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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학년도 6월 경기도 중학교 학업성취도평가 문제지

중 3 영어  과학  음악 제3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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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부터 6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이제 듣기 문제는 모두 끝났습니다. 7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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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화를 듣고, 사진에서 Susan을 고르시오.            

   

  

2. 대화를 듣고, 남자가 여름 방학에 할 일을 고르시오. 
① 해외 여행 ② 봉사 활동 ③ 친척집 방문
④ 미술관 견학 ⑤ 과학 캠프 참가

3. 대화를 듣고, 남자가 전화를 건 목적을 고르시오.
① 여행 일정을 변경하려고
② 비행기 표를 예약하려고
③ 공연 시각을 확인하려고
④ 구입한 물건을 반품하려고
⑤ 항공사 채용 정보를 문의하려고

4. 그림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대화를 고르시오.

① ② ③ ④ ⑤

5.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대화하고 있는 장소를 고르시오.
① 서점             ② 은행              ③ 호텔
④ 도서관           ⑤ 백화점 

6. 교내 영어 말하기 대회에 대한 안내 방송을 듣고, 알 수 없는 것을 
고르시오. 
① 대회 개최일      ② 원고 제출 기한    ③ 발표 주제  
④ 입상자 상품      ⑤ 발표 제한 시간

7. 다음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You don’t look so good. 
B: Well, I’m worried about the song festival next month.
A: What’s the problem? You’re a good singer. 
B: I have to dance, too. You know, I’m poor at dancing.
A: Would you like me to help you practice dancing?
B: ________________________
① You’re welcome.   
② That’ll be great.
③ It’s all my fault.  
④ I’m sorry to hear that.
⑤ Look on the bright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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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su went to Busan last Saturday. He wanted to be 
comfortable on the bus. For his first class seat, he paid
    (A)     won. Unfortunately, he missed the bus 
leaving at 2:40 p.m. He took the next bus. He arrived 
in Busan at     (B)     p.m.

8. 두 사람의 대화가 자연스럽지 않은 것은?
① A: Are you ready to listen?
   B: Sure. Go ahead.
② A: Have you ever been to China?
   B: Yes. I’ve been there twice. 
③ A: Why don’t we eat out this evening?
   B: I’d love to, but I can’t.
④ A: Can you tell me the way to the bank?
   B: Go down two blocks.
⑤ A: How often do you call your grandmother? 
   B: I’m glad you like it.

9. ‘This[this]’가 가리키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is can be worn in order to protect clothes. This is 
usually tied around the waist and worn over the front 
of clothes. This is commonly part of the uniform of 
workers like waiters and waitresses. Many housewives 
also wear this. 
① 모자 ② 목걸이 ③ 앞치마 
④ 허리띠 ⑤ 스카프   

[10∼11]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0.  
  There are many pairs of interesting words in English. 
A homonym is a word that has the same spelling but 
two different meanings. For example, the word ‘bat’ 
has two meanings: a kind of animal and a baseball 
bat. Another kind of pair is homophones that have the 
same sound but different spellings and meanings such 
as ‘hear and __________.’
① ear ② see ③ here
④ heard ⑤ listen

11. 
  Humans have difficulties understanding each other’s 
thoughts. In fact, misunderstanding between men and 
women has continued for a long time. That is why we 
need to spend more time telling each other exactly 
what we want, think, or feel. The importance of 
________________________ becomes clear for this reason.
① safety rules
② true friendship 
③ volunteer work 
④ common interests    
⑤ effective communication  

12. 다음 글을 쓴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My son Tommy will be out of school next week. We 
ask that his absence be excused. The reason for his 
absence is that our family will be traveling. While we 
are gone, we will be visiting Walt Disney World. We 
believe that Tommy will be learning many things 
through this trip. Thank you. 
① 관광지를 홍보하려고
② 결석 사유를 알리려고
③ 학교 입학 정보를 얻으려고
④ 개별 학습 지도를 부탁하려고
⑤ 모임 날짜 변경을 안내하려고

13. 표를 참고하여 다음 글을 완성할 때, (A)와 (B)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A)      (B)             (A)      (B)
① 30,000     8:00 ② 30,000     7:40
③ 20,000     8:00 ④ 20,000     7:40
⑤ 16,000     6:40

