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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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이름을 인쇄체로 기입하십시오. 파트 I에 대한 별도

의 답안지가 제공되었습니다.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답안지에 학생 정보를 기입하십
시오. 그런 다음, 에세이 책자 각 페이지 윗 부분에 기입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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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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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시된 대로 기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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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은 에세이 책자의 1페이지부터 기입하십시오.

파트 III 은 여러 개의 문서에 기반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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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이 부분의 첫 페이지에 자신의 이름과 학교 이름을 반드시 기입하십시오. 
각 문서는 하나 이상의 문제가 따릅니다. 각 문제의 답은 시험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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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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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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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16, 2015
9:15 A.M. to 12:15 P.M.,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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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I

이 파트의 모든 문제에 답하십시오.

지시사항 (1–50): 각 문제에 가장 적절한 답의 번호를 별도의 답안지에 기입하십시오.

1번 문제는 아래의 삽화와 자신의 사회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1 다음 중 이 삽화의 주제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1) 물 오염이 공중 보건을 위협한다.
(2) 농부들이 도시들의 물에 대한 필요를 이해하지 못한다.
(3) 도시 개발이 농사에 필요한 물을 다 써버렸다.
(4) 부족한 수자원의 분배에 대한 갈등이 커지고 있다.

:  Paul Fell, Lincoln Journal Star, 2004

US 615 #01

2 다음 중 아래의 미완성된 개요를 가장 잘
완성시키는 제목은?

I.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 버지니아 버지스 의회

B. 메이플라워 서약

C. 뉴잉글랜드 타운 미팅

(1) 식민지 자치 정부의 개발
(2) 영국 통치에서 벗어나려는 식민지의 노력
(3) 연 방 정 부 를 형 성 하 려 는 식 민 지

지도자들의 시도
(4) 영국 의회에 의하여 설립된 식민지 기관들

3 다음 중 영국 정부가 상업주의 정책을
수행했던 한 가지 방법은?

(1) 영국의 식민지들과 유럽 사이에 자유
무역을 장려했다

(2) 노예가 된 아프리카인들의 대서양 횡단
무역을 금지했다

(3) 식 민 지 의 제 조 업 과 무 역 의 개 발 을
장려했다

(4) 대부분의 식민지 무역이 대영 제국



4 토머스 제퍼슨이 미국 독립 선언서에 존
로크의 사회 계약설의 사상을 포함했던
이유는?

(1) 그 사상이 개인의 자유를 부인하는 정부의
타도를 정당화했기 때문

(2) 그 사상이 양도할 수 없는 권리보다
경제적인 권리를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

(3) 그 사상이 왕들의 신권을 옹호했기 때문
(4) 그 사상이 정부의 점차적인 변화를

촉구했기 때문

5번 문제는 아래의 글과 자신의 사회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정부와 관련해서는, 이 대륙에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영국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머지 않아 우리에게서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고 우리에 대해서
너무도 무지한 정부에 의하여 크게 불편함이
없이 관리되기에는 너무나도 중대하고 복잡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국이 우리를
점령할 수 없다면, 그들이 우리를 다스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소식이나 청원을 가지고
언제나 삼천 또는 사천 마일을 달려야 하고, 
답변을 받기 위해 사오 개월을 기다리고, 
답변을 받았을 때는 그 답변을 설명하는 데
오륙 개월이 더 걸린다는 것은 몇 년이 지난
후에는 어리석고 유치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것이 적절했던 때도 있었지만, 그것을 그만
둘 적절한 때가 있는 것입니다....

— Thomas Paine, Common Sense, 1776

5 영국과 영국의 미국 식민지들 간의 관계에
대하여 토마스 페인이 주장하는 주요 쟁점은
무엇입니까?

(1) 영국이 미국을 유럽 대륙 제도의 일부로
만들기를 원한다.

(2) 미국은 영국이 효율적으로 다스리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다.

(3) 미국은 의회에 대표가 부족하다.
(4) 미국 식민지 지도자들은 영국 관료들이

그들을 유럽 전쟁들에 이용하고자 한다고
믿는다.

6 1787년의 헌법 제정 회의에서, 큰 주들과 작은
주들 간의 대타협의 결과는?

(1) 상하 양원제 의회의 창설
(2) 법의 평등한 보호에 대한 조항
(3) 노예 문제에 대한 영구적인 해결책
(4) 모든 남성 재산 소유자들의 투표권 보장

7 미국 헌법(1787)에 묘사된 정부 체제는 다음
중 어느 것에 대한 창설자들의 불만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줍니까?

(1) 올바니 연방안
(2) 북서부 영지법
(3) 연합 규약
(4) 파리 조약

8 다음 중 연방주의라는 용어를 가장 잘
정의하는 것은?

(1) 헌법을 개정하는 과정
(2) 법들이 헌법에 맞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들의 권한
(3) 세습 군주가 없는 공화주의적 유형의 정부
(4) 주 정부와 연방 정부 간의 권력의 분배

9 다음 중 견제와 균형을 사용한 조치의 예가
되는 것는?

