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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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페이지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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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중 미국의 남동부에서 대농장들이
발전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지리적
요인은?
건조 지형
소나무 숲
서늘한 기후
비옥한 저지대

5 프렌치 인디언 전쟁(1754–1763)이 미국의
식민지 주민들에게 미친 영향은?
영국이 자국의 빚을 갚기 위해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였다.
영국의 군대가 식민지로부터 제거되었다.
아팔래치아
산맥
서쪽으로
정착이
허용되었다.
식민지 무역 규제가 줄어들었다.

2 1600년대와 1700년대에 유럽의 중상주의가
가졌던 중요한 목표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고국의 부를 증가시키는 것
식민지의 자급을 촉진시키는 것
식민지에서 직물의 제조를 장려시키는 것
유럽 국가들 간의 무역을 향상시키는 것

6 다음 중 연합 규약 (Articles of Confederation) 의
주요 목적은?
중앙 정부에 세금 수입 공급
중앙 정부의 기본 틀 확립
중앙 정부에 주 정부 간의 통상을 조절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주 정부에 대한 중앙 정부의 우위성 확립

3 존 피터 젱어 판결(1735)의 결과로 인해 확립된
선례는?
보통 선거권
평화적인 집회
언론의 자유
사생활 권리

7 미국 헌법(1787)에서 발견되는 많은 기본적인
원칙들은 무엇에 근거했습니까?
건전한 방임 정책 개념
친영국주의자들의 영향
유럽에서 절대 군주들의 통치
계몽주의 사상가들의 저서들

4 다음 중 아래의 미완성된 개요를 가장 잘
완성시키는 제목은?
I.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 강제로 식민지로 끌려옴
B. 혹독한 조건을 견뎌냄
C.	성공적인 농업 경제를 위해 노동력을
제공함
D.	그들의 문화를 제거시키려는 것에
저항함

8 연방주의, 권력 분립 및 견제와 균형은 다음 중
어느 것을 위한 헌법적 원칙들입니까?
더 많은 투표자들에게 직접적인 권한을
부여함
개인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함
통치 과정에 시민들을 직접적으로 참여시킴
정부 권한의 집중을 직접적으로 줄임

서부 해안의 중국인 이민자들
남부의 아프리카 출신 노예들
뉴잉글랜드의 계약 노동자들
남서부의 멕시코 농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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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 .우리는 우리의 미래 세대들을 위한
헌법을 만들어야 하며, 단지 현재 처한 특정
상황만을 위한 것이면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 .”

13번 문제는 아래의 글과 자신의 사회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 . .이제 본론에 들어가 봅시다. 철저한[치밀한]
연구 및 비교로부터 얻은 데이터, 심혈을
기울인 조사 및 논리적인 추론과 정직한
사고로부터 형성된 저희 의견에 따르면, 우리의
상업 및 이와 유사한 것들을 경멸스러울 만큼
하찮게 만들고 남부에서의 발전과 번영을
방해한 모든 원인들; 대다수의 사람들을
가난과 무지에 빠지게 하고, 오직 소수에게만
자만과 폭압을 허용했으며 나머지 사람들은
집을 잃게 만들었고; 우리가 자유 주들에
의존하는 수치심을 갖게 했으며; 우리의
영혼이 망가졌으며, 의식이 살아있는 계몽된
시민들의 눈에 우리 자신을 부끄럽게 만든 이
모든 것은—모두 한 가지로 귀결되는데, 이는
인류 경제에 만들어진 것 중 가장 증오스럽고
끔찍한 단어—노예제도입니다! . . .

— James Wilson, Constitutional Convention, 1787

헌법 제정자들은 다음 중 어느 것으로써 이
생각을 가장 잘 적용시켰습니까?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을 제공함
개인의 시민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법
절차를 제공함
헌법 개정안을 채택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함
의회 구성원을 선출하기 위해 직접 선거
제도를 제공함
10 미국 헌법에서 연방법원 판사를 종신직으로
임명하는 주된 이유는?
재판의 판결을 내림에 있어서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사법 판결이 판례에 기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대법원에서 다양한 관점들이 대변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 Hinton Helper, The Impending Crisis of the South:
How To Meet It, 1857

13 이 글에서 가장 분명하게 표현된 저자의
의견은?
노예 제도가 서부 영토로 더 확대되어야
한다
노예 제도가 북부로 하여금 남부에
의존하게 만들었다
노예 제도가 남부에서 경제적 및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켰다
노예 제도로 인하여 남부가 연맹으로부터
탈퇴하였다

11 • 권리 장전이 추가되어야 한다.
• 중앙 정부의 권한이 너무 강하다.
• 나라가 공화국을 유지하기에 너무 크다.
이 서술들은 다음 중 어느 것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우려를 나타냅니까?
영국의 식민지 지배
올바니 연방안에 나타난 원칙들
헌법 비준
남부 주들의 연맹으로부터의 탈퇴

14 자영 농지법의 통과(1862) 및 최초의 대륙 횡단
철도의 완성(1869)은 다음 중 어느 지역으로의
정착을 촉진했습니까?
대초원
대서양 해안 평야
오하이오 강 계곡
멕시코 연안 지역

12 미 연방 은행을 창설하는 것과 연방 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논쟁은 다음 중 어느 것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까?
조지 워싱턴이 중립 주의를 선언함
알렉산더 해밀턴이 재정 계획을 도입함
존 아담스가 외국인 규제법과 선동
금지법에 서명함
토마스 제퍼슨이 루이스와 클라크의
탐험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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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장]

15 다음 중 초기 재건 시대(1865–1870)의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경험을 가장 올바르게
일반화한 것은?
그들은 경제적 평등을 얻었다.
그들의 정부에 대한 참여가 줄었다.
그들은 헌법 개정을 통해 법적 권리를
이루었다.
그들의 정치적 평등은 대부분의 과격파
공화주의자들에 의해 반대되었다.

