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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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색이나 진한 청색 펜을 사용하여 파트 II, III A 그리고 III B의 답을 작성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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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 II에는 주제를 다루는 한 개의 에세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에세이 책자의 1페이지부터 기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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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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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페이지로부터 기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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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시가 있을 때까지 이 시험 책자를 열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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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I
이 파트의 모든 문제에 답하십시오.

지시사항 (1–50): 각 문제에 가장 적절한 답의 번호를 별도의 답안지에 기입하십시오.
1 영국이 북아메리카를 식민지로 지배하는
동안, 서쪽으로의 확장을 가장 방해하였던
지리적 장애물은 무엇이었습니까?
오하이오 강
대초원 지대
록키 산맥
애팔래치아 산맥

6 미국의 최초 헌법이 의회에 의한 대표 문제를
다룬 방법 한 가지는?
대표하는 주의 인구 수를 산정할 때 여성을
포함시키지 않음
대표를 정할 때 노예의 인구에 대해서는
오분의 삼으로 계산함
모든 의회 구성원들의 임기를 사 년으로
정함
하원에서 모든 주의 대표자 수를 동일하게
함

2 미국이 1803년 루이지애나 영토를 구입한
것이 지리적으로 중요했던 까닭은?
오대호에 대해 독점적 소유권을 확보하였다
남서부에서 스페인의 지배를 종식하였다
미시시피 강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캘리포니아에서 최초의 철도를 완성할 수
있게 하였다

7번 문제는 아래의 글과 자신의 사회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그렇다면, 어떤 수단[방법]에 최종적으로
의존하여, 헌법에 나와 있는 필요한 여러 부서들
간의 권력 분배를 실질적으로 유지할 것인가?
이러한 모든 외부적인 조치들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정부의 내부
구조를 잘 고안함으로써 그 약점을 메꾸어야
하는데, 이는 부서들 간의 상호 관계에 의해,
여러 부서들이 서로를 적절한 위치에 유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 .

3 메이플라워 조약(1620)과 버지니아 하원(1619)
은 다음 중 어느 것의 초기 예가 됩니까?
종교적인 자유를 제한함
대의 정부로의 발전
영국의 지배에 저항함
식민지에서의 경제 체제들

— The Federalist No. 51, 1788

7 다음 중 위의 문단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미국 헌법의 원칙은?
주들의 권리
견제와 균형
신축 조항
공존하는 권력

4 독립 선언문을 작성할 때, 토마스 제퍼슨은
누구의 사회 계약설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습니까?
벤저민 프랭클린
제임스 매디슨
존 로크
바롱 드 몽테스키외

8 대부분의 미국 헌법에 대한 수정 조항들이
다루었던 사항은?
대통령 권력의 확장
이민 제한의 확립
주 정부들의 권한의 강화
인권 및 정치적 권리들의 보장

5 독립 선언문(1776)과 최초의 미국 헌법(1789)
의 유사점 한 가지는?
특정한 인권 선언을 포함한다
모든 사람에게 투표권을 보장한다
영국 왕실에 대해 불만을 나열한다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권한을 받는다고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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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중 1848년 세네카 폴스에서 작성된 감성
선언서에 포함된 것은?
“. . . 우리는
이
진실이
자명하다고
믿습니다: 모든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창조되었다; . . .”
“. . . 나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에겐,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
“팔십칠 년 전 우리의 조상들은 이
대륙에 새로운 나라를 건설했으며,
이는 자유로 잉태되었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명제에
충실하였습니다. . . .”
“. . . 나는 나의 네 자녀들이 언젠가는
그들의 피부색이 아닌 그들의 됨됨이에
의해 평가받으며 살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 . .”

9 다음 중 의견이라기 보다는 사실인 것은?
위헌 법률 심사권은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립되었다.
대법관은 정해진 은퇴 연령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은 존 마샬 대법관의 지도력 아래
가장 큰 업적을 이루었다.
로 대 웨이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가장
논란이 되었다.
10 성문화되지 않은 헌법의 한 예는?
탄핵 과정
양원 입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권한
정당들의 형성
11 알렉산더 해밀턴은 미국 은행의 창립이
미국의 경제에 어떻게 도움을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독점 회사들에 자금을 대여해줌으로써
미국 기업들에 대한 외국 자본의 투자를
금지시킴으로써
외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관세를
줄임으로써
안정적인 통화를 공급함으로써

15 대법원의 드레드 스콧 대 샌포드(1857) 판결이
가져온 결과 한 가지는?
지역간의 긴장이 높아졌다.
노예 무역이 폐지되었다.
북부의 주들이 더 적극적으로 타협하려고
했다.
남부의 주들이 즉시 연방으로부터
탈퇴하였다.

