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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리 Ⅰ

1.③ 2.④ 3.⑤ 4.⑤ 5.②

6.④ 7.③ 8.④ 9.⑤ 10.①

11.③ 12.③ 13.② 14.② 15.②

16.① 17.③ 18.③ 19.① 20.①

1. 치-시간 그래프 분     정답 ③　

ㄱ. 치-시간 그래 에서 직선으로 나타내는 운동은 속

력이 일정한 운동이므로 A의 속력은 일정하다.

ㄴ.일 때는 치가 증가하는 방향이고 일 때는 치

가 감소하는 방향이다.따라서 B의 운동 방향은 일

때와 일 때가 서로 반 이다.

ㄷ.A,B사이의 거리는 치의 차이와 같다.따라서 A,

B사이의 거리는 일 때가 일 때보다 크다.

2. 가속도가 다른 등가속도 운동 교    정답 ④　

가속도는 다르고 이동 거리와 시간이 같은 두 자동차

의 운동을 비교하는 것이다.A,B의 가속도를 각각

 라 하고 각각 등가속도 운동 공식   를

용하면

A:  … ①

B:   … ②

두 식에서 가속도의 비는 





이다.

다른 등가속도 운동 공식   
  를 용

하면

A:
  …③

B:
  …④

두 식에서 가속도의 비는 










이다.이 식과

에서 구한 가속도의 비를 같게 놓고 방정식을 풀면

     의 두 해가 구해진다.여기서   는 등

속도 운동이 되므로   가 된다.

3.힘의 합성과 작용 반작용 정답 ⑤　

ㄱ.A는 정지해 있으므로 합력이 0이다.

ㄴ.작용․반작용은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이

다.따라서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과 B가 A에 작

용하는 자기력의 계는 작용․반작용의 계이다.

ㄷ.B도 정지해 있으므로 합력이 0이다.B에 작용하는

세 힘은 지면이 B를 떠받치는 힘,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 그리고 B에 작용하는 력이다.그런데 지면이

B를 떠받치는 힘과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쪽

을 향하는 힘이고 B에 작용하는 력은 아래쪽을 향

하는 힘이다.따라서 지면이 B를 떠받치는 힘과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을 합한 힘의 크기는 B에 작용

하는 력의 크기와 같다.

4. 물체의 충돌    정답 ⑤　 

ㄱ.3 일 때는 A와 B가 충돌한 후이다.충돌 후 A의 속

도가 이므로 B의 속도를 라 하면 운동량 보

존 법칙에 의해

×  ×에서   

이다.

ㄴ.5 일 때 다시 충돌이 일어났으므로 4 동안 A에

한 B의 상 속도인   로 이동한 거리

20cm가 이 된다.

ㄷ.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가 B로부터 받

은 충격량의 크기와 같다.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

과 같은데 충돌 과정에서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

기는 1 일 때와 5 일 때가 같다.(그래 에서 속도의

변화량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따라서 충돌 과정에서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1 일 때와 5 일

때가 같다.

5.일과 일률 정답 ②　

ㄱ.물체에 작용하는 력의 크기는 질량이 같으면 같다.

ㄴ.일률 는 힘과 속력의 곱이다.속력은 같지만 동기

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은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왜냐하면 빗면 방향으로의 력 성분은 

인데 경사각이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기 때문이

다.

ㄷ.속력이 변하지 않으므로 운동 에 지의 변화는 없다.

따라서 동기가 한 일은 물체의 치 에 지 증가량

과 같다.

6. 력에 의한 치 에 지 비교 정답 ④　

력에 의한 치 에 지의 식은 이다.지면으로

부터 높이 10m인 곳에서 A,B의 력 가속도를 각각

 라 하면,

A: ×× …①

B: ×× …②

이다.따라서 두 식으로부터      이다.

