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시 영어3 ( ) 14-14-14-14-1111

※ 물음에 가장 알맞은 답 하나만을 골라 답안지의 해당 답란에

까맣게 칠하시오.

영 어

번부터 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1 6 .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

1. 대화를 듣고 여자가 사려고 하는 것을 고르시오, .

① ② ③

④ ⑤

2.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

교사와 학생① 의사와 환자②

디자이너와 모델③ 옷가게 주인과 점원④

세탁소 주인과 손님⑤

3. 대화를 듣고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고르시오, .

은행① 학교②

병원③ 사진관④

도서관⑤

4. 다음 그림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대화를 고르시오.

① ② ③ ④ ⑤

5. 다음 진행자의 방송을 듣고 알 수, 없는 것을 고르시오.

프로그램 이름① 프로그램 진행자②

방송 시간과 요일③ 방송 초대 손님④

올 겨울 유행 색상⑤

6.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이어질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M: ___________________________

It’s time for break.①

That sounds great.②

They’re so expensive.③

Sure. It’s my pleasure.④

I’ll exchange them for you.⑤

이제 듣기 문제는 모두 끝났습니다 번부터 문제지의 지시에. 7

따라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고사 문제지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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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대화의 빈칸에 가장 적절한 것은?

A: How can I help you?

B: I’d like to get some information about a flight.

A: Do you know what the flight number is?

B: That’s BA 606. What time will it land at the

airport?

A: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ll pick you up there.①

My seat number is 15D.②

What time do we leave?③

The arrival time is 10:30 p.m.④

Thank you for your information.⑤

8. 다음 두 사람의 대화 중 자연스럽지 못한 것은?

① A: Help yourself to this pizza.

B: Good for you.

② A: May I take your order, sir?

B: I’d like to have a steak.

③ A: Would you do me a favor?

B: Sure. What is it?

④ A: Would you have some more bread?

B: No, thanks. I’m full.

⑤ A: Shall we meet at the library at four?

B: Okay. I’ll see you then.

문맥상 다음 글의 빈칸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9~10] .

9.

A person, a place, a thing, or an event has its

own meaning and stands for something beyond itself

as well. Examples of __________ are all around of us

in music, on television, and in everyday conversation.

The dove represents peace, and the red rose stands

for true love.

facts① themes②

ideas③ symbols④

opinions⑤

10.

Human memory does not work like a video

camera. It is actually weak in many ways. During

every stage of memory process, it is possible for

people to __________. For example, about 4,000 people

each year in the U.S. are arrested because of wrong

witnesses. They may create people or events that

their eyes did not see.

목격자* witness

work hard① prepare events②

make errors③ get information④

show respect⑤

11. 다음은 놀이 공원에 대한 안내문이다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변에 위치해 있다Bronze .①

어린이의 입장료는 이다$40 .②

의 유효 기간은 한 달이다Fun Pass .③

의 성인 요금은 이다Fun Pass $600 .④

의 어린이 요금은 이다Summer Pass $60 .⑤

MAGIC AMUSEMENT PARK

Welcome to Sea World, Movie World, and Animal

World at Magic Amusement Park in Bronze Coast.

Admission

Adult $40, Child (under 12) $25

Fun Pass You can enjoy for one month.

Adult $600, Child (under 12) $350

Summer Pass You can enjoy for three days.

Adult $90, Child (under 12)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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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글의 빈칸에 가장 적절한 것은?

When you ride a bike on city streets, you share

the road with speeding fire engines and police cars.

To ride safely, you need to hear approaching trucks

and buses, and shouting drivers. __________, you

should never ride wearing headphones. Wait to listen

to music till you get where you’re going.

Therefore① Finally②

In contrast③ However④

By the way⑤

13.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In developing countries, women produce more than

half of the food. In Africa, 80% of all work is done by

women. Now this is changing! International education

programs are helping women improve their lives. Some

of these changes are giving women better living

conditions. In the future, more women will benefit from

those programs.

아프리카에서는 여성이 많은 일을 한다.①

미래에 여성은 자녀교육에 더 힘쓸 것이다.②

식량 자원의 확보를 위한 교육이 중요하다.③

국제 교육 프로그램이 여성의 삶을 개선한다.④

생활 여건의 개선이 교육의 변화를 가져온다.⑤

14.14.14.14.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Humans and tigers have lived together for many

centuries. Each has kept its own area. But these

days there are few tigers in the forests. There are

only about 5,000～7,500 of them left in the world.
We should do something to protect the tigers in

danger of dying out.

