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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문항

70분 )
2014학년도 중학교 3학년 도학력평가 문제지

어. 과학. 음악
(          ) 중학교     제 3 학년 (    )반   (    )번      이름 (              )

제2교시

1. 문제지 15면이 모두 있는지 확인하시오.

2. 물음에 가장 알맞은 답 하나만을 골라 답안지의 해당 답란에 

까맣게 칠하시오.(문항 당 1.5점)

영 어

1번부터 10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 화를 듣고, 여자가 찾고 있는 고양이를 고르시오.

① ②

③ ④

⑤

2. 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배우 - 팬
  ② 남편 - 아내
  ③ 학생 - 교사
  ④ 모델 - 분장사
  ⑤ 관객 - 무 감독

3. 다음 그림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화를 고르시오.

  ①          ②          ③          ④          ⑤

4. 화를 듣고, 두 사람이 화하고 있는 장소로 가장 적절한 
곳을 고르시오.

  ① park
  ② hotel
  ③ theater
  ④ hospital
  ⑤ super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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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안내 방송을 듣고, 알 수 없는 것을 고르시오.
  ① 예매 장소
  ② 행사 내용
  ③ 개최 기간
  ④ 입장 요금
  ⑤ 주차 요금

6. 화를 듣고, 여자가 식사비로 지불해야 할 총 금액이 얼마인지 
고르시오.

  ① $50            ② $55           ③ $60
  ④ $65            ⑤ $70

7. 화를 듣고, 남자가 휴 폰을 찾은 곳을 고르시오.

8. 다음 설명을 듣고, 무엇에 관한 것인지 고르시오.
  ① 식물원
  ② 수족관
  ③ 박물관
  ④ 미술관
  ⑤ 도서관

9. 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이어질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M :                                                

  ① Fine. See you later.                 
  ② Great. I’ll pick you up. 
  ③ Really? It’ll be a good news.      
  ④ Oh! You should do your best.
  ⑤ I hope you can go there soon.

10. 다음 상황 설명을 듣고, Sally가 Jane의 어머니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Sally :                                              

  ① What can I do for you?
  ② Where did you buy the cake? 
  ③ How much did you pay for the cake?
  ④ Can I have another slice of cake, please?
  ⑤ Can you deliver the cake to my house, please?

이제 듣기 문제가 모두 끝났습니다. 11번 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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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밑줄 친 ‘This(this)’가 나타내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is is one of the greatest inventions in history. We, 
human beings, use this to move heavy things. Every 
type of transportation has this, including cars, bikes, 
trains and motorcycles. Without this, industry would 
never have developed. We see this everywhere and 
everyday. We even need this to go in-line skating. 
And we see this on shopping carts, too. How could we 
move something without this? It is easy to see why 
thi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human inventions.

  ① wheel ② camera
  ③ engine ④ elevator
  ⑤ plastic

12.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① 일요일은 오전 10시에 문을 연다.
  ② 박물관은 Merrion 거리에 있다.
  ③ 매주 월요일만 휴관한다.
  ④ 박물관은 미술관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⑤ 박물관 입장은 유료이다.

13.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The ancient Romans were famous bridge builders. 
They found out that the arch was ① strong because 
the weight is equally distributed through the entire. 
They also found that if they ② joined many arches 
together, they could build very ③ short bridges. In an 
arch bridge, each stone or brick in the arch ④ holds 
the others in place. The middle stone is called the 
keystone. It ⑤ supports the arch. Without this stone, 
the bridge would fall down. 
                                 * distribute: 분배하다.

14. 다음 글에서 전체의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Until the age of 11 or 12, the center of a child’s life 
is the family. A child’s home is the center of his or 
her world. But when children become teenagers, they 
create their own lives outside the family and learn 
about the outside world. ① So they start to make close 
personal relationships outside the home. ② When this 
happens, parents usually feel lonely. ③ Family members 
spend much time together. ④ They see their children 
becoming more and more independent. ⑤ They realize 
that their children are breaking away from the family.

∙ Opening hours : Tuesday to Saturday 10 a.m. － 5 p.m., 
Sunday 2 p.m. － 5 p.m.

∙ Closed : Mondays, Christmas Day and New Year’s Day
∙ Located on Merrion Street, next door to the National Gallery
∙ Entry is free but you need to get tickets for some 

exhib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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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

르시오.

