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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칸에 자신의 이름과 학교명을 인쇄체로 기입하십시오. 파트 I을 위한 별도의

답안지가 제공되었습니다.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답안지에 학생 정보를 기입하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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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 때는 검정색이나 진한 청색 펜을

사용하십시오.

파트 I에는 50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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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하는데 있어서도 도움을 주거나 받지 않았음을 표시하십시오. 
이 진술문에 서명하지 않은 학생의 답안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시험 중에는 모든 통신 장비의 소지 및 사용을 철저히 금지합니다. 잠시라도 통
신 장비를 소지하거나 사용할 경우, 시험은 무효화되며 시험 점수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1 다음 중 제1차 세계대전에 관한 2차 자료로
여겨질 만한 항목은?

(1) 랑르작 장군이 마른 전투를 계획하며
사용했던 지도

(2) 솜 전투에 참여했던 한 군인의 일기
(3) 동부 전선에서 한 러시아 군인이 사용했던

라이플총 취급 설명서
(4) 시 “플랜더즈 들판에서”의 75주년 기념일에

관한 잡지 기사

2 다음 중 서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사이에
위치한 바다는?

(1) 태평양 (3) 인도양
(2) 카리브 해 (4) 흑해

3 다음 중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수계는?

(1) 나일 강
(2) 황하
(3)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4) 갠즈 강과 브라마푸트라 강

4 아프리카에서의 반투족 이동(B.C. 500년–
A.D. 1500년)은 다음 중 현대 아프리카의
어느 부문을 발전시키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주었습니까?

(1) 언어
(2) 시장 조직
(3) 운송 체계
(4) 건축

5 갑골, 도교 및 천명은 다음 중 어느 나라의
초기 문명과 연관이 있습니까?

(1) 이집트 (3) 인도
(2) 러시아 (4) 중국

6 • 라마단 기간 동안 금식하기
• 매일 다섯 번 기도하기
•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 베풀기

이 관습들은 어느 종교의 신자들이 행하는
것입니까?

(1) 기독교 (3) 이슬람교
(2) 불교 (4) 유대교

7번 문제는 아래의 사진과 자신의 사회 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7 이 사진에서 보여주는 러시아 건축 양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문명은?

(1) 우마이야 문명 (3) 프랑스 문명
(2) 비잔틴 문명 (4) 페르시아 문명

8 • 아잔타 석굴 속에 화려한 벽화들 창조
• 십진법과 영의 개념 개발
• 페르시아와 동아프리카 도시들과의 무역

이 업적들은 다음 중 어느 시기 동안
이루어졌습니까?

(1) 한나라 (3) 당나라
(2) 굽타 제국 (4) 마우리아 제국

   

 Basil Dmytryshyn, ed.,
Medieval Russia: A Source Book, 850-1700,

Academic International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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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I

이 파트의 모든 문제에 답하십시오.

지시사항 (1–50): 각 문제의 문장이나 질문에 가장 적절한 답의 번호를 별도의 답안지에
기입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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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중 이슬람 문명의 황금기와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업적들은 어느 것입니까?

(1) 모스크, 의학 서적 및 대수학
(2) 화약, 탑 및 비단
(3) 수로교, 도로 및 다신교 신전
(4) 기둥, 태양 중심 우주론 및 민주주의

10 다음 중 십자군 전쟁 동안의 이슬람 교도들의
활동들을 정확히 서술한 것은?

(1) 대부분의 이슬람 교도들이 기독교로
개종하였다.

(2) 이 슬 람 교 도 들 이 콘 스 탄 티 노 플 을
침략하여 점령하였다.

(3) 이슬람 교도들에게 예루살렘은 신성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을 방어했다.

(4) 많은 이슬람 교도들이 사치품들을 구하기
위해 처음으로 유럽을 방문했다.

11 다음 중 몽골족의 아시아와 유럽으로의
확장이 미친 중요한 영향 한 가지는?

