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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칸에 자신의 이름과 학교명을 인쇄체로 기입하십시오. 파트 I을 위해 별도의
답안지가 제공되었습니다.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답안지에 학생 정보를
기입하십시오. 그런 다음, 에세이 책자의 각 페이지 윗부분을 기입하십시오.
이 시험은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파트의 모든 질문에 답하십시오.
파트 II, III A 그리고 III B에 대한 답은 검정색이나 진한 청색 펜을 사용하여
답하십시오.
파트 I에는 50개의 선다형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지시에 따라
별도의 답안지에 기입하십시오.
파트 II에는 한 개의 주제를 다루는 에세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
은 에세이 책자의 1페이지부터 기입하십시오.
파트 III은 여러 개의 문서에 기반을 둡니다:
파트 III A에는 이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험의 이 파트를 하게 될
때, 이 부분의 첫 페이지에 자신의 이름과 학교명을 기재하십시오.
각 문서는 하나 이상의 문제가 따릅니다. 각 문제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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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입하십시오.
시험을 마친 후, 답안지의 맨 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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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 장비의 사용을 철저히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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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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I
이 파트의 모든 문제에 답하십시오.

지시사항 (1–50): 각 문제의 문장이나 질문에 가장 적절한 답의 번호를 답안지에 기입하십시오.
5 미국 식민지 주민들은 1760년대의 영국의
조세 및 무역 통제에 대한 반발을 주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1) 영국과 싸우는 프랑스를 지지함으로써
(2) 대영제국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함으로써
(3) 대부분의 식민지에서 왕실 총독을 전복함
으로써
(4) 아메리카 원주민 인디언 부족들의 상품을
추가적으로 구입함으로써

1 다음 중 식민지 시대에 관한 일차적인 정보에
포함되는 것은?
(1) 제 2차 대륙의회 구성원이 쓴 일기 내용
(2) 펜실베이니아 정착에 관한 교과서 문구
(3) 패트릭 헨리의 출생을 기념하는 최근 신문
기사
(4) 미국 독립 선언에 관한 텔레비전 프로그램
2 다음 중 루이지애나 매입(Louisiana Purchase)
으로 인해 미국 영토에 추가된 지리적 지역은?
(1) 애팔래치아 산맥
(2) 컬럼비아 강 계곡
(3) 대평원
(4) 피드먼트 고원

6 다음 중 연방 규약(Articles of Confederation)을
작성하는 데 지침이 된 생각은?
(1) 강 력 한 중 앙 정 부 는 국 민 의 권 리 를
위협한다.
(2) 모든 사람에게 투표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3) 대부분의 권력이 사법부에 주어져야 한다.
(4) 중앙 정부만이 세금을 부과할 권한을
가진다.

3 아래의 미완성인 개요를 가장 잘 완성시키는
제목은?
I.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 메이플라워 서약
B. 버지니아 하원
C. 뉴잉글랜드 읍민회
(1)
(2)
(3)
(4)

7 “…한 사람이 되었든지, 몇 사람이 되었든지
혹은 많은 사람들이 되었든지, 그리고 그것이
물려받은 것이든, 스스로 임명한 것이든 혹은
선출에 의한 것이든 간에, 입법, 행정 그리고
사법의 모든 권력이 한 사람의 손에 집중된다는
것은 바로 독재의 명백한 정의일 것입니다….”

영국 통치를 전복시키려는 시도
미국 식민지에서의 자치 개발
식민지에 대한 영국 의회 통제 확립
미국 식민지에서의 사회 개혁 운동

— 제임스 메디슨

제임스 메디슨이 나타낸 우려를 다루기 위해
미국 헌법에 포함된 특징은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1) 대통령 선거인단
(2) 견제와 균형
(3) 권리 선언
(4) 헌법 수정조안 절차

4 1700년대에, 삼각무역이 직접적으로 초래한
결과는?
(1) 중간 식민지가 농산품의 주 수입자 역할을
맡음
(2) 남부 식민지의 급격한 산업화
(3) 뉴잉글랜드 경제의 퇴보
(4) 서반구로의 아프리카 노예 수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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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중 연방주의자 논문집(Federalist Papers)
의 주요 목적은?
(1) 식민지 주민들에게 미국 독립 혁명을
합리화시킴
(2) 영국의 통치 연장을 촉진시킴
(3) 미국 헌법의 비준을 장려함
(4) 조지 워싱턴을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것을
지원함

11 대법관 존 마샬(1801–1835)의 재직 시 이루어진
대법원 결정들이 끼친 중요한 영향은
무엇이었습니까?
(1) 연방 정부의 권한이 증대되었다.
(2) 노예 제도의 연장이 제한되었다.
(3) 대통령의 거부권이 제한되었다.
(4) 주 사이의 통상에 있어서 주들의 통제권이
증가하였다.