12 먼로주의(1823)의 주요 목표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로부터의 이민을
장려
명백한 운명설에 대한 국가적인 노력을
강화
서반구에서 유럽이 식민지를 더 만드는
것을 방지
아시아 국가들과의 통상 기회를 개선

16 다음 중 남북 전쟁의 직접적인 결과는?
미국이 세계의 강대국의 하나로 부상함
북부에서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함
모든 짐 크로 법을 폐지함
소작 제도가 종식됨
17 다음 중 아래의 미완성된 개요를 가장 잘
완성시키는 제목은?

13 다음 중 뉴욕 시가 미국의 선두적인 무역
중심지로 성장하도록 가장 직접적으로 기여한
사건은?
미시시피 강에서 증기선의 사용
이어리 운하의 개통
국도의 건설
태평양 철도법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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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 보호 관세
B. 철도 지원금
C. 파업을 종식시키기 위해 군대 사용

새로운 남부
거대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산업 혁명의 기술
단체 교섭의 활용
[3]

[다음 장]

18 1800년대 후반, 주요 기업가들이 독점을
형성한 이유 한 가지는?
정부로부터 대여금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 조합들과 더욱 효율적으로 협상하기
위해
입법자들이 세금을 낮추도록 영향을
미치기 위해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23		 소환, 국민 투표 및 직접 예비 선거 등과
같은 진보주의 시대의 개혁들이 가진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제삼정당 후보들을 지지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지배권을 강화
국회의원에 대한 임기 제한을 확립
선거 비용을 줄임
24 우드로우 윌슨 대통령의 14개조 원칙(1918)의
주요 목표 한 가지는?
미국을 위한 전쟁 배상금을 모금
미 해군의 우월함을 유지
제1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라들을 처벌
미래의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 국제 연맹을
창설

19 1800년대 후반의 “신 이민자들”이 1800년대
초반의 “구 이민자들”과 달랐던 점 한 가지는?
대체로 교육 수준이 더 높았다
중서부 농장들에 정착하였다
남유럽 및 동유럽으로부터 왔다
미국의 문화를 더 빨리 받아들였다

25번과 26번 문제는 아래의 글과 자신의 사회
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20 19세기 후반 동안, 노동 조합원들은 대체적으로
이민자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노동자들이 더 나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노동 인구에 필요한 기술들을 제공할
것이다
조합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미국 시민이 되기를 거부할 것이다

. . . 제가 알기로는 이 나라에서 내부적인 혁명을
하려는 모든 위협적인 존재들을 짧은 시간 내에
다 확인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미국의 시민들에게 그 실체성, 위험성을
일깨우고, 필요하다면, 우리의 발 아래 이들을
완전히 짓밟을 수 있도록 하나가 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함을 일깨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미 정부에 침투해있는 이러한 “빨갱이들”을
색출해내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할 것이며, 이
나라에 현존하는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려 하는
모든 이방인들은 체포되어 추방될 것입니다. . . .

21 다음 중 진보주의 개혁자들이 지지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연방 정부의 조치는?
소비자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
활동을 규제함
은행 제도에 대한 연방 정부의 규제를
종식함
국내의 산업을 외국의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높은 관세를 통과시킴
대기업들에 조세 감면을 해줌

— Attorney General A. Mitchell Palmer,
“The Case Against the ‘Reds’,” 1920

25 이 글에 의하면, 1920년에 미국 법무장관이
추방하려 했던 사람은?
공산주의자와 무정부주의 이민자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징집을 회피했던
남자들
정부를 비난했던 시민들
라틴아메리카로부터
건너온
전시
노동자들

22 제1차 세계대전 동안 및 그 후에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북부의 도시들로 이주한 주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면화의 과잉으로 말미암아 남부에서 많은
농장들이 문을 닫았다.
북부에서 차별이 없어졌다.
남부에서 정치적인 기회가 확장되었다.
북부에 공장의 일자리들이 많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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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이 글에서 주장했는 위험이 야기한 것은?
군 징집을 없앰
베르사이유 조약을 비준함
미국의 이민 정책을 수정함
미국 노동 총연맹의 실패
[4]

27번 문제는 아래의 지도와 자신의 사회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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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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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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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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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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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

ஆ

1919ஶଆხໜၡิึ႕ၨብዑ
1919ஶଆხໜၡብዑ࿖ၗ
ᆖᅧ: Sandra Opdycke, The Routledge Historical Atlas of Women in America, Routledge
(੭ႜን)