14. 다음 글에서 글쓴이의 심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When I looked up, the blue sky was suddenly filled 
with dark black clouds. I could hear roaring that 
sounded like guns. I quickly went back to my friends in 
the classroom and heard the news: we were at war! 
We all cried as we hugged each other. The telephone 
system was completely blocked, so I could not reach 
my family.
① bored ② scared ③ excited
④ relaxed ⑤ asha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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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Volcanoes are not always scary and dangerous. Their 
lava cools and makes mountains, islands, and plains. The 
land becomes a new home for plants and animals. 
Besides, volcano ash often has minerals. The minerals 
mix with the soil. After years, it makes the soil very 
rich. Magma also heats underground water around it. The 
water comes out of the ground. It is a hot spring. 

*lava: 용암
① 화산 폭발 과정
② 지형 변화의 원인
③ 온천의 생성 요건
④ 화산 지대의 생물 분포 
⑤ 화산 활동의 긍정적 결과 

16.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Glass can be used again. Making new glass means 
heating sand and other things to a very high temperature, 
which requires a lot of energy. One of the first steps 
in glass recycling is to break the glass and then create 
a product called ‘cullet.’ The cullet melts at a much 
lower temperature. Therefore, making recycled glass 
products from cullet uses 40 percent less energy than 
making new glass products from original materials.
① Glasses: Great Invention
② Sudden Change in Climate
③ Glass Recycling: Energy Saver
④ Various Kinds of Green Energy
⑤ Glass for New Heating Systems

17.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People like to get and send text messages on their 
cell phones. They text while walking, biking, or even 
driving. Those habits get people hurt. In fact, some 
people fell off their bikes and some drivers had car 
accidents while texting. Doctors advise texters not to 
do two things at the same time, warning them of such 
texting accidents.  
① 다른 활동 중에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지 말자.
② 사고가 나면 즉시 휴대 전화로 신고하자.
③ 병원에서는 휴대 전화 사용을 자제하자.
④ 문자 메시지 언어를 바르게 사용하자.
⑤ 휴대 전화 사용 시간을 줄이자.   

18. 그래프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Baseball is the second most popular sport.
② Fifteen students play tennis on weekends.
③ Soccer is more popular than any other sport.
④ Students play hockey the least.
⑤ Basketball is not as popular as tennis. 

19.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Sally walked into the kitchen and looked upset. “What 
happened, Sally?” her brother asked. She said, “What a bad 
day! I missed the bus and had to walk to school. I messed 
up on my English quiz. I found that I left my locker key at 
home, so I had to borrow sweat pants for PE class. In the 
PE class, I hurt my ankl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Seeing is believing.    
② When it rains, it pours.
③ Rome was not built in a day.
④ No news is good news.
⑤ Like father, like son.     

20. 다음 글의 빈칸에 가장 적절한 것은?
  Weather forecasts often save crops and people’s 
lives. ___________________, the report of coming cold 
weather will send fruit growers into their orchards to 
light fires to keep the fruit from harm. Fishers and 
pilots also pay attention to upcoming weather before 
starting their trips. People cancel plans for camping or 
climbing when severe bad weather is forecast.
① Instead ② However ③ Otherwise
④ By the way ⑤ For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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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Kabaddi에 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Kabaddi, a famous traditional Indian sport, originated 
in the state of Tamil Nadu, India. It is a 
4,000-year-old team sport, which requires both skill 
and power. The sport has the characteristics of 
wrestling and rugby. The game was introduced in the 
Indian Olympic Games in the year 1938.
① 인도의 유명한 전통 스포츠이다.
② 4,000년의 역사를 가진 스포츠이다. 
③ 힘과 기술이 필요한 운동이다.
④ 레슬링과 럭비에서 유래된 운동이다.  
⑤ 1938년 Indian Olympic Games에 소개되었다.

22. 제시문 다음에 이어질 글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E. B. White liked spiders and let them build webs on  
top of his dresser.

(A) The book is still a children’s favorite today.
(B) He was also interested in pigs and took good care of  
    a pig on the farm.
(C) These interests made him create the most famous  
    spider Charlotte and pig Wilbur in his book, Charlotte’s  
   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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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A)～(C) 중에서 어법에 맞는 것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Mother’s Day is the biggest flower selling occasion. 
The most popular flowers sold on Mother’s Day (A) is / are 
roses and carnations. All over the world people show 
their appreciation to their mothers (B) by / for giving 
them flowers. Don’t forget (C) to make / making your 
mom happy with flowers next Mother’s Day!