9 미국의 최초 헌법 아래 노예제도가 계속되었던
이유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서술은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1) 초기 공장 시스템이 노예의 노동력에
의존했기 때문
(2) 미국 가정의 대부분이 노예들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
(3) 노예의 반란들이 대부분의 백인들로
하여금 흑인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을 반대
하게 만들었기 때문
(4) 남부 주들이 노예제도를 금지하는 헌법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

12 1825년의 이리 운하(Erie Canal) 완공이 미국
통상에 끼친 영향은?
(1) 서부에 제조 중심지들이 성장함에 따라
뉴욕시는 영업에 손실이 있었다.
(2) 미국의 유럽 국가들로의 수출이 거부됨
(3) 서부의 농부들이 동부 해안 시장에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됨
(4) 중서부가 직물 생산의 중심지가 됨
13 1830년대 동안, 미국의 양당 정치 제도가
발달하게 된 주된 원인은?
(1) 먼로 독트린 사용에 관한 갈등
(2) 국립 은행(National Bank)과 관세에 관한
논쟁
(3) 오리건 경계에 관한 논쟁
(4) 인디언 이주법(Indian Removal Act)에 관한
논쟁

10 미국 헌법의 신축 조항은 의회에 어떠한
권한을 줍니까?
(1) “정부에 대한 규율 및 육해군 통제에 관한
규율을 만드는 권한...”
(2) “외국과의 통상 및 여러 주들 간 그리고
인디언 부족들과의 통상을 조절하는
권한…”
(3) “세금이나 의무, 수입 및 소비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권한…”
(4) “앞서 말한 권한들을 실행하기 위한 모든
필요하고 적절한 법을 만드는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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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장]

US LL #11-12

14번과 15번 문제는 아래의 지도와 본인의 사회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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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Robert A. divine et al., America: Past and Present, Addison Wesley Longman, 1999 (개정판)

14 이 지도는 미국에 대한 다음의 어느 것의 영향을 보여줍니까?
(1) 대타협(Great Compromise)
(3) 드래드 스콧 판결(Dred Scott decision)
(2) 미주리 타협(Missouri Compromise) (4) 노예 해방 선언(Emancipation Proclamation)
15 이 지도 상의 정보는 1820년과 1821년에 의회의 지도자들이 다음 중 어느 것을
원했다는 결론을 뒷받침합니까?
(1) 동일한 수의 자유 주와 노예 주 유지
(2) 미시시피 강 서쪽에서 노예제도 금지
(3) 오리건 지역에 노예제도 도입
(4) 북부 영토들에 노예제도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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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번 문제는 아래의 차트와 본인의 사회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1860년 미국의 지역별 제조업
제조업체의 수

평균
노동자 수

연간 생산총액

뉴잉글랜드 주들

20,671

391,836

$468,599,287

중부 주들

53,387

546,243

$802,338,392

남부 주들

20,631

110,721

$155,531,281

서부 주들

36,785

209,909

$384,606,530

지역

출처: Bailey and Kennedy, The American Pageant: A History of the Republic,
d.C. Heath And Company, 1987 (개정판)

16 다음 중 이 차트의 정보에서 도출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결론은?
(1) 남부의 주들이 미국 제조업에서 선두를 차지했다.
(2) 서부 주들의 제조업 생산이 뉴잉글랜드 주들의 제조업 생산을 앞질렀다.
(3) 중부 주들이 미국의 제조업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선두를 차지했다.
(4) 뉴잉글랜드 주들은 제조업보다 농업에 더 의존했다.
20 다음 중 중서부 상부의 철광석 산지들을 주요
철강 제조지들로 연결시켜 주었던 지형학적
특징은 어느 것입니까?
(1) 5대호
(2) 멕시코 만
(3) 허드슨 강
(4) 테네시 강 계곡

17 다음 중 남북 전쟁 후 남부에 대한 관용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내세운 주장은?
(1) 대부분의 남부 사람들이 전쟁 중 북군에
대한 충성을 지켰다.
(2) 대부분의 남부 사람들이 이전에 노예였던
사람들에 대해 평등권을 부여하려는
용의가 있다.
(3) 연방 정부는 탈퇴한 주들에 대해 처벌을
가할 권한이 없다.
(4) 국 가 의 상 처 를 빨 리 치 료 하 는 것 이
필수적이다.

21 1800년대 말에 전국 노동조합의 형성은 다음
중 주로 어느 것에 대한 반응이었습니까?
(1)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연방법들 통과
(2) 이민과 귀화를 제한하는 법들
(3) 많은 산업들의 열악한 근로 조건 및 낮은
임금
(4) 높은 실업률을 초래한 경제 대공황

18 다음 중 재건(Reconstruction)을 종결시킨
1877년 타협에서 공화당원들이 동의한 것은?
(1) 남부로부터 연방군 철수
(2) 흑인법(Black Codes) 지지
(3) 민주당원인 사무엘 틸든에게 대통령직
수여
(4) 드레드 스콧 대 샌포드(Dred Scott v.
Sanford) 재판에서 대법원 판결 수락

22 1800년대 말에 형성된 많은 기업 트러스트들이
결국 불법이라고 선언된 것은 주로 어떤 이유
때문이었습니까?
(1) 독점을 형성함으로써 경쟁을 없앴기 때문
(2)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들을 합병했기
때문
(3) 정 치 후 보 자 들 에 게 큰 액 수 의 돈 을
기부했기 때문
(4) 아동들이 안전하지 못한 조건에서 일하는
것을 허용했기 때문