27 다음 중 이 지도에 포함된 정보에 관한 정확한 서술은?
1920년 이전, 많은 주들이 여성에게 어느 정도 투표의 특권을 부여하였다.
1920년 이전, 남부의 주들은 여성에게 완전한 투표권을 부여하였다.
서부의 주들은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함에 있어 다른 주들에 비해
뒤쳐져 있었다.
1920년 전까지는 미국의 여성들이 투표권을 추구하지 았았다.
30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은
대공황 동안의 연방 정부에 대한 그의 어떤
신념을 반영했습니까?
실패한 기업들을 소유해야 한다
자유 방임 자본주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경제 회복에 있어서 지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공장 노동자들 대신 농부들을 도와야 한다

28 1920년대 동안, 스코프스 재판 및 금주령에
대한 논쟁은 다음 중 어느 것 간의 대립을
보여주었습니까?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전통적인 가치와 현대주의
사업주들과 노동 조합들
연방 정부와 주 정부들
29 다음 중 대공황을 야기한 주요 요인이 되었던
1920년대의 경제 상태는?
농장의 가격이 급격히 올랐다.
공업에서 소비재가 과다생산되었다.
은행들이 돈을 대여해주기를 꺼려했다.
소요가 공급보다 더 빠르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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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장]

33번 문제는 아래의 포스터와 자신의 사회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31번 문제는 아래의 사진과 자신의 사회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없애버리자!

출처: Library of Congress

31 1936년의 이 사진에서 보여주는 상태는 주로
무엇에 의해 야기된 것입니까?
광범위하게 일어난 홍수 기간들
삼림 벌채와 과도 방목
지구 온난화
가뭄과 열악한 농사 기술들

미국의 증서와
채권을 구입하세요
출처: Library of Congress

33 이 제2차 세계대전 포스터의 주요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징집에 참여하도록 미국의 대중을 설득함
전쟁에 필요한 비용을 제공하도록 미국의
대중을 설득함
이탈리아계 미국인들의 억류를 지지하도록
미국의 대중을 설득함
전쟁 참전을 찬성한 국회의원들을 뽑지
않도록 미국의 대중을 설득함

32번 문제는 아래의 글과 자신의 사회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 . . 미국에는 이러한 많은 개입주의자들이
있습니다만, 우리들 중에는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밤 여기에 모인 것입니다. 이
나라에는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정책이
있습니다—이 정책은 우리가 우리의 방식대로
살 수 있고, 우리 자신의 문명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자유롭게 내버려둘
것입니다. 이는 새롭거나 이전에 없었던 사상이
아닙니다. 이는 워싱턴 대통령에 의해 주장된
것이며, 먼로주의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 .

34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많은 여성들의 전통적인
역할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여성들이 의회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차지하였다.
여성들이 전시 산업들에서 높은 위치의
관리자 직책들을 수용하였다.
여성들이
군대에서
전투원으로
배정되었다.
여성들이 전쟁물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를 얻었다.

— Charles Lindbergh, April 23, 1941

32 찰스 린드버그는 1941년에 쓰여진 이 글에서
어떤 사상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미국은 전쟁으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켜야
한다
미국은 군사 비용을 줄여야 한다
미국은 동아시아를 방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들의 편에 서서
전쟁에 참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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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번 문제는 아래의 삽화와 자신의 사회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38번과 39번 문제는 아래의 삽화와 자신의
사회 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ᱦⱢ#ἾⱢ⪺#ㄓṃ㩂⫖#➣ᄇⰮ
㗆⯊៎ᇊ#◇ძ㩲⪞⭾!!”

“이걸 사려면 얼마를
지불해야 할까?”

ฉ
൚

ฉ൚

☇㖮

ၧ༺ይ

അ༺ ጃલ

㖮
☇

㖮

거대한
선거 자금

ᇟ✂

ᇟ✂

☇

사적인 이익 집단들

☇㖮

☇

㖮

ᇟ✂

미국 상원
의석

ᆖᅧ: Jake Schuffert, The Task Force Times, 1949 (੭ႜን)

35 다음 중 이 삽화에 보이는 상황을 야기했던
소련의 조치는?
베를린 봉쇄
바르샤바 조약의 창설
독일의 통일
베를린 장벽의 건설

출처: Herblock, Washington Post, September 12, 1950 (개정판)

38 이 삽화의 주요 견해는?
특정 이익 집단들이 흔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
로비스트들은 후보자들에 대해 제한된
영향을 미쳤다.
재당선을 추구하는 후보자들은 선거 운동
제한에 의해 피해를 입는다.
연방 법들은 사적인 이익 집단들이 의회에
로비활동 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36 브라운 대 토피카 교육 위원회(1954)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및 1964년의 민권법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주택에 있어서의 차별을 제거
일자리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증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처한 투표권과
관련된 장벽들을 종식

