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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중학교 2학년 교과학습 진단평가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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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성취 기준 평가 요소
내용 영역

배점 정답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1 2917-2 상대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대화하기 ○ 4 2
2 2942-1 국어의 자음 체계와 모음 체계 ○ 4 3
3 2915-3 토의 참여자의 올바른 태도 ○ 4 5
4 2946-1 품사의 개념과 분류 기준 ○ 4 3
5 2911-2 말하기 계획 수립하기 ○ 4 5
6 2913-2 자기 소개하기 ○ 4 5
7 2932-3 적절한 설명 방법으로 글쓰기 ○ 4 3
8 2923-2 설명문 요약하기 ○ 4 3
9 2924-2 설명 방식 파악하기 ○ 4 2
10 2931-1 글쓰기 단계의 특징 ○ 4 1
11 2936-1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글의 특성 파악하기 ○ 4 4
12 2931-3 쓰기 과정 점검하고 조정하기 ○ 4 1
13 2936-3 삶의 체험을 바탕으로 글쓰기 ○ 4 4
14 2951-1 문학적 효과 이해하기 ○ 4 5
15 2951-1 문학적 표현 방식 찾기 ○ 4 2
16 2951-2 문학적 표현을 통해 생각과 감정 표현하기 ○ 4 1
17 2951-2 문학적 표현 방식 활용하기 ○ 4 3
18 2952-1 갈등 파악하기 ○ 4 2
19 2958-2 적절한 근거를 들어 작품 평가하기 ○ 4 5
20 2952-2 작품의 의미 이해하기 ○ 4 4
21 2945-2 합성어 구분하기 ○ 4 1
22 2941-1 언어의 특성 이해하기 ○ 4 5
23 2923-2 글의 내용 요약하기 ○ 4 1
24 2922-2 매체 자료의 적절성 평가하기 ○ 4 2
25 2921-3 글의 내용 예측하며 읽기 ○ 4 4

합계 4 5 5 4 7 100

국 어  
2015학년도 교과학습 진단평가 내용분류표

- 중학교 2학년 국어 -

정답    

해설

1. [출제 의도] 상대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대화하기
미선이는 영지의 상황을 이해하고 자신의 경험을 떠

올리며 공감하고 있다. 

2. [출제 의도] 국어 자음 체계 이해하기
세 단어의 첫소리인 ‘ㅁ, ㅂ, ㅍ’은 모두 두 입술이 맞닿아 

소리가 나는 입술소리이다. 

3. [출제 의도] 의견을 존중하며 토의하기
학생들은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명확하게 펼치며 

토의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데 
중점을 둔 나머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며 협력하는 
태도가 부족하다. 

4. [출제 의도] 품사의 개념과 분류 기준 이해하기
‘ㄱ. 걷다, 웃다, 달리다’는 사물이나 사람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이며, ‘ㄴ. 작다, 예쁘다, 하얗다’ 는 사물
이나 사람의 성질 또는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5. [출제 의도] 말하기 계획 수립하기 
정은이는 유기견 보호소로 자원봉사를 함께 가자는 

주장을 발표하려고 한다. 말하기 내용 상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으로, 동물조련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영상은 
말하려는 내용과 어울리지 않는다. 

6. [출제 의도] 소개하는 말하기의 방법 파악하기
“우리 가족들은 나에게 ‘깜지연’이라는 별명을 붙여줬어.”

라고 말하며 자신의 외모에 관한 별명을 제시하여 친밀감을 
높이고 있다. 

7. [출제 의도] 적절한 설명 방법으로 글쓰기
‘고양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개와 다르다.’는 문장 

아래에 ㉠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개와 고양이의 차이점’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다. 대상들 사이의 차이점을 가지고 
설명하는 방법은 대조이다. ①은 정의, ②는 분류, ④는 
인과이다. 