▪ www.visangedu.com 에서 문제 파일을 다 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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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항의 연결 정답 ③　

ㄱ.두 항체를 병렬로 연결할 때 어느 한쪽의 항이

증가하면 합성 항도 증가한다. 항체의 항은 길

이에 비례하므로 a에 연결할 때가 b에 연결할 때보다

짧아지므로 항이 작다.따라서 회로의 합성 항은

a에 연결할 때가 b에 연결할 때보다 작다.

ㄴ. 압이 일정할 때 항이 작아지면 류는 커진다.

회로의 합성 항은 a에 연결할 때가 b에 연결할 때보

다 작으므로 P 에 흐르는 류는 a에 연결할 때가 b

에 연결할 때보다 크다.

ㄷ.병렬 연결이므로 압계로 측정한 압은 a에 연결할

때와 b에 연결할 때가 같다.

8.직선 류에 의한 자기장 정답 ④　

종이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을 (+)로 하여 P 과

Q 에서 A,B,C에 의한 자기장을 각각 나타내면

  








 



  








 



이다.따라서 P와 Q에서 자기장은 종이면에 수직으로 들

어가는 방향이고 자기장의 세기는 이다.

9.운동량 보존 법칙 정답 ⑤　

ㄱ.충돌 직 A의 속력을 라 하면   


에서

 이다.

ㄴ. 충돌 직후 A와 C의 속도를  라 하면

 에서   

이고

 에서   


이다.따라서 충돌 직후 속

력은 A가 C보다 작다.

ㄷ.충돌하는 동안,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A가 C보

다 크므로 충격량의 크기도 크다.서로 충돌하는 두

물체가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같으므로 B가 받은 충

격량의 크기는 D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보다 크다.

10. 동의 첩 정답 ①　

 


일 때 동은 


만큼 이동하므로 오른쪽으로




만큼 이동한 형인 ①번이 하다.

11.합성 항 정답 ③　

류- 압 그래 에서 항이 2Ω이고 이것은 와

같다. (다)에서 P 과 Q 사이의 합성 항은

와 병렬 연결된 두 개의 가 직렬로 연

결된 것이므로 








이다.

12. 항의 연결과 항에 걸리는 압 정답 ③　

원 장치의 압을 라 하면 두 항 이 직렬로

연결되었을 때 한 항 에 걸리는 압  

이다.

만 닫으면 과 병렬로 연결된 항에는 류가 흐르

지 않으므로 P와 Q 사이의 압은 원 장치의 압과

같은 가 된다.두 스 치가 모두 닫히면 과 병렬로

연결된 항에는 류가 흐르지 않으므로 P와 Q사이의

압은 원 장치의 압과 같은 가 된다.

따라서   이다.

13.소비 력 정답 ②　

소비 력 는 
 
이다.a에 연결할 때 소비

력의 합은 

 


 
이다. ,b에 연결할 때

소비 력의 합은 

 


 
이다. 두 식을 각각

통분하여 정리하면      이 된다.

14. 자 　 도　현상   정답 ②　

ㄱ．자석이 p를 지날 때 자석에 작용하는 코일 A와 코

일 B에 의한 자기력은 모두 왼쪽을 향하므로 합력은

０이 아니다．

ㄴ．자석이 p를 지날 때 A에서는 자속이 감소하고 B에서는

자속이 증가하므로 유도 류의 방향이 반 가 된다．

ㄷ．자석이 두 코일을 지나는 동안 두 코일로부터 자석

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

로 작용하므로 자석의 속도는 계속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자석이 a를 지날 때보다 b를 지날 때 자석의

속력이 더 작다.자석이 빠르게 움직일 때 코일을 지

나는 자속의 변화율이 크므로 유도 류의 세기가 커

진다.즉,자석이 a를 지날 때 B에 흐르는 류의 세

기가 자석이 b를 지날 때 A에 흐르는 류의 세기보

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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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동의　 　 정답 ②

수면 A의 장은 １cm,수면 B의 장은 2cm이

다.A의 진동수가 이므로 A의 속력을 라 하면　

  의 공식에 의해  × 이다.그런데

A는 B보다 매 １cm 더 진행하므로 B의 속력은 ４

cm/s이다.따라서 B의 진동수를 ′이라 하면   ′×

에서 ′ 이다．

16.물질 의　 장　 정답 ①　

ㄱ．물질 의 장은  





이다.입자의 속력이

일 때 A의 장이 B의 장보다 크므로 A의 질량

이 B의 질량보다 작다.

