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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고사

제2교시 영어. 과학. 음악
수험번호 ( ) 성 명 ( )

※ 물음에 가장 알맞은 답 하나만을 골라 답안지의 해당 답란에 

까맣게 칠하시오.

영   어

1번부터 10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 화를 듣고, 남자가 찾은 사진을 고르시오.

① ②

③ ④

⑤

2. 화를 듣고, 두 사람의 계로 가장 한 것을 고르시오.

① 학생－진로 상담 교사 ② 승객－비행기 승무원

③ 환자－치과 의사 ④ 고객－택배 기사

⑤ 가수－ 로듀서

3. 그림의 상황에 가장 한 화를 고르시오.

① ② ③ ④ ⑤

4. 화를 듣고, 두 사람이 화하고 있는 장소로 가장 한 

곳을 고르시오.

① 은행 ② 도서 ③ 박물

④ 지하철 ⑤ 놀이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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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듣기 문제가 모두 끝났습니다. 11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5. 다음 안내 방송을 듣고, Sunshine Orange Farm에 해 알 수 

없는 것을 고르시오.

① 매니  이름 ② 치

③ 설립 연도 ④ 로그램 내용

⑤ 로그램 운  시간

6. 화를 듣고, 두 사람이 만나기로 한 시각을 고르시오.

① 4 p.m. ② 5 p.m. ③ 6 p.m.

④ 7 p.m. ⑤ 8 p.m.

7. 화를 듣고, 여자가 사려고 하는 마우스를 고르시오.

Color Type Price($)

① Black Wired 10

② Black Wireless 10

③ Black Wireless 15

④ White Wireless 15

⑤ White Wired 15

8. 화를 듣고, 여자가 할 일로 가장 한 것을 고르시오.

① 빵 굽기 ② 양  썰기 ③ 요리책 보기

④ 새우 구입하기 ⑤ 냉장고 청소하기

9. 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이어질 남자의 말로 가장 

한 것을 고르시오. 

M :

① Thanks, I will try.

② Oh, it’s my mistake.

③ I’m sorry to hear that.

④ They look good on you.

⑤ Sorry. I failed the exam.

10. 다음 상황 설명을 듣고, Amy가 Mike에게 할 말로 가장 

한 것을 고르시오.

Amy :

① Let’s go out and play.

② You should see a doctor.

③ You have to get up early.

④ That would be a great help.

⑤ I’d like you to study ha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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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친 ‘It(it)’이 나타내는 것으로 가장 한 것은?

It is a necessary item in our daily lives. We can buy 

it in the form of a bar or liquid. If it is mixed with 

water, it makes bubbles. We use it to wash many 

different things. We can clean our bodies or wash the 

clothes with it.

① 비 ② 수건 ③ 칫솔

④ 머리빗 ⑤ 화장지

12.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① 장소는 시청이다.

② 일요일에 열린다.

③ 오후 2시에 시작된다.

④ 통 연 만들기 체험이 있다.

⑤ 활동 참가비는 유료이다.

13.  친 부분 ,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하지 않은 것은?

People wear clothes to ① protect their bodies from 

the cold, sunlight, and injuries. However, what people 

wear can also ② send a message about who they are 

and their role in society. For instance, salesmen who 

want to ③ hurt their customers wear nice suits. It is 

easy to ④ identify military people by their uniforms. 

The same is true for police officers. In short, clothing 

can ⑤ tell a lot about the people who wear it.

14.  친 (A), (B), (C)에서 어법에 맞는 표 으로 가장 한 

것은?

Today’s young people have known the visual revolution. 

They are more likely to enjoy (A) watch / watching a 

film on TV. A lot of films can (B) view / be viewed on 

the many television channels. When they are not 

watching films or TV, many of them play computer 

games, (C) who / which are also part of the visual 

revolution.

(A) (B) (C)

① watch view who

② watch view which

③ watch be viewed which

④ watching be viewed who

⑤ watching be viewed which

 Where : Arirang Middle School

 When : Saturday, 9:30 a.m. － 11:30 a.m.

December 19th

 Activities :
  - Make and taste Korean food

  - Make a Korean traditional kite

You can join these activities for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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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 다음 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한 것을 

고르시오.

15. 

What makes a good neighbor? Caring about our 

neighbors is important. We should not do things that 

will annoy our neighbors. , we need to 

turn our music down when it bothers others. We 

should also make sure that our dogs do not bark loudly 

late at night. By avoiding what makes neighbors upset, 

we can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them.

