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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학년도 6월 중3 경기도 학업성취도평가

정답 및 해설

• 1교시  국어 사회 미술 •
[국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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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⑤ 18 ① 19 ② 20 ③ 21 ⑤ 22 ⑤ 23 ② 24 ①
25 ② 26 ① 27 ④ 28 ④ 29 ④ 30 ③ 31 ④ 32 ④

1. [출제의도] 중심 내용 파악하기
 [해설] 아버지가 초침을 황금으로 만든 것은, 순간의 소중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므로 ③이 정답이다. 

2. [출제의도] 발화의 기능 파악하기
 [해설] ㉠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신의 말을 잊지 말기를 ‘당부’하는 발화이다.  

④도 화자가 청자(얘들)에게 지각하지 말기를 ‘당부’하는 발화이다. ①은 위
로, ②는 제안,  ③은 감사, ⑤는 질문의 발화이다.

3. [출제의도] 토론하는 방법 알기
 [해설] 토론자는 의견을 분명하게 밝히고, 의견에 맞는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발언 시간이나 순서 등의 규칙에 따라야 하고, 상대에 대한 예의를 지키며, 
감정적인 말로 상대를 자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남1은 찬성의 근거로 
다른 분야에서 재능을 발휘하는 10대 청소년들에 대해 말하였다. 여1은 반대
의 근거로 전문가의 말을 인용했다. 남2는 10대 청소년의 가요계 진출이 논
점인데 조기 교육을 언급하였고, 상대를 자극하는 감정적인 발언을 하였다. 
여2는 반대의 근거로 10대 때는 가요계 진출 대신 기본적인 소양을 쌓아야 
함을 말하였다.

4. [출제의도] 주장에 대한 이유 제시하기 
 [해설] ‘10대 청소년들의 가요계 진출’에 대하여 찬성의 이유로 ㄱ을, 반대의 이

유로 ㄷ을 들 수 있다. ㄴ은 논제와 관련이 없으므로, 찬반에 대한 이유라 할 
수 없다. 

 
5. [출제의도] 고쳐쓰기
[해설] ①의 ‘가르치다’는 ‘지식ㆍ기능 따위를 알아듣게 설명하다’의 뜻을 가진 

단어이고, ‘가리키다’는 어떤 대상이나 개념을 지시하거나 알릴 때 사용하는 
단어로 이 경우에는 ‘가리키다’가 적절하다.

 
6. [출제의도] 표현상의 공통점 파악하기
[해설] (가)에서는 ‘우리’를 ‘눈발, 진눈깨비, 함박눈, 편지, 새살’에 비유하였고, 

(나)에서는 ‘너’와 ‘나’를 ‘공’에 비유했다. ③은 의인화에 대한 설명인데, 
(나)에서는 ‘공’을 ‘왕자’에 빗대었지만, (가)에서는 사람을 사물에 빗대었으
므로 공통적이지 않다.

7. [출제의도] 시어의 함축적 의미 비교하기
[해설] (가)의 ‘우리’는 세상의 외롭고 상처 받은 이에게 위로가 되고 싶은 존재

이고, (나)의 ‘너’와 ‘나’는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좌절을 극복하려는 존재이
다. 

8. [출제의도] 시의 특징 파악하기
[해설] 화자는 ‘가장 낮은 곳’과 ‘창문가’에 사는 외로운 이들을 위로해 주고 싶어

하므로, ②가 적절하지 않다. ‘~라면 ~자’의 반복 구조로 통일감을 주었다. 

‘진눈깨비’를 수식하는 관형구 ‘쭈빗쭈빗 흩날리는’과 ‘함박눈’을 수식하는 관
형어 ‘따뜻한’을 통해 ‘진눈깨비’와 ‘함박눈’의 대조적 속성을 감각적인 심상
으로 나타냈다.

9. [출제의도] 시어의 함축적 의미 파악하기
[해설] 화자는 ‘쓰러지는 법이 없는 둥근 공’처럼 시련에도 꺾이지 않고 일어서려 

하는 존재이다. 1연에서는 ‘그래, 살아 봐야지’라고 말하며 삶에 대한 의지를 
다짐한다. 3연에서 ‘가볍게 떠올라야지’라고 말하는 것은 삶의 무게에 눌리지 
않기를 소망하는 것이지 현실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4연에서는 
최선의 모습, ‘최선의 꼴’인 ‘떨어져도 튀어오르는 공’이 되기를 추구한다.

10. [출제의도] 감상 방법 알기
[해설] 제시문은 문학 작품의 감상 방법 중 하나인 비판적 측면의 이해에 대한 

설명이다. ⑤도 김 반장에 대한 동네 여자들의 반응을 비판한 것이다. ①은 
기본 내용 파악, ②, ④는 깊고 넓은 이해, ③은 자유로운 상상에 해당하는 감
상이다.     

11. [출제의도] 시점 바꾸어 쓰기
[해설] 제시문은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작가의 판단이 개입된 전지적 작가 시점

으로 서술되었다. ㉠에서 싱싱 청과물 사내가 김 반장을 쫓아간 것이 당연하
다고 한 것, 싱싱 청과물 사내가 불리한 쪽에 있다고 한 것, 김 반장의 공격망
에 걸렸다고 한 것은 전지적 서술자의 판단이다. 

     ①은 서술자의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서술한 3인칭 관찰자 시
점, ②는 싱싱 청과물 사내가 주인공이었을 때의 1인칭 주인공 시점, ③은 김 
반장이 주인공이었을 때의 1인칭 주인공 시점, ④는 1인칭 관찰자 시점, ⑤는 
인물의 심리 파악이 이루어진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바꾸어 쓴 것이다.   

12. [출제의도] 소설 속의 사건 분석하기
[해설] 김 반장과 경호 아버지가 싱싱 청과물 사내와 벌이는 싸움의 원인, 경과,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싸움의 결과로 싱싱 청과물 사내가 가게를 김 반장에
게 넘기지는 않았으므로 ④는 적절하지 않다.

13. [출제의도] 관용어 파악하기
[해설] 이 문항은 글에 나타난 인물의 행동이나 처지를 관용어로 표현할 수 있는

가를 평가하는 문항이다. 지물포 주씨가 싸움을 말리는 상황이므로 ⑤가 적
절하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남의 미움을 받는
다는 뜻이므로, 싱싱 청과물 사내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14. [출제의도] 글의 통일성 파악하기
[해설]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방법이 주제인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의 증상이 

포함되어 통일성에 어긋난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상황을 예로 
들었으므로 ③은 적절하지 않다. 또 특수한 개인적 경험은 드러나지 않았으
므로 ⑤도 적절하지 않다.

15. [출제의도] 비유적 표현 파악하기
[해설] 이 글은 ‘행랑채’를 수리한 경험을 이야기한 후 그것을 ‘몸’과 ‘나라’에 확

대하고 있다. 따라서 ‘행랑채’와 ‘몸’과 ‘나라’는 문맥상 성격이 유사하다.

16. [출제의도] 글의 구조 파악하기
[해설] 제시문은 유추의 방법을 통해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③에서도 ‘칼’ 사용

의 경험을 통한 깨달음을 ‘법’에 유추하여 적용하고 있다. ‘칼’과 ‘법’의 공통
점은 유익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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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출제의도] 글쓴이의 의도 파악하기
[해설] 글쓴이는 내향적인 성격에 대해 겉으로 나타난 부정적인 면만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여길 것을 당부하고 있다.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 노력하면 
발전할 수 있으니, 긍정적으로 여길 것을 부탁하고 있다. 또한 성격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더라도 솔직히 털어놓고 이겨내 보기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글쓴
이는 재능 개발의 중요성을 말하지는 않았으므로, ⑤는 적절하지 않다.

18. [출제의도] 말하기 전략 파악하기
[해설] [A]에서 ‘나’가 ‘그’에게 말할 때, 자신의 성격과의 차이를 들었다. [B]에

서 글쓴이는 내향적 성격과 외향적 성격의 차이를 드러내어 독자를 설득하고 
있다. 따라서 공통적인 말하기 전략은 대조이다. 

19. [출제의도] 문장의 호응 파악하기
[해설] 두 단어가 ‘와/과’로 이어질 때 그것과 어울리는 서술어를 정확히 사용해

야 한다. ‘노래와 춤을 추었다’는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다’로, ‘비와 바람
이 불었다’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었다’로, ‘목도리와 모자를 쓰고 나갔다’
는 ‘목도리를 두르고, 모자를 쓰고 나갔다’로, ‘승객과 짐을 실었다’는 ‘승객을 
태우고 짐을 실었다’로 써야 정확하다. 

20. [출제의도] 내용 파악하기 
[해설]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활동을 통해 내용을 파악하도록 한 문항이다. ㄱ

의 답은 ‘첨단 과학이 인간을 편리하게 하지만 인간 사이를 멀어지게 한다.’
이고, ㄷ의 답은 ‘컴퓨터 통신의 발달로 안방 근무가 확대될 것’이고, ㄹ의 답
은 ‘안방 근무가 가능해지며, 로봇이 노동을 대신할 것이다.’이다. ㄴ에서 질
문한 과학 기술의 발달 속도가 빨라지는 이유는 글의 주제에서 벗어난다.

21. [출제의도] 글의 전개 방식 파악하기
[해설] 화제 제시(첨단 과학의 발달) → 의견 제시(과학의 발달이 인간과 인간 

사이를 멀어지게 할 것이다.) → (근거 : 인간들 사이에 기계가 끼어들기 때
문) →  사례(안방 근무, 컴퓨터 범죄) → 문제의 심각성 환기(인간 사이가 
멀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우려)

22. [출제의도] 다의어의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해설] ‘맛’은 여러 의미를 지닌 다의어인 동시에 동음이의어이기도 하다. ㉠과 

⑤에서 ‘맛’은 ‘느낌, 분위기’의 의미를 띤다. ①은 ‘만족감’, ②는 ‘재미’, ④는 
‘미감’이라는 의미를 띤다. ③은 동음이의어로 ‘조개’를 뜻한다.

23.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하기
[해설] 지시어의 성격을 지니는 구절 ‘같은 이유’의 의미를 파악하게 하여, 정확

하게 읽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다. 과학 기술의 발달이 인간 관계의 수정
을 요구하기 때문에, 즉 인간 사이를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컴퓨터 범죄가 걱
정된다고 하였다.

24. [출제의도] 의도 파악하기
[해설] 세종대왕은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에서 농사에 대한 책을 편찬하고, 한글

을 창제하였음을 보여 주는 글이므로 ①이 적절하다.

25. [출제의도] 사실과 의견 구분하기
[해설] ㉠, ㉣의 ‘훌륭한, 마음이 따뜻한, 안타깝게’는 글쓴이의 주관적 판단이 들

어 있어 의견에 해당한다.

26. [출제의도] 낱말 형성 방법 파악하기
[해설] ‘밤낮’은 낱말 형성 방법상 어근과 어근이 합쳐진 합성어이며,  그 어근들

이 완전히 융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띤다. 이와 같은 것은 ‘춘추’로 춘(春)과 
추(秋)가 결합하여 ‘나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띤다. ⑤는 어근과 접사가 결합
된 파생어이고 ②, ④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된 합성어이다. 이들은 ‘밤낮’이
나 ‘춘추’와 달리 결합 이전의 어근이 지닌 의미를 그대로 지닌다.