8. [출제 의도] 글의 내용 요약하며 읽기
이 글은 김장을 맛있게 담그기 위해 김장에 필요한 

좋은 재료를 구별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9. [출제 의도] 글 속에 사용된 설명 방법 파악하기
㉠은 ‘정의’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①은 분석, 

②는 정의, ③은 묘사, ④는 예시, ⑤는 분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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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출제 의도] 글쓰기 단계의 특징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주제, 목적, 독자를 고려하여 쓰기 과정을 계획해야 한다. 내용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다양한 매체 자료를 제시하는 활동은 표현하기 단계에서 필요하다.  

11. [출제 의도]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글의 특성 파악하기
윗글은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전달하는 수필이다.

12. [출제 의도] 쓰기 과정 점검하고 조정하기
㉠은 ‘재작년’이라는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므로 ‘있을’을 ‘있었던’이라는 과거의 표현으로 고쳐 써야 한다.

13. [출제 의도] 글쓴이의 삶의 자세 파악하기
글쓴이는 사물을 바로 보다가 다시 거꾸로 보기를 반복하며 깨달음을 얻은 바를 전하고 있다. 보는 각도를 달리하면 사람이나 사물이 지닌 새로운 면을 찾아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글쓴이가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다양한 시각에서 사람과 사물을 바라보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4. [출제 의도] 시의 운율 형성 방법 알기
(가)는 ‘톡톡’, ‘주르르’ 등 소리 또는 모양을 흉내 내는 말을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15. [출제 의도] 시의 심상 파악하기
㉠은 시각적 심상을 사용하고 있다. ①은 청각적 심상, ②는 시각적 심상, ③은 촉각적 심상, ④는 청각적 심상, ⑤는 미각과 후각적 심상이다.  

16. [출제 의도] 시의 상징적 의미 파악하기
㉡은 희망, 꿈, 소망 등을 의미하는 시어로, 더 나아가 결실, 성취와 이어진다. (가)의 시어에서 의미가 유사한 것은 ‘보석 알’이다. 

17. [출제 의도] 시의 표현 방법 파악하기
㉢은 직유법이 쓰였다. ①은 대유법, ②는 은유법, ③은 직유법, ④, ⑤는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18. [출제 의도] 소설에 나타난 갈등의 유형 파악하기
(가)에 나타난 주된 갈등의 양상은 인물과 인물의 외적 갈등이다.

19. [출제 의도] 주체적인 관점에서 작품 평가하기
제시된 글은 최근 층간 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내용의 글이다. 층간 소음의 갈등이 
일어나기 전에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이해하자는 
이 소설의 주제를 바탕으로 인물의 행동을 평가했을 때,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것은 바람직한 해결책이 
아니다. 그러므로 ⑤는 작품에 대한 적절한 평가로 
볼 수 없다.

20. [출제 의도] 소설의 주제 파악하기
윗글은 주인공이 층간 소음의 경험을 계기로 하여 그

동안 이웃에 대해 무관심했음을 깨닫고 반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1. [출제 의도] 단어형성법 파악하기
‘밤나무’와 ‘밥그릇’은 각각 밤(어근)+나무(어근), 

밥(어근)+그릇(어근)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①은 책
(어근)+가방(어근)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②는 지
우(어근)+개(접사), ③은 사냥(어근)+꾼(접사)으로 이
루어진 파생어이다. ④, ⑤는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일어이다.

22. [출제 의도] 언어의 특성 파악하기
단어를 상황에 따라 끝없이 만들어 쓸 수 있는 것은 

언어의 창조성에 해당한다.

23. [출제 의도] 글의 문단 내용 요약하기
산성도의 값이 작을수록 산성비에 가깝다.

24. [출제 의도] 자료 사용의 효과 파악하기
‘물, 샴푸, 요구르트, 오렌지 주스, 콜라, 빗물’의 산성

도를 제시한 시각 자료는 독자가 복잡한 수치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해 준다. 

