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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학년도 6월 중3 경기도학업성취도평가

정답 및 해설

• 1교시  국어  사회  미술 •
[국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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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제의도] 높임법에 맞게 쓰기
 [해설] 아버지의 동료와, 아들 사이의 대화이다. ‘있다’는  ‘윗사람이 있다’는 뜻의 

‘계시다’가 바른 표현이다.

2. [출제의도] 맞춤법에 맞게 쓰기
 [해설] ①의 ‘되요’는 용언 ‘되다’의 어간에 예사 높임 또는 친근미가 담긴 서술·청

원·의문·명령 따위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어요’가 붙은 경우이다. 그러
므로 ‘돼요’가 바른 표현이다.

3. [출제의도] 고쳐쓰기
[해설] 주어진 글을 읽고 단어와 문장 수준에서 잘못된 부분을 고치기 위한 방안 중 

적절하지 못한 내용을 찾는 문제이다. ㉢의 경우 ‘변천은’은 ‘변화로’ 바꾸는 것
이 적절하며, ㉣은 의미의 연결로 보아 ‘그러나’가 적절하다. 문맥의 의미를 고
려할 때 ‘받아 들이는’을 ‘전수하는’으로 바꾸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4. [출제의도] 상황에 맞는 말하기
[해설] 발화는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의사소통이 바르게 이루어지려

면 상황에 맞게 말할 필요가 있다. 아들이 장난을 하다가 다친 상황에서 ‘위로’
의 발화를 하는 어머니에게 조심하겠다고 말하는 아들의 발화가 적절하다.

5. [출제의도] 내용 종합하여 말하기 
[해설] 좋은 책의 선정기준을 화제로 토의한 내용이다. 

6. [출제의도] 협의의 상황 분석하기
[해설] 학생들이 실제로 협의가 필요한  내용을 제시하고 협의하기 전 상황을 분석

하는 내용이다. 협의를 해야 하는 원인 중 청소 도구의 부족은 제시된 상황에 
적절하지 않다.

7. [출제의도] 협의의 전략 세우기
[해설] 협의를 할 때에는 관련된 모든 사람이 참여해야 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

하는 것이 협의의 목적이므로 자신의 이익을 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8. [출제의도] 보조 자료를 활용하여 말하기
[해설] 지시문은 태풍의 이름을 붙이는 순서에 대한 내용이므로 이를 보다 쉽게 전

달하기 위한 보조 자료는 ‘태풍의 명칭 부여 순서표’가 가장 적절하다.

9. [출제의도] 내용 구성하여 쓰기
[해설] 글의 내용과 구조를 고려하여 항목에 맞는 적절한 자료를 찾는 문제이다. 

고령화 사회의 개념은 ㉠, 고령화 사회가 된 원인은 ㉡, 고령화  사회에 대한 개
인적 차원의 대책은 ㉣, 국가적 차원의 대책은 ㉤이 적절하다. 그러나 ㉢은 고
령화 사회의 원인이지 문제점은 아니다. ㉡의 경우 고령화 사회의 개념이 전체 
인구에 대한 노인 인구의 비율이므로 한자녀가정의 증가는 전체 인구에 대한 
노인 인구의 비율을 높인다. 따라서 ㉡은 고령화 사회의 원인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10. [출제의도] 글을 쓰는 목적에 맞게 글쓰기
[해설] 기사문은 표제, 부제, 전문, 본문 등의 형식으로 써야 한다. 특히, 부제는 표

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며 글의 내용을 압축해야 한다.  바람직한 디자
인의 방향을 표제로 한 이 기사문은 타이어 모양으로 디자인한  물통을 디자인
의 힘이라고 하였으므로 부제는 ⑤가 가장 적절하다.

11. [출제의도] 낱말의 짜임과 의미 파악하기
[해설] 낱말 형성법에서 중요한 개념은 어근과 접사에 대한 것이다. ‘풋나물’은 접

사와 어근이 결합한 파생어, ‘실마리’는 어근과 어근이 완전히 하나로 융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나타내는 합성어, ‘날고기’는 파생어, ‘부삽’은 ‘아궁이나 화로의 
재를 치거나 불을 담아 옮기는 데 쓰이는 기구’의 뜻이다.

12. [출제의도] 인물의 심리 상황 파악하기
[해설] ㉠에 나타난 인물의 심리 상황은 글쓴이가 ‘잡초’로만 여기고 뽑아 버린 풀

들이, 알고 보니 소중한 ‘먹이’였음을 깨닫고 뒤늦게 후회하는 만시지탄(晩時
之歎)이 가장 적절하다. 

13. [출제의도] 중심 내용과 뒷받침 내용 파악하기
[해설] ㉡에 나타난 글쓴이의 결론은 ‘세상에 가치 없는 것은 없다’는 것이다. 이러

한 생각을 갖게 된 이유는 글쓴이가 ‘잡초’라는 대상을 ‘농사의 훼방꾼’에서 ‘고
마운 먹이’로 달리 인식하면서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14. [출제의도] 시적 화자의 태도 파악하기
[해설] (가)의 화자는 가난하고 고통 받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였고, (나)의 화자

는 사랑하는 마음, 노래하는 마음으로 고통과 슬픔을 떨치고 희망과 기쁨을 얻
을 수 있다고 하였다. (가), (나)의 화자는 삶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현
실의 고단함 속에서도 사랑과 기쁨을 간직하는 공통점이 있다.

15. [출제의도] 시어의 함축적 의미 파악하기
[해설] 시의 내용상 ‘순금빛 강물’은 ‘사랑’이 깊어져서 ‘슬픔’을 극복하였을 때 흐

르는 ‘기쁨, 행복’이므로 긍정적인 의미를 띤다고 볼 수 있다. ㉠은 ‘보살핌, 배
려’, ㉡은 ‘밝음, 아름다움’, ㉢은 ‘이상, 희망’, ㉤은 ‘기쁨, 행복’과 같은 긍정적
인 의미를 띠고., ㉣은 ‘현실의 고단함’과 같은 부정적인 의미를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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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출제의도] 시의 표현상 특징 파악하기
[해설] (나)는 ‘사랑/노래하는 마음이 깊어지면 ~ ㄴ다네’,  ‘~ 사람들’과 같은 동

일한 어구나 시어가 반복되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17. [출제의도] 글의 짜임 파악하기
[해설] 제시문은 문학 작품을 읽고 사회적, 문화적 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

나를 설명한 것이다. ㉮ 다음에도 이러한 사회적, 문화적 대화의 방법 두 가지
가 서술되어 있고, ㉯ 바로 다음에 오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구절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회적, 문화적 대화를 하는 것이’를 의미한다.

18. [출제의도] 글의 내용 이해하기
[해설] ‘문학 독서를 통한 사회적 실천’은 ‘문학 작품 읽기를 통해서 독자들 간에 형

성된 생각을 사회적으로 널리 소통시키는 것’이다. 즉, 작품에 대한 의견을 다
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다. ①, ②, ③, ⑤는 개인적인 독서 활동이므로 ‘사회적 
실천’이라 보기 어렵다.

19. [출제의도] 글의 내용 적용하기
[해설] ⑤에서 ‘용왕’을 ‘당시 통치자’의 모습과 비교하였는데, 이는 ‘작품 속의 인

물’을 ‘작품의 배경이 되는 시대의 특정 계층’과 관련지은 것이므로, ㉡에서 말
하는 작품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여 읽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①은 다
른 갈래로 변화된 작품 내용 감상하기, ②, ③은 작품 자체로서 내용 이해하기, 
④는 작품 속 인물을 독자의 현재 삶과 관련짓기이다.

20. [출제의도] 토의 주제 선정하기
[해설] 본문을 읽고 토의할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 ‘글의 배경 지식과 관련된 사

항, 글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 글의 내용과 현실의 문제를 관련짓는 사항’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는 활동이다. ㉣은 육사 시의 형식적 특징에 대해 토의하기 
위한 것으로 현실과는 무관하다. 

21. [출제의도] 글의 내용 이해하기
[해설] 육사는 말이 없는 편이었고, 무력에 의한 독립 운동이 좌절되면서 문필 활

동을 활발하게 하였으며, 주로 중국의 정치 동향을 다룬 시사 평론을 썼고, 그
의 시에는 독립 운동의 좌절로 인한 울분과 광복에 대한 염원이 나타나 있으므
로 ①, ②, ④, ⑤는 틀린 내용이다. 육사 시의 경향과 지사적 성격은 어릴 때부
터 받은 한학 교육의 영향이라 볼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③이 맞는 내용이다.

22. [출제의도] 전기문의 서술상 특징 파악하기
[해설] 전기문에서 인물의 행적을 압축하여 제시한 부분을 읽고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에서 글쓴이는, 육사의 문필 활동과 일본 경찰에 체포되
어 고초를 당하곤 했던 행적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육사의 삶을 알기 쉽게 전
달하고 있다. 육사의 활동은 나열하였으나 그에 대해 가치를 부여한 부분은 없
으므로 ①은 적절하지 않다.  

      

23. [출제의도] 글의 서술 방식 파악
 [해설] 제시문의 서술 방식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제시문의 글쓴이는 유전성 질

병과 불치병 환자의 예를 들면서 과학의 가치 중립성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24. [출제의도] 개요 작성하며 글의 내용 파악하기
 [해설] 글쓴이는 ⓐ와 같이 현대 지식인들의 과학에 대한 무지를 우려하고 있다. 

그 원인을 ⓑ과학 지식의 습득의 어려움과 ⓒ과학에 대한 잘못된 생각으로 분
석하였고 해결 방안으로 ⓔ과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
다. 그러나 과학에 대한 현대인들의 무지를 해결하기 위하여 ⓓ와 같이 과학을 
연구하여 지식을 얻어내는 적극성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을 싫어하거나 

피하려는 무책임한 태도를 버리고 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는 답이 될 수 없다. 

25. [출제의도] 글의 내용에 대한 근거 찾기
 [해설] 글쓴이는 현대사회의 여러 문제들에 대처해서 과학이 할 수 있는 역할 즉, 

과학 지식이 인간이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유전성 질병과 불
치 환자의 예를 통해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문제의 학생에게 글쓴이가 조
언 할 수 있는 근거는 ㉢이 되고 ㉠, ㉡, ㉣, ㉤의 내용은 과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할 근거와는 거리가 멀다.

26. [출제의도] 내용간의 관계를 알 수 있는 표지 찾기
 [해설] 내용간의 관계를 알 수 있는 표지를 묻는 문제로 앞부분의 내용과 뒷부분

의 내용이 서로 상반되므로 ㉠과 ㉡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표지는 ‘그러나’이다.

27. [출제의도] 글의 중심 내용 파악 과정 정리하기
 [해설] 글을 읽으면서 각 문단의 중요한 문장과 글 전체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각 문단의 중심 문장을 파악해 보았을 때 Ⓒ문단은 공용어로서의 표
준어의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중심 문장은 ‘나라에~수도 있다.’가 아
니라 ‘이와 같이~공용어이기도 하다.’가 된다.

28. [출제의도] 글의 내용 파악하기
 [해설] 표준어는 계급적, 시대적, 지역적 조건에 의해 한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끼

리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국민이 배우고 쓸 수 있게 만든 것
이므로 ①의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났다는 말은 표준어의 성격과 맞지 않다. 또
한 ‘오동나무’가 표준어가 된 예에서 보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쓰이고 
있는 말이 표준어가 되고 ‘머귀나무’와 같이 이미 쓰이지 않게 된 말은 표준어
가 될 수 없으므로 ②는 틀린 내용이다.  ③과 ⑤는 방언의 가치에 대한 설명으
로 표준어와는 관련이 없다.