(1) 빌 클린턴 대통령의 탄핵
(2) 대통령 후보가 부대통령 후보를 선택함
(3) 다수당이 하원 의장을 선거함
(4)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조약에 대한 협상을

시작함

10 캔터키와 버지니아의 결의안 (1798)에서
주들이 재류외국인 및 선동법을 무효화할
수 있다고 유지한 이유는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1) 이 법이 북서부 영지법을 폐지했기 때문
(2) 이 법이 서부 농부들인 만든 위스키에

부당한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
(3) 이 법이 헌법을 위반했기 때문
(4) 이 법이 보통 선거권에 대한 제약을 확립했

기 때문

11 마버리 대 매디슨(1803)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다음 중 어느 것을 함으로써 연방
법원들의 권력을 더 크게 했습니까?

(1) 법관들의 수를 늘림으로써
(2) 대통령에게 하급 법원의 판결들을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3) 주 정부들에 대한 연방법의 우위를

확립함으로써
(4) 법률 심사권의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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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과 13번의 문제는 아래의 지도와 자신의 사회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12 이 지도에 근거하면, 이어리 운하와 허드슨 강은 다음 중 어느 것에 직접적으로
기여했습니까?

(1) 이민을 제한하는 결정들
(2) 북부 뉴욕주의 급격한 인구 증가
(3) 뉴잉글랜드의 정착
(4) 캐나다로부터 토지 획득

13 1825년 이어리 운하의 완공이 중서부의 성장을 촉진시켰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1) 오대호와 대서양 연안을 연결했기 때문
(2) 북서부 영토에서 영국의 요새들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
(3) 오하이오 강 계곡에서 목화 생산의 개발을 촉진했기 때문
(4) 아시아와의 무역을 증가시켰기 때문

us exam 615 #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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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중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의 루이지애나
영토 매입의 주요 이유는? 

(1) 캘 리 포 니 아 에 서 의 스 페 인 통 치 를
제거하기 위하여

(2) 플로리다 전체를 소유하기 위하여
(3) 미시시피 강의 주권을 미국에게 주기

위하여
(4) 애팔래치아 산맥의 동쪽 지역으로의

출입을 제공하기 위하여

15 19세기 대부분에 걸쳐 미국이 중립 외교
정책을 유지할 수 있었던 중요한 지리적인
요인 한 가지는?

(1) 대서양이 유럽의 간섭으로부터 완충제
역할을 했다.

(2) 태평양 해안을 따라 위치한 광대한
산맥들이 침입을 방지했다.

(3) 천연 자원이 부족하여 국제적인 무역을
약화시켰다.

(4) 유럽인 이민자들이 그들의 고향과 신속한
의사소통을 가졌다.

16 앤드류 잭슨 대통령은 엽관 제도(spoils system)
를 무엇을 하는 데 사용했습니까?

(1) 노 예 제 도 가 서 부 로 확 장 하 는 것 을
중단하는 데

(2) 국 가 적 인 방 어 를 위 하 여 군 사 력 을
강화하는 데

(3) 충성된 정치적 지지자들에게 보답하는 데
(4) 미 합중국 은행을 파괴하는 데

17 다음 중 남북 전쟁 후 남부의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을 위한 경제적인 기회들을 제한했던
일은?

(1) 군사적 지역들의 창설
(2) 프리드먼 사무소(Freedmen’s Bureau)의

설립
(3) 소작 제도의 사용
(4) 제14차 헌법 수정안의 비준

18 1870년대 동안, 그레인저 운동이 수많은 서부
농부들의 지지를 끌어 모았던 이유는?

(1) 그 운동이 지폐 유통을 중단함으로써 화폐
공급이 줄어야 할 것을 제안했기 때문

(2) 그 운동이 철도국에서 운송료와 곡물
저장비를 청구하는 것을 규제할 것을
제안했기 때문

(3) 그 운동이 이민자들에게 대초원 지대의
토지를 주어야 할 것을 제안했기 때문

(4) 그 운동이 서부의 자원 개발을 정부가
통제해야 할 것을 제안했기 때문

19 문맹 테스트, 조부 조항들, 그리고 인두세가
남부 주들에 의하여 법률로 제정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1)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이동을 제한하기
위하여

(2) 아 프 리 카 계 미 국 인 들 의 투 표 권 을
제한하기 위하여

(3)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사회적인 지위를
개선하기 위하여

(4)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을 위한 교육적인
기회들을 늘리기 위하여

20 아메리카 원주민들에 관한 1887년의 도스
법의 주요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1)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미국 생활 주류에
동화시키기

(2) 아메리카 원주민 보호 구역의 크기를
넓히기

(3) 아 메 리 카 원 주 민 의 언 어 와 문 화 를
장려하기

(4) 아 메 리 카 원 주 민 의 부 족 정 부 들 을
강화하기

21 19세 기 후 기 동 안 , 기 업 들 이 이 윤 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했던 노력은?

(1) 관세들을 제거
(2) 노동 조합들을 지지
(3) 자유방임주의 정책들에 저항
(4) 시장 독점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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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산업화가 미국에 끼친 한 가지 주요 영향은
무엇이었습니까?

(1) 사회 계급 구별이 사라짐
(2) 생활 수준이 향상됨
(3) 출생률이 증가함
(4) 도시의 공동 주택이 제거됨

23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미국 제국주의의 한
가지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1) 동아시아의 국가들과의 교류를 피했다
(2) 아프리카에서의 독립 운동을 지지했다
(3) 식민지들을 획득하기 위하여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을 거부했다
(4) 경제적 및 전략적 이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영토를 획득했다

24 다음 중 진보주의 운동의 결과로 생긴 일은?