25. [출제 의도] 글이 사회에 미칠 효과 예측하기
윗글은 빗물의 소중함과 빗물이 일상생활에 사용가능

함을 알리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을 읽고 예측할 수 있는 
캠페인 활동의 내용은 빗물의 소중함을 담고 있어야 한다. 

※ 답지 번호 빈도표
       번호
내용 ① ② ③ ④ ⑤ 계

빈도 5 5 5 4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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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중학교 2학년 교과학습 진단평가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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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호 성취 기준 평가 요소

내용 영역 배
점 

정
답수와 

연산
문자
와 식

함
수

통
계

기
하

1 수91012 소인수분해 하기 ○ 4 4
2 수91013-2 최소공배수 구하기 ○ 4 5
3 수91014-1 최대공약수를 활용하여 문제 해결하기 ○ 4 3
4 수91021 정수와 유리수의 개념 이해하기 ○ 4 2
5 수91023 정수와 유리수의 사칙계산하기 ○ 4 1
6 수92013 일차식의 덧셈과 뺄셈하기 ○ 4 1
7 수92011 다양한 상황을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기 ○ 4 4
8 수92021 일차방정식과 그 해의 의미 이해하기 ○ 4 3
9 수92022 등식의 성질을 이해하고 일차방정식을 풀기 ○ 4 5
10 수93011 함수의 개념 이해하기 ○ 4 2
11 수93012 순서쌍과 좌표 이해하기 ○ 4 5
12 수93013 함수를 활용하여 실생활 문제 해결하기 ○ 4 3
13 수93014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문제 해결하기 ○ 4 2
14 수93013 함수의 개념과 그래프 이해하기 ○ 4 1
15 수94011 히스토그램 이해하기 ○ 4 3
16 수94011 줄기와 잎 그림 해석하기 ○ 4 4
17 수94012 도수분포표에서 평균 구하기 ○ 4 3
18 수94013 상대도수 구하기 ○ 4 4
19 수95011 직선의 위치 관계 이해하기 ○ 4 1
20 수95012 평행선에서 동위각의 성질을 이용하여 문제 해결하기 ○ 4 5
21 수95022 삼각형의 합동조건을 이용하여 문제 해결하기 ○ 4 1
22 수95031-2

수95131-3 다각형의 내각과 외각의 크기 구하기 ○ 4 3
23 수95041-1 다면체의 뜻과 성질 이해하기 ○ 4 5
24 수95032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구하기 ○ 4 2
25 수95043-2 입체 도형의 부피 ○ 4 4

합계 5 4 5 4 7 100

수 학  
2015학년도 교과학습 진단평가 내용분류표

- 중학교 2학년 수학 -

정답    

해설

1. [출제 의도] 소인수분해 하기
    ×

2. [출제 의도] 최소공배수 구하기
  두 수 과 의 최소공배수는 ××이다.

3. [출제 의도] 최대공약수를 활용하여 문제 해결하기
  정사각형 모양 타일의 한 변의 길이는 과 의 
최대공약수 (cm)이다.

4. [출제 의도] 정수와 유리수의 개념 이해하기
  


: 음의 정수

  
 : 정수가 아닌 유리수

  : 정수 
  : 정수가 아닌 유리수
  : 음의 정수
  따라서 음의 정수는 개이므로 입장이 가능한 학생은 
명이다.

5. [출제 의도] 정수와 유리수의 사칙계산하기
××

  

6. [출제 의도] 일차식의 덧셈과 뺄셈하기
      

7. [출제 의도] 다양한 상황을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기
  지불해야 할 금액은 (원)이다.

8. [출제 의도] 일차방정식과 그 해의 의미 이해하기
  ㄱ.   ,   ,    : 일차방정식
  ㄴ.   ,   ,    : 일차

방정식
  ㄷ.   ,    : 항등식은 
     일차방정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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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출제 의도] 등식의 성질을 이해하고 일차방정식을 풀기
   
    
    
   

10. [출제 의도] 함수의 개념 이해하기
  점  를 함수   

 에 대입하면  
 ,  이다.

