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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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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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험은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파트의 모든 질문에 답하십시오.
파트 II, 파트 III A, 그리고 파트 III B의 답안을 작성할 때는 검정색이나 진한 청색

펜을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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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시된 대로 기입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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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은 에세이 책자 1페이지부터 기입하십시오.

파트 III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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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에는 하나 이상의 문제가 따릅니다. 각 문제의 답은 이 시험책자

안의 문제 아래에 있는 칸에 기입하십시오.

파트 III B에는 그 문서들을 바탕으로 하는 한 개의 에세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에세이 책자 7페이지부터 기입하십시오. 

시험을 마친 후, 답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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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N EDITION
U.S. HISTORY AND GOVERNMENT
WEDNESDAY, JANUARY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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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과 2번 문제는 아래 그래프와 자신의
사회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이어리 운하의 수송 총 톤수, 1836년–1860년

— Douglass C. North, The Economic Growth of the 
United States, 1790–1860, W.W. Norton & Company (개정판)

1 이 그래프의 정보는 다음 중 어느 결론을 가장 
명확하게 뒷밤침합니까?

(1) 이어리 운하는 중서부로의 이주 속도를
늦추었다

(2) 이어리 운하는 주요 운송 수단으로써
철로를 대체했다

(3) 이어리 운하는 허드슨 강과 오대호 간의
운송을 개선시켰다

(4) 이어리 운하는 운하 사용에 있어서
증기선의 발달에 의존했다

2 이어리 운하 완공의 주요 결과 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1) 로체스터 인구수가 떨어짐
(2) 챔플레인호에서의 수송이 감소됨
(3) 운하를 따라 위치했던 제조업이 감소됨
(4) 뉴욕 시가 미국의 상업 중심지가 되었음

3 다음 중 남부 식민지의 경제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1) 풍부한 숲들
(2) 따뜻하고 습한 하절기
(3) 풍부한 철광과 석탄 내장량
(4) 제조업을 위한 풍부한 수력

4번 문제는 아래의 글과 자신의 사회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배 심 원 단 이 물 러 갔 다 가 잠 시 후 에
돌아왔으며, 서기는 배심원들에게 평결에
도달했는지의 여부, 그리고 언급된 정보
상에서 존 피터 쟁거가 명예 훼손에 관한
문 서 를 인 쇄 하 고 발 간 했 는 지 여 부 를
물었습니다. 그들은 배심원 대표인 토마스
헌트를 통해 무죄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사람들로 가득찬 법정에서는 세 번의
만세[환호]가 울러퍼졌으며, 다음날 저는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 John Peter Zenger, 1734

4 이 글에서 논의된 법정 사례가 식민지
시대의 미국의 발전에 중요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1) 이 사례가 출판의 자유 원칙을 확립하는
데 도움을 주었기 때문

(2) 이 사례가 이중 위험 원칙을 확립하는
데 도움을 주었기 때문

(3) 이 사례가 집회의 자유 원칙을 확립하는
데 도움을 주었기 때문

(4) 이 사례가 사법부 독립 원칙을 확립하는
데 도움을 주었기 때문

5 독립 선언서에 사용된 사회 계약설은 다음
중 어느 인물의 저서에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습니까? 

(1) 존 로크
(2) 아담 스미스
(3) 볼테르
(4) 벤저민 프랭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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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방 규약 하에서, 1781년과 1787년 사이의
기간이 흔히 “결정적 시기”로 불리는 이유는?

(1) 식민지들이 영국에 높은 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강요받았기 때문

(2) 주들이 프렌치 인디언 전쟁을 치르고
있었기 때문

(3) 남부의 주들이 노예제도 문제로 인하여
연방으로부터 탈퇴할 것이라고 위협했기
때문

(4) 중앙 정부가 주요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권한이 부족했기 때문

7 다음 중 마버리 대 매디슨에서 확립된 연방
사법제도에 관한 권한은?

(1) 대통령이 모든 연방 판사들을 임명한다.
(2) 의회가 하급 연방 법원들을 만든다.
(3) 연방 법원들의 구성원들은 평생직이다.
(4) 연방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선언될 수

있다.

8 재무 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이 Bank of the
United States(미국의 은행)을 설립하는 것을
지지한 이유는?

(1) 이 은행이 각 주에 있는 은행들의 힘을
더 크게 할 것이기 때문

(2) 이 은행이 관세의 필요성을 줄일 수 있도록
수익을 올릴 것이기 때문

(3) 이 은행이 새로 설립된 미국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

(4) 이 은행이 농부들에게 낮은 이자로 대출을
제공할 것이기 때문

9 위스키 반란(1794년) 동안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지도력이 중요했던 이유는?

(1) 연방법을 집행하는 새로운 정부의 능력을
보여주었기 때문

(2) 그의 세 번째 재선을 보장하는 데 도움을
주었기 때문

(3) 개척지의 농부들로 하여금 곡물 생산을
제한하도록 강요했기 때문

(4) 북 서 부 에 서 영 국 의 진 지 구 축 을
중단시켰기 때문

10 맥컬로치 대 메릴랜드(1819년)와 기본스 대
오그덴(1824년)에 대한 연방 법원 판결의 주요
결과 한 가지는?

(1) 대통령에 의한 권한의 남용이 방지되었다.
(2) 연방 정부의 권한이 확대되었다.
(3) 영토들에 대한 의회의 권한이 줄어들었다.
(4) 권리장전에 보장된 자유가 제한되었다.

11번 문제는 아래의 연대표와 자신의
사회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1803 — 루이지애나 구입 조약이 미국의 서쪽 
경계를 확립하였다.

1818 — 영국과의 회담이 루이지애나 영토의 북쪽
경계를 확립하였다.

1819 — 애덤스 오니스 조약이 플로리다를 미국에
속하게 하였다.

1842 — 웹스터 애시버톤 조약이 메인-캐나다 
경계를 확립하였다.

1846 — 오리건 조약이 오리건 영토의 북쪽 경계를
확립하였다.

11 이 연대표는 19세기 초 미국이 주로 무엇을
통해 영토를 획득했음을 보여줍니까?