① Otherwise ② In contrast ③ By the way

④ In the end ⑤ For example

16. 

The sailors had a hard time sailing in the angry 

wind and waves. Through the rain, they saw a light. It 

was a lighthouse located on the land. Finally, they saw 

the land. However, its light warned them of a rocky 

coast. Rocks, just below the surface of the water, 

waited for them in the darkness. Therefore, sailing near 

the rocky coast would be .

① easy ② boring ③ helpful

④ dangerous ⑤ successful

17. 

Do you know that dogs can be trained to ? 

These dogs are called rescue dogs. When people are in 

trouble, rescue dogs are ready to help them. They are 

good at following the smell of lost hikers and campers. 

They search for people who are trapped after an 

earthquake, a landslide, or a snowstorm.

* landslide : 산사태

① find drugs ② taste food ③ save lives

④ play games ⑤ teach people

18. 다음 에서 체의 흐름과 계 없는 문장은?

Have you ever heard about Buy Nothing Day? ① It 

was started by a Canadian artist, Ted Dave in 1992. 

②He asked people to go through the day without 

shopping. ③Eating breakfast was important for his 

health. ④Many people agreed with his idea and more 

than 65 nations joined the campaign by not shopping 

on that day. ⑤ Instead of shopping, they should spend 

the day without buying any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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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으로 가장 한 것은?

A man got into his boat and went out on the lake. 

He began fishing. Soon he caught a fish. Then he 

caught another. He kept catching fish until his boat 

was almost full. Then he thought, “I’ll catch more fish 

and go home.” He kept fishing. Finally, the boat began 

to sink. He had to swim back to the land. He lost his 

boat because he caught too many fish.

① 규칙 인 습 을 길러야 한다.

②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한다.

③ 사람의 정 인 면을 보아야 한다.

④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멀리해야 한다.

⑤ 여행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해야 한다.

20. 다음 을 쓴 목 으로 가장 한 것은?

① 가격 문의 ② 상품 구매

③ 제품 홍보 ④ 행사 안내

⑤ 허락 요청

21. 다음 의 제목으로 가장 한 것은?

There are good reasons to go inline skating. It can 

bring people together and provide opportunities for 

making friends. In addition, it is good for your health. 

When you go inline skating, you can get in shape and 

strengthen your muscles. It also helps you relax and 

sleep better. Inline skating can improve your health as 

well as your social life.  

① How to Sleep Well

② Importance of Muscles

③ Ways to Get in Shape

④ Tips for Making Friends

⑤ Benefits of Inline Skating

22. 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한 

곳은?

These habits include eating healthy food, exercising, 

and staying clean.

American schools have some goals that they want students 

to achieve. ( ① ) The first goal is to learn basic skills such as 

reading, writing, and counting. ( ② ) Learning to work with 

others is another goal. ( ③ ) The third goal is to build good 

health habits. ( ④ ) The next goal is to train students for 

their future jobs. ( ⑤ ) This means learning skills that will 

help them in their career.

Dear Mr. Smith,

How are you? My name is Hana. I am a 

student at Hanguk Middle School. I found some 

interesting photos of Korea on your blog. I think 

your photos will help my foreign friends 

understand Korea better. I would like to post 

them on my blog. I will write the source of the 

photos. Please let me know if I can use them. 

Thank you.

Best wishes,

H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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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다음 에 나타난 ‘I’의 심경으로 가장 한 것은?

I am with my family in Paris, France! It’s always 

been my dream to visit Paris. My parents and brother 

are sleeping now. But I can’t sleep because I’m so 

thrilled to visit the Louvre Museum. I will finally be 

able to see the Mona Lisa with my own eyes 

tomorrow. I can’t wait!

① sad ② upset ③ excited

④ worried ⑤ confused

24. 다음 의 바로 뒤에 이어질 내용으로 가장 한 것은?

Have you ever heard about people who use solar 

energy to cook? Have you ever seen a wind power 

plant on a hill, or a wave power plant near the sea? 

These forms of energy are called green energy. It can 

be collected, produced, and used without doing any 

harm to nature. Here are some more interesting kinds 

of green energy.