27. [출제의도] 보조 자료 활용하여 읽기
[해설] 제시된 기사문은 아까시나무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에 대한 것이므로, 아

까시나무에 대한 사람들의 잘못된 상식의 결과를 보여 주는 자료로 활용하면 적
절하다. 

28. [출제의도] 표지의 역할 알기
[해설] 아까시나무가 땅을 기름지게 만드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원인) 우리 산

의 토양을 기름지게 한다(결과)고 서술하였으므로 인과의 표지인 ‘그래서’가 
적절하다.

29. [출제의도] 읽기 전략 알기
[해설] ①, ②, ③은 설명문의 일반적인 읽기 전략이며, ⑤는 이 글의 내용에 맞는 

읽기 전략이다. 글 속에 숨겨진 의미를 상상하며 읽는 것은 문학 작품과 같은 
정서적인 글을 읽기 위한 전략이다.

30. [출제의도] 중심 내용 파악하기
[해설] 사회 방언은 사회적 요인에 의해 발달하므로, 말을 쉽게 하려는 현상과는 

상관이 없으므로 ①은 적절하지 않다. 방언으로 된 구비 문학을 보존하자고 
하였으므로 ②도 적절하지 않다. 인접한 지역 사이에서는 방언을 분명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우므로 ③은 적절하다. 성별에 따른 사회 방언이므로 ④도 
적절하지 않다. 방언은 특정한 지역 사람들끼리 사용할 때 친밀감을 준다고 
했으므로 ⑤도 적절하지 않다. 

31. [출제의도] 글의 짜임 알기
[해설] 문단의 중심 내용을 재조직하여 전체 글의 짜임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

가하는 문항이다. 지문은 ‘방언의 의미와 종류, 가치 및 적절한 사용’에 대한 글
로 ‘표준어 연구의 필요성’은 찾아볼 수 없다.

32. [출제의도] 내용 전개 방식 알기
[해설] ㉠은 지역 방언을 나누어 설명하였으므로 ‘분류’이다. ④도 조리 방법을 나

누어 설명하였으므로 ‘분류’이다. ①은 시의 ‘정의’, ②는 용왕과 신하들의 모습
에 대한 ‘묘사’, ③은 ‘인과’, ⑤는 ‘서사’이다.

[사 회]
33 ② 34 ⑤ 35 ⑤ 36 ④ 37 ② 38 ② 39 ④ 40 ③
41 ① 42 ⑤ 43 ① 44 ② 45 ④ 46 ④ 47 ③ 48 ①
49 ④ 50 ④ 51 ① 52 ① 53 ③ 54 ③ 55 ⑤ 56 ⑤
57 ① 58 ②

33. [출제의도] 중부 지방의 기후 특색 파악하기
 [해설] 서울, 홍천, 강릉은 비슷한 위도상에 위치하지만 기온 차이가 있다. 서울

보다 내륙에 위치한 홍천은 겨울 기온이 더 낮다. 동해안에 위치한 강릉은  
지형과 바다의 영향으로 서해안에 비해 겨울 기온이 높고 여름 기온은 낮아 
연교차가 작다. 같은 위도상에 있는 해안 지역은 내륙 지역보다 연교차가 작다. 

34. [출제의도] 북서부 유럽의 기후 지역 파악하기
 [해설] 지도의 빗금 친 지역은 북서부 유럽의 서안 해양성 기후 지역을 표시한 

것으로 같은 위도상의 유라시아 대륙 동안에 비해 겨울은 따뜻하고 여름은 
서늘하다. ①은 계절풍 기후, ②는 사바나 기후, ③은 열대 우림 기후, ④는 
지중해성 기후에 대한 설명이다.

35. [출제의도] 인더스 문명의 내용 이해하기
 [해설] 기원전 2500년 경 인더스 강 유역에서 발생한 인더스 문명은 청동기와 

그림 문자를 사용하고, 도로, 하수도, 벽돌 건물, 공공 목욕장 등 수준 높은 
문명을 이루었는데, 그 유적은 모헨조다로, 하라파 등의 도시 유적으로 남아 
있다. ‘갑’,  ‘을’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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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출제의도] 원의 통치 제도 파악하기
 [해설]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상인인 마르코 폴로가 방문했던 당시 중국의 왕조가 

원나라임을 알고 원의 지배 정책을 찾는 문제이다. ①은 한, ②는 송, ③은 
당, ⑤는 진나라의 정책이다.

37. [출제의도] 십자군 전쟁의 영향 파악하기
[해설] 셀주크 투르크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비잔티움 제국을 위협하자, 비잔

티움 제국 황제는 교황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된다.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클레르몽 공의회에서 십자군의 파견을 요청하게 되면서 십자군 전쟁이 시작
되었다. 십자군 전쟁의 실패로 인해 교황권이 약화되고 국왕의 권위가 강화되
었다. 그리고 영주와 기사 계급의 약화, 농노의 지위 향상으로 장원이 해체되
었고, 지중해를 통한 동방 무역이 발달하였다.

38. [출제의도] 19세기 세계사의 사건 파악하기
[해설] 18세기 시민 혁명과 산업 혁명의 영향으로 19세기에는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고, 나폴레옹 전쟁의 영향으로 민족주의 운동과 자유주의 
운동이 유럽과 신대륙을 휩쓸게 되었다. 제시된 자료는 프랑스 7월 혁명과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으로 자유주의 운동에 해당된다.

39. [출제의도] 8조법을 통한 고조선의 사회상 파악하기
[해설] 제시된 자료는 고조선의 ‘8조법’을 나타낸다. 첫 번째 삽화는 살인죄에 대한 

내용으로 고조선이 개인의 생명을 존중한 사회임을 알 수 있고, 두 번째 삽화는 
상해죄에 대한 내용으로 개인의 노동력 중시와 농업 사회임을 알 수 있으며, 
세 번째 삽화는 절도죄에 대한 내용으로 사유 재산제, 개인의 재산 보호, 계급 
사회임을 알 수 있다.

40. [출제의도] 삼국 통일 후 신라의 정책 이해하기
[해설] 신라는 삼국 통일 후 넓어진 영토를 다스리기 위한 제도의 정비와 전제 

왕권 강화를 위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9주 5소경의 지방 행정 제도를 정비하고, 
귀족들에게 지급하던 녹읍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하였으며, 국왕 직속 
기관인 집사부를 중심으로 정치를 운영하여 화백회의의 귀족 세력을 약화
시키고 왕권을 강화하였다. ㄱ은 고려 광종, ㄹ은 고구려 장수왕의 왕권 강화 
정책이다.

41. [출제의도] 고려에 대한 이민족 침입과 국난 극복 노력 알기
[해설] 고려는 3차례 거란족의 침입을 받았으나 서희의 외교 담판, 강감찬의 

귀주 대첩의 승리로 거란의 침입을 격퇴하였고, 13세기 몽골의 침입에 대항
하여 피지배층까지 끈질기게 저항하였다. 이러한 저항의 의지는 팔만대장경 
조판에도 잘 나타나 있다. 1모둠의 을지문덕은 고구려를 침입한 수나라를 
물리쳤다.

42. [출제의도] 우수한 우리나라의 문화 유산 알기
 [해설] 제시문은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조실록에 

대한 내용이다. 2009년 현재 우리나라의 세계기록유산은 훈민정음, 조선왕조
실록, 직지심체요절, 승정원일기, 조선왕조의궤, 고려대장경판, 동의보감이다.

43. [출제의도] 세종 대의 영토 확장과 업적 파악하기
 [해설] 세종 때 여진족을 몰아내고 4군 6진을 설치하여 조선의 북쪽 국경선을 

확정하였다. 또한 집현전 설치를 통한 학문 연구, 훈민정음 창제, 측우기 제작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빛나는 업적을 많이 남겨 유교 정치와 민족의 전통 문화를 
꽃피웠다. ②는 세조, ③은 태종, ④는 중종의 업적이고, ⑤의 경국대전은 성종 때 
완성되었다.

44. [출제의도] 조선 대외 정책 변화의 결과 파악하기
 [해설] 광해군의 명과 후금 사이의 중립 외교 정책에서 인조의 친명 배금 정책

으로 변화된 결과 후금의 경계심을 사 조선이 침략을 받게 되어 정묘 호란, 
병자 호란이 발생하였다.

45. [출제의도] 동학의 중심 사상 파악하기
 [해설] 세도 정치 시기 삼정의 문란 등으로 농민들이 살기 어려웠을 때 평등 

사회를 추구하고 반외세적인 성격의 동학이 피지배층에게 퍼져 나갔다. 동학이 
추구하는 중심 사상은 인내천, 현세 구복, 후천 개벽, 보국 안민 사상 등이다.

46. [출제의도] 영조의 탕평책 실시 시기 파악하기
 [해설] 조선 후기에 붕당 정치의 폐단으로 정치가 혼란하고 왕권이 약화된 상황

에서 영조는 붕당 대립의 완화와 왕권 강화를 가장 중요한 정치적 과제로 생각
하고, 이를 위해 탕평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러한 의지를 알리기 위하여 
성균관에 탕평비를 세웠다.

47. [출제의도] 민주 시민의 자질 이해하기 
 [해설] 민주 시민의 자질에는 주인 정신, 준법 정신, 관용 정신, 참여 정신, 비판 

정신 등이 있다. 제시문은 나와 다른 의견을 존중하는 개방과 관용의 정신에 
대한 내용이다. 

48. [출제의도] 사회학적 개념 적용하기
 [해설] 지위란 한 개인이 집단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말하는 것으로, 귀속 

지위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갖게 되는 지위를 말한다. 역할은 지위에 
따라 기대되는 행동 유형을 말하는 것으로,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는 지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역할과 역할 수행은 구분되어야 한다. 따라서 모범
상과 같은 수상은 역할에 따른 보상이 아니라 역할 수행에 따른 보상이다. 
㉣의 상황에서는 학생과 자녀로서 역할 갈등을 느끼고 있다. 

49. [출제의도] 법 조항의 목적 파악하기
 [해설]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며, 심급 제도를 두어 여러 번 재판

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이다. 

50. [출제의도] 사회법의 기능 이해하기
 [해설] 제시문은 제3의 법 영역인 사회법의 등장 배경을 설명한 것이다. 사회법은 

사회ㆍ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노동법, 경제법, 사회 보장법 등이 
있다. ④는 사회법이 아니라 사법 중 상법에 해당한다. 

51. [출제의도] 기본권의 종류 구분하기
 [해설] 헌법 규정에 형사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한 이유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최종적으로 
국민의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52. [출제의도] 재판의 종류에 따른 원고와 피고 구분하기
 [해설] 형사 재판에서 (가)는 검사이고, (나)는 가해자이다. 행정 재판에서 (가)는 

국민 또는 국가 기관이고, (나)는 행정 기관이다. 선거 재판에서 (가)는 선거의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 또는 기관이고, (나)는 당선인이다. 민사 재판에서 
(가)는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여 소를 먼저 제기한 당사자
이며, (나)는 그 상대방이다. 

53. [출제의도] 우리나라 경제 체제의 특징 이해하기
 [해설] 우리나라는 가격에 의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시장 경제 체제로, 경제 

활동의 자유, 사적 이익 추구, 사유 재산제 보장을 통해 효율성을 추구하지만,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과 경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과 
규제를 인정하는 혼합 경제 체제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가)는 계획 
경제 체제의 특징이다. 