(1) 전쟁 (3) 행정 명령
(2) 외교 (4) 중재

12 1830년대에,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인디언
제거 정책을 지지한 이유는?

(1) 백 인 정 착 자 들 이 아 메 리 카 원 주 민
인디언들이 살았던 땅을 원했기 때문

(2) 아메리카 원주민 인디언들이 남부의
도시들을 공격하고 있었기 때문

(3) 그를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아메리카
원주민 인디언들을 벌주고자 했기 때문

(4) 미국이 텍사스를 완전히 통치하는 것을
추구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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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 문제는 아래의 그림과 자신의 사회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
출처: Emanuel Leutze, 1861

13 다음 중 이 화가에 의해 전달되는 관점은?

(1) 명백한 운명설(Manifest Destiny)에 대한 찬미
(2) 노예제 폐지에 대한 반대
(3) 알래스카 구입에 대한 반대
(4) 산업 발전에 대한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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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과 15번 문제는 아래 화자들의 말과
자신의 사회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화자 A: 영 토 들 에 서 노 예 제 도 문 제 를
해결하는 올바른 방법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주가
노예주인지 자유주인지를 결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화자 B: 드레드 스콧 대 샌포드에 대한 대법원
의 판결은 바로 이 나라가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제는 노예
폐지론자들이 그들의 간섭을 그만 둘
것입니다.

화자 C: 연방으로부터의 탈퇴는 법률에
위반되며 반역입니다. 연방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취해야 합니다.

화자 D: 주들의 권한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연방 정부는 그 권한을 넘어 서고
있습니다.

14 화자 A에 의해 제시된 해결법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1) 무효화 (3) 엽관제도
(2) 국민 주권설 (4) 연방법 우위

15 다음 중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견해들을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는 화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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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남북 전쟁 직후 남부에서 흑인 단속법이
제정된 것은 어떤 노력의 일환이었습니까?

(1) 미국 사회에 해방된 노예를 편입시키려는
노력

(2) 노예 해방 선언을 집행하려는 노력
(3) 교육 기회를 늘리려는 노력
(4) 새롭게 해방된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권리를 제한하려는 노력

17번과 18번 문제는 아래 화자들의 말과
자신의 사회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화자 A: 정부는 사업 활동에 간섭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스스로 조절될 것입니다. 성공적인
사업들은 살아남을 것이고, 비효율적인
사업들은 제거될 것입니다.

화자 B: 통제되지 않은 자본주의로부터 초래된
불평등은 너무나도 막대합니다. 
개개인의 노동자와 소비자는 사업
소유주들의 재량에 맡겨집니다. 
정부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만 합니다.

화자 C: 정부가 주요한 생산 설비, 교통 및 은행
산업을 소유하고 경영해야 합니다.

화자 D: 노동자들이 자신들이 일하고 있는
산업을 지배해야 합니다. 이윤은
노 동 자 들 사 이 에 서 공 평 하 게
나눠져야 합니다.

17 다음 중 화자 B가 선호하는 사업 방향의 연방
정부의 조치는?

(1) 대륙횡단 철도법의 통과
(2) 셔먼 독점금지법의 통과
(3) 공무원 제도의 창설
(4) 미국 대 E. C. 나이트 회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18 다음 중 자유방임주의 경제의 원칙과 가장
일치하는 관점을 표현하는 화자는?

(1) A (3) C
(2) B (4)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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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번 문제는 아래의 사진들과 자신의 사회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출처: National Museum of the American Indian, Smithsonian Institution

19 이 두 사진이 제시하는 칼라일 인디언 학교의 주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1) 종족의 전통에 따라 미래의 지도자를 훈련시킴
(2) 인디언 보호구역에서의 아이들의 삶을 준비시킴
(3) 공장에서 일하는 데 필요한 기술들을 가르침
(4) 문화적 동화를 촉진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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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880년 이후 미국으로 건너온 “새로운
이민자들”을 적대시하게 된 주요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1) 그들이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인들보다
교육을 더 많이 받았다는 생각

(2) 그들이 대부분의 미국인들보다 더 높은
생활 수준을 가졌는 생각

(3) 그들이 미국의 문화에 쉽게 적응했다는
생각

(4) 그들이 비숙련 노동자로서 일자리를 두고
미국인들과 경쟁했다는 생각

21 국무장관 존 헤이가 세계 강대국들에 개방에
관한 메모(1899년–1900년)를 보낸 이유는?

(1) 중국 노동자들이 미국에 오는 것을 막기
위해

(2) 러일 전쟁을 공평하게 해결하기 위해
(3) 중국에서 미국의 통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4) 의화단 사건을 평화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해

22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의 맹세를 만들어
우리들 스스로 이를 실천하고자 하며, 우리와
공통의 위험에 처해있고 공통의 희망을 가진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와 서로 뜻을
같이 하여 이 합리적이고 도움이 되는 수칙들
[원칙들]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도록 힘쓸
것을 요청합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증류되었거나 발효된,
혹은 맥아로 빚은 와인, 맥주, 사과주 등을 
포함하는 어떤 술도 마시지 않을 것이며, 이 
모든 술들의 사용과 유통을 막기 위해 모든 
적절한 수단을 동원시킬 것을 하나님 앞에 
엄숙히 맹세합니다....”

— National Woman’s Christian Temperance Union, 
1908 (개정판)

이 글에 따르면, 이 맹세를 채택한 사람들이
믿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1) 종교는 국가의 정치와 무관하다
(2) 의회는 금주법을 폐지해야 한다
(3) 술의 소비는 사회에 해가 되고 있다
(4) 정부만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23 혁신주의(Progressive) 운동의 주요한 목표
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1) 지출을 줄임으로써 연방 예산의 균형을
맞춘다

(2) 노동자들에게 실업 보험을 제공한다
(3) 정부에 대한 시민의 직접적인 지배를

제한한다
(4)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법률들을 통과시킨다

24 테오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의 외교 정책의
목적 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1) 태평양 섬 영토들을 병합하여 미래의
주들을 만든다

(2) 서반구에서 유럽의 간섭을 제한한다
(3) 미국이 라틴 아메리카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한다
(4) 아프리카에서의 독립 운동을 장려한다

25 W. E. B. 두 보이스와 부커 T. 워싱턴 사이에
의 견 차 이 가 가 장 컷 었 던 사 안 은
무엇이었습니까?

(1) 셔먼 반독점법의 합헌성
(2) 파나마 운하의 건설
(3) 인종적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들
(4) 제1차 세계대전 동맹국들 지원

26 제1차 세계대전 후, 미국이 국제 연맹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한 상원의원들은 미국이
국제 연맹의 회원이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까?

