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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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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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시가 있을 때까지 이 시험 책자를 열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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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음 중 인도 민족주의자의 관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일차적인 자료는? 

 소금 행진에 참여한 힌두교 신자가 쓴 일기
 인도에 있던 영국 총독이 어느 국회의원에게 
쓴 편지

 한 기독교 선교사가 그린 암리차르 
학살사건에 대한 그림

 영국령 인도의 분할에 관한 국제 연합의 
문서

 2 기아, 전쟁 및 종교적인 박해 시기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도록 가장 흔히 영향을 미쳤습니까? 

 농장을 집단화 함
 한 지역으로부터 떠나감
 영토를 확장함
 한 지역을 산업화 함

 3 다음 중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및 중국의 초기 
문명들이 직면했던 환경적인 문제는? 

 대형 건축물들을 짓기 위한 목재를 얻기 
위해 삼림을 지나치게 파손함

 매년 100인치가 넘는 연간 강수량으로 
땅이 침식됨

 농작물과 마을들을 파괴시켰던 재앙적인 
홍수들

 한 해 대부분 동안 배가 다닐 수 없었던 
수로들

 4 아래의 미완성된 개요를 완성시키는 제목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I.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 전쟁 중인 주들의 시대
 B. 유교의 발전
 C. 도교의 발전

 마우리아 왕조   마야 왕국
 주 왕조  그리스 도시 국가

5번 문제는 아래 차트와 자신의 사회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로마 제국 내의 
지역들

이 지역들에서 
생산된 무역품들

그리스 대리석
카르타고 올리브유
이집트 아마 섬유
영국 주석

 5 다음 중 이 차트에 나와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일반화는? 

 로마는 제국 내에서만 무역을 하였다. 
 제국의 확장은 다양한 무역품들을 접할 수 
있게 하였다. 

 올리브유가 로마의 무역품 중 가장 
중요하였다. 

 정복지들은 그리스로부터 들여온 대리석을 
이용하여 건축물을 지어야 했다. 

 6 다음 중 순례자들이 바라나시의 갠지스 강에서 
목욕을 하는 것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행동은? 

 힌두교 성지를 방문함
 예수의 가르침을 따름
 신사 참배를 하기 위해 준비함
 석가모니의 출생지에서 기도를 올림

 7 유럽의 장원 제도 초기 시대 동안, 자급 농업과 
경제적인 자급자족은 다음 중 어느 것과 가장 
연관이 있습니까? 

 영지 제도
 인클로저 운동
 상업의 발전
 바퀴달린 교통수단의 도입

파트 I

이 파트의 모든 문제에 답하십시오. 

지시사항 (1–50): 각 문제에 가장 적절한 답의 번호를 별도의 답안지에 기입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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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 문제는 아래의 도표와 자신의 사회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Global OP 118 #09

출처: Farah and Karls, World History: The Human Experience,
Glencoe/McGraw-Hill

결혼식을 포함한 
성례를 집행함

지역사회의 
신앙 생활을 
감독함

교구

사제들
수도원과 

수녀원

교회 미사를 
주관함

교회

농부들에게 실용적 
기술(목공, 직조, 농업)을 
가르침

귀족들의 딸에게 
바느질, 약초 
사용을 가르침

학교

병원

사랑채

고전 및 종교 
서적을 필사하여 
복사함

서유럽 전반에 
걸친 선교 활동

 8 다음 중 중세 시대 동안의 가톨릭 교회에 관한 타당한 서술은? 
 귀족들의 농노들을 해방함
 권력과 부를 거부함
 왕을 위한 군대를 유지함
 사회적 및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함

 9 다음 중 비잔틴 제국의 위치로 인해 발생한 
상황은? 

 콘스탄티노플이 무역과 지식의 주요 
중심지가 되었다. 

 셀주크 투르크족들이 비잔틴 지도자들을 
보호하고 방어하였다. 

 모스크바가 모든 동방 정교회의 종교적 
중심지가 되었다. 

 비잔틴 황제가 한국에서 스페인에 이르는 
지역들을 점령할 수 있었다.  

10 다음 중 1600년대 초기에 도쿠가와 정권이 
유럽과 일본 간의 접촉에 관하여 가장 우려했던 
점은? 

 유럽인들이 일본의 문화 전통에 간섭할지 
모른다. 

 일본의 일자리들을 유럽 노동자들에게 
뺏겼다. 

 일본 수출품들은 유럽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었다. 

 유럽인들이 일본의 탄광들을 장악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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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과 12번의 문제는 아래의 지도와 자신의 사회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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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OP 118 #11-12

인도양 무역망: 10세기에서 16세기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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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시아

인도양

바그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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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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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와
펨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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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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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트 
짐바브웨

마다가스카르

인도네시아말린디
몸바사

북동쪽 

방향의 몬
순

남서부 
방향의 몬

순

모잠비크

출처: Kevin Shillington, History of Africa, Revised Edition, St. Martin’s Press (개정판)

11 이 지도에 주어진 정보를 사용하여 인도양 무역망에 관하여 낼 수 있는 타당한 
결론은? 

 아프리카 해안 도시들의 성장에 지장을 주었다
 아프리카와 페르시아 간의 문화 접촉을 방해하였다
 인도를 중동 및 동아프리카와 연결시켰다
 서아프리카 내부와 동아프리카 간의 이주를 촉진하였다 

12 이 지도에 의하면, 다음 중 인도양에서의 여행과 무역의 시기 및 방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지리적 요인은? 