15. 
  Terracotta is a type of clay. In 1974, scientists 
found over eight thousand terracotta soldiers in China. 
They have many interesting features. First, they are all 
different. Each and every statue has its own unique 
face and looks like a real person. Next, they are very 
detailed. They have detailed buttons, buckles, beards, 
hair styles and real sharp metal weapons. Finally, they 
are in very good condition. The statues are more than 
two thousand years old.             , they have 
remained in complete figures. A few still have some 
original paint.

  ① Instead ② Therefore
  ③ As a result ④ For example
  ⑤ Nevertheless

16. 
  What do you think Granma Nicole did when she saw 
a pink baby bathtub thrown away? She brought it 
home. She filled the bathtub with soil. Then, she stuck 
a sign in it that said ‘Tulip.’ She sowed little seeds in 
the soil. Then, she watered them. As more time 
passed by, red tulips came out. They matched very 
well with the pink baby bathtub. The pink baby bathtub 
became something useful thanks to Granma Nicole. It 
also made many people happy. Can you make something 
old into something nice? Give it a try! You may get 
lots of nice and useful things. You can make unique 
things by                   .

  ① painting ② throwing 
  ③ recycling ④ returning 
  ⑤ exchanging

17. 
  Mumtaz Mahal asked her husband to build a 
wonderful tomb for her. With tears in his eyes, Shah 
Jahan said, “I promise.” Then Mumtaz Mahal closed her 
eyes for the last time. After his wife died, he made up 
his mind to build a tomb for her. “There should be 
gardens and four towers around a shining white dome.” 
Shah Jahan told his architect. Twenty-two years later, 
the tomb was finished. “This is as beautiful and perfect 
as my wife was,” sighed Shah Jahan, looking at the 
building. At last, Shah Jahan                          .

  ① kept his words
  ② decorated the walls
  ③ cleaned up the tomb
  ④ left the house with some builders
  ⑤ had a lot of artwork in the towers

18. 밑줄 친 (A), (B), (C)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Today, the leading instrument in most forms of 
music is the guitar. Its sound can (A) hear/be heard in 
many types of music such as blues, country, or rock 
music. The guitar has a very excellent musical sound. 
Until about the mid-twentieth century, it was not 
widely used for playing popular music. Most bands 
before then used other stringed instruments (B) that/what 
were played with a bow. When groups such as the 
Beatles became popular, the guitar became the most 
widely played instrument. The popularity of the guitar 
is easy to see. The guitar makes a pleasant sound, and 
it is also not too difficult (C) learning/to learn how to 
play.

 

(A)  (B) (C)
① hear that learning
② hear what learning
③ hear that to learn
④ be heard that to learn
⑤ be heard what to le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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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글의 글쓴이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My wife and I were at a friend’s house recently. We 
noticed our friend talking on the phone while answering 
the door, checking on dinner and changing her baby’s 
diaper. Many of us do the same when we are speaking 
to someone and our minds are elsewhere. When this 
happens, we can’t enjoy what we are doing, and we 
become less focused and effective. Imagine yourself 
driving down the highway while answering the phone or 
watching TV. You may be inviting an accident. 
Whenever you do anything, just focus on what you are 
doing.

  ① 계획을 잘 세워라.
  ② 위기를 기회로 삼아라.
  ③ 이기적인 행동 습관을 버려라.
  ④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전념하라.
  ⑤ 친구의 단점을 너그럽게 이해하라.

20. 다음 글을 쓴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Swimming in the winter sea is not easy, but many 
people enjoy it. The Polar Bear Swim is the best event 
for them. It has been held since 1988. Every January, 
thousands of people get together at Haeundae Beach in 
Busan. People jump into the winter sea and swim for 
about 20 minutes. Everyone needs to bring a swimsuit 
and something to wear after the swim. Sign up for the 
Polar Bear Swim!

  ① 감사 ② 거절
  ③ 안부 ④ 칭찬
  ⑤ 홍보

21.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Hair protects many animals in several ways. In cold 
climates, an animal grows a thicker coat of hair that 
protects it from the cold by keeping in its body heat. 
The thick hair growing in a camel’s nose keeps dust 
and sand from getting in its lungs. Many animals have 
useful hairs around the mouth or nose. For instance, 
cats have long and stiff whiskers near the mouth, 
which help them see in the dark. Some animals may 
also have a seasonable change in the color of their 
hair. The Artic fox is one example. It is pure white 
during the winter but gray or brown during the 
summer. The change in color helps hide the animal in 
its environment.