① 녹색 에 지의 종류 ② 멸종 기의 동식물

③ 색깔과 감정의 계 ④ 해양 스포츠의 유래

⑤ 화석의 역사  가치

25. Jean Little에 한 다음 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Jean Little was born with very bad eyesight in 1932. 

As she grew, however, her sight improved enough so 

that she could read on her own. When she was a 

student, she became interested in writing. When she 

was eighteen, a magazine published two of her poems. 

Later, she helped disabled children learn from her 

experiences.

① 시력이 매우 나쁜 상태로 태어났다.

② 성장하면서 시력이 좋아졌다.

③ 학창 시 에 쓰기에 심을 갖게 되었다.

④ 열여덟 살에 소설책을 출간했다.

⑤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도왔다.

26. 다음 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한 것은?

A woman found a cocoon in her house. She saw the 

butterfly working hard to come out of the cocoon. It 

seemed very hard for the butterfly, so she wanted to 

help it. She cut open the cocoon, and the butterfly 

came out with her help. However, it was too weak to 

fly. She realized the butterfly needed time to try to 

come out on its own to fly.

* cocoon : 고치

⇩

Even with the woman’s help, the butterfly couldn’t 

fly because it didn’t have enough time to make a(n) 

 by itself.

① deal ② effort ③ excuse

④ present ⑤ prom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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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학

27. 그래 는 등속 직선 운동하는 두 물체 A, B의 시간에 따른 

이동 거리를 나타낸 것이다.

A, B의 운동에 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A의 속력은 2 m/s이다.

ㄴ. A는 B보다 속력이 빠르다.

ㄷ. 6  동안 이동한 거리는 A가 B보다 크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ㄷ ⑤ ㄱ, ㄴ, ㄷ

28. 그림은 빛이 공기에서 물속으로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입사각은 30°이다.

ㄴ. ∠A가 커지면 ∠B는 작아진다.

ㄷ. 빛의 진행 속력은 공기보다 물에서 더 느리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9. 그림은 20℃ 물 A가 든 삼각 라스크를 60℃ 물 B가 든 

비커에 넣고 물의 온도 변화를 알아보기 한 실험 장치이고, 

표는 실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시간(분) 0 2 4 6 8

물 A의 온도(℃) 20 23 26 27 27

물 B의 온도(℃) 60 43 32 27 27

이에 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로 고른 

것은? (단, 외부와 열의 출입은 없다.)

<보 기>

ㄱ. 0～4분 동안 열은 A에서 B로 이동한다.

ㄴ. 6분 후에 A와 B는 열평형 상태에 있다.

ㄷ. A가 얻은 열량은 B가 잃은 열량보다 많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30. 그림은 수평면에 정지해 있는 물체에 수평 방향으로 15 N의 

힘을 작용시켜 물체가 2 m 이동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로 고른 

것은? (단,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보 기>

ㄱ. 바닥과 물체 사이에는 마찰력이 작용한다.

ㄴ. 물체를 이동시키는 데 한 일의 양은 30 J이다.

ㄷ. 물체를 당기는 동안 력에 하여 한 일은 없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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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그림은 10 m 높이에 정지해 있던 물체가 자유 낙하하여 

지면에 도달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로 고른 

것은? (단, 지면에서의 치 에 지는 0이며, 공기 항은 

무시한다.)

<보 기>

ㄱ. A에서 B로 낙하하는 동안 치 에 지는 감소한다.

ㄴ. B에서 치 에 지의 크기와 운동 에 지의 크기는 

같다.

ㄷ. B에서 C로 낙하하는 동안 역학  에 지는 증가한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ㄱ, ㄷ

32. 그림 (가)～(다)는 항의 연결 방식을 달리 한 기 회로도를 

나타낸 것이다.

(가) (나) (다)

각 회로의 류계에 흐르는 류의 세기를 옳게 비교한 것은?

(단, 각 항의 크기는 모두 같고, 도선의 항은 무시한다.)

① (가) < (나) < (다) ② (나) < (가) < (다)

③ (다) < (가) < (나) ④ (다) < (나) < (가)

⑤ (가) ＝ (나) ＝ (다)

33. 그림은 나침반을 이용하여 류가 흐르는 코일 주변에 생성

되는 자기장의 방향을 알아보기 한 장치를 나타낸 것이다.

나침반 A～E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옳은 

것을 고른 것은? (단, 지구 자기장은 무시한다.)

