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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이름과 학교명을 인쇄체로 기입하십시오. 다음, 이 책자의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파트 I 답안지를 여십시오. 점선을 따라서 마지막 페이지를 접은
다음, 천천히 주의해서 답안지를 절취하십시오. 다음, 답안지의 윗부분에 이름,
교사, 학교명과 성별을 기입하십시오. 에세이 책자의 각 페이지 윗부분에 자신
의 이름과 학교명을 인쇄체로 기입하십시오.

이 시험은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파트의 모든 질문에 답하십
시오. 검정 혹은 진한 청색 잉크를 사용하여 답하십시오.

파트 I에는 50개의 선다형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별도의
답안지에 기입하십시오.

파트 II에는 한 개의 주제를 다루는 에세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
한 답은 에세이 책자의 1  페이지부터 기입하십시오.

파트 III는 여러 개의 문서에 기반을 둡니다:

파트 III A에는 여러 문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문서는 하나 이상
의 문제가 따릅니다.각 문제들의 답은 시험책자 안에 질문을 뒤따르는 줄
에 기입하십시오. 이 부분의 첫 장에 자신의 이름과 학교명을 반드시 기재
하십시오.

파트 III B에는 주어진 문서를 바탕으로 하는 한 개의 에세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에세이 책자의 7페이지부터 기입하십시오. 

시험을 마친 후, 파트 I의 답안지에 인쇄된 진술문에 서명함으로써 이 시험
을 치르기 전에 문제나 답에 대한 불법적인 지식이 없었으며 시험을 치르는 동
안 도움을 주지도 또한 받지도 않았음을 표시하십시오. 이 진술문에 서명하지
않은 학생의 답안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시험 중에는 모든 통신 장비의 사용을 철저히 금지합니다. 만일 아주 잠
시라도 통신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당신의 시험은 무효화되며 당신은 시험 점
수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이 시험 책자를 열어보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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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I

이 파트의 모든 문제에 답하십시오.

지시사항 (1–50):  각 문제의 문장이나 질문에 가장 적절한 답의 번호를 답안지에 기입하십시오.

1 1700년대 말기 이래로 미시시피 강이 필수불
가결한 수로였던 이유는?
(1) 미시시피 강이 북부 영토와 남부 영토를

나누었기 때문
(2) 미시시피 강 덕분에 미국 농부들이 캐나

다 시장을 직접 접할 수 있었기 때문
(3) 미시시피 강이 오대호를 대서양과 연결해

주었기 때문
(4) 미시시피 강이 농부와 상인들에게 멕시코

만으로의 판로를 제공해 주었기 때문

2 1800년대 전반기에 지리학적 요인들은 어떻
게 함으로써 뉴 잉글랜드의 경제에 영향을 주
었는가?
(1) 대농장(플랜테이션)을 세우도록 권장
(2) 무역업 및 제조업의 성장을 촉진
(3) 노예 노동에 대한 지역의 의존성 증가
(4) 쌀과 인디고 농사 지원

3 영국은 미국 식민지들과의 중상주의적인 관
계에서 주로 어떻게 함으로써 이익을 얻었는
가?
(1) 식민지 산업의 성장 지원
(2) 식민지 주민들의 어류어업과 모피 무역

금지
(3) 남부 식민지들로부터 대량의 금과 은 탈

취
(4) 식민지들로부터 원자재를 구입하고 식민

지들에게 완제품 판매

4 영국이 1763년 선언을 발표한 주된 이유는?
(1) 미국 식민지 주민들과 아메리카 원주민

인디언들 간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2) 애팔래치아 산맥 서쪽의 땅을 팔아 수익

을 남기기 위해
(3) 오하이오 강 계곡에서 미국 산업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4) 캐나다가 오대호 지역을 통제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해

5 독립선언(1776)이 전세계 사람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친 이유는?
(1) 독립 선언이 보통 선거권을 보장하기 때

문
(2) 모든 나라를 위한 기본적인 법을 제정하

기 때문
(3) 부정한 정부에 대항하는 반란에 정당성을

제공하기 때문
(4) 강력한 중앙 정부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때문

6 연방 헌법 하의 국가 정부가 이룬 한 가지
업적은 다음의 어느 것을 확립하는 법률의
통과였는가?
(1) 중앙 은행제도
(2) 미연방에 새로운 주들을 받아들이는절차
(3) 반란을 억제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
(4) 효율적인 과세 징수에 대한 의회의능력

7 버지니아와 뉴저지 플랜에 대한 1787년 헌법
제정회의의 불일치는 어떤타협으로 해결되
었는가?
(1) 최소한 20년 이상 동안 노예 무역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보장
(2)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연방 정부의 권력

제한
(3) 남부에새로운국가 수도건설 제공
(4)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 의회창설

8 “대통령 후보들이 인구가 적은 주에서 선거
유세 생략”
“일반 투표 승자가 선거에서 지다”

위의 신문기사 표제들은 논란의 대상이 되는
다음의 시사안 중 어느 것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가?
(1) 사법 심사
(2) 선거인단
(3) 탄핵
(4) 견제와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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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미국은 이 연방의 모든 주에게 공화주의 형태
의 정부를 보장할 것이며, 각 정부가침범당하
지 않도록 보호할 것이며, 입법권 및 행정권
(의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의 적용으로
국내폭력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할 것이다.”