20번과 21번 문제는 아래 화자들의 말과 자신의
사회 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16 남북전쟁 후 남부에서 소작 제도가 발전했던
이유는?
이전에 노예였던 사람들 대부분이 농사
짓는 기술이 없었다
많은 땅을 가진 소유주들에게 노동력이
부족하였다
농경지의 대부분이 전쟁에 의해 파괴되었다
농장의 소유주들이 농작물을 다양화하기를
원했다

화자 A:	아이들에게 비위생적이고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서 오랜 시간 일하게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우리의 아이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화자 B:	우리는 정부의 간섭 없이 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해야 합니다.
최고는 살아남을 것입니다.
화자 C:	독점과 트러스트는 소규모 기업들이
경쟁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독점 기업들은 경쟁자들을 없애기 위해
가격을 낮춘 후, 나중에 소비자들에게
더욱 높은 가격을 부과합니다.
화자 D:	대기업은 국가에 이롭습니다. 이는
국가의 부를 증대시키고, 일자리를
제공하며, 나라를 부강하게 합니다.

17 19세기 말에 미국 정부가 자유 방임주의
원칙을 채택하여 생긴 결과는?
미국의 소규모 기업들을 지원함
공장의 일자리 수가 줄어듦
보호 관세에 대해 미국 기업들이 반대함
트러스트 및 독점이 늘어남

20 다음 중 화자 B가 연방 정부가 하길 원하는
것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아동 노동을 규제.
누진 소득세를 채택.
이민법을 강화.
사회적 다윈주의 개념을 지지.

18 대법원의 플레시 대 퍼거슨(1896) 판결이
가져온 결과 한 가지는?
공립 학교들이 전국적으로 통합되었다.
“분리 속의 평등” 정책이 확립되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인권이 강화되었다.
북부 주들에서 공중 시설이 분리되도록
강요되었다.

21 진보주의 시대 동안 많은 개혁주의자들이
가졌던 신념을 나타내는 두 화자는?
A와 B
B와 C
A와 C
B와 D

19 1899년, 미국의 문호 개방 정책은 무엇을
시도하기 위해서였습니까?
중국에서의 무역 기회를 보장
필리핀이 중국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기
러시아와 미국 간의 무역을 증가
유럽국들이 아프리카를 식민지로 만드는
것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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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 문제는 아래의 신문 기사 제목들과 자신의 사회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현상금 $50,000

누가 메인호를 침몰시켰나?

뉴욕 저널
뉴욕 지역판

현상금 $50,000

및 광고

전함 메인호의 파괴는 적의 짓이다
뉴욕, 1898년 2월 17일, 목요일

$50,000!

현상금 $50,000!
메인호 침몰의 범인
색출을 위해!

루즈벨트 차관보는 전함의 폭파가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발표했다.
뉴욕 저널에서 258명의 미국 수병을

$50,000!

현상금 $50,000!
메인호 침몰의 범인
색출을 위해!

죽게 한 범인의 체포에 현상금 $50,000
을 내걸다. 해군 장교들은 전함이

고의로 파괴되었다고 입을 모은다.
출처: “Crucible of Empire,” PBS Online (개정판)

22 이 1898년 신문의 큰 표제들의 주요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스페인에 대한 전쟁 선포를 위한 지지를 모음
스페인과 미국 간의 평화를 장려
고통 받는 쿠바 사람들에게 인도주의적 지원을 지지
쿠바 시민들을 벌함
24 1900년대 초, 의회는 국가의 화폐 공급을
어떤 방법으로 좀 더 효과적으로 조절하려고
했습니까?
최소 임금을 늘림으로써
보호 관세를 높임으로써
연방 준비 제도를 창설함으로써
클레이턴 독점 금지법을 채택함으로써

23 • 인구 과잉
• 높은 범죄율
• 위생시설 미비
다음 중 1900년대 초의 이러한 문제들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부정부패 적발자들의 영향
보존 프로그램들
서부로의 이주
급격한 도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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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장]

25번과 26번 문제는 아래의 삽화와 자신의
사회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27 할렘 르네상스가 가져온 주된 영향은
무엇입니까?
뉴욕 시 정치계의 부패를 노출시킴
흑인 대이동의 종식을 가져옴
아프리카계 미국인 문화에 대한 자각을
높임
진보주의 운동에 영감을 줌

“가던 길로 가는 게 낫겠어”

