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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칸에 자신의 이름과 학교명을 인쇄체로 기입하십시오. 파트 I을 위해 별도의

답안지가 제공되었습니다.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답안지에 학생 정보를 
기입하십시오. 그런 다음, 에세이 책자 각 페이지의 표제 부분을 기입하십시오. 

이 시험은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파트의 모든 질문에 답하십시오. 
검정색이나 진한 청색 펜을 사용하여 파트 II, III A 그리고 III B를 답을 작성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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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시된 대로 기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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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은 에세이 책자의 1페이지부터 기입하십시오.

파트 III은 여러 개의 문서에 기반을 둡니다.

파트 III A에는 이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험의 이 파트에 

도달하면, 이 부분의 첫 페이지에 자신의 이름과 학교명을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각 문서는 하나 이상의 문제가 따릅니다. 각 문제의 답은 시험책자 안의 

질문 아래에 있는 칸에 기입하십시오.

파트 III B에는 주어진 문서들을 바탕으로 하는 한 개의 에세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에세이 책자의 7페이지부터 기록하십시오.

시험을 마친후, 답안지 맨 마지막에 인쇄된 진술문에 서명함으로써 이 시험을 
치르기 전에 문제나 답에 대한 불법적인 지식이 없었으며 시험을 치르는 동안 어떤
문제에 답하는데 있어서도 도움을 주거나 받지 않았음을 표시하십시오. 이 진술문에

서명하지 않은 학생의 답안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시험 중에는 모든 통신 장비의 사용을 철저히 금지합니다. 만일 아주 잠시라도

통신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시험은 무효화되며 시험 점수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지시가 있을 때까지 이 시험 책자를 열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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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과 2번 문제의 답은 아래의 지도와 자신의 사회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구하십시오.

1 이 지도의 가장 알맞은 제목은?
(1) 동부로의 이주 (3) 영토 확장
(2) 혁명의 결과 (4) 남북 전쟁 이전의 이민

2 다음 중 1783년 미국의 서부 국경을 형성한 지리학적 특징은?
(1) 태평양 (3) 오대호
(2) 미시시피 강 (4) 록키 산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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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bert A. Divine et al., America: Past and Present, Scott, Foresman ( )

, 1842

파트 I

이 파트의 모든 문제에 답하십시오.

지시사항 (1–50): 각 문장이나 질문에 가장 적절한 답의 번호를 별도의 답안지에 기입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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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중 연합 규약의 주요 목적은?
(1) 중앙 정부에 세입 공급
(2) 중앙 정부의 기본 틀 확립
(3) 중앙 정부에 주 정부 간의 통상을 조절할

수 있는 권한 부여
(4) 중앙 정부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권리 장전

보장

4 1787년의 북서부 조례는 다음 중 어느 것을 
제공함으로써 이후 정착의 본보기가 되었습니까?
(1) 노예 제도의 법적 확장
(2) 국립 공원의 설립
(3) 전쟁 참전자들에게 무상으로 토지 배급 
(4) 준주들이 정식 주가 되는 과정 

5 존 로크, 장자크 루소 및 몽테스키외 남작의 
저서들이 미국 역사에 중요한 이유는?
(1) 남북 아메리카에서 노예 노동력 사용을 

반대했기 때문 
(2) 세금을 부과하는데 있어 왕의 절대적 권력을

지지했기 때문
(3) 정당과 정당 조직의 형성을 장려했기 때문 
(4) 독립 선언문과 헌법의 작성자들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

6 다음 대통령의 조취 중 불문 헌법 사용의 
한 예는?
(1) 백악관에서 내각 회의를 주재함
(2) 상원의 비준을 위해 조약을 제출함
(3) 프랑스에 파견할 대사를 지명함
(4) 의회에 의해 통과된 법률안을 거부함

7 다음 중 연방주의를 가장 정확하게 서술한 
것은?
(1) 정부의 사법부가 다른 두 부보다 더 권력을

가진다.
(2) 대통령과 부통령이 행정권을 나누어 가진

다.
(3) 연방 정부와 지방 주들 간의 권력이 나누어져

있다.
(4) 의회의 양원이 권력을 공유한다.

8 국립 은행을 창설하는 문제에 있어서, 토마스
제퍼슨 국무장관과 알렉산더 해밀튼 재무장관
이 서로 다른 견해를 보였던 점은?
(1) 헌법을 엄격하게 또는 느슨하게 해석하여

적용
(2) 세입을 증가시키기 위해 관세를 설정
(3) 새로운 해군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위해 예금

을 사용
(4) 농부들에게 공채를 발행해줌

9번 문제에 대한 답은 아래의 삽화와 자신의
사회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구하십시오.