— United States Constitution, Article IV, Section 4

이 발췌문에 따르면, 이 헌법 제정자들의목적
은 미국이 다음 중 무엇을 보장하도록 하기 위
함인가?
(1) 주들이 관련된 국내 갈등이 일어나는 동

안 중립적으로 남아있도록
(2) 각 주가 대통령의 결정에 저항할 권리를

지지하도록
(3) 모든 주들에게 공통적으로 방위를 제공

하도록
(4) 정부의 폭정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권리 장전을 승인하도록

10 반연방주의자들이 미국 헌법의 비준에 반대
했던 주요 이유는 헌법이 어떠했기 때문인가?
(1) 국립 은행을 만들었기 때문
(2) 연방 법원 제도에 대한 조항이 결여되었

기 때문
(3) 하원 의원 직접 선거법 규정에 실패했기

때문
(4) 주 정부와 연방 정부 간의 권력 균형을

바꾸었기 때문

11 다음 중 어느 것의 창설이 불문법 사용의 예
인가?
(1) 대통령의 거부권
(2) 미국 해군
(3) 연방 우편 제도
(4) 대통령의 내각

12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 해외
정책에서 중립을추구했던 것은그가 무엇을
믿었기 때문인가?
(1) 미국이 경제적, 군사적 힘을 얻으려면 시

간이 필요하다고 믿었기 때문
(2) 헌법에 의해 협정이 금지되었다고 믿었

기 때문
(3) 미국은 무력으로 확장해서는 안된다고
믿었기 때문

(4) 프랑스와 영국 모두와 동맹이 확립되어
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

13 존 마샬이 재판장이었던 동안 대법원에 의해
내려진 수많은 판결들은 다음 중 무엇으로
직접 이어졌는가?
(1) 경제적인 사안에 있어 연방의 영향력 감
소

(2) 주 정부에 대한 연방 정부의 권력 증가
(3) 해외 정책에 있어 의회의 역할 강화
(4) 주에서 노예 제도에 대한 제한

14 명백한 운명(Manifest Destiny)은 미국인의
어떤 소망을 정당화하는데 사용되었는가?
(1) 미국으로 들어오는 이민자들의 수 제한
(2) 애팔래치아 산맥 동쪽에 위치한 지역 통

제
(3) 미국을 태평양까지 확장
(4) 유럽 국가들에게 라틴 아메리카의 식민

지화를 반대하는 경고

15 1850년대에 “피투성이 캔자스 (Bleeding
Kansas)”라는 구절은 무엇 간의 충돌을 묘사
하는데 사용되었는가?
(1) 친노예파와 반노예파 집단들 간의 충돌
(2) 스페인 지주들과 새로운 미국 정착민들

간의 충돌
(3) 중국과 아일랜드의 철도 노동자들 간의

충돌
(4) 아메리카 원주민 인디언들과 백인 정착

민들 간의 충돌

16 1850년대에, 수많은 탈주 노예들이 캐나다로
간 이유는?
(1) 북군에 징집될까봐 두려웠기 때문
(2) 탈주 노예 송환법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위험했기 때문
(3) 캐나다에 더 많은 공장 일자리가 있었기

때문
(4) 북부의 노예 제도 폐지론자들이 탈주 노

예들을 돕기를 거절했기 때문

17 홈스테드법, 들소 대량 학살, 대륙 횡단 철도
의 완성은 다음 중 무엇과 가장 밀접한 관련
이 있는가?
(1) 조직화된 노동의 발생
(2) 이리 운하(Erie Canal) 건설
(3)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북부 이주
(4) 평원 인디언들의 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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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남부의 많은 주들은 다음 중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여 근본적 재건(Radical Reconstruction)
의 효과를 제한하려 했는가?
(1) 인종 차별을 강제화하는 연방법을 채택

함으로써
(2) 짐 크로 법을 제정함으로써
(3) 남부의 소작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4) 미국 헌법의 새로운 개정안 통과를 확보

함으로써

19 미국 농업의 기계화는 다음 중 무엇으로 직
접 이어졌는가?
(1) 생산 증가
(2) 농부들이 철도에 대한 의존 감소
(3) 농산 수출품의 감소
(4) 평균 농장 크기의 축소

20 뉴스 단체들은 미국-스페인 전쟁 전에 어떤
식으로 황색 저널리즘(선정주의)에 관계하
고 있었는가?
(1) 출판업자들이 전쟁을 방지하려고 애썼다.
(2) 쿠바에 관한 기사들은 공정하고 균형잡
혀 있었다.

(3) 편집자들이 전쟁에 대한 지지를 구축하
기 위해 사건들을 과장했다.

(4) 기자들이 쿠바에서의 상황을 무시했다.