ㄴ．  

의 식에서 물질 의 장이 같으면 운동량도

같다.

ㄷ．운동에 지 와 운동량 의 계는  

이다.　

물질 의 장이 같으면 운동량도 같으므로 운동 에

지는 질량에 반비례한다.즉,물질 의 장이 같을 때

운동 에 지는 질량이 작은 A가 B보다 크다.

17. 효과 정답 ③　

철수 : 속 A의 일함수를 라 하면 실험 I과 실험

II의 결과에서

  …①

  …②

이고,②－①에서

  …③

이다.여기서 랑크 상수 는


이다.

희 ： 속 B의 일함수를 라 하면 실험 III과 실

험 IV의 결과에서 (가)를 라　하면

  …④

  …⑤

이고,⑤－④에서　

 …⑥

이다.③과 ⑥에서 이다．

민수 ： 단색 의 세기는 자의 최 운동 에 지에

향을 주지 않는다.

18.빛의　굴 　 정답 ③　

ㄱ． 리즘의 굴 률은 공기의 굴 률보다 크다. 장과

굴 률은 반비례하므로 A의 장은 공기 에서가

리즘 속에서보다 길다.

ㄴ． 리즘 속에서 단색 의 속력이 A가 B보다 작다고

하 으므로 굴 률은 A가 B보다 크다.굴 률이 크면

굴 각이 작으므로 P 에서 굴 은 더 법선 쪽에 가

까워지게 되어 리즘 아랫면에 더 작은 입사각으로

입사한다. 따라서 반사각 도 더 작아진다. 즉,

 이다．

ㄷ．반사각 가 작아지면 리즘 면에 입사할 때의 입

사각도 작아지고 그에 따라 굴 각 도 작아진다.따

라서   이어야 한다．

19.운동 제 ２법칙 정답 ①

ㄱ．B에 작용하는 합력은 A가 B에 작용하는 마찰력이므 　

A의 운동 방향과 반 방향이다．

ㄴ．A와 B사이의 운동 마찰 계수를 .A와 S사이의

운동 마찰 계수를 ′이라고 하면　

   ′  

에서  ′


′

이고

   

에서　 이다．′ 이므로  이다．

ㄷ．A와 B의 운동 에 지 변화량의 합을 구하려면 A와

S사이의 마찰력이 A에 한 일과 A와 B사이의 마찰

력이 한 일도 고려해야 한다．

20.운동 방정식　 정답 ①　

ㄱ．합력은 질량과 가속도의 곱인데 가속도는 같지만 B

의 질량이 A의 질량의 2배이므로 합력도 B가 A의 ２

배이다.

ㄴ．A,B,추에 작용하는 합력이 체 질량 6에 가속

도 를 만드는 것이므로 식은

　 

이다.여기서 를 구하면  




이다.

ㄷ.B에서의 운동 방정식은

 

에서  이다.A에서의 운동 방정식은

　 

에서  를 입하면　

 이다．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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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학  Ⅰ

1.② 2.⑤ 3.⑤ 4.① 5.③

6.① 7.② 8.② 9.① 10.②

11.④ 12.① 13.⑤ 14.④ 15.③

16.① 17.⑤ 18.④ 19.③ 20.④

1.표면 장력 정답 ②　

ㄱ.물이 에탄올보다 표면 장력이 크기 때문에 에탄올보

다 물 에 바늘을 띄우기 쉽다.