39 의회는 1970년대의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이
삽화에서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부자들이 그들 자신의 선거 운동에 자금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함
모든 선거들의 자금을 연방 정부가 대도록
함
개인과 정치적 활동 위원회가 선거 운동에
기부하는 것을 제한함
모든 후보자들이 선거 운동에서 동일한
양의 선거 자금을 쓰도록 함

37 다음 중 1960년대 동안 많은 미국 도시들에서
시위와 폭동을 야기한 두 가지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우주 탐사와 환경 오염
베트남 전쟁과 인종 차별
불합리한 의료 서비스와 여성 해방
휘발유 부족과 불법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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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장]

41 벼랑 끝 전술, 평화적 공존 및 데탕트라는
용어들은 다음 중 어느 것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까?
캐나다와 미국 간의 주기적인 국경 분쟁들
통일이 되기 전의 독일과 미국 간의 문제들
미국 시민들을 위협하기 위해
테러리스트들이 사용한 기법들
미국과 소련 간의 냉전 관계

40번 문제는 아래의 삽화와 자신의 사회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조금만 옆으로 비켜주시죠, 신사 양반들”

L.B.J.
예산

A등급

군
기 사
관
들

군사
비용

42 미국 대 닉슨 (1974)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다음 중 어느 원칙을 고수했습니까?
대통령은 법 위에 있지 않다
국가의 비상 사태들 동안에는 대통령에게
더 많은 권한이 부여될 수 있다
대통령은 자신의 거부권에 대한 제한을
받아들여야 한다
대통령은 그 내각 구성원들을 자유롭게
사임시킬 수 있다

의료
교육
및 복지

43 다음 중 1990년대에 창설된 북미 자유 무역
협정(NAFTA) 및 세계 무역 기구(WTO)의
결과로 생긴 일은?
미국 내의 노동 조합원 수의 증가
세계 경제 간의 상호 의존이 늘어남
미국을 떠나는 기업들이 줄어듦
회원국들 간의 보호 관세들이 늘어남
출처: Herblock, Washington Post, January 26, 1965
(개정판)

44 다음 중 견제의 개념을 가장 잘 보여주는
미국의 외교 정책 조치는?
1947년에 트루먼 독트린을 채택함
1963년에 핵무기 실험 금지 협정을 비준함
1978년에 파나마 운하의 지배권을
파나마에 반환함
1979년에 중화민국에 외교적 승인을
인정함

40 린든 B. 존슨 대통령 재임 기간에 관한 다음
서술 중, 이 삽화에 있는 정보가 가장 잘
뒷받침하는 것은?
국내 프로그램들이 이전의 예산들에서
가장 주요한 현안이 었다.
국내 프로그램들은 1960년대 동안
폐지되었다.
군사비 지출이 국내 프로그램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군사비 지출은 국내 프로그램들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완전히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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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번 문제는 아래의 삽화와 자신의 사회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민주

주의

중동

출처: Mike Keefe, The Denver Post, November 8, 2003

45 다음 중 이 삽화가의 관점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것은?
중동의 지도자들은 국제적인 협력보다는 고립을 선호한다.
중동의 지도자들은 군부 독재보다는 대의 정부를 선호한다.
중동의 사람들은 민주적인 통치에 잘 준비되어 있다.
미국식의 정부는 중동에서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48 “. . . 그들은 이를 “협상된 평화”라고 부릅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죠! 무법자들의 무리가
여러분들의
지역을
포위하고
목숨을
빼앗겠다고 위협하면서 살고자 한다면
자신들에게 경의를 표하라고 한다면 그것이
협상된 평화라고 할 수 있습니까? . . .”

46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인신 보호 영장을
보류한 것과 코레마츠 대 미국 (1944)에 대한
대법원의 사례는 다음 중 어느 헌법적인
문제를 시험한 것이었습니까?
전시 동안 인권의 제한
주법들에 비한 연방법의 우월성
전시 동안 군사 재판의 사용
반전 시위를 제한

— President Franklin D. Roosevelt, Fireside Chat,
December 29, 1940

이 인용문에서, “무법자들의 무리”라는 표현은
누구를 지칭합니까?
중국의 마오쩌둥주의 반군들
유럽의 파시스트 독재자들
폴란드의 공산주의 혁명자들
남한을 침략한 북한 침략자들

47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기 전까지 채택한 외교 정책은?
유럽의 침략성이 퍼지는 것을 막는 정책
평화를 위한 국제 기구들의 노력을
지원하는 정책
민주주의 국가들을 선호했지만
공식적으로는 중립을 취하는 정책
집단 안보 조약들에 서명함으로써 전쟁을
장려하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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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사무엘 곰퍼스, 존 L. 루이스 및 세자르
차베스는 다음 중 어느 것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까?
보편적인 의료 서비스 체제를 만듦
농장 소유주들의 이익을 보장함
노동자들의 권리를 확대함
대기업의 발전을 장려함
[9]