29. [출제의도] 언어의 역사성 파악하기
 [해설] 언어가 생명이 있어서 ‘생성, 발전, 소멸’한다는 것은 언어의 역사성에 대한 

설명이다. 언어의 역사성에 대한 설명은 ①, ②, ③, ④이며 ⑤는 ‘언어는 언어
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약속’이라는 언어의 사회성에 대한 설명이
므로 ㉡의 예가 될 수 없다.

30. [출제의도] 다의어의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해설] ‘쓰다’의 문맥적 의미를 묻는 문제로 제시문의 ‘쓰다’는 어떤 일을 하는 데

에 도구나 수단을 이용한다는 의미이므로 ①과 유사하다. ②의 ‘쓴다’는 혀로 
느끼는 맛이 쓰다는 의미이고 ③의 ‘쓰고’는 우산이나 모자 따위를 머리에 얹어 
덮다의 의미이며 ④의 ‘쓴다’는 붓, 펜, 연필과 같이 선을 그을 수 있는 도구로 
종이나 다른 편평한 면 위에 획을 그어 일정한 글자의 모양이 이루어지게 한다
는 뜻이다. ⑤의 ‘썼지만’은 사람이 죄나 누명을 가지거나 입게 된다는 의미이
므로 정답은 ①번이다. 

31. [출제의도] 작품 감상하기
 [해설] 작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묻는 문제로 제시문은 이 소설의 마지막 부

분이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실감나는 대화를 통해 구체적인 상황을 보여주
고 있다.

32.  [출제의도] 작품의 주제 찾기
 [해설] 작가는 제시된 작가의 말을 통해서 비슷한 처지의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을 작품 속에서 표현하고 싶었다고 한다. 그리고 소설 속의 원미동
은 희망을 만들며 함께 살아야 할 우리들의 동네라고 말한다. 이때 ‘희망을 만
들며 함께 살아야 할 우리들의 동네’라는 말에 초점을 맞추면 작가가 궁극적으
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 ‘같이 먹고 살아야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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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
33 ④ 34 ② 35 ① 36 ② 37 ① 38 ④ 39 ③ 40 ④
41 ⑤ 42 ③ 43 ② 44 ⑤ 45 ⑤ 46 ② 47 ⑤ 48 ①
49 ③ 50 ③ 51 ③ 52 ⑤ 53 ⑤ 54 ② 55 ④ 56 ①
57 ④ 58 ③

33. [출제의도] 남동 임해 공업 지역 특성 이해하기
 [해설] 남동 임해 공업 지역은 경상북도 영일만에서 전라남도 광양만에 이르는 임해 

공업 지대로 국가의 정책, 수출과 수입에 유리한 항구 조건 등을 바탕으로 포항과 
광양의 제철 공업, 울산과 거제의 조선 공업, 울산과 여수의 석유화학 공업이 
발달한 우리나라 최대의 중화학 공업 지역이다.

34. [출제의도] 라틴아메리카의 식생 이해하기
 [해설] 아마존 열대우림의 80%를 차지하는 브라질의 목축업 발달은 열대우림의 급격한 

삼림 파괴와 관련 있다. 「2006 지구 환경 보고서」

35. [출제의도] 재판의 종류 이해하기
 [해설] 재판의 종류를 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는 행정기관의 

부당한 권리 침해에 대한 행정 재판을, ㈏는 기본권 침해 등 헌법 내용에 관한 
다툼 해결과 관련된 헌법 재판을 나타낸 것이다.

36. [출제의도] 조선 시대 사간원의 기능 이해하기 
 [해설] 조선시대 삼사에는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이 있는데 사간원은 국왕에 대

한 간쟁과 정치 일반에 대한 언론을 담당하여 왕이 바른 정치를 하도록 간언 
하였다.

37. [출제의도] 지방 자치 제도 이해하기
 [해설] 자치 단체의 의결 기관과 집행 기관의 역할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제시된 

자료에서 (가)는 ‘지방 의회’를 나타낸다. <보기>의 ‘ㄱ, ㄴ’은 지방 의회의 역할
이고, ‘ㄷ, ㄹ’은 지방 자치 단체의 장에 대한  역할이다.

38. [출제의도] 거란의 침입에 맞서 활약한 인물 파악하기
 [해설] 고려 전기의 대외 관계에서 거란의 침입에 맞서 활약한 인물을 파악하는 

것이다. 거란의 1차 침입 때에는 서희의 외교적 활약으로 강동 6주를 획득하였고, 
3차 침입 때에는 강감찬이 지휘한 고려군이 귀주에서 거란군을 격파하였다. 

39. [출제의도] 사례를 통해 절대 왕정 이해하기
 [해설] 러시아 표트르 대제의 서구화 정책,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와 동인도회사, 

프랑스의 루이 14세와 국내 산업 육성 정책 등을 통해 절대 왕정이라는 탐구 
주제를 알 수 있다.

40. [출제의도] 중국의 근대화 운동 중 변법 자강 운동 이해하기
 [해설] 청 왕조는 청 ․ 일 전쟁에 패배함으로써 양무 운동의 한계를 느끼고,  캉 유

웨이가 중심이 되어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한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
고자 하였으나 서태후 등 보수파의 반대로 실패하였다. 

41. [출제의도] 정보 사회의 특징 이해하기
 [해설] 제시된 자료에서 (가) 사회는 자본이 생산 요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산업 

사회’를, (나) 사회는 지식·정보가 중요한 생산 요소인 ‘정보 사회’를 나타낸다. ①
은 ‘농경 사회’, ②는 ‘정보 사회’, ③, ④는 ‘산업 사회’에 해당한다.

42. [출제의도] 이익 집단의 기능 파악하기
 [해설] 집단의 특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결성된 집단을 이익 단체라고 

하며, 소속 집단의 이익이 공익과 상충되기도 한다. ①,②,⑤는 정당, ④는 선거
에 대한 설명이다.

43. [출제의도] 유향소의 기능 파악하기
 [해설] 수령과 좌수의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는 기구가 유향소(후에 향청)임을 알고, 

유향소의 기능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수령의 지방 행정에는 향리의 협조와 함께 
지방 양반층의 협조 또한 필요했으므로, 각 군현에 유향소(향청)라는 자치 기구가 
있었다. 유향소의 기능은 주로 지방 행정에 관한 수령의 자문에 응하고, 백성을 
교화하며, 향회를 통해 지방의 여론을 모으고, 향리를 감찰하는 등 수령을 보좌
하는 것이었다. ㄴ은 수령의 임무이고, ㄹ은 향리의 임무이다.

44. [출제의도] 건조 문화권의 문화 특성 이해하기
 [해설] 지도에 표시된 지역은 건조 문화권이다. 이 지역의 문화 요소는 이슬람 교, 

오아시스 농업, 낙타와 양 등의 유목, 아랍어 등이 있다. 모스크는 이슬람 교의 사원
으로 둥근 돔과 첨탑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라베스크 무늬로 장식되어 있다. 

45. [출제의도] 민주 시민의 자질 이해하기
 [해설] 민주 시민의 자질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참여 정신을 묻는 문제이다. 시민은 

시민 사회의 주인으로서 주체적으로 사회의 중요한 일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시민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소수의 의견만이 반영되어 중요한 사안이 시
민의 뜻과는 무관하게 처리되므로 민주 정치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46. [출제의도] 신라 말기 사회적 상황 파악하기
 [해설] 제시된 자료는 9세기 말 진성 여왕 때의 농민 봉기에 대한 것이다. 신라 말 

중앙 정부의 지방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농민 봉기가 일어나고 지방 호족 세력이 
성장하였다. 새로운 불교인 선종이 유행하여 지방 호족과 백성들의 환영을 받
았다. 홍건적은 고려 말기에 침입하였고, 관료전은 신라 통일 직후 신문왕이 귀
족들에게 녹읍 대신에 지급한 것이다.

47. [출제의도] 로마의 정치 발전 과정 이해하기
 [해설] 로마의 정치 형태가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

을 묻는 문항이다. 포에니 전쟁 이후 귀족들은 라티푼디움(대농장)을 경영하지
만, 전쟁에 복무했던 자영농들은 몰락의 길을 걸으며 사회 계층 간 대립이 심각해
진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그라쿠스 형제가 개혁을 시도했으나 반대
파에게 암살당하고, 두 차례 삼두정치 끝에 제정 시대로 옮겨가게 된다.

48. [출제의도] 19세기 농민 봉기의 배경 파악하기
 [해설] 제시된 삽화 (가)는 19세기 농민 봉기의 시작이었던 홍경래 난을, (나)는 

농민 봉기의 전국적 확산의 계기가 된 진주 농민 봉기를 나타낸 것이다. 이 두 
사건이 세도 정치의 폐단으로 인해 발생하였음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②의 동
학은 홍경래의 난 이후 창시되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두 사건의 공통적인 발
생 배경이 될 수는 없다.  ③은 신라 하대의 농민 봉기의 배경이고, ④는 고려 
무신 정권 시기이며, ⑤는 강화도 조약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다.

49. [출제의도] 수요ㆍ공급의 변화 이해하기
 [해설] 밀가루 가격 상승에 따른  자장면의 수요ㆍ공급 변화를 묻는 문제이다. 원자

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생산 비용의 상승은 공급 감소를 가져와 자장면의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50. [출제의도] 제 2차 세계 대전의 전개 과정 이해하기
 [해설] 제시한 자료는 제 2차 세계 대전의 전개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제 2차 세계 

대전은 독일의 폴란드 공격이 발단이 되어 전개되며, 독일의 영국, 프랑스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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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프랑스에서는 자유프랑스가 결성되어 독일에 대한 저항이 전개된다. 일본의 
진주만 공격으로 미국이 참전하게 되며,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연합국이 승리
하게 된다. 그리고 독일의 항복과 원자 폭탄 투하로 인한 일본의 항복으로 제 2
차 세계 대전은 막을 내리게 된다. 

51. [출제의도] 평양의 역사적 의미 이해하기
 [해설] 평양은 인적 물적 자원이 풍부하고 교통의 요지였으므로 고구려 장수왕은 

남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여 평양으로 천도하였으며 고려 태조는 나라 이름도 
옛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뜻으로 고려라 하여 건국직후부터 서경을 북진 정책
의 전진 기지로 삼았다.  또한 현대에 와서는 2000년과 2007년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여 남북 정상 회담이 열렸던 지역이기도 하다. 

52. [출제의도] 희소성의 특징 파악하기
 [해설] 경제의 기본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자원의 희소성 때문이다. <보기>에서 

ㄷ,ㄹ은 자원의 희소성에 대한 설명에 해당하며, 희소성은 인간의 욕구와 자원의 
양에 의해 결정되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53. [출제의도] 실학자 정약용의 토지 제도 개혁안 이해하기
 [해설] 17세기 이론과 형식에 치우친 성리학을 비판하고 현실 사회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실학이 등장하였다. 정약용은 농업을 중시하고 토지 제도를 개혁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중농학파 실학자로서 농민의 토지 균점과 노동력에 의
거한 수확의 공평한 분배를 내용으로 하는 여전론을 주장하였다. 

54. [출제의도] 송대의 역사적 사실 이해하기
 [해설] 제시된 자료는 송대에 발생한 역사적 사실들을 역사 잡지 형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문치주의, 성리학, 왕안석의 개혁 등이 송대에 이루어졌음을 파악하고 
답지에 있는 중국 역대 왕조의 역사적 사실들 중에서 화약, 나침반, 활판인쇄술
의 발명이 송대에 이루어졌음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①은 수나라, ③은 한나라, 
④, ⑤는 명나라에 해당된다.