21 미국은 주로 무엇을 위해 문호개방정책
(1899–1900)을 발포했는가?
(1) 중국 국민들에게 민주주의 정부를 세워

주기 위해
(2) 중국에서 평등한 무역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3) 중국이 이민 정책을 바꾸도록 강요하기

위해
(4) 중국을 일본과의 무역을 위한 발판으로

사용하기 위해

22 제이콥 리스, 업톤 싱클레어와 같은 진보주
의 시대 작가들은 무엇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가?
(1) 사회적 상황에 주의를 집중
(2)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민권을 위해 투
쟁

(3) 미국 농부들의 이익을 증진
(4) 여성의 참정권을 위한 목적을 지지

23 1913년 제16차 헌법 수정 조항으로 승인된
연방세의 종류는?
(1) 소비세 (3) 소득세
(2) 수입세 (4) 상속세

24 “. . . 전쟁이 주된 역할을 담당하는 행정부에
서는 어떤 진보나 개혁의 기회도 없다. . . .”

— President-elect Woodrow Wilson, 1913

이 진술에서, 윌슨(Wilson) 대통령 당선자는
어떤 신념을 표현하고 있는가?
(1) 미국은 즉시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해야

한다.
(2) 개혁운동은 전쟁에 의해 강화된다.
(3) 전쟁을 하게 된다면 국민은 지도층의 변화

를 요구할 것이다.
(4) 진보 운동은 지속적인 평화에 의해 가장
잘 이루어질 것이다.

25 1919년솅크 대 미국 연방 정부 판결(Schenck
v. United States)에서, 대법원은 국가를 위협
하는“분명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대해 연
방 정부는 다음 중 무엇을 할 수 있다고 결정
하였는가?
(1) 평화시의 징집을 할 수 있다.
(2) 제 1차 수정 조항들을 한정시킬 수 있다.
(3) 출정 영장을 보유할 수 있다.
(4) 소수인종의 투표권을 제한할 수 있다.

26 미국 상원이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베르사이
유 조약 승인을 거부했던 한 가지 주요 이유
는 많은 상원의원들이 어떠했기 때문인가?
(1) 외국의 사안들에 있어 앞으로 미국이 가

지게 될 의무를 걱정했다.
(2) 아시아에서 미국의 식민지 정책을 거부
했다.

(3) 프랑스로부터의 전쟁 부채를 즉시 상환
하기 원했다.

(4) 독일을 위한 해외 원조의 증가를 지지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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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제 18차 헌법 수정 조항으로 승인된 전국 금
주법이 서술하고 있는 내용은?
(1) 미국인들은 알콜 음료를 사려면 18세여
야 한다.

(2) 수입된 알콜 음료만이 판매될 것이다.
(3) 알콜 음료는 정부가 운영하는 상점에서

만 판매될 수 있다.
(4) 알콜 음료의 제조 및 판매는 금지된다.

28 1920년대에, 의회는 일련의 이민법을 통과시
켰는데, 이 법안들은 주로 무엇을 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는가?
(1) 아시아로부터의 이민 증가
(2) 성장하는 경제를 위한 노동력 확장
(3) 남유럽 및 동유럽으로부터의 이민 제한
(4) 라틴 아메리카로부터의 이민 금지

29 1920년대 후반기에, 어떤 경제 동향이 대공
황의 주요 원인이었는가?
(1) 연방 예산의 부족
(2) 관세율의 삭감
(3) 연방 및 주 판매세의 창설
(4) 과잉 생산과 소비 부족

30 대공황에 대한허버트 후버대통령의 대응은
종종 어떤 점 때문에 비판을 받았는가?
(1) 새로운 사회 프로그램에 돈을 낭비했다.
(2) 주요 도시들에서 광범위한 폭동과 약탈

을 초래했다.
(3) 사업체와 부자들에게 세금을 인상했다.
(4)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적

인 구제를 제공하는데 실패했다.

31 1933년 에 테네시 강 유 역 개 발 공 사
(Tennessee Valley Authority, TVA)를 만든 주
요 이유는?
(1) 강 유역에 유료 고속도로를 만들고 관리

하기 위해
(2) 남부 사람들에게 건강 관리 혜택을 제공

하기 위해
(3)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게 강 유역에 정
착하도록 권장하기 위해

(4) 가난한 농촌 지역의 경제적 상황을 향상
시키기 위해

32번 문제는 아래 만화와 당신의 사회학 지
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

32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의 제2차 임기
계획에 대한 진술 중 위 만화의 주된 아이디
어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1) 의회는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나라를 이
끌어갈 자유로운 권한을 줄 것이다.

(2) 미국 국민들은 의회가 루즈벨트 대통령을
통제하리라고 믿는다.

(3) 루즈벨트 대통령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
해 국민들의 의견을 구할 것이다.

(4) 대공황은 더 이상 심각한 우려사항이 아
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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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번 문제는 아래의 만화와 당신의 사회학 지
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34 이 제2차 세계대전 만화는 미국인들에게 무엇
을 장려하기 위해 사용되었는가?
(1) 전쟁채권 구입
(2) 천연 자원 보존
(3) 군대복무
(4) 군수 산업종사

35 1944년 복원병원호법(GI Bill)의 주요목적은?
(1) 제 2차 세계대전 종전이 가까울 무렵 징
집을 대체하기 위함

(2) 군대에서 인종 차별을 금지하기 위함
(3) 퇴역군인들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군인들에게 연방 기금을 제공하기 위함

(4) 방위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수를 늘리
기 위함

36 트루먼 독트린에서,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공약한 것은?
(1) 그리스가 공산주의 침략에 대항하여 싸