ㄴ.물에 에탄올을 섞으면 표면 장력이 작아진다.표면

장력은 수소 결합,즉 결합 B와 련이 있고,분자 내

결합인 A와는 련이 없다.

ㄷ.물의 동그란 모양은 물의 표면 장력,즉 수소 결합 B

와 련이 있다.

2. 화학 스모그 정답 ⑤

ㄱ.(가)의 반응은 →로  생성에 필요한 산

소 원자(O)를 공 한다.

ㄴ.A는 로 산성비의 원인 물질이다.

ㄷ.(나)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로 

는 환원된다.

3. 체 에 지 정답 ⑤

해조류로부터 추출한 기름과 이를 이용한 산업용 연료

의 생산 에 지를 사용하는 것은 바이오매스이다.

4.은거울 반응 정답 ①

과정 (가)에서 시험 에 질산은 용액을 넣을 때 시험

과 피펫이 필요하고,과정 (나)에서 암모니아수를 조

씩 가할 때에는 스포이트가 필요하다. 과정 (다)에서

는 물 탕 장치가 필요하다.그러므로 은거울 반응 실험

을 할 때 필요한 기구는 시험 ,스포이트,피펫,물 탕

장치이며 깔 기는 필요하지 않다.

5.샤를의 법칙 정답 ③

그림에서 양쪽 수은의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압

력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실험을 하는 것이다.즉,압력을 일

정하게 유지하면서 온도를 변화시켜 부피 변화를 알아보려

는 것이다.즉,샤를의 법칙을 알아보는 실험이다.

6.물의 정수 과정 정답 ①

(가)의 침사지에서는 도 차이를 이용하여 불순물을

거르는데,빗물을 받아 며칠간 놓아두면 꺼기가 가라앉

는 것도 같은 원리이다.

(나)의 약품 투입실에서는 물속의 미세한 진흙 입자를

엉기게 하여 제거하는데,두부를 만들 때 간수를 사용하

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다)의 염소 투입은 물을 소독하기 한 과정으로 상

처 소독에 요오드 크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7.비 화 반응 정답 ②

A는 아세트산의 화 반응으로 생성된 염이고,B는

지방산의 비 화 반응으로 생성된 비 이다.

ㄱ.비 인 B가 세척력을 갖는다.

ㄴ.A를 넣으면 앙 이 생성되지 않고,센물에 비 B를

넣으면 앙 이 생성된다.

ㄷ.B는 비 로 수용액에서 과 
로

이온화 된다.

8. 속의 특성 정답 ②

속 A는 Cu, 속 B는 Fe, 속 C는 Zn, 속 D는

Al이다.

① 구리는 알루미늄보다 제련하기 쉽다.

② 구리와 아연의 합 은 황동으로 구리보다 녹는 이

낮다.

③ 아연과 철을 연결하면 반응성이 큰 아연이 먼 부식

된다.

④ 경량의 속 재료로 가장 합한 것은 도가 가장

작은 알루미늄이다.

⑤ 가정용 선 재료로 기 도도가 가장 큰 구리가

합하다.

9.할로겐의 반응성 정답 ①

ㄱ.Na은 →의 반응을,KX는 

→ 로 반응을 하므로,Na과 
은 산화된다.

ㄴ.Na이 염소와 반응하면 →의 반응이

일어나 염화나트륨이 생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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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염소()를 가하여 반응시켰을 때 KY는 반응이 일

어나지 않고 KX에서만 반응이 일어났으므로 반응성의

크기는   이다.

10.이산화탄소의 성질 정답 ②

ㄱ.(가)에서는 탄산수소나트륨과 염산이 반응하여 이산

화탄소 기체가 발생한다.

ㄴ.(나)에서 이산화탄소가 녹아들어가지만 용액이 뿌

게 흐려지는 것은 아니다.

