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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이름과 학교명을 인쇄체로 기입하십시오. 다음, 이 책자의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파트 I 답안지를 여십시오. 점선을 따라서 마지막 페이지를 접은 
다음, 주의해서 답안지를 절취하십시오. 다음, 답안지의 윗부분에 이름, 교사, 
학교명과 성별을 기입하십시오. 에세이 책자의 각 페이지 윗부분에 자신의 이
름과 학교명을 인쇄체로 기입하십시오.

이 시험은 세 파트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모든 파트의 모든 질문에 답하십시오. 
검정 혹은 진한 청색 잉크를 사용하여 답하십시오.

파트 I에는 50개의 선다형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별도의 답안
지에 기입하십시오.

파트 II 에는 한 개의 주제를 다루는 에세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에세이 책자의 １ 페이지부터 기입하십시오.

파트 III는 여러 개의 문서에 기반을 둡니다:

파트 III A에는 여러 문서가 포함되어있습니다. 각 문서는 하나 이상의 문
제가 따릅니다. 각 문제들의 답은 시험책자 안에 질문을 뒤따르는 줄에 기입
하십시오. 이 부분의 첫 장에 자신의 이름과 학교명을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파트 III B는 주어진 문서를 바탕으로 하는 한 개의 에세이 문제가 있습니
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에세이 책자의 7페이지부터 기입하십시오. 

시험을 마친 후, 파트 I의 답안지에 인쇄된 진술문에 서명함으로써 이 시험을
치르기 전에 문제나 답에 대한 불법적인 지식이 없었으며 시험을 치르는 동안 도움
을 주지도 또한 받지도 않았음을 표시하십시오. 이 진술문에 서명하지 않은 학생의
답안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시험 중에는 모든 통신 장비의 사용을 철저히 금지합니다. 만일 아주 잠시
라도 통신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당신의 시험은 무효화되며 당신은 시험 점수를 받
지 못할 것입니다.

지시가 있을 때까지 이 시험 책자를 열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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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I

이 파트의 모든 문제에 답하십시오.

지시사항 (1–50):  각 문제의 문장이나 질문에 가장 적절한 답의 번호를 답안지에 기입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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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과 2번 문제는 아래의 지도와 당신의 사회 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 Exploring American History, Globe Book Compan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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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음 중 1803년에 미국과 프랑스령 루이지애나 사이의 경계선이 되었던 
지리적 특성은?

(1) 애팔래치아 산맥 (3) 미시시피강
(2) 5대호 (4) 로키 산맥

 2 만약 대평원(그레이트 플레인스)이 이 지도 안에 있다면 그 위치는 다음 중 어
디이겠는가?

(1) 프랑스령 루이지애나 (3) 오레건 컨트리
(2) 스페인령 멕시코 (4) 최초 13개 주



 3 어느 문서가 압제적 정부를 전복시킬 수 있는 
권리가 국민에게 있다는 존 로크의 사상을 포
함하고 있는가? 

(1) 메이플라워 서약서
(2) 북서부 토지조례
(3) 미국 독립선언서
(4) 권리장전

 4 많은 식민지들이 알바니 연합안(1745)을 반대
한 근본 이유는?

(1) 식민지들이 영국의회에 대표를 가지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2) 연합안은 미국 인디안들에게 너무 많은 권
력을 주었기 때문에

(3) 식민지 안전에 대한 위협이 없어졌기 때문에
(4) 식민지 의회가 그들 개개의 권력 포기를 

꺼려했기 때문에

 5 토마스 페인의 저서 상식 (Common Sense)은 
미국 식민지인들에게 다음 중 무엇을 지지하
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나?

(1) 식민지들에 대한 가중된 영국 조세
(2) 식민지 독립
(3) 위스키 반란
(4) 대영제국과의 계속된 연대

 6 미국 연합 규약하의 정부의 가장 큰 약점은

(1) 작은 주 보다 큰 주들이 의회에서 더 많은 
투표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2) 연방정부는 법 집행을 할 수 없었던 점이
다.

(3)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주어졌던 점
이다.

(4) 주정부가 돈을 찍어낼 수 없었던 점이다.

 7 헌법의 비준을 위한 토론 당시, 반연방주의자
들의 우려를 반영하기 위해 연방주의자들이 
동의한 것은 

(1) 정치 정당이 형성되는 것이었다.
(2) 주정부들이 각 주간의 상권 통제 권한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3) 헌법 개정을 통해 노예 제도가 없어지는 

것이었다.
(4) 권리 장전이 포함되는 것이었다.

 8 1787년의 헌법 제정 회의 때, 대타협이 해결
한 대립은 무엇에 관한 것이었는가?

(1) 대통령의 권한
(2) 연방법의 실시 거부
(3) 국회 안에서의 대표권
(4) 수입품에 대한 과세

 9 미국 헌법이 매 10년마다 인구 조사를 시행하
도록 하는 이유는

(1) 정부에게 유권자 등록에 대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이다.

(2) 소득세율에 대한 표준을 정하기 위해서이
다.