우는 것을 지원
(2)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의 기아 격퇴
(3) 미국 핵 군수 공장 강화
(4) 봉쇄 정책 거부

37 다음 중 매카시즘(McCarthysim)과 가장밀접
한 관련이 있는 요인은?
(1) 쿠바에 소련 미사일 증강
(2) 미국내에서 공산주의 영향에 대한두려움
(3) 중국에서 공산당 출현
(4) 소련에 의한 바르샤바 조약기구 탄생

33번 문제는 아래의 인용문과 당신의 사회학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 . . 저는 또한 이 의회에게 자유재량권과 그리고 침략국들에 맞서 지금 실제로 전쟁
중인 나라들에게 넘겨주기 위한 추가 군수품 및 수많은 종류의 전쟁 물자를 제조하기
위해 충분한 자금을 요청합니다. 
우리의 가장 유용하고 즉각적인 역할은 우리 자신과 또 그 나라들을 위한 병기 공장
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 나라들은 인력은 필요없지만, 수십억 달러 어치의 방어 무
기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그런 무기의 구입을 위해 즉석 현금을 지불할 수 없을 때가 곧 올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에 그들이 현재 반드시 필요한 그 무기들의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
는 이유만으로 그 나라들에게 항복하라고 말할 수도 없으며, 그렇게 말하지도 않을 것
입니다. . . .

— President Franklin D. Roosevelt, Annual Message to Congress, January 6, 1941

33 프랭클린 D. 루즈벨트(Franklin D. Roosevelt) 대통령은 이 연설에서 어떤프로그램
을 제안하고 있는가?
(1) 페어딜정책 (3) 무기대여법
(2) 위대한 사회 (4) 현금 판매주의



39 다음 중 어느 개발 한 가지가 나머지 세 가
지의 개발로 이어졌는가?
(1) 미국 정부가 과학 및 수학 교육을 위한 기

금을 증가했다.
(2) 소련이스푸트니크 위성을쏘아올렸다.
(3) 소련-미국 연합 우주 계획이 발표되었다.
(4)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달에 사람을 착륙시
키는목표를 정했다.

40 다음 중 어느 개발이 도미노 이론에 대한 신념
과 가장밀접한 관련이 있는가?
(1) 베트남에군사 개입
(2) 베를린 장벽 건축
(3) 핵실험 금지 조약에 서명
(4) 한국전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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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번 문제는 아래의 지도와 당신의 사회학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38 지도의 정보는 1940년에서 1970년 사이의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어디에서부
터 어디로 이주했는지에 대한 결론을 뒷받침하는가?
(1) 도시 지역에서 농촌 지역으로 (3) 록키 산맥 주변의 주에서 서부 해안으로
(2) 남부에서 북부로 (4) 선 벨트(태양 지대)에서 대초원 지대로



41 번 문제는 아래의 만화와 당신의 사회학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41 다음 중 이 1975년 만화의 주된 아이디어를
가장 정확하게묘사하는 진술은?
(1) 언론은 공무원들의평판을손상시키는 자
료를출판해서는 안된다.

(2) 정부는 일반에게 정보를 부적절하게숨기
고 있다.

(3) 정부는 민감한 자료의 출판을 제한해야
한다.

(4) 도서관은 너무 많은 정부 보고서를 일반
에게 공개하고 있다.

42 리차드 닉슨 대통령의 데탕트(détente) 정책
의 주요목적은?

(1) 동남 아시아에서 미국의군사 개입확장

(2) 중동으로부터 적절한석유 공급확보

(3) 미국과소련사이의긴장 완화

(4) 중국과 유리한 무역균형 유지

43 앤드류 잭슨, 에이브라함 링컨, 우드로 윌슨
이 서로 비슷한 점 한 가지는?
(1) 대통령의 권한을확장했다.
(2) 연방 관료수를 줄였다.
(3) 군대를 취급하는 문제로 의회의 조사를

받았다.
(4) 해외에 참전 군대를 파견하기 위해 총사
령관으로서의 권한을 사용했다.

44 국가의 지도자가 비인도적인범죄에 대해 재
판받을 수 있다는 원칙을확립한 재판은 다음
중 어느것인가?
(1) 스코프스(Scopes) 재판
(2) 로젠버그(Rosenberg) 재판
(3) 사코와 반제티(Sacco and Vanzetti) 재판
(4) 뉘른베르그(Nuremberg) 재판

45 미국 대법원의 1896년 플레시 대 퍼거슨
(Plessy v. Ferguson) 재판과 1944년 코레마쑤
대 미국 연방 정부(Korematsu v. United
States) 재판들의 사례들에서 이의가 제기되
고 있는 법들의 공통점 한 가지는?
(1) 인종이나 민족을 근거로 특정 집단의 사

람들이목표가 되고 있었다.
(2) 주법이 위헌이라고 선언되었다.
(3) 이민자들이 강제 격리 수용되었다.
(4) 대중교통을차별하는연방법이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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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번 문제는 아래의 표와 당신의 사회학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2010년 하원 의석 수의 예상 변화(주별)

출처: Population Reference Bureau, www.prb.org (개정판)

46 표의 정보는 다음 중 어떤결론을뒷받침하는가?
(1) 미국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2) 인구의 중심이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3) 하원 의석수의 분포는 인구 이동을 따른다.
(4) 상원 수도곧증가할 것이다.