      (A)       (B)       (C)

 

① is   by  to make
② is   for  to make
③ are   by  to make
④ are   for  making
⑤ are   by  making

24.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However, the tough situation was changed.

  In the past, the U.S. government wanted Native 
Americans to give up their languages. ( ① ) Some 
Native Americans were punished when they spoke their 
native languages in school. ( ② ) They had to learn all 
subjects only in English. ( ③ ) In 1990, the U.S. passed 
a law to help protect native languages. ( ④ ) Soon, 
the law provided money for Native Americans who 
wanted to save their languages. ( ⑤ )

25.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Many Russians try to avoid bad luck in their everyday 
lives. ①When they get out of bed, they try to touch the 
floor with their right foot. ②If they have a bad dream, 
they will turn on the water so that the bad dream will 
disappear. ③Before starting a trip, everyone sits together 
on their suitcases for a moment in silence. ④There are a 
lot of beautiful places to visit in Russia. ⑤If they put on 
a shirt inside out, they throw it on the floor and step on 
it before putting it on the right way.   

26.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It is said that gossip is a simple rumor of personal 
nature. It sounds harmless, but most people don’t 
agree. At first, gossip might not seem so bad. One 
person tells a second person something about someone, 
the second person tells a third, and so on. As the 
story continues, it grows and changes. People do not 
know all the facts. They add information. As the gossip 
goes from one person to the next person, the damage 
becomes bigger and bigger.


As gossip goes from person to person, it is likely to 
become ______________.
① worse ② weaker ③ simpler     
④ more formal ⑤ more help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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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그림은 등속 직선운동하는 자동차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 자동차가 10 m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2초이다.

이 자동차의 속력은?
① 2 m/s ② 5 m/s ③ 10 m/s
④ 20 m/s ⑤ 25 m/s

28. 그림은 단색광이 공기에서 물로 진행할 때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는 굴절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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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 기 >
ㄱ.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
ㄴ.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크다.
ㄷ.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은 작아진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9. 그림과 같이 빗면에서 질량이 같은 물체 A와 B에 각각 힘 과 
를 작용하여 일정한 속력으로 1 m 높이까지 이동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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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 기 >
ㄱ. 의 크기는 B의 무게와 같다.
ㄴ. 의 크기가 의 크기보다 크다.
ㄷ. 과 가 각각 A, B에 한 일은 같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30. 그림은 농구선수가 던진 농구공의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a, b는 
운동경로상의 위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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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 기 >
ㄱ. 운동에너지가 최대인 곳은 b이다.
ㄴ. a에서의 위치에너지는 b에서의 위치에너지보다 크다.
ㄷ. a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와 b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같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31. 그림은 경사면에서 전동기가 일정한 속력으로 물체를 끄는 
것을, 그래프는 전동기가 물체에 한 일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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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 기 >
ㄱ. 전동기의 일률은 10 W이다.
ㄴ. 전동기가 물체에 작용한 힘의 크기는 일정하다.
ㄷ. 0~5초 동안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125 J만큼 증가하였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중3 - 3교시(과학)  12 - 6 

32. 그림과 같이 저항값이 각각 3 Ω, 6 Ω인 저항을 전압이 일정한 
전원장치에 연결하였다.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비  : 는?
       

① 1  :  1 ② 1  :  2
③ 1  :  3 ④ 2  :  1
⑤ 2  :  3

33. 그림은 가만히 놓은 물체가 지면을 향해 
낙하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물체가  
, 인 곳을 지날 때의 운동에너지는 각각 
100 J, 200 J이다.
물체가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의 운동에너지가  

 400 J이면,  : 는? (단, 공기 저항은 무시
한다.)

       
① 2  :  1 ② 3  :  1
③ 3  :  2 ④ 4  :  3
⑤ 5  :  2

34. 작게 자른 세제통과 요구르트통 조각을 물이 담긴 수조에 
넣고 저었더니, 그림과 같이 요구르트통 조각은 물에 뜨고 
세제통 조각은 가라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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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 기 >
ㄱ. 세제통 조각을 더 작게 잘라 넣으면 물에 뜬다.
ㄴ. 물의 밀도는 요구르트통 조각의 밀도보다 작다.
ㄷ. 좋은 볍씨와 쭉정이를 소금물에 넣어 분리하는 원리와 같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35. 그림은 기체 반응의 법칙을 설명하는 모형이다.