(3) 각주의 연방 하원 의원 숫자를 정하기 위
해서이다.

(4) 누가 대통령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지를 
정하기 위해서이다.

10 미국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에게는 다음의 권
한이 있다.

(1) 연방 재판관 임명
(2) 전쟁 선포
(3) 귀족 임명
(4) 대법원 결정 번복

11 2000년 대통령 선거 당시 선거인단 제도의 어
떤 면이 가장 많은 논쟁을 일으켰는가?

(1) 주에서 선거인단의 투표를 후보자 별로 나
눌 수 있는 점

(2) 적은 선거인단을 지닌 주는 선거결과에 영
향을 미치지 못하는 점

(3) 주마다 선거인단 선출 방법이 다른 점
(4) 총투표에서 이기더라도 선거인단의 투표

에서 다수표를 못받을 수도 있다는 점

12 조지 워싱턴이 그의 고별연설에서 미국이 영
원한 동맹을 피해야 한다고 권고한 이유는  
미국이

(1) 유럽 정세에 관여함으로써 미국의 안보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2) 유럽의 제품이나 시장이 필요 없었기 때문이
다.

(3) 어떤 유럽 국가보다 월등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4) 유럽이민을 제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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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마버리 대 매디슨(1803)의 판결은 다음 중 무엇을 
함으로써 대법원의 권한을 확대시키게 되었나?

(1) 신축조항의 사용을 제한시킴으로써
(2) 사법심사권을 확립시킴으로써
(3) 국립은행의 합법성을 지지함으로써
(4) 각 주간의 상업조항을 해석함으로써

14 1850년 이전까지 남부가 농업에 바탕을 둔 경제
에 의존한 반면, 북부가 제조업을 바탕으로 경
제 발전을 이룬 주요 이유는 무엇인가?

(1) 북부 항구에만 보호 관세가 적용 되었기 
때문에

(2) 지형적 조건이 다른 종류의 경제활동을 
이끌었기 때문에

(3) 북부의 노예제도가 빠른 경제성장을 촉진
시켰기 때문에

(4)  제조업체들이 남부에서 이익 창출에 실패
했기 때문에

15 1848년 세네카 폴즈 회의에서 채택된 의견 선
언(Declaration of Sentiments)은 다음 중 누구
의 권리와 가장 접히 연관되어 있는가?

(1) 이민자
(2) 노예
(3) 미국 원주민 인디언
(4) 여성

16 I. 남북전쟁 중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취한 조처들

A. 의회의 비준 없이 군대의 규모를 늘
렸다.

B.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반연방주의자
들을 체포하고 감금했다.

C. 몇몇 반연방 신문들을 검열했으며, 몇
몇 편집자들과 출판업자들을 체포했다. 

 링컨 대통령의 위의 조처들이 가장 확실히 뒷
받침하는 진술은 다음 중 무엇인가?

(1) 전시 비상사태가 링컨 대통령의 대통령으
로서의 권한을 확장시켰다.

(2) 링컨 대통령은 헌법 위반으로 탄핵되었
다. 

(3) 견제와 균형이 효과적으로 링컨 대통령의 
조처들을 효과적으로 제한했다. 

(4) 링컨 대통령은 권리장전을 폐지하고자 하였다.

17 1800년대 후반에 존 D. 록펠러가 스탠더드 오
일 트러스트를 설립한 의도는 무엇이었는가?

(1) 작고 독립적인 석유 회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2) 정유산업의 영업과 가격을 통제하기 위해
서

(3) 정유회사들간의 경쟁을 증가시키기 위해
서

(4) 자선의 목적으로 기부금을 나누어주기 위
해서

18 1887년에 도스법의 통과는 아메리카 원주민 인
디언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는가?

(1) 그들의 문화적 전통을 지원하였다. 
(2) 그들을 미국 주류 문화로의 동화를 시도

하였다.  
(3) 미시시피강 동쪽 지방에서 이주할 것을 

강요하였다. 
(4) 대평원에서 일련의 인디언 전쟁을 시작하

였다.

19 1800년대 후반 미국 농업의 변화들은 농부들
로 하여금

(1) 수출을 위한 환금작물의 생산을 줄이도록 
했다. 

(2) 농업 관세의 중지를 요청하도록 했다. 
(3) 농업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을 줄일 것을 

요구하도록 했다.
(4) 은행과 도로에 더욱 의존하게 했다.

20 대법원의 와바쉬, 세인트루이스와 퍼시픽 철
도회사 대 일리노이 주(1886) 판결과 미국연
방정부 대 E.C. 나이트 회사(1895) 판결이  
근거를 두었던 법 규정들의 목적은?

(1) 대기업 권한의 제한 
(2) 통화 공급량을 늘리려는 농부들의 지원
(3) 경제에 관하여 자유방임적 자세 유지 
(4) 이민자들의 작업 환경 개선 

21 아메리카 에스파냐 전쟁 (1898)이 미국의 외
교 정책의 전환점이 되었던 것은 미국이 

(1) 평화적인 공존을 위한 정책을 전개했기 
때문이다.