  ① Kinds of Coats
  ② Benefits of Animals’ Hair
  ③ Wild Animals and Dangers
  ④ Various Protective Coloring
  ⑤ Protection of Natural Environment

22.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So they held a meeting, and the Members decided to 
stop working until the Belly also agreed to work.

  One fine day, the members of the Body thought that 
they were doing all the work, and the Belly was only 
having all the food without working. ( ① ) The Hands 
didn’t take the food, and the Mouth didn’t receive it. ( ② ) 
And the Teeth had no work to do. ( ③ ) After a few 
days, the Members began to find that they were in a 
poor condition. ( ④ ) The Hands could hardly move 
and Legs were unable to support the rest. ( ⑤ ) Thus 
they found that the Belly was necessary for the Body 
and all must work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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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nervous → proud ② satisfied → upset
③ worried → thankful ④ jealous → hopeful
⑤ confident → pleasant

23. 다음 글에 나타난 Smith의 심경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Mr. Smith, a wealthy businessman, bought a farm in 
the country at a low price. A wonderful pine tree, 
known to be 300 years old, was growing there. But 
many of his friends didn’t believe the tree was that 
old, so the new owner called his manager, Jack, to 
check the tree’s age. A few days later, Jack reported 
his findings. “Great news, boss!” he shouted. “This tree 
is even older than we thought. It is 500 years old.” 
“Good job, Jack,” said Smith. “How did you discover its 
age?” “Simple. I cut it down and counted the rings.” 
said Jack.

24.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My whole life was turned upside down when my first 
child was born.

(A) That night, I tried the technique and the baby slept 
peacefully. But in the middle of the night, my wife 
woke me up. “Get up, honey! Go and see why the 
baby’s not crying!”

(B) Every night, the baby would cry, and my wife would   
wake me up, saying, “Get up, honey! Go and see why  
the baby is crying!”

(C) After many sleepless nights, I told my friends about 
my problem and one suggested a book on baby 
ma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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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Jojoba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Jojoba is a bush that grows about a meter high. The 
hard fruit of the jojoba contains oil that can be used 
for many things. This oil is used in shampoo and 
lipstick. For centuries, the Indians in Arizona have 
gathered the jojoba fruit. They use the oil to cure 
burns, make their hair shine and make a drink similar 
to coffee. Although the jojoba grows naturally only in 
the Arizona-Sonora Desert, it can be planted in most 
dry areas of the world. It needs very little water and 
grows well on poor land. Jojoba farms not only produce 
oil but also help stop the growth of deserts.

  ① Jojoba의 기름은 립스틱에 사용된다.
  ② Jojoba는 애리조나 원주민들의 주식이다.
  ③ Jojoba의 기름은 화상 치료에 효과가 있다.
  ④ Jojoba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란다.
  ⑤ Jojoba는 사막이 팽창하는 것을 막아 준다.

26.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와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One of the most successful men that I’ve ever met 
tries to spend ten minutes a day doing nothing. Every 
day, however busy he is, he finds a time to enjoy his 
few minutes of quiet. He thinks that the busier he is, 
the more it’s needed. Clearly, there are times when we 
are trying too hard or moving too fast. At that time 
we need to slow down. At first, this idea may seem to 
be useless. Yet spending a few minutes of doing 
nothing gives us a chance to recover our senses.

⇩

Although doing nothing for a few minutes seems to 
   (A)    time, it is    (B)    to refreshing our mind.

     (A)                  (B)
  ① enjoy ……   harmful
  ② lose ……   different
  ③ save ……   curious
  ④ take ……   useless
  ⑤ waste ……   help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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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학

27. 그림은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운동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촬영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 운동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
중 옳은 것은?(단, 공기의 저항과 마찰은 무시한다.)

 

운동
방향

① ②

③ ④

⑤

28. A, B, C, D 네 개의 풍선을 각각 다른 물체로 마찰시켜 
전시킨 후 A와 B, A와 C, C와 D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A B C DA C

    A와 D, B와 C, B와 D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바르게 짝지
은 것은?(단, A는 털가죽으로 마찰시켜 (-)전하로 전시켰다.)