9 미국 의회에 관한 다음 서술 중 이 삽화의 
정보에 의해 가장 잘 뒷받침 되는 것은?
(1) 의회는 매년 최소한 한 번 이상 소집되어야

한다.
(2) 하원 의회의 의원들은 매 2년마다 선출되

어야 한다.
(3) 상원 의회와 하원 의회는 각각 진행상황에

관한 요약문을 출간하여야 한다.
(4) 하원 의회에서의 의석은 주의 인구수에 

기초한다.

 Clifford Berryman, National Archives ( )



10 미국 헌법 전문에 기술된 정부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1) 연방법은 주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정부의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온다.
(3) 무기 소지권은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4) 모든 남성과 여성은 평등하게 태어났다.

11 위스키 반란(1794)의 결과로 다음 중 어느 
것의 권한이 강화되었습니까?
(1) 연방 정부
(2) 주지사들
(3) 준주의 입법부들
(4) 지방 경찰

12 1812년의 전쟁이 “�제2의 미국 독립 전쟁”이라고
불리우는 주된 이유는?
(1) 영 국 이  뉴 올 리 언 스  항 구 에  미 국 이  

접근하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
(2) 미국이 영국에 의해 부과된 세금에 계속 

저항했기 때문
(3) 영국 정부가 미국을 자유 국가로 완전히 

존중해준 적이 없었기 때문
(4) 미국과 영국이 미국 독립 전쟁 이후 평화 

조약에 서명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

13 이어리 운하는 미국의 개발에 어떻게 
기여했습니까?
(1) 철도가 필요하지 않게 만듦
(2) 오대호와 대서양 연안을 연결함
(3) 캘리포니아로의 주요 통상 항로가 됨
(4) 남부의 경작자들이 그들의 면화를 서부로

운송할 수 있게 함

14 다음 표제 중 아래의 개요를 가장 잘 
완성시키는 것은?

I.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 인신 보호법의 정지

B. 노예 해방 선언에 서명

C. 링컨 대통령의 재선

(1) 전시의 선전 캠페인
(2) 전시 중의 시민 자유 제한
(3) 소수층의 권한 감소 
(4) 남북 전쟁 중의 사건들

15 남부에서 1800년대 후반에 통과된 짐 크로우
법(Jim Crow laws)의 목적은?
(1)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시민권 지지
(2) 법적 차별에 대한 체계 설립
(3) 이전에 노예였던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토지 제공
(4) 토지 소유주들에게 남북 전쟁 동안에 

일어난 피해에 대해 보상

16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미국 노동 총연맹
(AFL)의 주요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1) 아동 노동에 대한 규제를 종식
(2) 여성들을 산업 노동력의 일원으로 허용
(3) 임금과 근로 환경 개선
(4) 모든 노동자들을 단일 노동 조합에 가입시킴

17 1890년대에 미국의 많은 농부들은 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다음 중 어느 것을 함으로써
해결하려 했습니까?
(1) 인민당(Populist Party)에 가입함
(2) 정부에 반대하여 폭력적인 시위를 함
(3) 철도에 대한 정부 지원을 지지함
(4) 농업 보조금을 중지하도록 의회에 요청함

18 중국인 이민 제외법(1882)과 신사 협정(1907)의
유사점 한 가지는?
(1) 미국에서 이민 배척주의자들의 태도를 반영
(2) 국민 주권 정책을 장려
(3) 아시아계 이민을 증가
(4) 시민권의 조건을 완화

19 미국-스페인 전쟁에 관계된 다음의 표제 중 
황색 저널리즘의 한 예가 되는 것은?
(1) “맥킨리 대통령이 의회에 스페인과의 전쟁

선포를 요청하다”
(2) “미국이 스페인과의 전시 체제에 돌입하다”
(3) “미국이 스페인의 행동에 대한 대응을 

요구하다 ”
(4) “스페인 군대가 무고한 쿠바 시민들을 

학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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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번과 21번 문제의 답은 아래의 지도과 자신의 사회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구하십시오.

20 다음 중 이 지도의 정보에 의해 가장 명확하게 뒷받침 되는 결론은?
(1) 미국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주권을 존중했다.
(2) 미국의 군사적 행동은 미국의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3)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군사력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4) 라틴 아메리카에서 미국의 군사적 행동은 유럽의 식민지들을 지원했다.

