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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중학교 1학년 전국연합 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국 어

정 답

1 ⑤ 2 ⑤ 3 ① 4 ③ 5 ①

6 ② 7 ④ 8 ④ 9 ⑤ 10 ②

11 ② 12 ④ 13 ③ 14 ② 15 ①

16 ③ 17 ② 18 ② 19 ⑤ 20 ②

21 ⑤ 22 ④ 23 ④ 24 ⑤ 25 ④

해 설

1. [출제 의도] 자기소개하는 말하기의 전략
원준과 동희 모두 자신의 이름과 성격을 말하기의 도입부에서 언급하고

있다.

2. [출제 의도] 말하기 계획
원준의자기소개계획중자신의인터넷블로그를보조자료로제시하자는

항목은 실제 말하기에서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

3. [출제 의도] 상대의 이야기에 공감하는 말하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는 속담은 아무 의도 없이 한 일이 마침

다른 일과 때가 같아 어떤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의심을 받게 될 때 쓰는

것이다. TV 볼륨을 낮추려다가 어린 동생에게 오해를 받아 억울하게 된

‘나’의 상황에 어울린다.

4. [출제 의도] 상황과 맥락을 파악하여 말하기
자료에제시된발화상황은여자친구와싸워서상심한철수를위로하는

것이다. 싸우기이전의철수와여자친구의다정한모습을 ‘한쌍의병아리’에

비유해서 표현했는데 유민이 자신도 병아리를키우고 싶다고 맥락에 맞지

않는 말을 하였다.

5. [출제 의도] 토의에서 의견의 공통점 찾기
‘자율 급식 주간’의 식단 짜기에 대해 세 명의 학생이 토의하고 있다.

토의 내용 중 세 명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것은 ‘급식에 국산 재료를

사용하자.’는 것이다.

6. [출제 의도] 단어의 짜임과 새말의 형성 원리 이해하기
표에서 새말 중 가장 비율이 높은 단어는 합성어이다. ‘민낯, 누리꾼,

새내기, 지킴이’는 파생어이고, ‘꽃미남’은 어근과 어근으로 결합된 합성어

이다.

7. [출제 의도] 자음의 조음 위치
발음할 때 위아래 입술이 닿는 자음은 ‘입술소리’에 해당한다. ‘넙치,

도미, 복어, 혹돔’에는 입술소리인 ‘ㅂ,ㅁ’가 포함되어 있지만, ‘조기’에는

입술소리가 없으므로 위아래 입술이 닿지 않고 발음된다.

8. [출제 의도] 단어의 품사별 특성
형태가 변하면서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는 형용사인

‘즐겁다’이다.

9. [출제 의도] 언어의 본질과 기능 이해하기
어떤 사물의 이름이 우연히 임의적으로 붙는 것은 ‘언어의 자의성’이고

이름을 사회적으로 약속하여 인정받는 것은 ‘언어의 사회성’이다.

10. [출제 의도] 쓰기의 과정 이해하기
제시된 자료와 관련 있는 쓰기의 과정은 ‘내용 생성하기’ 단계이다.

11. [출제 의도] 목적을 고려하여 글쓰기 과정 계획하기
①은배려 스티커제의 부정적실태이다. ㉡에는배려 스티커제의 긍정적

실태가들어가야하는데, ②는배려스티커제의긍정적실태이다. ③과④는

배려 스티커제의 부정적 모습 해결 방안이다. ⑤는 배려 스티커제의 도입

취지이다. 따라서 옳은 것은 ②이다.

12. [출제 의도] 갈등의 원인과 과정 파악하기
수만이 요구하는 돈을 주고 수만이 빙그레 웃음으로써 이 장면에서

문기와 수만의갈등은 해소된다. 돈을 던지는행동으로갈등이심화되지는

않는다.

13. [출제 의도] 작품 속 인물의 행동 이해하기
숙모는 문기가 무언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미처 대답도 하기 전에

자신의 말을 이어나가고 있다.

14. [출제 의도] 사건의 전개에 따른 인물의 심리 파악하기
㉡에는 수만의 협박으로 인해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문기의 고민이나 괴로움을 짐작해 볼 수 있다.

15. [출제 의도] 비유적 표현의 의미와 효과 이해하기
㉡～㉣은 낯선 나그네에게 베푸는 노부부의 따뜻한 인정을 담고 있는

소재이며, ㉤은 그런 노부부의 친절에 보답하는 글쓴이의 행동이다.

㉠은이 수필의 공간적 배경을알 수있는 소재로 따뜻한 인정과는거리가

멀다.

16. [출제 의도] 쓴 내용 점검하고 조정하기
본문의 내용을 보면 낯선 나그네에게도 경계심을 보이지 않고 친절하게

대해 준 노부부의 인정스러운 마음이 잘 드러나므로 ‘성실하게’는 어색한

표현이다. 그런데 ③ ‘간절하게’도 이 노인 내외의 행동에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다.

17. [출제 의도] 작품을 해석하여 독자에게 적용하기
(가)의 주제와 관련하여 <보기>의 ‘나’에게 들려줄 적절한 내용을 묻고

있다. (가)의 주제는 청년들이 꿈, 이상, 사랑을 지닌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므로 <보기>의 ‘나’에게 꿈을 키우라는 말이 적절하다.

