕조와 송 왕조 시대 동안의 중국 사회에 대한
타당한 결론 한 가지는?

(1) 중국의 대부분 농민들은 글을 읽고 쓸 수 있었다.
(2) 중국 사람들의 대부분이 상인이었다.
(3) 일부의 중국 사람들은 계급 이동의 기회가 있었다.
(4) 대부분 중국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는 종교 활동에 의해 결정되었다.

World History: Connections to Today, Prentice Hall

10 14세기 무렵, 난징, 캘리컷, 모가디슈, 
베니스와 같은 도시들이 중요했던 이유는?

(1) 이 도시들에서 무역 활동의 중심지가
번성하였다.

(2) 이 도 시 들 에 서 최 초 의 민 주 주 의 가
생겨났다.

(3) 이 도시들에서 이슬람교 중심지들이
발달하였다.

(4) 이 도시들에 포르투갈에 의한 식민지가
형성되었다.

11 다음 중 중국이 일본의 문화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에 가장 크게 기여한
지리적인 요인은?

(1) 열대 기후 (3) 산맥
(2) 위치 (4) 항해할 수 있는 강



12번 문제는 아래의 글과 자신의 사회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 비단길을 따른 무역은 많은 면에서 중국을
윤택하게 했습니다. 중국은 대상을 통해
서방으로 비단, 약초, 도자기 및 기타 지역
상품을 보냈으며, 그 댓가로 이국적인 물건들을
받았습니다. 중국은 페르시아(오늘날의 이란)
와 중동으로부터 금이나 은으로 된 컵, 그릇,
꽃병 뿐만 아니라, 새로운 종류의 악기들과 이
악기들을 연주하는 음악가들을 들여왔습니다.
인도로부터는 면직물을 수입하였습니다.
비잔티움(로마 제국의 동쪽 수도, 오늘날
터키의 이스탄불 시)에서는 유리 그릇과
보석이 들어왔습니다. 중국 상인들은 또한
이렇게 수입한 몇몇 물건들을 동쪽에 있는
한국 및 일본과 교역하기도 했습니다....

—Des Forges and Major, The Asian World: 600-1500

12 이 글에 따르면, 중국은 비단길을 통해
면직물을 어디로부터 수입하였습니까?

(1) 페르시아 (3) 일본
(2) 로마 제국 (4) 인도

13 서아프리카의 말리 왕조는 다음 중 어느
것의 무역을 통제함으로써 재산과 힘을
키웠습니까?

(1) 기름과 석탄 (3) 금과 소금
(2) 목재와 물고기 (4) 설탕과 상아

14 다음 중 독립적인 사상 및 고대 그리스와
로마 문화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특징으로
하는 르네상스 운동으로 정의되는 용어는?

(1) 다문화주의 (3) 국가주의
(2) 인본주의 (4) 수도원주의

15 종교 개혁이 서유럽에 미친 주요 영향
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1) 종교적 일체성이 감소됨
(2) 교황의 권력이 증가함
(3) 종교 전쟁이 줄어듦
(4) 가톨릭 교회에 의한 면죄부 판매가 증가함

16 다음 중 술레이만 대제 통치 하의 오토만
제국의 서방으로의 확장이 가져온 영향
한 가지를 가장 잘 묘사하는 것은?

(1) 부유한 시민들이 러시아 옷을 입었다.
(2) 이슬람교가 발칸 반도에서 주요 종교가

되었다.
(3) 인도양 전역에 걸쳐 무역이 방해를 받았다.
(4) 터키 친위 보병들의 군사력이 소멸되었다.

17 잉카가 자국의 방대한 제국을 통치할 수
있었던 주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1)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함
(2) 민주주의 정부를 형성함
(3) 외진 곳을 연결하고 군대를 이동시키기

위한 도로 체계를 건설함
(4) 피지배층에게 충성심을 가르치는 문자

교육과 대중 교육을 장려함

18 다음 중 유럽 국가들 간에 아메리카
양대륙에서의 식민지 경쟁에 불을 붙인
주요 요인는?

