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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학년도 6월 경기도중학교학업성취도평가 문제지

중 3 영어  과학  음악 제3교시

 3 학년 (    ) 반   번호 (     )      성 명 (                 )

※ 문제지와 답안지에 필요한 인적 사항(반, 번호, 이름)을 
정확히 기입(표기)한 후 답안을 작성하시오.

※ 객관식 : 물음에 맞는 답을 골라 답안지의 해당란에 바르게 
표기하시오.

※ 1번～26번은 영어, 27번～54번은 과학, 55번～64번은 음악 
과목 문항입니다.

영  어

  1번부터 6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 됩니다.

1. 대화를 듣고, 여자의 현재 모습을 고르시오.
① ② ③

④ ⑤

2. 대화를 듣고, 여자가 전화를 한 목적을 고르시오.
① 애완동물을 맡기려고
② 애완동물을 구입하려고
③ 진료 시간을 확인하려고
④ 가게 위치를 물어보려고
⑤ 잃어버린 애완동물을 찾으려고

3. 대화를 듣고, 남자가 이용할 교통수단을 고르시오.
① bus ② taxi ③ train
④ subway ⑤ bicycle

4. 대화를 듣고, 여자가 지난 주말에 한 일을 고르시오.
① 과학 숙제 ② 집안 청소 ③ 음악 감상
④ 영화 관람 ⑤ 콘서트 관람

5. 다음을 듣고,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① 화요일 오전 9시에 문을 연다.
② 월요일에는 문을 열지 않는다.
③ 이번 토요일이면 개업 10주년이다.
④ 이번 주말에는 30% 할인 판매한다.
⑤ 이번 주말에는 극장 입장료가 1달러이다.

6. 그림의 상황에 가장 알맞은 대화를 고르시오.

①         ②         ③         ④         ⑤ 

  이제 듣기 문제는 모두 끝났습니다. 7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7. 다음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A: Hello.
B: Hi, Jenny. This is Joe.
A: Hi, Joe. What’s up?
B: There’s a baseball game going on Saturday afternoon.
A: A baseball game?
B: Yeah. Would you like to go?
A: Oh, sorry. I’m not free on Saturday.
B: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That sounds great.
② Okay. See you then.
③ I couldn’t agree more.
④ Let’s meet at the bus stop.
⑤ Well, some other time, 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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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두 사람의 대화가 자연스럽지 않은 것은?
① A: Can you do me a favor?
   B: Sure. What is it?
② A: Are you feeling better today?
   B: No, I still have a sore throat.
③ A: What kind of movies do you like?
   B: Comedies are my favorite.
④ A: I have a math test today.
   B: I’ll keep my fingers crossed for you.
⑤ A: Can you tell me where I am?
   B: Well, just go straight two more blocks.

9. 밑줄 친 This(this)가 가리키는 것으로 알맞은 것은?
  This is the force that makes things fall. It is caused 
by the Earth pulling everything toward it. When a stone 
is dropped in the air, this pulls the stone down. Without 
this, objects would float in the air.
① 중력 ② 부력 ③ 마찰력
④ 자기장 ⑤ 가속도

10.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Will people still read printed books 20 years from now? 
A few years ago, many people would have said no. When 
computers and the Internet began to be used widely, it 
was thought that they would _______ the books. However, 
that hasn’t happened yet. Now many people see that the 
books are here to stay.
① invent ② search ③ provide
④ replace ⑤ protect

11.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Two miners came out of a coal mine. One was very 
dirty, but the other was very clean. The clean one went to 
a sink and began to wash himself. The dirty miner did not. 
He just went home. Can you explain this? The clean miner 
saw that the other miner was dirty so he thought that he 
himself was dirty. The dirty miner saw that the other 
miner was clean and he thought that ___________________.

*mine 광산
① he had enough coal
② he could not go home
③ he himself must be clean
④ he needed to wash himself
⑤ he had to go to the mine again

12. 다음 전화 메모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Message

  ◦ For: Jessica Song
  ◦ From: Mrs. Park 
  ◦ Date: June 19, 2009    Time: 12:30 p.m.
  ◦ About: Tom’s homework
  ◦ Message: Please call back around 3 p.m.
  ◦ Phone: 585-4739
                            ◦ Answered by: Judy

① 전화를 받은 사람은 Jessica Song이다.
② 전화를 한 사람은 Mrs. Park이다.
③ 전화를 한 이유는 Tom의 숙제 때문이다.
④ 오후 3시경에 전화를 해 달라고 했다.
⑤ 전화를 한 사람의 번호는 585-4739이다.