18. [출제 의도] 작품의 의미를 다양하게 감상하기
밑줄친부분에담긴의미는끊어질듯이어지면서도어떻게든소망하는

곳에 가 닿으려는 종소리의 간절한 마음을 의인법과 공감각적 표현을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를 통해 종소리의 생명력, 간절함,

은은함, 표현의 참신함이 느껴진다.

19. [출제 의도] 두 작품의 운율 형성 방법 파악하기
(가), (나) 모두 비슷한 시어나 구절을 반복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가)에는 ‘푸른 바다’, ‘∼면 ∼ 아니지’, ‘∼ 바라본다’ 등이 반복되고

(나)에는 ‘∼ 것은 ∼ 있기 때문이다’, ‘그곳’이 반복된다. 그러므로 정답은

⑤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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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출제 의도] 문단의 중심 내용 요약하기
(나) 글은, 휴대 전화 등 첨단 기기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휴대 전화의

주요 소재인 ‘탄탈룸’의 원료가 되는 콜탄의 수요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가격이 많이 상승했다는 내용이다. 이를 요약하면 ‘콜탄 수요가 늘어나

가격이 많이 상승했다.’가 된다.

21. [출제 의도] 글쓴이의 주장과 의도를 예측하며 읽기
‘당신의 휴대 전화는 몇 살이나 되었는가?’라는 질문에는 앞에서 언급한

문제들에 독자 자신도 관련 있음을 인식시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22. [출제 의도] 매체 활용의 적절성 평가하기
최신형 휴대 전화로 바꾸는 소비 성향 때문에 아프리카의 고릴라들이

생존을 위협받고있으므로〔A〕에는 고릴라의개체수 감소를 보여 주는

자료가 들어가는 것이 좋다.

23. [출제 의도] 설명하는 글 읽기
글의내용은 개가한단어를완전히익힌뒤에비슷한의미를 가진 다른

말로 바꿔 쓰라고 하였다. ④는 글 내용과 반대된다.

24. [출제 의도] 표지를 토대로 내용을 예측하며 읽기
‘반면에’라는 표지를 통해 앞문단에서언급된 것중다른하나의 내용에

대해 다룰 것이라는 예측할 수 있다.

25. [출제 의도] 설명 방식 파악하기
[A]에 사용된 설명 방법은 예시이다. ①은 정의, ②는 분류, ③은 대조,

④는 예시, ⑤는 인과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④이다.

수 학

정 답

1 ⑤ 2 ⑤ 3 ④ 4 ④ 5 ①

6 ③ 7 ① 8 ③ 9 ② 10 ②

11 ③ 12 ④ 13 ② 14 ③ 15 ⑤

16 ④ 17 ④ 18 ② 19 ① 20 ①

21 ② 22 ③ 23 ① 24 ③ 25 ⑤

해 설

1. [출제 의도] 다항식에서 여러 가지 용어의 뜻 이해하기
① 이차식이다.

② 상수항은 이다.

③ 의 계수는 


이다.

④ 항은 모두 개이다.

⑤ 의 계수는 이다. ∴ 참

2. [출제 의도] 일차방정식 풀이하기
  

  

  

∴   

3. [출제 의도] 좌표평면 위의 사분면 이해하기
제사분면에 속하는 도시는 이슬라마바드이다.

4. [출제 의도] 유리수의 사칙계산하기
 ÷ × 




  ÷ × 



  ÷ 

  ÷ 

 

5. [출제 의도] 줄기와 잎 그림 이해하기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나이대는 대이다.

6. [출제 의도] 자연수의 성질 이해하기
ㄱ. 소수는 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므로 개이다. ∴ 참

ㄴ. 은 소수도 합성수도 아니다. ∴ 거짓

ㄷ. 미만의 자연수 중에서 합성수는

         이므로 개이다. ∴ 참

7. [출제 의도] 정수를 수직선에 나타내고 추론하기
각 점들 사이의 거리는


 


  이다. 그러므로 각 점들

은 수직선에서 만큼 떨어진 좌표에 대응된다. 또한 점 A는 점 B의 왼
쪽에 위치하므로     에 대응된다.

8. [출제 의도] 문자를 사용하여 식을 간단히 나타내기
시 이전에 입장한 중학생의 수가   명이므로

     ∴ 원이다.

9. [출제 의도] 거듭제곱을 활용하여 추론하기
첫째 날 톨, 둘째 날 톨, 셋째 날   톨과 같은 방법으로 밀을

받으므로 번 째 날은     톨을 받는다.

10. [출제 의도] 일차식 계산하기









  이므로

    

 


  

11. [출제 의도] 일차방정식의 해의 개념을 이해하고, 해를 구하기
  를 일차방정식에 대입하면       

∴  

12. [출제 의도] 함수의 개념 이해하기
ㄱ. 을 제외한 자연수의 약수는 개 이상 존재하므로 의 값이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다. ∴ 함수가 아니다.

ㄴ. 시속 km로 시간 동안 간 거리   이므로 함수이다.

ㄷ.   ,   


이므로 함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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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출제 의도] 함수를 활용한 연역 추론하기
관계식을 구하면   


이다.

  를 대입하면   kcal이다.

14. [출제 의도] 도수분포다각형에서 주어진 자료의 평균 구하기
각 계급의 계급값은 순서대로    이므로

(평균) 

×  ×  ×  ×
 

∴ 시간

15. [출제 의도] 도수분포표와 상대도수와의 관계 이해하기
⑤ 수학점수가 점 이상인 학생은 전체의 이다.