(1) 정부가 기업 관행 규제를 증가시켰다.
(2) 여성들이 공직에서 덜 활발해졌다.
(3) 중앙 정부의 영향이 감소되었다.
(4) 의회가 연방 예산의 균형을 맞추는 데

실패했다.

25 연방 준비 제도가 만들어진 목적은?

(1) 화폐 공급을 통제하기 위하여
(2)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3) 증권 시장을 규제하기 위하여
(4) 공공 작업 프로젝트들에 자금을 대기

위하여

26 제1차 세계대전 동안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남부 시골에서 북부 도시들로 이동하게 된
주요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1) 무료로 제공되는 공립 교육
(2) 공장에서의 일자리 기회
(3) 차별 없는 곳에서 살고자 하는 갈망
(4) 종교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

27 다음 중 제1차 세계대전 후, “정상 상태로
돌아가기”를 가장 분명하게 입증했던 것은?

(1) 국제 연맹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함
(2) 농업 조정법 하에서의 농업 보조금을

중단함
(3) 수입품에 관세율을 감소함
(4) 군비 축소 협정을 거절함

28 다음 중 할렘 르네상스를 가장 잘 묘사하는
것은?

(1) 인종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통과된 주법과
연방법들

(2) 뉴욕 시에서의 도시 재개발의 노력
(3)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 프로그램들
(4)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문화적 성취의

기간

29 1920년대, 금주법, 국적별 이민 제한법 및
스코프 재판에 대한 논란들은 다음 중 어느
것에 대한 의견 충돌을 반영한 것이었습니까?

(1) 동원 해제의 영향들
(2) 미국인들의 문화적 가치관들
(3) 경제에 있어서 연방 정부의 역할
(4) 노동 조합들이 미국 생활에 주는 영향

U.S. Hist. & Gov’t. – June ’15 Korean Edition [6]



30번과 31번 문제는 아래의 글과 자신의 사회
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2. 우리는 한 사람이 일 년에 벌 수 있는
돈이나 상속받을 수 있는 금액을 100만 달러로
제한할 것을 제안합니다.

3. 이제, 부자들의 재산과 수입의 규모를
제한함으로써, 우리는 정부의 재무부에 그
돈과 재산을 넣어 그 돈으로 돈이 없는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 돈으로
미국의 모든 가정에 무료로 주택을 공급하고,
또한 라디오나 자동차와 같은 일상 편의
제품도 함께 공급하여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 Senator Huey Long, 1935

30 롱 상원 의원이 한 말에 근거하면, 대공황이
초 래 했 던 고 통 의 이 유 한 가 지 는
무엇이었습니까? 

(1)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이 구제법을
서명하는 데 실패함

(2) 군사 장비의 과잉 생산
(3) 부자들에게 유리했던 불공평한 수입 분배
(4) 노동 조합들이 더 짧은 근무일을 수용하지

않음

31 이 글에 묘사된 상황들에 대한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1) 대 기 업 들 을 돕 기 위 하 여 뉴 딜
프로그램들을 재개했다

(2) 연방 예산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세금을 올렸다

(3) 자유 시장 경제 원칙들을 강조했다
(4) 구제와 개혁을 위하여 뉴딜 정책에 대한

노력을 증가시켰다

32 1937년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법원에 법관들을 더 추가하자고 제안했던
것의 주요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1) 대법원에서 공화당 법관들을 없애기
(2) 대법원의 사법 심사 사용을 없애기
(3)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할 때 미국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4) 불리한 대법원의 판결들로부터 뉴딜

프로그램들을 보호하기

33 다음 중 1939년의 중립법, 1940년의 구축함과
기지의 교환 협정, 그리고 1941년의 무기
대여법의 통과가 보여주는 미국 외교 정책의
경향은?

(1) 해외 식민지들로부터 철수
(2) 추축국들과의 무역 확장
(3) 연합국들에 대한 지지 증가
(4) 전쟁 준비 감소

34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일본계 미국인들의
억류는 다음 중 처음에 어느 것을 통하여
수행하게 되었습니까?

(1) 헌법의 수정
(2) 대통령의 행정 명령
(3)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선언
(4) 대법원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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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번과 36번 문제의 답은 아래의 지도와 자신의 사회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35 다음 중 이 지도의 제목으로 가장 정확한 것은?

(1) 20세기 미국의 제국주의
(2) 태평양에서의 제2차 세계대전
(3) 제2차 세계대전의 원인들
(4) 전시 동맹들의 창설

36 다음 중 이 지도가 보여주는 것은?

(1) 연합군들은 일본을 물리치는 데 느리지만 꾸준한 진척이 있었다
(2) 연합군들은 대부분의 전투를 하와이 제도 북쪽에서 벌였다
(3) 연합군들은 전쟁 초부터 필리핀에 대한 통치를 유지했다
(4) 연합군들은 전쟁 내내 소련의 군사적 지지를 받았다

 Robert A. Divine et al., America: Past and Present, Addison Wesley Longman, 1999 ( ):

194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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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다음 중 미국이 국제 연합의 창설을 지지했던
이유 한 가지는?