21 이 지도에 보여진 행동들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자주 이용되었던 미국의 외교
정책은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1) 먼로주의에 대한 루즈벨트계론
(2) 윌슨의 14개조��
(3) 캘로그 브리앙 조약
(4) 문호 개방

(
,18

98)

(
 ,19

17)

(  , 1898–1902,
1906–1909, 1917–1922)

( )

(  ,1914)

(
, 1903)

(  ,
1914–1934)

( , 1916–1941)
( ,
1916–1924)

( , 1905–1941)

 
( , 1914)

(  ,
1924–1925)

( , 1909–1910,
1912–1925, 1926–1933)
( , 1911–1924)

: Thomas G. Paterson et al., American Foreign Policy: A History 1900 to Present,
D. C. Heath, 1991 ( )



22 “…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바는 
대기업이 국민들과 공정하게 거래하고 ,
국민들도 올바르고 타당하게 일을 하려고 
신실하게 노력하는 대기업 관련자들과 
공정하게 거래해달라는 것입니다. …”

— Theodore Roosevelt, “A Charter for Democracy,”
February 21, 1912

이 서술은 연방 정부에 대한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의 어떤 입장을 반영합니까?
(1) 연방 정부는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주 

정부에 맡겨야 한다.
(2) 연방 정부는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를 

중지해야 한다.
(3) 연방 정부는 부패한 기업 관행을 규제해야

한다.
(4) 연방 정부는 모든 독점을 통제해야 한다.

23 The Jungle, The Octopus 및� The Shame of the
Cities등의 책은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습니까?
(1) 새로운 정당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 환경 보존을 촉진하기 위해
(3) 기업과 정부의 개혁을 장려하기 위해
(4) 제국주의에 관한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24 1913년에 설립된 연방 준비 제도(Federal
Reserve System)의 목적은?
(1) 화폐 공급의 조절
(2) 화폐 주조를 위해 조폐소 운영
(3) 세금을 거두어 들임
(4) 저축 은행의 예금 보호

25 제1차 세계대전 중, 우드로우 윌슨 대통령은
그의 전시 권한을 무엇을 위해 사용했습니까?
(1) 할당법 통과 
(2) 모든 여성에게 투표권 부여 
(3) 언론의 자유 확대 
(4) 경제에 대한 정부 통제 강화

26 미 상원이 미국의 국제 연맹 회원 가입을 
반대한 것은 다음 중 주로 어느 것에 기초한 
것입니까?
(1) 회원 비용
(2) 미국의 거부권 수여 실패
(3) 추후 전쟁에 개입될 것에 대한 두려움
(4) 미국 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것에 대한 우려

27 스코프스 재판과 금주령에 관한 대중의 
의견이 갈린 것은 다음 중 1920년대의 어떠한
특징을 보여줍니까?
(1)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
(2) 문화적 가치의 충돌
(3) 국제 공산주의에 대한 두려움
(4) KKK(Ku Klux Klan)에 대한 반대

28 1920년대에 소비자들에게 많은 빚이 쌓이게
된 주요 원인은?
(1) 제품에 대한 할부 구매
(2) 농산품의 과다 생산
(3) 노동 조합의 장기 파업
(4) 소득세 증가

29 1930년대에 미 중서부 지역에서의 부실한 
농경지 관리와 극심한 가뭄이 초래한 것은?
(1) 미국 농무부의 형성
(2) 밀의 공급 과잉
(3) 그레인저 운동의 성장 
(4) 대평원의 황진 지대 형성

30 대법원의 법관 수를 늘리고자 한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의 계획이 의도한 바는?
(1) 대법원이 대법원의 결정을 실행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2) 뉴딜 정책에 대한 사법부의 반대를 

제한하기 위해
(3) 의회가 새로운 경제법 제정을 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4) 대법원의 대법원장을 교체하기 위해

31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를 돕기 위해, 연방 
정부가 필요하다고 여긴 것은?
(1) 금 본위제로의 회귀
(2) 노동 조합의 불법화
(3) 배급제 실행과 가격 통제
(4) 군대의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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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번 문제의 답은 아래의 그래프와 자신의 
사회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구하십시오.

32 1941년과 1942년 사이의 실업률 변화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1) 주식 시장 붕괴에 대한 허버트 후버 

대통령의 조치
(2) 와그너 법의 실시
(3) 국가재건법의 통과
(4) 미국의 제2차 세계대전 참전

33 제2차 세계대전 중 , 일본계 미국인들이 
수용소로 보내진 주요 이유는?
(1) 그들이 불법 외국인이라고 간주되었기 때문
(2) 그들이 일본을 위한 스파이 활동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
(3) 그들이 미국 군대로의 입대를 거부했기 때문
(4) 그들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여겨졌기 때문

34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의 창설은 다음 중
어느 개념에 대한 충실함을 보여줍니까?
(1) 식민주의 (3) 상호 방어
(2) 분리주의 (4) 인권주의

35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몇년 동안 미국의 
외교정책은 주로 어디에 집중되었습니까?
(1) 중동지역에서의 평화 확립
(2) 공산주의 전파의 방지
(3) 개발도상국에 지원자들 파송
(4) 세계 분쟁에서의 중립 유지

36 1946년에서 1954년 사이, 미 하원의 반미 활동
조사 위원회와 조셉 매카시 상원 의원이 
대중의 관심을 끌었던 이유는?
(1) 정부 내에 공산주의자의 영향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조사함
(2) 아프리카계 미국인에 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 조사함
(3) 방위 산업 관련 기업들의 부패에 대해 