55. [출제의도] 문화의 상대성 이해하기 
 [해설] 문화의 상대성을 묻는 문제이다. 제시문에 나타난 서양의 영화 제작자에게 

필요한 태도는 문화 상대주의이며, 특정 문화를 기준으로 문화의 우열을 가리
거나 평가하려는 태도는 모두 상대주의적 태도가 아니다. 

56. [출제의도] 죄형 법정주의 이해하기
 [해설] 죄형 법정주의의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민주 국가에서는 범죄와 형벌의 종류를 법률에 미리 정
하도록 하였다. 

57. [출제의도] 병자호란이 발생한 시기 파악하기
 [해설] 제시된 삽화는 최명길의 주화론을 주제로 토론 대회를 하는 장면이다. 토론의 

주제가 병자호란임을 파악하고 연표에서 그 시기를 찾는 문제이다. 호란은 인조
반정 후 들어선 서인 정권의 친명 배금 정책이 원인이 되었고, 나선정벌은 청
과 강화가 성립된 이후 청의 요청에 의한 러시아 정벌이므로 병자호란은 인조
반정과 나선정벌 사이에 발생한 사건이었음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58. [출제의도] 국가의 역할 변화
 [해설] (가)에서 (나)로의 변화는 국가의 역할 증대를 나타낸 것이다.  <보기>의 

ㄴ,ㄷ은  현대 국가에서의 행정부의 권한 강화를 나타낸 것이고, ㄱ은 입법부의 
권한 강화를, ㄹ은 근대의 야경 국가를 의미한다. 

[미 술]
59 ③ 60 ② 61 ④ 62 ③ 63 ⑤ 64 ① 65 ⑤ 66 ②
67 ④ 68 ②

59. [출제의도] 미술의 역할 이해하기
  [해설] (가)는 우리의 전통이미지가 현대 생활 용품을 디자인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설명한 글이다. <보기>에서 ㄴ이 창호문의 이미지를 앞치마에 
적용한 예로 설명문 (가)에 해당하는 사진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미술가의 작품이 생활 용품을 꾸미는 소재 될 수 있음을 설명한 글이다. 
<보기>에서 ㄷ이 고흐의 자화상을 소재로 하여 디자인한 컵으로 설명문 (나)에 
해당하는 예가 된다. <보기>에서 ㄱ은 삼국시대의 금동미륵보살상이며, ㄹ은 
스미스의 현대 조소작품 「큐브 19번」이다.

60. [출제의도] 풍경화의 표현 방법 이해하기
  [해설] 제시된 그림은 호들러의 풍경화「가을 오후」이다. 이 작품에서 사용된 

원근법은 선(투시)원근법이며, 1점 투시도법과 대각선 구도로 그려졌음을 
알 수 있다. 눈높이는 지평선과 같은 높이이고, 가까운 곳은 크고 넓게, 먼 곳은 
작고 좁게 그렸다.

61. [출제의도] 석판화의 특징 이해하기
  [해설] 작품 제작 계획서에 기록된 준비물과 제작 과정을 통해 석판화를 제작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석판화의 특징은 붓의 터치와 농담 표현이 가능하고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62. [출제의도] 표현 기법의 종류 알기
  [해설] 콜라주 기법은 화면에 인쇄물, 천, 쇠붙이, 나무, 모래, 색종이 등 여러 

가지 물질을 붙여 구성하는 표현하는 기법이다.

63. [출제의도] 전통 회화의 종류 알기
  [해설]  포스터에 제시된 내용을 통해 문인화 전시회를 알리는 포스터임을 알 수 

있다. 문인화는 조선 시대에 발달하였고, 직업적인 화가가 그린 그림과는 달리, 
사대부들이 여가를 이용하여 취미로 많이 그렸던 그림을 말한다. 사의(寫意)를 
존중하여 시(詩), 서(書), 화(畵)가 한 폭의 그림 속에 함께 어우러져 그리는 
사람의 인격과 정신세계를 나타내었다. 문인화의 대표적인 예로 사군자를 들 수 
있으며 포스터에 대표 전시 작품으로 소개된 작품은 김정희의 「향란독무」와 
심사정의「국화와 잠자리」이다.

64. [출제의도] 표현 요소 이해하기
  [해설] 질감이란 작품에 표현된 재질의 느낌을 말한다. 여러 미술재료를 이용하여 

물체가 지니고 있는 다양한 표면의 느낌을 화면에 표현할 수 있다.

65. [출제의도] 인물화의 종류 이해하기
  [해설] 김호석의 인물화 작품「어때 시원하지!」를 통해 인물화를 분류해 보는 문

항이다. 제시된 작품은 어머니가 아이의 귀지를 파주는 장면을 재미있게 묘사한 
인물화이고, 한 화면에 두 사람을 표현한 군상화이며, 몸 전체가 표현되었기 때
문에 전신상화이다. 또한, 앉아있는 모습을 표현했기 때문에 좌상화로 분류할 
수 있다. 작가 김호석 자신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자화상이라 
할 수 없다.

   

66. [출제의도] 현대의 입체 작품 표현 방법 이해하기
  [해설] 현대 입체 작품 중에는 이미 만들어진 물건 또는 그 부분을 본래의 일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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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에서 떼어 내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잠재된 욕망이나 환상을 불러일으
키게 하는 것도 있다. 뒤샹이 1917년에 기성품 변기를 ‘샘(泉)’이라는 주제를 
붙여 전람회에 출품한 것과 같이 다다이즘 미술에서는 기성의 일용품이나 기계 
부품 등이 미술 표현의 수단과 재료로 사용되었다. 제시된 작품은 뒤샹의 
「샘」과 「자전거 바퀴」이다.

67. [출제의도] 보는 방향에 따른 형태 변화 이해하기
  [해설] 제시된 민화 작품「책가도」의 특징은 한 곳의 시점에서 대상을 보지 않고, 

사물마다 다른 시점에서 관찰하여 역원근법으로 나타냈다는 점이다. 이런 
다시점의 관찰 방법이나 투시도법의 무시는, 당시의 공간 해석 방법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표현 방법으로 재조명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서양 작품에서도 다시점 화면 구성의 예를 찾아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입체파 화가들의 작품이다. 입체파 화가들은 3차원의 현실 공간을 2차원의 회화 
공간에 나타내기 위하여, 1점 투시를 부정하고 다시점에서 대상의 특징을 획득
하여 평면 위에 구성하였다. 

        제시된 작품 ㄱ은 구자승의 정물화「반닫이 위의 정물」로 대상보다 약간 
높은 눈높이에서 한 시점으로 내려다보며 그린 작품이다.

        ㄴ은 입체파 화가 피카소의 정물화로 작품에 나타난 여러 정물들의 왜곡된 
형태를 통해 다시점에서 관찰되었음을 알 수 있다.

        ㄷ은 수묵담채 기법으로 정물을 표현한 학생 작품이다. ㄱ의 정물화와 마찬
가지로 한 시점에서 관찰하며 그린 작품이다.

        ㄹ은 민화 작품「책가도」로 그림 속 두 책장의 형태를 통해 다시점으로 
관찰되었음을 알 수 있다. 

68. [출제의도] 추상회화 작품의 표현 방법 이해하기
  [해설] 제시된 작품은 칸딘스키의 추상회화 작품「즉흥26」이다. 칸딘스키는 

마음 속에서 느껴지는 음악적인 조화와 율동을 자유로운 형과 색채로 표현하였
다. 칸딘스키는 ‘형태에서 위로 솟아오르는 선은 빠르고 경쾌한 리듬을, 부드럽
고 완만한 선은 느리고 조용한 리듬을 느끼게 하며, 색채에서 색조는 음색, 색
상은 가락, 채도는 음의 크기를 연상시킨다.’고 하였다.

• 2교시  도덕 수학 

기술ᆞ가정 체육 •
[도 덕]

1 ③ 2 ② 3 ④ 4 ② 5 ④ 6 ⑤ 7 ③ 8 ④
9 ① 10 ⑤ 11 ① 12 ⑤

1. [출제의도] 전통 도덕의 구체적 덕목 이해하기
 [해설] 염치란 자기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부끄러워하고 반성할 줄 아는 것을 

말한다. 아량은 모든 것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애쓰고 다른 사람이 
실수나 잘못을 하더라도 너그럽게 용서하는 사랑의 자세를 말한다.

2. [출제의도] 가치 갈등 해결의 기본 자세 이해하기
 [해설] 가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자세, 대화와 설

득의 자세 등이 필요하다. 특히 친구의 약점으로 별명을 만들어 마음의 상처를 
준 을은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가 필요하다.

3. [출제의도] 자랑스러운 우리 민족의 얼 이해하기
 [해설] 우리 민족의 얼에는 경천사상, 생명 존중 사상, 평화 애호 정신, 선비 사상, 

장인 정신, 공동체 정신 등이 있다. 우리 말에 ‘우리’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는 
것에서 우리 민족이 개인보다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출제의도] 전통 도덕의 기본 정신 이해하기
 [해설] 장자(莊子)는 노자의 무위 사상을 계승하여, 도(道)를 천지 만물의 근본으

로 보았다. 그래서 도와 하나가 될 때 자연에 따라 살아 갈 수 있고 자유를 누
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수기와 치인, 오륜은 유교에서 강조하는 덕목이다. 

5. [출제의도] 민주 시민의 덕목 이해하기
 [해설] 민주 시민의 덕목에는 참여 정신, 준법 정신, 봉사 정신, 인간 존중 정신 

등이 있다. 지문에는 인간은 어떠한 상태로 태어나든 인간이기 때문에 소중하
다는 인간 존중 정신이 나타나 있다.

6. [출제의도] 니부어의 사회 윤리적 관점 이해하기
 [해설] 니부어(Niebuhr, R.)는 사회 집단의 도덕성이 개인의 도덕성보다 떨어지

기 때문에 도덕적인 개인들로 구성된 사회일지라도 비도덕적일 수 있다고 주
장하였다. 이러한 사회 구조의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정책과 제
도의 개선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7. [출제의도] 정보 사회의 문제점 이해하기
 [해설] 광고는 익명성을 이용하여 타인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시사

한다. 정보 통신의 발달은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저작권 침해, 바람직하지 못한 
인터넷 언어 사용, 가상과 현실의 혼동, 게임 중독, 익명성을 이용한 인권침해 
등의 문제점을 초래하였다. 

8. [출제의도] 시민 윤리의 기본 정신 이해하기
 [해설] 우리 사회는 여전히 남아 선호 사상으로 인한 성비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

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녀가 상호 보완적 관
계임을 인정하고 남녀 차별 금지법을 준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9. [출제의도] 전통 도덕의 필요성 파악하기
 [해설] 전통 도덕은 명분과 형식에 치중하고 지나친 집단적 성격으로 인해 개인의 

가치를 침해하기도 하지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 기준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10. [출제의도] 도덕적 추론의 형식 이해하기
 [해설] 도덕 판단을 위해서는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는 도덕 추론의 과정이 필요하다. 

도덕 판단이 동일하더라도 도덕 원리나 사실 판단은 다를 수도 있으며, 어떤 
근거를 제시하느냐에 따라 더 나은 수준의 도덕 판단이 될 수 있다. 