주 하원 의석 수 예상 하원 의석 수

2000 2010 +/−

아리조나 8 9 +1

캘리포니아 53 54 +1

플로리다 25 27 +2

조지아 13 14 +1

일리노이 19 18 −1

매사추세츠 10 9 −1

미주리 9 8 −1

네바다 3 4 +1

뉴욕 29 27 −2

오하이오 18 16 −2

펜실베이니아 19 18 −1

텍사스 32 35 +3

47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레바논을 보호하기 위
해 미군을 파견한다”
“케네디 대통령이 소련 미사일의 쿠바 수송에
대해 교통을 차단한다”
“존슨 대통령이 베트남에 미국 병력을 12만
5천 명 정도 증강한다”

다음 중 이 표제들이묘사하는냉전에 대한 진술
은 어느것인가?
(1) 초강대국들 간의 경쟁은 종종 다른 나라들

에서의갈등과 연루되었다.
(2) 미군지원이종종유럽에서 전개되었다.
(3) 공산주의 세력은종종아시아에서승리했다.
(4) 정상 회담은 종종 국제 긴장을 제한하는데

성공했다.

48 미국이 개입한 다음의 전쟁목록 중에서 연대기
순으로 정확한 것은?
(1) 베트남전 → 테러리즘과의 전쟁 →

한국전→제2차세계대전
(2) 한국전 → 제2차 세계대전 → 베트남전 →

테러리즘과의 전쟁
(3) 제 2차 세 계 대 전 → 베 트 남 전 →

테러리즘과의 전쟁→한국전
(4) 제2차세계대전→한국전→베트남전 →

테러리즘과의 전쟁



49 번과 50번 문제는 아래의그래프와 당신의 사회학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십시오.

49 65세의 기대 수명에 대한 다음 결론 중 그래프의 정보가 가장 분명하게 뒷받침
하는 것은?
(1) 남성과 여성에 대한 기대 수명은똑같은채로 유지될것같다.
(2) 남성에 대한 기대 수명 비율은 1980년 이래꾸준히감소함을 보여준다.
(3) 2040년까지, 남성에 대한 기대 수명은 여성에 대한 기대 수명을초과할 것이다.
(4) 현재 기대 수명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 대해 80세를초과한다.

50 1940년과 2000년 사이에 표시된변화는 무엇의 결과일 가능성이 가장큰가?
(1) 전쟁감소
(2) 현대 의약품의 향상
(3) 이민자 수의 증가
(4) 비만율의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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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II

주제형 에세이 문제

지시사항: 서론과 아래의 과제를 다루는 여러 개의 본론문단및 결론을 포함하는잘구성된 에세이를작
성하십시오.

주제: 헌법 원리 — 개인권

미국 역사 전체에걸쳐, 수많은집단들이차별을 당해왔다. 연방 정부 및 주 정
부는 미국 사회 내의 이집단들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들을 취
해왔다.

과제:

차별을 당했던 미국 사회 내의 두 개의 다른 집단을 고르고, 각집단에 대해
• 그집단이 당한차별의 구체적인 예 하나를묘사하십시오.
• 위에서 예를 든차별과 관련하여 연방 정부 또는 주 정부가 취한 조치 하나

를묘사하십시오.
• 연방 정부 또는 주 정부가 취한그 조치가그집단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했

는지 또는 제한했는지논하십시오.

미국 역사 수업에서 배운 예 중 어느 것을 사용해도좋습니다. 사용 예로 고려할 만
한 제안으로는 아메리카 원주민 인디언,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시아계 미국인, 히스패닉
계 미국인, 여성, 노인 및 장애인등이 있습니다.

위의 제안된 내용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지침사항:

에세이 작성 시, 반드시:
• 과제의 모든측면을 전개시키십시오.
• 관련사실과 실례및 세부사항을 이용하여 주제를뒷받침하십시오.
• 주제의단순한 재진술그이상의 서론과 결론을 포함하는논리적이고도 명확한 구성의

구상을 이용하십시오.

파트 II의 답을 전개할 때, 다음의 일반적 정의를 염두에 두십시오:

(a) 묘사하십시오란 “무엇에 관해 글로 설명하거나 혹은 그것에 대해 말한다”는 의미입니다.
(b) 논하십시오란 “사실과 추론 및 논증을 이용하여 어떤 것에 대해 관찰하고, 어느 정도 자세

하게 진술한다”는 의미입니다.

에세이 문제에 대한 답은 별도의 에세이 책자에 기입하십시오.



이름 학교

파트 III의 답을 전개할 때, 다음의 일반적 정의를 염두에 두십시오:

논하십시오 란 “사실과 추론 및 논증을 이용하여 어떤 것에 대해 관찰하고, 어느 정도 자세
하게 진술한다”는 의미입니다.

파트 III

문서에 기초한 문제

이 문제는 함께 제공되는 문서를 기반으로 합니다. 문항은 역사적 문서를 처리하는 능력을 시험하기
위한 의도로 고안되었습니다. 문서들 일부는 문제를 위해 편집되었습니다. 문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각
문서의 출처와 문서에 나타난 관점을 참작하도록 하십시오.

