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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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잉글랜드의 지리적 특징은 이 지역의 어떤 
발전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까? 
(1) 산업  (3) 대농장들
(2) 설탕 공장들 (4) 소작농

 2 • 식민지 주민들이 인지 조례에 항의함. 
 • 자유의 아들 단체가 조직됨. 
 • 차 상자들이 보스턴 항구에 던져짐. 
 • 의회가 강압 법령을 통과시킴. 

 이 사건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1) 프렌치 인디언 전쟁
(2) 독립 전쟁
(3) 위스키 반란
(4) 1812년 전쟁

 3 다음 중 아래의 미완성된 개요를 가장 잘 
완성시키는 제목은? 

I.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 중앙 정부가 직접세를 부과할 수 

없음
B. 국가 화폐의 부재
C. 선출된 대통령의 부재

(1) 연합 규약의 약점
(2) 대륙 의회의 강점
(3) 미 헌법의 조항들
(4) 유럽 정부들과의 조약의 영향

 4 미국 헌법의 비준에 관한 논쟁 중, 
반연방주의자들은 권리 장전이 무엇을 위해 
추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까? 
(1) 노예소유주들의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
(2) 시민들의 책임을 나열하기 위해
(3)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4) 연방법 우위를 보장하기 위해

5번 문제는 아래의 글과 자신의 사회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의회는 종교를 만들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거나, 발언의 자유,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를 저해하거나, 그리고 
정부에 불만사항을 바로잡기 위해 탄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도 만들 수 
없다. 

—First amendment, United States Constitution

  5 이 수정 헌법 조항이 미국 사회에 미친 영향 한 
가지는? 
(1) 의회는 국가 종교를 강요할 수 없다. 
(2) 종교 단체들은 의회에 로비할 수 없다. 
(3) 언론 종사자들은 공직을 가질 수 없다. 
(4) 대법원은 전시에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6 대법원은 연방 정부의 나머지 두 부서의 
활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1) 입법 거부권 행사를 통해
(2) 범죄자 사면을 통해
(3) 사법 심사를 통해
(4) 대통령 탄핵을 통해

  7 1790년 미국의 최초 인구조사는 어떤 목적으로 
행해졌습니까? 
(1) 이민자 수를 할당하기 위해
(2) 의회에서 각 주의 대표자 수를 정하기 위해
(3) 임명되는 연방 법관의 수를 정하기 위해
(4) 공공 교육을 위한 자금 지원을 정당화하기 

위해



 8 다음 중 미국이 뉴올리언스 항을 획득함으로써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집단은? 
(1) 오하이오 강 계곡 지역의 농부들
(2) 남서부 지역의 아메리칸 인디언들
(3) 허드슨 강 계곡 지역의 모피 사냥꾼들
(4)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의 금 광부들

 9 먼로주의(1823)를 공표한 주요 이유는?
(1) 아시아와의 무역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2) 라틴아메리카에서 새로운 식민지를 얻기 

위해
(3) 중앙아메리카에서 운하를 건설할 토지를 

얻기 위해
(4) 서반구에서 유럽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

10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체로키 부족에게 펼친 
정책의 주요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1) 아메리칸 원주민에게 더 나은 경작지를 

공급하기 위해
(2) 우스터 대 조지아(1832)의 미국 대법원 

결정을 집행하기 위해
(3) 백인 정착자들을 위해 아메리칸 원주민들의 

땅을 얻기 위해
(4) 아메리칸 원주민들의 정치적인 지지를 

얻기 위해

11 다음 중 명백한 사명설(Manifest Destiny)의 
사상을 가장 잘 표현하는 인용문은? 
(1) “미국의 국익은 엄격한 고립주의로 가장 잘 

얻어진다.”
(2) “보호 관세의 통과는 산업 발전을 장려할 

것이다.” 
(3) “이민은 국가의 경제적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
(4) “미국은 미국의 사상을 서방으로 전파할 

의무를 가진다.”

12 . . .“모든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이 명백한 진실이라고 믿으며; . . .”

—Seneca Falls Convention, 1848

 다음 중 이 성명의 저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문서는? 
(1) 메이플라워 협약
(2) 올바니 연방안
(3) 독립 선언
(4) 연합 규약

13 자영 농지법(1862)이 서부로의 정착을 장려할 
수 있었던 이유는? 
(1) 이전에 노예였던 사람들에게  사십 

에이커의 토지와 노새 한 마리를 제공했기 
때문

(2) 그곳에서 적어도 5년 이상 살 사람들에게 
토지를 제공했기 때문

(3) 금과 은을 찾는 사람들에게 채굴권을 
제공했기 때문

(4) 회사들에게 대륙 횡단 철도를 건설할 
토지를 제공했기 때문

14 다음 중 남북 전쟁에서 북군이 승리함으로써 
생긴 주요한 결과 한 가지는? 
(1) 대법원의 권한이 제한되었다. 
(2) 노예 소유주들이 그들의 손실을 보상 

받았다. 
(3) 정부에 대한 기업들의 영향력이 감소했다. 
(4) 연방 정부의 우월성이 유지되었다. 