    
  A와 D       B와 C       B와 D  
  ①    인력 척력   인력   
  ②    인력 인력  척력  
  ③    척력 인력  척력      
  ④    척력          척력  척력
  ⑤    인력 인력 인력

29. 다음은 두 액체의 비열을 비교하는 실험이다. 
[실험 과정]
(가) 그림과 같이 종류가 다른 액체 A, B를 각각 100g씩 

비커에 넣는다.

    
(나) 두 액체의 처음 온도를 측정하여 기록한다. 
(다) 같은 세기의 불꽃으로 가열하면서 유리막 로 액체를 

저어준다. 
(라) 5분간 가열한 후 두 액체의 나중 온도를 측정하여 기

록한다. 

[실험 결과]
처음 온도(℃) 나중 온도(℃)

액체 A 20 30

액체 B 20 40

  이 실험 결과 액체 A와 액체 B의 비열의 비로 옳은 것은? 
 A의 비열 : B의 비열 A의 비열 : B의 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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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력
(m/s)

이동거리
(m)

 속력
(m/s)

시간(s) 시간(s)

 속력
(m/s)

시간(s) 시간(s)

이동거리
(m)

시간(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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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그림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거울이다. 이와 같은 거울
의 종류와 특징으로 옳은 것은?

 

<굽은 도로의 안전 거울> <자동차의 오른쪽 옆 거울>

          종류                       특징
  ①    볼록 거울              상이 작게 보인다. 
  ②    볼록 거울              상이 크게 보인다.  
  ③    오목 거울              상이 작게 보인다. 
  ④    오목 거울              상이 크게 보인다. 
  ⑤    평면 거울              상이 크게 보인다.

31. 무게가 10N인 상자를 1m 들어 올린 뒤 수평으로 5m 이동
시키는데 10초가 걸렸다. 이 때 한 일과 일률에 한 설명으
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로 고른 것은?

10N

1m

5m

<보 기>
ㄱ. 사람이 한 일에 한 일률은 6W이다. 
ㄴ. 사람이 상자를 들어 올리는데 한 일의 양은 10J이다. 
ㄷ. 사람이 상자를 수평으로 이동시키는데 한 일의 양은 50J

이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32. 그림과 같이 무게가 10N인 쇠구슬이 20cm 높이에서 굴러 
내려와 수평면 위의 나무도막을 50cm 이동시켰다. 이에 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로 고른 것은?(단, 
쇠구슬과 빗면과의 마찰은 무시한다.)

50cm

20cm

<보 기>
ㄱ. 처음 쇠구슬의 위치에너지는 2J이다. 
ㄴ. 나무도막에 작용한 마찰력의 크기는 4N이다. 
ㄷ. 쇠구슬의 무게를 2배로 늘이면 나무도막이 밀려가는 

거리는 4배로 커진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33. 다음 전기회로에서 전류계 (나)와 (다)의 (-)단자를 5A, 
500mA에 각각 연결하고 스위치를 닫았다. 전류계 (나)와 
(다)의 눈금이 그림과 같을 때 전류계 (가)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로 옳은 것은?

(가)
(다)

(나)

  ① 1.3A      ② 2A      ③ 4A      ④ 5A      ⑤ 5.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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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다음은 진혁이와 시현이의 화이다. 

진혁: 시현아, 지난 해 여름 냉동실에 넣어 두었던 얼음의 
크기가 왜 이렇게 작아졌지?

시현: 어! 정말 얼음의 크기가 많이 작아졌네.
진혁: 냉장고의 전원이 꺼졌거나 누가 얼음을 만진 것도 

아닌데.
시현: 그런데 얼음이 왜 이렇게 작아졌을까?
진혁: 그건 겨울철 응달에 있던 눈사람의 크기가 시간이 

지날수록 작아지는 것과 같은 거야.

  화에 나타나는 물질의 상태 변화와 기호가 옳은 것은?