54. [출제의도] 정당과 이익 집단의 공통점 파악하기
 [해설] 민주 정치 과정의 참여자인 정당과 이익 집단의 공통점을 찾는 문제이다. 

(가)는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며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정당이다. (나)는 
소속 집단의 특수 이익을 추구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이익 집단이다. 
(가), (나)는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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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출제의도] 선거의 기능 파악하기
 [해설] 선거는 주권을 행사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 주권의 원리를 실현하며, 

국가 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대표자를 평가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한다. 
국민이 자신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선출하는 행위인 선거는 대의 정치의 
기본 제도로, 국민이 공공 정책을 직접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56. [출제의도] 자유재와 경제재 이해하기
 [해설] 제시문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하던 물이라는 자유재가 

오염으로 인해 희소성이 생기면서 비용을 지불하는 경제재로 변화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경제재로 변화한 물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로 경제적 가치가 
생기고 기회 비용을 발생시킨다.

57. [출제의도] 생산 주체인 기업의 경제 활동 이해하기
 [해설] 경제 활동 중 생산 활동을 주로 담당하는 경제 주체인 기업의 활동 내용을 

묻는 문제이다. 기업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여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ㄷ은 가계, ㄹ은 정부의 경제 활동이다. 

58. [출제의도] 수요 증가 원인 파악하기
 [해설] 그래프는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수요의 증가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수요 증가 요인에는 인구와 소득의 증가, 선호도(기호)의 증가, 대체재 
가격의 상승, 보완재 가격의 하락 등이 있다. ①은 공급 증가 요인, ③과 ④
는 수요 감소 요인, ⑤는 수요량 증가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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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출제의도] 생활 속의 미술 이해하기
 [해설] 우리 조상들은 자신이 생활하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짚이나 풀, 

흙, 나무 등의 자연 재료를 이용하여 독창적이고 소박한 멋이 깃들어져 있는 
생활용품을 만들어 사용해 왔다. 금관은 누구나 쉽게 구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재료로 보기는 어렵다.

60. [출제의도] 동양과 서양의 원근법 이해하기
 [해설] 풍경화에서 멀고 가까운 느낌을 화면에 표현하는 기법을 원근법이라고 

한다. 동양과 서양의 원근법을 이해하고 풍경화 작품에서 사용된 원근법을 
찾는 문항이다. 동양의 원근법은 고원법, 평원법, 심원법이 있고 서양의 
원근법은 투시(선)원근법과 공기(색채)원근법이 있다. (가) 작품은 조선시대의 
화가 겸재 정선이 아름다운 금강산의 경치를 보고 그 특징을 살려 진경산수 
기법으로  그린 것이다. 이 그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고 그린 심원법으로 
산의 무한한 깊이감을 느끼게 한다. (나) 작품은 네덜란드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으로 강렬한 색채와 꿈틀거리는 터치에 의한 고흐의 독자적인 
화풍이 나타난 그림이다. 2점 투시 원근법을 사용하였으며 소실점은 눈높이와 
일치하고 앞에서 보았을 때 웅장한 느낌을 갖는다.

61. [출제의도] 소묘 이해하기
 [해설] 소묘는 표현 대상을 한 가지 색으로 그리는 그림으로서 작품 제작에 앞서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는 준비과정으로 취급되지만, 표현력을 기르기 위한 
기초 학습 과정으로도 활용된다. 모든 조형 활동의 기본이 되는 소묘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들은 크로키(croquis), 스케치(sketch), 에스키스(esquissse) 등 
여러 가지인데 초벌그림, 밑그림이라는 공통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62. [출제의도] 춤을 소재로 그린 인물화의 공통점 찾기

 [해설] 마티스의 ｢춤｣은 캔버스에 유채물감으로 그린 그림으로 푸른 하늘과 초록 
언덕의 거대한 색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손을 마주 
잡고 춤추는 형태에서 강한 생명력과 활기찬 리듬감을 느낄 수 있다. 이중
섭의 ｢춤추는 가족｣은  종이에 유채물감으로 그려졌으며 가족들이 즐겁게 춤
추는 모습을 나타냈다. 두 작품 모두 원형구도로 되어 있으며 여러 사람을 표
현한 군상화이다.

63. [출제의도] 전통회화 이해하기
 [해설] 조선시대 서민들의 생활 모습을 수묵 위에 엷게 채색하여 그린 ｢씨름도｣는 

풍속화의 대가인 단원 김홍도의 걸작이다. 힘을 겨루는 두 씨름꾼을 중심으로 
둥글게 앉은 구경꾼들의 모습과 표정을 다양하게 표현하였고, 구경꾼들의 
시선과는 달리 왼쪽에 서 있는 엿장수의 시선을 밖으로 향하게 하여 단조로울 법한 
화면에 변화를 주었다.

64. [출제의도] 판화의 원리를 응용한 표현기법 적용하기
 [해설] 볼록판화와 평판화의 원리를 응용하여 제작할 수 있는 표현기법 작품을 

고르는 문항이다. 판화의 종류는 크게 볼록판화, 오목판화, 평판화, 공판화로 
구분한다. (가)는 볼록판화, (나)는 평판화의 원리를 나타낸 그림이다. 볼록
판화의 원리를 응용한 표현기법은 프로타주, 탁본 등이 있고 평판화의 원리
를 응용한 표현기법은 마블링, 배틱 등이 있다.

65. [출제의도] 마인드맵을 통하여 정물화 이해하기
 [해설] 정물화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꽃, 과일, 채소, 그릇 등 움직이지 

않는 기물들을 구도에 맞게 화면을 구성하여 그린 그림이다. 정물은 장소와 
날씨에 방해받지 않고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화면 배치와 구성이 
자유로워 구도 학습에 적합하다. 구도는 변화, 통일, 균형의 3요소가 있다. 
정물화의 역사를 살펴보면 17세기 네덜란드에서 그려지기 시작하여 18세기 
프랑스의 샤르댕이 독립된 회화의 장르로 발전시켜 ‘정물화의 아버지’라고 
불리웠다. 동양에서는 기명절지화라고 하여 꽃과 나뭇가지, 책거리 등을 
그리기도 하였다.

66. [출제의도] 민화 이해하기
 [해설] 민화는 일상생활 양식, 관습 등 우리 민족의 미의식과 정서가 깃들어 있는 

그림으로 생활공간의 장식 및 민속적 관습에 따라 그려진 풍자와 멋이 깃들어 
있는 실용화이다. 특히 ｢까치와 호랑이｣ 그림은 민화 중에서 비교적 수요가 많은 
소재로 전문 화가가 그린 ｢맹호도｣와는 달리 호랑이를 우스꽝스럽게 표현하여 
오히려 정답게 느껴지는 해학미가 넘치는 그림이다.

67. [출제의도] 판화의 종류와 특징 이해하기
 [해설] 이 판화 작품은 바로크 시대의 화가 렘브란트의 자화상으로 동판을 질산

용액에 부식시켜 만든 에칭이다. 렘브란트의 얼굴을 표현한 두상화이며 
머리카락과 수염을 가늘고 세밀한 선으로 묘사한 작품이다.

68. [출제의도] 찰흙 부조 석고형뜨기 제작과정 알기
 [해설] 부조 석고형뜨기 제작과정은, 찰흙 원형 완성 → 원형 위에 석고액 부어 

바르기 → 찰흙 제거하기 → 틀 안쪽에 비눗물 바르기 → 틀 안쪽에 석고액 
부어 바르기 → 외형틀과 내형 석고 분리하기이다. 소조 작품 제작 시 찰흙은 
다루기 쉽고 만지는 대로 형태가 변하는 가소성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오래 보관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2차 재료로 
전이 시키는데 그 방법으로 석고형뜨기를 빼놓을 수 없다. 석고형뜨기 과정 중 
외형 석고틀 안쪽에 이탈제인 비눗물 바르기는 외형 석고틀과 내형 석고를 잘 
분리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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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교시  도덕 수학 

기술ᆞ가정 체육  •
[도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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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출제의도] 가치의 종류 파악하기
 [해설]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은 본래적 가치이고, 어떤 목적이 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은 도구적 가치이다. 참된 것, 진리와 관계 되는 것은 지적 
가치이고, 경건하고 성스러움을 추구하는 것은 종교적 가치이다. 

2. [출제의도] 도덕 추론의 과정 이해하기
 [해설] 도덕 원리와 사실 판단을 근거로 도덕 판단을 내리는 것을 완전한 도덕 

추론이라고 한다. 또한 모든 사람이나 어떤 종류의 행위나 성품 전체에 대하여 
내리는 판단을 일반적인 도덕 판단이라고 하며 이를 도덕 원리라고도 한다. 
갑, 을, 병의 도덕 추론에는 일반적인 도덕 판단(도덕 원리)이 생략되어 있으며,  
갑, 을, 병 모두 동일한 결론의 도덕 판단을 내리고 있다.

3. [출제의도] 이황의 사상 이해하기
 [해설] 검색한 인물은 조선 시대 유학자 퇴계 이황이다. 이황은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경(敬)을 강조하였으며, 그의 뜻을 기리기 
위해 도산서원이 세워졌다. 

4. [출제의도] 바람직한 문화 교류의 자세 갖기
 [해설] 바람직한 문화 교류를 위해서는 국수주의나 사대주의적 태도를 버리고, 

민족 문화를 바탕으로 외래 문화의 장점을 수용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5. [출제의도] 공자의 사상 이해하기
 [해설] 중국 춘추 시대의 공자는 사회의 도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간다움의 

인(仁)을 회복하고, 인의 출발점으로 부모님과 연장자를 공손히 모셔야 한다는 
효제(孝悌)를 제시하였다.

6. [출제의도] 바람직한 삶의 목표 설정하기
 [해설] 삶의 목표는 가능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편안하게 살기 위해 

돈을 많이 벌겠다.’와 ‘다른 사람보다 행복하게 살겠다.’와 같은 목표 설정은 
구체적이지 못하여 시간과 노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될 수 있다. 

7. [출제의도] 국가의 기원 이해하기
 [해설] 지문의 갑은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의 자연 발생설이고, 을은 홉스

(Hobbes, T.)의 사회 계약설이다.  갑과 을은, ‘국가는 개인이나 작은 집단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보았다.

8. [출제의도] 전통 도덕의 덕목 이해하기
 [해설] 아량이란 남을 대하는 데에 있어서 모든 것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애쓰며,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사랑의 자세를 말한다. 
노인의 태도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려는 사랑의 자세를 보여 준다.

9. [출제의도] 진정한 행복의 조건 이해하기
 [해설] 돈보다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데 만족과 보람을 느끼는 을의 태도에서, 

행복의 조건으로 물질적 가치보다 본래적이고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 [출제의도] 진정한 이웃 사랑의 자세 갖기
 [해설] 진정한 이웃 사랑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지, 

반드시 자신의 물질적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1. [출제의도] 바람직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파악하기
 [해설] 지문은 ○○ 대통령이 어느 지역의 인디언 추장에게 땅을 팔 것을 제안

하면서 나눈 대화이다. ‘공기와 물(자연)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고, 모든 동식물들은 
한 가족이다.’라는 주장에서 자연은 정복의 대상이 아니며, 인간은 자연의 일부분
임을 알 수 있다. 