15 앤드류 카네기와 존 D. 록펠러의 유사점 한 
가지는? 
(1) 미국 의회에서 일했다
(2) 자신들의 노동자들을 잘 대우하였다
(3) 자선 목적으로 많은 돈을 기부하였다
(4) 자동차 산업으로 많은 돈을 벌었다

16 1800년대 동안, 미국 공장에서의 아동 노동 
사용을  가장 반대한 그룹은? 
(1) 부모들  (3) 노동 조합들
(2) 이민 배척주의자들 (4) 공장 소유주들

17 1800년대 말, 원자재에 대한 수요 증가와 
새로운 시장의 필요성은 미국이 다음 중 어느 
정책을 채택하게 하였습니까? 
(1) 제국주의 (3) 집단 안전 보장
(2) 평화주의 (4) 고립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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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 .여러분은 우리에게 와서 거대한 도시들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대답은 
거대한 도시들은 우리의 광활하고 비옥한 
평온에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도시가 
타서 없어져도 우리의 농장이 건재하다면, 
여러분의 도시는 마술처럼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농장이 파괴된다면 
이 나라의 모든 도시의 거리마다 잡초가 자라날  
것입니다. . . .”

—William Jennings Bryan, 1896

 19세기 말,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 제기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농민들이 취한 행동은? 
(1) 인민당을 지지함
(2) 더 높은 관세를 요구함
(3) 실직자들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함
(4)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의회에 로비를 함

19 대법원의 플레시 대 퍼거슨(1896) 판결이 
가져온 결과 한 가지는? 
(1) 공립 학교들이 전국적으로 통합되었다. 
(2)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인권이 강화되었다. 
(3) 북부 주들에서 공중 시설이 분리되도록 

강요되었다. 
(4) “분리 속의 평등” 정책이 확립되었다. 

20 다음 중 스페인-미국 전쟁의 주요 결과 한 
가지는? 
(1) 미국이 영국과 동맹을 맺었다
(2) 미국이 세계 강국으로 인정을 받았다
(3) 미국이 먼로주의를 폐지하였다
(4) 미국이 해군의 규모를 줄였다

21 링컨 스테펜즈, 프랭크 노리스 및 아이다 
타벨의 공통 목표 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1) 정부 관료들에게 사업에 대한 규제를 줄일 

것을 장려함
(2) 산업 지도자들의 업적을 널리 알림
(3) 두 개의 주요 정당을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정치 정당들이 필요함을 주장함
(4) 사회, 정치 및 경제 문제들을 대중들에게 

부각시킴

22 진보 시대 동안 직접 예비 선거가 채택된 
이유는? 
(1) 후보자들을 위한 추가 선거 자금을 

모금하기 위해
(2) 정치 과정에 있어 유권자들의 권한을 

증대시키기 위해
(3) 정당 조직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4) 연방 정부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23 테오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독점금지법 
단속관이라고 불린 이유는? 
(1) 파나마 운하 건설을 지시했기 때문
(2) 천연 자원 보존을 장려했기 때문
(3) 기업 독점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지지했기 

때문
(4) 공화당으로부터 사임했기 때문

24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기 전에 
유럽의 전쟁 중인 국가들에 대하여 우드로우 
윌슨 대통령이 펼친 정책은? 
(1) 중립주의 (3) 국제주의
(2) 봉쇄주의 (4) 달러 외교

25 다음 중 1920년대 미국의 경제에 관한 서술 중 
옳은 것은? 
(1) 기업에 대한 연방 규제가 강화되었다. 
(2) 주식의 매입이 꾸준히 감소하였다. 
(3) 대량 생산이 소비재의 공급을 증가시켰다. 
(4) 공화당 대통령들이 실직자 보험을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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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번 문제는 아래의 삽화와 자신의 사회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출처: Clifford Berryman, Washington Star, August 31, 1930

여기 있는
것들을 모두

조용하게 하는
일은 정말 힘들어!

민주당
전국

위원회
잘 아는

모든
노래가 여기 

다 있군!  

내가 얼마나 
메마른 

사람인지 
아무도 몰라!  

더 이상 
비가 오지 

않아!  

        
모든게

      예
전

      같
지

    않아

관세

H.H.  