(2) 주요 세계 강대국으로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3) 미래의 유럽내 분쟁에 대해 중립을 선언

했기 때문이다.
(4) 식민지 세력이 되기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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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과 23번의 문제는 아래의 만화와 당신의 
사회 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 Currier and Ives,
Library of Congress ( )

22 이 만화에 나타난 성전(聖戰)이 이루기 위해 
노력한 것은?

(1) 여성 군인의 모집
(2) 세계 평화의 도모 
(3) 알콜 음료의 판매 금지
(4) 기독교적인 믿음의 확산

23 여성들은 다음 중 무엇을 통하여 만화에서 보
여진“전쟁”의 승리를 쟁취하였는가?

(1) 헌법개정의 승인
(2) 산아 제한의 합법화
(3) 해외 선교활동의 확장
(4) 금주법의 폐지

24 문호개방정책(1899) 확립의 주된 이유는 무엇
인가?

(1) 극동 지역의 미국 무역 보호
(2) 파나마 운하 지역의 지배권 획득 
(3) 미국으로의 중국인 이민 장려
(4)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25번과 26번 문제는 20세기초 이민법에 대해 
논하는 아래의 진술들과 당신의 사회 과학 지식
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화자 A: 미국이민의 필요조건으로 읽기와 쓰기 
능력 시험은 타당하다. 많은 수의 교
육을 받지 않은 노동자들이 우리 노동
자들로부터 좋은 직업과 임금을 가져
간다. 

화자 B: 읽고 쓰는 능력의 요구는 불공평하
다. 교육을 받을 기회가 부족했던 사
람들을 계속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
이다.

화자 C: 읽기와 쓰기 능력 검사는 북부와 서
부 유럽의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들은 미국의 
인구의 대다수와 비슷하다.

화자 D: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은 중요한 논점
이 아니다. 이 법안의 실제 목적은 세
계 특정한 지역으로부터의 이민을 차
별하기 위함이다. 

25 이민을 제한하기 위한 읽기와 쓰기 능력 시험
의 후원자들은 다음 중 어느 화자들의 관점에 
가장 큰 지지를 보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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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화자 D가 언급하는 이민자들은 주로 어디 출
신의 사람들이었나?

(1) 캐나다와 멕시코
(2) 남미
(3) 서부 유럽
(4) 남부와 동부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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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진보주의 시대에 소비자의 직접 보호에 대한 
대중적 요구는 결과적으로 무엇의 통과를 가
져왔는가? 

(1) 순정 식품 의약법
(2) 공정 근로 기준법
(3) 언더우드 관세법안
(4) 소득세 개정안

29 연방준비제도는 무엇을 조절하게 도와주는
가?

(1) 연간 연방 예산
(2) 주 매출세율
(3) 사회보장 상환
(4) 국가의 통화공급

30 1919년도 솅크 대 미국연방정부 판결에서 대
법원이 내린 결정의 핵심 논점은 무엇이었는
가?

(1) 반전 시위자들의 표현의 자유
(2) 소수 인종 그룹의 재배치
(3) 전시의 적국인 포로를 위한 강제 수용소의 사용
(4) 군사력의 통합

31 1920년대의 할렘 르네상스 동안, 아프리카계 
미국 흑인 작가들과 예술가들은 문학과 예술
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였는가?

(1) 공공 시설 이용에 있어서의 인종 차별 대우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2) 소수민족 차별 철폐 조치 프로그램을 활
성화 시키기 위해

(3) 그들 전통의 풍부함 찬양
(4) 투표자들로 하여금 더 많은 아프리카계 미국 흑

인들을 정계로 선출해줄 것을 재촉하기 위해 

27번 문제는 아래의 지도와 당신의 사회 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 Sandra Opdycke, The Routledge Historical Atlas of Women in America, Routledg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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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1920년 연방 여성 참정권 개정 이전의 여성의 참정권 법률제정에 대하여 이 지
도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1) 뉴잉글랜드 지역에 속한 주에서 여성 투표권에 대한 반대가 가장 강했다. 
(2) 뉴욕은 주 선거에서 여성에게 투표할 권리를 부여한 첫번째 주이다.
(3) 주의회는 여성에게 투표할 권리를 전혀 주지 않았다.
(4) 많은 서부의 주들이 헌법 수정 제19조가 통과되기 이전에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였다. 



32 대공황의 주요 원인이 된 경제적인 상황은 어
느 것인가?

(1) 산업 근로자들의 높은 임금
(2) 연방 정부의 적자 재정지출
(3) 소비재를 충분하게 생산할 수 있는 능력 부족
(4) 빈부 간의 불규칙한 소득 분배

33 1930년대 초반 “보너스 원정군”의 행진과 
도시의 빈민가를 “후버빌”이라고 부른 것
은 무엇을 표현하기 위함인가?