조사함
(4) 독일과 일본 관리들에 의한 전쟁 범죄에 

대해 조사함

37 1957년에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연방군을 아칸소 주 리틀 락에 보낸 이유는?
(1) 지방 선거를 감독하기 위해
(2) 학교 통합을 강행하기 위해
(3) 버스 파업을 해제시키기 위해
(4) 철강 산업의 파업을 해산시키기 위해

38 쿠바의 미사일 위기가 효과적으로 종식되었던
때는? 
(1) 소련이 쿠바로부터 무기를 철수하기로 

합의했을 때
(2) 피그만(Bay of Pigs) 침공작전으로 피델 

카스트로를 권좌에서 축출했을 때
(3) 쿠바 정부와 미국 정부가 새로운 통상 

협정에 서명했을 때
(4) 미국이 진보를 위한 동맹 형성을 선언했을 때

39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Silent Spring)의 
출판은 다음 중 어느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1) 미국 장애인 법이 통과됨
(2) 1964년 인권법이 통과됨
(3) 근대의 환경보호 운동이 지원을 얻음
(4) 소비자 보호 운동이 시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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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번과 41번� 문제의 답은 아래의 편지와 자신
의 사회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구하십시오.

40 이 편지가 쓰여지게 만든 사건은?
(1) 티팟 돔 스캔들(Teapot Dome scandal)
(2) 켄트 주립대학 총격 사건(Kent State

shootings)
(3) 이란-콘트라 사건(Iran-Contra affair)
(4) 워터게이트 사건(Watergate break-in)

41 다음 중 이 편지에서 행해진 행동에 가장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헌법상의 권한은?
(1) 의회가 거부권을 기각하는 권한
(2) 대통령이 대법원의 법관들을 임명하는 권한
(3) 하원의 탄핵 권한
(4) 제안된 조약을 승인하는 상원의 권한

42 다음 중 미국이 무역 관세 협정(GATT)과 북미
자유무역 협정�(NAFTA) 양협정에 모두 참여
한 것이 보여주는 개념은?
(1) 상호 의존주의 (3) 민족주의
(2) 유화주의 (4) 비동맹주의

43번 문제에 대한 답은 아래의 표와 자신의 
사회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출처: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43 다음 중 표에 나타난 정보가 가장 잘 뒷받침 
하는 서술은?
(1) 인구의 대다수에 의해 선출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2) 일반 국민 투표는 대통령 당선을 결정짓는

요인이 아니다.
(3) 후보자들은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 모든

주에서 선거 운동을 해야 한다.
(4) 대통령 선거인단 제도는 이 선거 후에 

폐지되었다.

44번 문제에 대한 답은 아래의 인용문과 
자신의 사회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 우리 나라가 공격을 당한 지 6년이 되는 
해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 위험이 사라졌다고
보고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위험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 그렇기에 
우리의 의무를 수행하고, 적들을 찾아내고,
미국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 모든 
합법적이고 타당한 도구가 되는 정보, 외교,
법의 집행 및 군사 작전을 사용하는 정책은 현
정부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

— President george W. Bush

44 다음 중 부시 대통령이 이 인용문에서 
가리키는 사건은?
(1) 1995년 4월 17일 오클라호마 폭탄 테러
(2) 2001년 9월 11일 테러 행위
(3)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4) 이라크 해방 작전의 시작

45 다음 중 올바른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두 
사건은?
(1) 멕시코 전쟁 ’ 눈물의 여정(Trail of Tears)
(2) 할렘 르네상스 ’ 대 이동(Great Migration)
(3) 조직화된 범죄 증가 ’국가적인 금주령 채택
(4) 주간 고속도로 법(Interstate Highway Act)

통과 ’교외화의 증가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후보자
일반
투표

선거인단
투표

민주당:

앨 고어
50,996,582 266

공화당:

조지 W. 부시
50,456,062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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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번 문제에 대한 답은 아래의 삽화와 자신의
사회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47 이 삽화가가 현재의 사회 보장 제도에 관해 
표현하고자 하는 우려는?
(1) 너무 높은 세금을 부과한다
(2) 대다수의 미국인 노동자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한다
(3) 장래 혜택 대상자 수의 증가에 따른 위협에

처해 있다
(4) 양질의 생활 수준을 제공하지 못한다

48 앤드류 존슨 대통령과 빌 클린턴 대통령의 
유사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1)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는 전쟁에 참여하도록

강요당했다
(2) 인권법 입법에 반대를 당했다
(3) 전 대통령 암살 후에 취임되었다
(4) 탄핵된 후에 상원에 의해 무혐의 처리되었다

49 다음 중 견제와 균형 제도를 나타내는 서술은?
(1) 1912년 대통령 선거 인단은 우드로우 

윌슨에게 435표를 행사하였다.
(2)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을 한국의 군사 사령관에서 해임하기로
결정하였다.