역사적 배경:

남북전쟁과 제1차세계대전의 종전 사이에, 미국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발
전에 있어 나날이 산업화의 역할이더커졌다.

과제: 문서의 정보와 미국 역사에 대한 당신의 지식을 이용하여 파트 A의 각 문서에
따르는 문제에 답하십시오. 이 문제들에 대한 답은 파트 B의 에세이 문제를작
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아래는 파트 B에서 작성해야 할 에세이
문제입니다.

• 남북전쟁(1861–1865)과 제1차세계대전의 종전(1918) 사이에 미국에 미친
산업화의 경제적, 사회적 및/또는 정치적 영향을논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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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A
단답형 문제

지시사항: 문서들을 분석하고 각 문서 아래에 있는단답형 문제의 답을 주어진 공간에쓰십시오.

문서 1a

산업화 관련 선별 통계

출처: Inter-University Consortium for Political and Social Research, Ann Arbor, MI,
and U.S. Census Bureau

문서 1b

미국 이민 1861–1910

출처: U.S.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Statistical Yearbook of the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1998,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 이차트들을 바탕으로 1861년과 1910년 사이에 산업화와 관련된 두 가지 동향을 서술하십시오. [2]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조된 
상품의 가치

제조시 고용 인원

남자 수 여자 수

1860 19 억 달러 1,030,000 270,357

1870 42 억 달러 1,610,000 323,506

1880 53 억 달러 2,010,000 529,983

1890 93 억 달러 2,860,000 503,089

1900 129 억 달러 4,080,000 1,030,000

1910 208 억 달러 8,840,000 1,820,000

기간(10년) 총합

1861–1870 2,314,824

1871–1880 2,812,191

1881–1890 5,246,613

1891–1900 3,687,564*

1901–1910 8,795,386

*이민자 수의 감소는 일부 1893년 경제 공황에 기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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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2a

미국의 도시화, 철도 주행거리 및 산업화, 1860–1900

출처: Gary Fields, “Communications, Innovations, and Networks: The National Beef Network of G. F. Swift” (개정판)

문서 2b

조합 회원 수, 1870–1920

출처: Irving Bartlett et al., A New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Holt, Rinehart and Winston,1975 (개정판)

2 이차트들을 바탕으로 산업화가 남북전쟁 후의 미국에 미친 두 가지 영향을 서술하십시오. [2]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860 1870 1880 1890 1900

도시 인구
(단위: 백만)

6.2 9.9 14.1 22.1 30.2

도시 인구 비율 20% 25% 28% 35% 40%

10,000명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는 도시 수

93 168 223 363 440

철도 마일리지(단위: 천) 30.6 52.9 93.3 166.7 206.6

정육 포장 생산고
(단위: 백만 달러)

자료 없음 62.1 303.6 564.7 790.3

년도
10세 이상 근로자 수(농업

근로자 제외)
평균 연간 조합 회원 수

농업 외 분야 총 근로자 
수에 대한 조합 회원 

수의 백분율

1870 6,075,000 300,000* 4.9%

1880 8,807,000 200,000* 2.3%

1890 13,380,000 372,000* 2.7%

1900 18,161,000 868,000* 4.8%

1910 25,779,000 2,140,000* 8.3%

1920 30,985,000 5,048,000* 16.3%

*1870년, 1880년, 1890년에 대한 수치는 추정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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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3

아래의 결의들은 인민[민중]당 전당 대회에서 제안된 것이다.

4. 결의 사항: 우리는 세계의 빈민과 범죄자 계층에게 우리의 항구를 열어주어 우
리의 임금 생활자들을 밀어내는 현 체제 하에서 미국 노동을 보호한다는 오류[신화]를
비난하며, 계약 노동자[일일 노동자]에 반하는 현재의 비효과적인 법들을 탄핵하고, 바
람직하지 못한 이민을 추가적으로 제한할 것을 요구한다.

5. 결의 사항: 우리는 노동 시간을단축하기 위한 조직화된근로자들의 노력에 진
심으로 공감하며, 정부근로에 대해 기존의 8시간 노동법을엄격히집행할 것을 요구하
고, 해당법에벌칙조항이 추가될 것을 요청한다.

9. 결의 사항: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든 사기업에 대한 보조금이나 국가 원조에 반대
한다.

출처: People’s Party National Platform, July 4, 1892

3 이 문서를 바탕으로, 산업화와 관련되어 인민당 전당 대회에서 제안하고 있는 개혁한 가지를밝
히십시오.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core



문서 4

다음은 1893년에 통과된 일리노이주법 한 조항에서 발췌한 것이다.

공장 및작업장.
— —
검사

§ 1. 아파트, 공동 주택및 거실에서는특정 의류물품들의 제조를 금한다. 단, 그곳에
거주하는 가족들에 의한 것은 예외로 한다. 그러한 모든작업장은 해충[설치 동물] 및감염
되거나 전염되는물질이 없이 청결하게 유지되어야하며, 그러기 위해 이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한다.  그러한작업장은건강위원회에 보고되어야한다.