(1) 유럽에서 후추와 너트맥이 부족함
(2) 교황직의 명령
(3) 금과 은 자원을 통제하고자 하는 열망
(4) 유 럽 의 공 장 에 서 일 할 노 동 자 들 을

확보해야 하는 필요성

19 다음 중 라틴 아메리카에 자리잡고 있는
지리적 요인은?

(1) 콩고의 열대 우림
(2) 히말라야 산맥
(3) 티베트 고원
(4) 아마존 강

20 대서양 횡단 노예 무역이 1500년과 1800년
사이에 아프리카에 미친 영향 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1) 서아프리카의 권력이 내륙의 왕조들로부터
해안가의 왕조들에게로 이동하였다.

(2) 말라리아가 아프리카의 열대 지역에
유입되었다.

(3) 이슬람교가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의 주요
종교가 되었다.

(4) 농 장 농 업 이 동 아 프 리 카 지 구 대 에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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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마그나 카르타가 쓰여진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에 대한 반응이었습니까?

(1) 제국주의 하에서의 경제적 제한
(2) 군주들에 의한 권력의 남용
(3) 성직자들의 선교 활동
(4) 식민지 총독들에 의한 혁명 위협

22 다음 중 어느 것을 통하여 루이 14세는
프랑스에서 군주의 권력을 강화시켰습니까?

(1) 중앙 집권
(2) 민주적 개혁을 수락
(3) 종교적 관용을 실행
(4) 관료 정치의 규모를 줄임

23 •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
• 뉴튼의 중력 법칙
• 데카르트의 이성을 통한 진리에 대한 신념

다음 중 과학 혁명 시대의 이 사상들이
유럽인들에게 제공한 것은?

(1) 우주에서의 인간의 위치를 보는 데
새로운 방식

(2) 교회의 중심 신앙을 뒷받침하는 데 새로운
방식

(3) 역사적 사실들을 확인하는 데 새로운 방식
(4) 시민의 자유를 입증하는 데 새로운 방식

24 다음 보기 중 나머지 세 가지 사건의 원인으로
여겨지는 1700년대 후기에 프랑스에 있었던
상황은?

(1) 삼부회의 소집
(2) 불공평한 조세 정책
(3) 국왕의 처형
(4) 바스티유 감옥 습격

25번 문제는 아래의 글과 자신의 사회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 만약 사법권이 입법권이나 행정권과 분리
되어 있지 않다면 자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법권이 입법권과 결합된다면, 법관은
입법자가 되기 때문에 생명과 자유에 대한 시
민들의 권리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사
법권이 행정권과 결합된다면, 법관은 압제자
의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Montesquieu, The Spirit of the Laws

25 이 글에서 몽테스키외는 무엇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까?

(1) 계몽 전제 정치
(2) 중상주의 정책
(3) 권력 분립
(4) 사회 계약

26 환금 작물 경제의 발전은 어떻게 세계화를
촉진시킵니까?

(1) 농부들의 생활 수준을 균등하게 만듦으로써
(2) 자급 자족 공동체들을 설립함으로써
(3) 토착 농업의 다양성을 유지함으로써
(4) 생산지 외부의 수요를 충족함으로써

27 19세기 후반에 시온주의가 중점을 둔 것은?

(1) 도시 공장 노동자들의 안전한 근로 조건을
확보하는 것

(2)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의 국토를 획득하는 것
(3) 남아프리카에서 식민지를 확립하는 것
(4) 평등에 기반한 엄격한 법률을 재정하는 것

28 산업 혁명이 영국에서 시작된 이유 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1) 영국 정부가 일련의 5년 계획을 실행했다.
(2) 영국이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과 동맹을

맺었다.
(3) 영국에 풍부한 천연 자원들이 있었다.
(4) 영국에서의 농노 제도 시행이 풍부한

노동력을 공급하였다.

29 아담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는 다음 중 어느
것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까?

(1) 교회와 국가의 분리
(2) 경제에 대한 최소한의 정부 간섭
(3) 명령 경제
(4) 자국의 비즈니스를 보호하기 위한 높은

관세

30 베를린 회의는 다음 중 어느 지역의 식민지화와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까?