 해협들   단조로운 해안선
 섬에 있는 항구들  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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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말리와 송가이의 부와 번영은 다음 중 어느 
것의 무역을 장악하는 것에 의존했습니까? 

 석탄과 물   금과 소금
 철과 구리  차와 면화

14 다음 중 서유럽의 르네상스 시대의 특징은? 
 성지를 장악하기 위한 군사적 갈등
 지중해 지역에서의 장원 제도 출현
 사람들이 도시 지역들에서 농촌 지역들로 
집단 이동

 종교 중심에서 좀 더 인간 중심으로 전환

15 • 자금성이 황제와 그의 가족을 위한 집으로 
건설되다. 

 • 청자와 백자 도자기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다. 

 • 정허가 “서해”로 항해하다. 

 다음 중 이 사건들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문명은? 

 아즈텍   중국
 페르시아  아크솜

16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정부들이 1400년대 
후반부터 1500년대에 이르기까지 해외로의 
탐험과 확장을 장려한 이유는? 

 인도 제도의 향신료들을 원했기 때문
 이슬람 칼리프에 동맹의 의무가 있었기 
때문

 오스만 제국을 군사적으로 물리쳤기 때문
 아프리카 북부로의 접근이 부족했기 때문

17 • 중국인들이 그들의 정부에 천명설을 적용하다. 
 • 프랑스인들이 왕의 신성한 권리를 받아들이다.

 이 서술들은 이 문화들의 어떠한 유사점을 
보여줍니까? 

 동일한 종교적 원칙을 지지하였다
 통치할 권리를 정당화하였다
 제한된 군주제를 만들었다
 경제적인 평등을 장려하였다

18번 문제는 아래의 그림과 자신의 사회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출처: Miguel León-Portilla, ed., The Broken Spears:
The Aztec Account of the Conquest of Mexico, Beacon Press

Global OP 118 #17

출처: Miguel León-Portilla, ed., The Broken Spears:
The Aztec Account of the Conquest of Mexico, Beacon Press

Global OP 118 #17

18 이 그림에 보이는 상황이 아메리카 
대륙에서의 스페인 식민지들에 미친 영향은 
무엇이었습니까? 

 토착 노동자들의 임금이 스페인 총독에 
의해 인상되었다. 

 많은 수의 스페인 이민자들이 식민지 
탄광에서 일하도록 고용되었다. 

 스페인의 지식인들 중 수많은 반란자들이 
식민지의 안정을 위협하였다. 

 토착민들의 높은 사망률로 인해 스페인은 
아프리카로부터 노예들을 수입하였다. 

19 다음 중 과학 혁명의 사상들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은 새로운 정보를 이해하고 
해석해야 할 책임이 있다. 

 미신과 마법은 자연 세계의 중요한 
측면들이다. 

 과학적인 사상들은 기존의 사고 체제들에 
부응하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사람들은 과학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이성과 실험을 사용해야 한다. 

20 투생 루베르튀르는 다음 중 어느 곳에서의 
혁명을 이끈 것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까? 

 멕시코   아이티
 칠레  베네수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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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번과 22번의 문제의 답은 아래의 삽화와 자신의 사회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출처: Punch, 1852

Global OP 118 #22-23

파업이 자본가와 노동자에 미치는 영향들

21 다음 중 이 삽화에 보이는 것과 같은 노동 파업들의 전반적인 영향을 반영하는 
것은? 

 노동자들은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는 휴가를 얻는다. 
 노동자들은 그들의 수입을 잃고 어려움에 처한다. 
 고용주들은 그들의 사업을 집에서 관리할 수 있다. 
 고용주들은 일반적으로 노동자들의 요구를 신속하게 들어준다. 

22 이 삽화에 의하면, 이 노동자가 경험하는 이 상황에 가장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정부 정책은? 

 자유 방임주의   이민의 제한
 보통 선거권  공중 위생법

23 다음 중 러시아인들이 나폴레옹의 군대를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되었던 요인은? 

 해상 봉쇄
 전보 시설
 기습 공격 전술 
 혹독한 기후 조건

24 1880년 이후, 유럽이 식민지를 갖도록 자극한 
것은? 

 아프리카의 기술을 획득하고자 하는 열망
 설탕 생산을 늘려야 하는 필요성
 새로운 시장들에 대한 갈망 
 아메리카 대륙에 노동력이 필요함

25 의화단 사건의 주요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중국에서 외국의 영향력을 없앰
 마르크스주의를 동아시아로 도입시킴
 중국으로 아편의 수입을 증가시킴
 쑨이셴(순얏센)이 행한 개혁을 되돌림



Global Hist. & Geo. – Jan. ’18 Korean Edition [7] [다음 장]

26번에서 28번 문제는 아래의 글과 자신의 사회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 . .바른 길—바로 이 나라[영국]가 현재 취하려고 주장하는 길은—모든 독일 주민들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부당한 처우는 있어서는 안 되지만, 독일 주민들은 엄격한 감시 
하에 놓여져야 합니다. 정직한 사람이라면 이러한 필요성을 이해할 것이며,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부정직한 사람들의 활동들을 끝낼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가 더 
실행되어야 합니다. 이 나라에서의 귀화 절차는 매우 간단하여, 어느 한 외국인이 일단 
귀화를 하게 되면, 경찰 공권력 망으로부터 대부분 벗어나게 됩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들은 
특정한 유형의 귀화한 독일인들이라는 말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에게서 귀화 
증서를 임시로 취소하여, 귀화한 시민을 외국인과 동일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혹독한 조치로 보여질 수 있으나, 전쟁은 혹독한 일입니다. 우리의 군인들과 
수병들이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있을 때, 고국에서 우리의 태만[무대책]으로 인해 
그들의 노고가 위험에 빠지도록 두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 . .