16. [출제 의도] 공간에서의 위치관계 이해하기
④ 모서리 CF와 면 ABED는 평행하다.

17. [출제 의도] 정다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를 이해하기
정오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는 이다. 또한 정육각형은 한 내각의

크기가 이므로 한 꼭짓점에서 개가 모이면 가능하다.

∴ (가) :  (나) :  (다) : 

18. [출제 의도] 대각선의 개수를 활용한 수학 외적 문제 해결
오각형의 변의 개수 개와 대각선의 개수는

×
  개를

더하면 모두 개다.

19. [출제 의도] 평각의 성질 이해하기
세 각을 더하면 평각인 이므로

       ∴     

20. [출제 의도] 평행선의 성질 이해하기










∠를 중심으로 직선 과 평행한 직선 을 그리고 윗 부분의 각을

∠, 아랫부분의 각을 ∠라 하자.

∠     , ∠  °° °
∴∠     

21. [출제 의도] 일차방정식을 활용한 수학 외적 문제 해결하기 
카네이션의 수를  (송이)라 두면




  


  


  


    

양변에 을곱하면           ∴   (송

이)

22. [출제 의도] 최대공약수와 최소공배수를 활용한 수학 내적 
문제 해결하기
  ×    × 이고 최소공배수가    ×  ×이므로

는 와 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따라서 는 ×와

×× 이다.

합은   이다.

23. [출제 의도] 함수의 그래프를 활용한 수학 내적 문제 해결
점 P는    


그래프 위의 점이므로

  를 대입하면   이다.

 를   에 대입하면   이다. ∴    



24. [출제 의도] 삼각형의 합동을 활용한 수학 내적 문제 해결
∆AFC ≡∆ABE SAS합동이므로
∠AFC ∠ABE ∠, ∠ACF ∠AEB ∠ 라 하면
∠ ∠       이다.

그러므로 ∠ ∠  ∠AFG∠AED∠∠
     

25. [출제 의도] 부채꼴의 넓이를 활용한 수학 내적 문제 해결
AO   라 두면AB  ×°

°
 


이므로

  이다.

(윗 쪽 어두운 부분의 넓이)   ×°
°

 




(부채꼴 EOD의 넓이)   ×°
°

 

(어두운 부분의 넓이)    


  




영 어

정 답

1 ① 2 ② 3 ④ 4 ③ 5 ③

6 ① 7 ③ 8 ① 9 ⑤ 10 ③

11 ④ 12 ⑤ 13 ① 14 ⑤ 15 ③

16 ② 17 ④ 18 ② 19 ⑤ 20 ⑤

21 ② 22 ⑤ 23 ② 24 ③ 25 ④

듣기대본 및 해설

1. [출제 의도] 묘사하는 사물 파악하기
M: Excuse me. I’d like to buy a picture for my room.
W: How about this flower picture?
M: Well... I like animals.
W: What about this one?
M: The monkeys in the picture look happy. I’ll take it.
[해설] 대화의 마지막에 원숭이 그림을 산다고 하였으므로 정답은

①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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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제 의도] 사건 전후 관계 이해하기
M: Hi, Amy.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afternoon?
W: I don’t have any plans.
M: Why don’t we go hiking?
W: I’d love to, but it’s going to snow soon.
M: Then, how about playing table tennis?
W: That sounds great.
[해설] 남자가 등산을 권유하지만 여자가 곧 눈이 온다고 하자, 남자가

탁구치는 것을 권유하여 여자가 승낙하였으므로 정답은 ②번이다.

3. [출제 의도] 만날 시각 파악하기
M: Suji, what time does the movie start?
W: It starts at 2 o’clock.
M: Why don’t we meet at 1:30 in front of the theater?
W: I think it’s too early.
M: Then let’s meet at 1:50.
W: Okay. See you then.
[해설] 남자의 마지막 말에 나타난 약속 시간은 1시 50분이므로 정답은

④번이다.

4. [출제 의도] 목적지 파악하기
M: Excuse me, where can I find children’s books?
W: They’re on shelf twelve.
M: Where is that?
W: Go to the computer desk and turn right.
M: Turn right, and then...?
W: Go straight to the Newspapers. It’s on your left.
M: Thank you so much.
[해설] Shelf 12의 위치는 컴퓨터 책상에서 우회전하여 신문이 비치된

쪽으로 가서 왼쪽 편에 있으므로 정답은 ③번이다.

5. [출제 의도] 화자 간의 관계 추론하기
W: Oh! Are you the famous writer, David Kim?
M: Yes, I am.
W: I’m very happy to meet you. I love your books.
M: I’m glad you like them.
W: May I take a picture with you?
M: Sure.
[해설] 유명 작가와 그 작가의 책을좋아하는 독자와의 대화이므로 정답은

③번이다.

6. [출제 의도] 금액 추론하기
M: Two umbrellas and one raincoat. Is that all?
W: That’s right. How much are they?
M: They are fortyfive dollars.
W: Here is fifty dollars.
M: Thank you. Here’s your change.
[해설] 여자가 10달러짜리 우산 두 개와 25달러짜리 비옷 한 개를

구매한 후 50달러를 냈으므로 정답은 ①번이다.

