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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교시 공간능력검사 지시문
1성 명 : 수험 번호 :

￭공간능력검사는 지시문과 문제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먼저 10분간 본 검사에서 제시되는 7가지 하위검사에 대한 10가지 문제 유형의 예제를 풀어 볼 것입니다.

￭예제 풀이가 끝나면 지시에 따라 본 검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검사 시간은 50분입니다.

￭문제지에는 지시문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습니다.

￭지시문과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기입하십시오.

￭본 지시문은 시험 종료 후 문제지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반드시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퇴실 당할 수 있습니다.

◈ 시 유의 사항 ◈

1. 지시문과 문제지에는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제외한 어떠한 표시도 해서는

안 됩니다.

2. 문제 1번에서 75번까지는 그림완성 문제들을 제외한 다양한 유형의 문

제들이 혼합되어 제시되고, 76번에서 90번까지는 그림완성 문제들이 제

시됩니다.

3. 무응답은 감점되지 않으나 틀린 답은 감점(4지선다형은 -0.33점, 30지선

다형은 -0.03점)됩니다.

4. 문제에 제시되는 모든 그림은 원근법을 적용하지 않고 그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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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제는 각구별에 관한 것입니다. 예제에 제시된 4개의 각의 크기를 서로 비교하여 큰 각부터 작은 각의 순으로 배

열되어 있는 답을 선택하십시오. 제시되는 모든 각은 180° 이내의 각도로 나타납니다.

○ 예제를 풀어 보십시오.

 예제

① d-b-a-c

② d-b-c-a

③ b-d-a-c

④ b-c-d-a

a b c d

☞ 풀이：제시된 4개의 각들 중 큰 각부터 작은 각의 순으로 바르게 배열된 것은 ｄ-ｂ-ｃ-ａ입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②

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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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제는 투상도에 관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제시된 2개의 투상도를 보고 제시되지 않은 나머지 하나의 투상도를

찾는 것입니다. 이 투상도들은 3각 투상법에 의해 그린 것입니다. 아래의 그림에서 왼쪽 부분의 그림은 오른쪽에 제시

된 물체의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정면도를 기준으로 평면도는 위쪽에, 우측면도는

오른쪽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투상도의 점선은 해당 투상 방향에서 볼 때 보이지 않는 부분을 나타냅니다.

○ 본 검사에서 제시되는 문제들에서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의 배치는 그림과 같습니다.

그림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

우측면
정면

○ 예제를 풀어 보십시오.

 예제

① ② ③ ④

☞ 풀이 :이 예제에서는 우측면도를 찾아야 합니다. 정면도는 큰 물체 위에 더 작은 물체가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평면도는 사각형과 원이 각각 사각기둥과 원기둥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사각기둥 위에 원기둥이 놓여 있는 물

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②번입니다.

○ 본 검사에서 제시되는 문제들은 하나 이상의 물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측면도뿐만 아니라 평면도나 정면도를

추측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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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제는 종이접기에 관한 것입니다. 평면 위에 놓인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한 번 이상 접습니다. 다 접은 후 종이

에 구멍을 뚫거나 오려 냅니다. 접은 종이를 다시 완전히 펼쳤을 때, 뚫린 구멍이나 오려진 모양이 어느 부분에 위치

할지 추측해야 합니다. 종이는 바닥에 놓은 상태에서 접습니다. 점선은 종이에 원래 위치의 테두리를 나타내고, 실선

은 종이가 접힌 상태의 모양을 나타냅니다. 종이는 회전되거나 뒤틀리지 않습니다. 각 문제에서 제시되는 마지막 그림

은 접은 후 뚫거나 오려 낸 모양을 나타냅니다.

○ 예제 1은 종이를 접은 후 구멍을 뚫는 문제입니다. 문제에서 뚫린 구멍들은 ●로 나타납니다. 예제 1을 풀어 보십시오.

 예제 1

① ② ③ ④

☞ 풀이 : 예제 1에서는 왼쪽 그림과 같이 2번 접은 결과, 종이가 4겹으로 되

었으며, 그림과 같은 위치에 구멍을 뚫고 펼치면 구멍들은 사각형의

각 네 모서리 부분에 위치합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④번입니다.

○ 본 검사에서 제시되는 문제들에는 다양하게 접히거나 겹쳐진 실선 위에 구멍이 뚫린 경우도 있습니다.

○ 예제 2는 종이를 접은 후 오리거나 잘라 내는 문제입니다. 문제에서 오리거나 잘라 낼 부분은 검게 칠해져 있고, 선택

지에서 오리거나 잘라 낸 부분은 실선으로 나타납니다. 예제 2를 풀어 보십시오.

 예제 2

① ② ③ ④

☞ 풀이 :예제 2에서는 왼쪽 그림과 같이 2번 접은 결과, 종이가 4겹으로 되었습니

다.그림과같은위치에▲을오려내고펼치면,△과▽이각각점선으로

나뉜네사각형의중앙에나타납니다.그러므로정답은①번입니다.