(1)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할 것이다
(2) 비회원국과의 교역이 더 어려워질 것이다
(3) 미국이 전통적인 군사 동맹 관계를

종식시킬 것을 강요받게 될 것이다
(4) 나중에 미국이 세계 분쟁들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27 제1차 세계 대전 중의 대이동은 다음 중 어느
이동을 가리킵니까?

(1) 북동부 공장 노동자들의 선벨트 지대로의
이동

(2) 달갑지 않은 외국인들로 여겨져 러시아로
강제 추방된 공산주의자들의 이동

(3) 일자리를 찾기 위해 북부의 도시들로 간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이동

(4) 동부 유럽에서 미국으로 피난 온 망명자들의
이동

28 1920년대에 지역간의 문화적 차이를 약화시킨
것에 기여한 주요 요인은 무엇이었습니까?

(1) 텔레비전의 발달
(2) 라디오와 영화의 인기가 높아짐
(3) F. 스콧 피츠제럴드와 싱클레어 루이스

소설의 출판
(4) 찰스 린드버그의 비행 후 항공 여행의 증가

29 1920년대에 일어난 사코와 반 제티의 재판, 
파머 습격, 그리고 큐 클럭스 클랜의 부활이
시사하는 바는? 

(1) 이민자를 배척하는 정서가 강해지고 있었다
(2) 도시와 농촌의 미국인 간의 문화적 가치가

비슷했다
(3) 국제 문제에 개입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증가하고 있었다
(4) 이민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감소하고 있었다

30 대공항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허버트 후버
대통령과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 간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이었습니까?

(1) 루즈벨트 대통령은 지원을 제공하는 데
있어 민간 자선에 의존하기를 원했다

(2) 루즈벨트 대통령은 개개인의 자립심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3) 루 즈 벨 트 대 통 령 은 일 자 리 를 잃 은
사람에게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했다

(4) 루즈벨트 대통령은 정부가 경제 개혁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31 뉴딜 정책 동안 만들어진 연방 기관 중, 증권
시장의 심각한 문제들을 막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진 것은? 

(1) 사회 보장국
(2) 공공사업 진흥국
(3) 농업 조정국
(4) 증권 거래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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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번과 33번의 문제의 답은 아래의 삽화와 자신의 사회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출처: Joseph Parrish, Chicago Tribune, February 8, 1937

32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에 관한 1937년
의 이 삽화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1) 대통령이 대법원에 관한 대중의 경외심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

(2) 대통령이 그의 정치적 적수들에 반대하여
대법원의 도움을 빌리려 하고 있다

(3) 대통령이 대법원에 대해 과다한 영향을
행사하려 시도하고 있다

(4) 대통령이 대법원의 입법 심사를 허락하지
않고 있다

33 이 삽화에 나타난 상황의 결과 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1) 루즈벨트 대통령이 재선에 나가지 않기로
결정했다

(2) 대법원이 대부분의 뉴딜정책 프로그램을
종식시켰다

(3) 루즈벨트 대통령이 권한 남용의 이유로
탄핵되었다

(4)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법원을 자기에게
유리한 인원으로 채우는 것을 의회가
반대했다



34번 문제는 아래의 그림들과 자신의 사회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34 이 그림들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여성들에게 무엇을 하기를 장려하는 데
사용되었습니까?

(1) 전쟁 채권을 구입함으로써 수익을 늘리기
(2)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가정용품을 아껴쓰기
(3) 연합군들에게 식량을 제공하기 위해 식량을 기부하기
(4) 방위 산업체에서 일을 함으로써 전쟁을 지원하기

  

War Production Board, 1943  O!ce of War Information,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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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연합국이 독일과
일본의 전시 공직자들에 대해 전범 재판을
행한 법적인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1) 이 공직자들이 무력으로 군주 국가들을
전복시켰다

(2) 이 공직자들이 불가침 조약을 위반했다
(3) 이 공직자들이 인류에 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4) 이 공직자들이 공산주의 경찰 국가를

건립했다

36 1949년에 북대서양 조약 기구 (NATO)가
만들어진 주요 목적은?

(1) 회원국들 간의 상호 방위를 제공하기 위해
(2) 회원국들 간의 사회적, 문화적 교류를

촉진시키기 위해
(3) 미 국 과 아 시 아 간 의 자 유 무 역 을

촉진시키기 위해
(4) 전 쟁 으 로 파 괴 된 서 유 럽 의 경 제 를

재건하기 위해



37번 문제는 아래의 글과 자신의 사회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군 복무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종,
피부색, 종교 혹은 출신 국가에 관계 없이
동등한 처우와 기회를 주는 것이 대통령의
정책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정책은 군의
효율과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 필요한 변화를 실행에 옮기는 데 필요한
시간을 참작하되 최대한 빨리 실행될
것입니다. …

— President Harry Truman, Executive Order 9981, 
July 26, 1948

37 이 글에 따르면, 트루먼 대통령이 이 행정
명령을 발표한 주요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1) 군대 징집을 중지하기 위해
(2) 군대에서의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해
(3) 여성의 전투 참여 기회를 늘리기 위해
(4) 냉전에서 싸울 충분한 군인들의 수를

확보하기 위해

38 “미국이 그리스와 터키에 지원을 보내다”

“중국이 공산 국가가 되다”

“조 매카시 상원의원이 미국 정부가 
공산주의자들로 우글거린다고 주장하다”

다음 중 위의 신문 표제들에 관한 가장 타당한
일반화는?