가뭄 피해

기업 침체

26 이 삽화는 다음 중 어느 것의 결과로 인한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까? 
(1) 뉴딜 정책에 대한 대중의 반대
(2) 1920년대 말의 경기 하락
(3) 시민 보호 기구의 실패
(4) 베르사이유 조약에 대한 반대



U.S. Hist. & Gov’t. – Jan. ’17 Korean Edition [6]

27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은 공휴일의 
지정과 연방 예금 보험 회사(FDIC)의 설립이 
국가의 은행 제도를 어떻게 도와줄 것이라 
믿었습니까? 
(1) 외국의 투자를 제한함으로써
(2) 은행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없앰으로써
(3) 은행에 대한 대중들의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4) 세금 경감을 해줌으로써

28번 문제는 아래의 글과 자신의 사회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 . . 저는 국민의 삼분의 일이 열악한 주거 
시설에서 열악한 옷을 입고 열악한 음식을 
먹으며 사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경을 절망감에서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희망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부당함을 알고 
이해하는 나라야 말로 그것을 없애도록 제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국 시민 한 
명 한 명을 국가의 관심과 염려의 대상으로 
삼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의 영토 안에 있는 
충직하고 법을 준수하는 모든 단체를 소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진보에 대한 우리의 시험은 
우리가 부자들에게 얼마나 더 많은 부를 더할 
것인가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매우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필요한 것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가 입니다. . . . 

—President Franklin D. Roosevelt, Second Inaugural  
Address, January 20, 1937

28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 연설에서 
묘사한 상황을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1) 노동 조합의 영향을 줄임
(2) 가난한 사람과 실직자를 돕는 프로그램을 

지원함
(3) 거대 기업의 이익을 장려함
(4) 트리클다운 경제 이론을 채택함

29 의회가 1935년과 1937년에 중립법을 제정한 
이유는? 
(1) 대공황으로부터 미국이 회복하는 것을 

돕기 위해
(2) 나치 독일이 유럽을 정복하는 것을 막기 

위해
(3) 스페인 내전에서 싸운 미국인들을 보조하기 

위해
(4) 미국이 또 다른 세계 대전에 참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30 “치욕의 날로 기억될 어제, 1941년 12월  
7일, 미국은 일본 제국의 해군과 공군에 의해 
갑작스럽고도 계획된 공격을 받았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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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성명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은 의회에서 
무엇에 관해 연설하고 있습니까? 
(1) 대서양에서 상선들이 가라앉음
(2) 프랑스에서의 공격 개시일
(3) 진주만 폭격
(4) 파나마 운하 공습 

31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연방 정부가 다음 중 
어느 것을 해서 헌법상의 권리를 위반했다고 
비난받았습니까? 
(1) 얄타 협정에 서명함
(2) 군대를 늘리기 위한 징집을 실행함
(3) 일본계 미국인들을 억류 수용소로 이동시킴
(4) 비밀리에 맨해튼 계획을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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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뉘른베르크에서 재판을 
받은 나치 지도자들에게 적용된 정의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1) 민간인에 대한 군사 공격은 합법적이다. 
(2) 개인들에게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3) 군 장교들이 받은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라면 범죄에 대한 책임이 없다. 
(4) 국제 연맹만이 국제법을 결정할 수 있다. 

34 베를린 공수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1) 소련의 봉쇄 동안 서베를린에 생필품을 

공급함
(2) 독일 군대를 물리치는 것을 도와줌
(3) 동베를린으로부터 탈출하려는 사람들을 

도와줌
(4) 소련이 동독 점령을 종식하도록 강요함

32번 문제는 아래의 포스터와 자신의 사회 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출처: N.C. Wyeth,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1942

출처: Weimer Pursell, 
Office of Price Administration, 1943

전쟁 채권을 사세요

혼자 타는 것은 히틀러를 

태우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자동차

함께 타기 클럽에 동참하세요!  

32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이 포스터들은 미국인들에게 무엇을 장려했습니까? 
(1)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할 것 (3) 새 차를 구입할 것
(2) 군대에 입대할 것 (4) 국내에서의 전쟁 지원 노력을 지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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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1960년대 동안, 비폭력 학생 협력위원회
(SNCC)가 연좌데모를 한 주된 이유는? 
(1) 높은 대학 등록금에 항의하기 위해
(2) 맑은 공기 법의 통과를 촉진하기 위해
(3) 18세 시민의 투표권을 지지하기 위해
(4) 인종적으로 분리된 공공 시설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36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가 가져온 주요 결과 
한 가지는? 
(1) 피델 카스트로가 권좌에서 물러났다. 
(2) 냉전의 긴장 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졌다. 
(3) 국제 연합군이 쿠바를 침공했다. 
(4) 쿠바와 미국 간의 교역이 증대되었다. 

