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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시험 관련 도움말
다음은 자신의 실력을 최고로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항들입니다.

•	 시험지에 있는 모든 지시사항들을 자세히 읽으십시오.

•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각 문제를 자세히 읽고 정답을 쓰기 전에 답이 맞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	 풀이 과정을 써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 경우 풀이 과정을 쓰면  
부분 점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그림은 문제를 풀기 위해 각도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표시입니다.

이 그림은 문제를 풀기 위해 자를 사용해야 한다는  
표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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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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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금요일과 토요일에 극장 주차장에 들어온 차량은 모두 200대였습니다. 금요일에는 주차장에 

120대의 차량이 있었습니다. 

영역 A

그러면 금요일에 주차장에 있었던 차량의 수는 전체 차량의 몇 %입니까?

풀이 과정을 쓰시오.

답  %

영역 B

그러면 토요일에 주차장에 있었던 차량의 수는 전체 차량의 몇 %입니까?

풀이 과정을 쓰시오.

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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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배리는 체조 선수가 되기 위해 훈련 중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숫자 패턴에 따라 매주  

팔굽혀펴기를 하는 횟수를 늘렸습니다. 배리가 5주 동안 팔굽혀펴기를 한 횟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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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A

배리가 이러한 숫자 패턴에 따라 팔굽혀펴기 횟수를 늘린다면, 10번째 주에는 몇 번의  
팔굽혀펴기를 하게 될까요?

풀이 과정을 쓰시오.

답  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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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B

앤은 배리가 15주째에는 59회의 팔굽혀펴기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글자, 기호 또는  
숫자 등을 사용하여 앤의 예측이 맞는지 또는 틀렸는지를 아래 빈 칸에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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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로버츠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다음 방정식 세 개를 풀라고 하셨습니다.

같은 답을 가지고 있는 방정식은 어느 것입니까? 같은 답을 가지고 있는 방정식들의 기호를 
쓰시오.

풀이 과정을 쓰시오.

답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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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찰스는 아래 그림과 같은 상자에 야구 카드를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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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의 부피는 몇 입방(세제곱) 인치입니까?

V 5 lwh

풀이 과정을 쓰시오.

답  입방(세제곱) 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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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재니스는 아래와 같은 원형 테이블의 표면을 페인트로 칠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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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니스는 정확한 양의 페인트를 구입하기 위해 원형 테이블의 빨간색 부분에 대한 면적을 
구해야 합니다. 원형 테이블의 빨간색 부분에 대한 면적은 얼마입니까? 소수점 둘째 자리까
지 반올림한 값을 쓰시오.

π는 숫자로 변환하지 말고 그대로 사용할 것.

A = �r2

풀이 과정을 쓰시오.

답  평방(제곱) 피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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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아래 식의 값을 구하시오.

6  4  2  33

풀이 과정을 쓰시오.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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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낸시는 과학 프로젝트로 야생화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낸시는 들판에서 야생화들의 수
를 세었습니다. 또한 색상과 키도 기록했습니다. 아래의 계수 표시 차트는 낸시의 조사 결과
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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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A

노란색 야생화의 비율을 분수로 나타내면 얼마일까요? 기약분수로 나타내시오.

풀이 과정을 쓰시오.

답 

영역 B

야생화 중 키가 크고 보라색인 야생화의 비율을 분수로 나타내면 얼마일까요? 기약분수로 

나타내시오.

풀이 과정을 쓰시오.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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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크리스티나는 이번 축구경기 시즌 동안 g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사라는 같은 시즌 동안  

크리스티나에 비해 두 배의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사라가 기록한 득점을 구하는 식을 작성하시오. 

식  

위와 같은 식을 구한 방법을 아래 빈 칸에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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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제레미는 학교 도서관의 면적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도서관의 모습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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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의 면적은 입방(제곱) 피트로 얼마입니까? 

풀이 과정을 쓰시오.

답  입방(제곱) 피트

위와 같이 면적을 구한 방법을 아래 빈 칸에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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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조단은 246개의 구슬이 들어 있는 가방이 있습니다. 구슬 중 51개는 갈색 구슬이고 나머지 

195개는 회색 구슬입니다. 

영역 A

가방에 들어 있는 갈색 구슬의 비율을 추정하시오.

추정값  %

글자, 기호 또는 숫자 등을 사용하여 가방에 있는 갈색 구슬의 비율을 추정하는 방법을 아래 
빈 칸에 설명하시오.

	

	

	

	

	

영역 B

조단은 가방에 12개의 빨간색 구슬을 더 넣었습니다. 가방에 들어 있는 빨간색 구슬의 비율
을 추정하시오.

풀이 과정을 쓰시오.

추정값  %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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