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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전자저울의 사용법을 이해한다.
전자저울의 사용 순서는 수평기를 조정하고 전원을 
연결하여 스위치를 켠다. 그리고 유산지를 전자저울
의 접시 위에 올려놓고, 영점 스위치를 눌러 영점을 
조정한 후 무게를 측정한다.

2. [출제의도] 식물 생장 조절제의 이용 사례를 이해한
다.
(가)는 지베렐린으로 시클라멘의 개화 촉진, 양배추, 
담배 등의 발아 촉진에 이용한다.
[오답풀이] ㄱ. 수확기의 고추를 붉게 하는 것은 에
틸렌이다. ㄹ. 조직 배양 묘의 뿌리 분화를 촉진시키
는 것은 옥신이다.

3. [출제의도] 치수 기입 요소와 기입법을 이해한다.
도면에서 ‘C8’은 반지름 ‘R8’로 수정해야 하고, ‘□10
드릴’은 ‘Ø10 드릴’로 수정해야 한다.
[오답풀이] ㄴ. 도면에서는 단위 기호를 표시하지 않
는다. ㄷ. 치수를 치수선의 바로 위 중앙에 위치하도
록 기입한다.

4. [출제의도] 전통식 된장과 개량식 쌀된장의 제조 과
정과 특징을 이해한다.
(가)는 전통식 된장이고, (나)는 개량식 쌀된장의 제
조 과정이다. 쌀된장은 쌀의 녹말이 당분으로 분해되
어 단맛이 강하고, 색깔이 엷으며 제조 기간이 짧다.
[오답풀이] ㄴ. 색깔이 엷다. ㄹ. 고초균은 청국장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균이다.

5. [출제의도] 포도나무 조피 작업의 목적을 이해한다.
포도나무의 오래된 줄기 껍질을 벗기는 작업을 조피 
작업이라 하는데, 월동 병균 및 해충을 제거하기 위
해 실시한다.

6. [출제의도] 가축의 전염병을 분류한다.
인수공통 전염병이 아닌 것은 구제역, 고병원성조류
독감은 1종 법정 가축 전염병, 브루셀라병은 병원체
가 브루셀라균이다.

7. [출제 의도] 국화의 재배 방법을 이해한다. 
국화는 줄기꽂이로 번식하며, 꽃 수의 증가를 위해 
순지르기를 한다. 
[오답 풀이] ㄷ. 왜화 재배를 위해 B9을 사용한다. 
ㄹ. 개화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차광 처리를 한다.

8. [출제의도] 인공 부화의 원리와 부화 작업을 이해한
다.
(가)는 종란의 발육 기간이고, (나)는 병아리의 발생 
기간이다. (가) 기간에는 3회 검란을 실시하고 5 ∼ 6
회 알 굴리기 작업을 하며, 온도 37.8 ℃와 습도 60
%를 유지한다. (나) 기간에는 온도 36.5 ~ 37 ℃, 습
도는 75 %를 유지하고, 발생한 병아리를 육추실로 옮
긴다. 그리고 (가), (나) 기간에는 산소 농도를 21 % 
유지한다.

9. [출제의도] 친환경 방제 방법의 종류를 분류한다.
송진에서 추출한 ‘투루펜틴’이라는 물질을 이용한 화
학적 방법이다. 난황유를 살포하여 흰가룻병을 방제
하는 방법과 같다.

[오답풀이] ① 생물적 방법이다. ② 물리적 방법이다. 
④ 경종적 방법이다. ⑤ 생물적 방법이다.

10. [출제의도] 수목의 특성을 이해한다.
미로 공원의 수목은 사계절 체험이 가능한 상록성이
어야 하고, 맹아력이 강해야 한다.
[오답풀이] ㄴ. 내답압성은 잔디의 특성이다. ㄷ. 지
하고가 낮아야 한다.

11. [출제의도] 식물의 일비 현상을 이해한다.
일비 현상은 뿌리의 능동적 흡수인 근압으로 생기며 
증산 작용이 없을 때도 일어난다. 수세미 수액 채취
도 같은 현상이다.
[오답풀이] ② 잎 가장자리에 물방울이 맺히는 현상
은 일액 현상이다. 

12. [출제의도] 수경 재배에서 EC 조절로 당도를 높이
는 방법을 이해한다.
수경 재배에서 당도를 높이는 방법은 양액의 공급량
을 줄이고, 양액 내에 NaCl이나 KCl 등의 염류를 첨
가하는 방법 등이 있다.
[오답풀이] ㄴ. 양액 내에 N, K 성분의 비료 농도를 
높인다.

13. [출제의도] 관리기의 용도를 이해한다.
관리기는 다양한 작업기를 부착하여 경운, 정지, 중경
제초, 휴립, 비닐 피복 등의 작업을 한다. 
[오답풀이] ㄱ. 선별 작업은 선별기로 한다. ㄴ. 이앙 
작업은 이앙기로 한다.

14. [출제의도] 분자 표지 기술을 이해한다.
분자 표지 기술은 유전 현상의 본질인 DNA의 염기
서열 및 단백질의 차이를 이용하는 기술로 현재 분자 
표지 중 DNA 표지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15. [출제의도] 작물을 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가)는 벼, (나)는 호박의 형태를 분류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④ 호박은 고온성 작물이다.

16. [출제의도] 농산물 전자 상거래 방식을 이해한다.
제시문의 거래 형태는 B to C에 해당된다.
[오답풀이] ㄱ. 도매 시장의 농산물 가격은 경매로 
결정된다. ㄴ. 전자 상거래에 속한다.

17. [출제의도] 금공구의 종류와 용도를 이해한다.
돌기 부분을 다듬질할 때는 줄을 사용하고, 드릴로 
구명 뚫을 자리를 표시할 때는 센터 펀치를 사용한
다.
[오답풀이] 대패는 목재를 평면 또는 여러 모양으로 
깎거나 다듬는 공구이고, V블럭은 금긋기에서 환형 
재료를 지지하고 그 중심을 구할 때 사용한다.

18. [출제의도] 토양의 염류 집적 장해를 이해한다.
가정용 교류 전기를 직류로 전환하여 시설 토양 내의 
염류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염류 집적에 의한 작물의 
장해를 줄일 수 있다.

19. [출제의도] 규산질 비료의 특징을 이해한다.
형태에 따라 고체 비료, 원료의 분류에 따라 광물질 
비료, 성분에 따라 규산질 비료, 생리적 반응에 따라 
염기성 비료이다.
[오답풀이] ㄱ. 고체 비료이다. ㄷ. 규산질 비료이다.

20. [출제의도] 가축 차단 방역의 단계별 내용을 파악
한다.
2단계에서는 물을 뿌리고 생석회를 살포하며, 3단계
에서는 가급적 외부인 출입을 금지시킨다.
[오답풀이] ㄱ. 1단계에서는 외부 차량만이 아닌 모
든 차량 소독 후 출입을 허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