호랑이의 분포① 멸종 위기의 호랑이②

인간의 주거 환경③ 인구 증가의 문제점④

숲 보존의 중요성⑤

15.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imals have their body clocks to search for the

food. At dawn, most birds wake up and start

singing. When winter comes, some birds move to a

warmer region. Their body clocks tell them that it is

time to do all of these things. Honeybees also have

a very strong sense of time. They can know the

time when their favorite flowers open by the position

of the sun.

꽃의 개화 시기① 철새의 이동 시기②

꿀벌의 귀환 본능③ 동물의 시간 감각④

생물의 진화 과정⑤

16. 다음 글을 쓴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is Sunday my family is having a party in

Lakeside Garden. We’d like to invite you to this

party. Please tell us whether you can join us or not.

We will bring a lot of hot dog and potato chips for

the children. If there is anything else that you can

bring here, you may bring it. We are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

안부를 전하려고① 조언을 구하려고②

상품을 주문하려고③ 과제를 물어보려고④

파티에 초대하려고⑤

17.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He asked Archimedes to find a way to prove it.

One of the most brilliant scientists in ancient Greece

was Archimedes. ( ① ) He lived in Sicily in the 200s

B.C. ( ② ) One day the king wanted to make sure

that his crown was made of pure gold. ( ③ )

Archimedes worked out to find it while in his bath.

( ④ ) Suddenly, he jumped out of the bath and

shouted “Eureka!” which means “I’ve found it.”( 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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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밑줄 친 (A)～ 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을 골라 짝지은(C)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Here are some advice to make you (A)(A)(A)(A) feel /feel /feel /feel / totototo feelfeelfeelfeel

happy in your life. First, you should go through

such emotions as sadness and anger. Second, you

should be (B)(B)(B)(B) satisfying / satisfiedsatisfying / satisfiedsatisfying / satisfiedsatisfying / satisfied with what you

have. Finally, you should know (C)(C)(C)(C) who are you /who are you /who are you /who are you /

who you arewho you arewho you arewho you are.

(A) (B) (C)

①

②

③

④

⑤

feel

feel

feel

to feel

to feel

‥‥

‥‥

‥‥

‥‥

‥‥

satisfied

satisfied

satisfying

satisfying

satisfied

‥‥

‥‥

‥‥

‥‥

‥‥

who are you

who you are

who you are

who are you

who you are

19. 다음 글에 나타난 필자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s the population of the world increases, countries

need to produce more food. How can we solve this

problem? One way to increase the food supply is for

people to start eating different plants. There are

20,000 kinds of plants for humans to eat. We,

therefore, should find the ways to grow and eat

some of those plants.

인구 증가를 낮출 방안을 찾아야 한다.①

곡물 재배를 위한 장소를 확보해야 한다.②

식용 가능한 식물을 찾아서 재배해야 한다.③

곡물의 질병을 막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④

다양한 식물의 유전자 연구를 확대해야 한다.⑤

20. 에 대한 설명이 내용과 일치하지Hemingway 않는 것은?

Earnest Hemingway was born in Oak Park,

Illinois. But he spent 17 years in northern Michigan,

where his father introduced him to hunting and

fishing. In high school, Hemingway played boxing

and American football. When the United States

entered World War , he volunteered and became anⅠ

American ambulance driver in Italy. After returning

from the war, he wrote many novels about war.

① Illinois 주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로부터 낚시를 배웠다.②

고교 시절에 미식축구를 했다.③

의사로서 전쟁에 자원했다.④

전쟁에 관한 소설을 썼다.⑤

21. 주어진 문장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Japanese are considered to be one of the healthiest

people in the world.

(A) According to these doctors, thre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are diet, exercise, and lifestyle.

(B) Many doctors have tried to find out the reason why

Japanese can enjoy such advantages.

(C) For example, their rates of heart disease and cancer

are far lower than those in other countries.

(A)① －(B)－ (C) (A)② －(C)－ (B)

(B)③ －(C)－(A) (C)④ －(A)－ (B)

(C)⑤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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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에.

가장 적절한 것은?

E-mail has become the basic means of communication

in the Information Age. However, e-mail may soon

be useless as people are becoming blocked on spam

mail. Choosing a long e-mail name is a good way to

prevent you from receiving spam mail. Use a mix of

letters and numbers. This decreases the chance that

the spam mail programs find your e-mail.

