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에 관한 가상 현장 견학시 들릴 곳 12 군데
1787 년,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39 명의 용감한 사람들이 미국 헌법에 서명하였습니다. 이 가상 현장
견학에서 미국 정부의 형태, 시민의 유산, 이 모든 것이 시작된 장소들에 관해 좀 더 배워보세요.

1.

미 합중국의 형성. 스미소니언(Smithsonia) 국립 미국사 박물관(National Museum of American History)은 시민들에게 국가의 힘을
위임한 “급진적 사상”을 살펴보는 온라인 전시장, “American Democracy A Great Leap of Faith” 전시회를 갖습니다. 이 “Founding
Fragments” 비디오에서, 역사의 이면과 성조기를 포함한 3 백만개가 넘는 미국 역사의 소품들이 간직된 박물관의 보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2.

미국 헌법… 국립 헌법 센터(National Constitution Center)의 대화식 헌법(Interactive Constitution)과 함께 미국 헌법의 구문, 역사,
의미에 대해 배워보세요. 센터에서는 나이가 많은 학생들을 위해 온라인 학자 교류(Scholar Exchanges)를 주최합니다. 짧은 전기에
실린 헌법 입안자들을 만나보시고 국립 기록 보존관(National Archives)에 있는 무료 헌법 e-book 을 다운로드 하십시오.

3.

국회의사당. 국립 중앙청 빌딩, 부속 건물들, 그리고 대지의 놀라운 이미지와 함께 국회의사당(U.S. Capitol Complex )으로 가상
공무여행을 떠나십시오. 보존과 개조 노력에 관한 가상 전시장과 비디오 그리고 국회의사당 방문자 센터(U.S. Capitol Visitor
Center 의 멋진 프로그램을 경험하세요.

4.

국립 기록 보존관. 국립 기록 보존관(National Archives)에서 미국 독립 선언서(Declaration of Independence), 헌법(Constitution),
권리장전(Bill of Rights)을 보고 국가 기록 보존 담당관과 함께 내부를 둘러보세요. Founders Online 과 함께 건국의 아버지들이
작성한 183,000 개가 넘는 검색가능한 문서를 찾아보세요, 국립 기록 보존 카탈로그는 일억천만 디지털 페이지가 넘는, 모두 검색
가능한, 역사적 기록들을 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용 기록 보존 활동과 자원들을 찾아보세요.

5.

국회 도서관.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의 이면을 살펴보세요! 미국 의회 도서관( Library of Congress, LOC)에 있는 10 개의 보물(10
treasures)을 살펴보세요. 어린 학생들은 미국 도서관에서 보는 미국 역사(America’s Story from America’s Library)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220 번째 생일을 맞이한 LOC 는 - 링컨 대통령 관련 기록에서부터 역사적인 미국 신문과 무료 사용및 재사용 하는 공유
도메인의 내용까지 - 디지털 기록 수집의 보고입니다. LOC 컬렉션에서 National Jukebox 에 있는 역사적 녹음, 필름, 지도, 원고,
사진, 개인적인 서술 등 놀라운 자료들을 발견하세요.

6.

국립 미국 독립사 공원(Independence National Historical Park). 다채로운 역사의 도시 필라델피아의 스토리, 장소, 사람이 특징을
이루는 이 국립공원은 방문자들에게 국가의 탄생지를 보여줍니다. 온라인으로 팟케스트에서 자유의 종(Liberty Bell)에 관한
스토리를 듣고, 종 소리를 듣고, 독립 기념관(Independence Hall)을 구경하며 아이들은 Junior Ranger Challenges 에 참가 가능합니다.

7.

입법부. 헌법 제 1 조에 의해 입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People’s House” 로 가상 여행을 떠나 미국 하원의 역사, 예술, 기록을
온라인으로 살펴보세요. 1789 년 이래 의회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리고 이 입법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세요. 예술과
건축에 관한 관람객 참여 가능한 전시물과 에세이, 역사및 상원의 사람들을 포함하는 미 상원의 예술과 역사에 대해 배워보세요.
상원의 과거와 현재의 법률제정과 기록을 찾아보세요.

8.

행정부. 헌법 제 2 조에 의해 수립된 행정부는 대통령이 있는 곳입니다. 백악관, 백악관의 미술품 컬렉션, 아이젠하워 행정실 건물을
구경하세요. 미국 대통령들의 전시품을 둘러보고 대통령들에 대해 공부하러 국립 초상화 진열관(National Portrait Gallery)을
방문하세요. 국립 미국사 박물관에서 대통령으로서의 “영예로운 부담”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추가의 다른 자원들도 찾아보세요.

9.

사법부. 헌법 제 3 조에 의해 정부의 사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연방대법원을 방문하고 판사들을 만나고, 이번 회기 재판에 제기된
케이스들을 보세요.

10.

인구조사에 참여하세요. 올 해의 2020 인구 센서스를 포함 — 매 10 년마다 사람들이 어디에 사는지에 근거해 결정을 알리려 미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숫자를 파악합니다. 미국 인구 조사국( U.S. Census Bureau)을 구경하세요.

11.

여성 투표권. 올 해는 미국 전역의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헌법 수정 제 19 조 인준 100 주년을 기념하는 해입니다. 여성
참정권 운동을 기록한 주요 자료를 보십시오. 뉴욕 Seneca Falls 에 있는 국립 여성 권리관(Women’s Rights National Park)을
방문하십시오. 국립 기록 보존관, 의회 도서관, 국립 미국사 박물관에서 전시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12.

인권 운동. 아프리카계 미국인 민권운동 네트워크(African American Civil Rights Network)를 통해 국립 공원 서비스는 – 1940 년대
민권운동의 시작부터 현대 민권운동과 그 너머까지 - 민권운동의 역사와 중대성을 기념하고, 기리고, 설명합니다. 아틀란타에 있는
마르틴 루터 킹 국립 역사관에서 그의 어린 시절 집을 방문하고, 킹 박사의 업적에 관한 주 자료 등을 살펴보세요. 주요 자료들을
통해, 1960 년대 미시시피의 시골에서의 인민 행동주의가 미친 영향에 대해 배우십시오. 그리고 1963 년에 조지아 의사당에서 인종
차별을 철폐한, 선출된 조지아주 첫 번째 흑인 상원의원을 만나십시오.

좀 더 많은 팁과 정보를 드릴 다음 DLD Daily Dozen 도 기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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