(1) 제2차 세계대전을 누가 시작했는지 밝히기
위하여

(2) 전쟁 빚을 더 잘 거둬들이기 위하여
(3) 국제적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4) 핵무기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38 트루먼 독트린의 선언, 베를린 공수, 그리고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의 형성은 다음 중
어느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연합이 취한
조치들이었습니까?

(1)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스페인에서의 나찌
파시즘의 부활

(2) 서유럽으로 공산주의 확장
(3) 동유럽에서 온 피난민들의 굶주림
(4) 미국과 소련 사이에 군비 확장 경쟁의 시작

39번 문제에 대한 답은 아래의 연설과 자신의
사회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약속드린 대로, 
우리 정부는 쿠바 섬에서의 소련의 군사력
증가를 매우 주의 깊게 감시해 왔습니다. 
지난주에는 일련의 공격 미사일 기지들이
현재 그 봉쇄된 섬에서 준비 중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포착되었습니다. 이 기지들의 목적은
서반구에 대하여 핵 공격 능력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 President John F. Kennedy, Report to 
the American People, October 22, 1962

39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이 연설에서 묘사된
상황에 대해 강한 반응을 보였는데 그 주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1) 미국이 쿠바 난민들이 몰려오는 것을
두려워 했기 때문

(2) 이 미사일들이 남아메리카에서의 미국
원유 공급을 위협할 수 있었기 때문

(3) 쿠바의 위치상 미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이에 대응할 시간이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

(4) 미국과 바르샤바 조약 국가들이 군사적
동맹을 형성했었기 때문

40 맵 대  오 하 이 오  주 (1961), 기 드 온 대
웨 인 라 이 트 (1963), 그 리 고 미 란 다 대
아리조나 주(1966)에 대하여 워렌 대법원장
당시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 한 가지는?

(1) 대 법 원 이 범 죄 피 고 자 들 의 권 리 를
확장하는 반면 경찰의 권한을 제한했다

(2) 대법원이 반전 시위대와 언론의 수정 헌법
제1항의 권리들을 부인했다

(3) 대법원이 공공 교통의 인종 차별 대우
폐지를 강요했다

(4) 대법원이 공립 학교 학생들의 권리를
제한했다

41 다음 중 1960년대에 린든 B. 존슨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비판을 받았던 이유는?

(1) 우주 프로그램 지원에 실패했기 때문
(2) 베트남 전쟁을 악화시켰기 때문
(3) 미국 시민들의 해외 여행을 제한했기 때문
(4)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원조를

없앴기 때문

42 다음 중 미국 대 닉슨(1974) 재판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명시했던 것은?

(1) 최고 사령관으로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베트남 전쟁을 캄보디아로 확장할 수
있었다

(2) 상원의 승인 없이 대통령이 행정부
관료들을 해고할 수 있었다

(3) 대통령의 특권이 닉슨 대통령으로 하여금
워터게이트 사건과 관련된 녹음들을
감추게 해주지는 않았다

(4) 1973년의 전쟁권한법을 의회가 승인한
것은 권력 분립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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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번과 44번 문제는 아래의 삽화와 자신의 사회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43 다음 중 이 삽화가의 관점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것은?

(1)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을 늘려야 한다.
(2) 미국에서 생산된 많은 제품들이 중국에서 팔리고 있다.
(3) 미국의 경제가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었다.
(4) 많은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중국으로 가야 했다.

44 미국의 많은 기업들은 이 삽화에 표현된 문제에 어떻게 기여했습니까?

(1) 의회에 수출 관세를 인상할 것을 요구함
(2) 해외에 공장 시설들을 설립함
(3) 종업원들의 은퇴를 장려하기 위하여 낮은 임금을 제공함
(4) 연방 정부가 최저 임금을 올리도록 로비 활동을 함

:  John Darkow, Columbia (MO) Daily Tribune, July 3, 2009 ( )

US 615 #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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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번 문제는 아래의 삽화와 자신의 사회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45 다음 중 이 삽화에 표현된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여겨지는 것은?

(1) 고용주들이 종업원들보다 더 많은 사회 보장 연금 세금을 낸다.
(2)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사회 보장 연금 프로그램들을 없애기를 원한다.
(3) 부자들이 사회 보장 연금 세금의 가장 큰 몫을 지불한다.
(4) 점점 늘어나고 있는 사회 보장 연금 수혜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적은 수의 근로자들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

:  Jeff Koterba, Omaha World Herald, March 15, 2010 ( )

US 615 #44 INSEGURIDAD 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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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다음 중 먼로 주의(1823)의 중요했던 목표
한 가지는?

(1) 미국과 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무역
장애들을 줄이기

(2) 카브리 해에 미국의 식민지들과 해군
기지들을 설립하기

(3) 필리핀이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을
돕기 위해 군사적인 보조를 제공하기

(4) 이 전 의 식 민 국 들 이 라 틴 아 메 리 카
국가들을 차지하는 것을 방지하기

47 다음 중 1970년대에 미국과 소련이 서명했던
전략 무기 감축 협정(SALT) 사항들의 목표는?

(1) 냉전 긴장을 감소시키기
(2) 전 세계적인 인권 정책을 확립하기
(3) 국제연합에서 협동을 증가시키기
(4) 중동에서의 지속적인 평화를 협상하기

48 “군인들이 보너스 군대의 항의 운동을 해체시키다”

“FDR이 은행 휴일을 선언하다” 

“건조 지대가 초래한 고통”

이 기사 제목들은 다음 중 어느 시기 동안
발생한 사건들에 관한 염려입니까?