(1) 대공황에 대처하는 공화당의 노력에 대한 
자라나는 불만

(2) 실업자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의 
계획 사업들

(3) 미국 경제의 자신감을 되찾으려는 연방정
부의 시도들

(4) 대통령의 사회 문제 해결 성공

34번 문제는 아래의 만화와 당신의 사회 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 Burt Thomas, Detroit News ( )

34 이 만화는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의 
어떤 노력을 다루고 있는가?

(1) 국회로부터의 몇몇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위한 노력

(2) 뉴딜 프로그램의 종결을 위한 노력
(3) 그의 입법의 빠른 통과를 위한 노력
(4) 법률제정 과정의 속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

35 뉴딜 정책에 대한 비평가들은 테네시 강 유역 
개발 공사(TVA)와 사회보장제도가 어떠한 방식
으로 미국의 경제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는가?

(1) 사회주의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2) 불공평한 노동시간을 강요함으로써
(3) 정부 지출을 감소함으로써
(4) 독점금지법을 손상시킴으로써 

36번 문제는 아래에 있는 배급 카드와 당신의 
사회 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OPA R-504

36 연방정부에서 발급했던 이 카드의 목적은 무
엇이었는가?

(1) 자동차 산업의 원조
(2) 전시의 군대 지원
(3) 휘발유 사용의 증대
(4) 자동차 제조비의 하락

37 마셜 플랜(1948)의 목표는 무엇이었는가?

(1)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일본의 재건
(2)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군사 원조 제공
(3) 범미 군사동맹 시스템 확립 
(4) 공산주의에 위협받는 유럽국가들에게 경

제적 원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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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아래의 부분 개요에 가장 알맞는 제목은 무엇
인가?

I.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 반미활동조사위원회

B. 충성심감독위원회

C. 방공호

D. 1957년 왓킨스 대 미국 판결

(1) 제 1차 세계 대전의 결과
(2) 본국에서의 냉전
(3) 도시화의 문제
(4) 이민에 대한 반응

39번 문제는 아래의 진술과 당신의 사회 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 . . 일반 정부 기관들이 임무에 부적절하다고 
증명이 되고 연방정부의 행정부가 연방법원 
지지를 위하여 힘과 권위를 이용하는 것이 불
가피해질 때마다 대통령은 그 책임은 피할 수 
없게 된다. 

 그 책임에 따라서, 나는 오늘 아칸소의 리틀 
록에서 연방법의 집행을 돕기 위해 연방 권위
하의 군대 사용을 명하는 대통령령을 발행하
였다. 이는 어제 나의 성명이 지켜지지 않고 
사법 방해가 계속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했다. 
. . . .

— President Dwight D. Eisenhower,
September 24, 1957

39 이 진술에서 묘사된 상황은 어떤 노력의 결과
로 나온 것인가?

(1) 투표권법의 인가시키기 위한 노력
(2) 인두세를 없애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

려는 노력
(3) 브라운 대 토피카 교육위원회에서의 판결

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
(4)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을 리틀 록까지 확

장하기 위한 노력

40번과 41번 문제는 아래의 만화와 당신의 사
회 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 Herblock,  Washington Post, 1974 ( )

 8
 0

40 이 만화에서 핵심이 되는 갈등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어떤 시도와 관련이 있는가?

(1) 베트남의 미군의 수를 증가시키려는 시
도

(2) 워터게이트 스캔들에서의 증거 제출을 보
류하려는 시도

(3) 강제적 임금과 물가 통제를 강요하려는 
시도

(4)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시
도

41 이 만화는 헌법의 어떠한 원리를 설명하는
가?

(1) 연방주의
(2) 견제와 균형
(3) 대의 정치
(4) 군대의 민간인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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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일어난 베이비 붐에 
의한 인구 증가가 기여한 것은?

(1) 주거의 잉여
(2) 이민의 감소
(3) 정부 서비스의 감소
(4) 소비재 수요의 증가

43 1961년의 피그스만 침공과 1962년의 미사일 
위기는 미국과 다음 중 어떤 두 나라와의 사
이에 직접 관련된 갈등인가?

(1) 도미니카 공화국과 아이티
(2) 쿠바와 소비에트 연방
(3) 중국과 일본
(4) 북한과 남한

44 1963년 기드온 대 웨인라이트의 판결과 
1966년 미란다 대 애리조나 주의 판결에서
의 주된 논점은 무엇이었는가?

(1) 종교의 자유
(2) 투표권
(3) 피의자의 권리
(4) 재산권

45 로널드 레이건 (1981-1989)과 조지 W. 부시 
(2001-현재)의 경제 정책이 갖는 유사점은?

(1) 연방예산의 균형을 잡았다. 
(2) 빈곤 퇴치를 위한 복지 정책을 확대하였

다.
(3) 경제 성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감세 조치

를 취했다. 
(4) 군비를 줄였다.

46 1990년대 이후로, 미국의 건강관리 시스템에 관
련해서 가장 주된 논점은 무엇인가?