— “The Alien Peril,” The War: Nelson’s Picture Weekly, October 31, 1914

26 이 글의 주요 사상은? 
 전쟁 기간 동안에는 엄격한 감시가 제한되어야 한다
 전쟁 기간 동안에는 외국인들에 대한 나쁜 처우가 신중하게 조사되어야 한다
 전쟁 기간 동안에는 경찰이 외국인 귀화에 대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
 전쟁 기간 동안에는 일부 사람들의 권리가 더 큰 목적을 위해 유예되어야 한다

27 이 글에서 제시된 논리를 따르면 독일 주민들을 어디에 배치할 수도 있었습니까? 
 전투 부대   공무원 자리
 수용소  군수 공장 일자리

28 다음 중 저자의 주장을 비판하는 견해를 보여주는 것은? 
 편견이 애국심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개인의 이익이 안전을 위해 희생되고 있다. 
 공격에 대한 반응으로 유화 정책이 제시되고 있다. 
 동정심이 최고의 정책으로 표현되고 있다.  

29 러시아에서의 피의 일요일(1905)과 오토만 
제국에서의 아르메니아인 대학살(1915)은 
다음 중 어느 것의 예가 됩니까? 

 초토화 정책
 강제 이주
 인간의 잔혹 행위
 정치적인 혁명

30 다음 중 러시아가 제1차 세계대전에서 철수하고 
독일에게 상당한 양의 영토를 제공하게 만든 
사건은? 

 블라디미르 레닌의 갑작스러운 죽음
 볼셰비키에 의한 권력의 장악
 얄타 회담에서의 회의
 오스트리아-헝가리의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의 암살

31 케말 아타튀르크는 무엇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까? 

 터키가 근대화 되고 세속적인 나라가 되게 
함

 터키가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제국주의적인 
세력이 되게 함

 터키가 소련과 동맹하여 공산주의 국가가 
되게 함

 터키가 쿠란(코란)에 의거한 법을 가진 
신정 국가가 되게 함

32 소련의 5개년 계획의 주요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철강과 기계의 생산을 증가시킴
 소비재를 더 많이 생산함 
 중앙 경제 계획을 폐지함
 외국의 직접적인 투자를 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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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번 문제는 아래 차트와 자신의 사회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제2차 
세계 대전

Global OP 118 #33

군사적인 침략: 
독일이 폴란드를 침략하고,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를 

공격하고, 일본이 중국을 침략함
파시스트 지도자들의 출현: 

히틀러(독일), 무솔리니(이탈리아) 
및 도조(일본)

유럽과 세계 경제의 실패: 
높은 실업률, 은행들의 도산, 대공항의 시작

베르사이유 조약:
독일은 변상을 해야 하고, 아프리카의 식민지를 상실하며,

전쟁의 발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제1차 세계대전

33 이 차트에 가장 알맞는 제목은? 
 제1차 세계대전 동안의 사건들
 전쟁 기간들 사이의 전체주의 정권들
 전쟁 기간들 사이의 경제적인 문제들
 제2차 세계대전의 원인들

34번과 35번의 문제는 아래의 글과 자신의 사회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 . . 저는 어느날 밤 우리에게 장벽이 생겼을 때 우리가 겪은 충격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설명하고자 [위해]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모든 자세한 일들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동과 서의 갈림길, 즉 근본적으로 상이한 두 문화 사이인 베를린에 있었고, 갑자기 
새장 속에 갇힌 카나리아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하루 아침에, 활기차고 멋진 
도시였던 베를린은 시골의 한여름 오후같은 나른하고 무기력[건조한] 곳이 되고 말았죠. 
우리는 무미건조하고 단조로운 시골에 갇혀버렸습니다. . . . 

— Jens Reich, “Reflections on becoming an East German dissident, on losing the Wall and a country,”  
in Gwyn Prins, ed., Spring in Winter: The 1989 Revolutions

34 다음 중 이 글에 직접적으로 반영된 역사적인 사건은? 
 동베를린과 서베를린 사이에 장벽을 설치
 바르샤바 조약의 체결
 독일 점령
 베를린 공수 작전

35 이 글에 반영된 역사적인 사건은 다음 중 어느 것 간의 사상적인 갈등을 상징합니까? 
 교회와 국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절대 군주제와 파시즘  주축국들과 동맹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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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번과 37번의 문제는 아래의 글과 자신의 
사회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우리 남아프리카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국민들과 전세계에 다음을 선포합니다:

 남아프리카는, 흑인이나 백인에 관계 없이, 
이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속하며, 정부는 
모든 국민들의 의지에 근거하지 않고는 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없으며; 