37 케네디 대통령이 1960년대에 평화 봉사단을 
창설한 이유는? 
(1)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혁명주의자들에 

대항하여 무력으로 싸우기 위해
(2) 개발 도상국들의 경제 상황을 향상시키기 

위해
(3) 도시 부흥을 통해 미국의 도시들을 

재건하기 위해
(4) 동유럽에서 소련의 지배를 없애기 위해

38 베트남 전쟁에 관한 다음 서술 중 견해에 
해당하는 것은? 
(1) 린든 B. 존슨 대통령이 전쟁으로 몰고간 

것은 실수였다. 
(2) 미군은 제럴드 포드 대통령 재임 동안 

베트남으로부터 철수하였다. 
(3) 전쟁에 관한 의견 불일치가 미국의 

대중들을 분열시켰다. 
(4) 베트남 전쟁은 미국 역사상 가장 긴 군사적 

충돌이었다. 

39 1970년대의 SALT I과 SALT II 협정은 무엇을 
통해 미국과 소련의 냉전 관계를 개선시키고자 
했습니까? 
(1) 우주 탐사를 장려함으로써
(2) 문화 교류를 증대시킴으로써
(3) 무역 장벽을 낮춤으로써
(4) 핵무기를 제한함으로써

40 지미 카터 대통령 재임 시의 주요한 업적 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1) 동독과 서독을 통일시킴
(2)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의 평화 협정을 중재함
(3) 미국이 수입 석유에 의존함을 종식시킴
(4) 이란에 있는 미국인 포로들을 구출함

41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공급 중시 경제 
이론을 지원했는데, 이는 세금을 줄임으로써 
무엇을 이루고자 함이었습니까? 
(1) 경제 성장을 장려함
(2) 더 많은 공공 사업 일자리를 창출함
(3) 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늘림
(4) 국방 지출을 줄임

42 북미 자유 무역 협정(NAFTA)과 관세 무역 
일반 협정(GATT)이 체결된 주요 목적은? 
(1) 환경 보전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2) 상호 방위를 유지하기 위해
(3) 전세계적인 공중 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4) 경제적 상호 의존을 촉진시키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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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번 문제는 아래의 삽화와 자신의 사회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출처: Nick Anderson, Louisville Courier-Journal, December 22, 2005

행정부에 굴복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테러리스트 편이
되는 거야... 

사법부

입법부

43 이 삽화는 위기의 시대 동안 취해진 조치들이 때때로 다음 중 어느 것의 기능을 
해칠 염려가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까? 
(1) 연방주의 (3) 견제와 균형
(2) 건전한 방임정책  (4) 양원제 입법부

44 대법원장 존 마샬과 대법원장 얼 워렌 하의 
대법원 결정들이 시사하는 바는? 
(1) 대법원은 경제적 및 사회적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대법원장들은 대법원의 나머지 다른 

부분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다
(3) 대법원의 결정은 대통령에 의해 

승인되어야만 한다
(4) 주 정부는 대법원의 결정을 번복시킬 수 

있다

45 ‘‘. . . 그 누구라도 부당하게 투옥하는 정부 
아래서는, 정의로운 사람이 정녕 있어야 할 
곳은 역시 감옥이다. . . .’’

—Henry David Thoreau

 다음 중 소로의 이 서술에 나타난 사상을 
반영하는 지도자의 개혁 노력은? 
(1) 부커 T. 워싱턴의 직업 교육 지지
(2) 제인 아담스의 헐하우스 설립 
(3) 레이첼 카슨의 환경에 관한 저서들
(4) 마틴 루터 킹 쥬니어의 시민 불복종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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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번 문제는 아래의 그래프와 자신의 사회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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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U. 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개정판)

46 다음 중 이 그래프에 제공된 정보에 의해 가장 잘 뒷받침되는 것은? 
(1) 1950년 이래, 매년 이민이 증가하였다. 
(2) 이민 할당은 남부 유럽 및 동부 유럽으로부터의 이민을 선호하였다. 
(3) 세계대전과 경제 침체기 동안 이민이 감소하였다. 
(4) 1920년 이래, 매년 적어도 백만 명 이상이 미국으로 건너왔다. 