11. [출제 의도] 순서쌍과 좌표 이해하기
  E 

12. [출제 의도] 함수를 활용하여 실생활 문제 해결하기
  그림과 표에서 와 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면 
  이다.  일 때,   이다.

13. [출제 의도]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문제 해결하기
  그래프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므로 함수식은    ≠

이다. 그래프가 점  을 지나므로 함수식   에 
대입하면  ,  

 , 따라서   

이다.

14. [출제 의도] 함수의 개념과 그래프 이해하기
  그래프가 원점을 지나지 않는 함수식은   

 이고, 
제사분면과 제사분면을 지나는 것은  이므로
  

 이다.

15. [출제 의도] 히스토그램 이해하기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은 이상 미만이고 계급값은 
점이다.

16. [출제 의도] 줄기와 잎 그림 해석하기
  문수보다 봉사 활동을 많이 한 학생은    
시간 봉사를 한 학생이므로 모두 명이다.

17. [출제 의도] 도수분포표에서 평균 구하기
  평균 

××××







 

18. [출제 의도] 상대도수 구하기
  이상 미만인 계급의 도수가 이므로 상대도수는 



 이다. 

19. [출제 의도] 직선의 위치 관계 이해하기
  모서리 CD와 만나지도 평행하지도 않는 모서리는 
모서리 AB 이다.

20. [출제 의도] 평행선에서 동위각의 성질을 이용하여 문제 
해결하기

  ᜶이므로 ∠이고 ∠∠이므로 
  이다.

21. [출제 의도] 삼각형의 합동조건을 이용하여 문제 해결하기
  ∠A이다. 한 변의 길이와 그 양 끝 각의 크기가 
같은 조건으로 ∆ABC와 합동인 삼각형은 ①이다.

22. [출제 의도] 다각형의 내각의 크기, 외각의 크기의 합 구하기
  모든 변의 길이가 같고 모든 내각의 크기가 같은 다각형은 
정다각형이다.
  정각형의 한 외각의 크기는 


이므로 

  , 따라서 정십각형이다.

23. [출제 의도] 다면체의 뜻과 성질 이해하기
 ⑤ 정육면체의 한 꼭짓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는 개이다.

24. [출제 의도] 부채꼴의 넓이 구하기
  중심각의 크기가 , 반지름의 길이가  cm 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


 cm ,

넓이는 ××


 cm이다.

25. [출제 의도] 입체 도형의 부피
  뿔의 부피는 밑넓이×높이× 

 이므로
××× 


  cm이다.

※ 답지 번호 빈도표
       번호
내용 ① ② ③ ④ ⑤ 계

빈도 5 4 6 5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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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중학교 2학년 교과학습 진단평가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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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어  
2015학년도 교과학습 진단평가 내용분류표