(1) 냉전이 미국의 국내 및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쳤다.

(2) 소련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재건을 도왔다.

(3)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중립 외교
정책으로 돌아섰다.

(4) 국제 연합이 파시즘을 막기 위한 노력에
앞장섰다.

39번과 40번의 문제는 아래의 인터뷰와
자신의 사회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기자 마이크] 월리스: 알겠습니다, 주지사
님. 연방 지방 법원은 이미 리틀 락[아칸소
주 소재] 센트럴 고등학교가 통합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합을 방해하고 있는 이유들은 매우
설 득 력 이 없 습 니 다 [약 합 니 다 ]. 대 통 령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주지사 님께서는 이 결정을 존중하여
내일 아침부터 통합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주지사 오벌] 포버스: 저는 이전에 이
통합을 허락했습니다. 경비병들이 배치된
이유는 통합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지역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지역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전제에 기반하여 볼 때, 저는 우리가
연방 법원의 명령에 불복하고 있다는 당신의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 Mike Wallace interview with Arkansas 
Governor Orval Faubus, September 15, 1957

39 위의 인터뷰에서 토의된 안건은 다음 중 어느
대법원의 결정을 시행하기 위한 노력에서
비롯되었습니까?

(1) 드레드 스콧 대 샌포드
(2) 플레시 대 퍼거슨
(3) 브라운 대 토피카 교육위원회
(4) 하트 오브 애틀랜타 모텔 대 미국

40 이 인터뷰에서 나타난 포버스 주지사와
아이젠하워 대통령 간의 대립은 어떻게 끝이
났습니까?

(1) 아프리카계 미국인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연방 군대를 투입함

(2) 의회에 의해 투표권법이 통과됨
(3) 포버스 주지사가 강제로 사직당함
(4) 모든 남부 학교들의 즉각적인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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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번 문제는 아래의 신문 표제들과 자신의
사회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출처: New York Daily News, 
October 23, 1962 (개정판)

41 이 신 문 표 제 들 에 서 강 조 된 위 기 는
무엇이었습니까?

(1) 쿠바에 있는 피그스 만 침공
(2) 피델 카스트로가 쿠바 대통령에 당선됨
(3) 진보를 위한 동맹에 쿠바가 반대함
(4) 소련이 쿠바에 핵 미사일을 설치함

42 다음 중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일어난 베이비
붐의 직접적인 결과는?

(1) 학교 건립이 줄어듦
(2) 교외화가 늘어남
(3) 범죄율이 감소함
(4) 이민이 증가함

43 1960년대와 1970년대 동안, 세자르 차베스가
이주 농장 노동자들을 노동 조합으로
결성시킨 방법은?

(1) 상추와 포도 재배자들의 땅을 압류함
(2) 이민을 제한하기 위한 연방법 통과를

보장함
(3) 거부 운동과 단식 투쟁과 같은 비폭력

전략을 사용함
(4) 재배자들에게 기계화를 통해 노동력

사용을 줄일 것을 강하게 요청함

44번 문제는 아래의 편지와 자신의 사회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클라크 M. 클리포드
815 Connecticut Avenue
Washington, D.C. 20006

1965년 5월 17일
대통령
백악관

친애하는 대통령께:

...저는 베트남에 있는 우리의 시설물들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 필요한 정도의
지상군만을 남부 베트남에 주둔시켜야
한다고 믿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바는 미국이
지상군을 아주 크게 증원할 경우, 이는
우리가 지상전에서 반드시 이기려고
한다라고 공산주의자들과 세계가 해석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는 수렁에 빠지는 것과 같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최종 승리라는 현실적인
희망 없이, 점점 더 많은 지상군을 투입하게
만드는 끝없는 전쟁으로 우리를 몰아넣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한국 전쟁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개입된 당사자들의 정치적인
입장, 그리고 지형을 포함한 물리적 환경이
전적으로 다릅니다. …

감사합니다,

클라크

출처: National Security Archive,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44 이 편지에서 미국의 베트남 전쟁 참전에
관해 린든 B. 존슨 대통령에게 주어지고 있는
조언은 무엇입니까?

(1) 공산주의자의 확장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전쟁의 확전이 필요하다.

(2) 베트남에 미국의 군사적인 참여를 늘리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다.

(3) 대통령이 그의 정책을 계속한다면 베트남
전쟁에서의 승리는 보장될 것이다.

(4) 베트남에서의 군사적인 성공이 대통령의
재선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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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번 문제는 아래의 삽화와 자신의 사회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이상하군 — 모든 게 이곳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아”

출처: Herblock, Washington Post, June 23, 1972 (개정판)

45 이 삽화가 다루고 있는 조사들이 가져온
결과는?

(1) 모든 연방 선거에 대해 공적 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승인함

(2)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결국 사임함
(3) 대법원이 닉슨 대통령의 행정 특권을 

인정함
(4) 대통령 보좌관들에 대해 사면이 허락됨

46 “이란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시작하다”

“북한이 지하 핵실험을 수행하다”

“파키스탄이 리비아에 핵무기 기술을 판 
이유로 비난받다”

이 신문 표제들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미국 국가 안보의 우려점은?

(1) 핵무기의 확산
(2)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
(3) 핵무기 실험 금지 조약의 효율성
(4) 전략 무기 감축 조약의 집행

47번 문제는 아래의 글과 자신의 사회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지금까지 있었던 경제적 체제 중 가장
위대하다고 입증된 자본주의는 지난 수십 년에
걸쳐 여타 다른 체제에 비해 많은 장점들이
있는 것으로 분명하게 증명되었습니다. 정보의
고속도로는 그러한 장점들을 더욱 눈에 띄게
만들 것입니다. 이는 물건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이전에 비해 훨씬 효과적으로 구매자들이
원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줄 것이며, 잠재적인
소비자들로 하여금 그러한 물건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살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아담
스미스가 기뻐할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모든 곳에 있는 소비자들이 그 혜택들을
즐기게 될 것입니다.