13.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Many environmental groups are warning that oceans 
worldwide are in great danger. According to a report, 70 
percent of the world’s fishing areas are in danger. One 
danger, of course, is the huge amount of pollution. There is 
another danger, and it might be even more harmful than 
pollution: overfishing. “We know that almost 90 percent of 
the world’s fish are gone,” says a scientist from Canada.
① Various Kinds of Fish
② The Oceans in Trouble
③ The Largest Fishing Area
④ The Serious Ocean Pollution
⑤ New Technology for Fishing

14.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알맞은 것은?
  Different countries and cultures celebrate the new year 
in different ways. In Scotland, homeowners open the front 
door at midnight to let in the new year, and open the 
back door to let out the old year. In Switzerland, people 
kiss each other three times at midnight. In Japan, they 
ring a bell 108 times to get rid of the 108 bad desires  
they believe people have.
① 동서양의 문화 교류
② 서양의 다양한 인사법
③ 양력설과 음력설의 차이
④ 동양에서 종을 치는 의미
⑤ 여러 나라의 새해맞이 풍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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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알맞은 것은?
  Some children think that potato chips are vegetables, 
which is actually true. However, oily potato chips make 
up nearly one-third of the vegetables eaten by children. 
Doctors say that children should eat many kinds of 
vegetables. Foods such as fresh carrots, peppers and 
green vegetables should be part of their diet.
① 포테이토칩을 야채로 생각할 수 있다.
② 생야채가 익힌 야채보다 건강에 좋다.
③ 기름진 음식은 성인병을 유발할 수 있다.
④ 어린이들은 다양한 종류의 야채를 먹어야 한다.
⑤ 어린이 비만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6.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We will not get anything if we do not work hard. For 
instance, when learning English, we have to learn a large 
vocabulary. Although you have all kinds of vocabulary 
books, in the end you have to learn each word by heart 
one after another. Many students feel stressed memorizing 
English words, but all they need to remember is just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No pain, no gain.
② Don’t cry over spilt milk.
③ It is never too late to learn.
④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
⑤ When in Rome, do as the Romans do.

17. 그래프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The birth rate of Nigeria is the highest.
② Bangladesh has three times higher birth rate than Korea.
③ Women in the USA give birth to three children on average.
④ Korea has a lower birth rate than the USA.
⑤ Japan has the lowest birth rate.

18. 다음 글을 쓴 목적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Ride a bicycle around one of the most beautiful islands 
in the world. Swim in the clear water. Camp in the 
beautiful national park. We provide the bicycles, food, 
guides and transportation. You can enjoy this with only 
$50. Come and have an unforgettable holiday experience!
① 자전거를 판매하려고
② 여행 상품을 광고하려고
③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려고
④ 환경 보존 기금을 마련하려고
⑤ 건강 유지 방법을 안내하려고

19. 다음 글의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Communication happens when we pass signals to each 
other. (A)We communicate through speech and written 
words. (B)We also express ourselves through hand gestures 
and facial expressions. (C)People in India speak about 18 
major languages. (D)People with limited hearing have a 
special form of communication using hand signs. (E)They 
can also read the shape of our lips when we speak.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20.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People think that ants are “not strong.” But ants have 
amazing strength for their size. Have you ever watched 
an ant carrying a small piece of food? They’re tireless 
and strong. _______________, those who study ants tell us 
they can carry up to fifty times their own weight! That’s 
the same as a 70 kilogram person carrying a 3.5 ton rock!
① Finally ② In fact
③ However ④ Otherwise
⑤ By the way

21.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알맞은 곳은?
An octopus was climbing out of its tank.
  In one aquarium the workers saw that their fish were 
disappearing. (A) They set up a camera to see what was 
going on. (B) The next day the workers watched the film 
and they were shocked. (C) It went into other tanks and 
ate the fish. (D) Then the octopus went back to its own 
tank! (E)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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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Sophia에 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Sophia Fowler was born deaf on March 20, 1798. When 
she was nineteen, she entered a school for the deaf. 
While she was there, Thomas Hopkins, who founded the 
first public school for the deaf, fell in love with her. 
Sophia married him in 1821. Although she was deaf, she 
lived her life with passion. She raised a family, ran a 
busy household, and helped her son found a college for 
the deaf.
① 태어날 때부터 청각 장애가 있었다.
② 19세에 청각 장애인 학교에 입학했다.
③ 최초의 공립 청각 장애인 학교를 설립했다.
④ 1821년에 Thomas Hopkins와 결혼했다.
⑤ 청각 장애인 대학을 설립하는 아들을 도왔다.