- 중학교 2학년 영어 -

번호 성취기준 평가요소 내 용 영 역 배점 정답듣기 읽기 쓰기
1 영중9121-1 설명에 맞는 날씨 파악하기 ◯ 4 3
2 영중9122 화자 간의 관계 파악하기 ◯ 4 5
3 영중9131-1 화자의 심정 파악하기 ◯ 4 1
4 영중9113 전화를 건 목적 파악하기 ◯ 4 5
5 영중9122 상황에 적절한 장소 파악하기 ◯ 4 4
6 영중9113 대화 후 할 일 파악하기 ◯ 4 4
7 영중9122 지불할 금액 파악하기 ◯ 4 2
8 영중9121-1 이용할 교통수단 파악하기 ◯ 4 2
9 영중9122 건물의 위치 파악하기 ◯ 4 1
10 영중9141-1 대화의 마지막 말에 응답하기 ◯ 4 4
11 영중9343 대화의 연결 관계 파악하기 ◯ 4 5
12 영중9342-2 글을 논리적 순서대로 배열하기 ◯ 4 4
13 영중9323 글의 목적 파악하기 ◯ 4 5
14 영중9322-2 글의 요지 파악하기 ◯ 4 1
15 영중9412-2 그래프와 일치하는 문장 완성하기 ◯ 4 5
16 영중9411-1 연결어를 사용하여 문장 완성하기 ◯ 4 3
17 영중9332 설명하는 물건 파악하기 ◯ 4 1
18 영중9331-1 포스터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 4 5
19 영중9345 이어질 글의 내용 추측하기 ◯ 4 1
20 영중9331-1 초대권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 4 3
21 영중9332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 4 3
22 영중9322-1 글의 주제 파악하기 ◯ 4 4
23 영중9343 글의 연결 관계 파악하기 ◯ 4 2
24 영중9343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위치 파악하기 ◯ 4 4
25 영중9422 글의 요지 완성하기 ◯ 4 2

합계 10 12 3 100

정답  

해설

1. [출제 의도] 설명에 맞는 날씨 파악하기
 여자 어른(W): Good evening! This is Jessica Park 
with the weather report. It was sunny today, but 
tomorrow it’ll rain a lot. So, don’t forget to take your 
umbrella with you when you go outside.   

  내일은 비가 많이 올 예정이니 외출 시 우산을 준비하라고 
했으므로 ③이 정답이다.

  
2. [출제 의도] 화자 간의 관계 파악하기
여자 어른(W): How can I help you?
남자 어른(M): I’d like to buy two tickets for this 

movie.
여자 어른(W): What time do you want to watch the 

movie?
남자 어른(M): At seven o’clock.
여자 어른(W): We only have front seats. Is that okay?
남자 어른(M): No problem.

  영화 관람객이 매표소 직원에게 영화 티켓을 예매하고 
있으므로 ⑤가 정답이다.

3. [출제 의도] 화자의 심정 파악하기
여자 학생(G): Sam, what’s wrong? Are you okay?
남자 학생(B): Not really. I lost my cell phone.
여자 학생(G): Oh, I’m sorry to hear that. (pause) 

Wait! Isn’t that your phone under the 
sofa?

남자 학생(B): You’re right! It’s my phone! I’m so 
happy.   

  남자가 잃어버린 휴대폰을 찾게 되어 행복해하므로 
①이 정답이다.

4. [출제 의도] 전화를 건 목적 파악하기
[Telephone rings]
남자 학생(B): Hello?
여자 학생(G): Hi, Chris. This is Kate.
남자 학생(B): What’s up, Kate?
여자 학생(G): I’m going to see a musical. Can you go 

with me?
남자 학생(B): Sounds good.   

  뮤지컬을 보러가자는 제안을 하려고 전화를 한 것이므로 
⑤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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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제 의도] 상황에 적절한 장소 파악하기
여자 어른(W): What can I do for you?
남자 학생(B): I want to borrow these books.
여자 어른(W): May I see your library card, please?
남자 학생(B): Here you are.
여자 어른(W): Bring them back in two weeks.
남자 학생(B): Okay. Thank you.   

  책을 대출하고 싶은 남학생과 사서의 대화에서 도서 대출 카드가 
직접 언급되므로 ④가 정답이다.

6. [출제 의도] 대화 후 할 일 파악하기
남자 학생(B): I’m so bored.
여자 학생(G): Do you want to go for a walk?
남자 학생(B): No, I don’t. Let’s stay home.
여자 학생(G): Then, how about cooking together?
남자 학생(B): Sounds great. Let’s make a pizza.

  요리하자는 여자의 제안에 남자가 동의하였으므로 ④가 
정답이다.

7. [출제 의도] 지불할 금액 파악하기
여자 어른(W): How can I help you?
남자 어른(M): I’d like to buy a cap. How much is this 

one?
여자 어른(W): It’s ten dollars.
남자 어른(M): Okay. I’ll take two.
여자 어른(W): Two caps? (pause) Here they are.