11. [출제의도] 문화의 다양성 이해하기
 [해설]  최근 우리 사회에 다문화 가정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들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은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
화의 다양성을 존중하여 다문화 가정을 이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12. [출제의도] 확대 가족과 핵가족의 특징 이해하기
 [해설] 혈연 중심의 농경 문화에서 현대 산업 사회로 변화하면서 가족 제도는 

확대 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바뀌었다. 핵가족 제도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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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이 이루어졌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노인 문제, 청소년의 탈선, 예절 
학습의 기회 부족 등의 부정적 측면도 나타나게 되었다.

[수 학]
13 ③ 14 ③ 15 ⑤ 16 ⑤ 17 ④ 18 ① 19 ② 20 ①
21 ③ 22 ② 23 ⑤ 24 ④ 25 ② 26 ② 27 ⑤ 28 ④
29 ② 30 ④ 31 ① 32 ③ 33 ③ 34 ② 35 ① 36 ①
37 ⑤ 38 ② 39 ③ 40 ⑤

13. [출제의도] 부분집합 이해하기
 [해설] ⊂이고  ⊂이므로 이다.
      이므로 두 집합의 원소가 같아야 한다. 
          ,   이므로,  ,   이다. 따라서     이다.

  
14. [출제의도] 이진법의 원리를 이용하여 주어진 규칙 찾기
 [해설] 십진법으로 나타낸 수를 이진법으로 나타내면   ,   , 

  ,   이므로 개의 컵에 개의 공을 모두 넣어 표현할 수 
있고,   는 개의 공으로는 표현할 수 없다.

15. [출제의도] 일차방정식의 해 이해하기
 [해설]   를 주어진 방정식   에 대입하면
      ×  

        

      

      이다.

16. [출제의도] 삼각형의 합동을 이용하여 도형의 성질 찾아내기
 [해설] ∆ABE와 ∆ACD에서
      ABAC , AEAD이고 ∠BAE∠CAD이므로
      ∆ABE≡∆ACD이다.
      ∠ABE ∠ACD이고, ∠B ∠C이므로
      ∠EBC ∠B ∠ABE ∠C ∠ACD ∠DCB이다.
      따라서 ∠EBC ∠DCB , ∆ABE≡∆ACD이다.

17. [출제의도] 함수의 그래프 이해하기
 [해설]   

 의 그래프 위의 점 중에서  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의 좌표는 
  ,   ,   ,  로 개이다.

18. [출제의도] 누적도수의 분포표 이해하여 평균구하기
 [해설]

수학점수(점) 누적도수(명) 도수(명)
                       ～   

 ～   

 ～   

 ～   

 ～   

 ～   

이상 미만

 

       이 학급의 총 학생 수는 명이고, 명의 는 명이므로 상품을 받은 학생
들은 점 이상을 받은 학생들이다. 따라서 이 학생들의 수학점수의 평균은 



××
 (점)이다.

19. [출제의도]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기
 [해설]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면 







 이므로   이다.

20. [출제의도] 평행사변형의 성질 증명하기
 [해설] 

<증명>
A

B C

D

O

    ∆AOD와 ∆COB에서
    ∠DAO= ∠BCO  (엇각)       …… ㉠
       AD= CB            …… ㉡
   ∠ADO=∠CBO(엇각)    …… ㉢

  ㉠, ㉡, ㉢에 의하여 ∆AOD≡∆COB
  따라서 OAOC , OBOD

21. [출제의도] 연립방정식을 이용하여 실생활 활용문제 해결하기 
 [해설] 장미 한 송이의 값을 , 카네이션 한 송이의 값을 라 하면
       

  
이고, 이 연립방정식을 풀면   ,   이다.

      따라서 카네이션 한 송이의 값은 원이다.

22. [출제의도] 등식의 변형하기 
 [해설]  



        

        

        

       



23. [출제의도] 연립부등식의 해 구하기

 [해설] 










 


 


⋯ ㉠

≥ ⋯ ㉡
에서 

      

㉠을 풀면 

 


 



               

                

                 

 이고,

㉡을 풀면 ≥ 

              ≥

             ≥

              ≤ 이다.

      연립부등식의 해는 


 ≤ 이고, 이 범위의 수들 중에서 정수들은 

     이다. 따라서 식을 만족하는 모든 정수들의 합은 이다.  
 

         
24. [출제의도] 직선의 방정식을 이용하여 문제 해결하기
 [해설] 두 점    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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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놓고  를 대입하면   

 이다. 따라서 이 직선의 
방정식은   




 이고 축과의 교점은  이므로 약속장소의 
좌표는 이다.

 25. [출제의도] 확률의 성질을 이용하여 확률 구하기
 [해설] (두 종목 중 적어도 한 종목에서 우승할 확률)
      (두 종목 모두 우승하지 못 할 확률)
       


× 

 
      



      


26. [출제의도] 다항식의 곱셈 이해하기
 [해설] 다항식 을 전개하면, 의 계수는 이고, 

의 계수는 이다. 의 계수는 , 의 계수는 이므로  을 풀면 
 이고,  에 대입하면 이다. 

      따라서  이다.

27. [출제의도] 분모의 유리화하기
 [해설] 


  

  

                         
 
 

                         

×× 

           

                         

28. [출제의도] 상황에 맞는 보조선을 그어 선분의 길이 유추하기
 [해설]

 

A

N

C

 cm

H

M L

∣ ∣B
         이등변삼각형의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이등분하므로 점 H는 
BC 의 중점이다. 이때, 점 H를 지나 BN에 평행인 직선을 그어 AC 와 만나는 
점을 L이라 하면 삼각형의 중점연결 정리의 역에 의해 ∆AHL에서 
ANNL이고 ∆CNB에서 NLLC 이므로 ANNLLC 이다. 따라서 
AN


cm 이다.

 29. [출제의도] 제곱근의 뜻 이해하기
 [해설]  의 제곱근은 ±이므로 의 양의 제곱근  , 

 의 제곱근은 ±이므로  의 음의 제곱근  이다. 따라서 
    이다. 

 30. [출제의도] 제곱근의 뜻을 알고 제곱수 찾기
 [해설]  가 자연수가 되는 의 값은     이다. 따라서  

이것을 만족하는 자연수 의 값은     로 개이다.

31. [출제의도] 제곱근의 성질 이해하기
 [해설] ㄱ.  








≒

          ㄴ. 







≒

           ㄷ. ××≒

           ㄹ. ×  ×≒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ㄷ이다.

32. [출제의도] 제곱근의 덧셈, 뺄셈을 이용하여 문제 해결하기
 [해설] 

A

B

D

E

C

H

GF






M

N

      BC 와 EF의 교점을 M, DC 와 EH의 교점을 N이라 하면, 점 M N은 각
각 BC 와 CD의 중점이고 EH⊥DC 이므로 □EMCN은 한 변의 길이가 


 인 정사각형이다.
         (빗금친 도형의 둘레)
      (□ABCD의 둘레)(□EFGH의 둘레)(□EMCN의 둘레)
      ×× ×

  
       ×  

       

        

33. [출제의도] 인수분해 이해하기
 [해설] 

      

   
  →

  →

34. [출제의도] 인수분해 공식 활용하기
 [해설] 인수분해 공식   를 이용하면
         

      

      

       

       

      이다.

35. [출제의도] 이차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조건 이해하기
 [해설] 집합 의 원소의 개수가 개 이므로 이차방정식   

 은 
중근을 갖는다. 이 식을 정리하면 


, 양변을 으로 나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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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도에서 빠져 있는 선은 외형선이고,
우측면도에 빠져 있는 선은 숨은선이다.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




이고, 이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려면 


 

 


이므로 
이다.

36. [출제의도] 이차방정식의 해 이해하기
 [해설]  를 풀면
        

        

      

        또는   이고,
       의 해는
        또는  이다.
      두 이차방정식의 해가 서로 같으므로      또는    

이다. 따라서  이다.

37. [출제의도] 이차방정식을 완전제곱식으로 나타내기
 [해설]   

       
 




 



       
 





 이므로
        에서   


 

 이다. 따라서  







 이다.

38. [출제의도] 이차방정식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하기
 [해설] 점 C의 좌표를  이라 하면 점 B의 좌표는  


 


이고, 점 A

의 좌표는  이다. 이때, AD, BC 




 이고, 사다리꼴 ABCD
의 넓이가 이므로 

      
 


 

   
      

 



  

      

× 


 

       

        

        ,   또는  이고, 점 B가 AP 위의 점이므로  

이다. 따라서  이고, 점 B의 좌표는 이다.

39. [출제의도] 이차방정식의 해 구하기
 [해설] 





  의 양변에 를 곱하면   이고, 근의 공식 

 

± 에  ,   ,  를 대입하면

       ×

±××


±


±
±

40. [출제의도] 입체도형의 측정을 이용하여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 해결하기 
 [해설] 컵에 담긴 물의 높이는 × 


 cm 이므로 컵의 비어 있는 부분의 

높이는 cm이다. 물병의 비어 있던 부분의 부피는 물을 따랐을 때 컵의 비어 
있는 부분의 부피와 3개의 유리구슬 부피의 합이 된다.

      (물병의 비어 있던 부분의 부피) ××

××

                                                cm

[기술ㆍ가정]
41 ① 42 ⑤ 43 ③ 44 ③ 45 ② 46 ① 47 ③ 48 ②
49 ④ 50 ① 51 ② 52 ④ 53 ④ 54 ⑤ 55 ① 56 ③
57 ② 58 ⑤

41. [출제의도] 정투상도를 나타내는 법 적용하기
[해설] 주어진 입체도를 제3각법으로 정투상도를 그린 결과는 다음과 같다.

42. [출제의도]  미래의 친환경 에너지 이해하기
[해설] 현재 우리들이 이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화석 에너지원은 고갈될 위험에 놓

여 있으며 이에 따른 대체 에너지 개발이 필요하다. 바이오에너지란 음식물 쓰
레기, 농수산 쓰레기, 가축 배설물 등을 미생물로 발효시켜 메탄가스, 알코올 
등을 생산한 것을 말한다.

43. [출제의도] 재료의 성질 이해하기
 [해설] 목재는 습기가 많으면 변형이 생기거나 썩기 쉬우며 불에 타기 쉽다. 플라

스틱은 열에 약하나 전기절연성이 있어 전선의 피복용 재료로 사용된다. 금속
은 전기전도성 및 강도와 경도가 좋다.

44. [출제의도] 전동용 기계요소 이해하기
 [해설] 전동용 기계는 축과 축의 동력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기어는 이가 있어 

마찰차보다 정확한 힘을 전달할 수 있으며, 베벨기어는 회전방향을 직각으로 
전달할 때 사용되며 핸드 드릴, 자동차의 구동장치에 사용한다. 원판마찰차는 
자전거 등에 소형 발전기로 사용되며, 두 축이 직교할 때 사용한다. 

45. [출제의도]  산업의 분류방식과 특징 알기
 [해설] 1차 산업은 자연을 직접 이용하여 물자를 생산하는 산업으로 농업, 축산업 

등이 있으며 제2차 산업은 제1차 산업에서 얻은 생산물을 가공하는 산업으로 
공업, 제조업 등이 있다. 제3차 산업은 제1, 2차 산업의 생산물을 운송, 판매, 
서비스하는 산업을 말하며 선진국일수록 산업 구조의 고도화가 되어 산업이 
제1차<제2차<제3차 순으로 비중이 증가한다.

46. [출제의도]  적성과 성격의 개념 알기
 [해설] 적성은 어떤 특정 분야에서 개인의 특수한 소질과 함께 잠재 능력을 바탕

으로 하여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을 말하며 사무지각능력, 공간지각능력, 운동조
절능력 등의 유형이 있다. 성격이란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성질로 다
른 사람과 구별하는 비교적 지속적인 행동 특성으로 행동형, 내성형, 사고형 등
의 유형이 있다.