ㄷ.(나)에서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가면 

→


 반응이 일어나 음이온 수가

증가한다.

11.방향족 탄화수소 유도체 정답 ④

ㄱ.아스피린은 카르복시기,아세트아미노펜은 히드록시

기를 가지고 있으므로 모두 나트륨과 반응하여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

ㄴ. 수용액과 정색 반응을 하는 것은 페놀성히드

록시기를 가지고 있는 아세트아미노펜이다.

ㄷ.아세트산 무수물과 에스테르화 반응을 하는 것은 히

드록시기를 가지고 있는 아세트아미노펜이다.

12.기체의 성질 정답 ①

ㄱ.A의 온도는 100K,B의 온도는 200K로 B

의 온도가 A의 2배이므로 평균 분자 운동 에

지가 2배이다.그러므로 평균 분자 운동 속력은 B가

A의 배가 된다.

ㄴ. A는 1기압 100K이고, C는 2기압 400K이므로



×


×
에서 부피는 C가 A의 2배이다.그러

므로 단 부피당 입자 수는 A가 C의 2배이다.

ㄷ. B는 1기압 200K이고, C는 2기압 400K이므로



×


×
에서 부피가 같다.그러므로 분자 간

평균 거리는 같다.

13.탄화수소 정답 ⑤

ㄱ.시클로펜탄과 펜텐은 분자식이 로 같다.

ㄴ.벤젠과 시클로펜탄은 치환 반응,시클로헥센과 헥센

은 첨가 반응을 하여 화합물 모두 염소와 치환 반응

혹은 첨가 반응을 한다.

ㄷ.니트로화반응을 하는 것은 벤젠 1가지이다.

14.철의 제련 과정 정답 ④

ㄱ.A는 탄산칼슘으로 열분해되어 생성된 CaO가 슬래그

생성에 여한다.→,→ 

(슬래그)

ㄴ.B에서 배출되는 기체에는 온실 기체인 이산화탄소가

포함되어 있다.

ㄷ.철 석은 환원되어 용융 철이 생성된다.

→

15.고분자 화합물 정답 ③

ㄱ.A는 부나-S고무로 부타디엔과 스티 ,B는 부나-N

고무로 부타디엔과 아크릴로니트릴 두 종류의 단 체

로 만들어지고,C는 셀룰로오스로 단 체는 -포도당

한 종류이다.

ㄴ.A와 B는 혼성 합 형태이며,C는 축합 합으로 생

성된다.

ㄷ.C는 셀룰로오스로 단 체는 -포도당이다.포도당

은 은거울 반응을 한다.

16. 속의 반응성 정답 ①

ㄱ. 속 A 막 를 속 B이온 수용액에 넣었을 때 반

응이 일어났으므로 속의 반응성은 A>B이다.

ㄴ.이온의 하는 A가 B보다 커야 용액의 체 이온수

가 감소하게 된다. 를 들면  →  형

태와 유사하다.

ㄷ. 속 A,B원자의 상 질량은 주어진 자료만으로

는 비교하기 어렵다.

17. 화 반응 정답 ⑤

그림 (가)에서 화 반응이 가장 많이 일어난 지 이

NaOH수용액 25mL를 가했을 때이므로 반응하는 부피비

가 HCl:NaOH=2:1이다.즉 NaOH수용액의 농도가

HCl의 2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ㄱ.A 과 B 에서 실제로 화 반응이 일어난 양을 살

펴보면 A에서는 염산 20mL와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10mL가,B에서는 염산 25mL와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12.5mL가 반응하 으므로 생성된 물의 양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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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의 농도가 염산의 2배이므로 C

의 혼합 용액은 염기성 용액이다.

ㄷ.(가)의 화 에서는 염산 50mL와 수산화나트륨 수

용액 25mL가,(나)의 화 에서는 염산 100mL와 수

산화나트륨 수용액 50mL가 반응한다.(가)보다 (나)에

서 화 반응이 2배 일어났지만 혼합 용액의 부피가 2

배이므로 혼합 용액의 최고 온도는 같다.

