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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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명을 인쇄체로 기입하십시오. 파트 I에 대한
별도의 답안지가 제공되었습니다.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답안지에 학생 정보를
기입하십시오. 그런 다음, 에세이 책자 각 페이지 윗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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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개의 선다형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들에 대한 답은 답안지에
지시된 대로 기입하십시오.
파트 II에는 한 개의 주제를 다루는 에세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에세이 책자 1페이지부터 기입하십시오.
파트 III는 여러 개의 문서에 기반을 둡니다.

파트 III A에 그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험의 이 파트를 하게 될 때,
이 부분의 첫 페이지에 자신의 이름과 학교명을 기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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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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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각 문제에 가장 적절한 답의 번호를 별도의 답안지에 기입하십시오.
1번 문제는 아래의 연대표와 자신의 사회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1697
1791
1794
1797
1802
1803
1804

스페인이 히스파니올라의 서쪽 삼분의 일을 프랑스에게 양도하다

투생 루베르튀르가 노예와 자유 흑인들의 반란을 이끌다
프랑스의 자코벵 정부가 모든 프랑스 식민지에서 노예제도의 종식을 선언하다
투생 루베르튀르가 산토 도밍고(아이티)에서 프랑스 군대의 명령권을 쥐다
프랑스에 의한 통치를 회복하기 위해 산토 도밍고에 20,000명의 프랑스 군대가 도착하다
최후의 프랑스 군대가 퇴각하다
아이티의 독립 선언

1 1800년대 초기, 프랑스 정부가 산토 도밍고(아이티)에서 조치를 취한 목적은?
(1) 아메리카 대륙의 프랑스 식민지에 대한 투자를 보호함
(2) 루이 16세 정부를 보호함
(3) 노예가 된 흑인들을 아프리카로 되돌려 보냄
(4) 투생 루베르튀르의 반란을 지원함
2 다음 중 행정구역 지도가 보여주는 특징은?
(1) 기후
(3) 경계선
(2) 사용되는 언어
(4) 매장된 광물

5번 문제는 아래의 글과 자신의 사회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 . .아일랜드의 감자 기근은 영국에 대한 깊고
잊혀지지 않는 반감 및 불신을 남겼습니다. 많은
아일랜드인들은 그 기근은 자연 재해와 거리가
먼, 영국의 식민지 정책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기인한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듯이, 아일랜드인들은 기근이 가장
심했던 몇 년 동안 많은 아이랜드 거주 영국인
토지들에서 곡물과 가축을 계속해서 영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3 다음 중 한 역사적인 사건에 관한 일차적인
자료 증거를 고려할 때 역사가가 취해야 할
행동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은?
(1) 목격담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
(2) 다양한 관점들을 고려함
(3) 종교적인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함
(4) 언론인들에 의해 쓰여진 요약을 수용함

— Digital History, University of Houston

4 다음 중 과학 혁명이 대중화시킨 사상은?
(1) 이해는 관찰과 실험의 결과이다
(2) 지구는 태양계의 중심이다
(3) 교회의 교리는 새로운 사상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
(4) 과학적인 연구는 정치적인 지도자들에
의해 감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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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중 이 글이 가장 잘 뒷받침하는, 감자
기근에 관한 아일랜드 사람들의 생각은?
(1) 아일랜드의 감자 기근은 여러 자연 재해를
초래했다.
(2) 해외로 곡물을 수출하는 것이 아일랜드
감자 기근의 유일한 원인이었다.
(3) 영국의 식민지 정책들이 아일랜드 감자
기근의 영향을 더욱 악화시켰다.
(4) 아일랜드는 감자 기근 동안 곡물과 가축을
전혀 생산하지 않았다.
[2]

10 아래의 미완성된 개요를 완성시키는 제목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6 카밀로 디 카보우르가 이탈리아를 통일했듯이
오토
폰
비스마르크는
어느
나라를
통일시켰습니까?
(1) 베네수엘라
(3) 프랑스
(2) 독일
(4) 세르비아

I.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 알렉산더 케렌스키의 임시
정부가 뒤집어 지다.
B. 블라디미르 레닌이 정권을
장악하다.
C. 니콜라스
II세
황제가
처형되었다.
D. 내전이 발발하다.

7 사회적 다윈주의와 “백인의 책무”에서 나타난
사상은 유럽인들이 어느 정책을 정당화시키는
데 사용했습니까?
(1) 평화주의
(3) 고립주의
(2) 공산주의
(4) 제국주의
8번 문제는 아래의 글과 자신의 사회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1)
(2)
(3)
(4)

. . .1870년대까지만 해도, 대륙의 10% 정도만이
유럽인의 직접적인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즉,
프랑스는 알제리를 차지하였고, 영국은 케이프
식민지와 나탈(둘 다 현재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속함), 포르투갈은 앙골라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1900년이 되어서는,
유럽의 국가들이 아프리카 대륙의 거의 천만
제곱마일 면적 — 전체 지구 면적의 오분의
일 — 을 자국들의 해외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유럽인들은 아프리카 대륙의 90% 이상을
점령했습니다. . . .