19 1800년대 말, 급격한 산업의 발달이 초래한
것은?
(1) 관세율의 감소
(2) 인구 성장률의 감소
(3) 도시화 속도의 증가
(4) 농산품 가격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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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장]

28 다음 중 그 주된 목표가
공인하는 헌법 수정
운동은?
(1) 노예 폐지주의
(2) 인민주의

23 재건 시대 이후, 읽기와 쓰기 능력 검사 및
조부 조항이 남부에서 실행된 주된 이유는?
(1) 여성 투표자의 수를 늘리기 위해
(2) 아프리카계 미국인 투표자의 수를 제한하기
위해
(3) 투표자들이 읽고 쓸 수 있음을 보장하기
UMC 363 07 #21
위해
(4) 이전에 노예였던 사람들이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실히 하기 위해

금주법(Prohibition)을
조안의 비준이었던
(3) 절제주의
(4) 사회복지관

29번 문제는 아래의 삽화와 본인의 사회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아하, 그는 바로 그런 종류의 항해사로군!

24 업튼 싱클레어, 프랭크 노리스 및 아이다
타벨이 진보주의 운동에 가장 크게 기여한
바는?
(1) 도시들에서 정치적 타락을 종결시키기
위해 노력함
(2)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의 평등권을 주창함
(3) 공동 주택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을 지지함
(4) 사회 문제들을 드러내기 위해 책과 기사들을
발행함

⳪#ᖂ㍒ℂⰪ#ᖞც#ცᇊ#⟠Ⱚ#
ᇝⰮ#ცẖ㖎⺪#⨴⨮1#
ᒢᵇ#㩞1#⺪ዲ#៣ⲏ$

25 다음 중 나머지 세 사건의 결과가 된 사건은?
(1)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공격 정책
(2) 미국의 제1차 세계대전 참전
(3) 짐머만 각서(Zimmermann Note)를 가로챔
(4) 미국의 연합군에 대한 융자 대출

ⅿ

⮺

ⱂ㭶

26 미 상원의 베르사이유 조약(1919)에 대한
투표는 다음 중 어느 것을 입증하였습니까?
(1) 국제 연맹에 가입하기를 꺼려함
(2) 집단 안보에 대한 노력
(3) 미국에 더욱 강력한 군사력이 필요하다는
신념
(4) 식민주의에 대한 거부

n. “ding”
darling,
Des Moines
Register
ᆖᅧ:출처:
J. N.J.
“Ding”
Darling,
New York
Herald-Tribune,
March 29,
1937
(개정판)
March
29,
1937

27 다음 사건 중 1920년대 미국에 존재했던
이민 배척주의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1) 할당 법안(Quota Acts)에 의해 확립된 이민
제한
(2) 연방 정부의 친기업 정책
(3) 할렘 르네상스의 예술 및 문학적 성취
(4) 스코프 재판(Scopes Trial)에서 보여진 바와
같은 종교와 과학 간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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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이 삽화는 다음 중 어느 것에 대한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의 불만을 묘사합니까?
(1) 미국을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끌었던 의회
(2) 해군 강화를 위한 제안을 거부했던 의회
(3) 뉴딜 정책이 위헌이라고 선언된 점
(4) 대법원에 소수계를 임명할 수 없었던 점

[6]

35 다 음 중 대 법 관 얼 워 렌 (Earl Warren,
1953–1969) 재임 시 미국 대법원이 내린 여러
획기적인 판결들에 대한 서술은?
(1) 주들의 권리를 지지함에 대해 비판을 받음
(2) 연방정부의 권한을 약화시킴
(3) 경찰의 권한을 강화시킴
(4) 개인의 권리를 증대시킴

30 1930년대의 중립법(Neutrality Acts)은 의회의
어떤 노력을 반영합니까?
(1) 켈로그-브리앙 조약(Kellogg-Briand Pact)
의 조건을 거부하기 위한 노력
(2) 미국을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이끈 외교정책
실패를 피하기 위한 노력
(3) 다른 민주 국가들과 군사적 동맹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
(4) 유럽의 독재자들에 대항하여 미국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36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베이비 붐이 직접적으로
초래한 것은?
(1) 공교육에 대한 지출 감소
(2) 전원생활로의 회귀
(3) 주택 수요의 증가
(4) 소비자의 지출 감소

31 제 2차 세 계 대 전 중 , 맨 해 튼 프 로 젝 트
(Manhattan Project)는 다음 중 무엇을 하기 위한
계획명이었습니까?
(1) 유럽에서의 두 번째 전선 시작
(2) 일본에 의해 점령된 태평양 섬들을 탈환
(3) 원자폭탄 개발
(4) 독일 집단 수용소의 해방

37번 문제는 아래의 차트와 본인의 사회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 법안

32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미국 여성들은 다음 중
어떤 활동을 통해 자국 내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습니까?
(1) 관공서의 후보자가 됨
(2) 여성의 투표권을 위해 운동함
(3) 참전에 반대하여 시위함
(4) 방위산업체에서 일자리를 얻음

입법

33 다음 중 마샬 계획(Marshall Plan)에 대한 가장
정확한 서술은?
(1) 제2차 세계대전 후 재군비에 자금을 대기
위해 사용되었다.
(2) 이전의 모든 제2차 세계대전 적대국들에게는
허용되지 않았다.
(3) 제2차 세계대전 후 유럽 국가들을 재건하는
데 사용되었다.
(4) 냉 전 동 안 모 든 아 프 리 카 와 아 시 아
연합국들에게 주어졌다.