23. 주어진 문장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알맞은 것은?
The first Europeans in America were probably the Vikings 
who settled on the coast in the AD 1000s.

(A) However, the arrival of Italian explorer Columbus in 
1492 is more famous.

(B) Columbus believed he was in the East Indies, and so 
called the people on the island Indians.

(C) He was seeking a new way from Europe to Asia, and 
his ships landed on an island in the Caribbean Sea.

① (A) - (B) - (C) ② (A) - (C) - (B)
③ (B) - (A) - (C) ④ (B) - (C) - (A)
⑤ (C) - (A) - (B)

24. 밑줄 친 (A)～(C)에서 어법에 맞는 것을 골라 바르게 짝지은 
것은?

  I used to play the piano a lot when I was younger, but I 
don’t play much anymore. Now I enjoy (A) playing / to play 
in a band. We’ve been practicing (B) for / during three 
months in my garage, and pretty soon we’re going to 
start playing at parties. Maybe we’ll become famous! We 
all have a great time. I like doing things with other 
people―that’s (C) where / what I like best about it.
    (A)   (B) (C)
① playing   for where
② playing   for what
③ playing   during where
④ to play   for where
⑤ to play   during what

25.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때, 빈칸 (A)와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Many people believe that women talk more than men 
do. According to a study, this isn’t exactly true. It says 
women talk more than men only when at home, with 
family or with a few friends. This is because women 
often talk to get close to others. On the other hand, men 
often talk to build a social position, and thus they talk 
more in a big group or at work.

⇩
Women talk more         (A)        , while men talk 
more         (B)        .
     (A)   (B)
① in private in public
② when nervous when relaxed
③ in larger groups in smaller groups
④ in formal situations in informal situations
⑤ when talking to men when talking to women

26. 밑줄 친 (A)~(E)에서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하나는?
  Tilly Smith, a ten-year-old girl, saved over 100 lives 
using classroom knowledge. (A)She was on a beach in 
Thailand. She noticed that the sea was rushing out and 
beginning to bubble. Then (B)she remembered the lesson 
that her teacher, Mrs. Kearney, had given two weeks 
earlier. (C)She had taught her about earthquakes and how 
they can cause tsunamis. (D)She realized that a tsunami 
wave was coming and warned people to leave the beach. 
No one was killed or hurt in that area because (E)she 
paid attention in her geography class.

*tsunami 쓰나미(지진 해일)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 확인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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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학

27. 그림은 어떤 식물 잎의 단면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B
A

C

A ~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 기 >
ㄱ. 광합성이 가장 활발한 곳은 A이다.
ㄴ. B는 물과 양분의 이동 통로이다.
ㄷ. C는 증산 작용을 조절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8. 그림은 수소 기체와 염소 기체가 반응하여 염화수소 기체가 
생성되는 과정을 두 가지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 두 가지 반응 모형에서 공통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 기 >
ㄱ.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
ㄴ. 수소와 염소는 일정한 질량비로 결합한다.
ㄷ. 반응 전의 질량의 합과 반응 후 질량의 합은 같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9. 그림은 지면에 놓여 있던 무게 50N인 물체를 움직도르래에 
매달아 줄을 2m 잡아당긴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50N

물체가 올라간 높이와 사람이 한 일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단, 도르래의 무게와 모든 마찰은 무시한다.)

    물체가 올라간 높이     사람이 한 일 
①        1m    25J
②        1m    50J
③        2m    25J
④        2m    50J
⑤        4m    25J

 

30. 다음은 어느 신문기사 내용의 일부이다.