  모자가 10달러인데 2개를 구입하겠다고 하므로, 남자가 
지불해야 할 금액은 ②가 정답이다.

8. [출제 의도] 이용할 교통수단 파악하기
여자 어른(W): Excuse me. How can I get to the Art 

Museum?
남자 어른(M): You can take a bus or the subway.
여자 어른(W): I see. Where is the bus stop near here?
남자 어른(M): Oh, I’m going to take a bus, too. Let’s 

go together.
여자 어른(W): Thank you.   

  여자가 버스 정류장의 위치를 묻자, 남자도 버스를 탈 
예정이어서 함께 가자고 했으므로 ②가 정답이다. 

9. [출제 의도] 건물의 위치 파악하기
남자 어른(M): Excuse me. Is there a bank around 

here?
여자 어른(W): Yes. Go straight two blocks and turn  

left. It’s on your right.
남자 어른(M): I’m sorry?
여자 어른(W): Go two blocks, (pause) and turn left. 

It’s on your right.
남자 어른(M): I see. Thank you.   

  두 블록 직진 후 좌회전하면 오른쪽에 있다고 했으므로 
①이 정답이다.

10. [출제 의도] 대화의 마지막 말에 응답하기
남자 학생(B): Did you hear the news?
여자 학생(G): No, what happened?
남자 학생(B): Emily broke her arm.
여자 학생(G): Oh, she did?
남자 학생(B): Yes, she broke her arm while she was 

skiing.
여자 학생(G):                                    

  팔이 부러진 친구의 소식을 듣고 응답하는 내용이므로  
④가 정답이다.

11. [출제 의도] 대화의 연결 관계 파악하기
A: 내일이 우리 엄마 생신이야.
B: 선물은 샀니?
A: 아직. 좋은 생각 있니?
B: 꽃을 사는 것이 어때?
A: __________. 우리 엄마는 장미를 좋아하셔.   

  꽃을 사라는 제안에 “좋은 생각이야.”라는 대답이 적절하므로 
⑤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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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출제 의도] 글을 논리적 순서대로 배열하기
  Sora’s Cooking Show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과일 샐러드를 만들 거예요.
(A) 그리고 나서, 칼로 과일을 자르세요.
(B) 마지막으로, 야채와 같이 섞으세요.
(C) 여러분이 좋아하는 과일을 선택하세요.
샐러드 위에 레몬 소스를 얹으세요. 맛있게 드세요!   

  먼저 과일을 선택하고, 과일을 자르고, 야채와 섞는 
순서이므로 ④가 정답이다.

13. [출제 의도] 글의 목적 파악하기
방학을 즐길 재미있는 장소를 찾고 있나요? 그러면 

대구 과학 박물관을 방문해 보세요. 지하철역에서 5분 
밖에 안 걸린답니다. 로봇쇼는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과학 박물관을 방문하도록 홍보하는 글이므로 ⑤가 
정답이다.

14. [출제 의도] 글의 요지 파악하기
  영어를 잘 하고 싶으세요? 영어를 공부하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첫째, 쉬운 영어로 된 영화를 보세요. 둘째, 
많은 영어책을 읽으세요. 셋째, 영어 동아리에 가입하세요.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글이므로 ①이 
정답이다.

15. [출제 의도] 그래프와 일치하는 문장 완성하기
학생들이 좋아하는 과목

학생 수

20

체육음악 과학

10

15

0

5

  학생들이 체육을 과학보다 더 좋아하므로 ⑤가 정답이다.

16. [출제 의도] 연결어를 사용하여 문장 완성하기
  린다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다. 린다는 다른 친구들과 
다르다. 나의 친구들 대부분은 자신의 말을 하고 싶어 
하지만, 린다는 남의 말을 잘 들어 주려고 노력한다. 
린다는 친구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a good speaker’와 ‘a good listener’는 서로 대조되는 
말이므로 ③이 정답이다. 