경제
기회법

직업 공단과
해드스타트
계획 만들기

투표권법

투표에 있어서의
인종에 따른 제한 종식

노인의료/
국민의료
보조법

미국의 노인
및 빈곤층에
의료 보장 제공

37 이 차트에 나와 있는 법안은 다음 중 어느
것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까?
(1) 불법 이민과 테러리즘
(2) 빈곤과 차별
(3) 문맹과 가정 폭력
(4) 적자 예산과 기아

34 1956년의 헝가리 반란, U-2 사건 및 쿠바
미사일 위기가 초래한 것은?
(1) 남동아시아 조약기구(SEATO)의 군사적
행동
(2) 미국과 구소련 연방 간의 긴장 고조
(3) 공산 중국을 통제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
(4) 바르샤바 조약(Warsaw Pact)의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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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장]

US LL #39-40

38번과 39번 문제는 아래의 지도와 본인의 사회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ᖒᘪ㢳#㪶ⅿ#✂⳿⨲(ERA)⌮ⷪ=#1972ᘮ–1982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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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dward L. Ayers et al., American Passages: A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Wadsworth, Cengage Learning, 2009 (개정판)

38 이 지도에 의하면, 남녀평등 헌법수정안(ERA)이 가장 지지를 받지 못했던 지역은?
(1) 록키 산맥의 주들
(3) 북동부의 주들
(2) 태평양 연안의 주들
(4) 남동부의 주들
39 이 지도에 의하면, 제안된 남녀평등 헌법수정안이 헌법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유는?
(1) 너무 적은 수의 뉴잉글랜드 주들이 이를 지지했기 때문
(2) 주들의 사분의 삼 미만이 이를 비준했기 때문
(3) 대통령이 이 수정안의 통과를 거부했기 때문
(4) 아이다호, 네브라스카 그리고 켄터키가 비준 투표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

41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공급 측면 중시
경제의 개념을 사용하면서 제의한 것은?
(1)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수입세 감소
(2) 빈곤층의 사람들에게 직접 지불 제공
(3) 취업율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 산하 일자리
창출
(4)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에 대한 규제
증가

40 다음 중 지미 카터 대통령의 주요 외교 정책
성과에 해당하는 것은?
(1) 수에즈 위기를 해결함
(2) 베트남 전쟁으로부터 미국을 철수시킴
(3) 이란과의 관계를 개선함
(4)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의 캠프 데이비드
합의(Camp David Accords)를 중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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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인신보호 영장을
정 지 시 킨 것 과 프 랭 클 린 D. 루 즈 벨 트
대통령이 강제로 일본계 미국인들을 격리
수용소에 보낸 대통령령을 시행한 것은
다음 중 어느 사실을 입증합니까?
(1) 헌법상의 권리도 전쟁 중에는 제한될 수
있다.
(2) 의회가 강력한 대통령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
(3) 이민자들도 미국 시민들과 동일한 헌법상의
권리에 의해 보호된다.
(4) 대통령의 활동들은 승인을 받기 위해
반드시 대법원에 제출되어야 한다.

42 다음 중 냉전 종식의 상징이 되었던 활동은?
(1) 평화 봉사단(Peace Corps)의 확립
(2) 한국 전쟁에서의 정전 수립
(3) 베를린 장벽 허물기
(4) 미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
43번 문제는 아래의 삽화와 본인의 사회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ඳ

ဋ༘ዻၴ
ဋ༘ጋၗ

46 도스법(Dawes Act, 1887년) 아래 아메리카
원주민 인디언들을 동화시키려는 정책은
20세기의 어떤 법안에 의해 파기되었습니까?
(1) 아메리카 원주민 인디언들에게 자치 보호
구역에 대한 더 많은 재량권을 주는 법안
(2) 아메리카 원주민 인디언들을 대도시로
이주시키는 것을 도와주는 법안
(3) 각 가 정 에 사 유 지 를 제 공 함 으 로 써
아메리카 원주민 인디언 부족들을
와해시키는 법안
(4) 아메리카 원주민 인디언 자녀들이 가족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교육받기를 강요하는
법안

Ⴎൢ
༘ႜ

출처: Mike Lane, Baltimore Sun, June 30, 2005

43 이라크 전쟁에 관한 이 삽화의 요지는?
(1) 미국 대중들은 더 이상 대통령의 목표들을
지지하지 말아야 한다.
(2)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너무 일찍 승리를
선언했다.
(3) 미국 군대는 빨리 고국으로 돌아와야 한다.
(4) 민주 정부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전쟁의
목표가 아니다.