[다음 장]

50번 문제는 아래의 표와 자신의 사회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최종 선거 결과
국민 투표
총

백분율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

4,033,497

47.95

185

4,288,191

50.98

184

78,501

0.90

—

1876년
선거
헤이즈*
틸든
쿠퍼

국민 투표

1888년
선거
해리슨*

클리블랜드
피스크

스트리터

백분율

5,449,825

47.82

233

5,539,118

48.61

168

249,492

2.19

—

146,602

1.29

—

총

백분율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

50,456,062

47.89

271

50,996,582

48.40

266

2,858,843

2.71

—

국민 투표

2000년
선거
조지 W. 부시*
앨버트 고어
랄프 네이더

대통령 선거인단

총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됨
출처: 1876 and 1888, Presidential Elections, 1789–2000, CQ Press, 2002;
2000, “Historical Election Results,” U.S. Electoral College, National Archives (개정판)

50 다음 중 이 표에서 보이는 선거 결과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은?
한 후보자가 국민 투표를 이기고도 선거에서 질 수 있다.
국민 투표에서 이긴 후보자가 대통령이 된다.
이 선거들 각각에서 하원이 승자를 선택하였다.
이 선거들 각각의 결과를 대법원이 결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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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세이 문제들의 답은 별도의 에세이 책자에 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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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정부 조치들
미국 역사상 여러 번에 걸쳐, 연방 정부가 취한 조치들은 원래 의도 이상의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영향들은 긍정적이자 부정적이었습니다.
과제:
연방 정부가 취한 조치 두 가지를 밝히고 각 조치에 대하여
• 그 조치를 취하게 했던 역사적인 상황들을 묘사하십시오
• 그 조치의 긍정적인 및/또는 부정적인 영향들을 논하십시오
미국 역사 공부에서 배운 연방 정부의 어떤 조치들을 사용해도 됩니다. 고려해볼
만한 것들을 제안하자면, 위스키 소비세 통과(1791), 루이지애나 영토 매입(1803),
인디언 이주법의 통과(1830), 캔자스-네브라스카 법안의 통과(1854), 제14차 수정 헌법의
채택(1868), 금주법 수정 조항의 비준(1919), 사회 보장법의 통과(1935), 히로시마 및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 투하(1945), 쿠바 피그스 만 공격(1961), 월남에 개입(1965–1975)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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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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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의도적으로 백지로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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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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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1840년대에 북미 대륙에서 영토를 확장했으며 그 후 1890년에서 1917
년 사이에는 해외에서의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이 확장 시기들은 미국 및 다른
나라의 사람들에게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과제: 문서들이 제공하는 정보와 자신의 미국 역사 지식을 활용하여 파트 A의 각
문서 아래에 있는 문제들에 답하십시오. 이 문제들에 대한 답은 영토 확장에
관한 파트 B의 에세이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840년대의 영토 확장 및 1890년에서 1917년 사이의 영토 확장에 대하여
• 각 시기의 영토 확장을 둘러싼 역사적인 배경들을 묘사하십시오
• 미국의 각 영토 확장 기간의 긍정적인 및/또는 부정적인 영향들을
논하십시오
파트 II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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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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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A
단답형 문제
지시사항: 문서를 분석하고, 각 문서 아래에 있는 단답형 문제의 답을 주어진 칸에 쓰십시오.

문서 1
. . . 비록 미국에는 비어 있는 땅이 모자라지는 않았으나, [1840년대의] 확장론자들은
미국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계속 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머스 제퍼슨의 정치 철학과
부합하면서, 그들은 커다란 영토가 나라가 부강해지는 대들보가 된다고 여겼으며, 정치적
및 경제적 힘이 집중되는 것에 대하여 경고하였다. 서서히 진행되는 도시화 및 독일과
아일랜드로부터 들어오는 꾸준한 이민자들의 증가에 불편함을 느낀 확장론자들은 명백한
운명설을 제퍼슨 주의를 새롭고 장기적으로 구현하는 수단으로 여겼다. 그들은 영토의
확장이 나라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미래 세대들에 무한한 경제적인
기회들을 제공함으로써 나라를 부강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확장론자들은 또한 당면한 실용적인 고려사항들에서도 동기를 얻었다. 노예 제국을
확장시키려는 열망을 가졌던 남부 사람들은 더 많은 영토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열렬한 지지자들이었다. 새로운 노예 주들은 워싱턴에서 남부의 정치력을 증가시킬
것이며, 또한 중요한 것은, 늘어나는 노예 인구에 대한 수단 역할을 할 것이었다. 미국의
상업적인 이해관계에 영토 확장은 수익성이 좋은 해외 시장들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었다. 아시아와의 무역을 두고 영국과의 경쟁에 불안했던 워싱턴의 정책 입안자들은,
샌프란시스코 및 멕시코가 소유했던 캘리포니아 주의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여러 항구들이
가지는 전략적 및 상업적인 이점들에 대해 오랬동안 확신하고 있었다. 또한 미국의 막대한
잉여 농산물과 이로 인한 가격 폭락을 가져왔던 끔찍했던 1837년의 공황 역시 새로운 해외
시장을 개척해야 할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 . .
출처: Sam W. Haynes, “Manifest Destiny,” U.S.–Mexican War, 1846–1848, pbs.org