Using a long e-mail name is a good way to

__________ receiving spam mail.

find① avoid②

click③ consider④

increase⑤

23. 다음 글에 나타난 ‘I 의 심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Seven and a half hours after leaving the base

camp, I finally reached the top of the world. I spent

thirty minutes enjoying the view from the top.

Although I was alone, I felt I was joined by my

family, my friends and the people who helped me to

make it. It was a moment of complete happiness.

기쁘다① 쓸쓸하다②

불안하다③ 지루하다④

실망스럽다⑤

24. 다음 글의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Korean pop culture becomes very powerful in Asia.

① Famous Korean dramas are being loved by many

Asian people. ② Not only these dramas, but also TV

shows, pop singers, and movies grow popular. ③ Each

country has its own culture and history. ④ This growth

helps increase the sales of Korean products. ⑤ Also,

many tourists come to Korea to enjoy Korean pop

culture.

25. 밑줄 친 (a)～ 에서 의미하는 것이 나머지와(e) 다른 하나는?

School uniforms are becoming popular. That’s no

surprise, because (a) they offer many benefits. Above

all, (b) they give students the pride about their schools.

If all students are dressed in the same way, (c) they

can save much money without buying new clothes.

(d) They also remind the students of their responsibility.

But some parents worry that (e) they will be harmful

to children’s creative mind.

(a)① (b)②

(c)③ (d)④

(e)⑤

26. 다음 글의 밑줄 친 It(it)It(it)It(it)It(it)이 가리키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ItItItIt can hold back water, and a small lake is

formed. Early societies used stones to build itititit across

rivers. Perhaps early humans got the idea by

observing beavers who are natural builders. As

societies become bigger, people need more water. ItItItIt

can still give enough water to people.

dam① valley②

oasis③ factory④

bridge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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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학

27. 그림은 철수와 영희가 파동 용수철을 이용하여 실험대 위에서

만든 파형을 나타낸 것이다.

철수

영희

두 파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에서 모두 고르면< > ?

단 눈금의 간격은 일정하다( , .)

보 기< >

모두 횡파이다. .ㄱ

두 파동의 진폭은 같다. .ㄴ

철수가 만든 파동의 파장이 배 길다. 2 .ㄷ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28. 그림 가 나는 질량( ), ( ) 10 인 물체를 빗면과 도르래를 사kg

용하여 일정한 속력으로 끌어올리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같은 시간 동안 잡아당긴 줄의 길이가 가 와 나 모( ) ( ) 두

같을 때 가 의 일률, ( ) 나 의 일률은 단 도르래와 줄의( ) ? ( ,：

질량 빗면과 도르래의 마찰은 무시한다, .)

1 : 1① 1 : 2② 1 : 3③

2 : 1④ 3 : 1⑤

29. 그림 가 와 같이 전기를 띠지 않은 검전기에 나 와 같이( ) , ( )

음 으로 대전된 플라스틱 막대를 가까이 하였더니 금속박( )－ 이

벌어졌다.

이 때 나 의 금속판과 금속박이 띠는 전기의 종류를 바르게, ( )

짝지은 것은?

금속판 금속박

① － ＋

② ＋ －

③ － －

④ 전기를 띠지 않음 －

⑤ 전기를 띠지 않음 ＋

30. 그림은항공모함위에정지해있던질량 100 의모형전투기가kg

가스 분출로 발생되는 수평 방향의 일정한 힘, 200 에 의해N

속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정지 상태에서 10 이동했을때모형전투기의운동에너지는m ?

단 항공모함은 정지해있고 힘이한 일은모두모형 전투기의( , ,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

200① J 1000② J 2000③ J

4900④ J 98000⑤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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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그림은 점에 가만히 놓은 쇠구슬이 곡면 점을A B, C, D, E

지나 점까지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와 와 의F . A F, C E

높이는 같다 단 공기의 저항과 모든 마찰은 무시한다. ( , .)

쇠구슬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의 속력은 이다B 0 .①

와 의 속력은 같다C E .②

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다 크다A B .③

에서 로 가는 동안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다B C .④

에서 로 가는 동안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D E .⑤

32. 그림과 같이 저항이 10 으로 똑같은 전구 와 를A BΩ 10 의V

전원에 연결하였다 스위치 가 열려 있을 때 전구 에. S B 서

소비되는 전력은 10 였다W .

스위치 를 닫는다면 전구 에서 소비되는 전력은S B ?