러시아-일본 전쟁의 원인들
비엔나 의회의 결과
바르세이유 조약의 결과
볼셰비키 혁명의 영향

11번 문제는 아래 차트와 자신의 사회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우크라이나의 인구 수

— Saul David, “Slavery and the ‘Scramble for Africa,’ ”
BBC British History in Depth

1926

31,195,000

1939

28,111,000

변화

– 9.9%

11 1926년부터 1939년 사이의 우크라이나 인구
수에 변화를 가져온 주요 원인은?
(1) 스탈린의 집단농장화 및 강제 기근 정책
(2) 영국령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 국가를
건설
(3) 소련 전역에 인플루엔자가 퍼짐
(4) 러시아의 제1차 세계대전 참전

8 다음 중 이 글에 언급된 변화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건은?
(1) 의화단 사건의 발발
(2) 베를린 회의의 만남
(3) 뮌헨 조약의 서명
(4) 오토만 제국의 붕괴
9 • 공장 및 사회 기반 시설을 건축하다
• 여성이 베일을 쓰는 것과 남성이 페즈를
쓰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다
• 교육과 정부를 현대화하다
• 아랍어 문자를 라틴 알파벳으로 교체하다
이 변화들은 어느 지도자가 통치하던 때에
일어났습니까?
(1) 메이지 황제
(2) 케말 아타튀르크
(3) 장제스 (장개석)
(4) 베니토 무솔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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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장]

12 전체주의라는 용어를 가장 잘 정의한 것은?

15 트루먼 독트린과 마샬 계획이 설립된 이유는?
(1) 헝가리 혁명을 진압하기 위해
(2) 공산주의의 확장을 막기 위해
(3) 소련의 베를린 봉쇄를 종식시키기 위해
(4)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를 파괴하기
위해

(1) 변화와 진전이 유익하다는 신념
(2) 지지자들을 유지하기 위해 신앙 및 종교적
교리를 이용함
(3) 삶의 모든 측면이 국가에 의해 통제된다는
사상
(4) 산업 및 재산을 사유화하는 방법

16 시장 경제와 계획 경제간의 근본적인 차이점
한 가지는?
(1) 계획 경제는 정부의 통제가 더 적다.
(2) 계획 경제는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을
제공한다.
(3) 시장 경제는 사적 소유가 더 적다.
(4) 시장 경제는 기업간의 경쟁이 더 많다.

13번 문제는 아래의 발췌문과 자신의 사회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 . .아마도, 현재 일본의 선박 활동은 군사적
프로그램 및 아시아 본토와 남쪽 바다로의
팽창에 대한 열망과 관련이 있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최근 일본 체신부 장관의 발언, 즉
일본의 선박 산업을 “발전하는 일본의 선봉장
[선구자]”라고 규정지은 그의 발언은 선박
산업의 발전이 “일본의 경제, 국방 및 일본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는 데”에 중요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 . .

17 다음 중 종교적 갈등의 결과로 탄생된
두 국가는?
(1) 인도와 파키스탄
(3) 브라질과
콜롬비아
(2) 이스라엘과 이집트 (4) 베트남과 버마

— Catherine Porter, “Shipping the
‘Vanguard of Advancing Japan,’ ” Far Eastern Survey,
February 3, 1937

18 캄보디아에서, 폴포트와 크메르 루주가 그들의
농업 사회를 건설할 때 모델로 삼은 것은?
(1) 중국 마오쩌둥의 대약진 운동
(2) 레오니트 브레즈네프의 데탕트 정책
(3) 모한다스 간디의 인도 독립 운동
(4) 폴란드 레흐 바웬사의 연대 운동

13 이 발췌문에 의하면, 다음 중 가장 타당한
결론은?
(1) 일본의 군사 및 산업적인 필요는 팽창과
연관되어 있었다.
(2) 선박의 발전은 일본에 있어 주요 우선순위가
아니었다.
(3) 일본이 필요로 하는 대부분은 이미
존재하는 자원에 의해 해결되었다.
(4) 일본의 섬나라 위치는 어업을 장려하였다.