§ 2. 검사시 그러한 작업장이 건강하지 못하거나 전염성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는 경
우, 공중 보건이 요구하는 명령이 발부되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 4. 14세 미만의 어린이는 그 주의 어떤 제조업체, 공장, 또는 작업장에든지 고용되
는 것을 금한다. 16세 미만의 어린이는등록을 해야한다. 14세에서 16세 사이의 어린이의 고
용은 나이, 생년월일, 출생지를 진술하는 부모나 후견인에 의한 진술서[법적 문서]가 먼저
접수되어야만 가능하다. 검사관이 신체적인건강에 대한 증명서를 요구할 수도 있다.

§ 5. 여성은 어떤공장이나작업장에서든 하루에 8시간 이상 또는 일주일에 48시간 이
상 고용되어서는 안된다.

출처: “Factories and Workshops,” Laws of the State of Illinois, Passed by the Thirty-Eighth General Assembly, 1893

4 이 발췌문을 바탕으로, 이 1893년 일리노이주법이 산업화로 인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방법 두 가
지를밝히십시오. [2]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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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5

Hamlin Garland는 잡지(McClure's Magazine)에 이 기사를 쓰기 위해 펜실베이니아주의 도시 홈
스테드와 카네기 철강회사를 방문했다

. . .도시의 거리는끔찍했다. 건물들은 남루했고, 보도는 움푹패어, 들썩들썩거리며, 구멍투
성이였다. 건널목은 강바닥의 바위들처럼모서리가날카로운돌이었다.  어디에서나 거리의
누런 진흙이 끈적끈적한 덩어리가 되어 널려 있었는데, 그 사이로 창백하고 야윈 남자들이
공장의그을음과 기름으로더러워진, 빛이 바랜옷을 입고 구부정한 자세로걷고 있었다. 
도시는 상상이 가능한 정도로 황폐하고[더럽고] 추했다. 주로 사람들은 노동이 잔인할
정도로심한단계로 접어든 어디에서나찾아볼수 있는 의기소침하고 음울한종류의 사
람들이었다. 이 도시는 무질서하고 뒤죽 박죽 상태에 있는 도시의 영향을 발휘하며, 힘
없는 기운에싸여 있었다. 여러 다른단계의 거대한 산업들이 도심에서멀리떨어진곳
에 황량한 공동주택 집단을 양산했고, 각 공장마다 작업장들 주변을 군대처럼 둘러싼
거대한 외국인 노동자의 무리들을 끌어들이고 있었다. 
그러한 도시들이 펜실베이니아의 언덕지대를 두텁게 덮고 있었지만, 그 중 한 도시에
직접 와본 것은 나로서는 이번이처음이었다. 이러한 도시들을 미국적이라고 할 수 있
는 유일한 이유는 이 도시들이 사업에 대한 미국적 사고를 대표한다는 그 단 한 가
지 이유 뿐이다. . . .

출처: Hamlin Garland, “Homestead and Its Perilous Trades–Impressions of a Visit,” 
McClure’s Magazine, June, 1894

5 Hamlin Garland의 관찰에 근거할 때, 산업화가펜실베이니아주 도시 홈스테드에 미친 영향 한 가지는
무엇인가?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core



이 페이지는 의도적으로 백지로 남겨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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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6a

노동조합 지도자인 Clara Lemlich은 파업을 선동함으로써 1909년블라우스제조업자 동맹파업의
도화선이 되었다. 

우선, 우리가 어떤식으로 일하고 어떤식으로돈을 받는지에 대해 말하려고 한다. 일에는두
가지종류가 있다-월급을 받는 정규직과낱개당작업이 있다. 정규직은 주당약 6달러를 받
으며,소녀들은 아침 7시부터 자신이 일하는 미싱앞에 있어야한다. 저녁 8시까지 계속그
자리에서 일을 하며, 중간에 30분 정도의 점심시간이 있을뿐이다. 
작업장. 햇빛이 조금이라도닿는 미싱은 창문에서 가장 가까운맨앞줄 뿐이다.그밖에 모든
다른 미싱 줄에서 일하는 소녀들은 밤에는 물론 낮에도 가스등 불빛에서 일을 해야 한다.
그렇다. 작업장은밤에도 계속돌아간다. . . .

출처: Clara Lemlich, “Life in the Shop,” New York Evening Journal, November 28, 1909

문서 6b

6 이 문서들을 바탕으로, 산업화가근로자들에게 미친 영향 두 가지를 서술하십시오. [2]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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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7a

7a 정부와 존 D. 록펠러와같은 기업가들 간의 관계에 대한 이 만화가의 관점은 무엇인가?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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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7b

7b 이 만화가에 따르면, 신탁에 대한 테오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의 정책은 무엇이었는가?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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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8

부를축적하는데있어논란의 여지가많은 방법들도 때로는 사용하지만, 앤드류 카네기, 존D. 록
펠러, J. P. 모건등과같은 수많은 기업가들은 또한 수백만달러를 기부하기도했다. 이 발췌문은앤
드류 카네기의 자선 사업의 일부를묘사한 것이다.