(1) 키예프 왕자들의 권력을 증가시킴
(2) 실크 로드를 통한 무역이 시작됨
(3) 중국 문화에 힌두교를 도입함
(4) 아라비아 해안의 해양 탐험

12 13세기에 캘리컷, 모가디슈 및 베니스의
경제적인 부유는 다음 중 주로 어느 것에 의해
좌우되었습니까?

(1) 비옥한 토양 (3) 금 광산
(2) 철광석 (4) 해안에 위치함

13 다음 중 유럽의 흑사병의 직접적인 결과는?

(1) 도시화의 속도가 증가되었다.
(2) 노동자들이 부족하게 되었다.
(3) 아메리카 대륙에서 식용 작물을 수입하게

되었다.
(4) 독일 연방이 동지중해에서의 무역을

장악하였다.

14 다음 중 The Prince (군주론)에서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가장 우려했던 것은?

(1) 정치 권력의 사용
(2) 교회 권위의 확장
(3) 정부의 경제 규제
(4) 모든 사람을 위한 평등과 정의

15 • 세 계 관 이 초 세 속 적 에 서 세 속 적 으 로
바뀌었다.

• 그리스 사상과 로마 사상이 부활하였다.
• 인쇄기가 개선되었다.

다음 중 이 르네상스의 양상들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일은?

(1) 고딕 성당들이 마을 행사들의 중심지가
되었다.

(2) 샤를마뉴가 교황의 임명으로 신성 로마
황제로 왕위에 올랐다.

(3)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태양 중심적인
우주에 관한 정보를 출간하였다.

(4) 황제들이 팍스 로마나를 이루기 위해
12동판법을 사용했다.

16 다음 중 아즈텍 문명의 멸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된 상황은?

(1) 해외 무역망의 붕괴
(2) 외국인들에 의한 정복
(3) 연속된 농산물의 흉년
(4) 군사 훈련의 부족

17 1492년이 역사의 전환점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1) 스페인 사람들이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
사의의 교역을 확립하였다.

(2) 명나라가 아프리카 동해안으로의 탐험을
시작하였다.

(3) 이슬람교도 아랍 군대가 이집트와 시리아를
정복하는 데 성공하였다.

(4) 영국이 인도에 새 영토들을 장악하였다.

18 다음 중 1500년대에 유럽인들이 아프리카에
식민지를 세우는 데 지장을 준 것은?

(1) 노예 매매의 폐지
(2) 기독교 선교사들과 이슬람교 선교사들의

협조적인 노력
(3) 아프리카의 다양한 지리적인 장애들
(4) 광범위한 아프리카 부족장들의 연합된

저항



19 다음 중 중상주의의 경제적인 개념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각은?

(1) 식민지들은 식민지 보유국에 원자재와
시장을 제공하기 위해 존재한다.

(2) 부와 권력은 귀족들 간에 교환한 토지에
근거한다.

(3) 물품과 서비스는 정부의 간섭 없이 거래가
된다.

(4) 재산은 주 정부에 의해 공동으로 소유되고
관리된다.

20 피터 대제의 통치와 캐서린 대제의 통치가
비슷한 점 한 가지는?

(1) 농노 해방을 장려함
(2) 러시아 의회 역할의 강화 및 왕권을 중앙

집권화 함
(3) 러시아 정통 교회와 그들의 권력을 나눔
(4) 서양화 및 확장 정책을 추구함

21 영국에서 절대주의를 없애기 위하여 군주제를
제한하고 더욱 강력해졌던 기관은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1) 은행 (3) 대학교
(2) 의회 (4) 영국 국교회

22 존 로크의 Two Treatises of Government (통치 2
론)의 중심적인 사상은?

(1) 정부의 권력은 국민들의 동의로부터 온다.
(2) 예정설은 천국에 갈 사람들을 결정할

것이다.
(3) 기근, 질병 및 전쟁은 인구 성장에 자연적인

억제가 된다.
(4) 가지지 못한 자들이 일어나 가진 자들의

정부를 뒤집어 엎을 것이다.

23 안데스 산맥과 아마존 강 유역은 시몬
볼리바르가 다음 중 어떤 시도를 하려 하는
것에 영향을 주었습니까?

