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항
번호

대영역 중영역 평가 내용

1 운동과 에너지 빛과 파동 빛의 굴절 현상 설명하기

2 운동과 에너지 힘과 운동 힘의 합력 구하기

3 운동과 에너지 빛과 파동 파동의 종류와 특징 이해하기

4 운동과 에너지 빛과 파동 빛의 분산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 구별하기

5 운동과 에너지 힘과 운동 힘의 종류와 성질 이해하기

6 운동과 에너지 힘과 운동 물체의 운동 상태를 힘의 작용과 관련지어 설명하기

7 운동과 에너지 힘과 운동 물체의 운동을 시간과 위치의 변화로 나타내기

8 운동과 에너지 전기와 자기
전기 회로에서 전하량 보존 법칙을 전류와 전하의

관계에 적용하기

9 물질
물질의 상태와

상태 변화
기체에서 압력과 부피의 관계 설명하기

10 물질 물질의 구조 순물질과 혼합물 구별하기

11 물질 물질의 구조 화합물을 화학식으로 나타내기

12 물질
물질의 특성과

혼합물의 분리
밀도가 물질의 특성임을 이해하기

13 물질
물질의 특성과

혼합물의 분리
용해도 구하기

14 물질
물질의 특성과

혼합물의 분리
물질의 특성을 이용하여 혼합물 분리하기

15 물질 물질의 구조 화합물을 모형으로 나타내기

16 물질
물질의 상태와

상태 변화
증발 현상을 분자의 운동으로 이해하기

17 생명 동물 혈액의 구성 성분과 기능 설명하기

18 생명 동물 신경계에 해로운 약물 알기

19 생명
생물의 구성과

다양성
세포의 모양과 기능의 다양성 이해하기

20 생명 동물 체세포 분열을 관찰하는 방법 설명하기

21 생명 동물 자극에 대한 반응 경로 설명하기

22 생명 식물 식물의 광합성 작용 설명하기

23 생명 식물 식물에서 뿌리의 구조와 기능 설명하기

24 생명명 동물 사람 생식 기관의 구조와 기능 설명하기

25 지구와 우주 천문 태양계를 구성하는 천체들의 특징 알기

26 지구와 우주 대기와 해양 전선 주위에서 나타나는 현상 설명하기

27 지구와 우주 대기와 해양 대기 중의 수증기량과 상대 습도의 관계 이해하기

28 지구와 우주 대기와 해양 일기도 해석하기

29 지구와 우주 지질 부정합의 생성 과정 이해하기

30 지구와 우주 천문 지구의 크기를 알아내는 방법 이해하기

31 지구와 우주 지질 지각 변동을 판구조론과 관련지어 설명하기

32 지구와 우주 지질 지형을 변화시키는 요인과 특징적인 지형 알기

서답형1 운동과 에너지 전기와 자기 전기 회로에서 전압, 전류, 저항의 관계 설명하기

서답형2 운동과 에너지 힘과 운동 일과 에너지의 관계 설명하기

서답형3 물질
물질의 상태와

상태 변화
물질의 상태 변화를 열에너지와 관련지어 설명하기

서답형4 물질 물질의 구조 물질의 반응을 분자 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하기

서답형5 생명 동물 호흡기관에서 기체 교환 과정 설명하기

서답형6 생명 동물 땀의 기능 설명하기

서답형7 지구와 우주 지질 생성 과정에 따른 암석의 분류 알기

서답형8 지구와 우주 대기와 해양 해수의 염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설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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