① A, B ② A, D ③ B, C ④ C, E ⑤ D, E

34. 그림은 주사기의 피스톤을 르기 과 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주사기 속 기체의 변화에 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에서 있는 로 고른 것은? (단, 주사기 속 기체의 온도와 분자 

수는 일정하다.)

<보 기>

ㄱ. 압력이 증가한다.

ㄴ. 분자 운동 속도가 감소한다.

ㄷ. 분자의 충돌 횟수가 감소한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ㄷ ⑤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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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그래 는 질산 칼륨의 온도에 따른 용해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A에서 질산 칼륨 수용액은 포화 상태이다.

② A에서 질산 칼륨 수용액의 농도는 100%이다.

③ 20℃보다 60℃에서 용해도가 크다.

④ 20℃에서 질산 칼륨의 용해도는 32이다.

⑤ 60℃ 포화 수용액 210 g을 20℃로 낮추면 질산 칼륨 78 g이 

석출된다.

36. 그림 (가), (나)는 별 모양의 콜릿을 만드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가) (나)

이 과정에서 일어난 상태 변화에 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가)에서 콜릿의 상태 변화는 응고이다.

ㄴ. (가)에서 콜릿을 이루는 분자의 운동은 활발해진다.

ㄷ. (나)에서 콜릿이 굳을 때 열에 지를 흡수한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ㄱ, ㄷ

37. 다음은 묽은 염산이 담긴 비커에 물질 A를 넣을 때 일어난 

변화를 이온 반응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H  OH→HO

이 반응에 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화 반응이다.

ㄴ. 물질 A는 산성이다.

ㄷ.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은 1 : 1의 개수비로 반응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38. 그림은 질소와 수소가 반응하여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반응을 

분자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반응하는 질소와 수소의 분자 수의 비는 1 : 3이다.

ㄴ. 반응물과 생성물에서 분자의 수는 변하지 않는다.

ㄷ. 반응물과 생성물에서 원자의 종류는 변하지 않는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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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표는 불꽃 반응에서 몇 가지 물질이 나타내는 불꽃색을 

기록한 것이다.

물질 염화 나트륨 질산 나트륨 염화 리튬 질산 리튬

불꽃색 노란색 노란색 빨간색 A

이에 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염화 나트륨의 불꽃색은 나트륨 원소 때문에 나타난다.

ㄴ. A는 노란색이다.

ㄷ. 불꽃 반응으로 염화 리튬과 질산 리튬을 구별할 수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ㄱ, ㄷ

40. 그림은 녹슨 기 차를 보고 두 사람이 나  화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화에서 언 한 화학 반응은 산화 환원 반응이다.

ㄴ. 표면의 철(Fe)이 녹슬 때 철(Fe)은 산화되었다.

ㄷ. 표면의 철(Fe)이 녹슬 때 환원된 물질은 없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ㄱ, ㄷ

41. 그림은 식물의 잎에서 일어나는 합성 과정과 포도당의 환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A는 주로 뿌리에서 흡수된다.

 ㄴ. 생성된 B는 주로 기공으로 방출된다.    

 ㄷ. C는 녹말이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42. 그림은 해바라기의 기를 가로로 자른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A는 죽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ㄴ. B에서 세포 분열하여 기가 굵어진다.

ㄷ. C는 잎에서 만든 양분이 이동하는 통로이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ㄷ ⑤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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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그림은 사람의 호흡 운동 원리를 알아보기 한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손잡이를 아래로 당길 때 일어나는 변화에 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유리병 밖에서 고무풍선 속으로 공기가 들어온다. 

ㄴ. 유리병 속 압력이 외부 압력보다 높아진다.

ㄷ. 고무풍선의 부피가 커진다.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44. 그림은 사람이 추 를 느낄 때 체온이 조 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A는 체온 조  추인 간뇌이다.

ㄴ. B는 갑상샘을 자극한다.

ㄷ. C는 인슐린이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45. 사람의 수정란의 기 발생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을 표 한 그래   옳은 것은? (단, 세로축의 값은 

상댓값이다.)

① ②

③ ④

⑤

46. 그림은 생물 5계  균계, 원핵생물계, 식물계를 분류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A, B, C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A B C

① 균계 원핵생물계 식물계

② 균계 식물계 원핵생물계

③ 식물계 균계 원핵생물계

④ 식물계 원핵생물계 균계

⑤ 원핵생물계 식물계 균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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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그림은 지구 내부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A와 B의 경계면을 모호로비치치 불연속면(모호면)이라 

한다.