(1) 경제적 제국주의
(2) 정치적 통일
(3) 종교적 단합
(4) 기술적 향상

24 • 오토 폰 비스마르크를 수상으로 임명
• 오스트리아 프러시아 전쟁, 1866년
• 프랑스-프로이센 전쟁, 1870�–1871년

이 사건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생긴 일은?

(1) 독일의 통일
(2) 이탈리아에 외세의 지배
(3) 세포이의 항쟁
(4) 세르비아인들과 러시아인들의 동맹

25 19세기 중반, 아일랜드 사람들의 대거 이주의
주요 원인은?

(1) 의무적인 군 복무
(2) 기근
(3) 내전
(4) 농업 기계화

26 19세기에 사회 다윈주의 사상과 “백인의 짐”
사상은 다음 중 어느 것을 정당화하는 데 종종
사용되었습니까?

(1) 고립주의 (3) 제국주의
(2) 유화정책 (4) 군비 축소

27 1914년 이전, 발칸 반도의 국가주의는 다음
중 어느 것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1) 오스트리아 통치에 대한 인종 집단들의
저항

(2) 외국 외교관들의 참호전 사용에 대한 반대
운동

(3) 국가들이 배상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
(4) 전투원들의 베르사이유 조약에 대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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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번 문제는 아래의 삽화와 자신의 사회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28 이 삽화에 표현된 생각은 다음 중 어느 것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까?

(1) 유럽에 형성된 동맹들
(2) 베를린 회의에서 토의된 아프리카의 분할
(3) 외국인들에 의하여 중국에 확립된 세력 범위권
(4) 비엔나 의회에서 결정된 국경선 변경

 Grant Wallace, San Francisco Chronicle, reprinted in
 The Literary Digest, July 14, 19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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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다음 중 제1차 세계대전에 관한 사실이라기
보다는 한 가지 의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1) 전쟁 중 유럽 국가들은 무기의 생산을
증가시켰다.

(2) 대부분 국가들의 정부들은 전쟁 기간이
짧을 것이라고 밝혔다.

(3) 선전 포스터들이 전쟁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해 사용되었다.

(4) 제2차 세계대전 동맹국들의 시민들이 제1차
세계대전 동맹국들의 시민들보다 더 큰
애국심을 보였다.

30 다음 중 블라디미르 레닌의 지도 아래
볼셰비키 당이 취한 조치는?

(1) 전통적인 경제를 옹호함
(2)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함
(3) 임시 정부에 항복함
(4)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에 대한 전쟁을 연

장함

31 조셉 스탈린의 지휘 아래 구소련에 도입한
경제적인 변화는 다음 중 어느 것을
포함합니까?

(1) 자유 시장 개혁들을 확립
(2) 발트 해 무역로들을 보이콧 함
(3) 소비자 상품의 생산에 집중
(4) 농업의 집단화

32 다음 제2차 세계대전 사건들 중 첫 번째로
일어난 것은?

(1) 영국의 전투
(2) D-데이 침공
(3) 폴란드 침공
(4)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 투하



33번 문제는 아래의 지문과 자신의 사회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중동”은 중동 사람들 스스로가 지은 용어가
아니라 유럽의 관점에서, 식민지에서 유래한
영어 용어다. 원래 유럽의 제국주의적인
영향에 의한 지리적인 관점에서 유럽이
정했다는 점에서, 이 용어의 기원은 논란에
스며들어[둘러싸여] 있다. 어디서부터
동쪽일까? 런던으로부터. 왜 “중”이란 말이
붙었을까? 왜냐하면 극동에 있는 인도와 영국
중간에 위치했기 때문이다.…

— Pierre Tristam, “What is the Middle East?” 

33 다음 중 이 글의 주요 개념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용어는?

(1) 상호 의존 (3) 봉쇄
(2) 평화주의 (4) 자기 민족 중심주의

34 다음 중 �2차 세계대전 후의 한국과 독일이
비슷했던 점은?