19 다음 중 소련의 미하일 고르바초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F. W. 데 클레르크의
유사점은?
(1) 자국의 핵무기를 증가시키려고 노력함
(2) 전세계로부터 자국을 분리시키려는 외교
정책을 추구함
(3) 중요한 정치적 변화를 가져온 개혁들을
시작함
(4) 자국의 선거 과정에서 국제 참관인이
존재하는 것을 반대함

14 네빌 체임벌린은 1938년 주데텐 지방의 운명을
협상하기 위해 뮌헨을 방문했습니다. 다음 중
체임벌린의 조치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정책은?
(1) 유화 정책
(3) 배상 정책
(2) 비동맹주의
(4) 식민주의 정책

Global Hist. & Geo. – June ’18 Korean Edition

20 다음 중 20세기 후반 르완다, 코소보 및
수단에서의 갈등이 가장 잘 묘사하는 범세계적
문제는?
(1) 인권의 침해
(2) 화학 무기의 확산
(3) 국경선에 관한 분쟁
(4) 수자원의 부족

[4]

21 멕시코의 관점에서 볼 때, 북미 자유 무역 협정
(NAFTA) 채택을 반대하는 한 가지 이유가
되는 것은?
(1) 멕시코 기업들이 미국으로의 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늘어난 경제 협력이 멕시코의 민주적인
개혁을 장려시킬 것이다.
(3) 캐나다와 미국의 경제가 멕시코의 경제보다
더 천천히 성장할 것이다.
(4) 미국의 농부들이 훨씬 더 싼 값에 식량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멕시코의
농부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

23번과 24번의 문제는 아래의 도표와 자신의
사회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중국의 인구 추세
1990-2003

22번 문제는 아래의 글과 자신의 사회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상류사회에서 아프리카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얼굴을
찡그리며,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흔들고,
측은하게 얘기할 것입니다. 오, 참으로 많은
전쟁을 하지! 병도 많지! 독재자들도 많지!
독재정권
치하의
실패한
국가에서
종족학살이 일어났다는 관례적인 관점으로
아프리카를 보는 그런 태도는 당연히 아프리카
사람들을 화나게 하며, 이는 사실, 틀린
것입니다. . . .
아프리카의 골칫거리[불행]는 전쟁이나,
분쟁의 수는 줄어들었습니다. 우간다의 이디
아민과 같이 학살을 일삼던 독재자들은
대부분 사라졌으며, 권력의 견제를 받아들이고
재무부를 자신들의 사적인 돼지저금통으로
여기지 않는 숙련된 테크노크라트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르완다의 내각은
백악관의 내각보다 훨씬 더 발전된 과학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만약 당신이 라이베리아의
엘렌 존슨 설리프와 같은 지도자들과 대화를
나눈다면, 라이베리아의 주식에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길 것입니다. . . .

도시 지역의
인구 %

농촌 지역의
인구 %

1990

26.41

73.59

1991

26.94

73.06

1992

27.46

72.54

1993

27.99

72.01

1994

28.51

71.49

1995

29.04

70.96

1996

30.48

69.52

1997

31.91

68.09

1998

33.35

66.65

1999

34.78

65.22

2000

36.22

63.78

2001

37.66

62.34

2002

39.09

60.91

2003

40.53

59.47

— Chinese Government’s Official Web Portal

23 다음 중 이 도표에 보이는 중국의 인구 추세를
야기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요소는?
(1) 공동체들 설립으로 인한 기근
(2) 일자리 기회
(3) 질병의 확산
(4) 한 자녀 정책
24 다음 중 이 도표에 보이는 추세로 말미암아
중국 정부가 당면한 잠재적인 문제는?
(1) 군사 징집의 부족
(2) 도시에서의 노동력 감소
(3) 농촌 지역의 인구 증가
(4) 도시 지역의 인구 과밀

— Nicholas D. Kristof, New York Times, Upfront Magazine,
April 19, 2010 (개정판)

22 다음 중 이 글이 가장 잘 뒷받침하는 것은?
(1) 아프리카에서 전쟁의 수가 늘어났다.
(2) 아프리카
국가들에는
숙련된
테크노크라트가 부족하다.
(3) 아프리카에서 독재정권이 늘어나고 있다.
(4) 아프리카에서 일부 긍정적인 정치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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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618 #25

25번 문제는 아래의 지도와 자신의 사회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아랍의 봄, 2010-2011
북

튀니스

대서양

튀니지
시디부지드–모함메드
부아지지가 2010년 12월
17일, 스스로 분신하여
“아랍의 봄”에 불을 지피다.

시디부지드
튀니지
모로코

트리폴리

지중

하마

해

레바논
다마스쿠스

벵가지

시르테
알제리
리비아

시리아
다마스쿠스–정부가 3월 16일
발생한 최초의 시위를
진압하다.
다라–무자비한 정부의 진압이
3월에 시작하다.
홈스–탱크가 홈스에 진입한
5월에 시위에 대한 정부의
시리아
유혈 진압이 심해지다.
홈스
하마–군대가 7월 31일
이라크 하마를 포위하고 점령하다.
다라

카이로
이집트

쿠웨이트
쿠웨이트 시티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마나마
카타르

모리타니아

리비아
벵가지-카다피의 군대가 2월에
시작된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하다.
트리폴리-반군들이 치열한 여름
전투 후 수도를 점령하다.
시르테-카다피가 10월 20일 그의
고향에서 사살되다.