47 “팔머 법무장관이 249명의 외국인을 추방하다”
(1919년)
“닉슨이 알저 히스에게 스파이 혐의를
씌우다” (1948년)
“로젠버그스가 반역 혐의로 처형되다” (1953년)

44 다음 중 미국의 세계 강국으로서의 부각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쟁은?
(1) 1812년 전쟁
(2) 멕시코 전쟁
(3) 남북 전쟁
(4) 미국-스페인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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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위의 각 표제가 입증하는 것은?
(1) 20세기 동안 피고의 권리가 확장되었다.
(2) 20세 기 동 안 반 역 단 체 로 간 주 되 는
단체들의 회원수가 극적으로 증가했다.
(3) 20세 기 동 안 검 열 은 정 부 의 주 된
정책이었다.
(4) 20세기 동안 공산주의자 활동에 대한
공포심이 정부의 조치를 촉진했다.

[9]

[다음 장]

50 민권법(Civil Rights Act, 1964년)과 미국 장애인
복지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1990년)
은 어떤 주요 면에서 서로 비슷했습니까?
(1) 두 법 모두 미국인들을 빈곤으로부터
구출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졌다.
(2) 두 법 모두 대법원에 의한 합헌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3) 두 법 모두 수 년간의 항의 후에 소수
집단에게 투표권을 주었다.
(4) 두 법 모두 차별을 경험한 집단에게 동등한
보호를 제공하였다.

48 다음의 사안 중 1951년의 맥아더 장군 해임 및
1973년 전쟁 권한법(War Powers Act)의 통과와
모두 관련이 있는 것은?
(1) 언론의 자유에 대한 사법부의 제한
(2) 예산 정책에 관한 언론의 영향
(3) 최고사령관으로서의 대통령의 권한
(4) 군사 산업 복합체의 확장
49 2000년도 대통령 선거가 1824년도 및 1876년도
대통령 선거와 어떤 면에서 비슷합니까?
(1) 대통령 선거인단 득표수가 같았다.
(2) 제3당 후보가 대통령 선거인단으로부터
여러 득표를 받았다.
(3) 일반 유권자 투표수의 승자가 대통령이 되
지 못했다.
(4) 미국 상원이 당선자를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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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세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별도의 에세이 책자에 쓰십시오.
파트 II
주제형 에세이 문제

지시사항: 서론과 아래의 과제를 다루는 여러 개의 문단 그리고 결론을 포함하는 잘 구성된 에세이를
작성하십시오.
주제: 변화 — 헌법 수정안
헌법 제정자들이 미국 헌법을 작성할 당시, 그들은 개정 절차를
포함시켰습니다. 지금까지 통과된 수정안들은 미국 사회에 정치적, 사회적
및 경제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과제:
미국 사회를 변화시킨 헌법 수정안 두 개를 선택하고, 각 수정안에 대하여
• 그 수정안의 채택을 초래한 역사적인 상황을 묘사하십시오.
• 헌법 수정안이 미국 사회에 가져온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또는 경제적
변화를 논하십시오.
미국 사회를 변화시킨 어떤 헌법 수정안이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려해 볼 만한
개정안의 예로는, 수정 제13조(노예 제도 폐지, 1865년), 수정 제17조(상원의원 직접
선출, 1913년), 수정 제18조(금주법, 1919년), 수정 제19조(여성의 투표권, 1920년),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 제한, 1951년), 수정 제24조(인두세 폐지, 1964년), 수정 제26
조(18세 시민의 투표권, 1971년) 등이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헌법 수정안은 위에 제안된 것들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지침 사항:
에세이 작성 시, 반드시
• 과제의 모든 측면을 전개 시키십시오.
• 관련사실과 실례 및 상세한 정보로 주제를 뒷받침하십시오.
• 답안을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구성하고 주제를 단순히 반복하는 것 이상의 서론과
본론을 포함하십시오.
파트 II의 답을 전개할 때, 반드시 다음의 일반적 정의를 염두에 두십시오.
(a) 묘사하십시오란 “무엇에 관해 글로 설명하거나 그것에 대하여 말한다”는 의미입니다.
(b) 논하십시오란 “사실, 추론 및 논증을 이용하여 어떤 것에 대하여 관찰하고, 어느 정도
자세하게 진술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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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파트 III의 답을 전개할 때, 다음의 일반적 정의를 염두에 두십시오.
논하십시오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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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미국인들에게, 1920년대는 번영과 자신감이 넘치는 10년이었다. 그러나
그 10년이 끝나기 전에, 1930년대에 매우 다른 미국을 형성할 정치적, 사회적
및 경제적 변화가 시작되었다.
과제: 문서들이 제공하는 정보와 본인의 미국 역사 지식을 활용하여 파트 A의 각
문서 아래에 있는 문제들에 답하십시오. 이 문제들에 대한 답은 파트 B의
에세이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다음은 파트 B에서
작성하게 될 에세이 문제입니다.
• 미국 사회에서 1920년대와 1930년대 간의 차이점들 그리고/또는
유사점들을 논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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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A
단답형 문제
지시사항: 문서를 분석하고, 각 문서 아래에 있는 단답형 문제의 답을 주어진 칸에 쓰십시오.
US
LL 1
08 Doc01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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ᆖᅧ: Andrew Cayton et al.,
America: Pathways to the Present,
Prentice Hall, 1995 (੭ႜን)