— Bill Gates, 1995

47 다음 중 이 글의 주요 사상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1) 정보 기술이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더욱
쉽게 만들 것이다.

(2) 정보 기술이 자본주의를 더 이상 쓸모 없는
것으로 만들 것이다.

(3) 정부가 정보 기술 산업을 통제해야 한다.
(4) 정보 기술의 비용이 그 혜택들 보다 더

크다.

48 봉쇄, 도미노 이론, 그리고 대량 보복과 같은
용어들은 다음 중 어느 것을 하기 위한 미국의
외교 정책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까?

(1) 제1차 세계대전(1914�–1917년) 동안 중립
유지

(2) 1930년대에 독일, 일본 등과의 마찰을 피함
(3) 1950년대에 냉전을 벌임
(4) 1970년대에 라틴 아메리카와의 교역을

증가시킴



49번과 50번의 문제의 답은 아래의 그래프와 자신의 사회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구하십시오.

�
— U.S. Census Bureau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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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다음 중 그래프에 있는 정보에 의해 가장
분명하게 뒷받침되는 결론은?

(1) 1900년대 전반에 걸쳐 매 십 년마다 이민이
증가했다.

(2) 이민자들은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인들에
비해 출생률이 높았다.

(3) 미래에는 이민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4) 1990년대의 이민자 수는 1900년대의 처음
십 년의 이민자 수와 거의 같다.

50 다음 중 이 그래프에서 보여진 1930년대와
1940년대 이민의 정도의 주된 원인은?

(1) 미국에서의 무상 토지가 부족함
(2) 전세계적인 경제 위기 및 전쟁
(3) 이민 배척주의자들이 새 이민자들을

공격함
(4) 유럽에서 정치적 환경이 개선됨



파트 II의 답을 작성할 때 다음의 일반적 정의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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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회의 입법)

과제:

중요한 사안을 다루기 위한 의회의 입법 중 어느 것이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려할 만한 제안사항으로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미주리 타협(1820) 와그너 법/미국 노동관계법(1935)
도망자 노예법(1850) 주간 고속도로 법(1956)
자영 농지법(1862) 시민권법(1964)
육류 검사법(1906) 교육 개정안 타이틀 IX(1972)
연방준비법(1913) 북미 자유무역 협정(1992)

답안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위에 제안된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미국 애국자법은 그 정보가 문서에 기반한 문제에 나와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헌법 개정안은 다른 과정을 통하여 채택됨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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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는 중요한 사회적, 경제적 사안들을 다루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러한 법률들은 종종 미국 및/또는 미국 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 두 가지를 선택하여, 각 법안에 대하여

• 그 법안이 통과되게 만든 역사적 상황들을 묘사하십시오

• 그 법률이 미국 및/또는 미국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 논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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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파트 III

문서에 기초한 문제

이 문제는 주어진 문서들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 문제는 역사적 문서를 처리하는 능력을 시험하기
위한 의도로 고안되었습니다. 문서들의 일부 내용은 이 문제의 목적에 맞도록 편집되었습니다. 
문서들을 분석할 때, 각 문서의 출처와 문서에 나타난 관점을 참작하십시오. 각 문서에 사용된 언어는
그 문서가 쓰여진 시기의 역사적인 배경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십시오.

역사적 배경:

국가적 위기 기간 동안, 미국의 대통령들은 시민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결정들을 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결정에는 에이브러햄
링컨의 인신 보호 정지, 프랭클린 D. 루즈벨트의 일본계 미국인을 
이주시키는 행정 명령, 그리고 조지 W. 부시의 미국 애국자법에 서명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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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 III의 답을 작성할 때 다음의 일반적 정의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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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적 배경에 나와 있는 시민의 자유에 영향을 미친 대통령의 결정들 중
두 가지를 선택하고, 각 결정에 대하여

• 이 결정을 하게 한 역사적 상황들을 묘사하십시오

• 대통령의 결정에 찬성한 사람 그리고 반대한 사람의 주장에 대해
논하십시오



문서 1a

출처: Kennedy and Bailey, eds., The American Spirit, Volume I: To 1877, Houghton Mifflin,
2002 (개정판)

문서 1b

출처: James M. McPherson, This Mighty Scourge: Perspectives on the Civil War,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개정판)

1 이 문서들에 의하면, 1861년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직면했던 문제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2]

(1)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861년 4월 볼티모어의 군중들이 워싱턴을 방어하기 위해 볼티모어를 지나는 메사추세츠 제6
보병대를 공격한 이후, 메릴랜드의 다른 남부 연합 동조자들은 전신줄을 끊고 수도를 외부와
연결하는 철도 교량들을 불태웠습니다. 이에 대해, 링컨은 필라델피아와 워싱턴 사이에 인신 보호
영장[불법적인 구금으로부터 보호]을 정지시켰습니다. 이후 인신 보호 영장을 정지시키는 대통령의
명령은 그 범위가 점점 더 늘어갔으며, 1862년 9월 24일의 선언이 있었을 때에는 전국—남과 북—
및 허락된 군법과 군사 법원에 의한 재판에서 입증된 “모든 반역자들 및 반란자들, 그들의 조력자들
및 교사자들[동조자들] … 자발적인 병적 편입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 군대 징집에 반대하는 사람 및
모든 종류의 반역 행위를 한 자, 미국의 국법에 반하여 반란자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편의를
제공하는 자들”에게 그 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

Score

Score

파트 A
단답형 문제

지시사항: 문서들을 분석하고, 각 문서 아래에 있는 단답형 문제의 답을 주어진 칸에 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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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2a

1863년 5월 16일, 뉴욕 주의 올버니 민주당 위원회는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헌법을 남용했다며
맹렬히 비난하는 여러 개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문서 2a는 인신 보호 정지에 관한 그들의 비판에
대응하는 대통령의 편지에서 발췌한 한 부분입니다.