12. [출제의도] 가치 갈등과 집단 구성원의 관계 이해하기
 [해설] 그래프는 가치 갈등과 집단 구성원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가치 갈등

의 정도가 약할수록 그 집단의 구성원은 화목하다. 이러한 집단의 구성원은 
신뢰가 높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으며,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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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출제의도] 집합의 연산하기
 [해설] 전체집합   ⋯ 에서 
         ,     이다.　
　　　       이므로
     ∩  이다.

14. [출제의도] 일차방정식의 해 구하기
 [해설] 방정식 (나)의 양변에 을 곱하면
       

          

                 

                        

     이때, 방정식 (가)의 해는 (나)의 해의 배이므로 
     방정식 (가)에 = 을 대입하면
　　　　　　　　　     

    　　　 　　　　　　　　 이다.

15. [출제의도]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 판별하기 
 [해설]　분모가  또는 만을 소인수로 가지는 기약분수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ㄱ.  


 



  (유한소수)

     ㄴ.  


××

  (순환소수)

     ㄷ.  ×

×



×  (유한소수)
     따라서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ㄱ과 ㄷ이다.

16. [출제의도] 함숫값 구하기
 [해설] 단계의 정삼각형 모양에 놓인 모든 성냥개비의 개수를 라고 하면 

  이다.
       일 때,   ×  이다.

17. [출제의도] 연립방정식을 이용하여 실생활 활용 문제 해결하기
 [해설]   

  

     연립방정식을 풀면  ,  이다.
     따라서   이다.
18. [출제의도] 누적도수의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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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①  계급의 크기는  kg이다.
           ②  마지막 계급의 누적도수가 도수의 총합이므로 학생은 모두 명이다. 

③  (계급의 도수)= (그 계급의 누적도수)-(이전 계급의 누적도수)
               (㎏ 이상 ㎏ 미만인 학생 수)=   (명)
           ④  (㎏ 이상 ㎏ 미만인 계급의 도수)= 이므로 
               (상대도수)= 


  

           ⑤  몸무게가 번째로 많이 나가는 학생은 ㎏ 이상 ㎏ 미만인 계급에 
속하므로 kg 이상이다.

19. [출제의도] 일차함수의 식 구하기
 [해설] 전체 연료의 양을 A라 하면, L의 연료로 A의 

 이 채워지므로
     A× 


 ，A 이므로 전체 연료의 양은 L이다. 

     L의 연료로 km를 갈 수  있으므로  km를 갈 때 
 L의 연료를 사용한다. 

     (남은 연료의 양)=(전체 연료의 양)-(사용한 연료의 양)　
         


 


 이다.

    
20. [출제의도] 연립부등식의 해 구하기
 [해설]  연립부등식    를 풀면
     


 

 이고,  
     연립부등식의 해가   이므로 


 , 


 이다. 

     이것을 풀면  ,  이다.
     따라서   ×    이다.

21. [출제의도] 닮음비를 이용하여 닮은 도형의 넓이 구하기
 [해설]

                         

A

B

G D

H C 　　　　　　　　　　　　
     ∆ABC에서 선분 BG의 연장선과 변 AC의 교점을 D라 하면 
　　　점 D는 ∆ABC의 외심이다. 
　　 외심의 성질에 의하여 DADBDC 이므로　∠DBC ∠DCB이다.
    또, 점 G가 ∆ABC의 무게중심이므로 BG  GD  이다.
     한편, ∠GHB ∠ABC ,　∠GBH ∠ACB 이므로
     ∆GHB ∆ABC이고 닮음비는 GB  AC    이다.
     따라서 넓이의 비는      이므로 ∆ABC의 넓이는 이다.

22. [출제의도] 확률 구하기
 [해설]  목요일에 비가 올 확률은 이므로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은  


 

     금요일에 비가 올 확률은 이므로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은 


 

     (목요일과 금요일 모두 비가 오지 않을 확률)
     =(목요일에 비가 오지 않을 확률)×(금요일에 비가 오지 않을 확률)
     =


×






23. [출제의도] 일차함수의 그래프를 이해하여 문제 해결하기
 [해설] 철수의 속도： 


km분，영희의 속도： 


km분이고,

     철수가 학교에서 도서관까지 가는 동안의 시간을 , 이동 거리를 라고 하면 
　　　　철수의 관계식은  


 (≤  ≤ )

     영희는 철수가 떠난 지 분 후에 출발하였으므로    
　　　 영희의 관계식은   


　(≤  ≤ )

    두 직선의 교점은   이다. 　
    즉, 철수가 출발한 지 분 후에 학교에서 km　떨어진 지점에서 두 사람이 
    처음 만나므로 이 지점으로부터 도서관까지의 거리는 km이다. 

24. [출제의도] 실수체계 이해하기
 [해설]   ＝ 는 무리수， ＝ 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25. [출제의도]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셈하기 
 [해설] ×  

26. [출제의도] 다각형의 성질 이해하기
 [해설] 정오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는 

×
 ,

     정육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는 

×
 이다.

     정오각형의 한 내각과 정육각형의 두 내각의 합은 이므로 
　　　 정오각형과 정육각형의 변 사이의 ∠  ∘  ∘  ∘이다.

27. [출제의도] 제곱근의 성질 이해하기
 [해설] 


  일 때,　  , 　  ，  이므로

         

　　　＝    

　　　＝

28. [출제의도] 삼각형의 성질 증명하기
 [해설]

　　　　

<증명>
A

B D C

E
F

  ∆ABF에서 ∠ABF∠AFB  이고, 
  ∆DBE에서 ∠DBE∠DEB  이다.      
  또, ∠ABF ∠DBE이므로
       ∠AFB  ∠DEB             …… ㉠
  한편, ∠DEB와 ∠AEF는 맞꼭지각이므로   
       ∠DEB ∠AEF                 …… ㉡
  ㉠, ㉡에 의하여 ∠AFB ∠AEF
  따라서 AEAF 이므로 ∆AEF는 이등변삼각형이다.

29. [출제의도] 근호를 포함한 식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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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　     

30. [출제의도] 두 실수의 대소 관계 이해하기
 [해설] ㄱ. 　        

　　　　　　　　　　 　   

　　　　　　　ㄴ.         =   

                  

　　　　　　　ㄷ.      ＝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ㄴ, ㄷ이다.

31. [출제의도] 식의 값 구하기
 [해설]    을 대입하면
           

                     

 　　　　　　 　　　　　　　 

32. [출제의도] 이차방정식을 완전제곱식으로 나타내기
 [해설]    의 양변을 로 나누면
      


 


 

      





  







   


 

 이므로  

 ,   


     따라서 







 이다.

33. [출제의도] 다항식의 인수 구별하기
[해설]  

     　　

     　　

34. [출제의도] 인수분해하기
 [해설]   


× 높이

       


× 높이

    　 　　　　　　   


× 높이

     따라서 높이는 이다.

35. [출제의도] 인수분해 공식 활용하기
 [해설] (꽃밭을 제외한 공원의 넓이)＝(공원의 넓이)-(꽃밭의 넓이)
                                                  =

                                                  ＝

        　　　　　　　　　　　　　　　　　　　　　　　　　　    ＝m

36. [출제의도] 다항식의 곱셈을 이용한 분모의 유리화하기
[해설]      을 대입하면
      


    

 

　　　　　　　　　   

　　　　　　　　　  

　　　　 　　　　　 

37. [출제의도] 무리수의 개념을 이해하여 문제 해결하기
 [해설]

A
 

 







B 　　

                            (가)                                (나)

　　　 색칠한 정사각형의 넓이가 이므로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라 하면
　　     (∵　 )
　　　AB       

38. [출제의도] 중근을 갖는 이차방정식 구별하기    
[해설]  ㄱ.       
                      
                   

                     

 (중근)
　　　　　　　　ㄴ.     

　　　　　　　　　　 　  

±

    　 ㄷ.     

                    ± 　　
　　　 따라서 중근을 갖는 이차방정식은 ㄱ이다.
             
39. [출제의도] 회전체의 겉넓이 구하기
　[해설] ∆AOD ∆BOC이므로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같다.
     따라서 AO  BODO  COAD  BC  로 BC이다.
     □ABCD를 축을 축으로 하여 1회전 시킬 때 다음과 같은 입체도형이 생긴다. 








A B

C

D

O
     (입체도형의 겉넓이)
     = (반지름이 이고，호의　길이가 인 부채꼴의 넓이)
       +(반지름이 이고，호의　길이가 인 부채꼴의 넓이)
       +(반지름이 인 원의 넓이)-(반지름이 인 원의 넓이)
     = 


××


×× 

　　　 ＝　

40. [출제의도] 이차방정식의 해 구하기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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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출제의도] 제3각법을 통해 도면 이해하기
 [해설] 제3각법에서 평면도는 물체를 위에서 본 모양을 그린 도면으로 평화면에 

나타낸다. 도면에서 가로 방향의 치수는 치수선 중앙 위쪽에 기입하고, 세로 
방향의 치수는 치수선 중앙의 왼쪽에 기입하며 도면을 오른쪽에서 보았을 때 
치수가 바로 보이도록 한다.

42. [출제의도] 정보 통신 기술 이해하기
 [해설] 봉수 제도는 고대 통신 방법 중 매우 발전된 것으로 현대 정보 통신 기술

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정보의 형태를 변화시켜 전송한 봉수 제도는 현재에
도 매우 훌륭한 정보 통신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43. [출제의도] 미래의 수송 기술 이해하기
 [해설] 화석 에너지로 인한 환경 오염이 심각해져 대체 에너지를 이용하는 자동

차에 대한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전기 자동차는 배터리에 축적된 
전기로 모터를 회전시켜 구동시키는 방식으로 내연 기관이 없는 친환경 미래
형 수송 기술이다.

44. [출제의도] 자전거의 동력 전달 장치 이해하기
 [해설] 일반적인 자전거에서 사용하는 (가)는 롤러 체인 전동 장치이다. 롤러 

체인 전동 장치는 회전축의 회전력을 수평으로 전달할 때 사용한다. 또한, 기
어 전동 장치와 같이 미끄럼이 적어 큰 동력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소음과 진동을 일으키기 쉬워 고속 회전이 필요한 곳에는 적합하지 
않다. 

45. [출제의도] 건축 도면 기호 알기
 [해설] 건축 도면에서는 벽의 구조와 재료, 설비 및 가구, 출입문과 창문의 종류 

등을 기호로 나타낸다. 제시된 그림은 쌍여닫이문( )이며 ①은 두짝
미서기문, ②는 주름문, ③은 외미닫이문, ④는 외여닫이문이다.

46. [출제의도] 구리의 특성 이해하기
 [해설] 대표적인 비철 금속인 구리는 황동광을 제련하여 얻는다. 일반적으로 철

금속보다 전성과 연성이 좋아 가공이 쉽고 붉은색 광택을 띠며 알루미늄보다 
열전도도 및 전기전도도가 우수하여 전기 제품에 많이 사용된다.

47. [출제의도] 나사 이해하기
 [해설] 수나사는 둥근 막대의 바깥둘레에 나사산이 있다. 피치는 하나의 나사산

(골)에서 바로 그 다음 나사산(골)까지의 거리이고, 리드는 나사가 한 바퀴 
회전할 때 축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이다. (가)의 피치와 리드는 2㎜이고, 
(나)의 피치와 리드는 3㎜이다.

48. [출제의도] 지식 정보화 산업의 직업 세계 이해하기
 [해설] 정보 통신 기기의 보급으로 지식 기반 사회가 되면서 지식과 정보를 다

루는 지식 정보화 산업이 각광받고 있다. 이러한 지식 정보화 산업을 주도하
는 골드 칼라는 정보의 가공 및 활용 능력과 지적 재산권 보호를 중요시한다.