(3) 상원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로버트 
보 크 를  대 법 원 에  임 명 하 는  것 을  
거부하였다.

(4) 2007년 낸시 팰로시가 여성으로는 최초로
하원의 대변인으로 선출되었다.

50 • 랄프 네이더 – 어떤 속도에서도 안전하지 않
다(Unsafe at Any Speed)

• 베티 프리단 – 여성의 신비(The Feminine
Mystique)

• 밥 우드워드와 칼 번스타인 – 대통령의 
사람들(All the President’s Men)

다음 중 이 책들의 영향으로부터 가장 잘 
유추될 수 있는 결론은?
(1) 저자들은 종종 중요한 사건들에 관한 

대중의 경각심을 증가시킨다.
(2) 작가들은 종종 대기업을 장려한다.
(3) 문학 작품들은 종종 논쟁이 되는 문제들을

간과한다.
(4) 언론인들은 종종 부패한 정치인들을 

폭로한다.

: Joe Heller, Green Bay Press-Gazette,
October 16, 2007

46번 문제에 대한 답은 아래의 연대표와 자신의 사회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46 다음 중 연대표에 나타난 정보가 가장 분명하게 뒷받침 하는 결론은?
(1) 정부의 경제 간섭은 국내 총생산의 성장을 제한했다.
(2) 미국의 경제 정책은 변화하는 상황에 부합되도록 수정되어 왔다.
(3) 미국 정부는 대기업을 규제하는 것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4)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정부의 경제 간섭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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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0 1904 1935 1964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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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II

주제형 에세이 문제

지시사항: 서론과 아래의 과제를 다루는 여러 개의 문단 그리고 결론을 포함하는 잘 구성된 에세이를

작성하십시오.

주제: 대법원의 판결들

과제:

적절한 대법원 판례라면 어느 것이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려해 볼 만한 판례들의
예로는 , 마베리 대 매디슨 (Marbury v. Madison) (1803), 기본스 대 오그덴
(Gibbons v. Ogden) (1824), 우스터 대 조지아(Worcester v. Georgia) (1832), 플레시 대 퍼거슨
(Plessy v. Ferguson) (1896), 솅크 대 연방정부(Schenck v. United States) (1919), 코레마츠 
대 연방정부(Korematsu v. United States) (1944), 브라운 대 토피카 교육위원회
(Brown v. Board of Education of Topeka) (1954), 미란다 대 애리조나(Miranda v. Arizona)
(1966), 로 대 웨이드(Roe v. Wade) (1973) 및 뉴저지 대 T.L.O.(New Jersey v. T.L.O.) (1985)
등이 있습니다.

위의 제안된 내용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지침 사항:

에세이 작성 시, 반드시

• 과제의 모든 측면을 전개 시키십시오
• 관련 사실과 사례 및 상세한 정보로 주제를 뒷받침하십시오
• 주제의 단순 반복이 아닌 서론과 결론을 포함한 논리적이고 명확한 구성 계획을 

이용하십시오

파트 II� 답을 전개할 때, 반드시 다음의 일반적 정의를 염두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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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설명하십시오란 “이해하기 쉽고 명백하게 하고, 이유나 원인을 제공하며, 논리적인 사고
전개 또는 관계를 보여준다”는 의미입니다

(c) 논하십시오란 “사실, 추론 및 논증을 이용하여 어떤 것에 대하여 관찰하고, 어느 정도 자세
하게 진술한다”는 의미입니다

미국 대법원의 판결들은 미국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 대법원의 중요한 판례 두 가지를 밝히고 각 판례에 대하여

• 판례를 둘러싼 역사적인 배경을 묘사하십시오

• 대법원 판결을 설명하십시오

• 대법원 판결이 미국에 미친 영향에 대해 논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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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III의 답을 전개할 때, 반드시 다음의 일반적 정의를 염두해 두십시오:

논하십시오란 “사실과 추론 및 논증을 이용하여 어떤 것에 대하여 관찰하고, 어느 정도 
자세하게 진술한다”는 의미입니다

파트 III

문서에 기초한 문제�

이 문제는 주어진 문서들을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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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적 배경:

1800년부터 1860년 사이�, 경제적, 사회적 및 정치적 요인들이 미국 북부와 
남부 간의 지역적 차이를 발생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이러한 차이들로는 
어떻게 미국 경제를 가장 잘 확장시킬 것인가, 영토에 노예제도 확장, 그리고
주 정부와 연방 정부간의 관계 등이 있다. 이러한 차이점들은 남북 전쟁 
발발의 기반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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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 남북 전쟁까지 이르게 한 북부와 남부 간의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혹은 사회적 차이점을 논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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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A
단답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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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1a

문서 1b

 1860

$1.2

$0.9

$0.6

$4.4

$1.4

$68.2

$3.0

$6.6

$32.7

$41.8

$27.8

$121.7

$14.6

$37.9

$38.2
$3.4

$13.9 $200.1

$57.6

$10.6
$16.9

$8.6

$378.9

$2.4

$50.7

$18.0 $16.7
$2.9

$41.8

$15.6
$6.6

 $37.6

$255.6

$40.7
$81.9

$76.3 
$9.9
$41.7

D.C.
 
