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험생 유의 사항

문제지초안작성용지포함와답안지의전체면수와인쇄상태를확인하시오1. ( ) . 답안지는 문항당 쪽 교시당 쪽 초안 작성 용지는 교시당2 ( 4 ),

쪽4 입니다.

2. 답안지 모든 면의 상단에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성명과 수험 번호를 기재하고 수험 번호 문항 번호 문항별 답안지 쪽 번호를, , ,

해당란에 ‘●’로표기하시오. ‘●’로표기한부분을수정하고자할경우에는반드시수정테이프를사용해야합니다.

답안은3.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동일한 종류의 흑색 필기구 연필이나 사인펜 종류는 사용할 수 없음 를 사용( ) 하여작성하시오.

답안좌측상단의문항번호와답안지쪽번호 과목명을직접쓰고답안을작성하시오4. , .

예시 국어과목의( ) 1교시 1번 문항, 2번째답안지표기

문항번호및쪽번호표기란

●②

문항번호( )

①●③

문항쪽번호( )

( 1 번문항의) ( 2 번째답안지 과목명) (국어 )

수학과과학과목의답안지는가운데선을그어좌우의 단으로나누어답안을작성해도됩니다5. 2 .

6. 답안지에는 문항 번호 외에 문항 내용을 일체 옮겨 적지 마시오 단 하위 문항이 있을 경우 하위 문항의 번호 등를 답안지. , , (1-1, 1-2 )

앞부분에한번더쓰고답안을작성하시오.

7. 답안은 문항별로 답안지의 새로운 면에 작성단 하위 문항은 이어서 작성해도 됨하고 해당 문항의 답안 작성이 완료되면( , ) , 답안 마지막

문장의 뒤에 반드시 끝 이라고 쓰시오< > .

답안초안작성은문제지의맨뒷부분에있는초안작성용지를활용하시오8. .

답안수정시에는해당부분에두줄9. (== 을 긋고수정내용을쓰시오) .

10. 다음에 해당하는 답안은 채점하지 않습니다.

• 연필로작성한부분

• 수정테이프나수정액을사용하여수정한부분

• 답안란이외에작성한부분

• 답안란에개인정보를노출한답안지전체

• 답안란에개인정보를암시하는표시가있는답안지전체

답안지교체시시험종료전까지답안작성을완료해야합니다 시험종료후답안작성은부정행위로간주됩니다11. . .

12. 작성하지 않은 답안지도 문항별 쪽 번호 순서대로 정리하여 쪽 모두 제출하시오4 .



학습 목표 : 글을 읽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단계 교수 ․학습 내용

우리나라의 옛 길은 유교와 도교 등의 영향으로 실생활과 밀접하면서도

소박하게 만들어졌다 특히 도가에서 길이란 형식적이거나 웅장할 필요가.

없다 좋은 길은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찾아 흐르듯 자연법칙에 순응.

하는 길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길은 황톳길 그대로이며 자연의 굴곡을 그대.

로 따라가고 있다 다만 경사가 심한 고개의 비탈길은 비가 올 때 미끄럽고.

빗물에 패기 쉽기 때문에 돌을 깔았는데 곳곳에 남아 있는 박석고개란, ‘ ’

지명은 이에서 연유한 것이다.

반면 서양의 길에는 남보다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속도의 욕구가 반영,

되어 있다 예컨대 고대 로마의 길은 상당히 웅장하고 화려하여 보는 이로. ,

하여금 위압감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이 도로는 정복 사업이 끝난 후에는.

쓸모가 적은 길이 되었다 돌로 포장된 길을 다니는 수레는 진동이 심하여.

바퀴살이 자주 어긋나고 말발굽도 상하기 쉬웠다 또한 로마의 길은 로마와, .

종점을 직선으로 연결하고 있어서 중간 경유지로서의 크고 작은 도시가

발달할 수 없었다.



과 정 지도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