(1) 남아시아 (3) 라틴 아메리카
(2) 동아시아 (4) 아프리카

31 20세기 초, 아시아에서의 일본 외교 정책의
주요한 동기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1) 민주주의를 촉진함
(2) 신도 종교를 전파함
(3) 천연 자원을 획득함
(4) 군사 경비를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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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번의 문제는 아래의 화자들의 말과 자신의
사회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화자 A: 한 국가의 힘은 군대의 규모로 측정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자원은 강력한
육군과 해군을 만드는 데 동원되어야
합니다.

화자 B: 우 리 의 국 제 적 힘 을 유 지 하 기
위해서는, 우리와 동맹을 맺을 이웃
국가들을 찾아야 합니다. 동맹국들이
우리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우리를
보호해 줄 것입니다.

화자 C: 우리의 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장 강력해져야 합니다.

32 화자 A와 C에 의해 묘사되고 있는 개념은?

(1) 집단 안전 보장 (3) 군국주의
(2) 자기 의지 (4) 고립주의

33 러시아 사람들이 1905년의 혁명에 개입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1) 전제 정치에 대한 불만족
(2) 제1차 세계대전 참전에 대한 불만
(3) 동방 정교회를 금지한 것에 대한 분노
(4) 농노를 해방하는 데 실패함

34 • 페즈 모자를 쓰는 것을 법으로 금지함
(1925년).

• 터키 국가가 세속화를 선언함 (1928년).
• 여성이 투표권과 공직에 나갈 권리를

획득함 (1934년).

터키에서 일어난 이 사건들에 의해 장려된
사상은?

(1) 산업화 (3) 자기 민족
중심주의

(2) 보수주의 (4) 서구화

35 조 셉 스 탈 린 이 소 련 에 세 운 목 표 는
무엇이었습니까?

(1) 산업 강국이 되는 것
(2) 문화의 황금기를 만드는 것
(3) 의회 군주제를 설립하는 것
(4) 데탕트를 이용하여 긴장을 해소하는 것

36 이 탈 리 아 와 독 일 과 같 은 나 라 에 서
파시즘이 일어나게 된 주요 원인 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1) 공영화 (3) 집단 학살
(2) 경제적 어려움 (4) 비밀 조약

37 다음 중 유화 정책이 실패한 것으로 여겨지게
한 사건은?

(1) 국제 연맹의 창설 (1919년)
(2) 우크라이나에 강요된 기근 (1932년)
(3) 체코슬로바키아의 침공 (1939년)
(4) 히로시마 원자 폭탄 투하 (1945년)

38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에 공통적으로
연관이 있는 한 가지 우려는 무엇이었습니까?

(1) 김정일과 호치민이 핵무기를 보유했다.
(2) 프랑스의 식민지 통치가 이 지역에 계속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일본의 재활된 제국주의가 또 다른 세계

전쟁을 발발할 것이다.
(4) 공산주의가 동부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에

확산될 것이다.

39 유럽 연합(EU)과 북미 자유 무역 협정(NAFTA)의
공통된 기능 한 가지는?

(1) 경제 통합을 반대함
(2) 이민을 장려함
(3) 경제적 장애물들을 줄임
(4) 실업을 없앰

40 1989년, 천안문 광장에서 중국 학생들이 주도한
항의 운동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1) 민주 개혁을 일으키기
(2) 군대에서의 일자리 기회를 늘리기
(3) 홍콩에 해외 투자를 확장시키기
(4) “책임제”에 할당된 토지의 양을 제한하기

41 1990년대에 후투 족과 투트시족 간의 종족
갈 등 과 내 전 이 일 어 난 지 역 은 어 느
나라였습니까?

(1) 수단 (3) 탄자니아
(2) 케냐 (4) 르완다

42 다음 중 어느 것을 통하여 아야톨라 호메이니
정부가 이란 사회를 변화시키려 했습니까?

(1) 이슬람 근본주의 원칙을 실행함
(2) 정치적 평등을 여성에게까지 확장함
(3) 공산권 국가들과 동맹을 맺음
(4) 서구 경제 체제를 채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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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아웅산 수지, 레흐 바웬사, 넬슨 만델라가
비슷한 점 한 가지는?

