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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번호

대영역 중영역 평가 내용

1 운동과 에너지 힘과 운동 에너지 전환의 예를 설명하기 

2 운동과 에너지 힘과 운동 위치 에너지를 이해하고, 위치 에너지를 계산하기

3 운동과 에너지 열 대류에 의한 열의 전달을 일상 생활에 적용하기 

4 운동과 에너지 열 물질에 따라 비열이 다른 실험에서 결론 도출하기

5 운동과 에너지 전기와 자기 실험을 통하여 저항, 전류, 전압의 관계를 설명하기

6 운동과 에너지 힘과 운동 물체의 운동을 시간과 위치의 변화로 나타내기

7 운동과 에너지 빛과 파동 거울에 의해 상이 생기는 원리를 설명하기

8 운동과 에너지 전기와 자기 자석을 이용하여 전류가 발생하는 현상을 정성적으로 설명하기

9 물질 화학 반응 화학 반응에서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을 분자 모형으로 나타내기

10 물질
물질의 특성과 혼합물의 

분리
우리 주변에서 사용되는 혼합물 분리의 예를 설명하기

11 물질 화학 반응 일상 생활에서 화학적 변화의 예를 들고 그 근거를 설명하기

12 물질
물질의 특성과 혼합물의 

분리
여러 가지 순물질의 용해도 곡선 자료를 분석하고 용해도가 물질의 
특성임을 설명하기

13 물질 물질의 구성 이온이 전하를 띠기 때문에 나타나는 탐구 활동으로부터 가설 설정하기

14 물질 분자 운동과 상태 변화 물질의 상태에 따른 입자 배열의 차이를 비교하기

15 물질 물질의 구성 이온의 형성을 설명하기

16 물질 화학 반응 화학 반응에서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모형을 통해 설명하기

17 생명 생물의 구성과 다양성 세포의 기본 구조와 기능 이해하기

18 생명 식물 쌍떡잎식물과 외떡잎식물의 관다발 구조와 차이점 이해하기

19 생명 식물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는 실험 설계하기

20 생명 동물 혈구의 종류와 기능 설명하기

21 생명 동물 호흡 운동의 원리 설명하기

22 생명 식물 증산작용에 관한 실험의 결론 도출하기

23 생명 동물 음식물의 소화 과정 설명하기

24 생명 동물 배설 기관의 구조와 기능 이해하기

25 지구와 우주 지질 지구 내부 구조 설명하기

26 지구와 우주 지질 화산 활동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 이해하기

27 지구와 우주 대기ㆍ해양 염분과 염분비 일정의 법칙 이해하기

28 지구와 우주 대기ㆍ해양 구름 발생 실험에 대한 결론 도출하기

29 지구와 우주 대기ㆍ해양 바람이 부는 원리에 관한 실험 결과 해석하기

30 지구와 우주 지질 광물의 종류 구분하기

31 지구와 우주 지질 암석의 순환 과정 파악하기

32 과학의 본성 과학의 본성 과학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 파악하기

서답형1 운동과 에너지 빛과 파동 파동의 진행에서 굴절 현상을 설명하기

서답형2 운동과 에너지 전기와 자기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의 특성 설명하기

서답형3 물질 분자 운동과 상태 변화 상태 변화에서의 에너지 출입을 입자의 배열과 관련지어 설명하기

서답형4 물질 화학 반응 강철솜의 연소 실험에서 연소 전과 후의 질량 변화를 설명하기

서답형5 생명 식물 광합성과 호흡의 관계 설명하기

서답형6 생명 동물 눈의 변화를 관찰하는 실험의 가설 파악하기

서답형7 지구와 우주 대기ㆍ해양 대류현상이 일어나는 이유 설명하기

서답형8 지구와 우주 대기ㆍ해양 일기도를 바탕으로 날씨 변화 설명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