18.기체의 성질 정답 ④

ㄱ.콕을 열었다가 닫았을 때 실린더 A의 부피가 B보다

작으므로 기체의 확산 속도는 X가 Y보다 크다.즉 분

자의 상 질량은 Y가 X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

다.그러므로 (가)에서 기체 도는 C>A이다.

ㄴ.(나)에서 용기 B속에는 1기압 기체 X 1L와 1기압

기체 Y0.6L가 확산되어 들어있으므로

×× ×

에서,용기 B의 압력은 0.4기압이 된다.

ㄷ.(나)에서 온도가 변하지 않았으므로 평균 분자 운동

에 지는 같다.

19.앙 생성 반응 정답 ③

처음에 질산은 수용액을 가하면 없어진 염화 이온

()만큼 질산 이온(
)이 들어간다.다음으로 과량

의 를 가하면 염화 이온(
)과 질산 이온(

)

의 수는 변하지 않고,마그네슘 이온()은 모두 제거

된다.반응하지 않고 용액 에 들어 있는 칼륨 이온

()은 처음 마그네슘 이온()의 2배,즉 염화 이온

의 2배에다가 남아 있는 탄산 이온(
)의 2배가 되

어야 하므로 ③의 경우가 가장 한 모형이 된다.

20.탄화수소 유도체 정답 ④

A는 아세트산메틸()이고,B는 포름산에

틸(), C는 메탄올(), D는 포름산

(HCOOH),E는 에탄올()이다.

ㄱ.A는 아세트산메틸()로 에스테르이므로,

수산화나트륨 수용액과 반응하지 않는다.

ㄴ.B는 포름산에틸()로 포르 기를 갖고 있으

므로 암모니아성 질산은 용액과 은거울 반응을 한다.

ㄷ.C는 메탄올(),D는 포름산(HCOOH)이므로

반응시키면 에스테르 화합물인 포름산메틸

()이 생성된다.

→

생 물 Ⅰ

1.① 2.③ 3.④ 4.③ 5.⑤

6.① 7.② 8.④ 9.⑤ 10.⑤

11.⑤ 12.② 13.③ 14.③ 15.①

16.① 17.⑤ 18.② 19.① 20.④

1. 생명 상의 특성                      정답 ①

민물고기가 체액의 염분 농도를 유지하기 해 먹이와

아가미를 통해 염분을 흡수하고,묽은 오 을 배설하여

염분의 손실을 임으로써 삼투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자극에 한 반응과 항상성 조 의 이다.

① 사람이 더울 때 땀을 흘려 체온을 정상 수 으로 낮

추는 것은 항상성 조 의 이다.

② 올챙이가 자라면서 꼬리가 없어지는 것은 발생과 성

장의 이다.

③ 세균이 이분법으로 번식하고 효모가 출아법으로 번식

하는 것은 생식의 이다.

④ 자녀의 액형과 부모의 액형과의 계는 유 의

이다.

⑤ 핀치새가 먹이를 소화시키고 호흡을 통해 에 지를

얻는 것은 물질 사의 이다.

2. 탄수화물의 소화 정답 ③

ㄱ.젖당은 포도당과 갈락토오스로 소화된다.

ㄴ.B가 젖당을 섭취했을 때 당량의 변화가 없는 것으

로 보아 B는 젖당을 분해하지 못해 포도당을 흡수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따라서 포도당 흡수량은 B

보다 A가 더 많다.

ㄷ.A의 소장에서는 젖당 분해 효소인 락타아제가 작용

하여,젖당으로부터 포도당과 갈락토오스가 생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남성의 생식 기 정답 ④

A는 음낭에서 나와 립선에 연결된 인 수정 ,B는

정자를 성숙시켜 운동성을 갖게 하는 장소인 부정소,C는

세정 과 분비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정소이다.정자와

테스토스테론은 정소,즉 C에서 생성된다.