이집트
카이로-시위가
1월에 시작되고
무바라크가
사임과 함께
절정에 이르다.

예멘
사나

예멘
사나-1월에, 시위대가 살레의
사임을 요구하다.
500 마일

0

바레인
아랍 에미리트
마나마-펄 광장에서
2월에 시위가
오만
시작되다

인도양

500 킬로미터

0

출처: Foreign Policy Association online, January 13, 2012 (개정판)

25 이 지도에 보이는 정보에 의하면, 아랍의 봄이라는 용어는 무엇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까?
(1) 정부 지도자들에 반대하는 지역적 시위들
(2) 북아프리카와 서아시아 국가들의 지정학적 동맹
(3) 군사적인 탄압에 대한 대중의 지지
(4) 알 카에다가 저지른 테러 공격들
28 소련에서 레닌의 신경제 정책과 중국에서
덩샤오핑의 4대 근대화 정책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1) 자유 시장 경제 요소들을 제거함
(2) 분리주의 정책들을 확립함
(3) 농업 및 산업 생산을 향상시킴
(4) 외국인 투자를 막음

26 계몽주의 시대의 작가로서, 로크나 루소가
확장시킨 개념은?
(1) 총력전
(3) 자연법
(2) 자급자족
(4) 왕권신수설
27 시몬 볼리바르, 호치민 및 조모 케냐타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들인 이유는?
(1) 신정 개혁을 수립했기 때문
(2) 국제적인 평화 유지 동맹을 형성했기 때문
(3) 전세계적인 통상망을 구축했기 때문
(4) 독립 운동을 주도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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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번과 30번의 문제의 답은 아래의 발췌문과 자신의 사회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구하십시오.
현재의 법령을 발표한 직후, 공화국 영토
내에 있으면서 아직 체포되지 않은 모든
용의자들은 구속될 것이다.

연설, 저술 또는 기타 다른 행위를 통해
알제리 민주 대의 공화국의 설립을
방해하거나, 국가를 약화시키거나, 국가를
위해 영광스럽게 봉사한 사람들의 명성을
해치거나, 알제리의 국제적인 이미지를
훼손시키기 위해 국가적 비극이 가져온
상처를 이용하려는 모든 자는 삼 년에서 오
년간의 감옥형에 처해질 것이며 250,000에서
500,000 디나르의 벌금형에 처해질 것이다.

다음 인물들을 용의자로 간주한다:

–행동, 관련, 언급 또는 저술을 통해 독재나
연방주의의 옹호자[지지자]이며 자유의
원수임을 나타낸 자들; . . .

— Law of Suspects, France, 1793

— Decree Implementing the Charter for Peace and
National Reconciliation, Algeria, 2006

29 이 두 발췌문의 의도는?
(1) 인권을 옹호함
(2) 정부의 권한을 제한함

(3) 반대파를 제거함
(4) 민주주의를 확대함

30 알제리 법령에 따르면, 알제리의 어느 것을 해치거나 약화시키는 사람들을 벌할
수 있습니까?
(1) 무역
(3) 종교
(2) 대중매체
(4)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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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세이 문제의 답은 별도의 에세이 책자에 쓰십시오.
파트 II의 답을 작성할 때 다음의 일반적 정의를 참고하십시오.
(a) 묘사하십시오란 “무엇에 관해 글로 설명하거나 그것에 대하여 말한다”는 의미입니다
(b) 논하십시오란 “사실과 추론 및 논증을 이용하여 어떤 것에 대하여 관찰하고, 어느 정도
상세한 정보를 포함하여 서술한다”는 의미입니다
파트 II
주제형 에세이 문제 #

지시사항: 서론, 아래 과제를 다루는 여러 개의 문단 및 결론을 포함하는 잘 구성된 에세이를
작성하십시오.
주제: 문화 및 지적 생활
지식인, 철학자 및 지도자들은 종종 그들의 사상을 글로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사상들은 역사를 통해 사회를 인도하고 국가 및 지역 발전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데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과제:

두 명의 지식인, 철학자 및/또는 지도자, 그리고 각 인물과 연관된 글을
선택하고, 각각에 대하여
• 이 글을 둘러싼 역사적 상황들을 묘사하십시오
• 이 글에 나타난 주요 사상을 묘사하십시오
• 이 사상이 국가 혹은 지역 발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논하십시오
세계사와 지리 공부를 통해 배운 인물 중 어느 지식인이나 철학자 혹은 지도자를
사용해도 됩니다. 고려해볼 만한 인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존 로크—Two Treatises on Government (통치론)
아담 스미스—Wealth of Nations (국부론)
올랭프 드 구주—The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Woman (여성 인권 선언)
칼 마르크스—Communist Manifesto (공산당 선언)
테오도어 헤르츨—On the Jewish State (유대 국가에 대하여)
아돌프 히틀러—Mein Kampf (나의 투쟁)
엘리 비젤—Night (밤)
마오쩌둥—Little Red Book (마오쩌둥 어록)
넬슨 만델라—Long Walk to Freedom (자유를 위한 머나먼 여정)
답안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위에 제안된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답안에 미국의 지식인, 철학자 혹은 지도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지침사항:
에세이 작성 시, 반드시
• 과제의 모든 측면을 전개시키십시오
• 관련 사실, 사례 및 상세한 정보로 주제를 뒷받침하십시오
• 주제의 단순 반복이 아닌 서론과 결론을 포함한 논리적이고 명확한 구성 계획을 사용하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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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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십시오.
역사적 배경:
전환점들은 역사의 진로를 변경하고 많은 사회와 지역에 영향을 미친
사건들입니다. 전환점의 몇 가지 예로는 아편전쟁, 산업 혁명 및 냉전 등이
있습니다.
과제: #문서들이 제공하는 정보와 자신의 세계사 및 지리 지식을 활용하여 파트 A의
각 문서 아래에 있는 문제들에 답하십시오. 이 문제들에 대한 답은 파트 B의
다음 에세이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의 역사적 배경에 언급된 전환점 두 가지를 선택한 다음, 각 전환점에
대하여,
• 이 전환점을 둘러싼 역사적 상황들을 묘사하십시오
• 이 전환점이 사회 및/또는 지역에 미친 영향을 논하십시오
파트 III의 답을 작성할 때 다음의 일반적 정의를 참고하십시오.
(a) 묘사하십시오란 “무엇에 관해 글로 설명하거나 그것에 대하여 말한다”는 의미입니다
(b) 논하십시오란 “사실과 추론 및 논증을 이용하여 어떤 것에 대하여 관찰하고, 어느 정도
상세한 정보를 포함하여 서술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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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A
단답형 문제
지시사항: 문서들을 분석하고, 각 문서 아래에 있는 단답형 문제의 답을 주어진 칸에 쓰십시오.

문서 1
. . .18세기에 영국이 동양과의 교역에서 수지를 맞추는 것을 어렵게 만든 두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로, 영국인 모두가 차를 즐겨마시게 되었고 중국산 차에 대한
수요가 천문학적으로[거대하게] 늘어났습니다. 영국 노동자들은 평균적으로 총 가계
예산의 오 퍼센트를 차를 구입하는 데 쓴 것으로 추정됩니다. 두 번째로, 중국 북부의
상인들이 중국산 면화를 내부 지역으로부터 남부로 보내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영국이 차
소비에 드는 돈을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인도산 면화와 경쟁하게 되었습니다. 무역
적자를 막기 위하여, 영국은 자국의 생산품들을 중국에 더 많이 팔려고 노력하였으나,
면화 패드나 비단에 익숙한 나라에서 무거운 양털 직물의 수요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이 중국산 사치품들을 지불하기 위해 인도산 물품들의 양을 늘리는
것이었고, 십칠 세기와 십팔 세기에 중국에 점점 더 많이 공급되었던 것은 벵골산
아편이었습니다. 중국 정부와 관료들의 거듭된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아편이 더 많이
공급됨에 따라 나라 전역에서 그 수요와 사용이 자연스럽게 늘어났습니다. 영국은 이
무역량을 늘리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관료들에게
뇌물을 주었고, 중국 내부로 아편을 들여오기 위해 중국인들이 행한 교묘한 밀수
계획들을 도왔으며, 무고한 희생자들에게 무료로 아편 샘플을 나눠주었습니다. . . .
출처: “The Opium War and Foreign Encroachment,” Asia for Educators, Columbia University