(1) 남북 전쟁
(2) 진보 시대
(3) 대공황
(4) 냉전



49번과 50번 문제는 아래의 삽화와 자신의 사회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49 다음 중 이 삽화가가 미국의 애국법에 대하여 표현한 의견은?

(1) 연방 정부로 하여금 연방 법관들의 새로운 임기 제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2) 연방 정부로 하여금 경찰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3) 연방 정부로 하여금 권리 장전에서 보장되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도록 한다

(4) 연방 정부로 하여금 제10차 헌법 수정안에 보존된 주들의 권리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한다

50 이 삽화는 다음 중 어느 사건 후에 정부가 취했던 조치에 반응한
것이었습니까?

(1) 간첩법(1917) 및 선동법(1918)의 통과
(2) 코레마츠 대 미국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1944)
(3) 워싱턴 D.C.에서의 민권 행진(1963)
(4) 월드 트레이드 센터와 펜타곤 공격(2001)

 John Trever, Albuquerque Journal

US 615 #49-50

U.S. Hist. & Gov’t. – June ’15 Korean Edition [12]



U.S. Hist. & Gov’t. – June ’15 Korean Edition [13] [다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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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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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논하십시오란 “사실과 추론 및 논증을 이용하여 어떤 것에 대하여 관찰하고, 
어느 정도 자세하게 서술한다”를 의미합니다

파트 II

주제형 에세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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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단체들

과제:

미국 역사를 공부하며 배운 어떤 단체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려할 만한
단체들을 제안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노예제 폐지 협회(American Anti-Slavery
Society, 1833), 전국 여성 참정권 협회(National Woman Suffrage Association, 1869), 
기독교 여성 금주 동맹(Woman’s Christian Temperance Union, 1874), 미국 노동자 협회
(American Federation of Labor, 1886), 인민당(Populist Party, 1890), 반인종주의 연맹
(Anti-Defamation League, 1913), 농장 근로자 조합(United Farm Workers, 1966) 및 전국
여성 연합회(National Organization for Women, 1966).

답안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위에 제안된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지침 사항:

에세이 작성 시, 반드시

• 과제의 모든 측면을 전개시키십시오
• 관련 사실, 사례 및 상세한 정보로 주제를 뒷받침하십시오
• 답안을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구성하고, 주제를 단순히 반복하는 것 이상의 서론과

결론을 포함하십시오

미국 역사 전반에 걸쳐, 개인들과 그룹들은 특정한 개혁들을 성취하기 위하여
단체들을 형성했습니다. 이런 단체들의 개혁에 대한 노력은 각기 다른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정 개혁을 성취하기 위하여 형성되었던 단체 두 가지를 밝히고 각 단체에
대하여

• 그 단체의 형성을 둘러싼 역사적인 상황들을 묘사하십시오

• 개혁에 대한 그 단체의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는지를 논하십시오

에세이 문제들의 답은 별도의 에세이 책자에 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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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장으로 넘기십시오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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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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문서에 사용된 언어는
그 문서가 쓰여진 시기의 역사적인 배경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참작하십시오.

역사적 배경:

미국 역사 전반에 걸쳐, 대통령들은 미국과 미국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대통령의 그러한 세 가지 조치들로는 앤드류 잭슨의 
인디언 강제 이주 정책, 시어도어 루즈벨트의 소비자 보호에 대한 지지 및 
린든 존슨의 민권에 대한 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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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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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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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논하십시오란 “사실과 추론 및 논증을 이용하여 어떤 것에 대하여 관찰하고, 어느
정도 자세하게 서술한다”를 의미합니다

역사적 배경에서 언급된 대통령의 조치 두 가지를 선택하고 각 조치에
대하여,

• 대통령의 조치를 둘러싼 역사적인 상황들을 묘사하십시오

• 대통령의 그 조치가 미국 및/또는 미국 사회에 준 영향을 논하십시오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파트 A
단답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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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1

�
출처: James Wilson, The Earth Shall Weep: A History of Native America, Grove Press, 1998 (개정판)

1 James Wilson에 따르면, 남동부에 거주했던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그들의 고향으로부터 강제로
이주시켰던 한 가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1]

… 남동부의 인디언들이 특히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늘 해왔던 사슴 가죽 거래는
점점 더 늘어나는 목화 무역으로 대체되었고—이 무역은 조면기의 발명으로 더욱
확대되었으며... [1793]—인디언들은 기껏해야 목화를 소량으로 생산할 수 있었고 최악의
경우에는 토지에 굶주린 백인들에게 장애물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남은 영토 대부분은
비옥한 농경지였으며, 그들이 좋은 이웃이 되려는 바람을 가지고 땅을 더욱 ‘비옥하게’ 
만들 수록, 대농장주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땅에 더욱 욕심을 낼 뿐이었습니다. 당시
인기가 있었던 한 노래 가사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건 단지

예쁘고 작은 아내와

체로키 부족의 저 위에 있는 큰 농장뿐이네….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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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2
앤드류 잭슨 대통령은 1830년 5월 28일에 인디언 강제 이주 정책에 서명했습니다.