(1) 의료 관리 경비의 증가
(2) 처방전이 필요한 약품의 부족
(3) 의료 절차의 안전성
(4) 병원들의 개편

47 톰아저씨의 오두막집, 또다른 반의 삶은 어떠
한가 와,여성의 신비 가 보여주는 것은 문학
이 종종

(1) 정부의 부패를 폭로할 수 있다는 것
(2) 폭력적인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3) 군사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4) 사회개혁을 장려할 수 있다는 것

48 진보주의 운동 (1900-1920)은 주로 무엇에 의
해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반응이었는가?

(1) 노예 폐지론자들 (3) 산업화
(2) 이민 배척 주의자들 (4) 인종차별

49 황진 지대 라는 용어는 어느 역사적인 사건과 
가장 접한 관련을 갖는가?

(1) 1930년대 발생한 극심한 가뭄
(2) 1950년대에 퍼시픽 노스웨스트에서 행해

졌던 벌목 작업
(3) 1960년대 오염의 증가
(4) 1970년대에 선밸트로의 이주

50 캠프 데이비드 협정과 걸프전쟁은 미국의 어
떤 바람을 보여주는가?

(1) 중동에 안정을 가져오는 것
(2) 아시아 국가들과의 무역을 확장시키는 

것
(3) 유럽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 
(4) 라틴아메리카에 경제적인 안정을 제공하

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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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세이 문제의 답은 별도로 제공되는 에세이 책자에 기입하십시오.

파트 II의 답을 전개할 때, 다음의 일반적 정의를 염두에 두십시오:

(a) 묘사하십시오란 "무엇에 관해 글로 설명하거나 혹은 그것에 대해 말한다"는 의미입니다.

(b) 논하십시오란 "사실과 추론 및 논증을 이용하여 어떤 것에 대해 관찰하고 어느 정도 자세하게 
진술한다"는 의미입니다.

파트 II

주제형 에세이 문제

지시사항: 서론과 아래의 과제를 다루는 여러 개의 본론 문단 및 결론을 포함하는 잘 구성된 에세이
를 작성하십시오.

주제: 지리적 요인들이 정부 활동에 미치는 영향

지리적 요인들은 미국 정부의 활동에 자주 영향을 끼쳐왔다. 이 요인들로
는 위치, 기후, 천연 자원과 자연적 특징 등이 있다. 

과제:

지형적 요인의 영향을 받은 미국 정부의 활동 두 가지를 보여주고 각각의 
활동에 다음의 지시사항을 적용시키십시오.

• 미국이 그 활동을 취한 이유 한 가지를 제시하십시오.

• 지형적 요인이 그 활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묘사하십시오.

• 그 활동이 미국에 미친 효과를 논하십시오.

지형적 요인에 영향을 받은 미국 정부의 활동 중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무방합니
다. 사용 예로 고려할만한 제안으로는 루이스와 클라크의 탐험 (1804-1806), 먼로주의
의 제창(1823), 멕시코 전쟁 (1846-1848), 페리 제독의 일본 개항 (1853), 홈스테드법
의 통과 (1862), 알라스카의 구입 (1867), 파나마 운하의 건설 (1904-1914), 제 2차 세
계 대전에의 참전 (1941), 주간 고속도로법의 통과 (1956), 그리고 걸프전쟁에의 참전
(1991)등이 있습니다. 

위의 제안된 내용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지침사항:

에세이 작성 시, 반드시:

• 과제의 모든 측면을 전개시키십시오. 
• 관련 사실과 실례 및 세부사항을 이용하여 주제를 뒷받침 하십시오.
• 주제의 단순한 재진술 그 이상의 서론과 결론을 포함하는 논리적이고도 명확한 구

성의 구상을 이용하십시오.



파트 III의 답을 전개할 때, 다음의 일반적 정의를 염두에 두십시오: 

(a) 설명하십시오 란 "이해하기 쉽게, 혹은 명료하게 말하거나; 이유와 원인을 제시하거나; 논리적인 
전개와 관계를 보여준다."는 의미입니다.

(b) 논하십시오란 "사실과 추론 및 논증을 이용하여 어떤 것에 대해 관찰하고 어느 정도 자세하게 
진술한다"는 의미입니다.

파트 III

문서에 기초한 문제

이 문제는 함께 제공되는 문서를 기반으로 합니다. 문항은 역사적 문서를 처리하는 능력을 시험하기 위
한 의도로 고안 되었습니다. 문서들 일부는 문제를 위해 편집되었습니다. 문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각 문
서의 출처와 문서에 나타난 관점을 참작하도록 하십시오. 

역사적 배경: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아시아 내에서의 분쟁은 냉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하였다. 이 중 한 가지 갈등은 베트남에서 일어났는데, 이 분쟁에 대한 미국
의 관여는 종종 논쟁이 되었었다.  베트남으로의 파병 결정은 미국 사회와 
미국의 외교 정책에 큰 파급을 불러 일으켰다. 

과제: 이 문서와 미국 역사에 관한 당신의 지식을 이용하여 파트A의 각 문서를 따르
는 문제에 답하십시오. 문제들의 답은 파트B의 에세이 문제를 작성하는데 도
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아래는 파트B에서 작성해야할 에세이 문제입니다.