(1) 목표를 이루기 위해 폭력의 사용을
지지하였다

(2) 독재 군주에 항거하는 혁명에 영감을
주었다

(3) 그들의 국민들이 탄압을 받는 것을
종식시키기 위한 운동을 이끌었다

(4) 칼 마 르 크 스 의 가 르 침 에 기 반 하 여
행동했다

45 다음 중 사막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행동은?

(1) 민물 공급원을 오염시킴
(2) 공장에서 화석 연료를 태움
(3) 수력 발전을 위해 강에 댐을 만듦
(4) 과도한 방목으로 초목을 제거함

46 • 마우리아 황제 아쇼카가 불교 사상을 법률에
포함시킨다. 

•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전 제국에 걸쳐
기독교를 합법화시킨다.

• 블라디미르 대공이 러시아 사람들에게 동방
정교회 기독교인이 되기를 강요한다.

다음 중 이 서술들에 기반하여 할 수 있는일반
화는?

(1) 종교는 제국의 발달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2)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종교적 관용을
좌절시켰다.

(3) 지도자들은 종종 문화적 신념 체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4) 기독교는 유럽과 인도에서 지배적인 힘을
지녀왔다.

43번 문제는 아래의 삽화와 자신의 사회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43 이 삽화의 주요 견해는?

(1) 유럽 통치자들이 계속해서 아프리카를 착취한다.
(2) 아프리카 통치를 위해 강력한 중앙 집권이 필요하다.
(3) 아프리카 사회는 심각한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번성하였다.
(4) 많은 문제들이 아프리카 발전을 방해했다.

   

: Paresh Nath, The National Herald, India, 7/5/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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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14세기에 주로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흑사병이 아시아에서 아프리카와 유럽으로
번졌습니까?

(1) 바이킹 습격 동안 선원들
(2) 몽고의 세계 평정기 동안 상인들과 순례자들
(3) 중간 항로의 노예가 된 아프리카 사람들
(4) 유럽 탐험기 동안 선교사들

48 남아프리카의 인종차별 정책과 인도의 카스트
제도의 비슷한 점 한 가지는?

(1) 교육의 기회를 허용함
(2) 성별에 따라 역할을 결정함
(3) 중심이 되는 종교적 믿음에 좌우됨
(4) 각 계층에 각기 다른 규칙들을 강요함

49 다음 중 수 세기에 걸쳐 러시아의 대외 정책
수행에 영향을 미친 지리적 환경은?

(1) 잦은 가뭄
(2) 툰드라 지역의 황폐화
(3) 채굴에 의한 환경 피해
(4) 얼지 않는 항구들의 부족

50 오토만 터키에서의 기독교 아르메니아인에 대한
처우 대책(1915년) 및 옛 유고슬라비아에서의
보스니아계 이슬람교도에 대한 처우 대책
(1990년대)은 다음 중 어느 것의 예가 됩니까?

(1) 국제적 구조 노력
(2) 인권 위반
(3) 투표권의 확대
(4) 소수족에 대한 정부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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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II의 답을 작성할 때, 다음의 일반적 정의를 참고하십시오.

논하십시오란 “사실과 추론 및 논증을 이용하여 어떤 것에 대하여 관찰하고, 어느 정도
상세한 정보를 포함하여 진술한다”는 의미입니다.

파트 II

주제형 에세이 문제

지시사항: 서론, 아래 과제를 다루는 여러 개의 문단 및 결론을 포함하는 잘 구성된 에세이를
작성하십시오.

주제: 인간과 자연 지리학

과제:

세계사와 지리학 공부를 통해 배운 어떠한 지리적 특징을 사용해도 됩니다. 
고려해볼 만한 사항으로는, 중국에서의 강의 영향, 북아프리카에서의 사막의 영향, 
러시아에서의 기후의 영향, 유럽에서의 평원의 영향, 일본에서의 섬의 영향, 인도에서의
몬순의 영향, 남아메리카에서의 산맥의 영향, 중동에서의 천연자원의 영향 등이 있습니다.