출처: President Abraham Lincoln, “The Truth from an Honest Man: The Letter of the President,” 1863

문서 2b

출처: Frank J. Williams, “When Albany Challenged the President,” New York Archives, Winter 2009

2 이 문서들에 의하면, 링컨 대통령이 인신 보호 영장을 정지한 것을 옹호하는 데에 사용된 주장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1]

...우리의 경우는 반역—내 앞에 있는 결의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듯—에 관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는 분명하고, 극렬하며, 거대한 종류의 반역이고, “인신 보호 영장의 특권은
반역이나 적의 침공과 같은 경우와 같이 국민의 안전이 이를 필요로 하지 않는 한
정지되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헌법의 그 조항은 바로 지금 이 경우에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것입니다. …

...링컨의 견해로는, 헌법 입안자들이 “정부에 반역하여 급작스럽고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봉기”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했던 인신 보호 영장의 정지를 허락한 조항을 삽입한 것은
매우 현명한 것이었습니다. 링컨은 올버니의 민주당원들에게 발렌디그햄[오하이오 주 전
하원의원 클레멘트 발렌디그햄]를 체포한 것은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그가
정부를 비판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원들은 정부가 발렌디그햄의
입을 막기 위해 그를 체포했다고 비난했으며, 아틀라스와 아거스는 “[그] 체포는 노예제도
폐지를 추진하는 내각의 극단적인 조치들을 옹호하기를 거부하는 모든 공인에 대한
위협”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의견을 표출했습니다]. 그러나 링컨은 발렌디그햄이
체포된 것은 전쟁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에 대해 그가 공공연하게 적대감을 표출했으며,
군대를 모집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힘썼으며, 탈영을 선동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한 적절한 군사력을 행하지 않은 채 군대에 해를
입히고 연방으로부터 떠나려 했던 발렌디그햄의 노력은 행정부에게는 참을 수 없는
일이었으며, 국가를 수호하려는 연방의 노력에 상반되는[반대되는] 일이었습니다. 링컨은
탈영자들을 사형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군대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경험으로부터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탈영을 옹호한 발렌디그햄의 활동은 이와 동일하게 국가
에 해가 되는 일이며, 따라서 똑같이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다음은 가장 많이
기억되는 링컨의 답변입니다: “탈영을 선동한 교활한 선동자는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은
채, 순진하게 탈영한 어린 소년병을 사형시켜야 한다는 말입니까? . . .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 선동자를 입막음하여 소년병을 구하는 것이 헌법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커다란 자비를 베푸는 일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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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3a

출처: Chief Justice Roger B. Taney, Ex Parte Merryman, May 1861 (개정판)

3a 이 문서에 따르면, 로저 토니 대법원장이 링컨 대통령에게 인신 보호 정지 권한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문서 3b

출처: James M. McPherson, Tried By War: Abraham Lincoln as Commander in Chief, Penguin Press, 2008 (개정판)

3b James McPherson에 따르면, 링컨 대통령의 인신 보호 정지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
한 가지� 무엇입니까? [1]

...인신 보호 영장 특권의 정지를 허용하는 조항은 헌법 제1조의 9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 조항은 미국의 입법부를 위한 것이며, 행정부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는 “모든
입법 권한은 상원과 하원으로 이루어지는 미국의 의회에 속하며 그 안에 부여된다”라고
시작합니다. 이 헌법 조항은 입법부의 이러한 두 기관이 어떠한 방식으로 선출될
것인지를 규정한 후, 헌법이 의회에 부여하는 입법의 권한들 [그리고 헌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입법 권한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그 마지막 부분에는 “이미 부여한
권한이나, 헌법에서 미국의 행정부나 기타 다른 부서 혹은 모든 공공 관청에 부여한 모든
권한을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이고 적합한 모든 법률을 만들 권한”을 의회에 부여한다는
조항을 삽입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조치들은 당시에 논쟁을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이견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노예 해방의 경우는 아닐지도 모르지만, 인신 보호의 정지와 군사 재판소의 창설은
오늘날 역사가들 사이에서 논쟁거리로 남아있습니다.  링컨의 이러한 전시 권한의
사용은 후대 대통령들에게 전시 상황에 있어서 전례가 되었습니다.  1860년대 혹은 그
후에 일어난 전쟁 시에 사용된 전시 권한이 합헌적이었는지 혹은 꼭 필요했는지는
아직까지도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1866년의 밀리건 사례에서 미국 대법원은 민간
법원이 있는 곳에서 민간인을 군사 재판소가 재판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1861년 9월에 메릴랜드의 국회의원들과 그 밖의 공무원들을 체포한 일과 같은 링컨
행정부의 몇몇 조치들은 너무 지나친 것으로 보였으며 어떠한 군사적인 필요성에
비추어봐도 정당화될 수 없었습니다. …

Score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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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4a

출처: President Franklin D. Roosevelt, Address to Congress, December 8, 1941

문서 4b

출처: Richard Polenberg, War and Society: The United States 1941–1945, J.B. Lippincott Company (개정판)

4 이 문서들에 근거하여,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의 서부 해안에 사는 일본계 미국인들을 이주시키기로
결정을 하도록 만든 상황 두 가지를 쓰십시오. [2]

(1)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부통령님, 하원 의장님, 상원 및 하원 의원 여러분:

1941년 12월 7일이었던—치욕의 날로 기억될—어제, 미국은 일본 제국의 해군과 공군에
의해 갑작스럽고도 계획된 공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은 일본과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일본의 요청에 따라 태평양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일본 정부 및 일본 황제와 여전히 대화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
육군과 해군의 총사령관으로써 저는 우리나라를 방어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은 우리에게 가해진 무자비한 이 공격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육군은 군사적인 필요성에 근거하여 강제 이주를 정당화했습니다. 다음은
드위트[육군 서부 방위 사령부 총사령관 존 L. 드위트 장군]의 보고 내용입니다: 
“공격받기 쉬운 전선을 따라 인종, 문화, 관습 및 종교 등의 강한 유대 관계로 인해 적과
엮여있는 동화되지 않고 내부 결속력이 강한 대규모의 인종 집단의 지속적인 존재는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위협이었습니다.” 명백한 방해 행위가 없는 것 조차도 의심을 불러
일으켰는데, 이는 계획들이 조심스럽게 이루어졌으며 “보이지 않는 거사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뜻하는 증거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서부 해안에 대한 일본의 습격[공격]
위협이 1942년 6월의 미드웨이 해전 후까지 아직 제거되지 않았으며, 모든 일본계
미국인들이 배반자[스파이]일 수 있다는 추정은 미국의 피해를 스파이 탓으로[결과로]
잘못 돌린 진주만에 관한 보고로 인하여 커진 반면, 모든 일본인을 이주시키기로 한
육군의 결정은 군이 판단한 위험성 못지 않게 여러 집단의 아우성으로 인해 기인했습니다.
드위트 장군은 1월 말의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모든 일본인 계층에
대하여 거대한 대중적 반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는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아닌,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의식 있는 사람들에 의해 선동되거나 증폭된 것입니다.” …