1 Sam W. Haynes에 따르면, 미국이 1840년대에 확장한 이유 두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2]
			

Score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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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2
. . . 명백한 운명설의 옹호자들은 오리건을 그들의 목록에 포함시켰다. 미시건, 오하이오,
인디애나 및 일리노이와 같은 기존의 북서부 주들의 정서는 오리건을—아마도 오리건
전체를 편입하려는 강한 경향[찬성]을 보였다. 그 주들의 의회 정치 지도자들은 태평양
북서부까지 확장하는 것에 대해 매우 단호하게 고집하였다. 그들 및 그들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 지역에 대한 강한 애착[매력]을 느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는 오리건을
미국의 농업 발전을 위한 비옥한 땅이 됨과 동시에, 북서부 주들에서 생긴 잉여 농산물들에
대한 미래의 시장으로 여겼기 때문이었다. 오리건 편입 주창자들[지지자들]은 또한 영국에
대해 공통된 증오 혹은 반감을 공유하였다; 그들은 영국을 곤경에 빠뜨릴 기회들을 엿보고
있었으며 영국에 비해 경제적인 우위에 서고자 하였다. . . .
출처: Harold Faber, From Sea to Sea: The Growth of the United States, Farrar, Straus and Giroux, 1967 (개정판)

2 Harold Faber에 따르면, 오리건 영토에 관심이 있었던 이유 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1]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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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3
. . . 팽창론자들의 잔치는 후유증 없이 그냥 지나가지는 않았다. 멕시코 전쟁이 일어나기
이십 년 전부터 지역 간의 갈등에 의한 불안[위협]이 미국을 점점 더욱 괴롭혔는데 미국의
남부와 북부가 노예 제도 문제를 두고 분열하고 있었다; 이제 과달루페 이달고 협정이 미국
사람들로 하여금 총체적이고 무서운 질문에 직면하게 하였다. 멕시코로부터 획득한 땅들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그곳에 노예 제도를 마음대로 시행하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의회가
이 남부의 제도를 금지시켜야 할 것인가? 점점 쇠퇴하는 남부의 정치적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이곳들을 노예 주들로 나누어줄 것인가, 혹은 북부 주들의 의회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이곳들을 자유 주들로 만들어야 할 것인가? 이 문제들에 대해 임시적인 해답을 얻기까지,
사 년[1846–1850] 동안의 격렬한 논쟁과, 미국을 거의 전쟁으로 몰고갈 뻔 했던 사 년 동안의
곤두선 신경들과 끓어오르는 감정들이 소모되었다. . . .
출처: Ray Allen Billington, Westward Expansion: A History of the American Frontier, The Macmillan Company, 1960

3 Ray Allen Billington에 따르면, 멕시코-미국 전쟁이 미국에 미친 영향 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1]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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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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ᆖᅧ: Mary Beth Norton et al., A People and a Nation, Houghton Mifflin and
Robert A. Divine et al., America: Past and Present, HarperCollins (੭ႜን)

4 이 지도에 의하면, 서쪽으로의 확장이 미국에 미친 영향 두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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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3~
연방이 13개
주로 출발함.
제곱 마일
면적: 349,845.

문서 5a

~1803~
연방이 17개 주와
프랑스로부터
양도된
루이지애나
지방으로
이루어짐.
~1819~
연방이 22개
주로 이루어짐.
플로리다가
스페인으로부터
양도됨.

~1861~
연방이 34개
주로 이루어짐.
텍사스가 1845년에
합병됨.

~1898~
미국이 48개
주와 영토로
이루어짐. 제곱 마일
면적 3,601,270.
이 해에, 하와이가
합병됨.

이제, 모든 국가가
샘 아저씨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를
열망하고 있음.