47. [출제의도]  재료의 종류와 성질 알기
 [해설] 황동은 구리와 아연을 합금한 것으로 순수한 구리에 비하여 기계적 성질이 

우수하고, 가공성과 주조성 및 내식성이 좋다. 강도란 물체의 끊어지지 않는 성
질의 정도를 말하는 것이며 경도는 물체의 단단한 정도를 말한다.

48. [출제의도]  플라스틱의 종류에 따른 성질 비교하기
 [해설] 실험에서 A는 열경화성 플라스틱으로 분자구조가 사다리 모양이나 그물 

모양과 같은 복잡한 구조로 가열해도 부드러워지거나 녹지 않으며 그 종류에
는 페놀수지, 에폭시 수지 등이 있다. B는 열가소성 플라스틱으로 분자구조가 
선 모양으로 단순한 구조이며 열을 가하면 부드러워지다가 양초처럼 녹게 된다.

49. [출제의도]  가족유형의 형태 구분하기
 [해설] 확대가족은 3세대 또는 그 이상의 세대로 구성되어 함께 생활하는 가족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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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다. 정착생활을 하던 농경사회부터 전해져 오는 가족 유형으로 맞벌이 부
부의 자녀 양육 문제로 인해 오늘날 재조명되고 있기도 하다.

50. [출제의도] 의사소통 방법 이해하기
 [해설] 언어적 의사소통은 말이나 글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고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몸짓이나 동작, 얼굴 표정, 자세, 행동, 옷차림 등으로 의
사를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51. [출제의도] 소비자의 8대 권리 이해하기
 [해설]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알권리)는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

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이다.

52. [출제의도] 구매 의사 결정 과정 적용하기
 [해설] (가)의 단계는 정보탐색단계이다. 정보탐색단계는 인식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여 수집하는 과정이다.

53. [출제의도] 의복의 기능 적용하기
 [해설] 의복의 기능은 보건 위생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으로 구분되는데 그 중 보

건 위생적 기능에는 체온조절, 신체 보호, 청결 유지 기능 등이 있다. 지문에 제
시된 모시나 삼베는 통풍 효과가 좋아 더운 여름에 체온 조절 기능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겨울철에 내복을 입어 체온을 유지하는 기능과 같다.

54. [출제의도]  면, 모 섬유의 특징 이해하기
 [해설] 면섬유의 특성은 단면의 가운데가 비어 있어 공기를 포함하여 함기율이 높

아져 보온성이 있으며, 모 섬유는 표면의 털비늘 때문에 비눗물에서 비벼 빨면 
줄어들거나 엉키는 축융성이 있다.

55. [출제의도] 영양소의 에너지 발생량 계산하기
[해설] 에너지를 내는 영양소에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이 있으며 각각 1g당 

4kcal, 9kcal, 4kcal의 에너지를 발생한다. 현미밥은 총 318kcal를, 제육볶음은 
총 219kcal의 에너지를 낸다.

56. [출제의도] 영양소의 신체 구성 비율과 식품 구성탑 이해하기
 [해설] 영양소의 신체 구성 비율은 수분 66%, 단백질 16%, 지방 13%, 무기질 

4%, 탄수화물 4%이다. 영양소 A는 단백질에 해당되며 대표적인 식품으로 고
기, 생선, 달걀, 콩류 등이 있으며 이 식품군은 식품 구성탑 3층에 위치한다.

57. [출제의도] 비타민의 역할과 결핍증 이해하기
 [해설] 비타민 A는 시각 기능에 관여하며 결핍 시 야맹증, 안구 건조증 등을 유발

한다. 비타민 C는 세포와 세포를 결합시키는데 필요한 콜라겐을 형성하는데 
필수요소로서 결핍 시에는 쉽게 멍이 들며 괴혈병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비타
민 D는 칼슘과 인의 흡수를 촉진시켜 뼈와 치아의 성장 발육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결핍 시 구루병, 골다공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 

58. [출제의도] 전통 상차림의 종류 이해하기
 [해설] 장국상은 면상이라고도 하며 혼례, 회갑례와 같은 경사 때에 손님접대용으

로 차리며 평상시에는 점심으로, 혹은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차린다.

[체 육]
59 ② 60 ⑤ 61 ④ 62 ⑤ 63 ③ 64 ① 65 ③ 66 ①
67 ④ 68 ④

59. [출제의도] 올림픽 대회 및 각종 체육 행사 알기
 [해설] 올림픽 대회는 4년마다 한 번씩 개최되는 세계인의 평화와 화합을 위한 축

제이다. 프랑스 쿠베르탱 남작의 노력으로 1896년 아테네에서 제1회 근대 올
림픽이 개최되었으며  최근에는 베이징에서 2008년에 개최된 바 있다. 

      아시아 경기 대회는 아시아인들의 축제로 올림픽 중간 년도, 4년마다 개최되

는 경기이다.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세계 대학생들의 경기이다. 패럴림픽 경기
는 세계 장애인 올림픽 경기 대회로 올림픽이 끝나면 그 장소에서 열린다.

60. [출제의도] 농구경기 규칙 알기
  [해설] 퍼스널 파울은 신체 접촉에 의한 반칙으로, 반칙 지점에서 가장 가까
운 경계선 밖에서 상대편에게 스로인이 주어진다. 슛 동작에서 반칙을 범했을 
때에는 자유투가 주어진다. 3점 슛 동작에서의 파울은 자유투 3개, 2점 슛 동
작에서의 파울은 자유투 2개가 주어진다. 홀딩은 상대 선수를 잡았을 때, 푸싱
은 손으로 상대 선수(공격자)를 밀었을 때, 트리핑은 상대 선수의 다리를 걸었
을 때, 차징은 상대 선수(수비자)의 몸을 부딪쳤을 때 공격자가 수비자를 밀면
서 뚫고 나가는 반칙을 말한다.

61. [출제의도] 맨손체조의 종류 이해하기
  [해설] 스트레칭 체조는 유연성을 기르는데 효과적이며 신체 각 부위의 근육
과 인대를 늘려주는 운동이다. 교정 체조는 오랫동안 지속된 바르지 못한 자세
와 나쁜 습관으로 발생한 신체 결함을 예방하거나 교정하는 체조이다. 일련체
조는 신체 각 부위의 다양한 동작을 체계적으로 연결하여 구성한 운동으로 국
민 체조, 청소년 체조, 새천년 건강 체조 등이 있다. 꾸미기 체조는 여러 사람
이 서로 협력하여 다양한 사물의 형태를 만드는 체조로서 표현력과 힘, 협동심
과 인내심을 필요로 하는 체조이다.

62. [출제의도] 효율적인 장애물 발구름 및 장애물 간 걸음 수 이해하기
  [해설]  110M 장애물 달리기는 10개의 장애물을 넘어 초를 측정하는 경기
로, 가장 효율적인 발 구르기 비율은 구름 지점과 착지 지점을 6 : 4로 정하여 
장애물을 넘는 것이고 장애물을 넘는 장애물간 걸음 수는 3보, 또는 5보로 연
습하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3보로 넘는 것이다. 

63. [출제의도] 체력운동의 종목 알기
  [해설]  심폐지구력을 기르는 운동에는 오래달리기, 자전거타기, 조깅, 등산, 
수영 등 30분 이상 지속할 수 있는 운동이 좋고,  공 던지기, 제자리멀리뛰기는 
순발력을 기르는데 효과적이다.

64. [출제의도] 중력과 운동의 역학 관계 이해하기
 [해설]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는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공중으로 비

스듬히 던져진 공은 던지는 힘과 중력의 작용으로 포물선 형태로 날아가다 아
래로 떨어진다. 공을 멀리 던지기 위해서는 던지는 사람의 키와 공기의 저항을 
무시한다면 45°각도로 던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65. [출제의도] 축구 킥의 종류 및 방법 알기
 [해설] 축구공을 차는 순간 발과 공의 접촉 부위에 따라 공의 회전 방향이 결정된

다. 공이 회전하지 않으면서 진행하면, 공 주변 공기의 흐름이 동일하기 때문에 
직선으로 날아가며, 공이 회전하면서 진행하면, 공의 진행 방향과 바람의 흐름
이 일치한 쪽에서는 속도가 빨라지고, 반대쪽에서는 속도가 느려진다. 그 결과 
공은 회전하는 방향으로 휘게 된다. 인스텝 킥은 발등으로 차며 킥 중에서 가
장 강력하다. 인사이드 킥은 가장 정확하며 주로 짧은 거리에서의 패스나 정확
한 슛에서 사용한다.

66. [출제의도] 운동 상해에 대한 처방 방법 알기
 [해설] 염좌는 외부의 충격이나 무리한 동작으로 관절 인대가 늘어나거나 일부가 

끊어진 상태를 말하며, 얼음 찜질을 계속 하는 것이 처방 방법이다. 물집이 생기
면 물집을 터트려 감염을 예방하고 연고를 발라서 거즈나 붕대로 감싸주는 것
이 처방 방법이다. 타박상은 심한 충격으로 근육의 모세 혈관이 터진 상태를 말
하며 얼음 찜질을 하는 것이 처방 방법이다. 근육통은 근 섬유가 갑작스런 변화
에 적응하지 못함에 따라 염증이 발생되는 것을 말하며 강도를 아주 낮게 하여 
걷거나 힘을 주지 않을 정도의 마사지가 처방 방법이다. 근파열이 일어난 부위
는 움직임을 자제하고 통증이 사라진 뒤에 일상적인 신체 활동을 시작한다.

67. [출제의도] 소프트볼 경기규칙 이해하기
 [해설] 소프트볼에서 타자가 아웃이 되는 경우는 세 번째 스트라이크가 선언되었

을 때, 타격한 공이 지면에 닿기 전에 잡혔을 때, 타자석 밖에서 타격하거나 포
수의 동작을 방해했을 때,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 행한 번트가 파울이 되었을 
때, 헬멧을 쓰지 않고 타석에 들어섰을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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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출제의도] 수영 영법 알기
 [해설] 주된 추진력이 다리 동작에서 나오는 영법은 평영이다. 두 팔이 동일한 수

평면에서 동시에 움직여야 하는 영법은 접영, 평영이고 되돌기 시에 반드시 두 
손으로  터치해야 하는 종목은  평영, 접영이다. 우리나라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종목은 자유형으로 이 종목에서는 크롤영법을 많이 사용한다. 
체력 소모가 적어 장거리를 하기에 알맞은 영법은 평영이다.

• 3교시  영어  과학  음악 •
[영 어]

1 ⑤ 2 ① 3 ⑤ 4 ③ 5 ④ 6 ④ 7 ⑤ 8 ⑤
9 ① 10 ④ 11 ③ 12 ① 13 ② 14 ⑤ 15 ④ 16 ①
17 ③ 18 ② 19 ③ 20 ② 21 ③ 22 ③ 23 ② 24 ②
25 ① 26 ③

1. [출제의도] 특정 정보 파악하기
M: Hi, Lucy. Long time no see. You’ve changed a lot.
W: Yes, I don’t wear glasses any more. I wear contact lenses.
M: And what happened to your long hair?
W: Well, long hair takes a lot of care. So I got a hair cut last month. I 

like short hair now.

 [어구] wear glasses 안경을 쓰다. got a hair cut 머리를 자르다.
 [해설] contact lenses, short hair를 통해 Lucy의 현재 모습을 알 수 있다.