출처: President Andrew Jackson, Second Annual Message to Congress, December 6, 1830

2 앤드류 잭슨 대통령에 따르면, 인디언 강제 이주 정책을 확립했던 이유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2]

(1)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core

Score

… 신속한 이주는 미 연방과 각각의 주들, 그리고 [아메리카 원주민] 인디언
자신들에게도 중요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정부에 보장하는 금전상의[재정적인]
이득은 신속한 이주가 제공하는 가장 최소한의 이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는 인디언들
때문에 발생하는 일반[연방] 정부와 주 정부들 간의 충돌의 모든 가능한 위험을 없앨
것입니다. 이는 현재 몇 안 되는 야만적인 사냥꾼들이 차지하고 있는 넓은 영토에 많은
개화된 사람들이 거주하게 할 것입니다. 북쪽으로는 테네시 그리고 남쪽으로는
루이지애나 사이의 영토 전체를 백인 정착자들에게 개방함으로써 남서[남서부] 경계를
매우[대단하게] 강화시킬 것이며 근접한 주들을 원조 없이도 추후의 침략들을
물리치기에 충분히 강하게 되도록 만들 것입니다. 이는 미시시피 주 전체와 앨라배마
주 서부 지역에서 인디언 주거지를 제거함으로써, 그 주들이 인구, 부, 세력 면에서
급격히 향상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는 인디언들을 백인 정착자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으로부터 분리시킬 것이고; 그들을 주 정부의 통치로부터 자유롭게 할 것이며; 
그들 자신들의 무례한[원시적인] 제도 하에 그들 자신의 방법대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그들의 인구 수를 감소시키는 부패 과정을 지연시켜[늦추어서]
정부의 보호 하에 그리고 바람직한 도움을 통하여 아마도 점차적으로 그들의 야만적인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흥미롭고, 개화된 크리스천 커뮤니티가 되게 할 것입니다. 일부는
매우 확실하고 일부는 매우 실현 가능한 이러한 결과들은, 의회의 마지막 회의에서
승인된 이 우려 많았던[걱정거리였던] 계획안[인디언 강제 이주법]을 완벽히 실행하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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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3a

인디언 강제 이주, 1830–1854

출처: Irving F. Ahlquist et al., United States History, Addison-Wesley, 1984 (개정판)

1830-1850

1830-1854

30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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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3b

출처: President Chester A. Arthur, Message to Congress, December 6, 1881

3 이 문서들에 따르면, 정부의 강제 이주 정책들이 아메리카 원주민에 끼쳤던 영향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2]

(1)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core

Score

…이 나라의 영토가 거의 끝이 없어 보여서[무한대여서] 문명화된 정착지 경계 밖으로
수백만의 에이커가 있었을 때에는, 그 어떤 것[무엇]보다도 우리의 [아메리칸 원주민]
인디언 문제들의 주요 근원이 되어왔던 하나의 정책을 시작했어야 했던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인디언 부족들을 별도의 민족들로 취급하고, 
조약의 조항에 따라 그들을 서부의 광대한 보호 구역으로 이주시키며, 그들을 문명의
영향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진실되고 체계적인 노력 없이 그들이 야만적인 삶을
살도록 내버려두는 정책을 말합니다.

이 정책이 가져온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들이 모든 이들에게 점점 더 분명해 지고
있습니다.

보호 구역의 경계들에 백인 정착민들의 수가 너무 많아지면서, 인디언들은 때로는
자신들이 원해서, 또 때로는 그들의 의지에 반하여 다른 사냥지들로 이주되었으며, 
그곳에서 새롭게 마련한 터전들에서 조차도 모험적인 백인 정착자들이 탐을 내면 또
다시 떠나야 했습니다. 

인디언들에게 종종 닥친 이러한 강제 이주와 경계 지역에서의 충돌은 인종들 간의
빈번하고 처참한 갈등을 야기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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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4a

1906년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정육업 공장들의 관행들에 대해 조사하기 위하여 위원단을
임명했습니다. 이 글은 그 위원단이 의회에 발표한 조사 결과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출처: Locomotive Firemen’s Magazine, July–December, 1906

문서 4b

출처: Utica Saturday Globe, 1906 (개정판)

4 이 문서들에 근거하면,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소비자 보호법을 지지했던 이유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1]

…우리의 조사 결과의 일부는 이미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생산품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며, 어떻게 여전히 정부 검사 인증을 받는지에 대한 기타의 경우들이 여기에서
발표됩니다. 우리는 한 잘 알려진 정육업 공장에서 신선한 날고기가 통에 삽으로
던져지고, 방금 나온 고기들이 방 한 구석 더러운 바닥에 며칠 동안 놓여있던 오래된
덩어리들과 합쳐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공장과 비슷하게 잘 알려진 또 다른 정육업
공장에서는, 한 긴 테이블에 수백 파운드의 익힌 소고기 덩어리들과 다른 종류의
고기들이 한데 섞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 어떤 고기 덩어리는 말라있었고, 질겨서
먹기에 적당치 않았으며; 그 쌓여있는 고기들 속에서 돼지 껍질 조각들 그리고 심지어
밧줄 조각들과 다른 쓰레기들까지도 발견되었습니다. 담당자를 추궁하자 그는 이것을
갈아 “통조림 햄”을 만드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솔직하게 답변했습니다.…

: Utica Saturday Globe, 1906 ( )

US 615 #Doc 4b

Score



문서 5

출처: New York Times, December 30, 1906 (개정판)

*순식량약품조례(Pure Food and Drug Act)

5 이 광고에 근거하여, 순식량약품조례가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쓰십시오. [1]

: New York Times, December 30, 1906

US 615 #Doc 05

Postum Cereal Co., Ltd.