미국

국제
연맹

스및
프랑 과의
영국 조약

한
복잡 관계
외교

28 1920년대 동안, 큐 클럭스 클랜의 회원들은 다음
중 어느 것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었습니까?
늘어나는 도시화에 찬성함
이민 배척주의자의 사상과 정책을 장려함
소수계 사람들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늘림
정치적 반대자들의 추방을 반대함
29번과 30번 문제의 답은 아래의 지도와 자신의
사회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외교 조약

출처: Winsor McCay, New York American,1919 (개정판)

25 이 삽화의 주요 개념은?
바다를 건너는 선박들의 항해는 위험했고
금지되어야 한다.
미국은 고립주의 외교 정책으로 돌아가야
한다.
미국은 국제적인 평화 유지 기구를
창설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미국의 해군은 그 함대를 개선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출처: Andrew Cayton et al., America: Pathways to the
Present, Prentice Hall, 2000 (개정판)

29 1930년대에, 지도에서 진하게 칠해진 지역은
다음 중 무엇으로 알려졌습니까?
러스트 벨트
더스트 볼
대륙 분수령
미시시피 삼각주

26 미국의 상원에서, 이 삽화에 표현된 견해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는 것을
그만 두게함
미국의 이상을 반영하기 위해 베르사이유
조약의 조항들을 바꿈
전쟁으로 파괴된 유럽 국가들을 미국이
지원하는 것에 대해 대중의 지지를 얻음
국제 연맹의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우드로우
윌슨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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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1930년대에, 진하게 칠해진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이 지역의 인구에 미친 주요 영향은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수의 사람들이 서쪽으로 이주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기회를 찾아
이곳에 왔다.
농장이 번성하여 토지 가격이 상승했다.
주요 댐 건설로 해마다 일어나는 홍수를
멈추게 하였다.

[6]

31번 문제는 아래의 삽화와 자신의 사회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하지만 선장님!
이제 이 낡은
것들을
치워버려야
겠군

구명 기구
‒
대법원의 권한
‒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함

국민

들

출처: Vaughn Shoemaker, Chicago Daily News, January 1937

31 이 삽화가는 대법원과 연관된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의 조치들이 어떠했다고
생각했니까?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찬성하였다
권리 장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였다
견제와 균형 체제에 해로웠다
대공황으로부터 안전하게 벗어나는 데 필요하였다
33 1941년 의회에 의해 통과된 무기 대여법의
주요 목적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을 지원함
국제 은행 제도를 안정화 시킴
독일에 대한 전통적인 엄정 중립주의를
유지함
일본과의 무역을 장려함

32 군대 징집을 위한 의회의 1940년 입법안 통과는
주로 어떤 이유로 논란이 되었습니까?
사분의 삼 이상의 주들로부터 비준을
받아야 했기 때문
여성이 전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의 거부권을
기각하였기 때문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게 될거라는 공포감이
높아졌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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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장]

34번과 35번 문제의 답은 아래의 지도와 자신의 사회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유럽
공산주의 국가들

서

영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동

프랑스

포르투갈

남

스페인

덴

핀
란
드
소련

베를린

서독

스위스

체코
슬로바
아

리
스트

오

이

유고

탈

지중해

폴란드

동독

리

키아

리

헝가

슬라

비아

아 알바니아

루마

니아

불가리아

그리스

흑해
터키

피해

북

덴마크

카스

대서양

스웨

노르

웨이

비공산주의 국가들

출처: Roger B. Beck et al., World History: Patterns of Interaction, McDougal Littell (개정판)

34 이 지도에 보이는 상황의 결과로써, 해리 트루먼 대통령의 재임 시절 동안 미국의
외교 정책은 다음 중 주로 어느 신념에 의해 지배되었습니까?
유럽에서의 공산주의 확장을 막아야 한다
소련과의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소련의 위성 국가들은 합법적인 국가로 인정되지 말아야 한다
경제적인 원조는 서유럽 국가들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었다
35 지도에 나타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이 취했던 조치 한 가지는?
고립주의 외교 정책으로 돌아감
소련 지배 영토들을 공격함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의 형성을 도움
소련이 점령한 국가들과 무역 협정을 맺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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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린든 B. 존슨 대통령의 1960년대의 위대한
사회가 가져온 주요 결과 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사회 보장국과 같은 정부 기관이 지지를
잃게 되었다.
50년만에 군사비 지출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빈곤을 줄이기 위해 메디케어 및 직업
부대와 같은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졌다.
연방 정부는 균형 잡힌 예산에 의해
운영되었다.

36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다음 중 어느 것을 함으로써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권리를 향상시켰습니까?
군대 내에서의 분리를 종식시키는 행정
명령을 반포함
인두세를 금지시키는 법안에 서명함
급진적으로 다양한 대법원을 임명함
대중 시설에서의 차별을 종식시킴
37번 문제는 아래 인용문과 자신의 사회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40 1960년대 중반에 시작된 인종 차별 철폐
정책의 주요 목적은?
남부 농촌지역에서 실업률을 줄이기
소수 집단의 경제적 및 교육 기회를 늘리기
도시 지역에서 공공 주거 지역을 재건하기
세금을 줄이는 데 있어 대중의 지지를 얻기

. . .저는 교회와 정치가 완전하게 분리된
미국—즉, 가톨릭 성직자[주교]가 대통령
(만약
가톨릭
신자라면)에게
어떻게
행동하라고 말하지 않으며, 개신교 목사가 그
지역구 신자에게 누구에게 투표하라고 말하지
않는—어떤 교회나 교회에 속한 학교도 공적인
자금이나 정치적인 선호를 받지 않는—그 어느
누구도 그의 종교가 그를 임명하는 대통령과
다르다는 이유로 혹은 그를 뽑는 사람들과
다른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로 공직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는 미국을 믿습니다. . . .