$5.4

: Abraham Lincoln Historical Digitization Project, Northern Illinois University Libraries,
and United States Census Bureau ( )

$  50

$100

$150

$200

$250

$300

$350

1850 1852 1854 1856 1858 1860

, 1850 –1860

: Douglass C. North, The Economic Growth of the United States, 1790–1860,
W. W. Norton & Co., 19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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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1c

1 이 문서들에 근거하여, 남북 전쟁 이전의 북부와 남부 간의 경제적 차이점 두 가지를 서술하십시오.
[2]

(1)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Kownslar and Frizzle, Discovering American History,
Holt, Rinehart and Winston ( )

 

  

 

Score

Score

U.S. Hist. & Gov’t. – Jan. ’12 Korean Edition [13] [다음장]



문서 2a

미국 노예제 폐지 협회는 미 전역을 돌며 노예제도 폐지를 호소하였다.

출처: Barnes and Dumond, eds., Letters of Theodore Dwight Weld, Angelina Grimké Weld and 

Sarah Grimké, 1822–1844, American Historical Association, 1934

2a 이 문서에 근거하여, 미국 노예제 폐지 협회가 노예제도를 반대한 이유 한 가지를 서술하십시오. [1]

존경하는 귀하�—귀하는 미국 노예제 폐지 협회의 위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
... 우리의 목표는 세계 역사상 가장 잔악하고 억압적인 속박 제도인 미국의 노예제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중들에게 노예제의 진정한 성격과 법적인 결과물[실제 
효과] , 그리고 종교, 도덕 및 인간성의 첫 번째 원칙에 모순점[반대되는 것]과 노예제가 
자유롭고 인간적이고 계몽된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자긍심[목표]에 특히 어긋나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이 목표를 달성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진실의 힘으로,
우리는 노예제에 관하여 널리 만연하고 있는 흔한 오류들을 고치고, 노예를 소유하고 
있는 동료 시민들의 양심과 인격 사랑에 호소하는 올바른 대중의 정서를 형성하며,
아울러 그들의 의무와 복지를 위해서는 노예제의 즉각 폐지가 필요함을 설득시킬 것을 
기대합니다....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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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2b

토마스 R. 듀는 버지니아 의회에서의 논쟁에서 노예제도를 옹호하였다.

출처: Thomas R. Dew, Review of the Debate in the Virginia Legislature of 1831 and 1832,
in Martin W. Sandler et al., The People Make a Nation, Allyn and Bacon, 1971

2b Thomas R. Dew에 의하면, 노예제도가 버지니아에서 중요했던 이유 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1]

1830년 인구 조사에 의하면, 버지니아에는 약 470,000명의 노예가 있었습니다. 각 
노예의 평균 가치는 약 200달러입니다. 따라서 1830년 버지니아 노예 인구의 총 가치는
94,000,000달러였습니다. 그 이후로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현재 버지니아 노예들의 
가치는 약 100,000,000달러입니다. 이 주의 모든 주택과 토지의 총 평가 가치는 206,000,000
달러입니다. 이러한 간단한 통계 수치가 이 주제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버지니아 주가 노예 제도를 포기하기를 강권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버지니아는 그
주의 총 가산 가치의 반을 희생해야만 합니다!

사실, 버지니아의 땅과 경제에 가치를 주는 것은 바로 노예 노동력입니다. 이를 
없앤다면 버지니아가 무너집니다. 버지니아에서 노예 인구를 없앤다면, 바로 그 날부터 
버지니아는 “폐허로 가득찬 황무지”가 될 것이 확실합니다. “거리에는 잡초가 무성해질 
것이며 여우들이 굴 밖을 기웃거리게 될 것입니다.”...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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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3

출처: Interview with Eric Foner, Africans in America, www.pbs.org/wgbh

3 에릭 포너에 의하면, 남부의 노예 소유주들이 노예제도의 서부로의 확장을 지지한 이유 한 가지를
서술하십시오. [1]

서부로의 확장의 역할에 대한 역사가 에릭 포너의 답변

질문: 노예 제도와 서부로의 확장은 어떤 관계입니까? 
답변: ... 그러나 개척자는 또한 노예 제도의 확장을 가져왔습니다. 노예 제도의 서부로의