Postum Cereal                              포도-땅콩
엘리아의 만나

    
Postum

(National Pure Food Law)*조항에 준수하고, 
1906년 6월 30일에 의회가 승인한 법의 의미, 
즉 “불순하거나 잘못된 상표가 붙거나 독성이 
있거나 또는 해로운 식품, 약품, 의료품, 술의 
제조, 판매 및 운송 방지를 위한 법 및 이들의 
기타 목적용 거래 규정” 내에서 불순물을 
섞거나 또는 가짜 상표를 붙이거나 하지 않을 
것이며 품질을 보증하고 보장합니다.
                        POSTUM CEREAL CO., LTD.,
                                      회장 C. W. Post,    
                                               미시건 주 배틀크릭
1906년 12월 12일
     1906년 12월 15일에 제 앞에서 서명하고 맹세했습니다. 
                                                                                              벤자민 F. 레이트, 
 공증인
이 공증은 1907년 7월 1일에 만료됩니다.  

우리의 상품은 깨끗하며, 언제나 그래 왔듯이 
앞으로도 잘못된 상표가 붙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회사가 설립된 후 항상 우리는 제품 포장에 
재료에 포함된 진실된 내용만을 인쇄했으며 
우리는 모든 제품을 보증합니다.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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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6

출처: President Lyndon B. Johnson, Statement Upon Signing the Wholesome Poultry Products Act, 
August 19, 1968

6 이 문서에 근거하면,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시작했던 소비자 보호 조치를 린든 B. 존슨
대통령이 어떻게 지속시켰습니까?   [1]

Score

팔 개월 전에 저는 1967년의 청결 육류법(Wholesome Meat Act)에 서명했습니다. 이
획기적인 법안은 60년 전—[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 임기 중] 시작된 운동에 마침표를
찍은 것으로, 그 운동은 미국 주부들에게 그들이 가족들에게 요리해주는 고기는
위생적이며, 해롭거나 더럽거나 병들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보증을 모든 닭고기 제품들에까지 확대하는 법안에 서명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는 제가 대통령이 된 후 처음으로—소비자들에게 했던
메시지에서 모든 주부들에게 드렸던 약속을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금세기 초반에는 미국 국민들은 식품을 살 때 어느 정도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이에 대해 신문에 농담이 나기도 했습니다. 한
신문은 아래와 같은 시도 게재했습니다:

“메리는 한 마리의 양이 있었네, 

양이 병든 걸 보았을 때, 

메리는 양을 푸주간에 보내버렸다네, 

이제 그 양에는 닭고기 라벨이 붙었네.”

1968년, 우리는 이제 청결하지 않은 식품에 대한 이미지 혹은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미국 국민들이 지난 해 120억 파운드가 넘는 닭고기를 먹은 이 시점에 말입니다.

—13퍼센트의 그 공급량—즉 16억 파운드—가 주 경계들을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사를
대충 받거나 아예 받지 않는 이 시점에 말입니다….

1968년의 청결 가금류 제품법(Wholesome Poultry Products Act)은 더러운 공장들은
청결하게 바꾸거나 그렇지 않으면 공장 문을 닫도록 만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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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7

출처: President John F. Kennedy, Radio and Television Report to the American People on Civil Rights, 
June 11, 1963

7 존 F. 케네디에 따르면, 1963년에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직면했던 불평등했던 일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1]

…간단히 말하자면, 모든 미국 시민은 자신의 인종이나 피부색에 상관없이 미국 시민의
특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모든 미국 시민은 자신이 대우받기 원하는
대로,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이 대우받기 원하는 대로 대우받을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과연 모든 미국 시민들이 평등권과 균등한 기회들을 가질 수 있느냐,
우리가 우리의 동료 미국인들에게 우리가 대우받기 원하는 것처럼 대우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미국 시민이 자신의 피부색이 검다는 이유로 대중에 개방된
식당에서 점심을 먹지 못한다면, 만약 그가 자신의 자녀들을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공립학교에 보낼 수 없다면, 만약 그가 자신을 대표하는 공직 관료에 대한 투표권이
없다면, 간단히 말해서, 그가 우리 모두가 원하는 풍족하고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없다면,
우리 중 누가 피부색을 바꾸고 그의 입장이 되었을 때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
중 누가 참고 기다리라는 충고에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 나라가 약속을 실행할 때가 왔습니다. 버밍행과 다른 곳에서의 사건들은
평등에 대한 울부짖음을 더욱 크게 울리게 했기 때문에 어떤 도시나 주 또는 입법부도
그 울부짖음을 가볍게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나라와 국민으로서 윤리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찰의 강압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거리에서의 데모가 더 많아지도록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시늉에 불과한 행동과 말로 잠잠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이제 의회에서, 
여러분의 주에서, 그리고 지역 입법부,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행동에
옮겨야 할 시간입니다….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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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8
린든 B. 존슨 대통령이 1964년의 민권법을 서명할 준비를 하며 국가적으로 연설한 내용입니다.