(1) 초강대국들에 동조하기를 거부했다.
(2) 이전 황제들이 전쟁 범죄로 재판을 받았다.
(3) 냉전 기간 동안 나라가 나뉜 채로 남아

있었다.
(4) 두 나라 모두 종족 갈등으로 내란의 위협이

있었다.

35 다음 중 유럽 연합(EU)과 북미 자유 무역 협정
(NAFTA) 두 정책의 목표는?

(1) 회원국들 간의 무역 장애물들을 줄이기
(2) 주요 산업들 간의 경쟁을 줄이기
(3) 산업화된 국가들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름의 공급을 통제하기
(4) 서방 국가들에서 국가주의를 고조시키기

36 다음 중 문화 혁명 및 대약진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중국 지도자는?

(1) 손문(손중산)
(2) 장제스(장개석)
(3) 마오쩌둥
(4) 덩샤오핑

37 인도가 독립한 직후에 많은 수의 힌두교와
이슬람교를 믿는 인도 사람들이 이주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1) 많은 일자리들이 해외로 위탁되었기 때문.
(2) 정부가 새로 개발된 지역들에 주택

장려책을 제공했기 때문.
(3) 그들의 신앙에 따라 이웃 국가로의

종교적인 순례가 요구되었기 때문.
(4) 아대륙이 주로 종교적 대다수 지역에

근거하여 여러 나라들로 분리되었기 때문.

38 F. W. 데 클레르크와 넬슨 만델라는 다음 중
어느 것을 종식한 업적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까?

(1) 다이어몬드 광산들에 대한 외국의 지배
(2) 아파르트헤이트의 차별 정책
(3) 소말리아의 무정부 상태
(4) 보어 전쟁

39 폴폿, 크메르 루주, “킬링필드” 및 원년은 다음
중 어느 나라의 폭력이 난무했던 시기와
관련이 있습니까?

(1) 베트남 (3) 중국
(2) 캄보디아 (4) 한국

40 가뭄과 더불어, 사하라 사막에 접해 있는 남부
지역으로부터 사람들이 이주해야만 했던 것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조건은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1) 도시화 (3) 야생 생물 관광업
(2) 해안의 오염 (4) 사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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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번 문제는 아래의 삽화와 자신의 사회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41 이 삽화의 주제는?

(1) 말을 타는 것이 자동차를 타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
(2) 옥수수로 만든 생물 연료의 사용으로 자동차의 안전성을 개선할 것이다.
(3) 옥수수로 만든 생물 연료의 사용은 식량 부족을 증가시킬 것이다.
(4) 말에게 옥수수를 사료로 주는 것은 옥수수를 자동차 연료로 만드는 것보다 덜 효율적이다.

 Robert Ariail, The State, April 27, 2008 ( )

42번 문제는 아래의 지문과 자신의 사회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 하지만, 대부분의 강들이 남쪽으로 흐르기
때 문 에 강 물 을 통 한 오 염 은 아 직 도
우크라이나의 주요 문제이다. 그 사고 후
방사선이 퍼지는 것을 늦추기 위하여 드네프르
강을 따라 보호용 댐들이 건설되었다. 
우크라이나 정부의 체르노빌 상호 정보 단체는
그 상황을 요약하는 자리에서, “하지만 물론
모든 강둑을 이런 식으로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홍수 기간
동안, 아직도 방사선이 강물로 유입됩니다. 
이것은 드네프르 강 유역으로부터 식수를
얻는 3천만 주민들에게 특히 위협이 됩니다.”…

— Chernobyl.info

42 다음 중 어느 사건의 여파가 이 글에 서술되고
있습니까?

(1) 화산의 폭발 (3) 지구 온난화
(2) 원자력 재해 (4) 삼림 벌채

43 21세기에 남부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적인
개발에 영향을 미쳤던 요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1) 커피 수출에 의존함
(2) 부의 동등한 분배
(3) 공산주의 정부의 수립
(4) 에이즈 감염 확산

44 산업 국가의 노동자들은 개혁을 하고, 필요하면
폭력을 써서라도 기존 정부를 뒤집어 엎으며,
계급이 없는 새로운 사회를 창설해야 한다.