2. [출제의도] 목적 파악하기
[Telephone rings.]
W: Hello, is this the pet shop?
M: Yes, that’s right.
W: Do you take care of pets? We’re going on vacation next week and 

we need somewhere for our pets to stay.
M: What pets do you have?
W: We have a hamster and a rabbit.
M: That’s fine. We have a room for small animals.
W: Oh, good. We’ll bring them this weekend.
M: No problem.

 [어구] pet shop 애완동물 가게, on vacation 휴가 중
 [해설] ‘We need somewhere for our pets to stay’를 통해 전화를 한 목적을 파악

할 수 있다.

3. [출제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W: How do you plan to get to Mike’s house? Do you need a ride?
M: Well... How’s the weather outside?
W: It’s really nice.
M: Then I’ll ride my bike. I was going to take the bus, but I need to 

get some exercise.
W: All right. But be careful of the traffic.

 [어구] ride 타다, get some exercise 운동을 하다.
 [해설] ‘I’ll ride my bike’를 통해 자전거를 타고 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하기
W: So, what did you do over the weekend?
M: Oh, I went to see the new science-fiction movie downtown.
W: Oh, yeah? How was it?
M: Pretty interesting. How about you? Did you have a nice weekend?
W: Well, I wanted to go to a concert with my sister but she was too 

tired to go out.
M: So what did you do?
W: I just stayed home and listened to music.

 [어구] science-fiction movie 공상 과학 영화, downtown 시내에
 [해설] 여자의 마지막 말을 통해 음악 감상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출제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W: Thank you for calling Central Mall. We’re open from 9 a.m. to 9 

p.m. Tuesday to Sunday. We’re closed on Monday. This Saturday is 
our tenth anniversary! All stores will have a 20 percent discount on 
all items this weekend. In addition, movie ticket prices are just 
$1.00. Come and celebrate with us!

 [어구] anniversary 기념일, in addition 게다가, celebrate 축하하다
 [해설] 이번 주말에는 30%가 아니라 20% 할인 판매를 한다. 

6. [출제의도] 그림의 상황에 맞는 대화 찾기
① W: May I get a ticket to Jeju?
   M: One way or round trip?
② W: I’m looking for books about plants.
   M: They are right over there.
③ W: How would you like your steak?
   M: Medium, please.
④ W: I’d like this jacket dry-cleaned.
   M: When do you want it back?
⑤ W: I’d like to send this letter to Sydney.
   M: Regular airmail or express?

 [어구] medium 중간, regular 보통의, express 특급 우편
 [해설] 세탁소에서 옷을 맡기는 상황이다.

7. [출제의도] 대화의 상황에 맞는 표현 찾기
 [해석] A: 여보세요.
           B: 안녕, Jenny. 나 Joe야.
           A: 안녕, Joe. 무슨 일이니?
           B: 토요일 오후에 야구 경기가 있어.
           A: 야구 경기?
           B: 응. 같이 갈래?
           A: 아, 미안해. 토요일에는 시간이 없어.
 [해설] ‘그럼, 다음번에 가자’라는 대답이 이어져야 한다. 

8. [출제의도] 자연스럽지 않은 대화 찾기
 [해석] ① A: 좀 도와줄래?
               B: 그래. 뭔데?
           ② A: 오늘은 몸이 괜찮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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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아니. 아직도 목이 좀 아파.
           ③ A: 어떤 영화를 좋아하니?
               B: 코미디 영화를 제일 좋아해.
           ④ A: 오늘 수학 시험이 있어.
               B: 행운을 빌게.
           ⑤ A: 여기가 어디죠?
               B: 두 블록 더 가세요.
 [어구] sore 아픈, throat 목, keep one’s fingers crossed 행운을 빌다
 [해설] 현재 있는 장소를 묻는 말에 길 안내로 잘못 대답하고 있다. 

9. [출제의도] 지칭어 추론하기
 [해석] 이것은 사물이 아래로 떨어지도록 만드는 힘이다. 그것은 모든 것을 끌어

당기는 지구에 의해 발생한다. 돌이 공중에서 떨어졌을 때, 이 힘은 돌을 아래
로 끌어당긴다. 이 힘이 없다면 사물은 공중에 떠다닐 것이다.

 [어구] force 힘, object 사물, float 떠다니다
 [해설] 중력에 대한 설명이다. 

10. [출제의도] 어휘 추론하기
 [해석] 20년 후에도 사람들이 여전히 인쇄된 책을 읽을까? 몇 년 전에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컴퓨터와 인터넷이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을 
때, 그것들이 책을 대신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아직도 일어
나지 않았다.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책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어구] widely 널리, happen 일어나다
 [해설] 컴퓨터와 인터넷이 널리 사용되어 인쇄된 책을 대신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11. [출제의도] 어구 추론하기
 [해석] 두 명의 광부가 석탄 광산에서 나왔다. 한 명은 시커멓고 다른 사람은 깨끗

했다. 깨끗한 사람은 세면대로 가서 씻기 시작했다. 시커먼 광부는 씻지 않고 
집으로 그냥 갔다. 왜 그랬을까? 깨끗한 광부는 시커먼 광부를 보고 자기도 시
커멓다고 생각했다. 시커먼 광부는 깨끗한 광부를 보고 자기도 깨끗할 것이라 
생각했다. 

 [어구] miner 광부, coal 석탄
 [해설] 시커먼 광부는 깨끗한 광부를 보고 자기도 깨끗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12. [출제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해석] 메모. Jessica Song에게, Mrs. Park으로부터, 2009년 6월 19일 오후 12시 

30분, Tom의 숙제에 대해서, 메시지: 오후 3시경 전화 요망, 전화번호: 
585-4739, 전화 받은 사람: Judy

 [어구] call back 전화 해 주다
 [해설] 전화 받은 사람은 Jessica Song이 아니라 Judy이다. 

13. [출제의도] 글의 제목 파악하기
 [해석] 많은 환경 단체들은 전 세계의 바다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한다. 한 연

구 보고에 따르면 전 세계 어장의 70%가 위험에 처해 있다. 물론 첫 번째 이유
는 엄청난 양의 오염이다. 하지만 또 다른 위험도 존재한다. 그것은 오염보다 
훨씬 더 해로울 수 있는 남획이다. “전 세계 어류의 90% 정도가 이미 사라졌습
니다”라고 캐나다의 한 과학자는 말한다. 

 [어구] environmental 환경의, warn 경고하다, pollution 오염, overfishing 남획
 [해설] 오염과 남획 때문에 위험에 처한 바다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14. [출제의도] 글의 주제 파악하기
 [해석] 나라마다 새해를 축하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집주인

이 자정에 새해가 들어오도록 현관문을 열어 놓고, 묵은해가 나가도록 뒷문을 
열어놓는다. 스위스에서는 사람들이 자정에 서로 세 번씩 키스를 나눈다. 일본
에서는 종을 108번 치는데, 이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108개의 나쁜 욕망을 없
애기 위한 것이다.

 [어구] let in 들어오게 하다, let out 나가게 하다, get rid of 없애다
 [해설] 여러 나라의 새해맞이 풍습을 소개하고 있다.

15. [출제의도] 글의 요지 파악하기
 [해석] 어떤 어린이들은 포테이토칩을 야채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사실상 맞는 

말이다. 그러나 이 기름진 포테이토칩이 어린이들이 섭취하는 야채 중 거의 3
분의 1의 비중을 차지한다. 의사들은 어린이들이 다양한 종류의 야채를 먹어야

한다고 말한다. 신선한 당근, 고추, 녹색 야채 같은 음식이 어린이 식단에 포함
되어야 한다.

 [어구] potato chips 포테이토칩, vegetable 야채, oily 기름진, diet 식단
 [해설] 어린이들이 다양한 야채를 먹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다.

16. [출제의도] 속담 추론하기
 [해석]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영어

를 배울 때에는 많은 양의 어휘를 공부해야 한다. 비록 온갖 종류의 어휘 책을 
갖고 있다 해도, 결국 단어 하나하나를 외워야만 한다. 많은 학생들은 영어 단
어를 외워야 하는 것에 스트레스를 느끼지만, “고통 없이는 얻는 것이 없다”라
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어구] for instance 예를 들면, vocabulary 어휘, in the end 결국
 [해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내용에 알맞은 속담은 ‘No 

pain, no gain’이다. 

17. [출제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해석] 5개국의 출산율, 여성 한 명당 태어난 아이, 나이지리아 5.41명, 방글라데

시 3.87명, 미국 2.10명, 한국 1.29명, 일본 1.22명
 [어구] birth rate 출산율, give birth to 출산하다
 [해설] 미국의 평균 출산율은 2.10명이다.

18. [출제의도] 글을 쓴 목적 파악하기
 [해석]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중의 하나인 이곳으로 와서 자전거를 타고 둘

러보세요. 맑은 물속에서 수영해 보세요. 아름다운 국립공원에서 캠핑을 해 보
세요. 자전거와 음식, 가이드와 교통은 제공해 드립니다. 단 돈 50불이면 이 모
든 것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오셔서 잊을 수 없는 휴가를 경험해 보세요!

 [어구] national 국립의, transportation 교통수단, unforgettable 잊을 수 없는
 [해설] 여행 상품을 광고하기 위한 글이다.

19. [출제의도] 글의 흐름 파악하기
 [해석] 의사소통은 서로 신호를 주고받을 때 일어난다. 우리는 말과 글로서 의사

소통을 한다. 또한 손짓이나 얼굴 표정으로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인도에서
는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18개나 된다. 청각 장애인들은 수화를 사용해서 특별
한 형태의 의사소통을 한다. 그들은 또한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입술의 움직임
을 보고 이해하기도 한다. 

 [어구] communication 의사소통, signal 신호, through ~를 통해서, limited 제한된
 [해설] 인도에 18개의 언어가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글과 

관계가 없다.

20. [출제의도] 연결어 추론하기
 [해석] 사람들은 개미가 “힘이 세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개미는 그 크기에 

비해 굉장한 힘을 갖고 있다. 개미가 음식 부스러기를 옮기는 걸 본 적이 있는
가? 개미는 지치지도 않고 힘도 세다. 사실상, 개미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개미
가 자기 몸무게의 50배까지 옮길 수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70kg 몸무게의 사
람이 3.5톤의 바위를 옮기는 것과 같다. 

 [어구] amazing 굉장한, strength 힘, in fact 사실상
 [해설] 앞의 내용을 부연 설명하는 연결어인 in fact가 필요하다.

21. [출제의도] 전후 내용 추론하기
 [해석] 어느 수족관에서 직원들이 물고기가 사라지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카메라를 설치하였다. 다음 날, 화면을 
보고 깜짝 놀랐다. 문어 한 마리가 물탱크 밖으로 나오고 있었다. 문어는 다른 
물탱크로 들어가서 물고기들을 잡아먹었다. 그리고 자기 물탱크로 되돌아갔다.

 [어구] aquarium 수족관, disappear 사라지다, octopus 문어
 [해설] 글의 흐름상 ‘문어 한 마리가 물탱크 밖으로 나오고 있었다’는 문장은 (C)

에 와야 한다.
22. [출제의도] 글의 내용 이해하기
 [해석] Sophia Fowler는 1798년 3월 20일에 청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19세

에 청각 장애인 학교에 입학했고 거기서 최초의 공립 청각 장애인 학교를 설립
한 Thomas Hopkins와 사랑에 빠졌다. 그리고 1821년에 그와 결혼했다.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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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이었지만, Sophia는 삶에 있어 열정적이었다. 그녀는 가족을 부양
했고, 바쁘게 집안일을 했고, 아들이 청각 장애인 대학을 설립하는 것을 도왔다.