 
이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 아보가드로가 새로운 입자를 제안

하였다. 이 입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 기 >
ㄱ. 더 이상 쪼갤 수 없다.
ㄴ. 물질 고유의 성질을 지닌 가장 작은 입자이다.
ㄷ. 불꽃반응으로 이 입자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36. 그래프는 얼음을 가열할 때,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각 구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분자 사이의 인력은 A보다 C에서 더 크다. 
② B에서는 가해준 열이 응고열로 쓰인다.
③ 분자 운동은 E보다 C에서 더 활발하다. 
④ D에서는 기화가 일어난다.
⑤ E에서는 분자 배열이 규칙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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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그래프는 세 가지 고체 물질의 용해도 곡선이다.           

        

위 세 가지 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 기 >
ㄱ.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가장 작은 물질은 염화나트륨이다.
ㄴ. 40 ℃의 물 100 g에는 질산나트륨이 질산칼륨보다 더 많이  

 녹는다.
ㄷ. 60 ℃의 질산칼륨 포화수용액 210 g을 10 ℃로 냉각하면 
     20 g의 질산칼륨이 석출된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38. 그림과 같이 동일한 부피의 두 밀폐용기 (가), (나)에 각각 
1 기압의 수소 기체와 2 기압의 질소 기체가 들어 있다. 두 
기체의 온도는 같다. 

               (가)                     (나)
(가)에 들어 있는 수소의 분자 수가 N개라면, (나)에 들어 있는 

질소의 분자 수는? 
①　
 N개  ② 

 N 개         ③ N 개
④  N 개           ⑤  N 개 

39. 표는 두 기체 A와 B가 반응하여 기체 C를 생성하는 실험에 
대한 자료이다.
   구분

실험
반응 전 기체의 부피(mL) 반응 후 기체의 부피(mL)

A B C 남은 기체
(가) 50 20 40 10
(나) 60 30 X 0
(다) 70 40 70 5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온도와 압력은 일정하다.) 
< 보 기 > 

ㄱ. 반응하는 A와 B의 부피비는 2 : 1이다.
ㄴ. 실험 (가)에서 남은 기체는 A이다.
ㄷ.  X는 60이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40. 다음은 일산화탄소와 산소의 반응을 모형과 화학반응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반응모형]

(가)

 [화학반응식]
          2CO             +         O2        →         (나)    
(가)에 들어갈 모형과 (나)의 화학식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가)    (나)
①  CO2

②  2CO2

③  CO2

④  C2O4

⑤  2C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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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다음은 혈액 성분의 이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떤 질병에 대한 
설명이다.

 유전자 이상에 따라 A (이)가 낫 모양으로 변하여 산소
와의 결합력이 약해지므로 악성 빈혈을 유발하는 유전병이다.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 기 >

ㄱ. 혈액이 붉게 보이도록 한다.
ㄴ. 몸 속에 침입한 병균을 잡아먹는다.
ㄷ. 상처가 났을 때, 혈액을 응고시킨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42. 그림은 현미경으로 세포를 관찰할 때 사용한 대물렌즈를 
나타낸 것이다.

(가) (나)
(가)로 관찰하다가 (나)로 바꾸어 관찰했을 때 나타난 변화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 기 >

ㄱ. 상이 커졌다.
ㄴ. 시야가 넓어졌다.
ㄷ. 상의 밝기가 어두워졌다.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ㄱ, ㄴ, ㄷ

43. 다음은 광합성과 호흡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가)

(나)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 기 >

ㄱ. (가)는 녹색 식물에서 일어나는 과정이다.
ㄴ. (나)는 낮과 밤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과정이다.
ㄷ. (가)와 (나)는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과정이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44. 그림은 원근조절이 잘 안 되는 어떤 사람의 눈에 물체의 상이 
맺힌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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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 기 >
ㄱ. 홍채에 이상이 생긴 결과이다.
ㄴ. 먼 곳의 물체를 선명하게 보기 어렵다.
ㄷ. 볼록렌즈로 교정하면 뚜렷한 상을 맺을 수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45. 그림은 어떤 생물의 세포 분열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A
B

C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A에서 B로 될 때 상동염색체가 분리된다.
② B의 염색체 수는 C의 2배이다.
③ 이 분열의 결과로 생장이 일어난다.
④ 딸세포의 염색체 수는 모세포와 같다.
⑤ 수정란의 발생 초기에 나타나는 세포 분열 방식이다.