7. [출제 의도] 상황에 적절한 대화 추론하기
W: Number one
 M: What are you doing?
 W: I’m washing the dishes.
W: Number two
 M: May I take your order?
 W: Yes. I’d like to have a steak.
W: Number three
 M: Please sit here.
 W: Thank you very much.
W: Number four
 M: How do you want to send this letter?
 W: By airmail, please.
W: Number five
 M: Can you clean the door, please?
 W: No problem.
[해설] 소년이 버스에서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정답은 ③번이다.

8. [출제 의도] 목적 파악하기
(Telephone rings.)
M: Hello! This is East Middle School.
W: Hello. This is Sally Brown’s mom. May I speak to Mr. 

Roy, please? 
M: Sorry, he’s not in now. May I take a message?
W: Yes. Sally cannot go to school today because she’s sick.
M: Okay. I’ll tell him when he comes back.
W: Thank you.
[해설] Sally의 어머니가 딸이 아파서 학교에 결석한다는 것을 알리고자

전화를 걸었으므로 정답은 ①번이다.

9. [출제 의도] 상황에 맞는 응답 추론하기
M: Julie, did you see Tom today?
W: No, he’s in hospital now.
M: What happened to him?
W: He broke his leg yesterday.
M:                                      
[해설] Tom이 다리가 부러져 병원에입원했다는 사실을알게 된안타까운

상황이므로 정답은 ⑤번이다.

10. [출제 의도] 상황에 맞는 응답 추론하기
W: Hi, Matt! What are you doing?
M: I’m doing my science homework. Did you finish yours?
W: Oh! I totally forgot.
M: I think you should start right now. We have to finish it by 

tomorrow morning.
W:                                      
[해설] 잊고 있었던 과학 숙제를 알려 주었으므로 정답은 ③번이다.

11. [출제 의도] 지칭 추론하기
하늘의 한 쪽에서 비가 오고 다른 한 쪽에서 해가 날 때 이것을

볼 수 있다. 그것에는 일곱 가지의 다른 색깔들이 있다. 그것들은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그리고 보라색이다.

[어구] different 다른 violet 보라색

[해설] 글의 내용상 this가 가리키는 것은 무지개이므로 정답은 ④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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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출제 의도] 전후 문단 추론하기
방글라데시에서는 호랑이들이 마을 근처에 살고 있다. 지난 달에

그들은소, 돼지, 심지어몇몇마을사람들까지죽였다. 마을 사람들은

화가나있다. 하지만, 호랑이를 죽이는 것은 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호랑이들을 죽일 수 없다. 어떻게 그들이 함께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몇몇 해결책들이 있다.

[어구] villager 마을 사람 break the law 법을 위반하다

[해설] 마지막 부분에서 사람들과 호랑이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지에 관한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하였으므로 정답은 ⑤번이다.

13. [출제 의도] 어법성 판단하기
우리 가족은 이번 주말에 캠핑을 갈 것이다. 나는 아빠와 함께

텐트를칠것이다. 그리고나서, 나는엄마와즐겁게요리를할것이다.

나는 음식맛이나쁘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밤에 하늘에있는많은

별들을 볼 것이다. 나는 이번 주말이 기다려진다.

[어구] set up 설치하다

[해설] (A)에서 enjoy는 동명사를 목적어로 가지는 동사이므로

cooking을 써야 하고, (B)에서 동사 taste는 형용사를 보어로 가지므로

bad를 써야 한다. (C)에서 stars는 셀 수 있는 명사이기 때문에

many가 적절하므로 정답은 ①번이다.

14. [출제 의도] 심경 추론하기
나는수줍음이많고, 프랑스어를잘하지못한다. 어느날, 우리는

프랑스어 수업에서 몇몇의 새로운 단어를 배웠다. 그러고 나서,

선생님은학생들의이름을부르기시작했다. 그 학생들은교실앞에서

크게 그 단어들을 소리 내어 읽었다. 그러나 그 단어들은 내게는

너무나 어려웠다. 갑자기,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불렀다!

[어구] French 프랑스어 suddenly 갑자기

[해설] 선생님이 교실 앞에서 단어들을 읽을 학생으로 수줍음이 많고

프랑스어에 능숙하지 못한 나의 이름을 불렀으므로 정답은 ⑤번이다.

15. [출제 의도] 빈칸에 들어갈 문장 추론하기
안전한 자전거 타기

자전거를 타기 전에 이것들을 확인해야 한다.

√타이어에 공기가 필요한가?

․만약 타이어에 공기가 필요하다면 타이어에 공기를 넣어라.

√체인에 기름칠이 필요한가?

․자전거를 잘 타기 위해 체인에 기름칠을 할 필요가 있다.

√

․빠르고 안전하게 멈추기 위해서 이것을 확인하라.

[어구] fill up 채워 넣다

[해설] 빠르고 안전하게 멈추기 위해서 이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말이

빈칸 뒤에 이어지므로 정답은 ③번이다.

16. [출제 의도] 필자의 주장 파악하기
여러분은 학교 가기 전에 아침을 먹나요? 아침 식사는 하루 중

가장중요한식사입니다. 여러분은여러분의몸과뇌를위해에너지를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침 식사는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힘을

제공합니다. 만약 아침 식사를 거른다면, 아침 수업을 잘해 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배가 고프지 않을 때조차도, 여러분은 아침을

먹어야 합니다.

[어구] skip ～을 건너뛰다

[해설] 필자는 아침 식사를 꼭 먹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②번이다.