 우리의 국민들은 불의와 불평등에 기반한 
정부에 의해 이 땅에 태어나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생득권을 빼앗겼으며; 

 모든 사람들이 형제애 속에서 평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리며 살게 되기 전까지 우리나라는 
결코 번영할 수 없으며 자유롭지 못할 것이며; 

 모든 국민들의 의사에 기반하여 세워진 
민주주의 국가만이, 피부색이나 인종, 성별 
또는 종교에 관계 없이 그들의 생득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남아프리카 국민들은 흑인과 
백인이 모두 평등하며, 동포와 형제들은 이 
자유 헌장을 채택합니다; 

 또한 우리는 여기에 제시된 민주적인 변화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노력과 용기를 아끼지 
않고 매진할 것을 맹세합니다. 
— The Freedom Charter, adopted at the Congress of the 

People, Kliptown, South Africa, June 26, 1955

36 이 자유 헌장의 서명자들이 그들의 나라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적들과 싸울 기회
 모든 시민에 대한 평등
 독립 주권국
 확실한 경제 개혁

37 이 자유 헌장은 다음 중 어느 정책에 대한 
반응으로 쓰여졌습니까? 

 봉쇄
 종교적 박해
 진실과 화해
 인종 차별 정책

38번 문제는 아래의 삽화와 자신의 사회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Global OP 118 #38

출처: Edmund S. Valtman, 1991

38 다음 중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등장하는 
1991년의 이 삽화가 보여주는 상황에 가장 
직접적으로 기여한 문제들은? 

 마샬 안으로부터의 지원을 채택 및 
수용하기를 거부함

 우크라이나에서의 강제 기근 및 노동 
수용소 관리국에서의 반란

 외국의 군대에 의한 침입 및 군사적으로 
포위된 소련의 도시들 

 쇠락해가는 소련의 경제 및 독립을 
열망하는 분리 독립 지지 공화국들

39 호치민과 피델 카스트로가 취한 조치들의 
유사점 한 가지는? 

 모든 주요 강대국들과의 접촉을 금지하였다
 공산 정권을 수립한 혁명가들이었다
 민주주의 정부를 강화하고 현대화시켰다
 모든 자국민들에게 종교적인 자유를 
장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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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번 문제는 아래의 삽화와 자신의 사회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Global OP 118 #41

출처: Michael Ramirez, New York Daily News, February 18, 2006 (개정판) 

    초고속

중국

  정보 통신망

40 이 2006년의 삽화의 주요 견해는? 
 전자 정보의 수출은 중국 경제에 필수적이다. 
 중국으로 유입되는 전자 정보는 통제되어 있다. 
 중국이 초고속 정보 통신망을 만들었다. 
 만리장성이 중국의 정보가 해킹되는 것을 막아준다.  

41 다음 중 녹색 혁명에 관한 견해라기 보다는 
사실인 것은? 

 화학 비료 및 살충제의 사용은 몇몇 지역에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증가시켰다. 

 발달된 농업 기구 및 기술의 사용은 기근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농업에 화학 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이점보다 단점이 더 크다. 

 생체공학적 농업 기술을 사용하는 비용은 
너무 크다.  

42 20세기와 21세기에 이라크의 크루드족,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들, 그리고 러시아의 
체첸인들이 항거하고 싸운 것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였습니까? 

 위성국 지위
 문화적 동화
 경제적 상호 의존
 독립 국가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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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번 문제는 아래의 삽화와 자신의 사회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Global OP 118 #43

출처: Tom Toles, The New Republic, September 12,1994 (개정판)

대체 러시아 

사람에게 우리의 

소를 무슨 마술과 

맞바꾼 거예요?

플루토늄

그 사람이 그것으로 내가 거인을 
물리칠 수 있다고 했어.

43 이 1994년에 그려진 삽화의 소재는? 
 고수확 씨앗들의 사용   핵 물질들의 확산
 경제적 제재를 없앰  긴장 완화 협정을 위반

44 • 중국에서 불교가 행해졌다. 
 • 멕시코에서 스페인어가 사용되었다. 
 • 러시아에서 감자가 재배되었다. 

 다음 중 이 서술들이 나타내는 예는? 
 문화 확산   갈등
 민족 자결권   자기 민족 

중심주의

45 신석기시대 혁명이 가져온 영향 한 가지는? 
 주식 합자 회사들이 상업 투자를 도입함
 초상화 및 풍경화에서 사실주의 사용이 
확대됨

 잉여 식량 생산 및 영구 정착이 발달함
 지구가 아닌 태양이 태양계의 중심이었음을 
증명함

46번 문제는 아래의 글과 자신의 사회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 . . 이러한 장터들은 해안가의 노예 상인들이 
흑인들을 공급받는 유일한 수단은 아니지만 
가장 주요한 수단입니다. 노예를 사려는 
사람들을 위해, 노예를 상습적으로 납치하고; 
노예 공급을 알선하는[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 종종 다섯 명에서 열 명에 
이르는 소규모의 노예들이 노예 상인들의 
집으로 빈번히 보내졌습니다. . . . 