46. 그림은 어떤 사람의 염색체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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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 기 >
ㄱ. 이 사람은 여자이다.
ㄴ. 상동염색체는 23쌍이다.
ㄷ. 체세포 속에 들어 있는 염색체를 나타낸 것이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중3 - 3교시(과학)  12 - 9 

47. 그림 (가)는 개구리의 생식방법을, (나)는 히드라의 생식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가) (나)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 기 >

ㄱ. (가)는 상동염색체가 없는 세포끼리 결합하여 새로운 개체를 
만든다.

ㄴ. (나)는 모체와 새로 생긴 개체사이의 유전자가 동일하다.
ㄷ. (나)는 (가)보다 다양한 형질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48. 다음은 지구 대기권의 어떤 층에 관한 신문 기사의 일부분
이다.

  국제선 여객기의 이동 경로인 이 층은 고도에 따라 영하 50 ℃
에서 0 ℃까지 온도가 변한다. 또한 대기압이 매우 낮으므로 
생존에 필수인 산소가 부족하며 현재 이 층에 존재하는 오존층의 
파괴로 지표면에 입사되는 자외선의 양이 증가하고 있다.

-○○일보-
이 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 기 > 

ㄱ. 대기가 안정하다.
ㄴ. 오로라 현상이 일어난다.
ㄷ. 눈, 비와 같은 기상 현상이 일어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49. 그림은 암석층이 풍화 작용을 받아 생성된 토양의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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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 기 >
ㄱ. B층은 A층보다 먼저 생성되었다.
ㄴ. C층은 모래와 자갈이 많은 모질물이다.
ㄷ. D층은 풍화 작용을 가장 적게 받았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50. 그림은 영희와 철수가 광물을 구별하기 위한 실험을 하면서 
나눈 대화이다.

두 학생이 각각 실험에서 사용한 광물로 적절한 것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영희 철수
① 흑운모 자철석
② 방해석 자철석
③ 흑운모 감람석
④ 감람석 장석
⑤ 방해석 장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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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① (가) (다)
② (가) (마)
③ (나) (다)
④ (나) (라)
⑤ (라) (마)

51. 그림은 어느 절벽의 단면과 각 지층에서 발견된 화석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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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 기 > 
ㄱ. A층이 가장 나중에 생성되었다.
ㄴ. B층은 중생대에 생성된 지층이다.
ㄷ. C층이 생성되는 동안 속씨식물이 번성했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52. 다음은 우리 은하를 이루는 천체를 구분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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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 기 > 
ㄱ. A는 성운이다.
ㄴ. B보다 C를 이루는 별들의 수가 많다.
ㄷ. C는 고온의 푸른색 별들로 구성되어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53. 그림은 하나의 큰 덩어리였던 대륙이 서서히 이동하여 현재의 
모습으로 변한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3억년 전 1.5억년 전       현재   
이와 같은 대륙 이동의 증거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 기 >

ㄱ. 해안가에서 발견되는 해안 단구
ㄴ. 멀리 떨어진 두 대륙의 해안선 일치
ㄷ. 현재 적도 부근에서 빙하의 흔적 발견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54. [자료1]은 에라토스테네스가 최초로 지구의 크기를 측정한 
과정을 나타낸 글의 일부이고, [자료 2]는 에라토스테네스의 
방법을 이용한 지구 모형의 크기를 측정하는 실험 과정이다. 

[자료 1] 
  그는 알렉산드리아의 남쪽에 있는 ㉠시에네에서는 하지에 
햇빛이 직접 우물 바닥을 비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중략)… 에라토스테네스는 사람을 시켜서 ㉡시에네와 알렉
산드리아 사이의 거리를 재었더니 5000스타디아, 약 925km
였다.