47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인신 보호 영장의 
정지(1861), 스파이법(1917) 및 미국 애국법
(2001)의 유사점 한 가지는? 
(1) 국제 조약을 강요하였다
(2) 정치적인 협력을 확대하였다
(3) 경제 발전을 장려하였다
(4) 전쟁 동안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였다

48 할렘 르네상스는 다음 중 어느 것의 영향을 
받았습니까? 
(1)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남부의 농촌에서 

북부의 도시로 이주함
(2) 공공 시설에서의 인종 차별을 금지하는 

연방법이 통과함
(3) 제1차 세계대전 동안 군대 내에서 인종 

통합이 이루어짐
(4)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차별 철폐 조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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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0 1910 1920 1930 1940

연도

1950 1960

출처: U.S. Census Bureau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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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지역별 총 인구 수, 1900–2000

49 이 그래프에 보여진 연도들 중 가장 인구수가 많이 증가한 지역은?
(1) 남부  (3) 동북부
(2) 중서부 (4) 서부 

50 이 그래프에 보여진 인구 변화가 국가 정치에 미친 영향 한 가지는? 
(1) 중서부에서의 상원의원 수를 감소시킴
(2) 의회에서 남부와 서부의 대표자 수를 증가시킴
(3) 동북부 출신의 대통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증가됨
(4) 남부에서 민주당이 우세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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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의도적으로 백지로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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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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 및 지적 생활—대중 매체의 영향

미국이 건국한 이래, 대중 대체는 미국 및 미국 사회의 정치, 경제 및 사회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이러한 매체로는 팸플릿, 신문, 서적, 
잡지, 포스터, 사진, 라디오, 영화 및 텔레비전이 포함됩니다. 

과제:

대중 매체가 미국에 영향을 끼친 예 두 가지를 선택하고 각 예에 대하여
• 대중 매체가 다룬 문제를 둘러싼 역사적인 상황을 묘사하십시오
• 그 대중 매체의 사용이 미국 및/또는 미국 사회에 끼친 긍정적인 및/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논하십시오

대중 매체가 영향을 준 미국의 어떤 정치, 경제 및/또는 사회 생활을 예로 들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려할 만한 제안사항으로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Common Sense(상식)—토마스 페인
Uncle Tom’s Cabin(톰 아저씨의 오두막)—해리엇 비처 스토
황색 저널리즘—윌리엄 랜돌프 허스트와 조셉 퓰리처
How the Other Half Lives(다른 절반의 삶은 어떠한가)—조셉 리스
The Jungle(더 정글)—업튼 싱클레어
노변 환담—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
포토 저널리즘—시민권 시위
저녁 TV 뉴스 프로—베트남 전쟁
워싱턴 포스트—닉슨 행정부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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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세이 문제들의 답은 별도의 에세이 책자에 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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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의도적으로 백지로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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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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역사 전반에 걸쳐, 대통령들은 국가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제안을 해왔습니다. 의회 구성원들은 이러한 제안에 항상 동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의 결과는 미국 및 미국 사회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는 멕시코-미국 전쟁과 제임스 K. 폴크 대통령, 
재건과 에이브러헴 링컨 및 앤드류 존슨 대통령, 그리고 대법원의 결정과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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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적 배경에서 언급된 문제 두 가지를 선택하고 각 선택에 대하여
• 이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묘사하십시오
• 대통령의 입장에 대한 의회의 반대를 묘사하십시오
• 그 상황의 결과가 미국 및/또는 미국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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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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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A
단답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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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1

. .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 우리의 시민들에게 멕시코가 저지른 매우 중대한 잘못들은 
시정되지[고쳐지지] 않았으며, 이를 시정하겠다는 약속을 공표한 멕시코의 진지한 
조약은 무시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조약들을 실행시킬 능력이 없거나 실행할 의지가 
없는 정부는 그 가장 기본적인 의무 중의 하나를 수행하지 못하고 실패한 것입니다. . . . 
 그러나 이 대신에 우리는 멕시코의 선의에 호소하는[설득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나의 독립국으로써 텍사스가 우리 미국과 합쳐지기를 바란다는 명목에 대해서 
멕시코는 우리가 멕시코의 합법적인 영토를 빼앗았다고 주장했으며, 공식적인 선언이나 
성명들을 통해 텍사스를 재점령하기 위해 미국과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끊임없이 
위협해 왔습니다. 한편 우리는 중재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해왔습니다. 자제[인내]의 
컵은 델 노르테[리오 그란데] 전선으로부터 최근 정보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바닥이 나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복적인 위협 이후, 현재 멕시코는 미국의 국경을 넘어와 
우리의 영토를 침범하였고 미국의 땅에서 미국인의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멕시코는 
적대적인 관계가 시작되었고 두 나라는 이제 전쟁에 돌입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전쟁을 피하려는 우리의 모든 노력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불구하고] 전쟁은 
일어났으며, 이는 멕시코에 의해 일어난 것이며, 우리는 우리의 명예와 권리 및 우리의 
국익을 걸고, 우리의 의무와 애국심을 증명하기[입증하기] 위해 나아갈 것입니다. . . . 

