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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교시                      2 학년 반 번   성명                      1

━━━━━━━━━━━━━━━━━━━━━━━━━━━━━━━━━━━━━━━━━━━━━━━━━━━━◦ 문제지의 해당란에 학년․ 반․ 번호․ 성명을 정확히 기입하시오.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학년․ 반․ 번호․ 성명을 쓰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1번부터 8번까지는 문제지를 읽고 서술하는 문제입니다. 전체 시간을 

고려하여 요구하는 답안을 정확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서술형문항 1

다음은 직선 운동하는 자동차에 대한 설명이다.

◦ 기준선 P에서 기준선 Q까지 20ms로 등속 직선 운동하는 
자동차가 0초일 때 P를 지나 10초일 때 Q를 통과하였다. 

◦ Q를 통과하는 순간부터 자동차는 등가속도 운동하여 기준선 
R에서 정지하였다.

◦ P에서 Q까지와 Q에서 R까지의 거리는 서로 같다. 
자동차가 P를 지나는 순간부터 R에서 정지하는 순간까지 자동차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실선으로 그리시오. [4점]

서술형문항 2

다음은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 과정
이다.

[실험 Ⅰ]
(가) 5% 티오황산나트륨 수용액 10mL와 

증류수 40mL가 혼합되어 있는 삼각
플라스크를 그림과 같이 X표를 한 
흰 종이 위에 올려놓는다.

(나) 과정 (가)의 삼각플라스크에 묽은 염산 
10mL를 넣고, 황이 생성되어 종이의 X표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걸린 시간을 측정한다.

[실험 Ⅱ]
  5% 티오황산나트륨 수용액 20mL와 증류수 30mL가 혼합되어 
있는 삼각플라스크를 이용하여 실험 Ⅰ의 방법으로 X표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걸린 시간을 측정한다. 묽은 염산의 농도와 부피는 
실험 Ⅰ과 동일하다.
실험 Ⅱ에서 X표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걸린 시간이 Ⅰ에서보다 

짧았다. 그 이유를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하여 
서술하시오. (단, 온도는 일정하다.) [4점]

서술형문항 3

그림은 어느 여성의 생식 주기에 따른 난소 내 상태, 자궁 내벽의 
두께, 난소 호르몬의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 여성이 월경 직후부터 피임약을 계속 복용하고 있을 때, 복용 
3주째 이 여성의 난소 내 상태와 자궁 내벽의 두께에 대하여 서술
하시오. (단, 이 피임약의 주성분은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다.)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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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형문항 4

지도는 인도네시아 주변 지역에서 지진의 분포를 진원의 깊이에 따라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A-B 단면에 나타나는 판의 경계선을 그리고, A쪽 판과 B쪽 판의 
밀도의 대소 관계를 쓰시오. [4점]

▪판의 경계선 그리기 :              

▪대소 관계 : 

서술형문항 5

다음은 철수가 1월에 사용한 전력량 요금을 알아보기 위해 조사한 
내용이다.

1월의 총 전력량 요금을 구하는 계산 과정과 그 요금을 쓰시오. 
[7점]

▪계산 과정 :  

▪총 전력량 요금 : ____________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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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형문항 6

그림 (가)는 어느 날 우리나라의 남쪽 하늘에서 관측한 달과 행성 A의 
모습을, (나)는 지구와 달의 공전 궤도를 나타낸 것이다. 

         

                     (가)                                       (나)
A가 내행성인지 외행성인지를 쓰고, 그 이유를 (가)의 모습을 관측한 

시간대를 이용하여 서술하시오. (단, 관측 시간대는 저녁, 한밤중, 
새벽 중의 하나이다.) [7점]

▪A : 

▪이유 :  

서술형문항 7

그림은 같은 부피의 수용액 (가)와 (나)가 반응하여 수용액 (다)로 
되는 과정을 이온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가)                  (나)                         (다)

(1) 수용액 (나)의 이온 모형을 종류와 수를 고려하여 그리시오. [4점]

(2) 수용액 (나)와 (다)의 전기 전도도를 대소 관계로 나타내고, 그 
이유를 이온의 수와 수용액의 부피를 포함하여 서술하시오. (단, 
각 이온이 전기 전도도에 미치는 영향은 같다.) [6점]

▪대소 관계 :

▪이유 :  

서술형문항 8

다음은 빛의 세기가 광합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과정]
(가) 검정말을 잘라 그림처럼 장치하고, 비커 속의 물에는 

탄산수소나트륨을 넣는다.
(나) 비커에서 50cm 거리에 전등을 설치하고, 전등과 비커 

사이에 물이 든 수조를 놓는다.
(다) 1분 동안 검정말에서 발생하는 기포수를 측정한다. 
(라) 전등과 비커 사이의 거리를 10cm씩 줄이면서 (다) 과정을 

반복한다. 

[결과]
거리(cm) 50 40 30 20 10

기포수(개/분) 5 9 14 21 21

(1) 물이 든 수조를 설치한 이유를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하여 서술하시오. [4점]

(2) 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빛의 세기에 따른 광합성량의 변화를 
서술하시오. [6점] 

※ 확인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재하였는지 확인하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