 해마다 겨울철이면 강원도 인근 동
해에 나타나 어민들을 즐겁게 해주
던 명태, 양미리 등의 어획량이 줄어
들고 있어 어민들이 걱정하고 있다. 
이는 동한난류의 세력이 강하게 작
용하면서 북한한류가 좀처럼 세력을 
확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원인으
로 분석되고 있다.    - ○○ 일보 -

A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 기 >
ㄱ. A는 동한난류이다.
ㄴ. 동해의 조경 수역이 북쪽으로 올라갔다.
ㄷ. 북한한류는 쿠로시오 해류에서 갈라진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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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그림은 여성의 생식 기관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B

A

C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 기 >
ㄱ. A에서 여성호르몬을 분비한다.
ㄴ. B에서 수정이 이루어진다.
ㄷ. C에서 수정란이 착상된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32. 그림은 비닐장갑에 아세톤을 넣고 입구를 단단히 묶은 후 
뜨거운 물에 넣었을 때의 변화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뜨거운 물

아세톤

비닐장갑 속의 아세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승화가 일어난다.
② 분자 크기가 커진다.
③ 분자 운동이 느려진다.
④ 분자 사이의 인력이 커진다. 
⑤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

33. 그림은 초파리의 체세포에 있는 염색체를 나타낸 것이다.

A

B
C D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 기 >
ㄱ. A와 B는 상동 염색체이다.
ㄴ. C와 D는 상염색체이다.
ㄷ. 초파리의 염색체 수는 4개이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34. 그림은 무게가 1000N인 물체를 지레에 올려놓고 200N의 
힘을 가해 지레가 수평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다. 

1000N

200N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지레의 무게는 무시한다.)

< 보 기 >
ㄱ.  : 는 1 : 5이다.
ㄴ. 사람이 지레에 한 일과 지레가 물체에 한 일은 같다.
ㄷ. 받침점이 물체에 가까워지면 200N보다 더 큰 힘이 필요하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35. 그림은 어두운 곳에 들어갔을 때 동공의 크기가 변화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밝은 곳 어두운 곳

A ~ E 중 이와 같은 기능을 담당하는 뇌의 부분은?

A
B
C
D
E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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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다음은 물체의 높이와 나무도막의 이동 거리의 관계를 알아
보기 위한 실험이다.

(가)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빗면 위에서 물체를 가만히 놓아 
물체와 충돌한 나무도막의 이동거리를 측정한다.

(나) 물체의 높이를 변화시키면서 (가)를 반복한다.
(다) 측정값을 이용하여 물체의 높이와 나무도막의 이동 거리

의 관계 그래프를 그린다.

높이

이동거리

물체 나무도막

(다)의 그래프로 적절한 것은?
① ② ③

④ ⑤

37. 다음은 세 가지의 암석 사진이다.

  
 (가) 역암 (나) 편마암 (다) 현무암

각 암석의 생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 기 >
ㄱ. (가)는 주로 수심이 얕은 곳에서 만들어진다.
ㄴ. (나)는 입자가 작은 물질들이 쌓여 만들어진다. 
ㄷ. (다)는 마그마가 지하 깊은 곳에서 냉각되어 만들어진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38.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도와 지층에서 발견되는 화석을 
나타낸 것이다. (단, 지층은 뒤집히지 않았다.)

A
B

C

D
지표면

이에 대한 해석으로 옳은 것은?
① B층은 중생대의 지층이다. 
② 고생대의 지층은 횡압력을 받았다.  
③ C층과 D층은 연속적으로 퇴적되었다.
④ 지층의 생성순서는 B → C → A → D이다.
⑤ D층이 쌓일 당시 육지에는 공룡이 번성하였다.

39. 그림은 암모니아, 산소, 수소 기체가 다양한 크기의 밀폐된 
용기 속에 각각 담겨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단, 용기 
안의 온도와 압력은 같다.)

(가) (나) (다)

(가) ~(다) 속에 들어있는 원자의 총 수를 바르게 비교한 것은?
① (가) < (나) < (다)
② (나) < (가) < (다)
③ (가) = (나) < (다)
④ (나) < (가) = (다)
⑤ (가) = (나)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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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그림은 A, B의 두 지점 사이를 왕복하는 진자를 나타낸 것이다.

A
O

B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공기 저항은 무시한다.)