출처: President James K. Polk, Special Message to Congress on Mexican Relations, May 11, 1846

 1 의회에 보낸 이 메시지에 따르면, 제임스 폴크 대통령이 멕시코와의 전쟁을 지지한 이유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1]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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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2 

. . .의회에서 전쟁에 찬성하는 신속하고 압도적인 투표—하원에서 174 대 14 및 
상원에서 40 대 2—는 기만적인 것입니다. 미국인들의 생명이 빼앗긴 것에 분개하여 
모든 집단과 정당은 처음에는 열렬히 전쟁을 지지했습니다. 유명한 슬로건으로는  
“몬테수마를 끝장내자”와 “멕시코 아니면 죽음을 달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지미 폴크의 전쟁”에 반대하는 상당한 정서가 생겨났으며, 특히 반대파인 휘그당과 
노예 제도 반대주의자들 사이에서 생겨났습니다. 한 노예 폐지론자인 하원의원은 이 
전쟁을 “신성하지 않고, 올바르지 않으며, 비난 받아야 마땅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저명한 휘그당 연설가이자 오하이오 주의 상원의원이었던 [토마스] 콜윈은 [1847년  
2월 11일]에 있었던 어느 한 연설에서, 만약 자신이 멕시코인이었다면 미국인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희 나라에는 죽은 너희들의 사람들을 묻을 
땅이 없는가? 너희들이 내 나라에 들어온다면, 나는 너희들을 피 묻은 손으로 맞이할 
것이며, 너희를 편안한 무덤으로 안내하겠다.” 
 전쟁이 시작한 후 몇 달이 지나 휘그당 당원으로 하원에 입문한 에이브러헴 링컨은 
전쟁 반대론자들에 합류했습니다. 그에게 “장소적 링컨”이라는 명칭을 얻게 한 그의 
유명한 “장소적 해결”을 통해, 링컨은 총격이 시작된 미국 영토 내의 정확한 “장소”
를 알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만약 폴크가 “미국과 멕시코 간의 
분쟁지에서 미국인이 피를 흘렸다”라고 말했다면 좀 더 진실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쟁지는 사실은 미국보다는 멕시코에 속한다고 하는 것이 더 맞는 말일 
것입니다. . . . 

출처: Thomas A. Bailey, A Diplomatic History of the American People, Prentice-Hall, 1974 (개정판)

 2 Thomas A. Bailey에 따르면, 몇몇 의회 구성원들이 멕시코와의 전쟁을 반대한 이유 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1]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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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3a

멕시코의 양도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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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istorical Maps on File, Facts on File, 2002 (개정판)

문서 3b

. . .그러나 의회 자체는 노예 문제로 인해 갈라졌고, 캘리포니아 주는 그러한 균형을 
위협했습니다. 의회는 한때 노예 제도를 확대하는 문제가 서부의 대부분 지역에서 노예 
제도를 금지하는 1820년의 미주리 대타협에 의해 완전히 해결되었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멕시코를 이겨 갑작스럽게 획득한 수십만 평방마일의 영토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 . . 

출처: Geoffrey C. Ward et al., The West: An Illustrated History, Little, Brown and Company, 1996

 3 이 문서들에 의하면, 멕시코-미국 전쟁이 미국에 미친 영향 두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2]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core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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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4a

. . .에이브러헴 링컨은 대통령이 평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믿었으며, 상대적으로 
온화한 평화 조건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1863년 그는 모든 반역자들(특정 
지도자들을 제외한)이 그들의 무기를 버리고 미 합중국에 충성할 것을 맹세한다면 
모두 용서할 의향이 있음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또한 재건에 있어서 “십 퍼센트 계획”
을 제안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탈퇴했던 주에서 투표 자격이 있는 사람들(1860년 
기준) 중의 십 퍼센트가 선서를 하면 새로운 주 정부를 만들고 연방에 재편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노예 해방을 포함하여 노예 제도에 반대하는 의회와 대통령의 
조치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전쟁이 끝나기 전, 루이지애나와 아칸소 및 테니시에서 
링컨의 계획에 따라 주 정부를 만드는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 . . 

출처: Richard N. Current, ed., Reconstruction [1865–1877], Prentice-Hall, 1965 

4a 이 문서에 의하면, 남부의 주를 연방에 재편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에이브러헴 링컨 대통령이 제안한 
것 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1]

문서 4b

. . .비록 존슨 대통령이 남군의 지도자들에게 화를 내고 그들에게 벌을 줄 것을 
주장했지만, 그는 그들이 대표했던 주들은 사실상 여전히 연방의 일원이기에 의회에서 
계속 그들의 대표 지위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존슨은 그들의 
재편입이 아닌 즉각적인 복원을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보기에 그들은 연방을 결코 
떠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각 주가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제13차 개정 조항을 
비준한 직후 복원되기를 바랬으나, 이 조건조차도 강요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또한 
자유의 몸이 된 사람들을 위한 안전 장치를 마련할 생각 역시 없었습니다. . . . 