2① W 5② W 10③ W

20④ W 100⑤ W

33. 그림은 반지름이 같은 원형 도선 가 나에( ), ( ) 1 의 전류가A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P∙ Q∙

원형 도선 중심 의 자기장 방향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P, Q ?

단 화살표는전류의방향을나타내고 지구자기장은무시한다( , , .)

P Q

① 서 동

② 동 서

③ 북 서

④ 북 남

⑤ 남 북

34. 다음은 물과 메탄올의 밀도를 비교하기 위한 실험이다.

실험 과정【 】

두 개의 비커에 물과 메탄올을 각각. 20Ⅰ 씩 넣는다mL .

.Ⅱ 과정 의 두 비커에 재질이 같은 1Ⅰ 의 플라스틱 조각을g

각각 넣어 관찰한다.

실험 결과【 】

플라스틱 조각은 물에서는 뜨고 메탄올에서는 바닥으로,

가라앉았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에서 모두 고르면< > ?

보 기< >

물의 밀도는 메탄올보다 크다. .ㄱ

사용된 물과 메탄올의 질량은 서로 같다. .ㄴ

.ㄷ 사용된 플라스틱을 반으로 잘라 메탄올에 넣으면 뜬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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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냉장고에서 음료수 캔을 꺼내어 따뜻한 방 안에 놓았더니

캔의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 현상의.

상태 변화와 열에너지의 출입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상태 변화 열에너지 출입

① 기체 액체→ 방출

② 기체 액체→ 흡수

③ 액체 기체→ 방출

④ 액체 기체→ 흡수

⑤ 액체 고체→ 방출

36. 다음은 수소 기체와 염소 기체가 반응하여 염화수소 기체를

만드는 화학 반응식이다.

H2 + Cl2 2HCl→

수소 분자 개가 반응하여 생성된염화수소기체에 대한 분1 자의

수와 원자의 수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분자의 수 원자의 수

① 1 4

② 2 4

③ 2 3

④ 4 3

⑤ 4 2

37. 다음은 볼트와 너트를 이용하여 볼트 너트 화합물을 만드는-

과정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볼트 너트 볼트 너트 화합물-

3 의 볼트g 10개와 1 의 너트g 10개를 이용하여 위 과정으로

최대한 만들 수 있는 볼트 너트 화합물의 전체 질량은- ?

4① g 12② g 18③ g

24④ g 40⑤ g

38. 다음은 수소 기체와 질소 기체가 반응하여 암모니아 기체를

생성하는 반응을 모형과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반응 모형반응 모형반응 모형반응 모형[ ][ ][ ][ ]

＋ 가( )

화학 반응식화학 반응식화학 반응식화학 반응식[ ][ ][ ][ ]

3H3H3H3H2222 ＋ NNNN2222 나( )

가 나 에 알맞은 것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 ( ) ?

가( ) 나( )

① 2NH3

② N2H6

③ 2NH3

④ 2NH3

⑤ N2H6

39. 그림은 물을 가열했을 때와 전기 분해했을 때 생성되는 기체

를 각각 분자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A, B .

(가) (나)

기체 A 기체 B물

가열 전기분해

가( ) 나( )

가열 전기 분해

기체 A 물 기체 B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에서 고르면< > ?

보 기< >

가 과정은 화학적 변화이다. ( ) .ㄱ

나 과정에서는 새로운 물질이 생성된다. ( ) .ㄴ

기체 는 혼합물이다. B .ㄷ

기체 는 온도를 낮추면 물이 된다. A, B .ㄹ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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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다음은 식초와 베이킹파우더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가 생성

되는 반응의 질량 관계를 알아 보기 위한 실험이다.

실험 과정【 】

.Ⅰ 베이킹파우더를 소량 넣은 유리병

에 식초가 든 시험관을 넣은 후 뚜

껑을 닫고 질량(m 1 을 측정한다) .

.Ⅱ 과정 의 유리병을 기울여 식초와Ⅰ

베이킹파우더가 반응하게 한 후,

질량(m 2 을 측정한다) .

.Ⅲ 과정 의 유리병 뚜껑을 열고 잠시 후에 뚜껑을 포,Ⅱ 함한

질량(m 3 을 측정한다) .

m 1, m 2, m 3의 크기를 바르게 비교한 것은?

① m 1 = m 2 = m 3 ② m 1 = m 2＞ m 3

③ m 1＞ m 2 = m 3 ④ m 1＞ m 2＞ m 3

⑤ m 2＞ m 1＞ m 3

41. 그림 가 나는 동물의 세포 분열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 ( ) .