상태 변화 기호 상태 변화 기호
① 승화 A ② 승화 B
③ 융해 C ④ 응고 D
⑤ 기화 E

35. 그래프는 어떤 고체 순물질의 가열 곡선이다. 이에 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t1은 녹는점, t2는 끓는점이다.
  ② AB 구간에서는 열의 흡수가 일어난다.
  ③ BC 구간에서는 입자 간의 인력이 감소한다.
  ④ DE 구간에서는 열의 흡수가 일어나지 않는다.
  ⑤ EF 구간에서 입자들의 운동이 가장 활발하다.

36. 다음은 원소 주기율표의 일부이다. 이에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족

주기
1 2 13 14 15 16 17 18

1 H He
2 Li Be B C N O F Ne
3 Na Mg Al Si P S Cl Ar

  ① Li과 Na은 같은 족 원소이다.
  ② Li과 Be은 같은 주기 원소이다.
  ③ 같은 족에 있는 원소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④ 비금속 원소는 부분 주기율표의 오른쪽에 위치한다.
  ⑤ 17족 원소들은 고유한 광택이 있고, 전기전도성이 크다.

37. 그림은 나트륨 원자와 염소 원자가 결합하여 염화나트륨이 
생성되는 과정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염화나트륨은 이온 결합 화합물이다.
  ② 나트륨 이온은 10개의 전자를 가진다.
  ③ 나트륨 원자는 염소 원자보다 전자를 얻기 쉽다.
  ④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 사이에는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한다.
  ⑤ 나트륨 원자와 염소 원자 사이에서 이동한 전자의 수는 1개

이다.

38. 그림은 분별깔때기를 사용하여 두 액체 혼합물을 분리하는 실험
이다. 이에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두 액체의 부피가 달라야 한다.
ㄴ. 밀도가 큰 물질이 아래에 위치한다.
ㄷ. 물과 에탄올의 혼합물 분리에 사용된다.
ㄹ.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의 분리에 사용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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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표는 같은 농도인 서로 다른 세 가지 물질의 수용액에 존재
하는 입자 모형과 각각의 수용액에 같은 세기의 전원을 연결
했을 때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나타낸 것이다.  

수용액 A 수용액 B 수용액 C 수용액

입자 모형

전류의 

세기(A)
0.6 0.1 0

    이에 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A와 B는 전해질이고 C는 비전해질이다.
ㄴ. 수용액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수용액 속의 이온 수와 

관계가 있다.
ㄷ. 같은 농도일 때 전해질의 종류에 따라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다르다.
ㄹ. C 수용액에 전류를 흘려주면 모든 입자들이 한쪽 극으

로만 이동한다.
  ① ㄱ, ㄷ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40. 그림은 현미경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A와 C는 상을 확 하는 렌즈이다.
ㄴ. B는 조리개로 빛의 양을 조절한다. 
ㄷ. 상을 찾고, 정확한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D와 E를 사용

한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ㄱ, ㄷ

41. 그림은 물과 무기양분이 이동하는 경로를 나타낸 식물 뿌리
의 단면이다. 이에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흙 알갱이

물과 무기양분

  ① A는 물관이다.
  ② B에서 물질의 농도가 가장 낮다.
  ③ C는 뿌리털로 하나의 세포로 되어 있다.
  ④ C는 흙과 접촉하는 표면적을 넓혀 준다. 
  ⑤ 삼투 현상에 의해 흙 속의 물이 식물체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42. <보기>는 어떤 음식물 속에 들어 있는 영양소의 검출 실험 
결과이다. 이 음식물에서 검출된 영양소에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 기>
◦ 수단Ⅲ 용액을 넣었더니 색깔 변화가 없었다.
◦ 베네딕트 용액을 떨어뜨리고 가열하였더니 황적색으로 

변했다. 
◦ 아이오딘-아이오딘화 칼륨 용액과 반응시켰더니 청람색

으로 변했다.
◦ 5% 수산화나트륨 수용액과 1% 황산구리 수용액을 넣

었더니 색깔 변화가 없었다. 
  ① 1g 당 9kcal의 에너지를 낸다.
  ② 적은 양으로 생리 기능을 조절한다.
  ③ 체내에서 가장 주된 에너지원으로 쓰인다.
  ④ 우리 몸의 약 70%를 차지하며 영양소나 노폐물을 운반한다.
  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주성분으로 소화 효소에 의해 아미노산

으로 분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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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그림은 사람의 혈관을 나타낸 모식도이다. A~D의 구조와 기능
에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D

A B C
  ① A는 동맥으로 혈관벽이 가장 두껍다.              
  ② B는 모세혈관으로 혈압이 가장 낮다.
  ③ C는 정맥으로 혈관벽의 탄력성이 가장 크다.        
  ④ D는 판막으로 동맥에서 혈액의 역류를 방지한다. 
  ⑤ A는 심방과 연결되어 있고, C는 심실과 연결되어 있다. 