ᆖᅧ: Daniel R. Fitzpatrick, St. Louis Post-Dispatch,
September 21, 1924

1 이 삽화들에 의하면, 1920년대에 캘빈 쿨리지 대통령의 행정부와 대기업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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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2
…그들의[여성들의] “자신의 삶”이란 어떠했을까요? 글쎄요, 한 가지는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무언가를 하고자” 원했는 중산층의 소녀들이 할 수 있던
일은 대개 학교 선생님, 사회 복지 관련의 일, 간호직, 속기 및 사업체에서의 사무직의 일
등에 국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학교와 대학으로부터 쏟아져 나와 모든
종류의 새로운 직업들로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출판사와 광고 회사의 사무실을 점령했으며,
치킨 파이나 시나몬 토스트의 구매자 보다 상인[판매자]이 더 많게 될 정도로 찻집 경영에
나섰고, 골동품을 팔고, 부동산을 팔며, 작은 고급 매점을 개업하고, 마침내는 백화점을
점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920년의 백화점은 여대생들에게는 부르주아[중산층]들이
이용하는 “가난한 여종업원들”을 고용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1920년대 말 무렵의
백화점은 여대생들이 일자리를 갖기 위해 여성 스포츠 의류 매장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심지어는 언젠가 행운이 그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자신들을 구매자나 디자이너로 만들어줄
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안고 카운터 뒤에서 물건을 파는 곳이 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평생을 소크센터[미네소타]라는 작은 마을에서 지내는 것에 만족했을 시골 소녀들이
지금은 베스츠, 메이시즈, 마샬 필즈와 같은 백화점의 부를 찾아 뉴욕이나 시카고로 가기
위해 아버지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아이들 육아의 부담을 가진[짐진] 기혼 여성들과
직업을 찾을 수 없던 기혼 여성들은 가사일과 육아도 결국 “전문 직업”이라는 생각으로
자신들을 위로했습니다. 온 나라에 걸쳐 점심식사 식탁에서 결혼한 여자가 직업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아이 엄마가 직업을 가질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토론만큼 뜨겁게 논의된
주제는 없었습니다. 또한 미혼 여성의 경우, 그들이 왜 가게나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지에
대해 더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오히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변호를
해야 했습니다…
출처: Frederick Lewis Allen, Only Yesterday: An Informal History of the 1920s,
Harper and Row, 1931

2 프레드릭 루이스 알렌(Frederick Lewis Allen)에 따르면, 1920년대에 중산층 여성의 삶이 변화된 방식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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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3
하워드 존슨(Howard Johnson)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 신문사 편집장이었습니다.
…당시는 르네상스에 대한 시간이 무르익었을 때였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의
황제가 패한 후, 낭만주의와 긍정적인 기대가 할렘 전체를 휩쓸었습니다. 연합군은 민주주의를
위한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이제는 미국에서 당시 행해지고 있던 무자비한
폭력이나 차별에 대한 체제를 변화시킬 무언가가 일어나야 할 때였습니다. 유럽에서
해방자로 여겨지며 환영받았던 흑인들[아프리카계 미국인들]로 이루어진 군대들은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전쟁 중에 내걸었던 슬로건과 비슷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국인 미국 내에서의 민주주의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반적인 생각이 “르네상스”라는 개념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분리와 차별이 존재하는 사회 내에서 어떻게 밝고 긍정적일 수
있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흑인 사회에는 그들의 생존과 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두 가지의 매우 중요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그들의 기본 바탕에 영감을 주었던
복음과 신앙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재즈로 표현되는 세속적인 면의
음악이 있었던 여흥의 세계였습니다…
출처: Howard Johnson, interviewed in Jennings and Brewster, The Century, doubleday, 1998

3a 하워드 존슨(Howard Johnson)에 따르면, 제1차 세계대전이 흑인 사회에 끼친 영향 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core

b 하워드 존슨(Howard Johnson)에 따르면, 1920년대에 흑인 사회를 도와주었던 요인 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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ᆖᅧ: Carey Orr, Chicago Tribune, 1924 (੭ႜን)

4 이 삽화가가 1920년대 세대에 대해 하고 있는 비판 한 가지를 서술하십시오.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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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5a
I. W.번햄(I.W. Burnham)은 월 스트리트의 주식 중매인이었습니다.
…증권 시장에서 사람들이 많은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 고객을 방문하거나 배달을
갔을 때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바빴으며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꽤 있었습니다. 바로 이 때가 일반 대중들이 예전에 비해 주식 시장에
관심을 더 가지게 된 때입니다. 주식 가격은 꾸준히 오르고 있었으며, 비록 여전히 투자는
주로 부자들만이 하고 있었지만, 일반인 가운데에서도 그들의 친구가 하룻밤 사이에
20,000달러 혹은 30,000달러를 벌었다는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누구든
참여하고자만 한다면, 필요한 돈의 10퍼센트만 투자하면 나머지는 중개인이 채워넣을
거라는 추측이 만연하고[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출처: i. W. Burnham, interviewed in Jennings and Brewster, The Century, doubleday, 1998 (개정판)

5a I.W. 번햄(I. W. Burnham)에 의하면, 1920년대에 일반 대중들이 증권 시장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 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core