• 미국이 베트남에 관여한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 베트남전이 미국 사회에 끼친 영향을 논하십시오.

• 베트남전이 미국의 외교 정책에 끼친 영향을 논하십시오.  

학생 성명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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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A
단답형 문제

지시사항: 문서를 분석하고 각 문서 아래에 있는 단답형 문제의 답을 주어진 공간에 쓰십시오.

문서 1

 . . . 세계사에 있어서 지금 이 순간에 모든 국가들은 둘 중 하나의 삶의 방식을 택해야 
한다.  그 선택은 종종 자율선택에 의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삶의 한 가지 방식은 다수의 의지에 바탕을 둔 것이며, 자유 기관들, 대의 정치, 자유 
선거, 개개인의 자유 보장, 언론과 종교의 자유 및 정치적 압제로부터의 자유 등을 통
해 구별된다.

 삶의 두번째 방식은 다수를 강요하는 소수의 의지에 바탕을 두며,  공포와 탄압, 통제
된 신문과 라디오, 고정 선거, 그리고 개인의 자유의 억압에 의지한다.  

 나는 미국이 소수의 무장세력이나 외부 압력에 의한 굴복에 저항하는 자유민들을 지
원하는 것을 정책으로 삼아야 한다고 믿는다. 

 자유민들이 그들 자신의 운명을 그들 자신의 방법대로 풀어나가는데 우리가 도움을 주
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 . .

출처:  President Harry Truman, Address to Congress (Truman Doctrine), March 12, 1947

 1a 해리 트루먼 대통령에 의하면, 정부가 소수의 의지에 의해 통제될 때의 문제점 한 가지는 무엇입
니까?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 트루먼 대통령에 의하면, 미국은 어떤 정책을 지지해야 합니까?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core

Score



문서 2a

. . . 한국에서의 공산주의 침략은 자유를 파괴하기 위한 소련 정부의 세계 전략의 일환
이다. 이것은 전세계의 모든 이들에게 공산 제국주의가 언제 어디서든 닥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국의 방어는 모든 자유국가들의 자유를 유지하기 위한 전세계적 노력의 일부이다.  이
것은 자유국가의 사람들이 서로 단결하고 힘을 합친다면, 공산주의의 침략은 성공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 . . 

출처: President Harry Truman, Address at a dinner of the Civil Defense Conference, May 7,1951

 2a 해리 트루먼 대통령에 의하면, 미국이 한국의 방어를 돕는 것이 중요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서 2b

: Fred O. Seibel, Richmond Times-Dispatch,
May 5, 1953 ( )

 2b 이 만화에 따르면, 1953년 무렵 미국이 아시아에서 직면한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core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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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3

분쟁의 성격

. . . 아시아에서 세상이란 고요하고 평화로운 곳이 아니다.

첫번째 현실은 북베트남이 독립국가인 남베트남을 공격했다는 것이다. 그 목적은 완전 
정복이다.

물론 몇몇 남베트남인들은 그들 자신의 정부를 향한 공격에 가담하고 있다. 하지만 훈
련 받은 사람들과 물자, 명령, 무기 등은 북으로부터 남으로의 끊임없는 흐름을 따라가
고 있다.

이 지지는 전쟁의 심장 박동이다 . . . 

우리는 왜 베트남에 있는가?

왜 이런 현실들이 우리의 관심사인가? 왜 우리가 남베트남에 있는가?

우리가 거기에 있는 것은 지켜야 할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1954년 이래로 모든 미국의 
대통령들은 남베트남 사람들에게 원조를 제공해왔다. 우리는 건립을 도왔고, 우리는 방
어를 도왔다. 이렇게 많은 해가 지나도록, 우리는 남베트남이 그들의 독립을 지키는 것
을 돕겠다고 국가적인 서약을 해왔다. 

그리고 나는 그 약속을 지키고자 한다. . . . 

출처: President Lyndon B. Johnson, Speech at Johns Hopkins University, April 7, 1965

 3 린던 B. 존슨 대통령에 의하면, 미국은 왜 베트남에 관여하였습니까?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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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4a

. . . 오늘날 국가가 린던 존슨을 필요로 할 때, 베트남이 미국의 최우선사항이라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인상을 준다. 존슨은 대통령 재임 기간(백악관의 안뜰 로즈 가든을 언급
하지 않더라도)의 공직의 권위(힘)를 이용해 다시금 왜 고통스럽게 분열된 국가가 동
남 아시아에서 싸우고 있고, 또 계속해서 싸워야 하는지를 말한다. 어떠한 저항-그것도 
계속 팽대해지는-도 그의 결심을 무디게(완화)할 수 없다. 흑인(아프리카계 미국인) 문
제에 대한 그의 개인적 결의에 의문을 던지는 자는 거의 없다. (그는 누가 뭐래도 3년 
전의 연설에서 “우리는 극복해낼 것이다!” 라고 공언했던 대통령인 것이다.) 하지만 
그의 대중에의 태도(견해)는 그의 베트남 원정의 막을 내리게 할 만한 어떠한 긴박감도 
느껴지지 않는다. . . . 

