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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ure material ■ 
Do not reproduce. Do not discuss contents 
until end of designated makeup schedule. � 페이지제 2권

이 그림이 있는 문제에서는 자를 사용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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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지에 있는 모든 지시 사항들을 자세히 읽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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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풀이 과정을 써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 경우 풀이 과정을 쓰면 부분 점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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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ure material ■ 
Do not reproduce. Do not discuss contents 
until end of designated makeup schedule. � 페이지제 2권

계속

 ��  토니는 통나무를 잘라 45개의 장작으로 쪼갰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장작들을 아

래 그림과 같이 6개씩의 더미로 쌓아 배치하였습니다.

토니가 가능한 많이 장작 더미를 만들었을 때 남는 장작의 개수는 몇개일까요?

풀이 과정을 쓰시오.

장작  개



■ Secure material ■ 
Do not reproduce. Do not discuss contents 
until end of designated makeup schedule.� 페이지 제 2권

 �2  모리스씨는 테라스를 만드는 데 필요한 700개의 못을 사야 합니다. 상점에서는 아래 

그림과 같이 100개의 못이 들어있는 상자를 팔고 있습니다.

100

모리스씨는 몇 상자의 못을 사야 할까요? 

답  상자

월요일에 모리스씨는 정확히 3상자의 못을 사용했습니다. 모리스씨가 월요일에 쓴 

못은 모두 몇 개입니까?

답  개



■ Secure material ■ 
Do not reproduce. Do not discuss contents 
until end of designated makeup schedule. � 페이지제 2권

계속

 ��  학교 식당에서 72명의 학생들이 6개의 테이블에 앉아 있습니다. 모든 테이블에 같은 

수의 학생들이 앉아 있다면 한 테이블 당 앉아 있는 학생의 수는 몇 명입니까?

풀이 과정을 쓰시오.

답  명

 ��  지난 해 조슈아는 112시간 동안 태권도를 연습했습니다. 브리아나가 태권도를 연습

한 시간은 조슈아보다 12시간 적습니다.

아래 칸에 브리아나가 태권도를 연습한 시간을 구하는 수식을 완성하십시오.

수식  5 ?

수식의 ?  자리에 올 숫자는 무엇입니까?

답 ?  5 



■ Secure material ■ 
Do not reproduce. Do not discuss contents 
until end of designated makeup schedule.� 페이지 제 2권

 ��  댄, 제러드, 키애나는 비디오 게임을 하면서 각자의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댄은 795점, 제러드는 1,253점을 획득했습니다. 세 사람의 점수를 모두 합한 

점수는 2,830점입니다. 키애나의 점수는 몇 점입니까?

풀이 과정을 쓰시오.

답  점



■ Secure material ■ 
Do not reproduce. Do not discuss contents 
until end of designated makeup schedule. � 페이지제 2권

계속

 ��  린다는 아래 그림과 같은 도형을 그렸습니다.

파트 A

위의 도형들 중 사변형들에 크게 X 표시를 하시오.

파트 B

그 후 린다는 오각형을 그렸습니다. 오각형은 몇 개의 변을 가지고 있습니까?

답  개

 ��  브랫은 식료품점에서 치즈를 사는 데 $3.89를, 사과를 사는 데 $2.96을 썼습니다. 

브랫은 점원에게 $20.00를 주었습니다. 브랫이 받아야 할 거스름돈은 얼마인가요?

풀이 과정을 쓰시오.

답 $ 



■ Secure material ■ 
Do not reproduce. Do not discuss contents 
until end of designated makeup schedule.� 페이지 제 2권

 ��  키매니 선생님의 육상팀 학생들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주 별로 학생들이 

달린 총 거리를 마일로 기록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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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ure material ■ 
Do not reproduce. Do not discuss contents 
until end of designated makeup schedule. � 페이지제 2권

계속

표의 패턴이 2주 더 계속된다면 10주째 육상팀이 달리게 될 거리는 몇 마일입니까?

답  마일

이 육상팀이 정확히 54마일을 달린 주는 몇째 주입니까?

답  번째 주

어떻게 위와 같은 답을 구했는지를 아래 빈 칸에 설명하시오.

	



■ Secure material ■ 
Do not reproduce. Do not discuss contents 
until end of designated makeup schedule.10 페이지 제 2권

중지

 39 	 마샬	아줌마는	인형을	만듭니다.	아래	표는	첫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	아줌마가	
완성한	인형의	총	개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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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의	패턴이	계속된다면	6주째에	마샬	아줌마는	모두	몇	개의	인형을	만들게	

될까요?

답  개의	인형

아래	칸에	마샬	아줌마가	몇째	주에	총	몇개의	인형을	만들었는지를	구하는	규칙을	

쓰십시오.

규칙

마샬	아줌마가	목표로	하는	인형의	수는	모두	30개입니다.	표의	패턴이	계속된다면	
몇	번째	주에	아줌마는	30개의	인형을	완성하게	될까요?

답  번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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