문서 5b
…1920년대에 대기업을 비판하던 사람들은 집중이 심화된 것 뿐 아니라, 기술적 혁신에
의한 혜택이 결코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았다는 사실 또한 강조했습니다. 회사의 이익과
배당금은 임금 상승을 훨씬 초과했으며, 그 시대의 높은 생산성에도 불구하고 우려할만한
정도로 실업이 존재했습니다. “1920년대 황금시대”의 어느 때이든지 간에 7퍼센트에서 12
퍼센트의 사람들이 실업자였습니다. 석탄, 가죽 그리고 직물과 같은 “열악한”[약한] 산업의
공장 노동자들은 풍요로운[번영하는] 시대를 거의 누리지 못했습니다. 빈민가 공동 주택
건물들에 살고 있던 흑인들[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나, 로스앤젤레스나 엘파소의 지저분한
스페인어 사용자 거주 지역에 살던 라틴아메리카계의 사람들, 그리고 황폐한 보호구역에
버려진 아메리칸 원주민들도 풍요를 누리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1929년에 유혈
폭동이 일어났던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게스토니아에 위치한 로레이 공장(Loray Mill)에서는
그 해 노동자들에게 한 주에 70시간에 달하는 노동에 대하여 남자들에게는 18달러,
여자들에게는 9달러의 주급을 지급했습니다. 쿨리지 번영이 정점에 있을 당시, 게스토니아
상공회의소장은 열네 살의 어린이들에게 하루에 11시간만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며
자랑했습니다. 추측하건데 이백만 명에 달하는 15세 이하의 소년 소녀들이 직물 공장,
크랜베리 늪지, 그리고 사탕무우 밭에서 힘들게 일하기를 계속했습니다. 1929년, 미국
가정의 71퍼센트가 일반적으로 최저 생계 기준이라고 여겨지는 2,500달러 이하의 수입을
벌었습니다. 36,000가구에 달하는 부자들이 빈곤선 이하인, 1년에 1,500달러 이하를 벌던
12,000,000가구(미국 가구의 42퍼센트)의 수입과 맞먹는 수입을 벌여들였습니다…
출처: William e. Leuchtenburg, The Perils of Prosperity, 1914–1932, University of Chicago Press

5b 윌리엄 루첸버그(William Leuchtenburg)에 따르면, 1920년대의 경제 문제 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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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 차트들에 나온 정보에 근거하여, 1930년대 초반의 경제 동향 한 가지를 서술하십시오.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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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7a
브루스 크레이븐(Bruce Craven)이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의 방송 대담을 듣고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1933년 7월 25일
친애하는 대통령님,
…그가 정말로 기억되었던 적이 비록 있었더라도, 잊혀진 사람은 잊혀졌습니다. 저는
연방 토지 은행(Federal Land Bank)의 공인 변호사이며, 신규 대출 규약에 관한 정보가
공표되었을 당시, 초라한 한 사람이 드디어 자신이 기억되었을지도 모른다는 헛된 희망을
품고 저를 만나러 온 적이 있습니다. 그는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수천 명의 농부들과
마찬가지로, 50에이커 정도의 토지를 소유하고 스스로 모든 일을 다 해내면서도 대부금
때문에 농장을 잃게 된 농부입니다. 그러나 대출을 얻으려면 감정을 위해 미리 20달러를
지불해야 하며, 측량를 위해 10달러를 추가로 내야 하지만, 그는 그렇게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사안에 대해 모건타우 씨[헨리 재무장관]를 비롯한 그의 산하의
모든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지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가난한
사람은 그냥 가난한 대로 내버려둬야 한다는 생각이 만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대통령님께, 이 대출과 공공사업에 관한 어떠한 규약이 발효되기 전에 각 감독기관에
적어도 한 사람을 임명하셔야 한다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한 사람이라함은, 실제로 이
나라에 “힘없는 사람”이 있음을 알고, 그런 사람들이 한번도 정당한 기회를 가지지
못했음과, 그런 사람도 그러한 기회를 가질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을 뜻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어떻게든 대통령님께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과 친분이 전혀
없는, 이러한 잊혀지고 힘없는 사람을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존경을 담아,
노스캐롤라이나주 트리니티에서
브루스 크레이븐 드림
출처: Levine and Levine, The People and the President: America’s Conversation with FDR,
Beacon Press, 2002

7a 브루스 크레이븐에 따르면, “잊혀진 사람”은 왜 도움이 필요합니까?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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ᆖᅧ" C. D. Batchelor, New York Daily News, October 11, 1936

7b 이 삽화에 의하면, “잊혀진 사람”과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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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8a
… 직업을 가진 여성들은 처음에는 남자들보다 더 빠른 속도로 그들의 일자리를 잃었으나 그
후 더 빠르게 일자리를 되찾았습니다. 대공황 초기 몇 년 동안, 연방 정부를 포함한 많은
고용주들이 그들이 가진 일자리를 가계의 가장들에게 나누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는
가계의 “이차적인” 수입원으로 간주되는 기혼 여성의 해고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대공황 이전에 이미 확립된 고용 양식에 있어서의 성차별 역시 여성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중공업 분야가 최악의 실업을 겪었지만, 철 공장에서 뜨거운 가마에 불을
때거나 조립라인에서 리벳을 박거나 혹은 건설 현장에서 망치를 휘두르는 여성의 수는
상대적으로 거의 없었습니다. 반면 여성들이 매우 많이 분포되었고 실제로 고용자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교사직은 월급은 줄었지만, 일자리를 잃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당시 경제 기저 동향은 전화 교환수나 서기 일처럼 1930년대에 새롭게 나온
일자리들이 특히 여성들에게 더 알맞은 직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출처: david M. Kennedy, Freedom From Fear: The American People in Depression and War, 1929–1945,
oxford University Press

