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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교시

주로 용언을 꾸며 주는 구실을 

하는 말
먹다, 보다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대신해서 

쓰는 말
일찍, 매우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말
맑다, 크다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

내는 말
나무, 사랑

구체적이거나 추상적인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
우리,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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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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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전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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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운데 흰색 부분이 빙하 지역임

  요즘 교황은 가장 어려운 일들은 

베드로와 바울에게 맡기고, 자신은 

호화로운 의식이나 즐거운 일만 

찾는다. 그러므로 교황은 …….

- 에라스무스,『우신예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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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친다.”라는 속담이 있다. 

이 말은 산토끼를 얻으려다가 집토끼를 잃는 희생을 

치르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와 비슷한 속담으

로 “달아나는 사슴 보고 얻은 토끼 잃는다.”는 말도 있다. 

쇼핑몰 영농정보 녹색체험 회원가입

농

특

산

물

안

내

쌀․잡곡

청과류

양봉 제품

장류 제품

축산물

화훼류

건강식품

가영 : 몸이 나른할 때 하품을 하는 것도 문화의 하나야.

나미 : 이탈리아인들이 피자를 즐겨먹는 것은 문화라고 할 

수 있어.

다정 : 마오리족이 코를 비비며 인사하는 것을 좋다거나 

나쁘다고 평가할 수 없어.

라라 : 단백질이 풍부하고 맛도 좋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외국인을 보면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어.



1교시(사회)  15-12

ㄱ.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하였다.

ㄴ. 소의 사료 값이 하락하여 소의 사육 두수가 증가하였다.

ㄷ. 쇠고기 대신 소비할 수 있는 돼지고기의 가격이 상승

하였다.

ㄹ.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육류 소비가 감

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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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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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조상들은 흙이나 나무, 종이, 돌 등의 재료를 활용

하여 자연에 순응하고 조화를 이루는 독특한 조형의 미를 

창조하여 왔다.

판형 볼록판화 오목판화 평판화 공판화

원리

종류 고무판화 (가) 석판화 실크스크린

특징 (나) 세밀한 표현
농담, 붓의 

터치 효과

좌우가 

바뀌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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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의 잔상 효과를 이용한다.

◦ 종이, 셀, 점토, 디지털 기기 등을 사용한다.

◦ 멈춰 있는 장면들을 한 장, 한 장 촬영한다.

◦ 촬영 장면을 연속으로 보여 주어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