49. [출제의도] 건전한 직업 윤리 알기
 [해설] 직업 윤리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행동 규범이나 마음가

짐이다. 오늘날 환경 및 사회에 대한 기업의 기여도가 중요해지면서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 및 봉사 등이 기업 경영 윤리의 중요한 덕목이 되고 있다. 건전한 
직업 윤리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발전에도 영향이 크므로 매우 중요하다.

50. [출제의도] 호화를 이용한 음식 알기
 [해설] 곡류에 물을 넣고 가열하면 알갱이가 커지면서 점성이 생겨 부드럽고 소

화되기 쉬운 호화 상태가 된다. 이러한 조리 원리를 이용한 음식으로 죽, 떡, 
빵, 찐 옥수수나 감자 등이 있다. 치즈는 발효, 달걀찜은 단백질의 응고, 딸기
잼은 산에 의한 펙틴의 겔화, 마요네즈는 유화를 이용한다.

51. [출제의도] 긍정적 의사 소통 방법 이해하기
 [해설] 나-전달법은 갈등이나 불만이 있을 경우, ‘나’라는 입장에서 자신의 생

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여 상대방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의사 소통
방법이다.

52. [출제의도] 청소년기의 신체적 특징 알기
 [해설] 청소년기는 신체 발달과 더불어 성호르몬에 의한 2차 성징이 나타난다. 

2차 성징은  남녀 간에 나타나는 신체상의 성적 특징으로 남자는 몽정, 변성, 
수염, 근육 발달 등이 나타나고 여자는 초경, 유방과 골반 발달 등이 나타난
다. 음모, 겨드랑이 털, 여드름 등은 남녀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53. [출제의도] 여자 한복의 옷차림 이해하기
 [해설] 그림의 한복 옷차림을 보면 상의는 깃, 고름, 끝동 부분에 배색이 다르게 

된 반회장저고리이며 하의는 한 자락으로 펼쳐지는 풀치마이다. 옷고름의 고
와 풀치마의 겉자락은 착용자의 왼쪽으로 가도록 입는다. 저고리를 입었을 
때, 안섶은 안으로 여며져 안 보이지만 겉섶은 보이게 된다.

54. [출제의도] 손바느질 방법 적용하기
 [해설] 겉감에 바늘땀이 드러나지 않도록 단을 처리하는 손바느질 방법에는 공

그르기, 새발뜨기, 감침질 등이 있다. 특히, 공그르기는 안쪽에서도 바늘땀이 
접은 단 속으로 들어가 보이지 않으므로 치맛단을 곱게 처리할 수 있다.

55. [출제의도] 발효 식품 이해하기
 [해설] 발효 식품은 효소, 효모 등 미생물의 작용으로 식품 속 유기 성분이 분해

되어 맛과 영양이 풍부해지고 저장성이 좋아진 식품을 말한다. 발효 식품의 
예로는 김치, 장류, 젓갈류, 식초, 막걸리, 치즈, 와인, 청국장, 요구르트 등이 
있다.

56. [출제의도] 영양소 종류와 기능 알기
 [해설] 일반적으로 동물성 식품에는 포화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어, 동맥 경화, 

심장병 등 성인병을 유발한다. 그러나, 등푸른 생선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
해 동맥 경화, 심장병 등 성인병을 예방하며 고추는 비타민 C가 풍부하여 면
역력을 강화시킨다.

57. [출제의도] 환경 친화적 소비 생활 이해하기
 [해설]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지구 환경 보전을 위한 녹색 소비, 지속 가능

한 소비가 강조되고 있다. 로하스 제품은 지구 환경 보전에 도움이 되는 환경 
친화적 제품을 말한다. 백열 전구는 에너지 소비 효율이 낮고 전력 소모가 커
서 로하스 제품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58. [출제의도] 식단 구성을 위한 식품군 분류하기
 [해설] 표는 계획적인 식사 관리의 기초가 되는 식단을 작성하는 예이다. 제시

된 식단의 식재료를 식품군별로 배분하면서 여섯 가지 식품군을 고려하여 균
형 잡힌 식단을 짜게 된다. 같은 식품군에 속하는 식품들도 함유된 영양소의 
종류와 양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다양한 식품을 번갈아 가며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다. 두부는 콩으로 만든 식물성 단백질 식품으로 고기, 생선, 계란, 콩
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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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육]
59 ⑤ 60 ③ 61 ② 62 ③ 63 ① 64 ④ 65 ① 66 ①
67 ④ 68 ②

59. [출제의도] 서양 체육사 이해하기
 [해설] 로마시대 초기에는 용맹하고 강건한 병사를 기르기 위하여 체육을 장려

하였으나 후기에는 나라가 부강해지자 신체 단련을 소홀히 하고 검투사, 노예, 
맹수 사이의 혈투를 관람하고 즐기는 향락에 빠졌다.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목적으로 체육활동을 전개한 국가는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이다. 기사들이 
체육 활동을 하던 시대는 중세이다.

60. [출제의도] 운동의 생리학적 원리 이해하기
 [해설] 근력의 크기는 근육의 횡단면적에 비례하고, 호흡량은 운동량이 많아질

수록 증가한다. 지속적인 운동은 폐포의 크기를 크게 하고 폐포의 수를 증
가시켜 최대산소섭취량과 폐활량을 크게 하여 안정 시 호흡수를 감소시킨다. 
운동을 통해 잘 발달된 심장은 1회 박출량이 많아져 안정 시 심박수를 감소
시킨다.

61. [출제의도] 체력 검사 항목 적용하기
 [해설] 순발력을 측정하기 위한 체력 검사 항목을 찾는 문제이다. 검사 결과를 

통해 정답을 유추할 수 있어야 한다. 순발력을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은 50m 
달리기와 제자리멀리뛰기이다. 검사 결과의 8.7초는 50m 달리기를, 190cm
는 제자리멀리뛰기의 기록을 측정한 것이다. 팔굽혀 매달리기는 근지구력을 
측정하는 항목이고,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는 유연성을 측정하는 항목이다.

62. [출제의도] 핸드볼 경기 규칙 알기
 [해설] 프리스로는 경미한 종류의 반칙을 했을 때, 반칙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프리스로(9m) 라인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다(오버스텝, 오버타임, 킥볼, 더블 
드리블, 세이빙, 홀딩, 푸싱, 해킹, 차징). 코너스로는 공이 골키퍼 이외의 수비
자 몸에 닿고 엔드라인 밖으로 나갔을 때 상대편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센터스
로는 경기 시작 및 득점 후 센터라인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골키퍼스로는 
공이 골키퍼 몸에 닿고 엔드라인 밖으로 나가거나 상대방이 던져서 공이 엔
드라인 밖으로 나가면 하게 된다. 레프리스로는 양팀의 과실이 발생했을 때, 
레프리의 일시적 중지가 발생했을 때 하게 된다.

63. [출제의도] 수영 영법의 특징 이해하기
 [해설] 크롤 영법의 특징을 찾는 문제이다. 크롤 영법은 가장 빠른 영법이기 

때문에 자유형 경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며, 주된 추진력은 팔 동작에서 
얻는다. 얼굴이 물 위에 나와 있어 호흡이 자유로운 것은 배영의 특징이고 
돌고래 영법은 접영을 지칭한다.

64. [출제의도] 배드민턴 경기 규칙 알기
 [해설] 배드민턴 경기는 한 세트 21점 경기로 2세트를 이기면 경기가 종료되며 

렐리포인트제로 진행된다. 서비스 폴트에는 셔틀콕을 칠 때 라켓 헤드가 
손보다 높은 경우(오버 핸드), 셔틀콕을 허리보다 높은 지점에서 친 경우(오버 
웨이스트), 서비스할 때 서비스 코트의 선을 밟거나 넘은 경우(라인 크로스), 
서비스할 때 발을 떼거나 움직인 경우(풋 폴트)가 있다. 리시버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서비스 한 경우는 레트가 선언된다. 레트가 선언되면 바로 전에 
서비스 한 선수의 서비스권은 그대로 유효하며 그 선수가 다시 서비스한다.

65. [출제의도] 운동상해 종류 알기
 [해설] 염좌란 뼈에 이상은 없지만 근육이나 인대, 건 등이 지나치게 늘어나 

그 중 일부가 끊어지거나 찢어진 것을 말한다. 자상은 피부가 칼 따위의 기물에 
찔린 상처를 말한다. 화상은 불이나 뜨거운 열에 데어서 상하거나 또는 상처를 

유발하는 것을 말한다. 뇌진탕은 머리에 심한 타격이나 충격으로 일어나는 
상해로 얼굴이 창백해지고 맥박이 약해지며 혼수 상태에 이르게 된다. 열사
병은 기온이 높은 곳에서 운동을 하면 체온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여 중추 
신경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상태로 보통 체온이 40°C 이상이 되고 운동장애, 
착란, 혼수 상태에 이르게 된다. 

66. [출제의도] 육상 경기 방법 이해하기
 [해설] 크라우칭 스타트와 세퍼릿 코스는 단거리 달리기(100m, 200m, 400m) 

뿐만 아니라 400mR와 110mH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기 방법이다.  
800m는 120m까지 세퍼릿 코스를 달리며 그 이후에는 오픈코스로 달린다.  
1,500m는 전 구간 오픈 코스이다.  800m와 1,500m의 출발법은 모두 스탠딩 
스타트이다.

67. [출제의도] 농구 경기 방법 알기
 [해설] 농구 경기 한 팀의 인원은 5명이며 공격 제한 시간은 24초, 경기는 총 4

피리어드로 진행된다. 자유투 1개의 득점은 1점이며, 슛은 한 손 또는 두 손
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선수 교대는 수시로 몇 명이라도 교대할 수 있다.

68. [출제의도] 체조 종목 구분하기
 [해설] 기계체조 남자 종목에는 링, 마루, 뜀틀, 안마, 철봉, 평행봉이 있다. 이 

중 한 개의 봉을 이용하는 종목은 철봉이다. 또한 철봉은 정지 동작이 있을 
경우 감점된다. 링과 평행봉은 정지 동작이 있으며, 평균대와 이단평행봉은 
여자 종목이다. 



- 10 -

• 3교시  영어 과학 음악 •
[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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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출제의도] 특정 정보 파악하기
M: Hi! Susan! What are you looking at?
W: I’m looking at an old picture.
M: Where are you in this picture?
W: Here. I’m wearing a striped swim suit.
M: Aha, the little girl wearing a swim tube?
W: You got it!

 [어구] striped 줄무늬의
 [해설] wearing a striped swim suit, wearing a swim tube를 통해 Susan이 누

구인지 알 수 있다.  

2. [출제의도] 대화의 내용 파악하기 
M: What are you going to do during summer vacation?
W: I’m going to visit my uncle on Jeju Island.
M: Jeju Island? Sounds great!
W: What about you?
M: I’m going to science camp.
W: Really? How exciting!

 [어구] vacation 방학
 [해설] 남자의 마지막 말을 통해 여름방학 계획을 파악할 수 있다.