출처: Hans L. Trefousse, “Andrew Johnson,” in “To the Best of My Ability”: The American Presidents,  
 edited by James M. McPherson, DK Publishing, 2001

4b 이 문서에 의하면, 남부의 주들을 연방에 복원하는 것과 관련하여 앤드류 존슨 대통령이 취한 입장 
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1]

Score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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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5a

재건 시대의 몇 가지 사건들

1864 • 루이지애나, 아칸소 및 테네시가 링컨의 계획 아래 연방 정부에 충성하는 정부를 
설립함

 • 의회가 웨이드-데이비스 법안을 통과시킴
1865 • 존슨 대통령이 나머지 남부 주들을 연방으로 재편입하고자 노력함
 • 남부 주들이 흑인 단속법을 제정함 
 • 의회가 해방 노예 보호국을 설립함 
 • 의회가 재소집하여(12월) 남부 대표자들을 수용하는 것을 거부함; 

재건에 관한 공동 위원회를 수립함
1866 • 의회가 제14차 헌법 개정 조항을 승인함; 대부분의 남부 주들이 이를 거부함
1867 • 군사 재건법(및 두 개의 보조법)이 의회의 재건 계획의 윤곽을 그림 
 • 관직 보유법과 육군 지휘법이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함
 • 남부 주들이 의회의 계획 아래 재건 정부를 수립함
1868 • 대부분의 남부 주들이 의회의 계획에 따라 연방에 재편입됨
1870 • 최후로 남아있던 남부 주들이 연방으로 편입됨
1877 • 의회에 의한 재건이 끝남

출처: Richard N. Current, et al., American History: A Survey, Alfred A. Knopf, 1987 (개정판)

문서 5b
의회의 재건: 

남부에서의 과격한 통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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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Robert A. Devine et al., America: Past and Present, Addison Wesley Longman, 1999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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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 연대표와 지도를 바탕으로 의회가 재건을 다룬 방법 두 가지를 밝히십시오.    [2]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서 6

1865년 4백만의 아프리카계 미국인에게 길고도 길었던 고난의 노예 제도가 
종식되었습니다. 2세기 동안 그토록 갈망했던 자유가 갑자기 그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들 앞에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었고, 학교에 다니거나 공직에도 출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흑인들은 노예 제도 
이외의 속박이 아직도 그들을 구속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돈이 없었기에 
농장을 살 수도 없었고, 아무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더 좋은 직업으로 옮겨갈 수도 
없었습니다. 1870년대와 1880년대에 그들은 그들이 해방되었을 때 얻었던 많은 권리를 
잃었고, 여기에는 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되었습니다. 부커 T. 워싱턴은 흑인들이 
해방의 기쁨과 분리의 치욕을 경험했던 수 년 동안 성장하였습니다. 그는 노예였던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젊은 시절에 증명해 보였습니다. 나이가 
들어 그는 흑인들에 대한 편견이 억압하는 것을 보았고, 그가 아는 가장 좋은 방법, 즉 
편견과 분리에 대항하여 자립을 주장함으로써 이에 대응하였습니다. . . . 

출처: J. William T. Youngs, “Beyond Emancipation,” American Realities: Historical Episodes, Longman, 2001

 6  J. William T. Youngs에 따르면,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노예제의 폐지와 재건에 의해 영향을 받은 면 
두 가지 는 무엇이었습니까?    [2]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core

Score

Score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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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7a

출처: Ray O. Evans, Columbus Dispatch, February 10, 1937 (개정판)

심판 판정을 바꾸려는 시도

이봐, 난 당신의“결정”이 마음에 안 
들어. 이제부터 당신은 내 방식을 
이해하는 사람과 같이 일해야 할 거야!  

루즈벨트
대통령

대법원

추가적인 뉴딜 관련 법안들

N.R.A.-“폐지”
A.A.A.-“폐

지”

비헌법적이라고 

판결된 

뉴딜 법안들

최초 농장 융자금 지불 유예-“폐지”

A.A.A. 세금 반환-“폐지”

임금 및 근로 시간 규제-“폐지”

“원유” 선적 규제-“폐지”

최초 철도

연금법-“폐
지”

7a 이 정치 삽화에 의하면,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법원에 화가 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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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7b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은 정부의 세 개 부처 간의 협조를 더욱 장려하기 위해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 . .지난 목요일 저는 미국의 정부 제도를 미국 시민들의 밭을 경작하기 위해 헌법이 세 
마리의 말로 이루어진 한 팀을 만든 것이라고 묘사하였습니다. 세 마리의 말은 당연히 
정부의 세 개 부처—의회, 행정부 및 사법부를 말합니다. 두 마리의 말은 오늘날 서로 
협력하고 있지만, 세 번째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이 팀을 조종하려고 
한다고 암시하는[제안하는] 사람들은 행정부의 최고 지도자로서 대통령 역시 그 자신이 
이 세 마리의 말 중 하나라는 단순한 사실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 . . 
 저의 제안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이렇습니다. 연방 법원의 판사나 법관이 칠십 
세가 되어 연금을 받고 은퇴하지 않을 경우, 헌법이 요구하는 대로 승인 절차를 따라 
현직 대통령이 미국 상원의 승인을 받아 새로운 법관을 지명할 것입니다. . . . 