41 다음 중 대법원의 재판과 그 재판에서 제기된
헌법적인 문제점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브라운 대 토피카 교육 위원회—법적
조언을 얻을 권리
팅커 대 디모인—부당한 수색에 대한 보호
엥겔 대 비탈레—배심원에 의해 재판 받을
권리
미란다 대 아리조나—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에 대한 보호

— Senator John F. Kennedy, September 12, 1960

37 이 성명에서, 존 F. 케네디 상원의원이 지지하고
있는 것은?
비공립학교에 대한 중앙 정부의 지원을
증가시킴
국가 종교를 확립함
종교 지도자들이 공직을 갖는 것을 금지함
수정 헌법 제1조의 원칙을 옹호함

42 1991년, 조지 H. W. 부시 대통령이 페르시아 만
전쟁에 미군을 투입했던 이유는?
쿠웨이트에서 이라크 군대를 축출하기
위해
영국이 중동에서 석유 산출 지역을
장악하는 것을 돕기 위해
이라크와 전쟁을 벌이는 이란을 도와주기
위해
모든 나라에 수에즈 운하를 개방하기 위해

38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박사가 미국에서
평등권을 성취하기 위해 사용했던 주요 전략은
무엇이었습니까?
인종 분리를 주장함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게 직업 학교에
다니도록 조언함
시민 불복종 운동을 장려함
새로운 정당을 만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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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장]

43번 문제는 아래의 삽화와 자신의 사회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웃어요 —
컴퓨터에
나와요
의료 기록

재정 기록
구입

구독

화

기

록

임대

통

보장
회
사 호
번

출처: Herblock, Washington Post, 1998

43 다음 중 이 삽화가의 관점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한 것은?
새로운 기술이 현대의 삶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다.
컴퓨터가 의료 기록들을 더 안전하게 만들었다.
컴퓨터의 사용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해칠 수 있다.
정부의 기록은 컴퓨터에 저장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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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번 문제는 아래의 그래프와 자신의 사회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미국 인구의 연령 및 성별 분포, 1999년과 2025년
연령

1999

남성

5

4

3

85+
80-84
75-79
70-74
65-69
60-64
55-59
50-54
45-49
40-44
35-39
30-34
25-29
20-24
15-19
10-14
5-9
0-4

여성

2

1

0

1

2

3

2025

4

5

5

퍼센트

남성

4

3

여성

2

1

0

1

2

3

4

5

퍼센트

출처: Population Reference Bureau (개정판)

44 이 그래프의 정보에 의해 가장 명확하게 뒷받침되는 1999년과 비교한 2025년의
인구 예측에 관한 결론은?
2025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오래까지 살 것이다.
2025년이 될 때까지 인구 수는 두 배가 될 것이다.
2025년이 될 때까지 사망률이 증가할 것이다.
2025년에는 85세 이상의 연령 중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을 것이다.
46 1920년대와 1950년대의 대중 문화 간의 유사점
한 가지는?
많은 미국인들이 이민자들에 우호적인
태도를 가졌다
많은 미국인들이 소비재를 소유하고자
하는 강한 욕망을 가졌다
많은 미국인들이 시골의 생활 방식에 대한
관심이 가졌다
많은 미국인들이 새로운 기술에 대한
과장된 불신을 가졌다

45 앤드류 카네기가 공공 도서관들에 재정 지원을
한 일과 빌 게이츠가 아프리카에 의료 지원을
한 일이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국민 주권의 혜택
사회주의자 원칙들에 대한 헌신
기업의 성장을 제한할 필요성
자신의 부로 타인을 도와주려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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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장]

47번 문제에 대한 답은 아래의 삽화와 자신의 사회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걱정

머지

마,

않아

피델

쫓겨

카스트로는

날

거야!