44. 그림은 사람의 호흡기 구조를 나타낸 모식도이다. 이에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

B

C

D

<보 기>
ㄱ. 코나 입으로 들어간 공기는 A → B를 지나 C → D로 

들어간다. 
ㄴ. A와 B에는 많은 섬모가 있고 끈끈한 점액으로 덮여 

있어 먼지를 걸러준다.
ㄷ. C는 한 층의 세포로 이루어진 수많은 폐포로 되어 

있어 기체 교환에 유리하다. 
ㄹ. D가 아래로 내려가면 폐 속에 있던 공기는 몸 밖으로 

나가게 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5. 사람은 감각 기관을 통하여 여러 가지 자극을 받아들인다.
<보기>에서 사용한 감각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 기>
◦ 설탕물은 단맛이고, 소금물은 짠맛이다. 
◦ 시각 장애인들이 손가락을 이용하여 점자책을 읽는다. 
◦ 점심 시간에 급식실에서 나는 반찬 냄새가 코를 찔렀다.
◦ 차를 타고 눈을 감고 있어도 좌우로 회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① 미각                 ② 시각               ③ 후각  
  ④ 평형감각             ⑤ 피부감각   

46. <보기>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자극에 한 반응의 예이
다. 이와 같은 반응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보 기>
◦ 청소를 하는데 먼지가 너무 많아 재채기를 했다.
◦ 뜨거운 주전자에 손이 닿자 나도 모르게 손을 떼었다.

  ① 척수의 명령을 받는 의식적인 반응이다.
  ② 갑작스런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 준다. 
  ③ 뇌의 명령을 받는 무조건 반사로 반응 속도가 매우 빠르다.  
  ④ 과거의 경험을 기억하고 있어서 무의식적으로 반응이 일어

난다.
  ⑤ 반응 경로에 뇌가 포함되어 있어서 고등 정신 능력으로 

판단할 수 있다.    

47. 표는 광물 A, B의 성질을 나타낸 것이다. 두 광물을 구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로 고른 
것은?
광물 색 조흔색 굳기 자성 염산반응 쪼개짐/깨짐

A 무색,흰색 흰색 7 없음 없음 깨짐
B 무색,흰색 흰색 3 없음 기포발생 쪼개짐

<보 기>
ㄱ. 자석을 가까이 어 본다. 
ㄴ. 두 광물을 서로 긁어 본다.   
ㄷ. 묽은 염산을 떨어뜨려 본다.
ㄹ. 초벌구이 자기판에 긁어 본다.
ㅁ. 모서리 부분을 망치로 두들겨 본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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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그림 (가)는 지구 내부로 전파되는 지진파의 속력 변화를 
나타낸 것이고, 그림 (나)는 지구 내부의 층상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가)                        (나)
  
  ① (가)에서 ㉠은 S파이고, ㉡은 P파이다. 
  ② (가)에서 지진파 속력이 크게 변하는 곳은 4군데이다.
  ③ (나)의 D층에서 지진파의 속력이 가장 빠르다.
  ④ (나)의 A층과 B층의 경계에서 지진파의 속력이 급격히 감

소한다.
  ⑤ (나)의 C층은 ㉡지진파가 통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액체 

상태로 추정된다. 

49. 그림은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의 크기를 측정한 방법을 나
타낸 것이다. 이에 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라고 가정하였다.
ㄴ. A와 B 두 지점은 같은 위도 상에 위치해야 한다.
ㄷ. 실제 측정해야 되는 값은 ∠BB′C와 의 거리(ℓ)이다.
ㄹ. ∠AOB : ℓ = 360° : 2πR 의 비례식으로 지구의 크기

를 구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50. 그림은 우리 은하를 옆에서 본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 은하를 위에서 보면 나선형이다.
  ② 우리 은하의 지름 D는 약 10만 광년이다.
  ③ C는 붉은색의 별들이 모인 구상 성단이다.
  ④ 산개 성단은 주로 나선팔인 B에 분포한다.
  ⑤ 태양계는 우리 은하의 중심인 A에 위치한다. 