중국

프랑스

영국

오스트리아
일본

이탈리아

독일

러시아

출처: Victor Gillam, Judge, 1899 (개정판)

~1899~
미국이 귀중한
식민지들을 획득하게
됨: 쿠바, 필리핀 및
푸에르토리코.

“확장에 반대하는 자들을 위한 교훈.”
“샘 아저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나 확장주의자였다.”

문서 5b
십구 세기가 거의 끝나가면서, 새롭고 강한 힘들이 미국을 마침내 세계 무대에서 주요
강대국의 하나로 만들게 하였습니다. “영원한 동맹”에 반대하는 워싱턴의 고별 연설에서의
경고와 “동맹에 얽매이는 것”에 반대하는 제퍼슨의 1801년의 충고를 미국 시민들이 잘
기억했기 때문에, 고립주의는 미국이 형성되던 시간들의 대부분 동안 매우 잘 지켜져
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성장하고 있었고, 조건들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많은
지역들이 여전히 개발되지 않았지만, 1890년—중요한 해—인구 조사국의 국장은 국경선을
더 이상 추적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때 재건에 모아졌던 에너지들이 이제는 서부와
동부의 거대 공업 중심지들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1898년까지 미국은 철강 및 기타
공산품들의 주요 생산자였으며, 창고에 나날이 늘어나는 이들 제품을 해외 시장에 간절히
판매하고자 했습니다. “확장이 아니면 폭발”은 경제 물리학의 기본이 되는 법칙이며—
미국인들은 순순히 폭발을 선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 . .
출처: Thomas A. Bailey, Voices of America: The Nation’s Story in Slogans, Sayings, and Songs,
The Free Press, 1976

5 이 문서들에 근거하여, 1890년대에 미국이 해외에서 확장을 한 이유 두 가지를 적으십시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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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장]

문서 6
. . . 하와이 제도는 샌프란시스코로부터 약 이천 마일 떨어진 거리의 열대 지역에 위치하며
사람들이 거주하는 여덟 개의 섬과 몇몇의 무인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두 합하여
[총합] 그 면적은 메사추세츠 주와 거의 동일합니다. 농업적으로는 아직 개발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지역에 위치하며, 기후가 완벽히 이상적이며,
쌀과 모든 종류의 열대 과일은 물론이고, 이 나라가 소비하는 모든 설탕 및 커피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선박들에 운송업을 제공함으로써 미국의 수송을 도와주는
것 이외에도, 교역 및 석탄 공급소에 필요한 훌륭한 항구 세 곳을 제공하며, 서쪽[태평양]
바다를 통한 유선 통신을 장악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 . .
출처: Arthur Curtiss James, “Advantages of Hawaiian Annexation,” The North American Review,
December 1897

6 Arthur Curtiss James에 따르면, 1890년대에 하와이를 합병시켜야 하는 이유 한
무엇이었습니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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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문서 7
. . .그 후 필리핀이 우리의 품 안으로 들어왔다고 내가[맥킨리 대통령] 느꼈을 때 나는 그
나라를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랐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양측에—민주당 및 공화당—도움을
청했으나 거의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나는 우리가 마닐라만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다음으로는 루존도 취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나중에는 다른 섬들을 취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수많은 밤에 자정까지 백악관의 복도를 서성거렸으며;
당당히 고백하건데, 전능하신 신에게 무릎을 꿇고 지혜와 가르침을 받고자 기도한 날이
하루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날 밤 늦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들었습니다:
이 섬들을 스페인에게 되돌려줄 수는
없다—이는 매우 비겁하고 명예롭지 못하다;
또한 필리핀 섬들을 프랑스나 독일에
넘겨줄 수는 없다—이들은 동양과의 통상에 있어서 우리의 경쟁자들이다—이는 사업상
안 좋은 것이고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필리핀 섬들을 그들의 자치에 맡길 수는 없다—
그들은 아직 자치 정부를 가질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그들은 머지 않아 무정부 상태가
되어 스페인이 행했던 것보다 더 나쁜 통치를 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필리핀 모든 섬을 취하여, 필리핀 사람들 또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그들을 위해 죽으셨기에, 그들을 위해 교육시키고, 그들의 사기를 돋구고
문명화시키며 기독교로 개종시키고, 신의 은총을 받아 우리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나는 잠자리에 들었으며, 잠이 들었고, 깊이 잘 잤으며, 그 다음
날 아침 전쟁부의 수석 엔지니어(우리의 지도 제작자)를 불렀고, (그의 사무실 벽에 걸린
대형 지도를 가리키며) 그에게 필리핀을 미국의 지도에 포함시키도록 말했으며, 그것이
지시대로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내가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한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 . .
출처: General James Rusling, “Interview with President William McKinley,” November 21, 1899,
published in The Christian Advocate, January 22, 1903

7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에 따르면, 미국이 필리핀을 합병해야 하는 이유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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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장]

문서 8
다음 발췌문은 브라이언 램이 외교관 워렌 짐머만이 쓴 위대한 첫 승리: 미국을 강대국으로 만든 다섯
명의 미국인들에 대해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짐머만은 미국이 필리핀을 합병한 후 추가 병력을 보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 . . 램: 왜 130,000 군대가 필요했습니까?