— Alexander Falconbridge, 1788

46 Alexander Falconbridge의 글이 묘사하는 것은? 
 비단길의 낙타 무역 대상들
 아프리카에서의 대서양 노예 무역의 초기 
단계 

 중앙아메리카 및 남아메리카에서의 
엔코미엔다 체제

 반투 족 이주의 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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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번 문제는 아래의 삽화와 자신의 사회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출처: David Horsey, Seattle Post-Intelligencer, November 18, 2009

Global OP 118 #47

기후 변화

해결이 됐습니다...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과정 변경을 

고려하기 위해 또 
다른 회의를 하기로 

하는 약속에 서명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세계의 지도자들

47 다음 중 2009년에 그려진 이 삽화의 주요 사상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세계의 지도자들이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 
 세계의 지도자들이 기후 변화가 가져오는 장기적인 영향들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 
 기후 변화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며 세계의 지도자들은 하던 일을 계속해야 한다. 
 서약들과 회의들은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한 중요한 조치의 결과를 별로 이루지 못했다. 

48번 문제는 아래의 글과 자신의 사회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어젯밤 몰다반카, 슬로보드카 및 
부가이에오카[러시아]의 교외 지역들에서의 
사건들은 가장 끔찍한 사건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악당들이 경찰들과 함께 모든 
유대인들의 집들을 침입하여 그들을 잔혹하게 
학살했습니다. . . . 

— “Barbarous massacre in Odessa,” Guardian, 
November 1905

48 다음 중 이러한 반유대인 사건들로 인하여 
생겨난 운동은? 

 시오니즘   분리주의
 결속 운동  해방 신학

49 아스트롤라베와 범선 및 향상된 지도 제작의 
기술적인 발전은 다음 중 어느 것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까? 

 한자 동맹의 결성
 탐험의 시대
 중국 사회주의의 출현
 몽골에 의한 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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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번 문제는 아래의 연대표와 자신의 사회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Global OP 118 #50

460 B.C.– 429 B.C. A.D. 1215 1628 1789

페리클레
스의 시대

마그나 
카르타

권리 청원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50 다음 중 이 연대표에 가장 알맞은 제목은? 
 종교적 관용의 발달
 세계 무역망을 위한 단계들
 민주주의 발전의 주요 사건들
 군사 기술의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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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세이 문제의 답은 별도의 에세이 책자에 쓰십시오. 

파트 II의 답을 작성할 때 다음의 일반적 정의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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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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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 II

주제형 에세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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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변화—인물들

역사 전반에 걸쳐, 많은 인물들은 그들의 행동들을 통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및 지적 변화를 일으키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다양한 정도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과제:

변화를 가져오고자 시도했던 인물 두 명을 선택하고 각 인물에 대하여
• 이 인물이 변화를 추구하도록 만들었던 역사적 상황을 묘사하십시오
• 이 인물이 변화를 가져오고자 시도했던 행동 한 가지를 묘사하십시오
•  이 인물의 행동이 변화를 가져오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는지를 

논하십시오

세계사와 지리 공부를 통해 배운 인물들 중 변화를 시도했던 어느 인물을 사용해도 
됩니다. 고려해볼 만한 인물들로는 공자, 마틴 루터, 갈릴레오 갈릴레이, 시몬 볼리바르, 
칼 마르크스, 케말 아타튀르크, 덩샤오핑, 모한다스 간디, 넬슨 만델라, 아웅 산 수지 및 
말랄라 유사프자이 등이 있습니다. 

답안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위에 제안된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단, 답안에 미국 역사의 인물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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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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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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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의 부족은 사람들의 필요 및 욕구를 충족시킬 자원이 충분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사람들, 사회 및 정부는 식량, 깨끗한 물 및 산업 자원과 같은 
자원들이 부족할 때 이것들을 얻기 위해 흔히 조치들을 취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사회, 국가 및 지역에 다양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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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역사적 배경에 언급된 자원들 중 두 가지를 선택한 다음, 각 자원에 
대하여,
• 이 자원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취했던 조치들에 대해 묘사하십시오
• 이 조치들이 사회, 국가 또는 지역에 주었던 영향을 논하십시오

파트 III의 답들을 작성할 때, 다음의 일반적 정의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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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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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 A
단답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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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1a

페루의 산악 지역, 바람이 많은 고원 및 사막 지역은 농사를 짓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수천 
년 이상, 사람들은 이러한 혹독한 지형들을 길들이기 위해 힘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건조한 지역들에는 물을 들여오고, 가파른 경사지들에는 계단식의 경작지를 
만들었으며, 감자와 같은 야생 식물들을 유용한 식량 작물이 되도록 계량했습니다. 
잉카 시대에는, 농민들의 생산 중 삼분의 이를 황제나 성직자들에게 바쳐야 했기 
때문에, 정작 힘든 일을 했던 사람들에게는 그 댓가가 거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 . .

출처: Philip Steele, Step Into the Inca World, Lorenz Books

문서 1b

수로의 물은 낮 
동안 태양열을 
흡수하고 밤에는 
이를 방출함으로써, 
농작물이 얼지 
않도록 보호해준다. 
더 많은 농경지가 
이 방식으로 재배될 
수록, 미세 환경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플랫폼은 대개 
13에서 33
피트의 너비와 
33에서 330
피트의 길이 및 
약 3피트의 
높이로, 비슷한 
크기와 깊이를 
가진 
물길들로부터 
파내어진 흙으로 
만들어졌다.