가( )

나( )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에서 고르면< > ?

보 기< >

.ㄱ 가 에서는 염색체의 수가 반으로 감소한다( ) .

.ㄴ 나 에 의해 생식 세포가 만들어진다( ) .

.ㄷ 가 와 나에서 생긴 딸세포의 수는 같다( ) ( ) .

.ㄹ 수정란의 발생 초기에 일어나는 세포 분열 방식은 가( )

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2. 그림은 사람의 혈액 성분을 나타낸 것이다.

혈액의 구성과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는 식균 작용으로 몸을 보호한다A .①

는 폐에서 조직 세포로 산소를 운반한다B .②

③ 는 상처가 났을 때 혈액을 응고시킨다C .

는 영양소를 조직 세포로 운반한다D .④

혈액이 붉게 보이는 것은 와 때문이다B D .⑤

43. 그림은 영희네 가족의 ABO식 혈액형 유전에 대한 가계도

이다.

이 가계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에서 고< > 르면?

단 돌연변이는 없다( , .)

보 기< >

영희가 형일 확률은 이다. O 25% .ㄱ

.ㄴ 영희 아버지의 유전자형은 이다AO .

.ㄷ 영희 외할머니의 유전자형은 이다BB .

혈액형 유전자 는 유전자 에 대해 우성이다. A B .ㄹ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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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그림은 뜨거운 주전자에 무심코 손이 닿았을 때 자극에,

대한 반응의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이 자극과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에서< >

모두 고르면?

보 기< >

대뇌가 관여하지 않는 무의식적인 반응이다. .ㄱ

위험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무조건 반사이다. .ㄴ

.ㄷ 사과를 보기만 해도 침이 분비되는 경우는 이에 해당

된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45. 그림은 어떤 동물의 염색체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돌연변이는 없다? ( , .)

와 는 상동 염색체이다A B .①

암컷의 상동 염색체는 쌍이다4 .②

는 성을 결정하는 염색체이다C .③

이 동물의 생식 세포 염색체 수는 개이다4 .④

수컷의 생식 세포에는 와 가 함께 들어 있다C D .⑤

46. 그림은 분꽃의 꽃 색깔 유전을 나타낸 것이다 단 붉은 색. ( ,

유전자는 흰 색 유전자는 로 표시한다R, W .)

어버이 붉은 꽃 흰 꽃
(RR) (WW)

잡종 분홍 꽃
제 대1 (RW)

자화수분

잡종 붉은 꽃 분홍 꽃 분홍 꽃 흰 꽃
제 대2 (RR) (RW) (RW) (WW)

분꽃 유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에서 고르면< > ?

보 기< >

잡종 제 대에서 우열의 법칙이 성립한다. 1 .ㄱ

분홍 꽃은 붉은 꽃과 흰 꽃의 중간 형질이다. .ㄴ

.ㄷ 잡종 제 대에서 붉은 꽃과 흰 꽃의 비는 이다2 3 1 .：

.ㄹ 잡종 제 대에서는 표현형의 비와 유전자형의 비가 일치2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7. 그림은 철수네 가족의 색맹 유전에 대한 가계도이다.

이 가계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색맹은 우성으로 유전된다.①

색맹은 남자보다 여자에게 나타날 확률이 높다.②

철수의 색맹 유전자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았다.③

철수의 여동생은 색맹 유전자를 갖고 있지 않다.④

철수 어머니의 색맹 유전자는 철수 외할머니에게서 물려⑤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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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그림 가 와 같은 공기의 운동이 일어나는 지역을 나 의( ) ( )

지상일기도상의 A～ 지역 중에서 모두 고른 것은D ?

가( ) 나( )

A① B② B, C③

C, D④ A, C, D⑤

49. 수조에 물이 담긴 샬레를 넣고 밀폐시킨 후 그림과 같이

두었더니 처음에는 물이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더 이상 줄어,

들지 않았다.

이 때 수조 안 공기의 상태를 기온과 수증기량 관계 그래프,

에 바르게 표시한 것은?

A① B② C③

D④ E⑤

50. 그림은 중위도 지역에서 상승하는 공기덩어리가 구름을 생성

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증기가 응결하기 시작하는 높이는 이다B .

② 구름 속에서 눈이 만들어지는 곳은 D～ 이다E .