3. [출제의도] 전화를 건 목적 파악하기
W: Thank you for calling. This is Sky Airlines. What can I do for you?
M: I want to make a reservation to Cape Town, South Africa.
W: How many seats do you need?
M: Two adults, please. Do you have seats available next week?
W: Let me see... There’s a flight at 10 p.m. next Thursday. Is that OK?
M: Yes. That’s perfect.
W: Can I have your name and phone number, please?
M: I’m Jackie Brown and my phone number is 324-3457.
W: Thank you.

[어구] make a reservation 예약하다, available 이용가능한, flight 항공편
[해설] ‘I want to make a reservation to Cape Town, South Africa.’를 통해  전

화를 건 목적을 알 수 있다.  

4. [출제의도] 그림 상황에 맞는 대화 찾기
① M: Can you keep the door open for me? 
    W: Sure. No problem. 
② M: Can’t you see there’s a line?
    W: Oh, sorry. I didn’t mean to cut in line.
③ M: What’s wrong with you?
    W: I have a fever and a headache.
④ M: How would you like your hair?
    W: I’d like to get it permed.
⑤ M: I want to send this package to New York.
    W: Please place it on the scale. 

[어구] perm 파마하다, package 소포
[해설]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려고 의논하는 상황이다.   

5. [출제의도] 대화 장소 파악하기
W: How may I help you? 
M: I’d like to check out these books.
W: Can I see your ID card?
M: Here you are. When should I return them?
W: You can keep them for 2 weeks.
M: Thanks. I’m also looking for some DVDs on Korean history. 
W: They’re on the third floor. 
M: Thank you so much. 

[어구] check out (책을) 대출하다
[해설] check out, books, return 등을 통해 대화 장소를 알 수 있다. 

6. [출제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W: Hello, students. This is one of your English teachers, Mrs. Kim  

speaking. The English speech contest will be held on Friday, July 
9th. If you want to join the contest, you must e-mail your script to 
your English teacher by next Monday. The topic is how to become a 
good speaker. MP3 players will be given to the winners. Details can 
be found on our school website.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어구] script 원고, detail 세부 사항
[해설] 발표 제한 시간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7. [출제의도] 적절한 응답 고르기
[해석] 

A: 기분이 안 좋아 보여. 
B: 음, 다음 달에 열리는 노래 축제 때문에 걱정이야.
A: 뭐가 문제야? 너 노래 잘 하잖아. 
B: 춤도 춰야 해. 너도 알다시피 난 춤은 잘 못 춰.
A: 그럼, 내가 네 춤 연습 좀 도와줄까?
B: 그거 좋지.

[어구] festival 축제
[해설] 노래는 잘 하는데 춤에는 자신 없어 하는 B가 노래 축제에 나가려는  
   상황에서 A가 춤을 가르쳐 준다고 하였으므로 이에 응하는 대답이 적절하다.  

8. [출제의도] 자연스럽지 않은 대화 찾기
[해석] 

① A: 들을 준비 됐나요?
    B: 네, 시작하세요.
② A: 중국에 가 본 적 있니?
    B: 응. 두 번 가 봤어.
③ A: 오늘 저녁에 외식할까?
    B: 그러고 싶지만 안 돼.
④ A: 은행으로 가는 길 좀 알려 주시겠어요?
    B: 두 블록 가세요.
⑤ A: 할머니께 얼마나 자주 전화 드리니? 
    B: 네 마음에 든다니 기뻐. 

[어구] eat out 외식하다, have you ever been to~ ~에 가 본 적 있니?
[해설] ‘I’m glad you like it.’은 빈도를 묻는 말에 대한 적절한 응답이 아니다.  

9. [출제의도] 지칭어 추론하기
[해석] 

  이것은 옷을 보호하기 위해 착용될 수 있다. 이것은 보통 허리 둘레에 묶여 
옷의 앞면에 착용된다. 이것은 흔히 식당 종업원 같은 사람들이 입는 유니폼
의 일부분이다. 많은 주부들 역시 이것을 착용한다.  

[어구] protect 보호하다
[해설] 앞치마에 대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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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출제의도] 빈 칸 추론하기
[해석] 

  영어에는 재미있는 단어 쌍이 많이 있다. homonym은 철자는 같으나 두 가
지 다른 의미를 가진 단어를 뜻하는 말이다. 예를 들어, ‘bat’은 두 가지 뜻, 
즉 동물의 한 종류와 야구 방망이가 있다. 또 다른 단어 쌍은 homophones인
데 그것은 ‘hear와 here’처럼 발음은 같으나 철자와 의미가 다른 것이다.

[어구] pair 쌍
[해설] hear와 발음은 같고 철자와 의미가 다른 단어는 ‘here’이다.

11. [출제의도] 빈 칸 추론하기
[해석] 

  인간은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사실, 남녀 간 오해는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 왔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또는 느끼는 것을 서로에게 정확히 말하는데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중요성은 분명해 진다.    

[어구] continue 지속되다
[해설]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 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통해         

‘effective communication’을 추론할 수 있다.  

12. [출제의도] 글의 목적 파악하기
 [해석] 

  저희 아들 Tommy가 다음 주에 학교에 못 가게 됩니다. Tommy의 결석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결석 사유는 가족 여행입니다. 여행 중 저희 가
족은 Walt Disney World를 방문하려고 합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Tommy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어구] reason 이유, absence 결석
 [해설] 가족 여행으로 인한 아들의 결석을 알리기 위한 글이다.

13. [출제의도] 도표 이해하기
[해석] 

  민수는 지난 토요일 부산에 갔다. 그는 편안한 버스 여행을 원했다. 그는 일
등석 표 값으로 30,000원을 냈다.  운이 나쁘게도, 그는 오후 2시 40분에 떠
나는 버스를 놓쳤다.  그는 다음 버스를 탔다. 그는 저녁 8시에 부산에 도착
했다. 

[어구] unfortunately 운이 나쁘게도, miss 놓치다
[해설] 일등석 표 값은 50% 부가돼서 30,000원이고 2시 40분발 부산행 버스를  

놓쳐서 20분 후인 오후 3시에 출발하는 버스를 5시간 타고 갔으니 도착 시간
은 저녁 8시가 된다. 

14. [출제의도] 글쓴이의 심경 파악하기
[해석] 

  내가 고개를 들었을 때, 파랗던 하늘이 갑자기 검은 구름으로 가득해졌다. 
나는 포성 같은 굉음을 들을 수 있었다. 나는 재빨리 친구들이 있는 교실로 
돌아가 그 소식을 들었다. 전쟁이 일어난 것이다! 우리는 모두 서로를 껴안으
며 울었다. 전화는 완전히 차단되어서 나는 가족과 연락할 수 없었다. 

[어구] roaring 굉음, completely 완전히, block 차단시키다 
[해설] 전쟁이 시작되고 가족과 연락할 수 없어 무서워하는 상황이므로 ‘scared’가 

정답이다.

15. [출제의도] 글의 주제 찾기
[해석] 

  화산이 항상 무섭고 위험한 것은 아니다. 화산의 용암은 식어서 산, 섬, 평
지가 된다. 그 땅은 식물과 동물의 새로운 서식지가 된다. 게다가, 화산재에
는 종종 미네랄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그 미네랄 성분은 토양과 섞인다. 여
러 해가 지나면, 이 화산재가 토양을 매우 비옥하게 만든다. 마그마는 또한 
주변에 있는 지하수를 데운다. 그 물이 땅 속에서 솟아 나온다. 그것이 온천
이다. 

[어구] plain 평지, ash 재
[해설] 화산 활동의 긍정적 결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16. [출제의도] 글의 제목 찾기 
[해석] 

  유리는 재사용이 가능하다. 새 유리를 만든다는 것은 모래와 다른 물질을 
매우 높은 온도로 가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많은 에너지를 필요
로 한다. 유리 재활용의 첫 단계 중 하나는 유리를 부셔서 ‘cullet’이라고 하
는 생성물을 만드는 것이다. cullet은 훨씬 낮은 온도에서 녹는다. 따라서, 
cullet으로 재활용 유리 제품을 만들면 원재료로 새 유리 제품을 만들 때보다 
에너지를 40퍼센트 덜 사용하게 된다.

 [어구] temperature 온도, melt 녹다, original material 원재료
 [해설] 유리 재활용이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17. [출제의도] 글의 요지 파악하기
 [해석] 

  사람들은 휴대 전화로 문자 메시지 주고받기를 좋아한다. 사람들은 걷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심지어 운전 중에도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다. 그러한 습관 
때문에 사람들은 다치게 된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다
가 자전거에서 떨어졌고, 운전자들은 자동차 사고를 내기도 했다. 의사들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문자 전송으로 인한 사고를 경고
하면서,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있다.

 [어구] text 문자 메시지를 보내다, warn 경고하다, texting accident 문자 전송  
       으로 인한 사고
 [해설] 다른 활동 중에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지 말자는 내용의 글이다.

18. [출제의도] 도표 이해하기
 [해석] 

<3학년 학생들이 하는 운동경기>
야구 25명, 테니스 15명, 축구 30명, 하키 10명, 농구 20명

 [어구] the second most popular sport 두 번째로 인기 있는 운동
 [해설] 농구가 테니스보다 인기가 많다.

19. [출제의도] 빈 칸 추론하기
 [해석] 

  Sally는 부엌으로 걸어 들어갔고 기분이 안 좋아 보였다. “무슨 일 있었니, 
Sally?” 라고 오빠가 물었다. 그녀는 말했다. “정말 운 나쁜 날이야. 버스를 
놓쳐서 학교까지 걸어가야 했지. 영어 쪽지 시험은 망쳤어. 사물함 열쇠를 집
에 두고 온 걸 알고 친구한테 체육복 바지를  빌려야 했어. 체육 시간에는 발
목도 다쳤어.  불행은 겹쳐서 오나봐.” 

 [어구] mess up 망치다, ankle 발목, sweat pants 체육복 바지, When it rains,   
  it pours. 불행은 겹쳐서 온다.

 [해설] ‘When it rains, it pours.’는 직역하면 ‘비가 오면 한꺼번에 쏟아진다.’로 ‘불    
 행이 겹쳐서 온다.’라는 의미를 가진 속담이다.

20. [출제의도] 연결어 추론하기
 [해석] 

  일기 예보는 종종 농작물과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 예를 들어, 앞으로 날씨
가 추워질 것이라는 보도는 과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을 피우도록 과
일 재배자를 과수원으로 발걸음하게 할 것이다. 어부와 비행기 조종사 또한 
일을 하러 가기 전에 다가올 날씨에 귀를 기울인다. 심한 악천후가 예보되면, 
사람들은 캠핑이나 등반 계획을 취소한다. 

[어구] forecast 예보(하다), orchard 과수원, severe 극심한 
[해설] ‘일기 예보가 작물과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라는 문장을 뒷받침하는 구체

적인 예가 진술되므로 ‘For example’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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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출제의도] 글의 내용 이해하기
 [해석] 

  인도의 유명한 전통 스포츠 Kabaddi는 인도의 Tamil Nadu 주에서 유래되
었다. 그것은 4천 년의 역사를 가진 팀 스포츠이며, 기술과 힘이 요구된다. 
그 운동은 레슬링과 럭비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경기는 1938년 Indian 
Olympic Games에 소개되었다.

 [어구] traditional 전통적인, originate 유래하다, characteristic 특징
 [해설] 레슬링과 럭비의 특징을 갖고는 있으나 두 스포츠에서 유래된 것은 아니다.

