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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친환경 농업 기술의 효과를 이해한다.
농법을 통해 생물적 잡초 방제 효과와 농외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오답풀이] 벼의 헛가지 발생 억제는 중간낙수의 효
과이다.

2. [출제의도] 농업 기계의 용도를 이해한다.
농업 동력 기계는 트랙터와 경운기 등이 있으며 경운
용 농작업 기계는 쟁기, 플라우, 해로 등이 있다.
[오답풀이] 콤바인에는 플라우를 장착하여 사용할 수 
없고, 하베스터와 헤이 레이크는 축산용 기계이다.

3. [출제의도] 농업 기계의 사용 방법을 이해한다.
내리막길 운행 시 회전하고자 하는 반대 방향의 조향
클러치를 잡고 회전한다. 내리막길에서는 기어 변속
을 하지 않는다.
[오답풀이] ㄱ, ㄴ은 경사로를 안전하게 운행하는 방
법 중의 하나이다.

4. [출제의도] 가축의 질병을 이해한다.
소와 돼지가 걸릴 수 있는 질병은 구제역이며, 임신
기간이 평균 114일인 가축은 돼지이다. 소의 임신 기
간은 평균 280일이다.
[오답풀이] 추백리와 뉴케슬병은 닭의 질병이다.

5. [출제의도] 가축의 특성을 이해한다.
돼지의 특성으로는 다산성, 후퇴성, 잡식성, 굴토성 
등이 있다.
[오답풀이] 반추위를 가진 가축은 소, 취소성은 닭의 
특성이다.

6. [출제의도] 트렉터 계기판의 표시 기호 및 기능을 이
해한다.
(가)는 오일 경고등 표시이다. (나)는 충전 경고등 
표시이다. (가)와 (나) 모두 시동되면 잠시 후 꺼져
야 정상이다.
[오답풀이] ㄱ. 냉각수 경고등에 관한 내용이다.

7. [출제의도] 친환경 병충해 방제 방법의 종류를 이해
한다.
천적 곤충을 이용한 병충해 방제 방법으로 생물적 방
법이다.
[오답풀이] ① 경종적 방법이다. ② 물리적 방법이다. 
③ 화학적 방법이다. ④ 물리적 방법이다.

8. [출제의도] 전통적인 상거래 방식과 전자 상거래 방
식을 이해한다.
(가)는 전통적인 상거래 방식이다. (나)는 전자 상거
래 방식이다. (나)의 특징은 유통 경로가 짧고 거래 
대상 지역이 넓으며, 거래 시간에도 제한이 없다. 그
리고 쌍방향 통신을 통한 일대일 마케팅도 가능하다.
[오답풀이] ㄴ, ㄹ은 (가)의 특징이다.

9. [출제의도] 제빵 반죽법의 차이점을 이해한다.
(가)는 직접 반죽법(스트레이트법)이다. (나)는 중종 
반죽법(스펀지 반죽법)이다. (나)의 특징은 빵의 조
직과 속결, 부피가 좋아지고 저장성이 좋아진다.
[오답풀이] ㄴ. 빵의 제조 시간이 길어진다. ㄹ. 이스
트를 절약할 수 있다.

10. [출제의도] 수박 맞접의 방법과 순서를 이해한다.
대목과 접순은 접목 친화성이 있어야 하고 대목과 접
순의 벤 자리를 일치시킨다. 클립을 이용하여 대목과 
접순을 고정시킨다.
[오답풀이] ㄴ. 대목의 생장점을 제거하고 접목할 부
위를 1/2 ~ 2/3 정도 사선으로 자른다. ㄹ. 접합이 이
루어지면 접순의 단근을 실시한다.

11. [출제의도] 분자 표지 기술을 이해한다.
분자 표지는 DNA 염기 서열 및 단백질의 차이를 감
별하여 이용하는 기술이다.
[오답풀이] ① 세포 융합 기술 ② 조직 배양 기술 ③ 
복제 기술 ④ 조직 배양 기술

12. [출제의도] 수목 식재 순서를 이해한다.
구덩이 폭은 뿌리분 지름의 1.5 ~ 3배로 파는 것이 
적절하다. 죽쑤기는 뿌리와 흙을 밀착시키기 위한 작
업이다. 물집 만들기는 관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이다.
[오답풀이] ㄷ, ㄹ은 바른 내용을 옳지 않게 변경하
였다.

13. [출제의도] 개의 품종을 이해한다.
실내에서 기르며 크기가 소형인 반려견의 품종은 시
추, 요크셔테리어이다.
[오답풀이] ㄷ, ㄹ은 사역견으로 대형 종에 속한다.

14. [출제의도] 종자의 발아율과 발아세를 이해한다.
발아율은 콩이 75 %, 옥수수는 85 %이다. 7월 5일 
기준으로 발아세는 콩이 62 %, 옥수수는 70 %이다.

15. [출제의도] 주택 정원 설계도를 이해한다.
수목 명 앞의 숫자는 수목의 수를 나타내며 백목련은 
대문의 좌측과 우측에 식재되어 있다. 수목 표시 기
호 중 H는 수고, W는 수관 폭, B는 수목의 흉고 지
름, R은 수목의 근원 지름을 나타내는 기호이다.
[오답풀이] ㄱ. 수고가 가장 높은 나무는 벽오동이다.
ㄹ. 반송의 규격은 수고 1.5 m이고 수관 폭 1.0 m이
다.

16. [출제의도] 소화기의 사용 방법과 순서를 이해한다.
소화기를 들고 불이 난 곳으로 이동하여 안전핀을 뽑
은 후 바람을 등지고 서서 소화기 호스를 불 쪽으로 
향하고 불을 향해 분사한다.

17. [출제의도] 장마철의 농작물 관리 방법을 이해한다.
장마로 인한 습해와 강풍에 의한 쓰러짐을 방지하기 
위해 배수로와 고추의 지주대를 정비한다.
[오답풀이] 에틸렌은 과실의 후숙과 착색을 촉진시킨
다.

18. [출제의도] 인산 비료의 특징 및 결핍 증상을 이해
한다.
인산 비료는 뿌리 신장, 세포 분열 및 결과를 좋게 
하고 성숙을 빠르게 한다. 결핍 증상은 잎의 색깔이 
약간 엷어지면서 점차 검은 녹색이나 보라색으로 변
한다.
[오답풀이] ㄱ. 마그네슘 결핍 증상이다. ㄴ. 칼슘 결
핍 증상이다.

19. [출제의도] 토마토의 특징을 이해한다.
토마토는 쌍떡잎식물로 양성화이다. 잎맥은 그물맥이
며 감자, 고추와 같이 가짓과에 속한다.
[오답풀이] ㄱ. 꽃은 양성화이다. ㄷ. 뿌리는 원뿌리
이다.

20. [출제의도] 형상수의 특징을 이해한다.
형상수로 알맞은 수종은 가지의 발생이 많고 잎이 치
밀한 상록성 관목을 주로 이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