출처: President Lyndon B. Johnson, Radio and Television Remarks upon Signing the Civil Rights Bill, July 2, 1964,
Lyndon B. Johnson Library & Museum (개정판)

8 이 문서에 근거하면, 린든 B. 존슨 대통령이 1964년의 민권법을 지지했던 이유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1]

: Lyndon B. Johnson Library & Museum ( )

US 615 #Doc 08

친애하는 미국 국민 여러분:

저는 1964년의 민권법 법안에 서명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기회를 빌어 그 법이 모든
미국 국민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종과 피부색에 관계 없이 우리 미국 국민들은 우리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쟁에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인종과 피부색에 관계 없이 우리 미국 국민들은 기회가
늘어나는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제 우리 세대의 미국 국민들은
우리의 나라 안에서 정의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를 지속하라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동등하게 창조되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의 축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백만 사람들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그들 자신들의 실패 때문이 아니라 그
들의 피부색 때문입니다.

그 이유들은 역사와 전통과 인간의 본성에 깊숙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모든 일이 생겼는지—원한과 증오 없이—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 공화국의 기초인 헌법이 그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유의 원칙들이 그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덕이 그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밤 서명할 이 법이 그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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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9a

출처: Robert D. Loevy, “A Brief History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in Kozak and Ciboski, eds.,

The American Presidency, Nelson Hall, 1985 (개정판)

9a Robert D. Loevy에 따르면, 1964년의 민권법이 끼친 영향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2]

(1)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964년의 민권법은 또한 의회가 진실로 상황들을 바꾸기를 원한다면 정말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법은 사실상 이 나라의 북부와 남부 모든 지역에서 모든
유형의 공공 차별을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중단시켰습니다. 소수 집단들에 대해 차별을
하는 정부 프로그램들과 사업체에 대하여 미국의 기금을 중단할 것이라는 위협은
“동등한 취업 기회” 및 “고용 시 차별 철폐 정책”을 미국 사회에 고정화된 제도로
만들었습니다. 이 법은 미국 법무장관에게 학교에서의 인종 분리에 대하여 고소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전국의 학교에서 인종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학교 버스를 이용하여 통학하게 만드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법은
여성들에게 매우 평등한 권리를 보장한 최초의 연방법이었으며, 민권법에 대한 의사 진행
방해를 막기 위하여 토론 종결을 사용한—선례가 되었으며... 평등한 주택 기회를
보장하는 전국적인 법[공정 주택법]을 통과시키는 데 사용된[1968] 선례가 되었습니다.…

Score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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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9b

1965년에 린든 B. 존슨 대통령이 투표권법에 서명했습니다.

출처: Howard Zinn, A People’s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Harper Perennial, 2003

9b 이 문서에 근거하면, 1965년의 투표권법이 끼친 영향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1]

...육십 년대 말과 칠십 년대 초까지, 그 [사회 및 경제] 제도는 흑인들[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놀라울 정도로 폭발적인 급증세를 저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남부에서는 많은 수의 흑인들이 투표를 했으며, 1968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미시시피
대표단에 세 명의 흑인이 당선되었습니다. 1977년까지, 이천 명이 넘는 흑인들이 열한
개의 남부 주에서 요직을 차지했습니다(1965년에는 칠십이 명이었음). 국회의원 두 명, 
주 상원의원 열한 명, 주 하원의원 아흔다섯 명, 카운티 위원 267명, 시장 일흔여섯 명, 
시의회 의원 824명, 보안관 또는 경찰국장 열여덟 명, 교육위원 508명이 있었습니다. 
이는 아주 급격한 증가였습니다. 그러나 남부 인구의 20퍼센트를 차지하는 흑인들 중에
서 오직 3퍼센트 미만이 선출직 관료였습니다. 비록 흑인들이 시의 중요한 공직들을
차지했지만, 1977년에 그 새로운 상황을 분석했던 뉴욕 타임스 기자는 다음 사항을 지적
했습니다: “백인들이 거의 언제나 경제적인 권력을 유지했다.” 흑인인 메이너드 잭슨이
애틀랜타의 시장이 된 후, “백인 기업체들은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했다.”…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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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B
에세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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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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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적 배경:

미국 역사 전반에 걸쳐, 대통령들은 미국과 미국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대통령의 그러한 세 가지 조치들로는 앤드류 잭슨의 
인디언 강제 이주 정책, 시어도어 루즈벨트의 소비자 보호에 대한 지지 및 
린든 존슨의 민권에 대한 지지가 있습니다.

과제: 앞의 문서들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자신의 미국 역사 지식을 활용하여,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는 에세이를 작성하십시오.

지침 사항:

에세이 작성 시, 반드시

• 과제의 모든 측면을 전개시키십시오
• 최소한 네 개의 문서들의 정보를 포함하십시오
• 관련 있는 외부 정보를 포함하십시오
• 관련 사실과 사례 및 상세한 정보로 주제를 뒷받침하십시오
• 답안을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구성하고, 주제를 단순히 반복하는 것 이상의

서론과 결론을 포함하십시오

역사적 배경에서 언급된 대통령의 조치 두 가지를 선택하고 각 조치에
대하여,

• 대통령의 조치를 둘러싼 역사적인 상황들을 묘사하십시오

• 대통령의 그 조치가 미국 및/또는 미국 사회에 준 영향을 논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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