답안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위에 제안된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단, 미국과 그 지리적 요인들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지침사항:

에세이 작성 시, 반드시

• 과제의 모든 측면을 전개시키십시오
• 관련 사실, 사례 및 상세한 정보로 주제를 뒷받침하십시오
• 주제의 단순 반복이 아닌 서론과 결론을 포함한 논리적이고 명확한 구성 계획을

사용하십시오

지리적 요인들은 국가들과 지역들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역사적
발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두 가지의 지리적 요인들을 선택한 후 각 요인에 대하여

• 이러한 지리적 요인이 어떻게 한 국가나 지역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또는 역사적 발전에 영향을 미쳤는지 논하십시오

에세이 문제의 답은 별도의 에세이 책자에 쓰십시오.



Global Hist. & Geo. – Jan. ’15 Korean Edition [10]

파트 III

문서에 기초한 문제

이 문제는 주어진 문서들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 문제는 역사적 문서를 처리하는 능력을 시험하기
위한 의도로 고안되었습니다. 문서들의 일부 내용은 이 문제의 목적에 맞도록 편집되었습니다. 
문서들을 분석할 때, 각 문서의 출처와 문서에 나타난 관점을 참작하십시오. 각 문서에 사용된 언어는 
그 문서가 쓰여진 시기의 역사적인 상황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십시오.

역사적 배경:

역사 전반에 걸쳐, 개인들이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점들이 발생했습니다. 
바르톨로메 데 라스 카사스, 막시밀리앙 로베스피에르, 그리고 모한다스 간디
와 같은 인물들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서로 다른 행동
들을 취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서로 다른 정도의 성공을 가져왔습니다.

과제: 문서들이 제공하는 정보와 자신의 세계사 지식을 활용하여 파트 A의 각 문서
아래에 있는 문제들에 답하십시오. 이 문제들에 대한 답은 파트 B의 다음
에세이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파트 III의 답을 작성할 때 다음의 일반적 정의를 참고하십시오.

(a) 묘사하십시오란 “무엇에 관해 글로 설명하거나 그것에 대하여 말한다”를 의미입니다

(b) 논하십시오란 “사실과 추론 및 논증을 이용하여 어떤 것에 대하여 관찰하고, 어느 정도
상세한 정보를 포함하여 진술한다”는 의미입니다

역사적 배경에 언급된 인물들 중 두 명을 선택한 다음, 각 인물에 대하여,

• 이 인물이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점을 묘사하십시오

• 이 인물이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고자 시도했는지 묘사하십시오

• 이 인물이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에 성공했는지 성공하지 못했는지를
논하십시오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파트 A
단답형 문제

지시사항: 문서들을 분석하고, 각 문서 아래에 있는 단답형 문제의 답을 주어진 칸에 쓰십시오.

문서 1

출처: Charles Gibson, Spain in America, Harper Torchbooks (개정판) 

1 Charles Gibson에 따르면, 스페인 식민지 시기 동안 서인도 제도의 원주민들이 직면했던 문제점
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1]

… 콜럼버스의 첫 번째 항해 때부터 서인도 제도의 경험은 스페인 정복자들을 위한
원주민의 노동이었습니다. 이 노동이 “자발적으로” 얻어질 수 없을 때 그것은 강제로
착취되었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더 많이 도착함에 따라, 노동에 대한 필요는 더욱
절실해졌으며, 원주민 인력에 대한 부담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원주민 마을들을 습격하였고, 포로를 잡아들였으며, 그들이 도망가는 것을 방지하거나
노동력을 최대한 착취하기 위해 대규모의 노예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처음에
콜럼버스는 이러한 강제된 노동을 규제하기 위해 몇 가지의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주목할 만한[눈에 띄는]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페인
사람들의 아메리카 원주민과의 첫 번째 접촉은 유럽인들이 아프리카 원주민과 접촉한
전례를 따랐으며, 노예 제도에 대한 실현성과 합법성은 모든 곳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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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2a 문서 2b