17. [출제 의도] 연결사 추론하기
아기들은 운다. 남자들은 운다. 우리 모두는 운다. 하지만, 모든

눈물들이 똑같은 것은 아니다. 우리는 슬픈 영화를 볼 때 운다. 이

눈물들은 우리의 감정을 보여준다. 양파 껍질을 벗기는 것은 또

다른 유형의 눈물을 만든다. 무언가가 우리 눈 안으로 들어올 때,

이러한 눈물들은 그것을 씻어 낸다.

[어구] create 만들다

[해설] 모든사람들이울지만모든눈물이똑같지는않다고말하고있으므로

정답은 ④번이다.

18. [출제 의도] 글의 주제 파악하기
초콜릿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희소식이 있다. 몇몇 의사들은

약간의 초콜릿은 두통이나 다른 건강상의 문제에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과학자들 또한 초콜릿은 비타민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만약 네가 피곤하다면, 약간의 초콜릿은 도움이 된다. 그것은 건강

하도록 에너지를 제공해 준다.

[어구] headache 두통 vitamin 비타민

[해설] 초콜릿이건강에미치는효능에대한내용이므로정답은②번이다.

19. [출제 의도] 내용 일치 여부 이해하기
중국의새해는 1월과 2월사이에시작된다. 이 기간 동안, 사람들은

새해를즐기기 위해서많은것들을 한다. 그들은 불꽃놀이를 즐긴다.

그들은 행운을 가져다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붉은 색을 많이 사용

한다. 그들은 또한 중국 전통 사자춤을 즐긴다. 사람들은 보통 등을

만들어 그들의 집 밖에 둔다.

[어구] firework 불꽃놀이

[해설] 등을 만들어 집 밖에 두기 때문에 정답은 ⑤번이다.

20. [출제 의도] 제목 추론하기
현재사람들은돈으로동전과지폐를사용한다. 옛날에, 사람들은

다양한 것들을 사용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 상어 이빨을 돈으로

사용했다. 색색의 깃털들과 조개껍데기 또한 돈이었다. 사람들은

심지어 코끼리의 꼬리털을 돈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어구] bill 지폐 feather 깃털 seashell 조개껍데기

[해설] 옛날에 사용된 다양한 돈의 종류에 대해 말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⑤번이다.

21. [출제 의도] 내용 일치 여부 이해하기
Sunrise 중학교 축제

언제: 12월 20일 금요일

오전 11시 - 오후 6시

어디에서: Sunrise 강당

라이브 음악: Sunrise 밴드

오셔서 음식과 영화를 무료로 즐기세요!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우리 웹사이트

http://www.sunrise.ms.kr을 방문하세요.

[어구] festival 축제 for free 무료로 information 정보

[해설] 안내문에는 축제가 Sunrise 강당에서 열린다고 했으므로 정답은

②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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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출제 의도] 실용문 내용 이해하기
[어구] Miles Per Hour 시간 당 마일

[해설] ① 인간은 가장 빠르다.

② 기린은 인간보다 느리다.

③ 얼룩말은 치타보다 빠르다.

④ 사자는 토끼보다 느리다.

⑤ 치타는 기린보다 빠르다.

도표에 따르면 치타가 기린보다 빠르기 때문에 정답은 ⑤번이다.

23. [출제 의도] 문맥상의 어구 의미 추론하기
어제나는수업중에화장실에갔다. 내가교실로다시돌아왔을때,

모두가 웃기 시작했다. 나는 나의가장친한친구에게, “뭐가그렇게

재미있니?”라고물었다. 그녀는 “어디서새로운꼬리를 달고 왔니?”

라고 말했다. 고개를 돌려 보니 내 바지에 정말 긴 화장실 휴지가

매달려 있는 것이 보였다.

[어구] leave 떠나다 turn 돌리다 tail 꼬리

[해설] 화장실을 다녀 온 뒤 바지에 휴지가 끼어서 매달려 있는 모습을

새로운 꼬리로 묘사하였으므로 정답은 ②번이다.

24. [출제 의도] 적절한 순서 추론하기
어떤 새들은 영리하다. 그들은 손이 없지만, 호두를 깰 수 있다.

(B) 그 새들은 한붐비는거리에서 도로 한가운데에 호두를 놓는다.

(C) 그들은 차들이 호두를 깰 때까지 기다린다. (A) 그리고 나서

그들은 호두를 먹는다.

[해설] 손이 없지만 지나가는 차들을 이용해서 호두를 깨서 먹는 어떤

새들에 관한 내용이므로 정답은 ③번이다.

25. [출제 의도] 내용 요약하기
우리는 몸짓 언어로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나는 무서움을 느낄 때 손톱을 물어뜯는다. 우리 엄마는 화났을 때

팔짱을 낀다. 내 남동생은 놀랐을 때 눈썹을 올리거나 입을 벌린다.

몸짓 언어는 우리의 감정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준다.


은 사람들의 감정을 보여줄 수 있다.

[어구] bite 물다 nail 손톱 eyebrow 눈썹

[해설] 몸짓언어는 사람의 감정을 보여줄 수 있다는 내용이므로 정답은

④번이다.

과 학

정 답

1 ④ 2 ④ 3 ⑤ 4 ③ 5 ②

6 ③ 7 ② 8 ① 9 ② 10 ④

11 ⑤ 12 ③ 13 ⑤ 14 ① 15 ⑤

16 ③ 17 ④ 18 ③ 19 ④ 20 ①

21 ① 22 ① 23 ② 24 ② 25 ④

해 설

1. [출제 의도] 과학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이해하기
ㄴ. 화학 비료의 사용으로 농업 생산량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2. [출제 의도] 지구계 각 권 사이의 상호 작용 이해하기
① 바닷물(수권)이 증발하여 구름(기권)이 된다.