이 서술은 다음 중 어느 사람의 견해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1) 미하일 고르바초프 (3) 칼 마르크스
(2) 조모 케냐타 (4) 케말 아타튀르크



45번과 46번의 문제는 아래의 미술품과
자신의 사회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45 이 미술품에 나타난 활동들은 다음 중 어느
경제 체계와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까?

(1) 장원 제도 (3) 공산주의
(2) 자본주의 (4) 사회주의

46 다음 중 이 미술품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역사적인 배경은?

(1) 일본—도쿠가와 막부 시대
(2) 중동—아바시드 왕조
(3) 서유럽—중세기
(4) 인도—무갈 제국

47 다음 중 뉘렌베르크 강령을 가장 잘 서술한
것은?

(1) 이단 종교를 처벌하려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활동

(2) 인간의 권리를 선언하는 주요 규약
(3)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에 포함된 특정 법률
(4) 20세기 독일의 반유대주의적 법률

48 다음 중 러시아 군대가 나폴레옹 군대를
패배시켰을 때, 그리고 소련 군대가 히틀러의
군대를 패배시켰을 때 도움이 된 요인은?

(1) 추위가 심했던 겨울
(2) 산길들
(3) 우세한 공군
(4) 국제 연합 평화 유지군

49 인도의 불가촉천민에 대한 대우, 유대인 대학살
당시 유대인들에 대한 대우, 그리고 천안문
광장에서 데모하는 중국 학생들에 대한 대우
등은 모두 다음 중 어느 것의 예가 됩니까?

(1) 파시스트 정책들
(2) 치외 법권
(3) 추방
(4) 인권 위반

50 투생 루베르튀르, 콰메 은크루마, 호치민, 
이 세 지도자들의 유사점 한 가지는?

(1) 모두 로마 카톨릭 교회의 정치적인 역할에
반대했다

(2) 모두 자국에 민주주의적 정부를 최초로
설립했다

(3) 모 두 자 국 을 유 럽 의 통 치 로 부 터
해방시키려고 싸웠다

(4) 모두 시민 불족종의 원칙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Bridging World History, Annenberg Learner

Global Hist. & Geo. – Jan. ’13 Korean Edition [8]



Global Hist. & Geo. – Jan. ’13 Korean Edition [9] [다음 장]

파트 II의 답을 작성할 때 다음의 일반적 정의를 참고하십시오.

(a) 묘사하십시오란 “무엇에 관해 실례를 들어 설명하거나 그것에 대하여 말한다”를 
의미합니다

(b) 논하십시오란 “사실과 추론 및 논증을 이용하여 어떤 것에 대하여 관찰하고, 어느 
정도 상세한 정보를 포함하여 진술한다”는 의미입니다

파트 II

주제형 에세이 문제

지시사항: 서론, 아래 과제를 다루는 여러 개의 문단 및 결론을 포함하는 잘 구성된 에세이를

작성하십시오.

주제: 변화—정부의 몰락

과제:

세계사와 지리 공부를 통해 배운 것 중, 한 정부의 몰락이 한 국가와 지역에 중대한
변화들을 불러 일으킨 어떤 상황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려해 볼 만한 것으로는 로마
제국의 멸망, 루이 16세 정부의 몰락, 도쿠가와 막부의 몰락, 니콜라이 2세 황제 정부의
몰락, 오토만 제국의 멸망, 중국 국민 정부[국민당]의 몰락, 쿠바의 바티스타 정부의
몰락, 이란의 레자 팔라비 정부의 몰락, 유고슬라비아 해체 및 소비에트 연방의 몰락
등이 있습니다.

답안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위에 제안된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단, 미국 역사 사례를 답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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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하십시오

지도자의 갑작스런 사망, 전쟁의 패배, 또는 성공적인 혁명은 종종 한
정부의 몰락을 초래했습니다. 한 정부의 몰락의 결과로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인 변화들이 발생했습니다.