51. 그래프는 기온에 따른 포화 수증기량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공기 A의 이슬점이 가장 높다.
ㄴ. 공기 B, D, E의 이슬점은 모두 같다.
ㄷ. 상  습도가 가장 높은 공기는 E이다.
ㄹ. 공기 A, B, C의 상  습도는 모두 같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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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그림은 우리나라 주변의 일기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와 
같은 기압 배치가 자주 나타나는 계절의 특징으로 옳은 것
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우리나라에는 북서 계절풍이 분다.
ㄴ.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으로 차고 건조한 날씨가 나타난다.
ㄷ. 덥고 습한 날씨로 밤에는 열 야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ㄹ. 오호츠크해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이 만나 정체전선을 

형성하여 긴 기간동안 많은 비를 내린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음  악

53.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음악 장르로 옳은 것은?

◦ 19세기부터 미국에서 발달한 극음악이다.
◦ 다양한 소재와 락, 재즈, 발라드 등 여러 양식으로 구성된다.
◦ 연극, 미술, 문학, 무용이 하나로 어우러져 전개되는 종합 

무  예술이다.
◦ 표적인 작품으로 「오페라의 유령」,「사운드 오브 뮤직」, 

「캣츠」등이 있다.

  ① 교향시            ② 뮤지컬            ③ 오페라    
  ④ 칸타타            ⑤ 오라토리오

54. 우리나라 전통 악기이다. 취타와 관련 있는 악기만을 <보기>
에서 있는 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ㄴ.

ㄷ. ㄹ.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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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6] 악보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

 (가)  

55. 위 악곡의 형식으로 옳은 것은?
  ① 한도막 형식       ② 두도막 형식       ③ 세도막 형식 
  ④ 겹세도막 형식     ⑤ 작은 세도막 형식

56. 위 악보 (가), (나)의 뜻으로 옳은 것은?

 

(가) (나)
① 빠르게 조금 세게
② 빠르게 조금 여리게
③ 보통 빠르게 점점 세게
④ 보통 빠르게 조금 세게
⑤ 보통 빠르게 조금 여리게

57. 다음은 조선시  풍속화이다. 이 그림과 가장 관련 있는 
성악곡은?

◦ 소리꾼은 소리 ․ 아니리 ․ 발림을 하고, 고수와 청중들은 
추임새를 한다.

◦ 한국 고유의 전통 공연 예술로, 2003년에 유네스코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에 등재되었다. 

  ① 가곡              ② 시조            ③ 잡가       
  ④ 창극              ⑤ 판소리

58. 다음은 국악기와 팔음(八音)을 연결한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악기 팔음(八音)
① 박 흙
② 징 금속
③ 금 나무
④ 장구 가죽
⑤ 가야금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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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다음은 오케스트라 악기 편성도이다. (가)에 배치할 수 있는 
악기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① 트럼펫           ② 팀파니           ③ 플루트    
  ④ 바이올린         ⑤ 더블베이스

60.「별달거리」장단의 일부분이다.   부분에 한 장구 
부호로 옳은 것은?

 

①
②
③
④
⑤

61. 다음은 두 작곡가의 화이다. 이 화와 가장 관련 있는 
시 는?

요즘 화성음악이 발달하고, 악곡의 형식을 중시하는 

절대음악이 성행하고 있어!

나도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피아노 협주곡을 완성

하려고 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음악을 작곡할거야.

그래. 나는 완성된 소나타 형식으로

교향곡과 피아노 소나타를 작곡할거야.

대중들이 연주회장에 오면

무척 좋아하겠지?

  ① 중세              ② 바로크            ③ 고전파     
  ④ 낭만파            ⑤ 국민악파

62. 다음 지도는 우리나라 민요를 지역별로 분류한 것이다. (가)
지역과 가장 관련 있는 민요는?

(가)

◦ 가락의 표현이 구성지다.
◦ 부분 육자배기 토리로 구성되어 있다.
◦ 떠는 소리, 평으로 내는 소리, 꺾는 소리가 나타난다.

  ① 수심가           ② 강강술래          ③ 군밤타령  
  ④ 한오백년         ⑤ 밀양아리랑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