 [어구] deaf 청각 장애가 있는, found 설립하다, passion 열정
 [해설] 최초의 공립 청각 장애인 학교를 설립한 사람은 남편인 Thomas Hopkins

였다.

23. [출제의도] 글의 순서 파악하기
 [해석] 아메리카에 도착한 최초의 유럽인은 기원 후 1000년 해안가에 자리를 잡

은 바이킹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1492년 도착한 이태리 탐험가인 콜럼버스가 
더 유명하다. 그는 유럽에서 아시아까지 가는 새 항로를 찾다가 카리브 해에 
있는 섬에 상륙했다. 콜럼버스는 동인도에 있다고 믿었고, 그래서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을 인디언이라고 불렀다.

 [어구] settle 정착하다, explorer 탐험가, seek 찾다
 [해설] 글의 논리 전개상 (A)-(C)-(B)의 순서이다.

24. [출제의도] 어법에 맞는 표현 고르기
 [해석] 나는 어렸을 때 피아노를 쳤지만, 더 이상은 치지 않는다. 지금은 밴드에서 

연주를 즐겨한다. 우리는 석 달 동안 차고에서 연습을 하고 있고, 곧 파티에서 
연주를 시작할 것이다. 우리는 유명해 질 것이다. 우리 모두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무언가 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그
것이 내가 밴드활동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이다.

 [어구] garage 차고
 [해설] (A)는 enjoy의 목적어이므로 playing, (B)는 three months 앞이므로 for, 

(C)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인 what이 알맞다.

25. [출제의도] 글의 내용 요약하기
 [해석] 많은 사람들은 여자가 남자보다 말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는 정확한 사실이 아니다. 여자들은 집에 있을 때, 가족과 있을 때, 
또는 친구들과 있을 때만 남자들보다 말을 더 많이 한다. 여자들은 다른 사람
들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말을 하기 때문이다. 반면, 남자들은 주로 사회적 지
위를 다지기 위해 말을 하기 때문에 큰 집단이나 직장에서 말을 더 많이 한다. 

 [어구] according to ~에 따르면, position 지위, private 사적인, public 공적인
 [해설] 여자들은 사적인 자리에서 말을 더 많이 하고, 남자들은 공적인 자리에서 

말을 더 많이 한다.

26. [출제의도] 지칭어 추론하기
 [해석] 10살짜리 소녀였던 Tilly Smith는 교실에서 배운 지식을 이용하여 100명

이 넘는 사람들의 목숨을 구했다. 그녀는 태국의 한 해변에 있었다. 파도가 갑
자기 빠져나가고 부글거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그 때, 2주 전에 그녀의 선
생님인 Mrs. Kearney가 가르쳐 준 것이 생각났다. 선생님은 지진과 지진이 어
떻게 쓰나미를 일으키는가에 대해 가르쳐 주셨다. Tilly는 쓰나미가 일어날 것
이라는 것을 깨닫고 해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피하라고 경고했다. Tilly가 지리 
수업시간에 잘 들은 덕분에 해변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다치거나 죽지 않았다.

 [어구] notice 알아차리다, bubble 부글거리다, earthquake 지진
 [해설] (A), (B), (D), (E)는 Tilly를 가리키고, (C)는 선생님인 Mrs. Kearney를 

가리킨다. 

[과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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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출제의도] 식물 잎의 단면 구조 이해하기
 [해설] 식물의 잎에는 표피, 책상, 해면 조직과 잎맥이 있다. 그 중 책상 조직은 잎

의 앞면 표피 밑에 긴 모양의 세포들이 치밀하게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고 엽
록체가 많이 있어 광합성을 활발하게 하며 녹색으로 보인다. 물과 양분의 이동 
통로인 잎맥은 잎에 분포하는 관다발로 줄기의 관다발과 연결되어 있다. 공변 

세포는 표피 세포의 일부가 변형된 것으로 기공 양쪽에 있다. 기공은 공기가 
드나드는 통로로서 광합성과 호흡에 필요한 기체가 출입하며, 이 곳을 통하여 
증산 작용이 일어난다.

28. [출제의도] 돌턴의 원자설과 분자
[해설] 기체의 부피 비를 원자모형으로 설명하는 데 있어 ‘원자는 쪼개지지 않아야 

한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분자’의 개념이 도출되었던 역사적인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원자모형과 분자모형 모두 질량보존의 법칙, 일정성분비의 법
칙, 기체반응의 법칙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 단, 원자모형에서는 원자가 쪼개
질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29. [출제의도] 움직도르래를 사용할 때의 일 구하기
 [해설] 도르래의 무게와 모든 마찰은 무시하므로 움직도르래에서 물체를 당기는 

힘은 물체 무게의 
 이므로 사람이 잡아당긴 힘은 25N이며, 사람이 한 일은 

25N×2m=50J이다. 또한 잡아당긴 줄의 길이가 2m이므로 물체가 올라간 높
이는 =

 =1m이다.  

30. [출제의도]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
 [해설] 우리나라 주변을 흐르는 해류는 난류와 한류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쿠로시

오 해류로부터 갈라져 나온 동한난류와 황해난류는 난류이며 북쪽에서 남쪽으
로 내려오는 북한한류는 한류이다.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동해에는 조경 수역
이 형성되는데 한류의 세력이 약해지고 난류의 세력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기
사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두 해류가 만나는 조경수역이 북상했음을 알 수 있다.

31. [출제의도] 여성의 생식 기관의 특징 이해하기
 [해설] 여성의 생식 기관인 난소는 난자를 만드는 장소로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

겐을 분비하고 나팔관으로 배란된 난자는 수란관에서 정자와 수정이 이루어져 
자궁에 이르게 된다. 수정란은 두꺼워진 자궁내벽에 묻히는 착상에 의해 임신
이 이루어진다.

32. [출제의도] 상태변화와 분자운동
[해설] 휘발성이 강한 아세톤을 뜨거운 물에 넣으면 액체가 기체로 기화되면서 비

닐장갑의 부피가 증가하게 된다. 밀폐된 상태에서 분자 수는 일정하고, 온도가 
높을수록 분자 운동이 활발해진다. 분자운동이 활발해지면 분자 사이의 거리
가 멀어지고, 분자 사이의 인력은 작아진다.

33. [출제의도] 염색체의 수와 모양 이해하기
 [해설] 체세포 속에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상동 염색체가 여러 쌍 들어 있고 이 중 

암수를 결정해 주는 한 쌍의 염색체를 성염색체라 하고, 나머지 염색체를 상염
색체라고 한다. 초파리의 체세포에는 4쌍의 염색체가 있는데 3쌍은 상염색체
이며 1쌍은 성염색체이다.

 
34. [출제의도] 지레를 사용할 때의 힘의 크기와 한 일
 [해설] 는 받침점에서 물체까지의 거리이고 는 받침점에서 작용하는 힘점까지

의 거리이다. 따라서 힘의 비가 1000 : 200=5 : 1이므로,  : =1 : 5가 된다. 
받침점이 물체에 가까워지면 지레에 작용하는 힘은 작아진다. 또한 사람이 지
레에 한 일과 지레가 물체에 한 일은 같다.

35. [출제의도] 뇌의 기능 이해하기
 [해설] 뇌는 크게 대뇌, 소뇌 및 뇌간으로 구분하는 데, 뇌간이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간뇌, 중뇌, 연수를 말한다. 대뇌는 좌우 두 개의 반구
로 되어 있으며, 표면에 주름이 많아 표면적이 매우 넓다. 대뇌의 기능은 대부
분 피질에서 이루어지는 데, 대뇌 피질은 기능에 따라 감각을 느끼는 감각령, 
수의 운동을 조절하는 운동령, 정신 활동을 담당하는 연합령으로 나뉜다. 소뇌
는 근육의 작용을 조절하며 몸의 균형을 유지한다. 간뇌는 자율 신경을 조절하
는 중추이며, 체온, 혈당량, 체내 수분량 등을 조절한다. 중뇌는 안구의 운동, 
홍채의 작용 등을 조절한다. 연수는 호흡 운동, 심장 박동, 소화 운동 등 생명과 
직결되는 중추이며, 재채기, 하품, 침 분비 등의 반사 중추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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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출제의도] 물체의 높이에 따른 위치 에너지 이해하기
 [해설] 마찰이 없는 빗면 위에서 물체를 가만히 놓아 물체와 충돌한 나무도막의 

이동거리는 물체의 높이에 비례한다. 따라서, 이들의 측정값을 비교하면 물체
의 높이와 나무도막의 이동거리 관계 그래프는 비례한다.

37. [출제의도] 암석의 특징
 [해설] 암석은 크게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으로 구분된다. (가)의 역암은 주로 수

심이 얕은 곳에서 만들어지는 퇴적암이며 (나)는 열과 압력을 받아 변성된 편
마암이다. (다)의 현무암은 지하 깊은 곳에서 있는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되어 
빠르게 냉각된 암석이다.

38. [출제의도] 지질 단면도 해석
 [해설] 지질 단면도를 해석하는 문제로 지층의 생성순서는 B→C→D→A이며 고생

대의 지층인 B층과 C층은 장력을 받아 정단층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 위에 
발견되는 부정합면은 시간적 불연속을 의미하며 부정합면 위의 지층인 D층에
서 발견되는 암모나이트는 그 지층이 중생대의 지층임을 알게 해준다. 따라서 
D층이 쌓일 당시의 육지에서는 공룡이 번성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39. [출제의도] 아보가드로의 법칙
[해설]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부피 속에는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있다.  그러

므로 (가)와 (나)에서 암모니아와 산소 분자 수는 같고, (다)의 부피는 (가)의 
2배이므로 암모니아 분자 수의 2배가 된다. 암모니아를 구성하는 원자 수는 4
개이며, 산소는 2개, 수소도 2개이다. 따라서, 용기에 들어있는 총 원자 수의 
비는 2:1:2가 된다.

40. [출제의도]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전환
 [해설] ㄱ. 진자의 운동에서 공기 저항을 무시하면 A, B, O 지점에서 진자의 역학

적 에너지는 모두 같다.
ㄴ. A 지점에서 O 지점으로 이동하는 동안 위치 에너지는 감소한다.
ㄷ. O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하는 동안 운동 에너지는 감소한다.

41. [출제의도] 기체반응의 법칙
[해설] 실험 1에서 A와 B가 반응한 부피는 3mL와 9mL이며, 이 때 생성된 C는 

6mL이다. 또한 실험2에서 A와 B가 반응한 부피는 5mL와 15mL이며, 이 때 
생성된 C는 10mL이다. 그러므로 부피 비는 1:3:2이다. 동일한 온도와 압력에
서 같은 부피 속에는 같은 수의 분자가 존재하므로 분자 수의 비는 1:3:2이다. 

42. [출제의도] 배설 과정 이해하기
 [해설] 체액 중의 노폐물 제거는 여과, 재흡수, 분비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 여과 

작용은 네프론에서 일어나며 혈구와 혈장 단백질 이외의 모든 성분을 걸러 낸
다. 보먼 주머니에 연결되어 있는 세뇨관과 세뇨관을 둘러싼 모세 혈관을 통해
서 재흡수 및 분비과정이 일어난다. 여과된 원뇨 성분 중 재흡수되고 남은 물, 
요소, 무기 염류 등이 오줌이 되어 집합관을 거쳐 신우에 모인 다음 수뇨관을 
지나 방광에 저장되었다가 요도를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된다.

43. [출제의도] 저항의 연결에서의 전류의 세기
 [해설] ㄱ. 1과 2의 전체 저항은 2이고, 3와 4의 전체 저항은 


이므

로 전체 저항은 
 = 

 + 
 =

 , =
 =

× =4Ω이다.

