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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무의 생리장해의 원인을 이해한다.
생리장해인 가랑이 무에 대한 설명이다. 배수가 

불량한 토양, 돌, 풀뿌리 등의 땅 속 장애물이 많은 
토양에서 잘 발생한다. 그 외에도 딱딱한 토양을 경
운하지 못했을 때, 병해충으로 뿌리의 생장점이 손상
을 입었을 경우 발생한다.
[오답풀이] ㄴ. 토마토 배꼽썩음과는 칼슘 부족이 원
인이다.

2. [출제의도] 톱의 종류와 용도를 파악한다.
(가)는 실톱을 이용한 톱질 작업이다. (나)는 자르는 
톱을 이용한 톱질 작업이다. ㄱ. 막니, ㄴ. 자르는 톱
니, ㄷ. 켜는 톱니 

3. [출제의도] 전조 재배를 이용한 재배 방법의 사례를 
이해한다.
단일성인 국화에 장일 조건을 만들어 개화 기간을 늦
추는 재배 방법이다. 들깨는 단일성이므로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면 잎의 생산 기간이 연장된다.
[오답풀이] ①은 차광처리, ②는 저온처리, ③은 발근
촉진제(옥신)처리, ④는 개갑처리 사례이다.

4. [출제의도] 토마토의 특성을 파악한다.
토마토에 대한 설명이다. 토마토는 중일성 작물, 자가 
수분 작물, 씨젖이 발달해 있는 배유 종자이며, 혐광
성 종자로 복토를 해야 한다.

5. [출제의도] 농기계의 겨울철 관리 방법을 이해한다.
콤바인에 대한 설명이다. 디젤 기관을 겨울철 장기간 
보관할 경우, 연료(경유)를 가득 채워야 한며, 1 ~ 2
개월에 한 번 정도 시동을 걸고, (-)단자를 떼어놓아 
보관한다. 부동액이 들어 있지 않는 냉각수는 빼낸다.

6. [출제의도] 뿌리돌림 작업을 이해한다.
뿌리돌림 작업의 그림이다. 뿌리돌림은 이식 후 수목
의 원활한 활착을 위해 이른 봄에 실시하며 잔뿌리 
발생을 촉진시키기 위해 환상박피를 한다. 뿌리분의 
크기는 이식할 때의 뿌리분보다 약간 작게 한다.
[오답풀이] ① 뿌리돌림 작업 후 1년 뒤에 수목 이식
을 하는 것이 좋다.

7. [출제의도] 돼지의 특성을 이해한다.
돼지에 대한 설명이다. 돼지는 후각이 발달하고 후퇴
하는 성질이 있으며, 품종으로는 햄프셔, 랜드레이스 
등이 있다.
[오답풀이] ㄱ. ㄹ은 소에 대한 설명이다.

8. [출제의도] 작물을 이용 부위에 따라 분류한다.
(가)는 당근, (나)는 마늘에 해당한다. 원뿌리를 이용
하는 작물은 당근, 무, 우엉, 비늘줄기를 이용하는 작
물은 마늘, 양파 등이 있다. 감자는 덩이줄기, 생강, 
연근은 뿌리줄기, 고구마는 덩이뿌리를 이용한다.

9. [출제의도] 비료 성분의 결핍 장해를 이해한다.
토마토의 칼슘 부족 현상에 대한 대화 내용이다. 칼
슘이 부족하면 사과의 고두병, 참외의 발효과가 발생
하기 쉽다.
[오답풀이] ㄱ. 질소 과다, 칼륨 결핍으로 발생한다. 
ㄹ. 인산 결핍으로 발생한다.

10. [출제의도] 전열 온상 설치 방법을 이해한다.
전열 온상의 단면도이다. (가)는 용토로 살균 목적으
로 소독한다. (나)는 전열선으로 가장자리로 갈수록 
간격을 좁힌다. (다)는 단열층으로 스티로폼, 왕겨, 
톱밥 등을 재료로 사용한다.

11. [출제의도] 식물병의 특성을 종류별로 구별한다.
노균병에 대한 설명이다.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많이 
발생하며, 원인균은 곰팡이로 공기 중으로 전염된다.
[오답풀이] ㄴ. 질소(요소) 시비량을 줄이거나 시비
하지 않는다. ㄷ. 바이러스가 원인인 병이다.

12. [출제의도] 농기계의 종류와 용도를 파악한다.
심토 파쇄기에 대한 설명이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심토 파쇄기는 부착하여 사용하므로 비자주식이고, 
심토 파쇄 작업을 하므로 경운용 기계로 분류된다.

13. [출제의도] 조경 수목의 식재 방법을 설계도에 표
시한다.
관목을 식재할 때의 표시 형태이다. (가)에는 식재 
수량과 수종을 표시한다. 수종은 관목, 수량은 (10 /
0.4) × (0.8 / 0.4) = 50이다. 쥐똥나무는 관목, 느티나
무는 교목이다.

14. [출제의도] 단위 결과 처리 방법을 이해한다.
(가)는 씨없는 수박, (나)는 씨없는 포도 생산을 위한 
단위 결과 처리 방법이며 ⑤가 이 사례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①은 생육 회복, ②는 인공 수분, ③은 병
해 예방, ④는 품종 개발을 위한 사례이다.

15. [출제의도] 벼 재배 관리 방법을 이해한다.
적기보다 늦은 벼를 재배 관리할 때에는 이삭 거름을 
일찍 주거나 주지 않는다. 제초제의 처리 시기는 적
기보다 앞당겨 제초 효율을 높인다. 수량 감소의 최
소화를 위해 포기당 모의 수를 많이 심는다.

16. [출제의도] 조경 수목 전정 방법을 이해한다.
겨울 전정은 내한성이 강한 수종을 하고, 수관의 바
깥쪽에서 안쪽으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전정하며, 
굵은 가지를 먼저, 가는 가지를 나중에 자른다.

17. [출제의도] 가축 질병의 예방법을 종류별로 구별한다.
소의 고창증에 대한 기사이다. 고창증은 과다 섭취한 
콩과 사료 등이 원인이다. 예방책으로 소화 운동을 
시키고 원인이 되는 사료의 급여량을 줄인다.
[오답풀이] ㄱ. 고창증은 소화 기능 장애로 백신 주
사로 예방되지 않는다.

18. [출제의도] 작물의 병해충 방제 방법을 이해한다.
관수와 시비 관리는 재배적 방제 방법, 끈끈이트랩은 
물리적 방제 방법이다.
[오답풀이] ㄷ. 살충제 사용, ㄹ. 천적 이용

19. [출제의도] 농약의 특성을 종류별로 구별한다.
살균제의 표지이다. 권장 사용 희석 배수는 살포량/약
량=20 L / 20 g = 20,000 mL / 20 g = 1,000
[오답풀이] ① 제초제에 대한 설명이다. ② 살균제의 
포장지 색깔은 분홍색이다. ③ 병원체는 곰팡이이다. 
④ 제제 형태는 고체이다.

20. [출제의도] 수목 관수 방법의 장점을 이해한다.
점적 관수에 대한 내용이다. 수분 공급이 어려울 때 
물을 아끼면서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방법이다. 
[오답풀이] ㄷ. 토양의 배수력 향상은 관수 방법의 
장점과는 거리가 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