확장은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던 가장 역동적인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과정 중의
하나였습니다. 서부로의 확장은 노예 제도를 남서부, 미시시피, 알라배마, 그리고 
미시시피 강을 건너 루이지애나까지 전파했습니다. 결국, 1840년대에 이르러서는 노
예 제도가 텍사스까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리하여 1850년대의 주요 정치적 논
점이 되었던 노예 제도의 확장은 단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이 
시기의 모든 미국인이 경험하였던 삶의 한 단면이었습니다....
이제, 남부에서, 남부의 노예 소유주들은 노예 제도가 번영을 이뤄내는 데 있어 
반드시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노예 제도 없이는 문명을 이룰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노예 제도는 상류층이 육체적인 노동과 경제적인 일상 현실들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게 하였고, 그로 인해 그들이 예술과 문학 그리고 모든
종류의 기계적인 이용과 발명에 몰두할 수 있는 시간과 능력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문명의 발전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노예 제도였습니다....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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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4

1847년, 메사추세츠 의회는 멕시코와의 전쟁을 반대하는 찰스 솜너가 작성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다음은 이 결의안의 한 발췌문입니다.

출처: Massachusetts House of Representatives

4 이 결의안에 따르면, 메사추세츠 의회가 멕시코 전쟁을 반대한 이유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1]

결의 사항, 현재 미국이 멕시코와 진행 중인 전쟁은 텍사스가 멕시코와 전쟁 중일 
때 우리의 영토가 아닌 텍사스 주를 미 영토에 비헌법적으로 합병한 것에 그 일차적인 
근원이 있습니다. 이는 테일러 장군에게 미국과 멕시코 간의 분쟁 중인 영토 및 멕시코가
차지하고 있는 영토를 군사적으로 점령하라고 한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서 비헌법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지금 — 강대한 나라가 약한 이웃 나라에 대해 — 
불필요하게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멕시코영토의 분할과 노예 제도가 이미 사라진 
멕시코의 영토 일부를 점령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돈]과 생명을 들여 행해지고 있으며,
미국 헌법에 의거하여 노예 제도를 확장하고, “노예 세력”을 강화하고, 노예 제도가 없는
주들을 점령하기 위한 세 가지 목표 아래 불명예스러운 전쟁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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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5

1850년 1월 29일, 헨리 클레이 상원의원은 “...자유 주와 노예 주 간의 논란에 관한 모든 질문...”을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결의안들을 제안하였습니다. 아래의 목록은 클레이 연설문의 발췌문입니다.

1850년 타협안에 대한 선택된 제안들

출처: Martin W. Sandler et al., The People Make a Nation, Allyn and Bacon, 1971

5a 이 문서에 의하면, 이러한 제안들이 북부에게 유리했던 점 한 가지는?  [1]

b 이 문서에 의하면, 이러한 제안들이 남부에게 유리했던 점 한 가지는? [1]

1 캘리포니아는 노예 제도의 수용 혹은 불수용에 제한 없이 연방에 가입되어야 한다.
2 노예 제도는 법률상 존재하지 않고, 미국이 멕시코로부터 획득한 어떤 영토로도 

도입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멕시코로부터 획득한 영토 내에서 노예 제도를 
제정하거나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의회의 사안이 아니다. ...

5 메릴랜드에서 노예 제도가 계속 존재하는 상황에서, 주의 동의, 특별구민들의 동의,
그리고 구 내의 노예 소유주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컬럼비아 특별구에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6 그러나, 특별구 내에서 사용하거나 다른 주에서 사용하기 위해 특별구 내에서 팔 
목적으로 타주에서 노예를 반입하는 것을 컬럼비아 특별구에서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7 연방 내에서 다른 주나 영토로 도망간 노예를 잡아서 돌려주는 것에 대한 보다 강한 
법적 조항들이 만들어져야 한다.

8 의회는 주들 간의 노예 교역을 금지하거나 저지할 권한이 없다. 이것은 전적으로 각 주
의 법률에 따른다.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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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6

출처: Batty and Parish, The Divided Union: The Story of the Great American War, 1861–65,

Salem House Publishers,1987

6a 배티와 패리쉬(Batty and Parish)에 의하면, 연방 관세의 통과에 대한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반응 
한 가지는?  [1]

b 배티와 패리쉬(Batty and Parish)에 의하면, 관세에 대해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취한 행동에 대한 
북부의 반응 한 가지는?  [1]