○ 본 검사에서 제시되는 문제들에는 다양하게 접히거나 겹쳐진 실선 위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오리거나 잘라 낸 경우도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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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제는 심상회전에 관한 것입니다. 2차원 평면도형과 3차원 입체도형을 회전시켰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형태를 찾

는 문제입니다.

《규칙》

1. 평면도형은 2차원 평면에서 자유롭게 회전합니다.

2. 입체도형은 3차원 공간에서 자유롭게 회전합니다.

3. 문제지의 도형과 선택지의 도형들은 동일한 크기로 그려져 있습니다.

4. 입체도형의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의외의 불규칙한 형태가 없습니다.

○ 예제 1은 평면도형의 심상회전에 관한 것입니다. 예제 1을 풀어 보십시오.

 예제 1

① ② ③ ④

☞ 풀이 : 제시된 평면도형을 왼쪽 그림과 같이 평면에서 시계 방향으로 90회〫전시키

면 ①번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①번입니다.

○ 예제 2는 입체도형의 심상회전에 관한 것입니다. 예제 2를 풀어 보십시오.

 예제 2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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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이 : 제시된 입체도형을 왼쪽 그림과 같이 3차원 공간에서 회전시키면 ③번과 같

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③번입니다.

￭ 이 문제는 전개도에 관한 것입니다. 2차원 전개도를 접어서 만들 수 있는 3차원 입체도형과 모양이 같은 것을 찾거나,

반대로 3차원 입체도형을 펼쳐서 만들 수 있는 2차원 전개도와 모양이 같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전개도에 보이는

면이 입체도형의 겉면입니다.

○ 예제 1에서는 문제에 제시된 전개도를 3차원 입체도형으로 접습니다. 4개의 선택지 중 제시된 전개도로 만들 수 있는

입체도형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예제 1을 풀어 보십시오.

예제 1

① ② ③ ④

☞ 풀이 :예제 1의 선택지에 제시되어 있는 입체도형들(①, ②, ③, ④) 중 하나는 문제에 제시된 전개도로 접을 수 있는 입

체도형입니다. 예제의 전개도와 같이 색이 칠해져 있다면 이 전개도로 만들어지는 입체도형은 ④번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④번입니다.

○ 예제 2에서는 문제에 제시된 3차원 입체도형을 펼칩니다. 선택지 중 제시된 입체도형을 만들 수 있는 전개도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예제 2를 풀어 보십시오.



예제 2

① ② ③ ④

☞ 풀이 :예제 2의 선택지에 제시되어 있는 전개도들(①, ②, ③, ④) 중 하나는 문제에 제시된 입체도형을 만들 수 있는 전

개도입니다. 예제의 도형과 같이 색이 칠해져 있다면 이 도형을 만들 수 있는 전개도는 ③번입니다. 그러므로 정

답은 ③번입니다.

○ 본 검사에서 제시되는 문제들에는 색이나 무늬가 없는 경우, 구멍이 뚫려 있는 경우, 혹은 밀폐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

니다. 또한 입체가 제시되는 방향은 임의로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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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울상

￭ 이 문제는 거울상에 관한 것입니다. 제시되는 문제는 바닥에 놓인 대상(그림, 문자, 기호 등), 바닥에 수직으로

놓인 거울, 거울에 비친 상(거울상)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제와 같이 수직으로 세운 거울에 비친 상을 머릿속에 그

려 보고 선택지에 제시된 그림 중에서 거울상의 특정 부분을 맞게 나타낸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거울은 상, 하, 좌, 우

에 위치할 수 있으며, 거울상의 부분은 회전하여 제시될 수도 있습니다.

○ 예제를 풀어 보십시오.

 예제

거울
↓

① ② ③ ④

☞ 풀이 : 예제에서 거울은 그림의 오른쪽에 위치하므로 거울상에서 그림은 거울을 중

심으로 좌우가 바뀌게 됩니다. 거울상에서 표시된 점선 부분을 회전시키면

선택지 ④번과 일치합니다. 나머지 선택지들은 제시된 그림의 거울상과 일치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④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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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제는 그림완성에 관한 것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불완전한 그림이 제시됩니다. 제시된 그림이 무엇인지를 추측한

후, <보기>에서 가장 가까운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 예제를 풀어 보십시오.

예제 <보기>

①낙타

②도마뱀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ꊊꊓ…

ꊊꊔ…

ꊊꊕ…

ꊊꊖ…

ꊊꊗ…

ꊊꊘ토끼

ꊊꊙ…

ꊊꊚ…

ꊊꊛ…

ꊋꊒ하마

☞ 풀이 :예제의 그림을 보고 토끼가 앉아 있는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려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림의 대상이 토끼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ꊊꊘ번입니

다.

○ 본 검사에는 페이지마다 5개의 문제와 그에 대한 공통 <보기>가 가나다순으로 제시됩니다. <보기>는 해당 페이지에 있

는 것만 사용하십시오.

※ 지시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