수로들에 쌓인 
퇴적물, 질소가 
풍부한 조류 및 
식물과 동물의 
유해는 농작물의 
거름이 된다. 어느 한 
[오늘날의] 실험에서, 
[위의 방법을 사용한] 
감자의 수확량은 
화학 비료를 사용한 
것보다 더 높다.

가뭄 동안, 수로들의 물기가 서서히 뿌리쪽으로
올라온다. 홍수 동안, 고랑[배수로]이 넘치는 물을 
배수시킨다. 수로들은 또한 농작물의 관개에 필요한 물을 
공급한다.

GFT Q3 16 #1b

출처: National Research Council, Lost Crops of the Incas:
Little-Known Plants of the Andes with Promise for Worldwide Cultivation,

National Academy Press (개정판)

 1 이 문서들에 의하면, 잉카족들이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취한 조치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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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re

문서 2

. . . 저장 체계는 안데스 산지 사람들, 즉 잉카족들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들에까지도 
생산과 소비 간의 핵심[주요 연결고리]이었습니다. 그 규모에 관한 아이디어를 주기 
위해 적어도 몇몇 보고서를 참고하자면, 쿠스코[잉카의 수도]에 있는 잉카족들은 국가의 
창고들에서 매일 혹은 사일에 한 번 그들의 모든 식량을 공급받았습니다. 약 20,000
명에서 50,000명의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공급을 받았습니다. . . . 

출처: Interview with Terence D’Altroy, edited by Peter Tyson, “Rise of the Inca,”
NOVA, PBS online, May 17, 2007

 2 Terence D’Altroy에 따르면, 잉카족의 식량 저장 체계의 이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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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3

. . . 독창적인[기발한] 경작 체제 및 뛰어난 공공 사업을 소유했던 것 이외에도, 잉카와 
그 선조들은[조상들은] 음식을 보존하는 놀라운 방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 기술은 뿌리 작물을 동결 건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안데스의 고지대는 
밤에 매우 춥고 낮에는 아주 건조하기 때문에 며칠 밤낮 동안 밖에 놓아둔 덩이줄기들
[뿌리 작물들]은 동결 건조됩니다. 대개, 사람들은 밤에는 덩이줄기들을 덮어 이슬이 
맺히는 것을 방지하고, 낮에는 이 덩이줄기들을 밟아 전날 밤 동안 얼어서 생긴 
물기들을 빼냄으로써 이 동결 건조 과정을 돕습니다. 
 대부분 감자로부터 만들어져 chuño라고 불리는 동결 건조 산물은 잉카가 정복을 
하거나 그 제국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는 
수백만 명의 거주자들이 자연 재해를 견디도록 해주었고, 지나가는 군대에 식량을 
보급했으며, (이 얼기 쉬운 지역의 끊임없는 위협이었던) 흉작에 대비한 장기적인 
보험이 되었습니다. 잉카족들은 준비성이 매우 뛰어났기에 정복자 헤르난도 데 소토는 
감동을 받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들의 세계에서는 굶주림이란 결코 없었다.” 
정복자들은 재빨리 chuño의 가치를 알아차렸습니다. 실제로, 몇몇 스페인 사람들은 
라마 기차를 이용하여 chuño를 포토시(오늘날의 볼리비아)의 황폐한 고지대로  
보내 막대한 돈을 벌었으며, 추뇨는 은광에서 일하는 노예들에게 주된 식량으로 
쓰였습니다. . . .  

출처: National Research Council, Lost Crops of the Incas:
Little-Known Plants of the Andes with Promise for Worldwide Cultivation, 

National Academy Press

3a 이 문서에 의하면, 잉카족들이 식량을 보존하기 위해 취한 조치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1]

 b 이 문서에 의하면, 감자로 만든 생산품들이 잉카족들로 하여금 그들의 제국 통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 이유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1]

Score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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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re

문서 4

. . . 사실상 거의 [중동] 지역의 모든 나라들에서 물이 빨리 고갈됩니다. 이 지역의 
인구가 2025년까지 15퍼센트가량—약 3억 5천만 명—증가될 것이라고 예상됨에 따라 
물의 수요는 1975년에 비해 두 배가 될 것입니다. 이집트, 시리아, 이라크, 요르단 및 
이스라엘과 같은 사막 가장 깊숙이에 위치한 나라들이 지역 내부적인 수자원—즉 
화석수—을 가지고 있으나 이러한 자원[대수층]은 급격히 말라가고 있으며 짧은 시간 
내에 다시 채워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하에 있는 대수층들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물은 
지난 빙하기부터 존재했으나; 물을 소모해버리고 나면, 다시 채워지는 데에는 수천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 . 
 지역의 대수층들이 이제 거의 쓸모가 없기 때문에, 세 개의 강 체제(요르단 강, 
나일 강 및 티그리스/유프라테스 강)가 이 지역에 거의 모든 물을 공급해야 합니다. 이 
강들을 두고 심각한 지정학적인 분쟁들이 이미 발발하고 있는 것과—이들로 인해 중동 
지역의 정치적인 동맹들이 놀라운 방식으로 재구성되고 있으며—물의 지배권을 두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들이 이미 발발해온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 . . 