1 “The Opium War and Foreign Encroachment(아편전쟁과 외세의 침략)”의 발췌문에 따르면, 영국이
중국에 아편을 판매한 이유 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1]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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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2
Lin Tse-Hsü는 아편 무역 및 소비 문제를 다루기 위해 중국 황제가 임명한 황실 책임자였습니다.
다음은 모든 나라로부터 온 외국인들에게 내리는 지시사항입니다:
광둥 지역에서 무역을 하는 외국인들은 많은 이익을 거두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져온 모든 물건을 중국에 팔 수 있고 사고 싶은 어떤 물건이라도 즉석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무역을 하기 위해 중국으로 오는 선박의 수는 옛날에는
50척이나 60척이던 것이 최근에는 150척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우리의 황제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아무 차별을 받지 않고 중국에서 무역을 할 수 있게 허락하셨고, 이런
관대함은 여러분이 원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만약 무역이
중단된다면, 여러분은 어디서 이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차와 대황은
외국인의 삶에 필수품이며, 우리는 여러분이 해마다 이러한 귀중한 물품들을 여러분의
나라로 선적하는 것을 못마땅해한[반대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가 베푼 이러한 호의는 실제로 상당히 큰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호의를 감사하게 여긴다면, 여러분은 적어도 우리의 법을 준수하고
여러분에게 선의를 베푼 사람들에게 고의적으로 해를 끼침으로써 부자가 되려는 일은
삼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은 소비하지 않는 아편을 왜 중국으로 들여와서
사람들의 돈을 빼앗고 그 목숨까지도 위험하게 만들려고 합니까? 여러분은 이 악마의
물건을 이용하여 중국 사람들을 수십 년간 중독시켰고, 이 비도덕적인 무역을 통해
여러분이 얻은 이익은 의심할 여지 없이 매우 클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한 이 사악한
행동은 인류의 분개를 일으킬 뿐 아니라 하늘에서도 참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 . .
출처: Lin Tse-Hsü, “A Message to Foreign Traders,” March 18, 1839, China in Transition: 1517–1911,
Van Nostrand Reinhold Company

2 이 편지에서, 중국에서 이루어지는 아편 무역에 반대하여 Lin Tse-Hsü가 외국의 무역상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1]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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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장]

문서 3a
. . .1840년 봄에 스무 척의 영국 전함과 군 수송선이 광둥 해안가에 나타나 항구를
봉쇄시켰습니다. 아편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이 전쟁은 거의 삼 년 동안 지속되었지만, 중국이 영국의 함포와 군대를
막아내기에는 너무 벅차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광동과 상하이 및 다른 항구들을
점령한 후, 영국은 포함을 양자강을 통해 거의 난킹[난징]까지 보냈습니다. 1842년 말이
가까웠을 때, 더 이상의 전쟁이 무의미하다고 결론 지은 타오-쿠왕 황제는 평화 회담을
갖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 . .
출처: James I. Clark, China, McDougal, Littell & Company, 1982

3a James I. Clark에 따르면, 아편전쟁이 중국에 미친 영향 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1]

Score

문서 3b
난징조약의 발췌문
. . .조항 2. 다섯 개의 중국 도시 — 광둥, 푸저우, 샤먼, 닝보 및 상하이 — 를 영국의
국민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살 수 있게 개방함으로써 “아무런 방해[간섭]이나 제한 없이
상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하도록 한다. 또한 위의 각 도시에 영사관을 설립하는
것을 허락한다.
조항 3. “홍콩 섬은 영속적으로[영원히]” 빅토리아 여왕과 그녀의 계승자에게 귀속될
것이며, “그들 마음대로” 통치하게 한다.
조항 4. 청나라는 “광둥 지역에 전달된 아편의 가치에 해당하는” 6백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불한다. . . .
출처: Jonathan D. Spence, The Search for Modern China, W. W. Norton & Company, 1991

3b 난징조약이 중국의 경제에 미친 영향 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1]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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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4

공장 체제

가내
수공업

“옛 것이 바꾸고, 새로운 것이 왔습니다”
출처: Philip Dorf, Visualized Modern History, Oxford Book Company, 1947

4 이 그림에 보이는 정보에 근거하여, 가내 수공업에서 공장 체제로 바뀜에 따라 사람들의 일하는
방식이 바뀐 면 한 가지를 쓰십시오. [1]

Score

Global Hist. & Geo. – June ’18 Korean Edition

[13]

[다음 장]

문서 5a						
블랙프라이어스 다리에서 본 전경

블랙프라이어스 다리는 영국의 맨체스터의 어웰 강
위에 있습니다.