바르톨로메 데 라스 카사스
출처: Keen and Haynes, A History of Latin America,

Houghton Mifflin Harcourt 

2 이 문서들에 근거하여, 바르톨로메 데 라스 카사스가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했던 행동 한 가지를 쓰십시오. [1]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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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스 카사스는 마드리드에 있는 인도 제도
위원회에 세 개의 장문의 편지들(1531년, 1534년,
1535년)을 보내기 위해 그의 저서 [인디언 
원주민의 역사] 집필을 중단했습니다. 편지에서
그는 특별히 엔코미엔다 제도를 통해 원주민들을
억압하는 죄를 짓는 사람들과 제도들을
비판했습니다. 라스 카사스는 원주민들에 대한
대우에 관한 변함없는[규칙적인] 생각으로
스페인 지배자들과 갈등을 불러 일으켰던 중앙
아메리카 지역에서의 많은 모험을 겪은 후, De
único modo(1537년; “모든 사람들을 진정한
종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방법에 관하여”)를
집필하였으며, 이 책에서 원주민의 평화적인
복음 전파에 관한 정책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런
후 그는 도미니카 사람들과 함께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복음 전파를 오늘날 코스타리카의 Golfo
Dulce(향기로운 만)에 인접해 있는 “분쟁의 땅”
(아직 정복되지 않은 원주민 영토)인 투주틀란에서
시행하였습니다.  이 실험의 성공적인 결과에 고
무되어, 라스 카사스는 1539년 말 스페인을 향해
떠나 1540년에 그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출처: “Bartolomé de Las Casas,” 
The History Channel website



문서 3
카를로스 5세와 그의 계승자들의 직위 기간 동안, 스페인 군주들은 바르톨로메 데 라스 카사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응했습니다.

출처: E. Bradford Burns, Latin America: A Concise Interpretive History, Prentice Hall (개정판)

3a E. Bradford Burns에 따르면, 새로운 법률들이 바르톨로메 데 라스 카사스가 지목한 문제점을 다룬
방법 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1]

b E. Bradford Burns에 따르면, 스페인의 식민주의자들이 새로운 법률들에 항거하였을 때 스페인
군주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1]

… 카를로스 왕은 그의 공포심과 양심으로 인해 1542년에 새로운 법률들을 반포[제정]
하였습니다. 이 법률들은 원주민의 노예화와 그들의 강제적인 노역, 새로운 엔코미엔다를
수여하는 것, 그리고 엔코미엔다를 상속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법률들은
원주민들이 자유를 가진 인간들이며, 왕의 신하들이며, 자유 의지를 가졌다는 것을
공표했습니다. 식민주의자들은 이에 격렬하게�[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반란이 멕시코를
위협했으며, 페루의 엔코멘데로스[엔코미엔다의 소유주들]는 이 법률에 항거하여
일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극심한 압력에 처한 스페인의 군주는 몇몇 법률을
수정하였으며 몇몇 법률을 폐지하였습니다. 확장되는 아메리카 제국 일부에서
엔코미엔다가 여전히 한동안 계속 존재하였지만, 국왕은 이를 단속하였습니다
[제한하였습니다]. 16세기 중반 이후 이 제도는 쇠퇴하였습니다[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국가[스페인 왕조]는 줄어들고 있는 원주민들에게 더 강한 지배력을 행사했습니다....

Score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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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4

이것은 1793년 9월 25일, 막시밀리앙 로베스피에르가 공안 위원회에 의해 취해진 행동들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민 공회에서 한 연설문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 1793년

출처: Maximilien Robespierre, “Extracts from ‘In Defence of the Committee of Public Safety and Against Briez,’”
September 25, 1793, in Virtue and Terror, Verso (개정판)

4 로베스피에르의 관점에서 보면, 1793년 프랑스 정부가 직면한 위협 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1]

Score

… 여기서 개인은 문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조국과 원칙들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러한 상태에서는, 국민 공회가 이 나라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누구라도 이에 반대한다면, 저는 우리를 방해하고 와해시키는
이러한 계획이 얼마나 반역적이고 강력한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계획을 국외와 국내의
적들이 대행인을 고용하여 어떻게 실행하고자 하는지를 여러분에게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분파주의는 사라지지 않았으며, 지하의 깊은 동굴에서 음모를 꾸미고
있으며, 마레의 악마들이 아직도 분쇄되지 않았음을 여러분에게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우리가 완벽함을 이루었다고 우리 스스로를 칭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들에게 둘러싸인 공화국을 유지하고, 자유를 향한 사상을 강화하며,
편견을 파괴하고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개인의 노력을 무효화시키며,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이 허락하지 않는 도덕적이며
물리적인 힘을 요구하는 일들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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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5a

