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US Government (문
(문제집 Questions) 1번
1번-50번
50번
1. What is the supreme law of the land?
왓 이스 더 수푸림 러 어브 더 랜드
이 땅의 최고 법은 무엇 입니까?
2. What does the Constitution do?
왓 다스 더 칸스티튜션 두?
헌법은 무엇을 합니까?
3. What is an amendment?
왓 이스 언 어멘드먼트?
수정안은 무엇 입니까?
4. How many amendments does the Constitution have?
하우 매니 어멘드먼스 다스 더 칸스티튜션 해브?
헌법에는 몇 개의 수정안이 있습니까?
5. What do we call the first ten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왓 두 위 컬 더 퍼스트 텐 어멘드먼스 투 더 칸스티튜션?
헌법의 첫 10개 수정안을 무엇이라 명 합니까?
6. What is one right or freedom from the First Amendment?
왓 이스 원 롸잇 올 프리덤 후럼 더 퍼스트 어멘드먼트?
첫 수정안에 근거한 권리, 또는 자유 하나를 말하십시오
7. There are four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about who can vote.
데아 아 퍼 어멘드먼스 투더 칸스티튜션 아바웃 후켄 보웃트
Describe one of them. / 디스크라이브 원 어브 뎀.
헌법에는 투표권에 관한 4개의 수정안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를 설명하십시오.
8. What happened at the Constitutional Convention?
왓 해픈드 엣 더 칸스티튜셔널 컨뵌션?
헌법 제정 대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9. When was the Constitution written?
웬 워스 더 칸스티튜션 뤼튼?
언제 헌법이 쓰여졌습니까?

10. The Federalist Papers supported the passage of the U.S.
Constitution. Name one of the writers.
더 페데럴리스트 페이퍼스 섶포뎃 더 패쎄지 오프더 유에스
칸스티튜션. 네임 원 오브 더 롸이더스.
연방주의 서신들은 헌법을 지지 하였습니다. 연방주의 서신들의 저자 중
한 사람의 이름을 대십시오
11. What is the economic system in the United Sates?
홧 이스 더 이카나믹 씨스텀 인 더 유나이티드 스태잇스?
미국의 경제 체제는 무엇입니까?

12. What are the two major political parties in the United States?
홧 아 더 투 메이저 폴리티컬 파디스 인더 유나이티드 스태잇스?
미국 내 주요 정당은 무엇입니까?
13. The idea of self-government is in the first three words of the Constitution.
What are these words?
더 아이디어 오브 셀프거번먼트 이스 인더 풔스트 쓰리 워스 오브 더
칸스티튜션. 홧 아 디스 워스?
자치-정부에 대한 아이디어가 헌법문헌의 첫 3단어에 담겨있습니다. 그 세 단
어들은 무엇입니까?
14. What stops one branch of government from becoming too powerful?
홧 스탑스 원 브랜취 오브 거번먼트 프롬 비컴잉 투 파워플?
정부의 한부서가 지나치게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을 무엇이 막습니까?
15. What is the “rule of law”?
홧 이스 더 룰 오브 러?
법의 통치란 무엇 입니까?

16.Name one branch or part of the government.
네임 원 브랜치 오 파트 오브 더 거번먼트.
정부의 부서를 말하십시오.
17.Who is in charge of the executive branch?
후 이스 인 차지 어브 더 익세큐티브 브랜치?
행정부의 총 책임자는 누구 입니까?

18.We elect a President for how many years?
위 일렉 어 프레지던트 퍼 하우매니 이어스
대통령의 임기는 몇 년 입니까?
19.In what month do we vote for President?
인 홧 먼스 두 위 보웃 퍼 프레지덴트?
우리는 몇월에 대통령을 선출 합니까?
20.What is the name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now?
왓 이스더 네임 오브 더 프레지던트 오브더 유나이티이드 스태잇스 나우?
미국의 현 대통령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Answer(대
Answer(대답) 1번
1번-50번
50번
1. The Constitution 더 컨스티튜션
헌법
2. Protects American’s basic rights
프로텍트 아메리칸 베이직 롸잇츠
미국인들의 기본권을 보호합니다.
3. A change to the constitution
어 체인지 투더 칸스티튜션
헌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4.27 투엔티 세븐

- 27개

5. The Bill of Rights 더 빌 오브 롸잇츠
권리장전
6. Freedom of Speech 프리덤 오브 스피치
언론의 자유
7.Citizens 18 and older can vote.
씨티즌스 에이틴 앤 올더 캔 보웃
18세 이상된 시민은 투표할수있음.
8.The Constitution was written. 더 칸스티튜션 워스 뤼튼.
헌법이 쓰여졌습니다.
9.1787 세븐틴 / 에이디 쎄븐 - 1787년
10.James Madison 제임스 메디슨
11.Market economy 마켓 이카나미
시장경제
12. Democratic and Republican
데모크렉틱 앤 뤼퍼블리칸
민주당과 공화당
13. We the People… 위더 피플
우리 국민은…
14. Check and Balance 첵스 앤 밸런스
억제와 균형

15. No one is above the law 노원 이스 어바브 더 러
그 누구도 법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16. Executive Branch 익세큐티브 브랜치 | 행정부
17. The President 더 프레지던트 | 대통령
18. 4 Years 포 이어스 | 4년
19. November 노벰버 | 11월
20. Barack Obama 바락 오바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