출처: Mike Peters, Dayton Daily News, 1994

47 다음 중 1953년부터 1994년까지의 미국 대통령들에 관한 이 삽화의 주요 견해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것은?
이 모든 대통령들이 쿠바에 대한 외교 지원을 늘렸다.
쿠바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효과적이지 않았다.
쿠바에서 피델 카스트로는 결국 권좌에서 축출되었다.
여러 대통령들이 피델 카스트로와 협력하려는 시도를 했다.
49 업튼 싱클레어의 The Jungle(정글) 과 랠프
네이더의 Unsafe at Any Speed(어떤 속도에도
안전하지 않다) 의 유사점 한 가지는?
결과적으로 소비자 보호에 대한 연방
정부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입법을 가져왔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입법을 가져왔다
결과적으로 주 간의 고속도로의 안전
기준을 높이는 입법을 가져왔다
결과적으로
소수
집단의
투표권을
제한시키는 입법을 가져왔다

48 • 표현의 자유는 존 아담스 행정부 당시
제한되었다.
• 일본계 미국인들은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억류되었다.
• 조지 W. 부시와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테러리스트 용의자들을 재판 없이 군사
형무소에 수감하였다.
다음 중 연방 정부가 취했던 이 모든 조치들이
보여주는 것은?
헌법에 의해 보장된 권리들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소수 집단에 대한 차별은 보통 전쟁 기간
동안 줄어든다
시민의 자유는 전쟁 기간이나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종종 제한된다
인권 침해는 종종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는
원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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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번 문제는 아래의 그래프와 자신의 사회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미국 이민자 구성, 1941-1996
중앙아메리카 3%

아프리카 0.8%

멕시코 14%

아시아 7.1%

중앙아메리카
4%

유럽
76%

중앙아메리카
5%
아프리카 6%

아프리카 2%

멕시코
20%

유럽
36%

1941–1960

멕시코
18%

아시아
38%

기타
14%

아시아
34%

1961–1980

남아메리카
7%
유럽
16%

1981–1996

출처: Wilson and DiIulio Jr., American Government: Institutions and Policies, Houghton Mifflin, 2004 (개정판)

50 다음 중 이 그래프에 제공된 정보가 가장 분명하게 뒷받침하는 1941년부터
1996년까지의 미국 인구에 관한 서술은?
미국 인구의 평균 연령이 증가하였다.
시민권을 신청한 이민자의 수가 감소하였다.
외국에서 태어난 미국인 거주자의 수가 1960년 이후 감소하였다.
미국 사회의 다양성이 20세기 후반부에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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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장]

이 페이지는 의도적으로 백지로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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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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 —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미국
1940년대 후반부터 중대한 정치적, 사회적 및 경제적인 사건들은 미국 및
미국 사회에 긍정적 및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중 많은 사건들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미국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과제:
1940년대 후반부터 발생한 중대한 사건 두 가지를 선택하고 각 사건에 대하여
• 그 사건을 둘러싼 역사적인 상황들을 묘사하십시오
• 그 사건이 미국 또는 미국 사회에 끼친 긍정적인 및/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논하십시오
미국 역사 공부에서 배운 1940년대 후반 이후에 발생한 어떤 중요한 사건을
사용해도 됩니다. 고려해 볼 만한 것들을 제안하자면, 베이비 붐, 매카시즘, 핵무기 경쟁,
학교에서의 인종 차별 폐지, 교외화, 선벨트 지역으로의 이주, 여성 해방 운동, 소비 지상
주의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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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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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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역사 전반에 걸쳐, 위기 혹은 변화의 시기 동안 대통령들은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자신들의 생각들을 미국
국민들에게 전했습니다. 이러한 글 혹은 연설들은 미국 및 미국 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연설 세 가지로는 조지 워싱턴의 고별 연설(1796),
에이브러헴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1863), 그리고 프랭클린 D. 루즈벨트의
첫 취임 연설(1933)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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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 그
• 그
• 그

역사적
연설을
연설의
연설이

배경에 언급된 연설 두 가지를 선택한 다음, 각 연설에 대하여
둘러싼 역사적인 상황을 묘사하십시오
주요 견해를 설명하십시오
미국 및/또는 미국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 논하십시오

파트 III의 답을 전개할 때, 반드시 다음의 일반적 정의를 염두에 두십시오:
(a) 묘사하십시오란 “무엇에 관해 글로 설명하거나 그것에 대하여 말한다”를 의미합니다
(b) 설명하십시오란 “이해하기 쉽게 혹은 명백하게 하고, 이유 혹은 원인을 제공하며
논리적인 사고 전개 혹은 관계를 보여준다”를 의미합니다
(c) 논하십시오란 “사실과 추론 및 논증을 이용하여 어떤 것에 대하여 관찰하고, 어느 정도
자세하게 서술한다”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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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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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1
. . .그러나 워싱턴의 [퇴임에 관한] 생각에는 또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가
이루고자 했던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사실, 그보다 더 성공적인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그를 지원하기 위해, 미 연방은 팔 년간의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이겨냈습니다. 전쟁과
평화가 교차되었던 거의 십오 년간에 집요했던 경제적인 고통도 사라졌습니다. 역사상
전례 없이, 미국의 제조업은 희망찬 미래를 맞았으며, 머지않아 이 새 나라가 외국의
제품에 의존하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면 스스로 물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서부 지역이 떨어져 나갈 것이라는 걱정도 사라졌습니다.
유럽의 강대국들과의 평화가 유지되었으며, 워싱턴의 재임 기간 내내 지속되었습니다.
사실상, 그가 임기를 시작했을 때는 불확실한 일이었던, 새롭게 생겨난 중앙 정부가
살아남았다고 그는 마지막 의회 연설에서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미국이
견뎌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 . .
출처: John Ferling, The Ascent of George Washington: The Hidden Political Genius of an American Icon,
Bloomsbury Press, 2009 (개정판)

