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 문제
초등학생 수학문제

자료 제공: 한국수학교육학회, 한국수학교육평가원
한국수학교육학회가 주최하고 한국수학
교육평가원이 주관하는 한국수학인증시험
2012년 수학 문제를 영역별로 소개합니다.
이번 호에는 2012년도 후기 한국수학인증시
험 중 측정 및 확률과 통계를 소개합니다.

[풀이]

가

①

②
③

1. 초3 후기 6번

(그림 1)의 정사각형에서 꼭짓점 가에서 나까지
(그림 2)와 같이 직각으로 꺾인 선을 따라 간 거리
가 42m입니다. 이때, (그림 1)의 정사각형의 한 변
은 몇 m입니까?

가

④

나

(그림 2)의 선 ①, ②, ③, ④의 길이의 합은 (그
림 1)의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와 같다.
그러므로 (그림 2)의 선의 길이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의 6배이다.
따라서 정사각형의 한 변은 42÷67(m)이다.

가

(그림 1)

나

[답] 7

2. 초3 후기 14번

다음 그림과 같은 상자 3개를 위로 쌓을 때, 서
로 다른 높이는 모두 몇 가지입니까?
10
cm

(그림 2)

나

15
20

cm

cm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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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상자 3개를 쌓은 높이는 다음과 같다. (단위: cm)
10101030
10101535
10102040 (10151540)
10152045 (15151545)
10202050 (15152050)
15202055
20202060
따라서 모두 7가지이다.
[답] 7

3. 초4 후기 1번

다음
안에 알맞은 수 중에서 가장 큰 수
는 얼마입니까?
4600mL 
0.04kg 
0.9m 
5.6cm 

L 600mL
g
cm
mm

[답] 90

4. 초4 후기 4번

한 각의 크기를 □라 하면 다른 두 각이 2×□,
3×□인 삼각형이 있습니다. 이 삼각형에서 크기가
가장 작은 각은 몇 도(°)입니까?
[풀이]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의 합은 180°이므로 다음
이 성립한다.
□2×□3×□180
6×□180
□180÷630
따라서 크기가 가장 작은 각은 30°이다.
[답] 30

5. 초4 후기 8번

다음 그림은 한 각이 45°인 직각삼각형 2개를
직각인 꼭짓점이 만나도록 그린 것입니다. 이때,
각 ㄱ은 몇 도(°)입니까?

[풀이]

안의 수는 다음과 같다.
4600mL  4 L 600mL
0.04kg  40 g
0.9m  90 cm
5.6cm  56 mm

따라서 90이 가장 크다.
46

ㄱ
27°

[풀이]
한 각이 45°인 직각삼각형이므로 나머지 한 각
도 4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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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에서 각 ㄴ은      ° 이고,
각 ㄷ은       °이다.
또, 각 ㄹ은      ° 이다.

ㄹ

수학 문제
선분 ㄷㅁ을 그은 것입니다. 이때, 각 ㄹㅂㅁ은 몇
도(°)입니까?
ㄱ

ㄱ ㄷ ㄹ
ㄷ

ㄴ

ㅂ

ㄷ

27°

ㄴ ㄴ
따라서 각 ㄱ은
         ° 

ㄹ
이다.

[다른 풀이]
아래 그림에서 직각삼각형을 직각인 꼭짓점에서
63°만큼 돌린 것이므로 빗변도 63°만큼 이동했다.
따라서 각 ㄱ은 180°63°117°이다.

ㅁ

[풀이]
삼각형 ㄴㄹㄷ에서 각 ㄹㄴㄷ은 120°이므로 각
ㄴㄹㄷ은 30°이다.
삼각형 ㄴㅁㄷ에서 각 ㄷㄴㅁ은 45°이므로 각
ㄹㄴㅂ은 120°45°75°이다.
따라서 각 ㄹㅂㄴ은 180°30°75°75°이므로
각 ㄹㅂㅁ은 180°75°105°이다.
[답] 105

7. 초5 후기 15번

[답] 117

6. 초5 후기 8번

다음 그림은 정삼각형 ㄱㄴㄷ의 변 ㄱㄴ을 연장
하여 변 ㄱㄴ과 길이가 같도록 선분 ㄴㄹ을 긋고,
변 ㄴㄷ과 수직이면서 변 ㄴㄷ과 길이가 같도록

(그림 1)은 정사각형의 두 대각선을 그린 것이
고, (그림 2)는 (그림 1)의 대각선의 반을 한 변으
로 하는 정사각형을 그린 것이고, (그림 3)은 (그림
2)의 작은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반을 한 변으로 하
는 정사각형을 그린 것입니다. (그림 3)의 색칠된
부분의 넓이가 6 cm 일 때, (그림 1)의 정사각형의
넓이는 몇 cm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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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구슬이 모두 포함되도록
꺼내려면 먼저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구슬을 각각
1개씩 3개를 꺼낸 후, 구슬 3개를 더 꺼내는 서로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된다.
구슬 3개를 꺼내는 서로 다른 방법은 다음의 10
가지이다.