출처: The Graphic, October 14, 1876

문서 5b
템즈 [강]의 상태.
타임스 지의 편집장께.
편집장 님,—저는 오늘 증기선을
타고 1시 30분과 2시 사이에
런던과 헝거포드 다리 사이를
지났습니다;
그때는
썰물
때였고, 조수가 거의 바뀌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물의 색깔과
냄새에 저도 모르게 곧바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강
전체는 불투명하고 흐린 갈색
액체였습니다. 그 탁함[흐림]
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저는
흰색 카드를 잘게 찢어 물에
적셔 수면 아래로 쉽게 가라앉을
수 있게 만든 다음, 배가 가는
매 항구마다 이 조각들 몇 개를
물에 떨어뜨렸습니다; 당시
해가 밝게 비치고 있었음에도
조각들은 수면 아래로 일 인치도
채 가라앉기 전에 보이지
않게 되었고; 이 조각들을
옆으로 떨어뜨리면 윗부분이
가라앉기도 전에 아랫부분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세인트 폴 부두, 블랙프라이어스
다리, 템플 부두, 서더크 다리
및 헝거포드에서 발생했으며;
강의 상류와 하류 지역에서도
일어났음을 의심치 않습니다.
다리
근처에서는
오물
[쓰레기]들이 구름처럼 두텁게
말려있어서
이렇게
탁한
물에서도 그 표면에서 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 . .
편집장 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영국 왕립 과학 연구소. 7월 7일.
M. FARADAY.
출처: Michael Faraday, Letter to the Editor,
The Times, July 9, 1855

5 이 문서들에 의하면, 산업화가 영국의 도시들에 미친 환경적인 영향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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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6
면화 산업
. . .인도는 면화 생산의 발생지입니다. 면화 생산은 이곳에서 실제 역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번성했을 것입니다. 인도의 면화 무역은 아주 옛날부터 십팔 세기 말까지 매우
왕성했습니다. 십구 세기 초, 영국의 산업이 번창하기 시작했을 때 인도의 산업은
쇠퇴하였습니다. 인도의 면화 산업이 쇠퇴한 전반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계
직조기 및 기타 기계들의 발명, 동인도 회사가 그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만든 독점
무역, 영국에서 인도산 면화와 면화 제품에 대한 무거운 관세 부여, 인도로 수입된
영국산 제품의 관세 면세 및 인도산 제품에 대한 빈번한 관세 인상. . . .
1840년이 되자, 동인도 회사는 인도와의 무역에 직접적인 관심을 끊었습니다.
관리자로서 새로운 역할을 맡은 동인도 회사는 영국의 의회에 인도의 산업을
저하시키고 억압했던 [불공평한] 관세를 철폐할 것을 청원하였습니다. [동인도] 회사의
자본가들과 인도의 자본가들은 인도에 산업을 일으킬 것을 장려받았습니다.
인도에서의 이러한 새로운 산업적인 자각의 본질과 정도는 면직 공장의 역사에 의해
잘 그려집니다. 1850년까지, 유럽의 공장 제도는 동양으로 옮길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개발되었고 [충분히] 조직화되었습니다. 최초의 면직 공장이 1854년 봄베이에 세워졌고
십구 세기 말까지는 면직 공장의 수가 193개로 늘어났으며 이 중 82개가 봄베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1877년 이후 나그푸르, 아마다바드, 숄라푸르, 칸푸르, 캘커타 및
마드라스와 같은 기타 여러 지역에서 다수의 면직 공장이 설립되었습니다. 잠세트지
타타와 모라르지 고쿨다스는 나그푸르와 숄라푸르 각각에서 면직 공장을 시작한
최초의 인도인 제조업자들이었습니다. . . .
출처: Usha Rani Bansal and B. B. Bansal, “Industries in India During 18th and 19th Century,”
Indian Journal of History of Science, April 1984 (개정판)

6a Bansal과 Bansal에 따르면, 1840년 이전 영국의 산업화가 인도에 미친 영향 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
까? [1]

Score

b Bansal과 Bansal에 따르면, 1840년 이후 영국의 산업화가 인도에 미친 영향 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
까? [1]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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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장]

문서 7
. . .[제2차 세계대전] 전쟁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급격한 세력의 재편성을
초래했습니다. 전쟁 이전의 다극적 국제 체제에서의 지도 국가들 중, 일본, 이탈리아
및 독일은 전쟁에 패하여 점령되었습니다. 한때 강성했던 영국은 힘이 빠지고 거의
파산 상태가 되어 이류 권력의 국가로 강등되었습니다. 전쟁의 발발[초기] 시점에
패전하여 동맹국에 의해 해방된 프랑스는 그 지위와 권한에 더욱 더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유럽 중심의 세계는 주로 자기파괴라는 과정을 통해 수치스러운[부끄러운]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구체제를 대신하여 새로운 양극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미국과
소련만이 전쟁으로부터 부상하여 그들의 국경 너머로 중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
출처: George C. Herring, From Colony to Superpower: U.S. Foreign Relations Since 1776,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7 George C. Herring에 따르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력의 재편성이 이루어진 면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1]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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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8a
소비에트 러시아