22. [출제의도] 글의 순서 파악하기
 [해석] 

  E. B. White는 거미를 좋아해서 그것들이 자신의 서랍장 위에 거미집을 짓
게 했다. (B) 그는 돼지에도 흥미가 많아서 농장에서 돼지를 정성껏 키우기
도 하였다. (C) 이러한 관심으로 인하여 그는 Charlotte’s Web 이라는 책에
서 매우 유명한 거미 Charlotte과 돼지 Wilbur를 창조했다. (A) 그 책은 오늘
날에도 여전히 어린이들에게 매우 인기 있다.

 [어구]  web 거미집, dresser 서랍장
 [해설] (B)의 also, (C)의 These interests, (A)의 The book을 참고하면 글의   

 순서를 파악할 수 있다.

23. [출제의도] 어법에 맞는 표현 고르기
 [해석]

  어머니날은  꽃이 가장 많이 팔리는 때이다.  어머니날에 가장 많이 팔리는 
꽃은 장미와 카네이션이다.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은 어머니에게 꽃을 드림
으로써 어머니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다. 내년 어머니날에는 잊지 말
고 꽃으로 어머니를 기쁘게 해 드려라!  

 [어구] occasion (특정한) 때, appreciation 감사 
 [해설] (A)는 ‘the most popular flowers’가 주어이므로 복수동사인 are, (B)는  

 방법을 나타내는 by, (C)는 미래의 상황을 나타내는 to make가 알맞다.

24. [출제의도] 글의 흐름 파악하기
 [해석]

  과거에 미국 정부는 아메리칸 인디언들(Native Americans)이 자신의 언어
를 포기하기를 원했다. 일부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학교에서 자신들의 언어
로 이야기하면 처벌을 받았다. 모든 과목은 영어로만 배워야 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은 변했다.  1990년 미국은 토착 언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
을 통과시켰다. 곧, 새로운 법에 의해 자신의 언어를 보존하고 싶어하는 아메
리칸 인디언들에게 금전적 지원이 이루어졌다.  

 [어구]  punish 벌주다, provide A for B A를 B에게 제공하다
 [해설] 글의 흐름상 ‘(토착 언어 사용이 금지되었던) 어려운 상황이 변했다.’는   

 내용은 ③번에 위치해야 토착 언어를 보호하는 새로운 법안의 내용과 자연   
 스럽게 연결된다.

25. [출제의도] 글의 흐름과 무관한 문장 찾기
 [해석] 

  많은 러시아인들은 일상생활에서 불운을 피하려고 애쓴다. 그들은 잠에서 
깨면, 오른쪽 발로 바닥을 디디려 한다. 그들은 나쁜 꿈을 꾸고 나면 나쁜 꿈
이 사라지도록 하기 위해 물을 틀어 놓는다. 그들은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모
두가 자신의 짐 가방 위에 잠시 동안 말없이 앉는다. 그들은 셔츠를 뒤집어 
입으면, 바닥에 셔츠를 던진 후 올바로 입기 전에 그 셔츠를 밟는다. 

 [어구] avoid 피하다, get out of bed 잠에서 깨다, in silence 말없이, put on a    
  shirt inside out 셔츠를 뒤집어 입다

 [해설] 러시아에 관광지가 많다는 것은 불운을 피하기 위한 사람들의 행동을 설  
 명하는 이 글과는 관계가 없다.

26. [출제의도] 글의 내용 요약하기
 [해석]

  가십(gossip)은 개인적 특성에 대한 단순한 소문이라고들 한다. 그것은 무
해한 것처럼 들리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가
십이 그리 나쁜 것 같지 않을 수도 있다. 한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째 사람에게 하고, 그 두 번째 사람은 세 번째 사람에게 이야기하며, 그
것은 계속된다. 그 이야기가 계속되면서, 그것은 불어나고 달라진다. 사람들
이 모든 사실을 알지는 못한다. 그들은 정보를 덧붙인다. 가십이 한 사람에서 
다음 사람으로 옮겨 가면서, 그 피해는 점점 더 커지게 된다.  

 [어구] harmless 무해한
 [해설] 가십이란 여러 사람들을 거치게 되면서, 그로 인한 피해가 더욱 더 커지

게 된다.

[과 학]
27 ② 28 ① 29 ⑤ 30 ② 31 ③ 32 ④ 33 ③ 34 ②
35 ② 36 ④ 37 ③ 38 ④ 39 ⑤ 40 ⑤ 41 ① 42 ④
43 ⑤ 44 ② 45 ① 46 ⑤ 47 ③ 48 ① 49 ④ 50 ①
51 ③ 52 ③ 53 ④ 54 ②

27. [출제의도] 등속 직선운동 이해하기
[해설] 속력=시간

거리 인데, 시간은 2초이고 거리는 10m이므로 속력은 5m/s이다.

28. [출제의도] 빛의 반사와 굴절 이해하기
[해설] 공기에서 물로 빛이 진행할 때, 입사각과 반사각은 항상 같고 그림과 같이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작다.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커진다.

29. [출제의도] 빗면에서 일의 원리 이해하기
[해설] B가 빗면에서 등속운동하므로 B에 작용하는 의 크기는 무게(중력)보다 

작다. 이동한 높이가 같으므로 A, B가 받은 일은 같고, · 로부터 B의 
이동거리는 A보다 크므로 은 보다 크다. 

30. [출제의도] 운동하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 이해하기
[해설] 공이 운동하는 동안 중력 이외에는 작용하는 힘이 없으므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공이 위로 올라갈수록 위치에너지는 증가하고 운동에너지는 감소
한다. 따라서 a, b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같고 운동에너지는 b보다 a에서 크며 
위치에너지는 a보다 b에서 크다.

31. [출제의도] 일률의 공식 적용하기
[해설] 일률(P)=

 인데 그래프에서 5초 동안 물체가 받은 일이 50J이므로 
일률은 10W이고, 물체의 속력이 일정하므로 물체가 받은 힘의 크기 또한 
일정하다. 물체가 받은 일은 그 물체의 에너지 변화량과 같으므로 역학적 에너지
는 50J이다. 

32. [출제의도] 옴의 법칙을 이용하여 전류의 세기 구하기
[해설] 저항의 병렬연결에서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저항값에 반비례

한다. 따라서 저항값의 비가 1 : 2이므로 전류의 비  :는 2 : 1이다.

33. [출제의도]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이용하여 높이 구하기
[해설]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의 운동에너지가 400J이므로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400J로 항상 일정하다. 그런데 , 에서 운동에너지가 각각 100J, 200J
이므로 , 에서 위치에너지는 각각 300J, 200J이다. 위치에너지는 높이에 
비례하므로 높이의 비  : 는 3 : 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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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출제의도]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방법 적용하기
[해설] 밀도차가 있는 고체 혼합물은 고체를 녹이지 않으면서 두 고체의 중간 밀도를 

가진 액체에 넣어 분리할 수 있다. 세제통 조각과 요구르트통 조각이 섞인 혼
합물을 물에 넣으면 물보다 밀도가 큰 세제통 조각은 가라앉고 물보다 밀도가 
작은 요구르트통 조각은 뜬다. 밀도는 물질의 크기와 관계없이 일정한 값이므
로 세제통 조각을 더 작게 잘라 물에 넣어도 뜨지 않는다. 좋은 볍씨와 쭉정
이도 소금물에 넣어 밀도차로 분리할 수 있다.

35. [출제의도] 분자의 성질 이해하기
[해설] 돌턴의 원자설로는 기체반응의 법칙을 설명할 수 없어 아보가드로가 

분자를 제안하였다. 분자는 물질 고유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이므로 
분자가 원자로 나누어지게 되면 물질의 성질을 잃어버리게 된다. 불꽃반응은 
금속 원소를 구별하는 방법이다.

36. [출제의도] 얼음의 가열곡선 이해하기
[해설] 고체를 가열하면 고체 → 액체 → 기체로 상태변화가 일어난다. 그래프에서 

A구간은 고체이며 분자 사이의 인력이 크고 분자 운동은 느리다. B구간은 
상태변화가 일어나는 구간으로 가해준 열이 융해열로 쓰이므로 온도가 일정
하다. C구간은 액체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으며 분자 운동은 점점 활발해진다.  
D구간은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기화가 일어나는 구간이며 E구간은 기체의 
온도가 올라가는 구간으로 분자 운동이 가장 활발하고 분자 배열은 매우 불규칙적
이다.

37. [출제의도] 고체의 용해도 곡선 이해하기
[해설] 용해도란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에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g수이며
      물질의 특성이다. 온도에 따른 용해도의 변화가 가장 작은 것은 염화나트륨

이다. 40℃에서는 질산나트륨의 용해도가 세 물질 중 가장 크며, 60℃에서 
질산칼륨의 용해도는 110이므로 60℃의 질산칼륨 포화수용액 210g을 
10℃로 냉각시키면 90g의 질산칼륨이 석출된다.

38. [출제의도] 아보가드로의 법칙 적용하기
[해설] 보일의 법칙에 의하면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하므

로 2기압의 질소 1L는 1기압에서는 2L가 된다. 또한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가 포함되므로 기체의 부피가 2배
이면 들어 있는 분자 수도 2배가 된다. 따라서 2기압의 질소 1L에 들어 있는 
분자 수는 1기압의 수소 1L에 들어 있는 분자 수의 2배인 2N 개이다.

39. [출제의도] 기체반응의 법칙 적용하기
[해설]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반응하는 기체의 부피와 생성되는 기체의 부피 

사이에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 실험 (나)에서 남는 기체가 0이므로 A와 
B가 반응하는 부피비가 2 : 1임을 알 수 있으며, 실험 (가)에 이 부피비를 
적용하면 반응 후 남은 기체는 A 임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를 종합하면 기체

     사이의 부피비 A : B : C = 2 : 1 : 2이므로 실험 (나)에서 X의 부피는 60mL이다.

40. [출제의도] 분자모형과 화학식 나타내기
[해설] 한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수를 나타낸 식을 분자식이라고 하며, 

이를 모형으로 나타내면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수, 배열 및 분자의 
모양 등을 쉽게 알 수 있다. 산소 분자 O2의 분자모형은 산소 원자모형 2개를 
붙여서 나타내고, 탄소 원자 1개와 산소 원자 2개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이산화탄소의 분자식은 CO2로, 이산화탄소 2분자는 2CO2로 나타낸다.

41. [출제의도] 혈액의 구성과 기능 파악하기
[해설] 제시된 자료는 겸형적혈구빈혈증을 설명한 것이므로 A는 적혈구를 의미

한다. 적혈구는 산소와 결합하여 혈액을 붉게 보이게 한다. 몸에 침입한 병균을 
잡아먹는 식균작용은 백혈구의 기능이며, 상처가 났을 때 혈액을 응고시키는 
것은 혈소판의 기능이다.

42. [출제의도] 현미경 배율에 따른 변화 파악하기
[해설] 대물렌즈의 길이가 길수록 고배율이며, 고배율일수록 상의 크기는 커지고, 

시야는 좁아지며 어두워지게 된다.

43. [출제의도] 광합성과 호흡의 개념 이해하기
[해설] 녹색 식물은 광합성과 호흡을 하며, 광합성과 호흡은 세포 내에서 일어난

다. 광합성은 빛이 있는 조건인 낮에만 일어날 수 있으나 호흡은 빛의 유무와 
상관없이 낮과 밤에 계속해서 일어난다.