상승하는 공기덩어리의 온도는 낮아진다.③

상승하는 공기덩어리의 부피는 증가한다.④

의 기압은 보다 높다A B .⑤

51. 그림 가( )～다는 지구에서 관측한 여러 가지 천체를 나타낸( )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 ) 나( ) 다( )

가 는 태양계에 속한 천체이다( ) .①

나 는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이다( ) .②

③ 다는 지구에서 가장 밝게 보이는 행성이다( ) .

④ 실제 크기는 나가 다보다 크다( ) ( ) .

지구와의 거리는 나( )⑤ < 다( ) < 가 순서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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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그림 가는삼엽충화석을 나는산호화석을나타낸것이다( ) , ( ) .

가( ) 나( )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에서 고르면< > ?

보 기< >

가 는 중생대에 번성했던 생물의 화석이다. ( ) .ㄱ

나 는 지층 생성 당시의 환경을 알려준다. ( ) .ㄴ

가 와 나 는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 ) ( ) .ㄷ

가 는 나 보다 더 넓은 지역의 지층에 분포한다. ( ) ( ) .ㄹ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3. 그림은 지구상의 어느 지역에서 관측한 부분 일식을 나타낸

것이다 이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름달일 때 일어난다.①

한 달에 번씩 관측할 수 있다1 .②

달이 지구 그림자에 가려진 모습이다.③

지구상 어디에서나 동시에 관측할 수 있다.④

지구 달 태양 순서로 위치할 때 일어난다.⑤ － －

54. 그림은 우리나라에서 월 일 월 일 월 일에 태양이7 1 , 7 15 , 8 1

서쪽 지평선상에 진 후 같은 시각에 관측한 별자리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에서 고르면< > ?

보 기< >

지구의 자전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ㄱ

태양은 별자리 사이를 서쪽으로 이동한다. .ㄴ

계절에 따라 볼 수 있는 별자리가 달라진다. .ㄷ

태양은 년 뒤 같은 별자리 부근에 위치한다. 1 .ㄹ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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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악

55. 다음과 같이 단소를 불었을 때 소리 나는 음율명은, ( ) ?

① 仲중( ) ② 林임( ) ③ 無무( )

④ 潢황( ) ⑤ 汰태( )

56. 다음 건반에서 표한 음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서대로‘ ’○

연주했을 때 알맞은 음계는, ?

가

온ꀨ
다

다장조 자연장음계①

다단조 화성단음계②

라장조 자연장음계③

라단조 화성단음계④

바장조 자연장음계⑤

57. 하나의악기로음악의 요소를동시에표현할수있는악기는3 ?

심벌즈① 작은북② 플루트③

피아노④ 트럼펫⑤

58. 다음은 바장조의 가락을 다장조로 조옮김한 것이다 가음에. ( )

붙어야 할 알맞은 임시표는?

① ②

③ ④

⑤

59. 조선시대 음악에 관한 내용이 아닌 것은?

악학궤범을 편찬하였다.①

판소리 산조 등의 민속악이 발전하였다, .②

③ 우리나라 최초의 유량악보인 정간보를 창안하였다.

④ 박연이 아악을 정리하고 맹사성은 향악을 정리하였다, .

⑤ 왕산악이 거문고를 제작하였고 많은 곡을 지어 연주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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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decrescdecrescdecrescdecresc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것은. ?

① mpmpmpmp ② mfmfmfmf ③ ffff

④ ⑤

61. 다음에서 설명하는 전통 음악은?

궁중의 중요한 연례와 무용에 사용한 음악으로 정읍이, ‘ ’

라고도 한다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내용이었으나. ,

지금은 가사 없이 장의 관악합주곡으로 연주되며 처용4 ,

무의 반주음악으로도 쓰인다 음악이 우아하고 웅장하며. ,

연음형식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가사① 범패② 산조③

대취타④ 수제천⑤

62. 다음 가락에서 두 음 사이가 반음인 것은?

① ② ③ ④ ⑤

63. 다음 가락은 무엇을 변주한 것인가?

리듬① 박자② 조성③

형식④ 화성⑤

64. 경기민요의 특징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쾌활하고 활동적이며 억양이 강하다, .①

가락이 부드럽고 경쾌하며 서정적이다, .②

콧소리를 섞어 떨며 애수적이고 감상적이다, .③

높은 음에서 낮은 음으로 내려오는 선율이 많다.④

⑤ 떠는 음 꺾는 음 평으로 내는 음을 사용하며 소리가, , ,

구성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