짐머만: 필리핀은 7,000개 이상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치안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운
국가입니다. 우리는 스페인을 몰아낸 후, 스페인에 반기를 들었던 필리핀 혁명주의자들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독립을 원했고, 미국이 그들의 독립을 보장했다고 믿었습니다.
아마도 잘못 생각했던 것이죠. 저는 미국이 그들에게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아시아에 있던 몇몇 미국 군사 장교들이나 외교관들은 아마도 필리핀 지도자인
에밀리오 아기날도에게 “당신이 우리를 도와준다면, 우리도 당신의 독립을 돕겠습니다”
라는 모종의 암시나 힌트를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중에는 몇몇 약속이 오갔을지도
모르고요.
어찌 되었건 간에, 스페인이 우리에게 항복했을 당시, 우리가 그를 항복 조인식에
초대하지 않았을 때 그는 매우 실망했죠. 스페인은 필리핀 혁명주의자들에게 항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머지 않아 1899년 2월, 아기날도 및 그의 혁명주의자들과 미군 간의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 전쟁은 급속도로 게릴라 전으로 바뀌었으며, 게릴라 전에 따라오는 모든
혐오스런 일과 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군대가 매우 신속하게 증원되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총력을 다했고, 필리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는 매우 추잡한 전쟁이었고,
우리가 승리할 때까지 삼 년이 걸렸습니다.
램: 우리 측의 사상자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짐머만: 아무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짧게 끝난 쿠바에서 전쟁에서 생긴 사상자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필리핀은 더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했죠. 아마도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질병으로 사망했습니다—전쟁 기간 동안 질병으로 죽은 필리핀 사람들은 200,000
명에 육박한다고 추정됩니다. . . .
출처: Interview of Warren Zimmermann by Brian Lamb, C-SPAN Booknotes,
program aired January 19, 2003 (개정판)

8 워렌 짐머만에 따르면, 미국의 필리핀 합병이 미친 영향 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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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9a
. . .[스페인-미국] 전쟁은 미국의 외교 정책 역사에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미국은 단순히 국내 만을 들여다볼 수 없었습니다. 미국은 카리브 해에서 의심할 나위
없는 우월성을 확보했으며 그 영향력을 아시아까지 넓혔습니다. 미국은 스스로의 내재적인
힘을 통해 세계 강대국의 하나로 인정되었으며, 그 힘은 세계의 모든 강대국들의 국제
정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은 스스로가 원했다 할지라도, 새로운 세기에는 세계의
다른 나라들의 정치와 동떨어져 홀로 남아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출처: Alexander DeConde, A History of American Foreign Policy, Charles Scribner’s Sons, 1963

문서 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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ᆖᅧ: Thomas G. Paterson et al., American Foreign Policy: A History, 1900 to Present,
D. C. Heath,1991 (੭ႜን)

9 이 문서들에 의하면, 1890년대의 미국의 확장이 미친 영향 두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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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B
에세이 문제
지시사항: 서론과 여러 개의 문단 및 결론을 포함하는 잘 구성된 에세이를 작성하십시오. 최소한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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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1840년대에 북미 대륙에서 영토를 확장했으며 그 후 1890년에서 1917
년 사이에는 해외에서의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이 확장 시기들은 미국 및 다른
나라의 사람들에게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과제: 문서들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자신의 미국 역사 지식을 활용하여, 다음 영토
확장에 관한 에세이를 작성하십시오.
1840년대의 영토 확장 및 1890년에서 1917년 사이의 영토 확장에 대하여
• 각 시기의 영토 확장을 둘러싼 역사적인 배경들을 묘사하십시오
• 미국의 각 영토 확장 기간의 긍정적인 및/또는 부정적인 영향들을
논하십시오
지침 사항:
에세이 작성 시, 반드시
• 과제의 모든 측면을 전개시키십시오
• 최소한 다섯 개의 문서들의 정보를 포함하십시오
• 관련 있는 외부 정보를 포함하십시오
• 관련 사실, 사례 및 상세한 정보로 주제를 뒷받침하십시오
• 답안을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구성하고, 주제를 단순히 반복하는 것 이상의 서론과
결론을 포함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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