< 보 기 >
ㄱ. A와 O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같다.
ㄴ. A에서 O로 이동하는 동안 위치 에너지는 증가한다.
ㄷ. O에서 B로 이동하는 동안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41. 표는 기체 A와 B가 반응하여 기체 C가 생성될 때의 부피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실 험 기체의 부피 (mL)
A B C

1 반응 전 3 10 0
반응 후 0 1 6

2 반응 전 6 15 0
반응 후 1 0 10

이 반응을 화학반응식으로 옳게 나타낸 것은? (단, 반응 전․후 
온도와 압력은 같다.)
① A + 2B → 3C ② A + 3B → 2C 
③ 2A + B → 2C ④ 3A + B → 6C 
⑤ 3A + 10B → 6C 

42. 그림은 신장에서 노폐물이 걸러지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A B C

신동맥

여과와 재흡수 과정을 A ~ C에서 골라 바르게 짝지은 것은?
      여과   재흡수 
①     A    B
②     A    C
③     B    A
④     B    C
⑤     C    B

43. 그림은 저항이 같은 니크롬선 4개를 연결한 전기 회로를 
나타낸 것이다.

 





A

B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니크롬선 1개의 저항 값은 10Ω이다.)

< 보 기 >
ㄱ. 전체 저항은 5Ω이다.
ㄴ. 전류 B는 A의 4배이다.
ㄷ. 1과 3에 걸리는 전압의 비는 2 : 1이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44. 그림은 어떤 화석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다.
이 화석은 과거에 그 생물이 살던 당시 환경을 알려준단다.

고사리 화석이 발견
되면 그곳이 온난
습윤한 기후였고,

조개 화석이 발견되면 
갯벌이나 얕은 바다였
다는 것을 의미하지.

이러한 종류의 화석이 될 수 있는 생물의 조건으로 적합한 
것은?
① 개체수가 적어야 한다. 
② 생존기간이 짧아야 한다.
③ 개체의 크기가 커야 한다.
④ 몸에 연한 부분이 많아야 한다.
⑤ 특정한 환경에서 서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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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표는 1기압에서 세 가지 기체의 끓는점과 녹는점을 나타낸 
것이다. 

기체 부탄 프로판 메탄
끓는점(℃) -0.5 -43 -164
녹는점(℃) -139 -188 -183
위 세 가지 기체의 혼합물을 상온(25℃)에서 -20℃로 냉각시

켰을 때 액체 상태로 분리되는 물질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① 부탄 ② 프로판 ③ 메탄
④ 부탄, 프로판 ⑤ 프로판, 메탄

46. 그림은 개구리의 수정란이 분열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수정란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 기 >
ㄱ. 세포의 수가 증가한다.
ㄴ. 세포 하나의 염색체 수가 줄어든다.
ㄷ. 세포 하나의 크기가 점점 작아진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47. 다음은 밤하늘의 천체를 보며 나누는 대화 내용의 일부이다.

    
영희 : 달 아래에 빛나는 게 행성이야.
철수 : 아, 저 붉은색으로 보이는 거?
영희 : 그래, 맞아. 적갈색의 바위와 흙으로 덮인 저 행성 

표면은 산화철이 많아서 붉은색으로 보이는 거래.
영희와 철수가 관측하고 있는 행성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① 대적점이라는 소용돌이가 있다.
② 표면온도가 가장 높은 행성이다.
③ 지구와 크기가 가장 비슷한 행성이다.
④ 큰 화산과 과거에 물이 흐른 흔적이 있다.
⑤ 대기가 없어서 표면에 운석구덩이가 많다.

48. 그림은 질량이 3kg인 물체가 곡면 위의 A지점을 통과할 때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3kg
7m/s

4m
A

B



C

물체가 A 지점을 지나는 순간의 속력은 7m/s이다. 물체가 
곡면상의 B를 지나 C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온다면, C 지점의 
높이()는? (단, 마찰과 공기 저항을 무시하며, 1kg의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9.8N이다.)
① 4.5m ② 5.0m ③ 5.5m
④ 6.0m ⑤ 6.5m

49. 다음은 히말라야 산맥의 생성 과정에 대한 내용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1억 년 전 인도
는 적도의 남쪽에 있었고, 인도와 
유라시아 대륙 사이의 바다에는 
퇴적층이 두껍게 쌓이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인도대륙이 북상하
면서 유라시아판과 충돌하여 심한 
횡압력을 받는 과정에서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졌다.