출처: Jeffrey Rothfeder, Every Drop for Sale:
Our Desperate Battle Over Water in a World About to Run Out, 

Penguin Putnam, 2001

 4 Jeffrey Rothfeder에 따르면, 중동에 있는 국가들이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취한 조치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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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5a
GFT Q3 16 #doc5a

요르단

이스라엘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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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Les Rowntree, et al., Globalization and Diversity: 
Geography of a Changing World, Prentice Hall, 2011 (개정판)

기호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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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a 이 지도에 보이는 정보에 근거하여, 물 부족에 대한 조치가 중동 사회들 간의 관계에 영향을 준 면  
한 가지를 적으십시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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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5b

. . . 언급할 만한 하천이나 강이 없기에, 가자 지구는 역사적으로 거의 전적으로 그 
해안가의 대수층에 의존해왔는데, 이 대수층에는 비와 동쪽에 있는 헤브론 힐로부터 
흐르는 유수 덕분으로 매년 5천만에서 6천만 입방미터의 물이 채워집니다. 그러나 
인근의 이스라엘 농부들의 인구와 더불어 가자 지구의 급격히 늘어나는 인구의 수요로 
인해, 위태롭게 된[위험에 처한] 대수층으로부터 매년 1억 6천만 입방미터상당의 
물이 사용됩니다. 수위가 낮아짐에 따라, 인근의 지중해로부터 바닷물이 스며듭니다. 
바닷물에 의한 이러한 오염은 처리되지 않은 오물에 의해 더욱 악화되는데, UN 
데이터에 따르면, 가자 지구로부터 매일 90,000 입방미터의 처리되지 않은 하수가 낮은 
바다로 유입됩니다. 
 대수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수돗물은 많은 가자 사람들에게는 갖지 못할 
사치품입니다. 이 영토 전반에 걸쳐 사는 사람들은 여름 동안 이틀에 한 번씩 수돗물이 
나오기도 하지만, 대개는 그 압력이 너무 낮아 윗층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수돗물이 
조금씩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 . . 

출처: Zander Swinburne, “The water is running out in Gaza,” The Independent, June 30, 2013

5b Zander Swinburne에 따르면, 가자 지구의 사람들이 그들의 물 공급을 해안 대수층에 전적으로 의존한 
결과로 직면한 문제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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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6a  문서 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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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Lydia M. Pulsipher et al., World Regional Geography:
Global Patterns, Local Lives, W.H. Freeman and Company, 

2008 (개정판)

Global OP 118 doc #6a

주요 댐들
기호 표시

칸밴사드

티그리스 강

출처: John Daly, “Turkey’s Water Policies Worry Downstream
 Neighbors,” Turkey Analyst, September 10, 2014

6a 이 지도와 John Daly의 발췌문에 근거하여, 터키의 물 관리 정책이 이웃 나라들에 발생시킨 문제점 
한 가지를 적으십시오.   [1]

 b John Daly에 따르면, 이웃 나라들의 물 문제에 관한 터키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1]

. . .시리아의 영토로 흐르는 유일한 주요 강인 
유프라테스 강은 시리아의 관개 프로그램, 그리고 
수력 발전을 위해 필요한 타브카 댐의 아사드 
호수 저수지의 수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수자원입니다. 
 이 강의 맨 하류에 위치한 이라크는 
터키와 시리아의 수자원 정책에 의해 어려움을 
겪습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가를 
따르는 물의 부족으로 인해 이라크의 많은 
마을들에서 사람들이 떠나갔다고 말합니다. 비록 
터키의 댐들에서 매초당 500 입방미터의 강물을 
방류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초당 200 
입방미터에 가깝다고 이라크 관리들은 말합니다. 
 이라크와 시리아 사람들은 터키가 이 지역의 
수자원[물의 분배] 강대국으로 자처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향후 십 년에 걸쳐 터키는 추가로 
1,700개의 댐을 건설할 계획을 하고 있으며, 이는 
터키의 기존 댐의 약 두 배에 해당합니다. 이웃 
나라들의 불평에 관한 터키의 태도는 터키 대통령 
쉴레이만 데미렐이 1992년 7월 25일 아타튀르크 
댐 준공식에서 언급한 다음의 말로 집약됩니다 
[요약됩니다]. “시리아나 이라크는 터키의 강물에 
대해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데 이는 앙카라 
[터키의 수도]가 이들 나라의 석유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는 주권의 
문제이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대로 할 권리가 
있다. 수자원은 터키의 것이며, 석유 자원은 
그들 나라의 것이다. 우리는 그들의 석유 자원을 
나누어달라고 말하지 않으며 그들은 우리의 
수자원을 나눠달라고 말할 수 없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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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7a

. . . 일본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은 단지 땅의 부족이나 과잉 인구 문제 뿐만이 
아닙니다. 동일하게 심각한 것은 일본이 그 영토 안에 현대 산업에 필요한 만큼의 
광물 자원들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은 철광석을 거의 전적으로 외국 나라들에 
의존합니다. 철강 산업에 사용할 수 있는 석탄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조건은 교통과 제조업에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물질인 석유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유럽과 미국의 외교 체스판을 들여다보면, 세계의 곳곳에서 석유 자원을 장악하기 위해 
모든 나라가 얼마나 심한 경쟁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 역시, 산업과 통상을 통해 그 인구 문제를 부분적으로나마 해결하려 하지만, 
산업의 필수 물질 세 가지—석유, 철 및 석탄—의 부족으로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만약 
일본이 그 좁은 구역[영토]을 조금이라도 벗어나 시베리아나 중국같은 곳으로 눈을 돌려 
이러한 광물 자원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면, 즉시 서구의 나라들로부터 공식적 
혹은 기타 형식의 항의라는 다모클레스의 칼[항상 존재하는 위협]을 받을 것입니다. . . . 