출처: John Laurence Carr, Robespierre: The Force of Circumstance, St. Martin’s Press

5a John Laurence Carr에 따르면, 혁명에 위협이 되는 것에 대처하기 위해 로베스피에르가 정부에게
변화하도록 설득한 것 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1]

문서 5b

피의자에 관한 법률

출처: Liberty, Equality, Fraternity: Exploring the French Revolution, online site, a collaboration of 
the Roy Rosenzweig Center for History and New Media and the American Social History Project  

5b 이 문서에 따르면, 피의자에 관한 법률이 정부에 대한 위협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었습니까? [1]

… 막시밀리앙[로베스피에르]은 [공안]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다른 위원들에게 새로운
절차들을 받아들이고, 서기관들을 재조직하며, 다른 [보안]위원회와 매주 회의를 가질
것을 설득했습니다. 내부 정보에 의해, 지도자가 위험스럽게 여기고 있는 신문사는 일
시적으로 그 자유를 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가 확립되었을 때
비로소 언론인들이 그들의 의사를 다시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
한 모든 결정 과정에서 프랑스 시민들 대부분의 의지와 이익은 핑계[구실]인 동시에
영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는 평화가 회복되고 모든 적들이 물러갈 때까지
혁명을 계속했습니다....

1793년 9월 17일에 [로베스피에르와 국민 공회에 의해] 통과된 이 법률은 공화국에
반대하는 반역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된 사람들을 재판하여 유죄가 인정된 자들을
사형에 처하기 위해 혁명 재판소를 창설하는 것을 허가하였습니다. 이 법은
결과적으로 법에 의한 사법 체제를 혁명 정부의 강제 수단으로 만들었으며, 현재는
공중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최고 가격제[가격을 고정시킨 법령]를
위반한 “부당이익자”와 같은—공화국의 내부의 적들을 색출하여 부당이익자가 일반
의지를 전복시킬 수[와해시킬 수] 있는 시민 사회로부터 그들을 제거시키는 것과 같은
좀 더 어렵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일들까지도 그 일차적 임무가 되었습니다.

Score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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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6a

출처: Jane Shuter, ed., Helen Williams and the French Revolution, Raintree Steck-Vaughn (개정판)

6a Jane Shuter에 따르면, 로베스피에르가 자신의 행동들로 인해 직면했던 결과들 중 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1]

문서 6b

출처: Sean Connolly, The French Revolution, Heinemann Library  

6b Sean Connolly에 따르면, 로베스피에르가 권력에서 제거된 후 프랑스가 직면한 문제점 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1]

연대표, 1794년

… 7월 27일: 공회는 로베스피에르와 그 친구들을 체포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룩셈부르크로 끌려갔습니다. 교도소장은 그들을 가두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을 떠나 다음 행동을 계획하기 위해 시청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공회를 제압할
수도 있었지만, 파리 코뮌의 도움이 제때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범죄자로
선포되어 다시 체포되었습니다.

7월 28일 (이른 아침): 공회는 로베스피에르와 그의 친구들을 범죄자로 선포하여
시청에서 체포하였습니다. 로베스피에르는 다른 사람이 쏜 총에 맞았거나, 혹은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7월 28일: 로베스피에르와 21명의 친구들은 단두대로 끌려갔습니다....