Score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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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5a 문서 5b

충성심을 보이기 위한 그들의 가장 좋은 방법 모든 짐을 꾸리고 갈 준비가 되다

출처: San Francisco News, editorial, March 6, 1942

외국인 신분의 일본인들과 미국에서 
태어난 일본인들 모두에게 육군의 
강제 이주 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 
협조하라고 조언을 하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일본인 지도자들은 사실상 모든 
일본인들에게 미국에 대해 그들이 가진
충성심을 가능한 최대로 증명할 것을 
권유하는 것입니다.

많은 외국인 신분의 일본인들과 실제로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일본인들은 미국
정부에 대해 충성을 보여왔습니다. 군사
지역 외부의 내륙 지방으로 철수되는 
것이 자신들에게 다소 불편한 일일 수 
있으며 몇몇 사람들에게는 매우 심각한
어려움을 끼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은 모든 가능한 배반자들과 
방해자들을 서부 해안 전투 지역에서 
완전히 제거해야 함의 필요성을 분명히
인식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지역들이 
일본인들로 붐비게 되면 적의 첩보원들의
존재를 쉽게 감지할 수 없는 것을 고려할
때, 오직 남아있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일본인들을 전쟁 기간 동안 옮기는 일 
뿐입니다. …
일본인들이 전투 지역에 남아있게 되면,
그들 모두가 위험에 빠질 것입니다. 매우
경미한 방해 행동조차도 군중의 분노를
일으켜 유혈이 낭자하는 인종 폭동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작은
가능성이라도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며 가장 인도적인 방법은 
일본인들을 위험한 곳에서 이주시키는
것과 전쟁이 끝날 때까지 멀리 떨어져 
사는 것을 최대한 쉽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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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Douglas Rodger, San Francisco News, March 6, 1942 (개정판)

5 이 문서들에 의하면, 서부 해안에서 일본인들을 제거하는 것을 옹호하기 위한 샌프란시스코 뉴스의
주장 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1]

Score



문서 6

미국의 대법관인 프랭크 머피는 코레맛수 대 미국 재판의 다수결에 의한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반대는 일본계 미국인들을 강제 이주시킨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출처: Justice Frank Murphy, Dissenting Opinion, Korematsu v. United States, December 18, 1944 (개정판)

6 대법관 프랭크 머피가 일본계 미국인들의 강제 이주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했던 이유 한 가지를
쓰십시오. [1]

...그러므로, 강제 이주를 주동한 사람들이 말하는 주요 근거들은 일본계 미국인들의
집단 특성과 침공, 방해 및 스파이의 위험성 사이의 합리적인 관계를 증명하지 못합니다.
대신에, 그 근거들은 인종적 및 경제적 편견을 가진 사람들—즉, 강제 이주를 가장 앞장서서
주장한 사람들이 수 년간에 걸쳐 쌓아온 일본계 미국인들에 대한 많은 부분의 잘못된
정보, 불완전한 사실, 그리고 추측이 상당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인종적
및 사회적인 고려사항에 기반한 군사적인 판단은 보통 엄격하게 군사적인 고려사항들에
기반하여 내린 판단에 주어지는 중요성을 가질 가치가 없습니다. 특히 이는 인종, 종교,
문화, 지리적 위치, 그리고 법적 및 경제적 지위에 관련된 모든 혐의들이 이러한
문제들에 관한 전문가들에 의해 독립적으로 행한 연구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충분히
밝혀진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
따라서, 저는 이 인종 차별의 입법화를 반대합니다. 모든 형태의 그리고 모든 정도의 인종
차별은 우리의 민주적 삶의 방식 내의 어느 것에서도 그 정당성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좋아보이지 않으며, 미국 헌법에서 세운 원칙들을 받아들인 자유인
사이에서는 매우 혐오스러운 일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혈연이나 문화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든 외국의 어느 한 나라와 친척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미국의
새롭고 독특한 문명에 있어서 중요하고 필수적인 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항상
미국식 모험의 상속자들로 대접받아야 하며, 헌법에 의해 주어진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유가 주어져야 합니다.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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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7

출처: President George W. Bush, Address Before Joint Session of Congress, September 20, 2001

7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2001년에 법률 집행 프로그램의 강화를 요구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1]

...9월 11일, 자유의 적들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미국인들은
전쟁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지난 136년 동안, 1941년 어느 일요일에 일어났던
전쟁을 제외하고는 이 전쟁들은 미국 내에서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인들은
전쟁의 사상자들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평화로운 아침, 거대한 도시의 중심에서
사상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인들은 기습 공격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수천 명의 민간인에 대한 기습 공격은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 하루 안에 우리에게 벌어졌으며, 밤이 되어 세상은 완전히 변해버렸고, 이 새로운 세상
아래에서 우리의 자유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

오늘밤 우리는 새롭고 급작스러운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공 안전을
향상시키고, 국내 항공기 내의 보안 경찰 수를 크게 늘리고, 공중 납치를 방지하는 새로운
조치들을 취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상 시기 동안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 더욱 안정적으로 우리의 항공기들이 계속 운항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국 내에서 일어나는 테러를 추적하기 위한 법률 집행에 필요한 추가적인
도구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테러리스트들이 움직이기
전에 그 계획을 알아내고, 그들이 테러를 일으키기 전에 그들을 찾아내기 위해 우리의
정보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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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8

출처: Congressman Lamar Smith, “The Patriot Act Protects Americans,” April 23, 2004

8a 라마 스미스 의원에 따르면, 미국 애국자법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1]

b 2004년에, 라마 스미스 의원이 미국 애국자법이 성공적이었다고 믿었던 이유 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1]

Score

Score

의회는 9월 11일의 공격이 있은 후 몇 주 내에 하원과 상원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애국자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원에서는 투표수가 357 대 66이었고, 상원에서는 98
대 1이었습니다.