한 정부의 몰락이 나라 또는 지역에 중대한 변화들을 초래한 두 가지의
상황을 선택한 다음, 각 상황에 대하여

• 정부의 몰락을 초래한 역사적인 상황들을 묘사하십시오

• 그 정부 몰락의 결과로 발생한 정치적, 사회적 및/또는 경제적인 변화들을
논하십시오

에세이 문제의 답은 별도의 에세이 책자에 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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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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들
을 분석할 때, 각 문서의 출처와 문서에 나타난 관점을 참작하십시오.

역사적 배경:

역사 전반에 걸쳐, 특정한 상품들에 대한 필요와 욕망은 사람들, 사회들, 그리고
지역들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소금, 설탕, 그리고 면직물 등이
그러한 상품들에 포함됩니다.

과제: 문서들이 제공하는 정보와 자신의 세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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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하십시오란 “이해하기 쉽게 혹은 명백하게 하고, 이유 혹은 원인을 제공하며 
논리적인 사고 전개 혹은 관계를 보여준다”는 의미입니다

(b) 논하십시오란 “사실과 추론 및 논증을 이용하여 어떤 것에 대하여 관찰하고 어느 
정도 상세한 정보를 포함하여 진술한다”는 의미입니다

위의 역사적 배경에 언급된 상품들 중 두 가지를 선택한 다음, 각 상품에
대하여

• 사람들이 왜 그 상품을 필요로 했는지 또는 원했는지를 설명하십시오

• 그 상품이 민족, 사회 및/또는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논하십시오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파트 A
단답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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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1

출처: Mark Kurlansky, Cod, Penguin Books

1 Mark Kurlansky에 따르면, 왜 사람들이 소금을 사용했습니까? [1]

… 소금 퇴적물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바다 소금을 말릴만한 강한 햇빛이 있었던 지중해
지역에서는, 소금에 절여 음식을 보존하는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니었다. 고전기
이전에, 이집트인들과 로마인들은 소금에 절인 생선을 먹었고 무역을 번성시켰다 소금에
절인 고기는 인기가 있었고, 로마의 가울은 소금에 절인 햄과 훈제 햄으로 유명했다. 
바스크 사람들이 대구를 먹기 시작하기 전에는 가끔 소금에 절인 고래 고기를 먹었는데,
소금에 절인 고래 고기는 완두콩과 먹으면 좋았고, 그리고 고래의 가장 맛있는 부위로
여겨졌던 혀도 또한 소금에 절여졌었다.…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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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2

2 이 문서에 근거하면, 서아프리카에서의 금-소금 무역의 결과 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1]

… 

…. 

 Basil Davidson, A History of West Africa to the Nineteenth Century, Anchor Books ( )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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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3

출처: Robert Kraske, Crystals of Life: The Story of Salt, Doubleday & Company 

3 Robert Kraske에 따르면, 소금 무역의 수익이 팀북투 시에 끼친 영향 두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2]

(1)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고대 세계에서 소금의 주요 무역 중심지들 중의 하나는 그 전설적인 도시 팀북투였다.
사하라 사막의 남쪽 가장자리에 위치한 그 도시는 소금 무역으로부터의 수익으로
번성했다.…

아프리카에서는 소금의 가치가 금과 노예의 가치와 겨룰만 했고, 소금 무역이 그
도시를 부유하게 만들었다. 수백 마일의 뜨거운 모래 사막을 지나면서 상인들이
낙타들이 겪을 위험을 무릎쓴 것을 보면, 그 수익이 거대했었음이 분명하다. 또한 그
도시는 그 부유함을 낭비[허비]하지 않았다. 팀북투의 소금 무역은 학교와 도서관을
지원하였고, 상인들은 좋은 집에 살았고, 낙타 한 마리가 운반했던 삼백 파운드의
소금으로부터 얻은 수익으로 왕은 심판들, 의사들, 그리고 성직자들에게 후한 봉급을
주었다.…

Score

Score

Global Hist. & Geo. – Jan. ’13 Korean Edition [13] [다음 장]



문서 4

출처: Sidney W. Mintz, Sweetness and Power: The Place of Sugar in Modern History, Penguin Books (개정판) 