17. [출제 의도] 설명하는 물건 파악하기
  여러분은 이것을 미술 시간에 사용합니다. 그것은 종이를 
자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가지고 머리 모양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미술 시간에 종이를 자를 수도 있고, 머리 모양을 바꿀 수도 
있으며, 위험할 수 있는 물건이므로 ①이 정답이다.

18. [출제 의도] 포스터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학급 파티

 누가: 2-5반 학생 
 언제: 3월 14일 토요일 오전 10시
 어디서: 체육관
 가져올 것: 약간의 간식
 할 일: 재미있는 게임
 와서 파티를 즐겨요!

  참가 상품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⑤가 정답이다.

19. [출제 의도] 이어질 글의 내용 추측하기
  종이접기는 매우 재미있습니다. 종이 한 장이 있으면 
됩니다. 개구리와 배와 같은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종이접기의 몇 가지 다른 예들이 있습니다. 

  ‘여기 종이접기의 몇 가지 다른 예들이 있습니다.’가 
마지막 내용이므로 ①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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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출제 의도] 초대권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 당신을 초대합니다! >

THE RIVER BOYS
한국 최고 댄스 그룹

대구, 한국 중학교

오후 1시  /  오후 5시

2015년 5월 16일 토요일

좌석번호: 015

  주어진 초대권 내용으로 보아 하루에 두 번 공연을 한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③이 정답이다.

21. [출제 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송크란 축제는 태국의 큰 축제이다. 그것은 4월에 열린다. 
사람들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다. 그들은 집을 청소한다. 
또한, 그들은 서로에게 물을 뿌린다.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므로 ③이 정답이다.

22. [출제 의도] 글의 주제 파악하기
  학생들은 방과 후에 많은 활동을 한다. 어떤 학생들은 
축구나 농구하기를 즐긴다. 학습을 위해 더 많은 수업을 
받는 학생도 있다. 또다른 학생은 기타나 드럼을 연주한다.

  학생들의 다양한 방과 후 활동에 대한 글이므로 ④가 
정답이다.

23. [출제 의도] 글의 연결 관계 파악하기
  야생 동물들은 살아갈 장소가 필요하다. ① 그러나, 
사람들이 그들에게서 보금자리를 빼앗는다. ② 돌고래는 
영리한 동물이다. ③ 점점 더 많은 야생 동물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 ④ 우리는 미래에 그들 중 일부를 볼 수 없을 
지도 모른다. 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살기에 안전한 장소를 
만들어야 한다. 

  돌고래가 영리한 동물이라는 문장은 글의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는 문장이므로 ②가 정답이다.

24. [출제 의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위치 파악하기
그래서 나는 그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쳤다.

  아버지는 나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 ① ) 나는 하루 만에 그것을 탈 수 있었다. ( ② ) 나는 
톰에게 내가 얼마나 잘 탈 수 있는지 보여 주었다. ( ③ ) 
그도 그것을 배우고 싶어 했다. ( ④ ) 이제 그는 그것
을 잘 탈 수 있다. ( ⑤ )

  주어진 문장이 ‘그래서 나는 그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쳤다.’ 이므로 문맥상 ④가 정답이다. 

25. [출제 의도] 글의 요지 완성하기
  체중을 줄이고 싶으세요? 파란 접시를 사용하세요. 
그 위에 담긴 음식은 맛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흰 접시를 사용하는 것은 주의하세요. 그 위의 음식은 
매우 맛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더 많이 먹게 
될 것입니다. 

↓
체중을 줄이기를 원할 때, 접시의            이 중요하다.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접시의 색깔이 중요하다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으므로 ②가 정답이다.

※ 답지 번호 빈도표
       번호
내용 ① ② ③ ④ ⑤ 계

빈도 5 4 4 6 6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