. . . 그러나그의 부축적과임금삭감, 1892년홈스테드 공장에서 있었던 유혈노동 분쟁에
대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카네기는 사회 정의에 대한 관심인 그의 유산을 잊지 않았다.
1889년에그가쓴글 “부”에서, 그는그의 리더쉽이 미국소비자에게 주었던값싼철강을 자
랑으로 여겼지만, 또한 부의 축적을 위해 헌신했던 것과똑같은 판단, 열정, 리더쉽으로돈
을박애[자선]에 재투자하는 것이큰부를소유한 사람들의 도덕적 의무라고 선언했다. 그
리고그는그교훈[원칙]에 따라살며, 수천개의 도서관건축을 위해돈을 지불하고, 신탁과
재단을 설립하고, 대학에 기부하고, 뉴욕의 카네기 홀과 헤이그의 평화궁을 건축했으며, 
그 밖에도 많은 일들을 했다. 부유하게 죽는 사람은 불명예스럽게 죽는 것이라고 쓴 적도
있다. 댓가를 치러야 하는 죄를 짓기도 했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1919년
83세의 앤드류 카네기는 그 자신의 불가지론적인[비종교적인] 정의대로 명예롭게 세상을
떠났다. . . .

출처: Foner and Garraty, eds., “Andrew Carnegie,” The Reader’s Companion to American History, 
Houghton Mifflin, 1991

8 이 문서에 따르면, 앤드류 카네기는 사회정의에 대한 그의 관심을 어떻게 보여주었는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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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9

. . . 미국이갈등[제1차세계대전]에 개입한 사건의 중대성은, 1917년 4월 이후최소한 12개
월에서 15개월 동안은, 전혀 군사적인 것이 아니었다. 1914년 미국 군대는 그 당시 유럽
군대보다도 현대전에 대비한 준비 상태가 훨씬 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그러나, 미국
군대의 생산적인 강점은, 수십억 달러어치의 연합 전쟁 주문들로 활성화되어, 최고에 이
르렀다.그총체적인 산업적 잠재력과 세계 제조 판로 점유율은그 당시 과긴장 상태에 있었
던 독일 경제의 2.5배였다. U-보트가 한달에 영국과 연합군의배들을 50만톤이상을침몰시
키고 있었을 때, 미국은 일 년에 필요한 주문량인 수 백척의 상선을 출범시킬 수 있었다. 
구축함을 3개월이라는놀라운시간에건조할 수도 있었다. 미국은 전세계 식량 수출량의 절
반을 생산했고, 이제는 그 식량은 전통적인 영국 시장은물론프랑스와 이탈리아로 보내질
수도 있었다. 
그러므로, 경제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미국이 전쟁에 개입하게 된 것은 경제력의 균형

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는데, 동시대에 러시아가 무너진 것에 대한 보상 그 이상이었
다. . . .동맹국들에 대항하여배치된 생산 자원은 막대한 것이었다. . . .

출처: Paul Kennedy, 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 Random House, 1987

9 Paul Kennedy에 따르면, 미국 산업화가 제1차세계대전에 미친 영향 한 가지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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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B
에세이

지시사항: 서론, 몇개의 문단및 결론을 포함하여잘구성된 에세이를작성하십시오.최소한 5개의 문서
에 나와 있는 증거를 에세이에 이용하십시오. 관련사실, 실례및 세부사항을 이용하여 답을뒷
받침하고그외의외부 정보를첨가하십시오.

역사적 배경:

남북전쟁과 제1차 세계대전의 종전 사이에,미국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발전에 있어 나날이 산업화의 역할이 더 커졌다.

과제: 문서에서 제공되는 정보와 미국 역사에 대한 당신의 지식을 이용하여 다음
에 대한 에세이를 작성하십시오. 이 문제들에 대한 답은 파트 B의 에세이 문제
를 작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아래는 파트 B에서 작성해야 할 에
세이 문제입니다.

• 남북전쟁(1861–1865)과 제1차 세계대전(1918) 사이에 미국에 미친 산업화
의 경제적, 사회적 및/또는 정치적 영향을논하십시오.

지침사항:

에세이 작성 시, 반드시:
• 과제의 모든측면을 전개시키십시오.
• 최소한 5개의 문서에 있는 정보를 반영하십시오.
• 관련있는외부 정보를 반영하십시오.
• 관련사실과 실례및 세부사항을 이용하여 주제를뒷받침하심시오.
• 주제의 단순한 재진술 그 이상의 서론과 결론을 포함하는 논리적이고도 명확한 구

성의 구상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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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iversity of the State of New York

REGENTS HIGH SCHOOL EXAMINATION

미국 역사
및 정부

화요일, 2009년 6월 16일 — 오후 1시 15분-오후 4시 15분에만 실시

답안지

남
학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성별: 여

교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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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I에 대한 답은 이 답안지에 기입하십시오. 파트 III A에 대한 답은 시험
책자에 기입하십시오. 파트 II 및 III B에 대한 답은 별도의 에세이 책자에 기입
하십시오.

No.
Right 

시험을 완료한 학생은 아래 진술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본인은 시험을 치르기 이전에 문제나 답에 대해 어떠한 불법적 사전 지식이 없었으며 시험 동안 문제를 푸는데 있어서 어떠한 도
움도 주고 받은 사실이 없음을 본 시험의 종료와 함께 확인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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