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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형2】다음은 배구 경기 수업의 한 장면이다.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32점)
논술형(1문항) : 물음에 맞는 답을 논술형 답란에 바르게 쓰시오.
선생님 : 삑!(호루라기) 아웃! A학생은 강력한 스파이크
※ 서술형․논술형 답안지 작성 시 연필 사용을 금지하며, 반드시 검정색 볼펜을
를 하고 싶은데 공이 위로 뜨는구나..
사용하여 쓰시오.
A학생 : 선생님, 왜 그러죠?
※ 이 시험문제의 저작권은 흥덕중학교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선생님 : 공의 밑 부분을 가격해서 공이 ( 가 )회전이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전재와 복제는 금지되며, 이를 어길시 저작
되었단다.
권법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B학생 : 공의 윗부분을 가격하면 ( 나 )회전이 되는 건
가요?
【서술형1】우리나라 10대 청소년들이 지나친 TV시청 및 컴퓨
터 게임으로 수면 부족 현상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선생님 : 그렇지! 또한 공의 가운데 부분을 가격하면
( 다 )회전이 되는데, 공의 어느 부분을 가격하
관련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8점)
느냐에 따라 공이 날아가는 형태가 달라지게
된다. 즉, 과학적인 원리로 자세히 설명하자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수면 부족으로 인한 부작용을 두 가지만 쓰시오. (8점)
A학생 : 그럼 공의 윗부분을 어떻게 쳐요?
<조건> 세 번째부터는 채점하지 않음.
선생님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문제지와 답안지는 인적 사항을 정확히 표기한 후 답안을 작성하시오.

서술형(2문항) : 물음에 맞는 답을 서술형 답란에 바르게 쓰시오.

2) 올바른 생활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방법을 각 단계별
명칭과 특징을 서술하시오. (20점)
<조건> 5단계를 순서대로 쓸 것.

1) 위 글의 ( 가 ), ( 나 ), ( 다 ) 안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용어를
쓰시오. (6점)
(가) ___________ (2점)
(나) ___________ (2점)
(다) ___________ (2점)
2) A학생의 마지막 질문에 선생님의 답문으로, 강한 스파
이크 공격을 위해 공의 윗부분을 어떻게 쳐야 하는지 설
명하시오. (6점)

3) B학생의 질문에 대한 선생님의 답문으로, 배구공에 가
해지는 회전에 따라 낙하지점과 날아가는 형태가 달라지
는 과학적 원리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조건> 과학적 원리 명칭과 세 가지의 회전을 예로 설
명할 것.

→ 다음 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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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형1】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40점)
<배구 중계방송의 일부>
아나운서 : 사랑합니다. A팀과 B팀의 챔피언결정전
1차전 경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해 설 자 : 지금 막 B팀의 강력한 스파이크 서비스를
A팀의 ㉠리베로 이○○ 선수가 받아 올렸
습니다. 이어서 세터 유○○ 선수가 퀵세트
업 한 공을 고○○ 선수가 재빠르게 스파
이크를 때렸습니다. 순간, B팀의 문○○
선수의 손에 맞고 터치 아웃되면서 A팀
1득점!!
아나운서 : 놀랍군요. 유○○ 선수와 고○○ 선수의
놀라운 타이밍! 아주 멋진 공격이었습니다.
1-(1) 위 글의 밑줄 친 ㉠리베로 선수가 도입된 이유와 A팀 선수
들의 공격 전술이 무엇이었는지 순서에 상관없이 두 가지 쓰
시오. (10점)
1) 리베로 제도가 도입된 이유 (6점)
2) A팀 선수들의 공격 전술 두 가지 (4점)

1-(2) 네트형 경쟁 활동의 특성을 쓰고,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치에 대해 논술하시오. (30점)
<조건> 특성 두 가지 이상, 가치 세 가지 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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