44. [출제의도] 눈의 구조와 기능 파악하기
[해설] 제시된 그림은 근시일 때, 상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근시는 가까운 곳의 

물체는 선명하게 볼 수 있으나 먼 곳의 물체는 선명하게 볼 수 없다. 근시는 
오목렌즈로 교정한다. 홍채는 빛의 양을 조절한다. 

45. [출제의도] 감수분열의 과정과 의미 이해하기
[해설] 감수분열에서 염색체의 수가 줄어드는 시기는 제1분열이다. 제1분열에서 

염색체의 수가 줄어드는 이유는 상동염색체의 접합인 이가염색체가 나누어지기 
때문이다. 감수분열 결과 생식세포가 형성된다. 생물의 생장이 일어나거나 
수정란의 발생초기에 나타나는 세포분열 방식은 체세포분열이다.

46. [출제의도] 염색체의 특징 이해하기
[해설] 체세포 속에는 상동염색체가 23쌍 들어있다. 이 중 상염색체는 22쌍이며, 

성염색체는 1쌍이다. 남자는 성염색체가 XY이고, 여자는 XX이다.

47. [출제의도] 생식방법에 따른 특징 이해하기
[해설] 제시된 자료의 (가)는 유성생식, (나)는 무성생식을 나타낸다. 유성생식의 

특징은 생식세포의 결합으로부터 새로운 개체를 만들기 때문에 다양한 형질의 
자손이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며, 무성생식의 특징은 모체와 새로 생긴 개체
사이의 유전자가 동일하다는 것이다. 생식세포에는 상동염색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48. [출제의도] 대기권의 구조와 특징 알아내기
[해설]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층인 대기권은 고도에 따른 기온 분포에 따라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으로 구분된다. 대류권 위에 존재하는 성층권은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져 안정적이며 대류 현상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49. [출제의도] 토양의 성질 이해하기
[해설] A는 표토, B는 심토, C는 모질물, D는 기반암이다. 토양의 생성 순서는 

D→C→A→B이다. 심토(B)층은 위층에서 용해된 물질이 침전되어 내려와 
만들어진다. 모질물(C)층은 기반암에서 쪼개진 큰 돌이나 모래로 구성되어 있다.  

50. [출제의도] 실험으로 광물 구별하기
[해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각은 많은 종류의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암석은 모양과 

색깔이 다른 여러 종류의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다. 이와 같이 암석을 이루는 
알갱이를 광물이라고 한다. 여러 가지 광물을 구별할 때에는 결정형, 쪼개짐과 
깨짐, 색과 조흔색, 굳기, 자성, 염산 반응 등 광물의 독특한 성질을 이용한다. 
흑운모는 종이처럼 얇게 떨어지는 쪼개짐을 나타내어 다른 광물들과 구별되고 
자철석은 자성을 나타내어 자석에 붙는다.

51. [출제의도] 지층에 나타난 화석으로 퇴적 당시의 환경 예상하기
[해설] 지층에서 발견된 화석을 통하여 지층의 생성 순서와 지층이 퇴적될 당시의 

환경을 추측할 수 있다. C층은 삼엽충 화석을 통해 고생대 지층임을 알 수 있으며, 
B층은 암모나이트 화석을 통해 중생대 지층임을 알 수 있고, A층은 화폐석 화석을 
통해 신생대 지층임을 알 수 있다. 각 지층에서 발견된 화석으로 지층의 생성 순서는 
C→B→A임을 알 수 있다. 속씨식물은 신생대에 번성하였다.

52. [출제의도] 우리 은하를 이루는 천체의 특징 이해하기
[해설] 우리 은하는 성단, 성운, 성간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간물질이 모여 

구름처럼 보이는 것이 성운이고, 수많은 별들이 무리를 이루고 있는 것은 성단
이라 한다. 성단에는 수십만 개의 별들이 빽빽하게 모여 공모양을 이루고 있는 
구상 성단과 수십에서 수백 개의 고온의 푸른색 별들이 불규칙적으로 모여 있는 
산개 성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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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출제의도] 대륙 이동의 증거 파악하기
[해설] 베게너는 아프리카 대륙의 서해안과 남아메리카 대륙의 동해안의 해안선이 

서로 잘 들어맞는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대륙 이동설을 최초로 주장하였다. 
그리고 대륙 이동의 증거로 멀리 떨어진 대륙에서 같은 종의 생물 화석이 발견
된다는 점, 여러 대륙에서 빙하의 흔적과 분포가 발견된다는 점, 멀리 떨어진 
대륙 사이의 지질 구조가 연속적이라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54. [출제의도] 지구 모형의 크기 측정하기
[해설] 에라토스테네스가 최초로 지구의 크기를 잰 방법은 지구 모형의 크기 측정 

실험에 적용할 수 있다. 시에네에서 하지에 햇빛이 직접 우물 바닥을 비춘
다는 사실은 지구 모형 위에 막대 A를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세우는 과정에 
해당되고, 시에네와 알렉산드리아의 거리를 잰 것은 막대 A, B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 과정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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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출제의도] ‘늘임표(페르마타)’의 특징 이해하기 
 [해설] 제시문은 연주기호 늘임표(페르마타)에 관한 설명이므로 정답은 ②번 

 이다. ①～⑤ 연주기호의 명칭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돈꾸밈음) 그 음을 위음-본음-아래음-본음의 순서로  꾸며줌.
     ③  (테누토) 그 음을 충분한 길이로 연주함.
     ④  (스타카토) 그 음을 

  길이로 연주함.

     ⑤  (악센트) 그 음을 특히 세게 연주함.

56. [출제의도] 판소리의 구성 요소 이해하기
 [해설] 판소리 구성 요소 중 소리는 소리꾼이 부르는 노래이고, 아니리는 이야기

의 전개를 이끌어 가는 사설 또는 말이며, 발림은 창자의 몸짓 또는 동작이
다. 그림 (가)는 상황을 말로써 설명하고 있으므로 ‘아니리’에 해당되고, (나)
는 ‘부채를 활짝 편다’라는 동작이므로 ‘발림’에 해당되며, (다)는〔중중모
리〕장단으로 노래하므로 ‘소리’에 해당된다.

57. [출제의도] 순음악(절대음악)으로 작곡된 음악 찾기
 [해설] 순음악(절대음악)은 작곡자가 음악의 순수한 구성과 형식에 중점을 두

고 작곡한 것으로 곡의 주제와 그 전개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조의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선택지에서 순음악(절대음악)에 해당하는 곡은 ③번 모차르트 
작곡의 <세레나데>이다. 반면, ①, ②, ④, ⑤번의 곡들은 표제음악의 대표적
인 곡들인데, 표제음악은 순음악과는 다르게 음악 이외의 인간의 감정, 자연
계의 현상, 문학적, 회화적, 극적인 내용 등을 음악으로 표현한 것이다. ①
번은 사계절의 자연현상을, ②번은 괴테의 문학(시)을, ④번은 체코의 자
연과 역사를, ⑤번은 동물들의 익살스러운 모습을 음악으로 표현하였다.

58. [출제의도] 정간보를 서양 음악의 리듬꼴로 나타내기
 [해설] 정간보는 정간 안에 율명을 적어 나타내는 전통 악보이며, 한 정간을 한박

으로 하여 연주한다. 한 정간이 4분음표(♩)라는 기준을 바탕으로 정간보를 
서양의 리듬꼴로 나타내면, 첫 번째 정간은 세 개의 율명이 한 칸 안에 있어 
4분음표를 3등분한 셋잇단음표로 표현한다. 두 번째 정간은 율명이 한 개 있
어서 4분음표에 해당되지만, 율명이 없는 세 번째 정간까지 이어서 연주해야 
하므로 두 번째 정간의 율명은 두 박에 해당하는 2분음표로 표현해야 한다.

     
59. [출제의도] 제시된 조건에 맞게 악보 수정하기
 [해설] 학생이 작곡한 곡을 선생님이 제시한 조건인 ‘라장조, 둘째 마디는 버금

딸림화음(Ⅳ), 곡의 속도는 Andantino(조금느리게)보다 빠르게’를 적용하여 
수정하면 정답은 ④번이 된다. 나머지 선택지의 악보를 분석하면, ①번은 
Allegro(빠르게), 둘째마디는 버금딸림화음(Ⅳ)이지만 바장조에 해당된다.  
②번은 Allegretto(조금빠르게)이지만 사장조이며, 둘째마디는 딸림7화음(Ⅴ7)
이다. ③번은 사장조, Andante(느리게), 둘째마디는 딸림7화음(Ⅴ7)이다. 
⑤번은 라장조, Moderato(보통빠르게)이지만 둘째 마디가 으뜸화음(Ⅰ)
이다.

60. [출제의도] 삼현육각의 연주 형태 이해하기
 [해설] 삼현육각은 흔히 무용(춤) 반주에 쓰이던 연주 형태로 악기편성은 향피리 

2개, 대금 1개, 해금 1개, 장구 1개, 좌고(북) 1개이다. 선택지 ①번 병주는 
음색이 잘 어울리는 두, 세 악기를 연주하는 형태이며, ②번 풍물은 꽹과리, 
장구 등의 타악기와 태평소 중심의 악기 편성을 지칭한다. ③번의 줄풍류는 현
악기 중심의 악기 편성이며, ④번 삼현삼죽은 통일신라 시대에 유행하던 악
기들을 지칭하던 말로, ‘삼현’은 가야금, 거문고, 향비파의 현악기를, ‘삼죽’은 
대금, 중금, 소금의 관악기를 말한다.

61. [출제의도] 애국가 가락 배열하기
 [해설] (가)～(다)는 애국가의 가락으로 애국가 노래에 맞게 가락을 순서대로 

배열하면 (다)→(나)→(가)→(나)의 순이다.
   

62. [출제의도] 설명에 해당하는 피아노 건반 찾기
 [해설] 첫 번째 설명인 가단조의 으뜸음은 음이름 ‘가’ 이므로 건반에서는 ㉣에 

해당된다. 두 번째 설명인 다장조의 ‘도’에서 장 6도의 위의 음은  ㉣인데, 
다장조의 계이름 ‘도’가 ㉠이고, ㉠에서 장 6도 위의 음이 계이름 ‘라’인 ㉣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설명인 오케스트라에서 악기 조율의 기본이 되는 
음은 음이름 ‘가(A)’에 해당하므로 ㉣이 된다.

63. [출제의도] 피아노 3중주 악기 편성 이해하기
 [해설] 제시된 악보를 피아노 3중주(피아노, 바이올린, 첼로)편성으로 연주하면 

첫 번째 보표는 바이올린, 두 번째 보표는 첼로, 세 번째 모음 보표는 피아노가 
연주를 담당한다.

64. [출제의도] 대취타의 연주과정 및 악기 편성 이해하기
 [해설] 대취타는 임금의 행차나 군대의 의식에 쓰이던 옛 군악으로 불고 치는 

악기로 구성된다. 부는 악기로는 나발, 나각, 치는 악기로는 용고, 자바라, 징, 
가락 악기로는 태평소가 쓰인다. 연주 과정은 음악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집사가 
지휘봉이라 할 수 있는 등채를 양손에 받쳐 들고 “명금일하 대취타”라고 외치면 
징이 한 번 울리고, 용고를 치는 악사가 용고의 가장자리를 딱딱～딱 세 번 치
고 나면 모든 악기가 연주된다. 끝날 때에는 집사가 등채를 받쳐 들고 “허라
금”이라고 외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