북극
아이슬란드

소련의 정치 경제적 및 전략
구역에 있는 국가들
공산당 혹은 공산당에 영향을
받은 정부를 가진 국가들

노르웨이
핀란드

영국
제도

소련의 강력한 정치적
압력하에 있는 국가들

아직 결정되지 않은 국가들

스웨

덴마크

독일

대서양

오스트리아

피

스

스위스

카

프랑스

투갈

고

포르

해

루마니아

유

슬

흑해

라

비

아

스페인
이탈리아

불가리아

알바니아

터키

다르다넬스

그리스

시리아

모로코
지중해

알제리

페르시아

이라크

팔레스타인

수에즈 운하

리비아

이집트

트랜스
요르단

출처:Leslie
LeslieIllingworth,
Illingworth,Daily
DailyMail,
Mail, June
June 16,
16, 1947
1947 (개정판)
(개정판)
출처:

문서 8b
. . .동유럽에서 자유 선거를 약속한 얄타 조약의 서명 이후 전체주의의 출현을 예견한
윈스턴 처칠의 “철의 장막” 연설이 있기까지 일 년이 흘렀습니다. 그 일 년 동안,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소련의 붉은 군대는 모스크바에서 훈련된 비밀 경찰들을
모든 점렴국에 파견하였고, 국영 라디오 방송국에 지역 공산당원들을 투입하였으며,
젊은이들로 구성된 그룹이나 기타 시민 단체들을 와해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소련에 반대한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체포, 사살 및 추방하였고, 종족 학살 정책을
잔인하게 강행했습니다. . . .
출처: Anne Applebaum, Iron Curtain: The Crushing of Eastern Europe 1944–1956, Anchor Books, 2013

8 이 문서들에 근거하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이 동유럽에서 취한 조치 한 가지를
쓰십시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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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9a
1960년대 초반, 쿠바와 소련은 동맹국이 되었습니다.

Cuba under
Castro,
1962.
카스트로
통치하의
쿠바,
1962
미국

마일

대서양

km

멕시코
만

바하마
도미니카
공화국

쿠바
아이티

멕시코

푸에르토
리코

자메이카

벨리즈

(미국령)

카리브 해

온두라스

미국이 정한 격리구역

니카라과
미국 공군 기지
미국 항공 모함

파나마

소련 미사일 발사 기지

코스타리카

출처:
출처: World History on File,
File, Second
Second Edition,
Edition, The
The 20th
20th Century.
Century,
on File
Facts On
File (개정판)
(개정판)

9a 이 지도에 있는 정보에 근거하여, 쿠바가 소련의 동맹국이 됨으로 인해 냉전이 쿠바에 미친 영향
한 가지를 쓰십시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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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9b
케네디 대통령에게 보내는 니키타 흐루쇼프 서신의 발췌문
존경하는 각하
존 F. 케네디
미합중국 대통령
워싱턴
대통령께서는 격리를 선포하지 않으시고, 최후통첩을 발표하시며, 만약 우리가
귀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무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계십니다. 귀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재고하십시오! 또한 귀하는 이것에 제가 동의하기를 바라십니다!
이러한 요구에 동의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는 우리가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행할 때 이성을 따르지 않고 압제에 항복하라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귀하는
이성에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를 겁주고자 하십니다. . . .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서명 N. 흐루시초프
모스크바
1962년 10월 24일
출처: Library of Congress

9b 케네디 대통령의 소련과의 교신에 대해 니키타 흐루쇼프가 언급한 우려사항 한 가지는 무엇입니
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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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B
에세이 문제
지시사항: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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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출처의 추가 정보도 포함시키십시오.
역사적 배경:
전환점들은 역사의 진로를 변경하고 많은 사회와 지역에 영향을 미친
사건들입니다. 전환점의 몇 가지 예로는 아편전쟁, 산업 혁명 및 냉전 등이
있습니다.
과제: 문서들이 제공하는 정보와 자신의 세계사 및 지리 지식을 활용하여 다음
사항들에 맞게 에세이를 작성하십시오.
위의 역사적 배경에 언급된 전환점 두 가지를 선택한 다음, 각 전환점에
대하여,
• 이 전환점을 둘러싼 역사적 상황들을 묘사하십시오
• 이 전환점이 사회 및/또는 지역에 미친 영향을 논하십시오

지침사항:
에세이 작성 시, 반드시
• 과제의 모든 측면을 전개시키십시오
• 최소 네 개의 문서로부터 찾은 정보를 포함시키십시오
• 관련된 다른 출처의 정보도 포함시키십시오
• 관련 사실, 사례 및 상세한 정보로 주제를 뒷받침하십시오
• 주제의 단순 반복이 아닌 서론과 결론을 포함한 논리적이고 명확한 구성 계획을
사용하십시오

Global Hist. & Geo. – June ’18 Korean Edition

[20]

TRANSITION EXAM IN GLOBAL HISTORY AND GEOGRAPHY KOREAN EDITION

재활용 용지에 인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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