출처: K. K. Kawakami, “A Japanese Liberal’s View,” The Nation, November 9, 1921

7a K.K. Kawakami에 따르면, 석유, 철광 및 석탄 등의 산업 자원 부족으로 말미암아 일본이 겪었던 
문제점 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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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7b

Global OP 118 doc #7b

출처: John Keegan, The Second World War, Viking Books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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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b 이 지도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하면, 일본이 산업 자원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시도했던 방법  
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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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8

일본의 관점에서 보면, 일본에 대한 서구의 경제적인 공격은 미국이 일본과의 협정을 종식했던 
1939년에 시작되었습니다. 1940년 중반까지, 미국은 일본의 행동들에 대한 응답으로 일본에 대한 
경제적인 제재들을 가했습니다. 

. . .만약 경제적인 공격이 계속됐다면, 일본은 머지 않아 특히 석유와 같은 원자재가 
바닥이 나서 중국에서의 전쟁을 계속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중국에서의 전쟁을 멈추거나 석유를 얻기 위해 미국, 영국 및 네덜란드와의 
전쟁을 확대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의 경우에는 중국으로부터의 철수가 수반되어야 
했으나[필수적이었으나], 이는 이미 너무 늦어서 불가능한 선택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을 공격하는 것은 목적(중국에서의 승리를 위해 석유를 얻는 것)을 위한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군수성 장관이자 전쟁을 결정한 내각의 한 구성원이었던 스즈키 
테이치는 “비록 일부 사람들은 일본이 천연 자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일으켰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정 반대의 이유 때문에 전쟁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천연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오카자키 아야코토는 당시 군부의 태도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해군 법령부 
제2지구의 수장이었던 오카자키는 자원의 동원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문제는 석유였다. 우리가 비축한 양이 점차 없어진다면, 일본은 
길에 쓰러져 죽을 때까지 숨이 막혀가는 TB[폐결핵] 환자처럼 더욱 더 약해질 것이다. 
끔찍하고 치욕스런 종말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용감하게 싸워서 남쪽에 있는 
석유를 얻는다면. . . .” 오카자키에 따르면, 이러한 종류의 “[필사적인] 태도는 전쟁을 
일으키게 된 기반이 되었습니다.”. . .  

출처: Saburo- Ienaga, The Pacific War, 1931–1945, Pantheon Books, 1978 (개정판)

 8 Saburo- Ienaga에 따르면, 일본이 중국과의 전쟁을 계속한다면 당면하게 될 문제점 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1]



Global Hist. & Geo. – Jan. ’18 Korean Edition [26] 

Score

문서 9

. . .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에는 빈곤[궁핍]이 지배했습니다. 주요 도시들이 
돌무더기의 땅이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거의 10퍼센트가 되는 인구가 사망하거나 
다쳤으며, 9백만여 명의 사람들이 집을 잃었습니다. 식량과 자원들이 거의 고갈되었는데, 
철강 생산은 그 이전 해의 생산량보다 십분의 일로 줄었으며 식량은 정부에 의해 
엄격하게 배분되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생활 필수품마저도 암시장에서 
구입하였으며, 규율에 정해진 만큼만 먹고 살았던 양심적이었던 야마구치 요시타다 
판사는 굶주림으로 사망했습니다. 물가 상승률 또한 치솟기 시작했는데; 전쟁이 끝난 
후 첫 해에 물건 가격은 539퍼센트나 인상되었습니다! 생존조차도 어려워 보였으며, 
회복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단지 한 세대가 지난 1969년에, 일본은 
서구의 경제학자들이 “강대국”으로 부를 만큼의 가치를 가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메이지 시대가 다시 온 것 같았습니다: 비참했던 
나라는 내재된 기민함[능력]을 활용하고 서구의 원조를 받아 모든 어두운 예측을 
물리치고, 세계에 그 그림자를 드리우는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 . . 

출처: James L. Huffman, Modern Japan: A History in Documents,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개정판)

9 James L. Huffman에 따르면, 제2차 세계대전이 일본에 끼친 부정적인 영향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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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B
에세이 문제

지시사항:  서론, 여러 개의 문단 및 결론을 포함하는 잘 구성된 에세이를 작성하십시오. 최소한 네 개의 
문서에서 근거를 찾 아 에세이에 사용하십시오. 관련 사실, 사례 및 자세한 정보를 사용하여 
자신의 답안을 뒷받침하십시오. 다른 출처의 추가 정보도 포함시키십시오. 

역사적 배경:

자원의 부족은 사람들의 필요 및 욕구를 충족시킬 자원이 충분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사람들, 사회 및 정부는 식량, 깨끗한 물 및 산업 자원과 같은 
자원들이 부족할 때 이것들을 얻기 위해 흔히 조치들을 취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사회, 국가 및 지역에 다양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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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역사적 배경에 언급된 자원들 중 두 가지를 선택한 다음, 각 자원에 
대하여,
• 이 자원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취했던 조치들에 대해 묘사하십시오
• 이 조치들이 사회, 국가 또는 지역에 주었던 영향을 논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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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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