4 Sidney Mintz에 따르면, 서유럽 사람들이 설탕을 사용했던 한 가지 용도는 무엇이었습니까? [1]

… 포루투갈 사람들과 스페인 사람들이, 그들이 통치했던 대서양 제도에 설탕 산업을
설립하려고 착수했던 그 당시[1450년대]만 해도, 서유럽에서는 설탕이 여전히
사치품이자 의약품이자 향신료였다.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및 북아프리카 사람들은
사탕수수를 농작물의 하나로, 그리고 어느 정도는 감미료로 쓰이는 설탕으로 익숙해져
있었다. 하지만 지중해의 설탕 생산이 감소하면서[줄어들면서], 유럽에서 설탕에 관한
지식과 그 욕구는 증가했다[커졌다]. 유럽에서의 수요가 커지면서 그 산업은 대서양
제도로 옮겨겼다. 개인 사업가들은 아프리카인 노예들을 부려 대서양 제도에 사탕수수
(그리고 다른) 농장들을 설립할 것이 장려되었고, 포루투갈과 다른 유럽 시장들을 위해
설탕을 생산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존재가 아프리카 주변과 동양으로 향한
포루투갈의 무역로 확장을 보장해주었기 때문이었다.…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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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5a

출처: Philip D. Curtin, The Rise and Fall of the Plantation Complex: Essays in Atlantic Hist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문서 5b

5 Philip D. Curtin의 이 발췌글과 지도의 정보에 따르면, 설탕 생산이 대서양 제도와 아메리카 대륙
지역들로 확장되었던 이유 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1]

… 사탕수수는 일 년 내내 열와 물이 풍부한 곳에서 자란다. 그러므로 지중해는 이상적인
곳은 아니다. 남부 지중해까지도 겨울에는 선선한 시기가 있고 여름에도 건조기가
있다. 십오 세기에 시작된 유럽 해양의 혁명으로, 유럽인들은 대서양 제도에 쉽게
출입할 수 있었고, 몇몇 섬들은 사탕수수 재배에 훨씬 더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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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onson and Budhos, Sugar Changed the World, Clarion Book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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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6

출처: Thayer Watkins, “The Economic History of Brazil,” online at San José State University

6 Thayer Watkins� 따르면, 설탕 산업 설립의 결과로 아메리카 대륙에 생긴 변화 두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2]

(1)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core

Score

… 설탕 산업은 16세기에 브라질 북동부에 [포루투갈 사람들에 의해] 건설되었고, 
18세기에 프랑스(아이티)와 영국(자메이카)에 의해 카리브 해에 경쟁이 되는 설탕
공급원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 지역에 거대한 부를 가져왔다. 설탕 산업은 사탕수수
농장들과 사탕수수를 설탕으로 제조하는 공장들로 이루어졌다. [브라질의] 사탕수수
농장에는 포루투갈이 지배했던 남아프리카(앙골라와 모잠비크)에서 데려온 노예들이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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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7

출처: Peter N. Stearns,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World History, Westview Press

7a Peter N. Stearns에 따르면, 면직물 무역이 영국에 준 영향 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1]

b Peter N. Stearns에 따르면, 영국에서 면직물에 대한 수요가 많았던 이유 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1]

Score

… 면직 산업은 영국의 초기 산업화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섬유로써 면은 제조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했고, 모직보다, 특히 리넨보다 덜 끊어지는 특성을 가졌다. 더욱이, 
면직물은 혁신에 더 개방적인 유럽에서 새로운 상품이었다. 면직물은 이전부터 인도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고, 면직물에 대한 아시아 시장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하지만
영국에서는 비록 원료 섬유는 수입를 해야 했지만, 면직물의 참신함이 새로운 기계들의
도입을 촉진했다. 면직물 사용의 증가로 인해 전통적인 리넨 생산이 하락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노동자들은 직업을 잃게 되었다. 면 산업에 있어서의 거대하게 확립된
노동력의 부족은 많은 전통적인 노동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방식을 바꾸도록 직접적으로
재촉할 필요성을 배제했고[불필요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런 사실이 저항을
최소화했다. 그와 동시와, 면직물은 상품으로써 큰 매력이 있었다. 즉, 면은 점점 더
의상을 통하여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했던 사람들을 위해 화려한 염색이 가능했고, 또
세탁이 수월했는데, 이런 점이 좀 더 엄격한[까다로운] 청결의 개념을 갖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어필했다. 면에 대한 수요가 많았고, 그래서 면직물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게 되었다.…