[자료 2] 
(가) 지구 모형 위에 막대 A를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세운다.
(나) 막대 A와 동일 경도 상에 막대 B를 세운다.
(다) 막대 B의 끝과 그림자의 끝을 실로 연결한다.
(라) 각 θ의 크기를 측정한다.
(마) 호 AB의 길이를 잰다.

 

㉠, ㉡에 해당하는 실험 과정을 (가)～(마)에서 찾아 바르게 
짝지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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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악

55. 다음에 해당하는 연주 기호로 옳은 것은?
  그 음을 2～3배 늘려 연주함을 나타내는 말로 ‘늘임표’ 
또는 ‘페르마타’라고 읽는다.

         ①         ②         ③         ④        ⑤

56. 그림은 판소리 춘향가 중 ‘사랑가’의 한 대목이다. (가)～(다)
장면에 해당하는 판소리 구성 요소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가)                (나)                (다)

   

(가) (나) (다)
① 발림 아니리 소리
② 소리 아니리 발림
③ 소리 발림 아니리
④ 아니리 소리 발림
⑤ 아니리 발림 소리

57. 다음은 클래식 음악 방송의 일부이다. (가)에 들어갈 악곡
으로 적절한 것은?

① 비발디 작곡 <사계>
② 슈베르트 작곡 <마왕>
③ 모차르트 작곡 <세레나데> 
④ 스메타나 작곡 <나의 조국>
⑤ 생상스 작곡 <동물의 사육제>

58. 다음 정간보를 서양 음악의 리듬꼴로 옳게 나타낸 것은? 
( 단, □=  )

 

汰

汰

汰

汰

  

 ①
 ②
 

③
 
④

 
⑤

59. 다음 대화에서 학생이 작곡한 곡을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알맞게 수정한 것은?

학  생 : 선생님, 제가 작곡한 곡인데 조언 좀 해 주세요.

선생님 : 어디 보자! 전체적으로 음이 조금 낮으니까 라장조로 
조옮김하고, 둘째 마디를 버금딸림화음(Ⅳ)으로 
바꾸는 게 좋겠어. 그리고 곡의 속도를 지금보다 
빠르게 수정하면 좋겠구나.

 
①

②

 
③

 
④

 
⑤

 안녕하세요. ‘오늘의 명곡’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상할 곡은 음악의 순수한 구성과 형식에 중점을 두고 
작곡된 곡인데요, 우리는 이 곡에서 작곡자가 의도한 
곡의 주제와 그 전개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조의 아름다움을 
느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의 명곡인    (가)   을(를) 감상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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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다음에 해당하는 국악 연주 형태로 옳은 것은?

◦ 흔히 무용(춤) 반주에 쓰이는 연주 형태이며, 김홍도의     
     작품 ‘무동(舞童)’에서도 이와 같은 연주 형태를 찾을       
     수 있다.
◦ 악기 편성은 향피리 2개, 대금 1개, 해금 1개, 북(좌고)   
    1개, 장구 1개이다.
① 병주 ② 풍물 ③ 줄풍류
④ 삼현삼죽 ⑤ 삼현육각

61. (가)～(다)는 ‘애국가’ 가락이다. 노래 순서에 맞게 배열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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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음을 <보기>의 건반에서 고른 것은? 
◦ 가단조의 으뜸음
◦ 다장조의 ‘도’에서 장 6도 위의 음
◦ 오케스트라에서 악기 조율의 기본이 되는 음

< 보 기 >

① ㉠ ② ㉡ ③ ㉢ ④ ㉣ ⑤ ㉤

63. 다음 악보를 피아노 3중주 편성으로 연주할 때,  부분을 
담당하는 악기로 알맞은 것은?

① 첼로 ② 비올라 ③ 오보에
④ 플루트 ⑤ 피아노

64. 다음은 국악곡 연주 과정의 일부이다. (가)에 들어갈 
곡명으로 옳은 것은?

순 서 내 용

집사 “ 명금일하 (가)  ”
(이)라고 외친다

⇩

한번 울린다

⇩

딱딱~딱 세 번 친다

⇩
모든 악기를 연주한다

          

           

① 대취타 ② 수제천 ③ 시나위
④ 영산회상 ⑤ 천년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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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