1 John Ferling 글에 기반한,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달성한 업적 두 가지를 쓰십시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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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2a
. . .외국의 나라들과 관련하여 우리 행동의 중요한 규칙은 우리가 그들과의 무역을
확장하는 데 정치적인 관계를 되도록 맺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와 이미
관계를 형성한 일에는 철저한 신뢰를 갖추고 실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안됩니다.
유럽은 우리와 별로 혹은 전혀 관계가 없는 일들에 주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주 본질적으로 우리한테는 생소한 일들인, 논란이 되는 일들에
관련합니다. 따라서, 항상 변하는[바뀌는] 그들의 정책 혹은 그들의 친하거나 적대적
관계에 우리가 말려드는 것은 현명하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우리의 떨어지고 먼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길을 추구할 수 있게 합니다.
효과적인 정부 아래 우리가 하나됨을 유지한다면, 외국의 횡포로부터 물질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날이 머지 않아 올 것이며; 이러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우리는 중립을
취할 수 있으며 다른 나라들로부터 항상 완전한[전적인] 존중을 받을 것이며;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불가능한 호전적인 나라들이 우리를 함부로 침략하지 못할 것이며;
우리의 이해 관계와 정의에 따라 우리가 평화나 전쟁을 선택해야 할 상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 .
출처: President George Washington, Farewell Address, September 19, 1796

2a 이 문서에 의하면,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미국의 외교 정책 실행에 관하여 준 조언은 무엇입니까? [1]

Score

문서 2b
. . .그러므로, 국민 여러분,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당파심 또는 열성적으로 편을 드는
것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깊고, 미묘하고, 중요한 중립정책의 위반[어김]에 대해
엄숙한 경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지치게 하는 이 시기 동안,
미국은 명목상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중립을 지켜야만 합니다. 우리는 생각 뿐만
아니라 행동에 있어서도 공정해야 하며, 우리의 감정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쪽보다 다른
쪽을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억제해야 합니다. . . .
출처: President Woodrow Wilson, Message to the United States Senate, August 19, 1914

2b 이 문서에 의하면, 1914년 유럽에서 발발한 전쟁에 대응하여 미국이 따라야 할 정책에 관하여
우드로우 윌슨 대통령이 추천한 정책은 무엇입니까? [1]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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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3a
유럽의 전쟁으로 대서양이 좁아지다
예전 같지
않군

유

럽

대
서
양

국
미

아프리카

출처: Bailey, Kennedy, and Cohen, The American Pageant,
Houghton Mifflin, 1998 (개정판)

문서 3b
. . .마찬가지로 고립주의는 낡은 것이 되었습니다. 외부의 위험에 대응하여 동맹을
맺지 않는 정책은 놀랍게 뒤바뀌었고, 현재 미국은 사십 개 이상의 동맹국들과 맺어져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및 냉전에서 불간섭주의는
전면적인 간섭으로 바뀌었습니다. 미국이 이제 더 이상 사건들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
흘러가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며;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사건들을 통제하는 데
자국의 막대한 힘을 이용하는 것에 단호합니다. 경제적 혹은 군사적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불개입은 여러 나라와의 관계에서 개입으로 바뀌었습니다. 세계가 미국을
내버려두지 않기 때문에 미국은 세계를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 . .
출처: Thomas A. Bailey, A Diplomatic History of the American People, Appleton-Century-Crofts, 1964

3 이 문서들에 의하면, 20세기에 미국이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외교 정책 조언을 따르는 것이 더욱
어려워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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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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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ivil War Trust at www.civilwar.org (개정판)

문서 4b
. . .미국은 게티스버그에서 모종의 의식 행사가 필요했습니다. 이 전투의 충격은
미네소타에서 메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의 뼈와 힘줄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수천 명이 사망했고, 수천 명이 불구가 되었으며, 또 다른 수천 명이 사흘 간의 가장
끔찍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전투가 끝난 후 군대는 버지니아로 이동하였고, 여름과 가을 내내 진퇴를 거듭하며
때때로 서로 충돌하고, 소규모의 기병과 보병을 이용하여 전투를 벌였으며, 사소하게
싸우기도 하고, 이동도 하고 사격도 하며 서로를 죽였습니다. 전쟁은 끝없이 계속되는
것 같았으며 아무도 그 끝을 볼 수 없었습니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게티스버그에서의
전투는 미국이 성취하고자 하는 모든 것—그것을 위하여 아들들을 바쳤던 것, 그것을
위하여 전국의 모든 도시와 크고 작은 마을의 가정들이 상실과 영원한 이별을
겪어야 했던 모든 것을—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임이 웬만큼 확실해졌고 그리고
펜실베이니아의 이 묘지를 헌사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전사한 젊은이들과 이들을 잃은
가족들을 추도하는 것이었습니다. . . .
출처: Bruce Catton, The Battle of Gettysburg, American Heritage Publishing, 1963

4 이 문서들에 의하면, 게티스버그 전투 후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국민에게 연설하는 것이 중요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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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장]