② 꽃가루(생물권)가 바람에 날려(기권) 퍼져 나간다.

③ 지진 해일(수권)로 인하여 해안선의 모습(지권)이 변한다.

④ 화산 폭발(지권) 후 화산재가 분출되어 기온(기권)이 낮아진다.

⑤ 가까운 바다(수권)의 수온 상승으로 어종(생물권)이 다양해진다.

3. [출제 의도] 화성암의 특징 이해하기
현무암은 광물 입자의 크기가 작고 어두운 색광물을많이포함(㉣)하는

화성암의 한 종류이다. 결정의 크기가 작은 이유는 마그마가 지표부근

(B)에서 빨리 냉각되었기 때문이다.

4. [출제 의도] 지구 내부 구조 이해하기
지구내부는지진파의속도가크게변하는세군데의경계면을기준으로

4개의 층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림에서 A층은 지각, B층은 맨틀, C층은

외핵, D층은 내핵이다.

③ 외핵은 S파가 통과하지 못하는 구간으로 액체 상태로 추정된다.

5. [출제 의도] 판 구조론의 발달 과정 이해하기
과학사적으로보았을때베게너의대륙이동설이발표된후맨틀대류설,

해저 확장설, 판 구조론의 순으로 이론이 발달되었다. (가)는 대륙 이동설,

(나)는 판 구조론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6. [출제 의도] 여러 가지 힘 설명하기
전자석과 철로 된 자동차 사이에는 자기력이 작용하며, 자동차에 작용

하는 중력과 자기력이 평형을 이루어야 크레인이 자동차를 들어 올릴

수있다. 크레인이이동하면크레인바퀴와바닥사이의접촉면에마찰력이

작용한다.

7. [출제 의도] 힘과 속력 변화의 관계 이해하기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클수록 물체의 속력 변화량이 커진다. 빨대

두 개를 같은 방향으로 불 경우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이 가장 크므로

속력이 가장 크게 변한다.

8. [출제 의도] 시간-속력 그래프 해석하기
열차는 A 구간에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 B 구간에서 등속

운동, C 구간에서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하는 운동을 한다. 위로 던진 공은

속력이 변하는 운동을 하며, 열차의 이동 거리는 그래프의 면적과 같으

므로 B >A> C순이다.

9. [출제 의도] 식물 세포의 구조와 기능 이해하기
A는 세포질, B는 엽록체, C는 핵, D는 미토콘드리아, E는 세포벽, F는

세포막을 나타낸다. 엽록체와 세포벽은 식물 세포에만 존재한다.

보기 ①은 세포막, ③은 엽록체, ④는 액포, ⑤는 핵에 대한 설명이다.

10. [출제 의도] 공변세포 설명하기
(가)는기공이열린그림이고 (나)는기공이닫힌그림이다. 식물체 내의

수분량이 증가하면 기공이 열리고, 이 상태에서 물이 증발되는 현상을

증산작용이라고한다. 공변세포의안쪽보다 바깥쪽이더늘어나서기공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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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출제 의도] 뿌리에서 물이 흡수되는 원리 이해하기
물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는 삼투현상에의해서뿌리는 흙속의

물을 흡수한다. 설탕물과 뿌리의 안쪽(A)은 고농도, 물과 흙(B)은 저농도

이므로 (가)에서는 무 안쪽으로, (나)에서는 B → A로 물이 이동한다.

12. [출제 의도] 광합성 과정 이해하기
광합성은 식물의 잎이 빛 에너지를 받아 (가) 물 + (나) 이산화 탄소

→ (다) 포도당 + (라) 산소의 과정으로 일어난다. 이때 생성된 포도당은

녹말의 형태로 저장되었다가 (마) 설탕으로 분해되어 이동한다.

13. [출제 의도] 광합성과 호흡에서 기체의 출입 비교하기
빛이 강한 낮에는 광합성이 호흡보다 활발하게 일어나므로 A는 광합성,

B는 호흡이다. 광합성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과정으로 엽록체에서 낮에

주로 일어나며, 호흡은 양분을 분해하는 과정으로 모든 세포에서 항상

일어난다.

14. [출제 의도] 줄기의 구조 비교하기
(가)와 (다)는 쌍떡잎식물, (나)와 (라)는 외떡잎식물의 줄기 단면이다.

실험 결과 붉게 물든 부분이 물관이다. (가)는 형성층이 있어 줄기가 굵게

자란다.

15. [출제 의도] 에너지 손실을 줄이기 위한 냉난방 방법 설명하기
⑤ 냉방기를 위쪽에, 난방기를 아래쪽에 설치하면 에너지의 손실을

줄일 수 있다.

16. [출제 의도] 열의 이동 방법 이해하기
알루미늄 금속 막대에서 열은 전도에 의해 이동하며, 이러한 전도는

인접한 분자들사이의 충돌에의해서일어난다. 그러므로이쑤시개는불에

가까운 쪽부터 넘어진다.

17. [출제 의도] 열평형 이해하기
열은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고온(금속 추)에서 저온(찬물)

으로 이동하여 추의 온도는 낮아지고 물의 온도는 높아진다. 질량이 큰

추를 사용하면 추의 열용량이 증가하므로 물의 온도 변화는 커진다.