ㄴ. 1과 2의 전체 저항은 ＝2이고, 3와 4의 전체 저항은　＝


이므로 전류  A =

  =
 ,  B =

  =
 이다. 따라서 B 는 

A 의 4배이다.
ㄷ. 1과 2에 걸리는 전체 전압은 이므로 저항의 직렬연결에서는 전류가 

일정하므로 1에 걸리는 전압은 

이고, 3와 4에 걸리는 전체 전압

은 이므로 저항의 병렬연결에서는 걸리는 전압이 일정하므로 3에 걸리
는 전압은 이다. 따라서 1과 3에 걸리는 전압의 비는   1:  3=1 : 2

이다.

44. [출제의도] 시상화석의 조건
 [해설] 화석 중에는 그 생물이 살던 시대의 기후나 자연 조건을 잘 나타내주는 종

류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화석은 지층 생성 당시의 기후나 환경을 밝히는 데 
이용되는데 이를 시상화석이라고 한다. 시상화석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특
정한 환경에 서식하고 있으며 분포 면적이 넓은 생물이 적합하다. 그 예로는 
고사리나 산호, 조개가 있다

45. [출제의도] 끓는점을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해설] 우리가 실생활에서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부탄, 프로판, 메탄은 끓는점이 

모두 영하이므로 상온에서 기체 상태이다. -20℃로 냉각시킬 때 부탄은 끓는
점 이하이므로 액화되어 혼합물에서 분리되어 나온다. 반면 프로판과 메탄은 
끓는점이 -20℃ 이하이므로 기체상태의 혼합물로 존재한다.

46. [출제의도] 발생 초기의 특징 이해하기
 [해설] 수정란의 초기 발생은 간기가 없는 체세포 분열 방식으로 난할이 일어나므

로 세포분열이 진행되어도 염색체 수는 일정하고 세포 하나의 크기는 점점 작
아진다.

47. [출제의도] 화성의 특징
 [해설] 화성은 표면에 산화철이 많아서 육안으로나 망원경을 통해서 관측할 때 붉

은색을 띠는 행성이다. 이 행성의 특징은 큰 화산과 과거에 물이 흐른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표면 온도가 가장 높은 행성은 금성이며 대적점을 가지
고 있는 행성은 목성이다. 행성 중 지구와 크기가 가장 비슷한 행성은 금성이
며 대기가 없어서 표면에 운석구덩이를 많이 볼 수 있는 행성은 수성이다.

48. [출제의도]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전환 이해하기
 [해설] 물체가 A 지점을 지나는 순간의 속력이 7m/s이므로 이곳에서의 역학적 에

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이므로 역학적 에너지=운동 에너지+
위치에너지=


+=

 ×3×+3×9.8×4=73.5+117.6=191.1J
이다. C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속력이 0이므로 최고점에서의 위치 에너
지와 같다. C 지점에서 위치 에너지=3×9.8×=191.1J이다. 따라서 높이는 
=

 =6.5m이다.

49. [출제의도] 습곡산맥의 특징
 [해설] 히말라야 산맥은 대표적인 습곡산맥이다. 습곡산맥은 조산운동의 결과 생

성되는데 바다에서 퇴적된 두꺼운 퇴적암층과 바다 생물의 화석, 커다란 횡압
력을 받는 과정에서 생긴 역단층과 같은 복잡한 지질 구조를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50. [출제의도] 일정성분비의 법칙
[해설] 그래프에서 볼트 B의 질량이 3g일 때 결합한 너트 N의 질량은 6g이다. 볼

트 3g은 1개이며 너트 6g은 3개에 해당하므로 볼트 1개당 너트는 3개가 결합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화합물의 모형은 BN3이다.

51. [출제의도] 세포 분열 과정 이해하기
 [해설] 세포 분열 과정에서 상동염색체의 행동은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에서 차

이가 난다. 체세포 분열에서는 상동 염색체끼리 접합하지 않으나 감수 분열에
서는 감수 제1분열 전기에 상동 염색체가 접합한다. 그러므로 세포 분열 중기
의 체세포는 상동 염색체가 따로 배열되지만 감수 분열에서는 접합되어 2가 염
색체 상태로 배열된다. 

52. [출제의도] 화학반응과 분자모형
[해설]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여 물이 될 때 분자의 형태로 존재한다. 화학반응이 

일어나면 원자들의 배열이 달라져 성질이 전혀 다른 새로운 분자가 생성된다. 
이때 새로운 분자가 생성되더라도 원자 수는 동일하며 질량 또한 반응 전ㆍ후 
동일하다. 물 분자는 수소와 산소가 결합한 분자로 순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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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출제의도] 방향이 서로 다른 경우의 합력의 크기
 [해설] 한 점에 두 힘 1과 2가 한 물체에 작용하고 있으며, 평행사변형법으로 

이들 두 힘의 합력의 크기를 구해 보면 모눈종이의 5눈금에 해당한다. 모눈종
이의 한 눈금은 5N의 힘을 나타내므로 두 힘의 합력의 크기는 25N이다.

54. [출제의도] 무성 생식 과정 이해하기
 [해설] 그림의 효모는 출아법, 아메바는 이분법을 하는 무성 생식이다. 무성 생식

은 생식 세포를 만들지 않고 모체의 유전자가 그대로 전달 되어 자손이 생기므
로 모체와 자손이 같은 유전자를 가지게 되며 유전자가 같기 때문에 환경변화
가 있을 때 적응하기에 불리하다.

[음 악]
55 ⑤ 56 ③ 57 ③ 58 ② 59 ④ 60 ⑤ 61 ② 62 ④
63 ③ 64 ①

55. [출제의도] 거문고의 특징 이해하기
 [해설] 진행자가 설명하는 악기는 거문고이다. 거문고는 고구려 시대 왕산악이라

는 음악가가 만들었다고 전해지며, 오동나무 통 위에 6줄로 되어있다. 술대라
는 도구를 이용하여 소리를 내며, 일반적으로 남성적이며, 중후한 음색을 가지
고 있는 악기이다.

56. [출제의도] 붙임줄의 기능 및 건반 찾기
 [해설] 붙임줄은 음의 높이가 같은 두 음을 줄로 연결하여 한 음처럼 연주하는 부

호이다. 악보에서 부분의 첫 번째 음은 첫 번째 마디의 마지막 음인 올림바
(파#)와 붙임줄로 묶여 있다. 붙임줄은 마디가 넘어가더라도 묶여 있는 선행 
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안의 첫 번째 음은 올림바(파#)가 된다. 하지만, 
다음 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두 번째 음은 바(파)음이다.    

     
      따라서,  부분의 음을 위 건반으로 나타내면, 첫 번째 음은 붙임줄로 묶여 

있는 선행음과 동일한 ⑦번에 해당되며, 두 번째 음은 ⑥번이 된다.

57. [출제의도] 화음에 따른 가락 연결하기
 [해설](가)~(라)의 가락을 주어진 화음Ⅰ→Ⅳ→Ⅴ7→Ⅰ 의 화음 순서로 배열하

는 문제이다. (가)는 Ⅳ 화음이고, (나)는 Ⅰ 화음이지만, 마침줄에 의해 마지
막 마디의 Ⅰ 화음이 되며, (다)는 Ⅰ 화음, (라)는 Ⅴ7의 화음이다.

58. [출제의도] 장구 장단 치기
 [해설]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필수 장단인 세마치, 굿거리, 자진모리 장단에

서 (가)부분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장구 부호를 찾는 문제이다. 교과서에 제시
되어 있는 세마치, 굿거리, 자진모리의 기본 장단은 다음과 같다.

     ◦ 세마치 장단
       
     ◦ 굿거리 장단
     
     ◦ 자진모리 장단
     

59. [출제의도] 음악 기초 이론 적용하기(박자, 조성, 셈여림표) 
 [해설]  제시된 조건(

 박자, 장조(Major), 셈여림표 1개 이상)이 모두 포함된 
악보를 찾는 문제이다. 

     ①  
     ①번은 

 박자, 장조이며, 셈여림표는 mp(메조 피아노-조금 여리게) 한 개가  
    들어있다.  

     ②  
     ②번은 

 박자, 단조이며, rit.(리타르단도)만 제시되어 있으므로 셈여림표는   
  없다.  rit.(리타르단도)는 점점 느리게의 뜻이다.

     ③   
     ③번은 

 박자, 단조이며, (데크레센도-점점 여리게)와 rit.(리타르  
  단도 -점점 느리게)가 있으므로 셈여림표는 한 개이다. 

     ④   
     ④번은 

 박자, 장조이며,  (데크레센도-점점 여리게)인 셈여림표가 
한 개 들어있다. 모든 조건이 포함되므로 정답이다.

     ⑤   
     ⑤번은 

 박자, 단조이며, 셈여림표는 f(포르테-크게) 한 개가 들어있다.

60. [출제의도] 기악곡의 종류(협주곡)
 [해설] 삽화 내용의 카덴차(Cadenza)부분과 오케스트라와의 리허설이라는 단어

에서 피아니스트가 연주하게 될 곡은 협주곡임을 알 수 있다. 협주곡은 독주 
악기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곡으로, 독주 악기의 기교를 발휘할 수 있는 카덴차
가 있다. ①번의 서곡은 오페라에서 시작 전에 연주하는 기악곡이며, ②번 교향
곡은 보통 4악장의 형식을 가진 관현악을 위한 소나타이며, ③번 교향시는 표
제에 따라 자유로운 형식을 갖는 관현악곡이며, ④번 소나타는 소나타 형식을 
포함한 기악 독주곡이다.

61. [출제의도] 베토벤 교향곡 제5번 ‘운명’ 가락 찾기
 [해설] 베토벤과 제자의 가상 대화에 등장하는 교향곡 5번이라는 제목과 ‘운명의 

문은 이렇게 두드린다네’라는 문장을 통해 ‘운명’교향곡의 가락(②번)을 찾는 
문제임을 알 수 있다. ①번은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 ③번은 바흐의 ‘미뉴
엣’, ④번은 모차르트 ‘세레나데’, ⑤번은 슈베르트 ‘숭어’의 선율이다.

   
62. [출제의도] 시조의 특징 파악하기
 [해설] 시조는 시조시를 가사로 하여 초장, 중장, 종장의 3장 형식으로 구성되며, 

5박과 8박 장단의 장구 반주나 무릎장단에 맞추어 부르는 성악곡이다. 가곡, 
가사와 함께 조선후기에 발달하였다.

63. [출제의도] 도돌이표(D.S) 이해하기
 [해설] D.S(달세뇨)는 (세뇨)로 돌아가서 Fine(피네)에서 끝나는 반복기호이다. 

이 악보를 8마디로 연주하기 위해서는 D.S(달세뇨)가 붙은 마지막 마디에서 
세 번째 마디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C위치에 (세뇨)가 들어가야 한다.  

64. [출제의도] 종묘제례악 연주 장면 찾기
 [해설] 종묘제례악은 우리나라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이며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의 하나로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신 종묘에서 제사를 
지낼 때 쓰이는 음악이다. 악(樂)․가(歌)․무(舞)가 어우러져 연주되며 선대왕
의 문덕을 찬양하는 보태평 11곡과 무공을 칭송하는 정대업 11곡으로 이루어
져 있다. ①번은 종묘제례악을 연주하는 장면이며, ②번은 판소리 연주장면이
다. ③번은 가곡 연주장면이고, ④번은 대취타의 연주장면이며, ⑤번은 풍물놀
이 연주장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