출처: "The Negro in America: What Must Be Done," Newsweek, 1967년 11월 20일

문서 4b

: Charles Brooks,
Birmingham News ( )

 4 이 문서들에 따르면, 베트남 전쟁이 미국 사회에 미친 두 가지 영향은 무엇입니까?   [2]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core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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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5a

: The Sixties Chronicle, Legacy Publishing

 1968  4  27
5

 87,000
 60

 
27 200,000

문서 5b

이 기사는 켄트 스테이트 대학에서의 총격 사건으로부터 3일 뒤 뉴욕 타임즈에 게재된 것입니다.

일리노이주 방위군 배치

 수천 명의 학생들이 동남 아시아에서의 전쟁에 반대하는, 점점 고조되어 가는 범국가
적 캠퍼스 시위에 참여하면서, 전국의 80개가 넘는 대학은 어제 짧게는 하루, 길게는 남
은 학년도 동안의 기간 동안 문을 닫았다.
 캘리포니아의 주에서는 “감정적 소란”이라는 표현을 썼던 로널드 레이건 주지사가 
어젯밤 자정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모든 주립 종합 대학과 단과 대학의 문을 닫았다. 
19개의 단과 대학과 9개의 종합 대학 캠퍼스에서 28만명 이상의 학생들이 참가한 것으
로 알려졌다.
 펜실베니아 주립 대학의 18개의 캠퍼스가 무기한(무한정) 폐쇄되었다. 
 뉴욕 도시권내의 15개의 대학이 일부는 하루 동안, 일부는 그 주 내내, 그리고 일부는 
남은 학기 내내 문을 닫기로 했다.
 전국 학생 연합의 대변인은 전국의 거의 300여개에 이르는 캠퍼스의 학생들이 그동안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 .  

출처: Frank J. Prial, New York Times, May 7, 1970

 5 이 문서들을 바탕으로 베트남 전쟁이 미국 사회에 영향을 미친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십시오.    [2]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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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6

1975년에 베트남 전쟁이 끝난 이후, 많은 수의 베트남 피난민들이 캘리포니아의 웨스트민스터에 
정착했다.

:  Bailey and Kennedy, The American Pageant, D. C. Heath and Co., 1991

 6 이 사진에 따르면, 베트남 이민자들이 그동안 어떻게 미국 사회에 공헌해왔습니까?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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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7

 . . . 이 법의 1543(a)(1)조항에 따르면, 공식 보고가 제출되거나, 혹은 이 조항에 의거해 
공식 보고의 제출이 요구될 때, 두 상황 중 보다 이른 경우를 기준으로 60일 내에 대통
령은 그러한 공식 보고의 제출(혹은 제출이 요구되는 상황)에 따라서 미국 군대의 어
떠한 활용도 중지해야 한다. 그러나 다음의 예외 사항이 있으니 그것은 의회가 (1)전쟁
을 선포하거나 미국 군대의 활용에 대한 특별한 권한 부여를 제정할 경우 (2) 법으로 이 
60일의 기간을 늘렸을 경우 (3) 미국에 대한 군사 공격의 결과로 인해 물리적으로 개회
가 불가능할 경우이다. 만약 신속한 군대의 철수가 이루어지는 동안 대통령이 미국 군
대의 안전과 관련해 군사력의 지속적인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그 필요성을 서
면으로 작성, 서명해 의회에 제출할 경우, 60일 기간은 추가적으로 최대 30일까지 연장
될 수 있다. . . . 

출처:  War Powers Act, 1973

 7 이 문서에 근거할 때, 전쟁 권한법(War Powers Act)이 해외 갈등에 대한 미국의 관여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제시하십시오.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core



문서 8

. . . 미국의 마지막 전투 부대가 베트남을 떠난지 14년 후, 적어도 15명의 베트남에 참전
했던 남자들이 의회에 진출했다.

각자 개개인의 교훈 획득

 뉴욕 주 북부의 데이비드 O'B 마틴 하원의원처럼 그들 중 일부는 공화당 소속이다. 노
스 캐롤라이나주의 H. 마틴 랜캐스터, 펜실배니아의 존 P. 머사처럼 그들 중 일부는 민
주당 소속이다. 일부는 보수적이고, 일부는 진보적이다. 그들은 베트남 전쟁의 참전으
로부터 그들 개개인만의 교훈을 얻었고, 입법자로서 직면하는 해외 외교 이슈들에 그 
경험을 그들만의 방식으로 반영시키고 있다.

 일부는 니카라과 반군에 대한 군사 지원을 지지했고, 일부는 반대했다. 그들 중 소수
는 1982년 베이루트에 해병대를 파견하는 것을 선호했지만 대부분은 결정을 심각하게 
유보했었다. 그들 중 일부는 다른 이들보다 구소련의 위협을 더 크게 받아들였다.