히말라야 산맥에서 볼 수 있는 지질상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 기 >
ㄱ. 정단층                 
ㄴ. 심한 습곡 구조 
ㄷ. 바다 생물의 화석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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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그래프는 볼트(B)와 너트(N)를 결합하여 만든 화합물 모형
에서의 B와 N의 질량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화합물의 모형은? (단, 볼트 1개의 질량은 
3g이고, 너트 1개의 질량은 2g이다.）
① BN2 ② BN3 ③ B2N
④ B2N3 ⑤ B2N4

51. 그림은 어떤 다세포 생물에서 일어나는 세포 분열 과정 중  
중기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상동 염색체

이 세포 분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 기 >
ㄱ. 체세포 분열 과정이다.   
ㄴ. 분열이 끝나면 두 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진다.
ㄷ. 세포 분열 결과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52. 그림은 수소와 산소 기체가 반응하여 물이 생성되는 과정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 수소원자,  : 산소원자)

< 보 기 >
ㄱ. 물은 수소와 산소가 결합한 혼합물이다.
ㄴ. 화학반응이 일어나면 원자의 배열이 바뀐다.
ㄷ. 물은 수소와 산소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53. 그림은 지면 위에 놓여 있는 물체의 한 점에 두 힘  , 가 
작용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두 힘의 합력의 크기는? (단, 모눈종이의 한 눈금은 5N의 힘
을 나타낸다.)
① 10N ② 15N ③ 20N
④ 25N ⑤ 30N

54. 그림은 두 가지 생물의 생식 방법을 각각 나타낸 것이다.

이와 같은 생식 방법의 특징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 기 >
ㄱ.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데 유리하다.
ㄴ. 모체의 유전자가 그대로 전달된다.
ㄷ. 감수 분열에 의해 생식이 이루어진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 확인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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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악

55. 음악회 진행자가 설명하는 국악기로 알맞은 것은?

① 아쟁 ② 양금 ③ 해금 ④ 가야금 ⑤ 거문고

56. 다음 가락에서   부분의 음표에 해당하는 음을 건반에서 
순서대로 바르게 찾은 것은?

①  ⑥-⑥ ②  ⑥-⑦ ③  ⑦-⑥
④  ⑦-⑦ ⑤  ⑦-⑧

57. 다음 (가)~(라) 가락을  ‘Ⅰ→Ⅳ→Ⅴ7→Ⅰ’ 의 화음 순서로 
작은 악절을 만들려고 한다. 바르게 배열한 것은? 

① (가)→(다)→(라)→(나) ② (나)→(라)→(가)→(다)
③ (다)→(가)→(라)→(나) ④ (다)→(라)→(나)→(가)
⑤ (라)→(다)→(가)→(나)

58. 다음 (가)부분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장구 부호로 알맞은 것은?
◦ 세마치 장단

   (가)
◦ 굿거리 장단

   (가)  
◦ 자진모리 장단

   (가)

①  ②  ③  ④  ⑤  

59. 다음 조건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가락으로 알맞은 것은?

◦  박자 ◦ 장조(Major)    ◦ 셈여림표 1개 이상

①

②

③

④

⑤

60. 다음 피아니스트가 공연하려는 기악곡의 종류로 알맞은 것은?

① 서곡 ② 교향곡 ③ 교향시
④ 소나타 ⑤ 협주곡



중3 - 3교시(음악)  12 - 12 

61. 다음은 베토벤(L.v.Beethoven)과 그의 제자와의 가상 대화
이다. 이 대화 내용에 해당하는 가락으로 알맞은 것은?

①

②

③

④

⑤

62. 다음은 시조에 대한 탐구 학습 노트이다. 조사한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ㄱ. 발달시기 : 조선후기

ㄴ. 장르 : 성악곡

ㄷ. 장단 : 5박, 8박

ㄹ. 형식 : 5장

ㅁ. 반주 : 무릎 또는 장구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ㅁ

63. 다음 악보를 8마디로 연주하려고 할 때, (세뇨)가 들어가야 
할 위치로 알맞은 것은?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64. 국악곡 (가)를 마인드 맵으로 구성해 보았다. (가)를 연주하는 
장면으로 알맞은 것은?

①

②  

③

④

⑤

※ 확인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