Score

Score

… 1795년까지, 혁명군은 프랑스 국경에 평화를 회복했지만, 또 다시 혼란이 프랑스를
휩쓸 것 같은 위협에 처해졌습니다. 국민 공회(이제는 로베스피에르를 축출시킨
온건파와 보수파 대표자들에 의해 장악된)는 새롭게 발발한 격렬한 시위를 막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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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7

출처: Gandhi, Indian Opinion, September 2, 1905

7 Gandhi에 따르면, 1900년대 초기에 인도가 직면하고 있었던 문제점 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1]

Score

… 해가 갈 수록 인도에서는 불안감이 고조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제국 내에서 그들의
위치를 알아갈 수록 그 불만은 삼 억 국민들에게 더더욱 만연하고[사방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신념과 계급 제도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의 기본 민족이라는 것을
더욱 더 깨달아갈 수록 항의는 거세졌으며, 영국 국민들에게 주어지는 보통의 권리를
인도 사람들에게도 준다는 영국 정부의 확고한 약속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도의 국민적인 염원이 영원히 억압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리고
인도가 인구의 절반 이상을 바치며 제국의 “종속국”으로 남는다는 것 또한 불가능합니
다.... 그렇다면 수백만의 인도인들이 대부분의 경우 아쉬울 것이 없으며, 
인정도 없고 인도인들의 우수성을 전혀 알지 못하는 소수의 몇 안되는 외국인들에게
다스려지는 것에 대해 불만족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온순한” 힌두교도조차
이것을 영원히 참지는 못할 것입니다. 인도의 찬란한 전통을 가진 애국심으로 가득찬
사람들이 이러한 농노의 신분에 만족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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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8

8 이 만화 소설의 발췌문에 기반하여, 간디가 인도 사람들에게 영국에 대항하여 행하도록 제안한 행동
한 가지를 쓰십시오. [1]

   

 Y. kids, Great Figures in History: Gandhi, YoungJin Singapore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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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9a

출처: Johanna McGeary, “Mohandas Gandhi (1869–1948),” Time, December 31, 1999

문서 9b

인도를 탈출하는 이슬람교 피난민들, 1947년

9 이 문서들에 의하면, 간디의 가장 위대한 승리가 또한 그의 패배로 보였던 이유 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1]

... 전쟁이 끝날 무렵, 영국은 인도를 해방시킬 준비가 되었습니다. 간디의 위대한
승리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던 1947년 8월 15일은 그의 패배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인도는 자유를 얻었지만, 영국이 독립을 허락한 그 같은 날에 파키스탄에 이슬람
국가가 세워짐으로써 하나됨을 잃었습니다. 분열은 간디의 종파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신념에 불명예를 안겼습니다. 그날 그는 “할 말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말한 후 단식과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 Mark A. Kishlansky, Sources of World History: Readings For World Civilization, Volume II,
Wadsworth, Cengage Learning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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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B
에세이 문제

지시사항: 서론, 여러 개의 문단 및 결론을 포함하는 잘 구성된 에세이를 작성하십시오. 최소한 네 개의

문서에서 증거를 찾아 에세이에 사용하십시오. 관련 사실, 사례 및 자세한 정보를 사용하여
자신의 답안을 뒷받침하십시오. 다른 출처의 추가 정보도 포함시키십시오.

역사적 배경:

역사 전반에 걸쳐, 개인들이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점들이 발생했습니다. 
바르톨로메 데 라스 카사스, 막시밀리앙 로베스피에르, 그리고 모한다스 간디
와 같은 개인들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서로 다른
행동들을 취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서로 다른 정도의 성공을 가져왔습니다.

과제: 문서들이 제공하는 정보와 자신의 세계사 지식을 활용하여 다음 사항들에
맞게 에세이를 작성하십시오.

지침사항:

에세이 작성 시, 반드시

• 과제의 모든 측면을 전개시키십시오
• 최소 네 개의 문서로부터 찾은 정보를 포함시키십시오
• 관련된 다른 출처의 정보도 포함시키십시오
• 관련 사실, 사례 및 상세한 정보로 주제를 뒷받침하십시오
• 주제의 단순 반복이 아닌 서론과 결론을 포함한 논리적이고 명확한 구성 계획을

사용하십시오

역사적 배경에 언급된 인물들 중 두 명을 선택한 다음, 각 인물에 대하여,

• 이 인물이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점을 묘사하십시오

• 이 인물이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고자 시도했는지 묘사하십시오

• 이 인물이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에 성공했는지 성공하지 못했는지를
논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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