ㄴ. A～D  B의 부피가 가장 크다.

ㄷ. C는 외핵, D는 내핵이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48. 그림은 지구계  수권의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A는 부분 육지에 분포한다.

ㄴ. B는 강물이다.

ㄷ.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 수권에서 B가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한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ㄷ ⑤ ㄱ, ㄴ, ㄷ

49. 그림은 우리나라에 향을 주는 기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A는 C보다 온난하다.

ㄴ. B는 시베리아 기단이다.

ㄷ. D의 향을 받으면 날씨가 덥고 습해진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ㄷ ⑤ ㄴ, ㄷ

50. 그림은 도 지역에 형성된 온  기압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C 지역에 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A는 주로 운형 구름이 생성된다.

ㄴ. B는 A보다 기온이 낮다.

ㄷ. C는 한랭 선의 향을 받고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ㄷ ⑤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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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표는 태양계 내에 있는 행성을 두 집단으로 분류한 것이다.

지구형 행성 목성형 행성

수성, ( A ) 

지구, 화성

  목성, ( B )

천왕성, 해왕성

이에 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A는 성, B는 토성이다.

ㄴ. 지구형 행성은 고리가 있다.

ㄷ. 반지름은 목성형 행성이 지구형 행성보다 크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ㄷ ⑤ ㄴ, ㄷ

52. 표는 별 A와 B의 등 과 색깔을 나타낸 것이다.

별  등 겉보기 등 색깔

A   청색

B   색

이에 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A는 B보다 실제로 더 밝다.

ㄴ. A는 B보다 육안으로 더 밝게 보인다.

ㄷ. A는 B보다 표면온도가 높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ㄷ ⑤ ㄴ, ㄷ

음   악

53. 다음에서 설명하는 내용에 모두 해당하는 것은? 

◦메기고 받는 형식이 많다.

◦일, 놀이와 련된 노래가 많다.

◦향토 이고 소박하며 지방마다 다른 특징이 나타난다.

◦ ‘아리랑’, ‘옹헤야’, ‘오돌 기’, ‘천안 삼거리’ 등이 있다.

① 가곡 ② 민요 ③ 범패

④ 시조 ⑤ 수제천

54. ‘애국가’의 시작 부분이다.

 곡에 가장 알맞은 박자 젓기는?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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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독일 민요 ‘노래는 즐겁다’의 일부이다.

 악보 시작 부분에 표 된 셈여림의 뜻은?

① 여리게 ② 조  여리게

③ 조  세게 ④ 세게

⑤ 매우 세게

56. 그림은 학생들과 선생님의 화이다. ( )에 가장 알맞은 

것은?

① 경극 ② 창극 ③ 뮤지컬

④ 소리 ⑤ 술가곡

57. 다음 사물놀이 연주에서 A에 들어갈 악기로 가장 알맞은 

것은?

◦사물놀이에서 악기 A는 상쇠가 연주한다.

◦악기 A는 번개나 천둥소리에 비유된다.  

① 단소 ② 소고 ③ 생황

④ 태평소 ⑤ 꽹과리

58. ‘진도 아리랑’의 일부이다.

 곡에 가장 어울리는 장단은?

① 굿거리 ② 단모리

③ 세마치 ④ 휘모리

⑤ 자진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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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59. 멕시코 민요 ‘라 쿠카라차’의 시작 부분이다.

 악곡의 으뜸음으로 알맞은 것은?

① ②

③ ④

⑤

60. 그림에 해당하는 기악의 연주 형태는?

① 독주 ② 목  2 주

③  3 주 ④ 피아노 3 주

⑤ 악 4 주

61.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서양 음악은? 

◦오라토리오, 칸타타가 발 하 다.

◦푸가, 법 등 다성 음악이 완성되었다.

◦ 표 인 작곡가는 비발디, 바흐, 헨델이 있다.
 

① 바로크 음악 ② 고  음악

③ 낭만  음악 ④ 국민악  음악

⑤ 근 ㆍ  음악

62. 다음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통 음악은?

◦조선 시  역  왕과 왕비의 

제사를 지낼 때 연주하는 

음악이다.

◦ 요 무형 문화재 제1호이다.

① 산조 ② 취타

③ 시나 ④ 풍물놀이

⑤ 종묘 제례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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