두 물체의 온도 차이가 클수록 이동하는 열량은 늘어난다.

18. [출제 의도] 확산 현상 이해하기
분자가 스스로 운동하여 주위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확산이라고 한다.

기온이 높을수록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므로 매연은 더 빨리 퍼져 나간다.

바람이 불지 않는 곳에서도 분자 운동에 의해 확산 현상은 일어난다.

19. [출제 의도] 증발 현상 이해하기
거름종이에 떨어뜨린 아세톤이 증발하여 저울의 숫자가 점점 작아진다.

이와 같은 상태 변화를 기화라고 하며, 바람이 부는 곳에서는 더 잘 일어

난다.

20. [출제 의도] 냉각 곡선 이해하기
액체스테아르산을냉각시키면 69.4℃에서온도가일정한구간이생긴다.

이는 스테아르산이응고되면서열을방출하기 때문이며, 이 구간의 온도를

어는점이라고 한다. 물질의 상태 변화가 일어나도 분자 수가 변하지

않으므로 질량은 일정하다.

21. [출제 의도] 기체의 압력과 부피 실험 결과 해석하기
① 실험 결과 기압과 기체의 부피 곱이 일정하므로, 4기압에서의 기체

부피 (가)는 15mL이다.

③ 추 2개를 올렸을 때 기체가 받는 압력은 대기압(1기압)추 2개의

압력(2기압)3기압 이다.

22. [출제 의도] 기체의 온도와 부피 관계를 모형으로 표현하기
온도가내려가면 분자 운동 속도가느려져서부피가줄어든다. 그러므로

풍선 속 분자의 운동을 올바르게 표현한 것은 분자의 모양과 개수가

일정하며 화살표의 길이가 짧아진 것이다.

23. [출제 의도] 생활 속의 상태 변화 찾아내기
어항 속의 물이 줄어드는 것은 기화(A), 나프탈렌이 없어지는 현상은

승화(E), 아이스크림이 녹는 것은 융해(D)이다.

24. [출제 의도] 지구상 물의 분포 비교하기
A는해수, B는빙하이다. 빙하는주로극지방이나고산지대에분포하며,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그 양이 줄어들고 있다. 해수는 염류가 녹아 있고

빙하는 고체 상태이므로 일상생활에서 바로 사용하기 어려운 물이다.

25. [출제 의도]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해하기
해수의 염분은 증발량과 강수량의 차이, 빙하가 녹거나 해수가 어는

경우, 흘러드는 육지의 물 등에 영향을 받는다.

사 회

정 답

1 ① 2 ① 3 ④ 4 ③ 5 ②

6 ⑤ 7 ③ 8 ① 9 ⑤ 10 ④

11 ② 12 ⑤ 13 ③ 14 ② 15 ④

16 ① 17 ③ 18 ⑤ 19 ④ 20 ②

21 ② 22 ① 23 ⑤ 24 ④ 25 ①

해 설

1. [출제 의도] 공간 규모에 맞는 위치 표현하기
공간범위가좁은지역의위치를표현하는방법으로행정구역과랜드마크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가까운 곳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 주는

지도로는 랜드마크를 중심으로 위치를 표현한 약도가 적절하다.

2. [출제 의도] 건조 지역의 생활 모습과 기후 연관 짓기
책에 제시된 그림과 설명은 건조한 지역의 생활 모습이다. 강한 햇볕과

뜨거운 열기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긴 옷을 입고, 강수량이 적어

지붕은 평평하게 만든다. 오아시스 주변에서는 대추야자와 밀을 재배한다.

3. [출제 의도] 일상생활에 활용되는 지리 정보 체계(GIS) 사례 
제시하기
인터넷 전자 지도로 맛집 찾기, 네비게이션으로 길 찾기, 스마트 폰으로

고속도로 정체 구간 파악하기, 지능형 교통 체계 등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지리 정보 체계의 활용 사례이다.

4. [출제 의도] 열대 우림 지역의 주민 생활 모습 찾기
제시된 기후 그래프는 연중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은 열대 우림 기후

이다. 열대 우림 기후 지역에서는 전통적으로 카사바, 얌 등을 재배하고

열대 과일을 주로 먹는다. ①은 지중해성 기후, ②는 서안 해양성 기후,

④는 한대 기후, ⑤는 고위도 지역의 생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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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제 의도] 석회암(카르스트) 지형 찾기
전형적인 석회암 동굴에서는 석회암이 물에 용식되는 과정에서 형성된

종유석과 석순 등을 볼 수 있다. ①은 하천 지형, ③은 건조 지형, ④는

빙하 지형, ⑤는 해안 지형이다.

6. [출제 의도] 경위도의 차이가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 파악
하기
북반구와남반구의중위도지역은 계절이서로반대로 나타난다. 경도에

따라 시차가 발생하므로 우리나라와 낮과 밤이 다르고 계절이 반대인

곳은 칠레인 E다. 그래서 칠레의 포도는 수확 시기가 다른 우리나라로

많이 수출되고 있다.

7. [출제 의도] 인간 거주에 유리한 자연 조건 이해하기
인간 거주에 유리한 자연 환경으로는 하천이 발달한 지역, 기후가

온화한 지역, 바다와 거리가 가까운 지역, 평야가 발달한 지역 등이다.