출처: President Franklin D. Roosevelt, March 9, 1937

7b 이 문서에 의하면, 프랭클링 D.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법원과 관련하여 제안한 것은 무엇입니까?    [1]

Score



U.S. Hist. & Gov’t. – Jan. ’17 Korean Edition [24] 

문서 8

사법 개혁안

. . .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의 “대법관 임용” 제안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으나, 헌법적으로 말하면 대법원의 규모를 결정하는 권한은 의회에게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을 지지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민주당은 분열되었고 많은 민주당원들은 대통령을 반대하는 
것에 동참했습니다. 이러한 반대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했던 
이유는 루즈벨트가 그의 지지자들에게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이 계획을 “돌발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사법부가 의회를 매우 화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자신이 권력의 분리를 망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의회는 독재라 여겨지는 행정부의 조치들에 대하여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 . 

출처: Leonard F. James, The Supreme Court In American Life, Scott, Foresman and Company, 1964

 8 Leonard F. James에 따르면, 의회가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의 “대법관 임용” 제안을 반대한 
이유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1]

Score



U.S. Hist. & Gov’t. – Jan. ’17 Korean Edition [25] [다음 장]

문서 9

. . .법관 임용에 관한 매우 치열한 싸움은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법안의 부결은 미국 대법원이 기관으로써의 온전함이 보존되었음을 
의미했으며, 대법원의 규모는 정치적 혹은 이념적 의도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 않았음을 
뜻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루즈벨트는 그가 비록 이 싸움에서 패했다 할지라도, 
전쟁에서는 승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요한 의미에서 볼 때 사실 그는 승리했습니다. 
즉, 그는 무효화 될 것으로 여겨졌던 사회 보장법 및 기타 법률들의 무효화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해 봄 법원의 전환은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1937년의 
헌법적 혁명”을 가져왔는데, 즉 연방 정부와 주 정부 모두의 행정 권한이 법적으로 크게 
확대되어 그 후 수십 년 간 지속되었습니다. 
 또한 이 168일 간의 분쟁은 몇 가지의 바람직한[유익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는 
대통령에게 대법원에 간섭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생각할 것을 가르칩니다. 상원 사법 
위원회는 FDR의 계획이 “매우 단호하게 거부되어야 하는 조치이며 이와 유사한 그 
어떤 것도 미국의 자유로운 시민들을 대표하는 자유로운 의원들에게 다시는 제안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이는 사법부가 
민주적인 부서들의 기능을 불합리하게 저해한다면, 이로 인해 위기를 초래하여[가져와] 
예측할 수 없는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는 교훈을 줍니다. 1936년 AAA 사례에서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에 대하여, 스톤 대법관은 그의 동료들에게 “법원은 통치 능력을 
가지는 유일한 정부 기관이 아님”을 상기시켰습니다. 이러한 점은—대통령과 법원 
모두에게—1937년에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매우 핵심적인[중요한] 교훈입니다. 

출처: William E. Leuchtenburg, “When Franklin Roosevelt Clashed with the Supreme Court—and Lost,” 
Smithsonian Magazine, May 2005

 9 William E. Leuchtenburg에 따르면,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이 더 많은 수의 대법관을 임용하려는 
시도가 미친 영향 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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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역사 전반에 걸쳐, 대통령들은 국가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제안을 해왔습니다. 의회 구성원들은 이러한 제안에 항상 동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의 결과는 미국 및 미국 사회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는 멕시코-미국 전쟁과 제임스 K. 폴크 대통령, 
재건과 에이브러헴 링컨 및 앤드류 존슨 대통령, 그리고 대법원의 결정과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을 포함합니다. 

과제: 앞의 문서들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자신의 미국 역사 지식을 활용하여,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는 에세이를 작성하십시오. 

역사적 배경에서 언급된 문제 두 가지를 선택하고 각 선택에 대하여
• 이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묘사하십시오
• 대통령의 입장에 대한 의회의 반대를 묘사하십시오
• 그 상황의 결과가 미국 및/또는 미국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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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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