문서 5
팔십칠 년 전, 우리의 아버지들은 이 대륙에 자유로 잉태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였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과제에 헌신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큰 내전 중에 있고, 그러한 나라, 혹은 그런 생각과 그런 헌신을 가진
나라가 계속하여 생존할 수 있는지를 시험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전투의 큰 전쟁터에
왔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생존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사람들이 영원히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이 장소를 헌사하기 위해 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고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크게 보았을 때, 우리는 이 땅을—헌사할 수 없고—바칠 수 없고—신성화할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 힘겹게 싸우다 죽거나 살아남은 용감한 사람들이 이 땅을 이미
신성하게 했으며, 이 사실은 우리의 미력한 힘으로 더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세계는
우리가 여기서 하는 말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거나 오래 기억하지 않을 것이지만,
용감한 이들이 여기서 한 행동은 영원히 읻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남겨진 일은 여기서 싸우다 간 이들이 끝내지 못한 일을 해냄으로써 그들의 고귀한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앞에 미완으로 남아 있는 위대한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헌신할 것입니다—즉, 명예롭게 죽어간 분들이 마지막 힘을 다해
이루고자 했던 커다란 뜻에 더욱 더 헌신할 수 있는 힘을 그분들에게 얻고—그분들의
죽음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며—이 나라가 하나님의 보살핌 아래
새롭게 보장된 자유를 누리며—국민의 정부, 국민에 의한 정부, 국민을 위한 정부가
결코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만들 것입니다.
출처: President Abraham Lincoln, Gettysburg Address, November 19, 1863 (개정판)

5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에 따르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남겨진 “위대한 과업”은 무엇입니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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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6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1963년 8월 28일 워싱턴에서의 행진의 기조 연설자였습니다.
. . .다른 연설자들에게 링컨 기념관은 단지 하나의 무대에 지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킹 주니어는 자신의 뒤에 있는 신전[기념관]의 영웅을 언급하며
시작했습니다. “백 년 전, 한 위대한 미국인이 노예 해방에 서명했으며[1863년 1월 1
일], 그의 상징적 그림자 안에 오늘날 우리가 서있습니다. 이 중대한 결정은 시들어가는
불평등의 불꽃에 상처를 입어왔던 수백만 명의 흑인 노예들에게 커다란 희망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나긴 억제의 밤을 끝내고 기쁨에 찬 새벽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백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흑인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연설은 킹
주니어 자신의 두 번째 노예 해방 선언이되었습니다. 이 선언은 점점 더 고조되어 “나는
꿈이 있습니다”가 되었습니다. “나는 장차 이 나라가 발전하여 그 신념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대로 사는 날이 올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이 자명한 진실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게티스버그에서의 링컨처럼 킹 주니어는 오랜
꿈을 추구하며 자유의 새로운 탄생에 이 나라를 바쳤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이
연설은 그 어떤 단일 사건보다도 대부분의 미국인들의 눈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흑인
운동을 정당화시켰으며, 국가의 역사적인 전환점을 상징하게 되었으며, 킹 주니어를
위대한 미국의 영웅들의 반열에 올려놓게 되었습니다”라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 . .
출처: Merrill D. Peterson, Lincoln in American Memory,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개정판)

6 Merrill D. Peterson에 따르면, 1863년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게티스버그 연설은 20세기의 미국에
어떻게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습니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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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장]

문서 7a

1930년대 디트로이트에서
일자리 구하는 광고
내가 원하는 건 일자리지 자선금이
아닙니다. 누가 제가 취직하게
도와주시겠습니까.
디트로이트에서 7년. 돈 없이
해고 됨. 최고의 추천서들
갖고있습니다.
전화 랜돌프 8381
방 번호 #59

문서 7b

출처: Detroit News

시카고 무료 급식소, 1931

실직자를
위한
무료 커피
와 도너츠
무료 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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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ational Archives (개정판)

문서 7c
현명한 경제학자가 질문을 하다

“저축했었어”

“형편이 괜찮았을
때 미래를 위해
저축 좀 하지
그랬어?”

은행 파
산의
피해자

출처: John McCutcheon, Chicago Tribune, 1931 (개정판)

7 위의 사진들과 정치적 삽화에 의하면, 1930년대 초반 많은 미국인들이 직면했던 문제점 두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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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장]

문서 8
. .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명하고
용기있게 대처한다면 이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는 정부가 이를
전쟁의 위기 상황처럼 여겨 직접 고용을 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고, 이와 동시에 이런
고용을 통하여 우리의 천연자원 이용을 촉진하고 재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프로젝트를 달성함으로써 이룰 수 있습니다. . . .
마지막으로, 복구하는 일을 향한 우리의 과정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오래된 악으로
회귀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합니다. 모든 은행과 대부업 및 투자업에 관하여 엄격한
감독을 하여 타인의 돈으로 투기를 하는 일을 없애야 하며, 적절하면서도 건전한 통화에
대한 조항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 .
저는 저에게 주어진 헌법적인 의무를 가지고 위기에 빠진 세계 안에서 위태로움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에게 필요한 조치를 제안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헌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이러한 조치들, 혹은 의회가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만들
다른 조치들을 신속하게 실행에 옮길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회가 이러한 두 과정 중 하나를 행하는 것에 실패하고 여전히 국가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한다면, 저는 제가 직면한 명백한 의무를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의회에게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남아있는 단 한 가지 수단을 사용할 것을 요청할
것입니다—즉, 이 수단은 비상 상황에 맞서 싸우는 광범위한 행정 권한을 뜻하며, 이는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저에게 주어지는 막강한 권력과 비슷한 것입니다. . . .
우리는 꼭 필요한 민주주의의 미래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국민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필요에 따라 우리 국민들은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도력 아래 일사분란한 지휘를 요구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저를 그들의 이러한 갈망을 위한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기꺼이 이를
수용하는 바입니다. . . .
출처: President Franklin D. Roosevelt, First Inaugural Address, March 4, 1933