너무 덥거나 춥거나 물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 경사가 급한 산지 지역,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 지역, 토양이 척박한 지역 등은 인간 거주에

불리한 자연 환경이다.

8. [출제 의도] 도시의 인구 증가 원인 파악하기
제시된 그래프는 울산, 포항의 도시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1960년대 이후 정부의 경제 개발 정책에 따라 대규모 산업 시설이

건설되면서 일자리가 늘어난 것이 주된 원인이다.

9. [출제 의도] 살기 좋은 도시의 조건 제시하기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환경오염

경감, 의료 서비스 확대, 다양한 문화 공간 조성, 친환경 대중 교통 수단

확대등이필요하다. 또한녹지공간을늘려쾌적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10. [출제 의도] 우리나라 자연 경관의 특징 알기
조사 내용에서 (가)는 갯벌, (나)는 화산 지형을 나타낸다. 해안 지형인

갯벌은 주로 서해안에서 볼 수 있는 경관이며 오름, 용암 동굴, 화구호

등을 볼 수 있는 곳은 제주도이다. 지도에서 A는 동해안, B는 서울, C는

서해안, D는 지리산, E는 제주도이다.

11. [출제 의도] 세계적인 인구 밀집 지역 찾기
인구는 북반구에 많으며 그 중에서도 아시아 대륙에 60.4%가 분포한다.

특히, 계절풍 기후가 나타나는 아시아의 벼농사 지대는 인구 부양력이

높아서 세계적인 인구 밀집 지역이다.

12. [출제 의도] 인간 활동이 자연 재해에 미치는 영향 알기
제시된 인터넷 뉴스는 인간에 의한 자연 재해인 지구 온난화의 영향과

관련된 내용이다.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알래스카의 기온이 상승하고,

만년설이 녹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온실 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13. [출제 의도]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 파악하기
제시된 그래프는 합계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어 저출산 현상을 보여

준다. 저출산과 함께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노년 인구 비율이 증가하면서

사회 보장 비용도 늘어난다.

14. [출제 의도] 뉴미디어의 특징 파악하기
뉴미디어는 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동시에 정보를 전달하므로

문화 전파 속도가 빠른특징을 가진다. 이로 인해 대중이 참여하는기회가

늘어나게 된다.

15. [출제 의도] 개인과 사회생활에 나타나는 개념 이해하기
㉠은 성취 지위로 능력에 따라 얻게 되는 지위이다. ㉡은 공식적인

사회화 기관이다. ㉢은 자연스럽게 형성된 1차 집단이다. ㉣은 자아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시기이다. ㉤은 성취 지위이다.

16. [출제 의도] 경제 활동의 사례 파악하기
경제활동이란 인간 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소비, 분배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생산은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거나

그 가치를 증대시키는 활동이다. 소비는 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활동이다. 분배는 생산 활동에 참여하고 임금, 이자,

지대 등과 같은 대가를 받는 활동이다. ①, ⑤는 생산, ②, ④는 소비,

③은 분배이다.

17. [출제 의도] 한국 사회의 변동 모습 파악하기
그래프는국내체류외국인의수가늘어나고있음을나타낸다. 외국인수

증가의 원인은 취업과 결혼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표는 해마다

결혼 이민이 증가함을 보여준다. 두 자료를 통해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18. [출제 의도] 정치의 의미 이해하기
넓은 의미의 정치는 가정, 학교, 회사 등 사회 집단 안에서 발생하는

구성원 간의 의견 대립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

19. [출제 의도] 자원의 희소성 이해하기
자원의 희소성이란 인간의 욕구는 무한한데 비해 이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희소성은 자원의 절대적인

존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구 및 필요와 관련된

상대적인 개념이다.

20. [출제 의도] 정부 형태의 특징 이해하기
대통령제는 국민이 입법부(의회)와 행정부(대통령)를 직접 선출하는

정부 형태로,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한이 엄격히 분립된다. 행정부가

의회를 해산시키거나 의회의 다수당 대표가 총리(수상)가 되는 것은

의원내각제의 특징이다.

21. [출제 의도]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와 원칙 이해하기
선거 공영제, 선거구 법정주의, 선거 관리 위원회, 민주 선거의 4원칙

등은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와 원칙이다.

22. [출제 의도] 지방 자치 제도 이해하기
지방 자치 제도는 지역 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제도로 주민의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때문에 ‘민주주의 학교’,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한다.

23. [출제 의도]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파악하기
자문화 중심주의는 자기 민족의 경험이나 전통에 비추어 다른 사회의

문화를 바라보는 태도이다. 문화 상대주의는 한 사회의 문화를 그 사회가

처한 특수한 환경과 역사적 맥락 속에서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평가하려는

태도이다. 글의 내용은 자문화 중심주의에서 문화 상대주의로 변화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24. [출제 의도] 수요·공급 곡선 이해하기
수요 공급곡선에서수요량은가격에반비례하고, 공급량은가격에비례

한다. 가격이 2,000원일 때 공급량은 200개이고, 가격이 5,000원일 때

수요량은 200개, 공급량은 800개로 공급량이 더 많다.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인 3,000원에서 균형 가격이 결정되며, 이때 균형

거래량은 500개이다.

25. [출제 의도] 합리적 소비 태도 이해하기
합리적 소비를 위해서는 자신의 소득 수준에 맞는 소비를 해야 한다.

또한 상품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여 비교한 후 구입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