[풀이]
(그림 4)에서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12 cm 이
고, (그림 1)의 넓이는 (그림 4)의 색칠된 부분의
넓이의 4배이다.


(그림 4)

따라서 (그림 1)의 넓이는 12×448(cm )이다.


[답] 48

8. 초5 후기 16번

주머니 안에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구슬이 각
각 4개씩 들어 있습니다. 주머니에서 구슬 6개를
꺼낼 때,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구슬이 모두 포함
되도록 꺼내는 서로 다른 방법은 모두 몇 가지입
니까?
48

(빨, 빨, 빨), (빨, 빨, 파), (빨, 빨, 노),
(빨, 파, 파), (빨, 파, 노), (빨, 노, 노),
(파, 파, 파), (파, 파, 노), (파, 노, 노),
(노, 노, 노)
[답] 10

9. 초6 후기 2번

휘발유 1L로 일반도로에서는 8km, 고속도로에
서는 12km를 갈 수 있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
자동차로 일반도로 12km, 고속도로 75km를 가는
데 필요한 휘발유의 양의 100배는 몇 L입니까?
[풀이]
이 자동차로 일반도로 1km를 가는 데 필요한
휘발유는  L이고, 고속도로 1km를 가는 데 필

요한 휘발유는 
L이다.

그러므로 일반도로 12km, 고속도로 75km를 가
는 데 필요한 휘발유의 양은 다음과 같다.



 ×    ×   




(L)


따라서 구하는 값은 
×    이다.


[답] 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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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초6 후기 9번

다음은 크기가 같은 두 원 ㅁ과 ㄹ을 서로 다른
원의 중심을 지나도록 그린 그림입니다. 삼각형 ㄱ
ㄴㅁ의 넓이가 cm 일 때, 사각형 ㄱㄴㄷㄹ의
넓이는 몇 cm 입니까?

수학 문제
점 이상인 남학생들의 점수의 합은 80점 미만인
여학생들의 점수의 합보다 411점 높습니다. 제외된
학생의 점수는 얼마입니까?





ㄱ
ㄴ

ㅁ

ㄹ
ㄷ

[풀이]
삼각형 ㄱㅁㄹ과 삼각형 ㅁㄷㄹ은 세 변이 원의
반지름이므로, 모두 정삼각형이고, 넓이는 같다.
삼각형 ㄱㄴㅁ과 삼각형 ㄱㅁㄹ은 밑변의 길이
와 높이가 각각 같으므로 그 넓이가 같고, 삼각형
ㄴㄷㅁ과 삼각형 ㅁㄷㄹ도 밑변의 길이와 높이가
각각 같으므로 그 넓이가 같다.
그러므로 삼각형 ㄱㄴㅁ, 삼각형 ㄱㅁㄹ, 삼각형
ㄴㄷㅁ, 삼각형 ㅁㄷㄹ은 모두 넓이가 같다.
따라서 사각형 ㄱㄴㄷㄹ의 넓이는
 ×   cm  이다.


[답] 148

11. 초6 후기 12번

잎(여학생)
6 4 4
9 8 8
3 2
9 8 7

<수학 점수>

3
7
0
4

줄
기
6
7
8
9

0
2
2
1

잎(남학생)
4 5 7
7 8 9 9
3 5 7 8 8
2 7 7

[풀이]
80점 이상인 남학생들의 점수의 합은 다음과 같다.
 ×              
  ×          
         

80점 미만인 여학생들의 점수의 합은 다음과 같다.
 ×          
  ×          
         

두 집단의 점수의 차는      이고,
이것은 411보다 90만큼 작다.
따라서 제외된 학생의 점수는 90점이다.
[답] 90

12. 초6 후기 22번

다음은 승우네 반 학생 중 한 명을 제외한 학생
들의 수학 점수를 줄기와 잎 그림으로 나타낸 것
입니다. 그런데 제외된 학생 한 명을 포함하면 80

주사위 10개를 다음 그림과 같이 쌓은 다음 보
이는 모든 면의 눈의 수의 합을 구합니다. 보이는
면의 눈의 수의 합 중 가장 작은 값은 얼마입니
까? (단, 주사위의 마주 보는 두 면의 눈의 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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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은 7이며, 바닥면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면의 수에 따라 눈의 수의 합이 가장 작
은 값을 구해보자.
5면(1개) : 77115
4면(3개) : 71210
3면(4개) : 색칠된 2개는        이고, 색
칠되지 않은 2개는      이다.
1면(2개) : 1

[풀이]
1, 2, 3층에 놓인 주사위에 보이는 면의 개수는
다음과 같다.

4

1

1

3

3

3

따라서 구하는 값은 15  ×    ×  
 ×    ×  75이다.
[답] 75

4

(1층)

3

4

(2층)

5

(3층)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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