8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에 따르면, 국가적인 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취해야 하는
조치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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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9a
. .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하자 마자 그의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으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절망은 희망이 되었고, 취임 백일이 지나자 믿음과 확신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대공황은 끝나지 않았으나, 이에 대한 공포는 사라졌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공포로 허리에 묶었던 매듭은 사라졌습니다. 모든 상황이
나아졌습니다. 직장이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계속 그 직장에 다닐 수 있다는 웬만한
확신을 느꼈습니다. 직장이 없던 사람들은 직장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더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아직도 거리에 사과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고, 시카고의 학교 선생님들은
여전히 밀린 월급을 받기 위한 농성을 벌였으며, 해직된 지방 의회 의원들은 여전히
시청으로 행진했습니다. 그러나 신문에 나온 이야기들은 더 밝은 면을 보였습니다: 즉,
새로운 CCC 캠프가 개장되었다거나; 토목 사업청에서 거리를 보수 및 공원을 단장하기
위해 사람들을 고용했다는 소식; 아이오와와 위스콘신의 농부들이 고속도로에 우유를
버리는 대신 시장에 우유를 가지고 나왔다는 소식 등을 전했습니다. 가끔 저녁에 맛있는
스테이크를 먹는 것이 가능해졌고, 영화를 보기 위해 25센트를 소비하는 것이 그렇게
과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몇몇 가정들은 심지어 여름 휴가를 계획하기도
했습니다. 7월 1일 일요일자 뉴욕 타임즈지는 세 면에 걸쳐 크루즈 광고를 실었습니다. . . .
출처: Cabell Phillips, From the Crash to the Blitz: 1929–1939, The New York Times Company, 1969

9a Cabell Phillips에 따르면,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의 취임 후 백일은 미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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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장]

문서 9b
. . .[뉴딜 정책을 없애기 위한] 이러한 도전들에도 불구하고, 뉴딜 정책의 본질적인 요소는
생명력이 있다고[계속 이어진다고] 증명되었습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사회 보장
제도를 민영화하려는 의욕적인 활동으로 그의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양당의 강한 반대에 부딪쳐 이를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의회의 공화당원들의
지원을 받아 메디케어 처방 약품법에 서명하였고, 이는 복지국가의 범위를 크게
확대시켰습니다. 정치적인 논쟁은 재빠르게 의료보험으로 옮겨갔으며,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여론조사에서 보편적인 의료보험을 가지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부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연방 규제 제도가 밀물과
썰물처럼 변했지만, 정부가 부정직한 주식 거래, 안전하지 않은 식품과 의약품 및
부도난 은행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생각은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으며, 이와 같은 생각은 1933년 당시에는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2008년 가을,
공화당 출신의 대통령과 민주당 의회가 협력하여 금융 산업을 구제하기 위해 7천억
달러를 입법화시켰을 때, 나라 전체가 뉴딜 정책의 기본적인 원칙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 . .
출처: Adam Cohen, Nothing to Fear: FDR’s Inner Circle and the Hundred Days that Created Modern America,
Penguin Press, 2009

9b Adam Cohen의 글에 근거하여, 뉴딜 정책이 지속적으로 정부가 취하는 조치들에 영향을 미치는 면
한 가지를 쓰십시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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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역사 전반에 걸쳐, 위기 혹은 변화의 시기 동안 대통령들은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자신들의 생각들을 미국
국민들에게 전했습니다. 이러한 글 혹은 연설들은 미국 및 미국 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연설 세 가지로는 조지 워싱턴의 고별 연설(1796),
에이브러헴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1863), 그리고 프랭클린 D. 루즈벨트의 첫
취임 연설(1933)이 있습니다.
과제: 문서들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자신의 미국 역사 지식을 활용하여,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는 에세이를 작성하십시오.
위의
• 그
• 그
• 그

역사적
연설을
연설의
연설이

배경에 언급된 연설 두 가지를 선택한 다음, 각 연설에 대하여
둘러싼 역사적인 상황을 묘사하십시오
주요 견해를 설명하십시오
미국 및/또는 미국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 논하십시오

지침 사항:
에세이 작성 시, 반드시
• 과제의 모든 측면을 전개시키십시오
• 최소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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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 Hist. & Gov’t. – June ’17 Korean Edition

[29]

REGENTS EXAM IN U.S. HISTORY AND GOVERNMENT KOREAN EDITION

재활용 용지에 인쇄함

REGENTS EXAM IN U.S. HISTORY AND GOVERNMENT KOREAN EDI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