8a 데이비드 M. 케네디(David M. Kennedy)에 따르면, 대공황이 여성에게 끼친 경제적 영향 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core

문서 8b
. . . 비록 분명히 지극히 제한적이었지만, 대공황 동안 흑인들[아프리카계 미국인들]
을 위한 개선은 인식할 수 있을[눈에 띌] 정도였습니다. 1935년 5월, “제2차 뉴딜정책”이
시작되었을 당시,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은 새로운 WPA(Works Progress
Administration, 공공사업촉진국)의 사업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는 대통령령 7046을
시행했습니다. 차별은 계속되었지만, WPA는 많은 흑인들에게 신이 보낸 선물과도
같았습니다. 1930년대 말, 국가 전체에서 흑인의 인구가 10퍼센트 미만이었지만, WPA
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 정도가 흑인들이었습니다. 물론 이는
흑인이 백인에 비해 훨씬 사정이 나빴음을 반영하는 것이었지만, WPA는 많은 흑인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게다가, WPA의 최저 주급 12달러는 이전에 많은 흑인들이
벌던 수당의 두 배에 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백안관 비서실장 해럴드 이키즈(Harold Ickes)의 PWA(Public Works Administration,
공공사업국)은 그들이 지은 공공 주택을 흑인들에게 공정한 지분 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PWA는 여러 개의 통합 주택 사업을 건설하기도 했습니다. PWA의 건축 임금 또한 흑인들에게
공정하게 지급되었습니다. 1936년 PWA 임금의 31퍼센트가 흑인 노동자들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이키즈 백안관 비서실장은 현지 노동력에서 전체 흑인 인구수에 비례하는
흑인들을 고용하는 것을 의무로 하는 할당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 이러한 선례는
후에 전쟁 시의 공평고용 실행위원회(Fair Employment Practices Commission)와 1960년대
및 1970년대의 민권 입법과 법원 판결 등으로 (적어도 이론적으로나마) 계승되었습니다. . . .
출처: Robert Mcelvaine, The Great Depression: America, 1929–1941, three Rivers Press

8b 로버트 맥엘바인(Robert McElvaine)에 따르면, 뉴딜 정책이 경제적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게 끼
친 영향 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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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9
…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시도로,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은 ‘지출과 대여’라는
거대한 연방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비상 구제 세출법(Emergency Relief Appropriations
Act) [1938년] 아래, 의회에 의해 37억 5천만 달러가 공공 사업과 산업 확장을 위해
할당되었습니다. 직물과 철강의 두 산업은 이 ‘펌프에 마중물을 붓는 식의 경기 부양책’
(루즈벨트가 이렇게 부름)의 즉각적인 혜택을 보았으며 그 생산이 증가했습니다. 부츠와
신발, 그리고 건축 산업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 해[1938년] 연말까지 주택 건설은
기존의 모든 기록들을 뛰어 넘었습니다. 심지어 심한 곤경에 있었던 철도 회사들도 연방
정부가 주는 현금 혜택을 이용하여, 만약 실행되었더라면 어려움만을 가중시켰을 이미
발표한 15퍼센트 임금 삭감을 하지 않아도 되었으며…
출처: Martin gilbert, A History of the Twentieth Century: Volume Two: 1933–1951, HarperCollins, London

9

마틴 길버트(Martin Gilbert)에 따르면,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의 산업에 대한 정책의 효과
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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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B
에세이
지시사항: 서론과 여러 개의 문단 및 결론을 포함하는 잘 구성된 에세이를 작성하십시오. 최소한
다섯 개의 문서에서 근거를 찾아 에세이에 사용하십시오. 관련 사실과 실례 및 자세한 정보로
답안을 뒷받침하십시오. 관련있는 다른 출처의 정보도 추가로 포함하십시오.
역사적 배경:
많은 미국인들에게, 1920년대는 번영과 자신감이 넘치는 10년이었다. 그러나
그 10년이 끝나기 전에, 1930년대에 매우 다른 미국을 형성할 정치적, 사회적
및 경제적 변화가 시작되었다.
과제: 앞의 문서들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본인의 미국 역사 지식을 이용하여, 다음에
대한 에세이를 작성하십시오.
• 미국 사회에서 1920년대와 1930년대 간의 차이점들 그리고/또는
유사점들을 논하십시오.
지침 사항:
에세이 작성 시, 반드시
• 과제의 모든 측면을 전개 시키십시오.
• 최소한 다섯 개의 문서에 있는 정보를 반영하십시오.
• 관련 있는 외부 정보를 반영하십시오.
• 관련사실과 실례 및 상세한 정보로 주제를 뒷받침하십시오.
• 답안을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구성하고 주제를 단순히 반복하는 것 이상의 서론과
본론을 포함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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