Score

Global Hist. & Geo. – Jan. ’13 Korean Edition [17] [다음 장]



문서 8a

영국의 산업혁명 이전에 인도는 직물의 주요 생산국이었습니다.

출처: William J. Bernstein, A Splendid Exchange: How Trade Shaped the World, Grove Press 

8a William J. Bernstein에 따르면, 1750년 이전에 서양이 인도로부터 면직물을 수입했던 이유 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1]

문서 8b

인도에서 재배한 목화에 대한 영국의 욕구는 영국의 직물 산업 개발과 인도와의 관계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출처: Stephen Yafa, Cotton: The Biography of a Revolutionary Fiber, Penguin Books 

8b Stephen Yafa에 따르면, 영국의 면직물 산업이 인도에 미친 영향은 무엇이었습니까? [1]

… 인도는 거대하고 저렴한 노동력을 갖추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세기에 걸쳐
쌓아온 면직물에 대한 전문 기술을 갖고 있었다. 부스러지기 쉽고 수백만의 짧은 면
섬유들을 단단한 실로 만드는 것은 평범한[보통] 일이 아니다. 1750년 이전, 영국의
방직업자들은 천의 세로 날실로 사용할 만큼의 강한 면실을 생산할 수 없었다. 그래서
영국 내에서 만든 천은 보통 리넨과 모가 혼합된 실을 날실로 사용했고 면실은 씨실로
사용했다. 오직 더 고도로 숙련된 인도의 방직업자들만이 순면직물에 적합한 실을
제조했다. 그러므로 십팔 세기에 실질적인 방적기가 발명되기 전에는, 서양의 거의
모든 면직물은 인도에서 짜낸 실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 불가피하게도, 인도의 면직물은 논란이 될[말썽이 많은] 정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 인도의 수고의 열매를 빼앗아 감으로써, 영국은 면화가 언젠가는 식민지 속박
[지배]을 상징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영국에 대해 반대하는 계기를 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1900년대 초에 바로 그날이 찾아왔을 때, 사자의 심장을 가진 허약한 전사
마하트마 간디는 국내에서 만든 면과 자치권의 운명을 매우 교묘히[기술적으로] 
엮어서 뭐가 뭔지 구별이 안 되게 만들었다. 자유는 당신이 짜서 입은 면포가 되었고,
해외로부터 온 폭압에 대한 구체적인[눈에 보이는] 저항이 되었다.…

Score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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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9

9 이 그림에 근거하여, 목화 수입이 영국에 끼친 영향 한 가지를 쓰십시오. [1]

Score

    

 Jack Abramowitz, World History Study Lessons, Follett Publishing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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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B

에세이 문제

지시사항: 서론, 여러 개의 문단 및 결론을 포함하는 잘 구성된 에세이를 작성하십시오. 최소한 네개의

문서에서 증거를 찾아 에세이에 사용하십시오. 관련 사실, 사례 및 자세한 정보를 사용하여
자신의 답안을 뒷받침하십시오. 다른 출처의 추가 정보도 포함시키십시오.

역사적 배경:

역사 내내, 특정한 상품들에 대한 필요와 욕망은 사람들, 사회들, 그리고
지역들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소금, 설탕, 그리고 면직물 등이
그러한 상품들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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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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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역사적 배경에 언급된 상품들 중 두 가지를 선택한 다음, 각 상품에
대하여

• 사람들이 왜 그 상품을 필요로 했는지 또는 원했는지를 설명하십시오

• 그 상품이 민족, 사회 및/또는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논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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