... 노예 제도는 1830년대와 1840년대 동안 �남–북 대결에 유일한 원인은 아니었다. 1828년
에 남부인들에 의해 “증오의 관세”라고 불리워진 높은 보호 관세가 통과된 이래, 남부의 
주들은 이의 부당함 뿐만 아니라 이의 불법성에 대해 항의해왔다. 1832년 남부 주들은 
보호 관세를 낮추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는 연방을 이룬 최초의 협약에 당사자인 각 주가
비헌법적이고 정당하지 않다고 간주되는 연방 법을 그 영토 내에서 무효로 선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했던 많은 사우스캐롤라이나 사람들에게는 충분하지 않았다.
이에 기반하여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한 특별 집회는 1828년과 1832년에 관세 법안들을
무효화 시켰으며, 주 내에서 관세를 거두어들이는 것을 금지시켰으며, 연방 정부가 
어떠한 종류의 무력이라도 사용할 경우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연방으로부터 탈퇴하는 것이
정당화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의회 내 북부의 대다수는 대통령에게 세금 징수를 집행하는
추가 권한에 대해 찬성하였으나, 다른 사람들은, 비록 사우스캐롤라이나 사람들이 그들의
분리주의적 입장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돌이킬 수 없는[멈출 수 없는] 충
돌을 피하기 위한 중재적인 [우호적인 ] 방법을 성공적으로 추구했고 직면한 
위기를 피할 수 있었다….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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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7

존 B. 고든 남부군 장군은 민간인으로부터 군인이 되어 로버드 E. 리 장군으로부터 가장 신임을 
받은 장군 중의 한 명이 되었다.

출처: John B. Gordon, Reminiscences of the Civil War, Charles Scribner’s Sons, 1904

7a 존 B. 고든에 의하면, 헌법 아래 주 정부의 권한에 관한 남부의 관점은 무엇이었습니까? [1]

b 존 B. 고든에 의하면, 헌법 아래 형성된 연방에 관한 북부의 관점은 무엇이었습니까? [1]

… 남부는 헌법 아래 형성된 연방은 동의에 의한 연방이지 무력에 의한 연방이 아니고,
최초의 주들은 연방에 의해 생겨난 것이 아니라 연방을 만든 주체였으며, 또한 이들 주는
모국으로부터 그들의 독립과 자유와 주권을 획득했으며, 연방에 가입함으로써 그들의 
독립과 자유와 주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고, 헌법에 명시된 방법으로 양도되지 않는 한 
모든 권리와 주권이 주 정부에 남아 있다는 것을 종교적인 신념같이 철저하게 
유지하였고, 남부는 북부에게 주권을 가진 주 정부를 침략하고 억압하는 데에 대한 
헌법의 권위의 흔적을 찾아보라고 도전했다.
반면 북부는, 헌법 아래 형성된 연방이 영원히 지속되기 위하여 만들어졌으며, 주권은 
하나이지 나누어질 수 없다고 여기며, 한 주를 침략하는 것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에
관계 없이 스스로를 보존하려는 권리는 모든 정부에 내재되어 있으며, 연방의 유지는 
자유에 필수적이며, 혹은 웹스터 말에 따르면 자유와 연방은 하나이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여기는 그들의 견해에 대한 가장 확실한 신념을 유지하였다.…

Score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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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8

8 이 지도에 근거하면, 에이브러햄 링컨이 왜 지역적인 대통령으로 간주되었습니까? [1]

Score

1860

: Herman J. Viola, Why We Remember, Addison–Wesley Publishin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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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B
에세이 문제

지시사항: 서론과 여러개의 문단 및 결론을 포함하는 잘 구성된 에세이를 작성하십시오. 최소한 다섯 개의

문서에서 근거를 찾아 에세이에 사용하십시오. 관련 사실과 실례 및 세부사항을 이용하여 자신

의 답안을 뒷받침하십시오. 관련 있는 다른 출처의 정보도 추가로 포함하십시오.

역사적 배경:

1800년부터 1860년 사이에, 경제적, 사회적 및 정치적 요인들이 미국 북부와
남부 간의 지역적 차이를 발생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이러한 차이들로는 
어떻게 미국 경제를 가장 잘 확장시킬 것인가, 영토에 노예제도 확장, 그리고
주 정부와 연방 정부간의 관계 등이 있다. 이러한 차이점들은 남북 전쟁 
발발의 기반이 되었다.

과제: 앞의 문서들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본인의 미국 역사 지식을 이용하여, 다음에 대한
에세이를 작성하십시오.

지침 사항:

에세이 작성 시, 반드시

• 과제의 모든 측면을 전개시키십시오
• 최소한 다섯 개의문서에 있는 정보를 반영하십시오
• 관련 있는 외부 정보를 반영하십시오
• 관련 사실과 실례 및 세부사항을 이용하여 주제를 뒷받침하십시오
• 주제의 단순 반복이 아닌 서론과 결론을 포함한 논리적이고 명확한 구성 계획을 

이용하십시오

• 결국 남북 전쟁까지 이르게 한 북부와 남부 간의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혹은 사회적 차이점을 논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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