테러와 맞서 싸우기 위해 이 법이 법률 집행자에 제공하는 많은 도구들은 수십 년간
조직화된 범죄 및 마약상들을 퇴치하는 데 사용되어 왔으며 법원에 의해 심의되고
승인되어 왔습니다. 애국자법은 상당 부분에서 기존의 법을 테러와 관련된 범죄들에
적용하며, 이 범죄들에는 화학 무기 사용, 대량 살상 무기, 외국에 있는 미국인 살해 및
테러 행위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애국자법과 이 법이 우리 시민의 자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언론에서
보도되어 왔습니다. 많은 경우에서, 애국자법의 몇 가지 조항들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있습니다. 저는 미국인들이 이 법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게 되어, 현실과 잘못된 오해들을
구분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

애국자법이 법으로 제정된 이후, 연방 수사관들이 적어도 미국의 여섯 개 도시에서
테러 조직들을 와해시켰으며, 법무부는 테러와 관련된 조사에서 300명 이상의 사람들을
기소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이들의 절반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

9월 11일 이후 정부는 미국 본토에서의 또 다른 비극적인 공격을 성공적으로
예방해왔으며, 이는 애국자법이 없었더라면 거의 불가능했거나 매우 어려웠을 일일
것입니다.



문서 9a

출처: Eric Lichtblau, “Coalition Forms to Oppose Parts of Antiterrorism Law,” New York Times, March 23, 2005

3월 22일 워싱턴—자유주의적인 인권 옹호론자들, 보수적인 자유주의자들, 총기 소유
지지론자들, 그리고 의료 관련 사생활 보호 옹호론자들이 보기 드문 연합을 이루어
2001년 9월 11일의 공격 후 권한이 크게 확장된 그 법률의 주요 부분들에 대한 반대의
소리를 높였을 때, 정부의 테러 방지 권한에 관한 화요일의 토론에서는 전선이
형성되었습니다.

연합을 이끌고 있는 공화당 전 하원의원인 봅 바는 이 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정부에게
국민의 독서 방식을 조사하고, 사전 고지 없이 국민의 가택을 수색하며, 국민의 사생활을
엿보는 것을 허락하는 것으로, 이는 헌법에 대하여 “중대하고 회복할 수 없는 해를 끼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봅 바는 9월 11일의 공격 후 몇 주 내에 하원에서 미국 애국자법으로 알려진 법률에 찬성
투표를 던졌으나 이후 이를 앞장서서 반대하는 사람이 되었고, 이는 테러에 대응하는
정부의 권한 확장에 대해 몇몇 보수 자유주의자들의 우려가 커진 것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화요일, 미국 시민 자유 연맹 및 여타 보수주의자들과 함께 모여 이 법의 더욱
강력한 법률 집행 조항들의 일부를 축소하기를 희망하는 연합의 결성을 발표했습니다. …
자유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의 연합은 이 법이 말하는 대부분의 확장된 테러 방지
장치들에는 이견이 없다고 말했으며, 이러한 장치들에는 전화나 이와 유사한 통신을
도청하는 데에 현대적인 기술을 사용하기 위한 정부의 능력을 조금 개선시키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 단체는 연방 수사관들이 일반 가정이나 사업체를 수사 대상에 대한 아무런
즉각적인 통보 없이 “몰래” 수색하는 행위, 도서관이나 진료소와 같은 기관에 개인의
기록을 요구하는 일, 그리고 용의자를 잡기 위해 테러의 광범위한 정의를 사용하는 것
등의 세 가지 법 조항을 축소할 것을 의회에 강력이 요구하는 것에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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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9b

출처: Jasper County (Indiana) Public Library, January 12, 2011 (개정판)

9 이 문서들에 의하면, 미국 애국자법에 반대하는 이유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2]

(1)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스퍼 카운티 공공 도서관은 여러분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지만, 미국 애국자법(공법 107-56)에 의거하여, 도서관에서

대출하는 모든 자료에 관한 기록들은 연방 직원들에 의해 수집될 수 있으며
여러분의 인터넷 사용은 모니터될 수 있습니다. 이 연방법은 연방 직원이
여러분에 관한 기록을 수집하였을 때 도서관 직원이 여러분에게 이를 
알려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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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적 위기 기간 동안, 미국의 대통령들은 시민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결정들을 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결정에는 에이브러햄
링컨의 인신 보호 정지, 프랭클린 D. 루즈벨트의 일본계 미국인을 
이주시키는 행정 명령, 그리고 조지 W. 부시의 미국 애국자법에 서명 등이 
있습니다.

과제: 문서들이 제공하는 정보와 자신의 미국사 지식을 활용하여 다음 사항들에
맞게 에세이를 작성하십시오.

지침 사항:

에세이 작성 시, 반드시

• 과제의 모든 측면을 전개시키십시오
• 최소 네 개의 문서로부터 찾은 정보를 포함시키십시오
• 관련있는 다른 출처의 정보도 포함시키십시오
• 관련 사실, 사례 및 상세한 정보로 주제를 뒷받침하십시오
• 답안을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구성하고, 주제를 단순히 반복하는 것 이상의 

서론과 결론을 포함하십시오

역사적 배경에 나와 있는 시민의 자유에 영향을 미친 대통령의 결정들 중
두 가지를 선택하고, 각 결정에 대하여

• 이 결정을 하게 한 역사적 상황들을 묘사하십시오

• 대통령의 결정에 찬성한 사람 그리고 반대한 사람의 주장에 대해
논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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