 하지만 베트남전에서의 경험은 그들 거의 대부분에게 미국민들의 폭넓은 지지 없는 
미국 군사력의 사용에 대한 경계심을 일깨워주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군사
력의 제한, 특히 국내 분쟁으로 분열된 궁핍한 국가들 내에서의 군사력 제한에 대해 보
다 신중한 태도를 취하도록 했다. . . . . 

출처:  David K. Shipler, “The Vietnam Experience and the Congressman of the 1980’s,” New York Times, 
May 28, 1987

 8 이 기사에 따르면,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많은 국회의원들의 전쟁에서의 경험이 미국 군사력의 활
용 시점에 대한 그들의 태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습니까?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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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9

1991년 걸프 전쟁과 사막의 폭풍 작전에의 미국의 참전에 대한 논평들

 “하느님께 맹세코, 우리는 베트남 전쟁 증후군을 단호히 날려버렸습니다!” 조지 부
시 대통령이 걸프 전쟁이 막을 내렸을 때의 유쾌한(기분 좋은)승리 성명에서 그렇게 언
급한 것은 베트남전이 사이공의 함락 이후 15년 이상 동안 얼마나 미국민의 정신을 갉
아먹었는지를 보여준다. 실제로 베트남 전쟁은 진주만 기습 이래 지금까지 50여년 동안 
아시아에서 벌어진 세 전쟁중 가장 격렬하고 충격이 큰 전쟁이었다. 전후 봉쇄 정책에
의 신뢰를 잃고 그를 뒷받침하는 여론이 악화되는 등 미국의 외교 정책은 최소한 일시
적으로 혼선을 빚었다. 전세기의 남북 전쟁 이래 베트남 전쟁처럼 미국민을 둘로 분열
시킨 사건은 없었다. 그들의 총체적인 영혼이 난타당한 것이다. 

 베트남 전쟁이 안긴 그 질긴 충격의 망령과의 투쟁은 걸프전에서 사담 후세인의 이라
크와의 투쟁만큼 힘들었다. 따라서 부시 대통령의 베트남 전쟁 증후군의 종말 선언은 
다소 미성숙한 발언이었는지도 모른다. 걸프전 승리는 의심할 여지 없이 미국 외교의 
지도력과 그들의 군대에 대한 미국민의 신뢰를 증대시키고 타국 문제 간섭에 반대한다
는 오랜 금제를 약화시켰다. 그러나 아직도 인구가 베트남의 3분의 1보다도 적은 국가
와의, 매우 유리한 상황하에서의 군사적 승리가 과연 깊이 피부에 새겨져 있고 아직도 
가슴이 아픈 예전의, 매우 다른 종류의 전쟁에서의 기억을 소멸시킬(지울) 수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 . . 

  출처: George C. Herring, “America and Vietnam: The Unending War,” Foreign Affairs, Winter 1991/92

 9 이 문서에 따르면, 베트남 전쟁이 미국의 외교 정책에 끼친 영향 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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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B
에세이

지시사항: 서론, 몇 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진 본론 및 결론을 포함하는 잘 구성된 에세이를 작성하십
시오. 최소한 5개의 문서로부터의 근거를 에세이의 본론에서 활용하십시오. 관련 사실과 
실례 및 세부사항을 이용하여 당신의 에세이를 뒷받침하십시오. 추가적인 외부 정보를 포
함시키십시오.

역사적 배경:

제2차 세계 대전 이래로, 아시아내의 갈등들은 냉전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
당했다. 이 갈등 중 하나는 베트남에서 일어났다. 이 갈등에의 미국의 관여
는 종종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베트남에 미군 부대를 파견하기로 한 결정은 
미국 사회와 미국의 외교 정책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과제: 문서들이 제공하는 정보와 당신의 미국 역사 지식을 활용하여 다음 사항들
에 대한 에세이를 작성하십시오.

• 미국이 베트남에 관여한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 베트남전이 미국 사회에 끼친 영향을 논하십시오.

• 베트남전이 미국의 외교 정책에 끼친 영향을 논하십시오.  

지침사항:

에세이 작성 시, 반드시: 

• 과제의 모든 측면을 전개시키십시오.
• 적어도 5개의 문서에 있는 정보를 반영하십시오.
• 관련있는 외부 정보를 반영하십시오.
• 관련 사실과 실례 및 세부사항을 이용하여 주제를 뒷받침하십시오.
• 주제의 단순한 재진술 그 이상의 서론과 결론을 포함하는 논리적이고도 명확한 구

성의 구상을 이용하십시오. 

U.S. Hist. & Gov’t.–Jan. ’0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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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ENTS HIGH SCHOOL EXAMINATION

미국 역사
및 정부

목요일 2007년 1월 25일 — 오전 9:15 -오후 12:15에만 실시

답안지

학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성별:   ■■  여

교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학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파트 I에 대한 답은 이 답안지에 기입하십시오. 파트 
III A에 대한 답은 시험 책자에 기입하십시오. 파트 II 및 III B에 대한 답은 별도의 에
세이 책자에 기입하시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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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받은 사실이 없음을 본 시험의 종료와 함께 확인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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