4. 침 아 라아제의 작용 조건  정답 ③

ㄱ.녹말이 모두 분해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 짧을수록 녹

말 분해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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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침은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하므로,C에서 8분 후에

녹말이 모두 분해되지만 포도당이 생성되지는 않는다.

ㄷ.녹말이 분해되는 데 걸린 시간이 가장 긴 것은 pH가

낮은 B이므로,pH가 낮을수록 효소의 활성은 오히려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생태계의 구성 요소와 멱이 연쇄 정답 ⑤

ㄱ.A는 사체와 배설물을 처리하는 분해자이다.

ㄴ.(나)는 (가)에 비해 소비자의 먹이 연쇄가 더 복잡하

게 얽 있는 것으로 보아 더 안정된 생태계라고 할

수 있다.

ㄷ.포식자인 제비의 개체수가 감소하면 피식자인 여치의

개체수는 일시 으로 증가한다.

6.호흡 운동 정답 ①

ㄱ.늑골이 A에서 B로 상승하는 것은 흡기 때 나타나는

상이다.흡기가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횡격막이 수축

하고,늑골이 상승하여 흉강의 부피가 증가하며,흉강

의 압력은 감소한다.

ㄴ.흉강의 압력이 감소하면 폐의 부피가 증가한다.

ㄷ.흉강의 압력은 언제나 폐포의 압력보다 낮으므로,폐

포의 압력이 흉강의 압력보다 낮아지는 경우는 없다.

7. 산소 운반  정답 ②

ㄱ.용액 B에 헤모 로빈을 첨가하면 산소가 헤모 로빈

과 결합하므로 옹액 B에 녹아 있는 산소 분압은 낮아

진다.그 게 되면 용액 B쪽으로 산소가 확산되어 A

용액의 산소 분압은 낮아진다.

ㄴ.용액 A와 용액 B의 산소 분압이 같아지면 두 용액에

녹아 있는 산소의 양은 같으나,용액 B에는 헤모 로

빈과 결합한 산소의 양이 추가되므로,산소의 함유량은

용액 B가 용액 A보다 많다.

ㄷ.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헤모 로빈의 산소 포화

도는 낮아진다.

8. 자가 수  정답 ④

ㄱ. 시기에 액 주입 보다 오 생성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량은 액 주입

보다 음을 알 수 있다.

ㄴ. 시기에는 동맥압이 액 주입 과 같아지는 것으

로 보아,총 액량도 액 주입 수 으로 회복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ㄷ. 액량이 원상태로 감소하는 것은 물의 양이 감소했

기 때문이며, 구는 모세 을 통과하지 못하므로

액 속에 남아 있는 구의 수는 액 주입 보다

많다.

9.교감 신경과 부교감 신경에 의한 심장 박동 조

정답 ⑤

ㄱ.B를 첨가했을 때 심장 박동 주기가 느려지는 것으로

보아 B는 아세틸콜린임을 알 수 있다.

ㄴ.B와 X를 함께 첨가했을 때 심장 박동이 느려지는 효

과가 사라지므로,X가 B의 작용을 억제한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ㄷ. 액의 이산화탄소 분압이 높아지면 심장 박동이

진되므로,A의 분비량이 증가한다.

10.면역 정답 ⑤

ㄱ.구간 a에서 T세포의 수와 HIV항체의 농도가 증가

하는 것으로 보아,HIV에 한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

남을 알 수 있다.

ㄴ.구간 a에서 HIV 항체의 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

아,항체를 생산하는 형질 세포가 생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ㄷ. 시기에는 T 세포의 수가 크게 감소하므로,항체

생성 능력이 감소하여 감염성 질환에 더 잘 걸린다.

11.여과와 재흡수 정답 ⑤

ㄱ.A는 여과량보다 배설량이 더 크므로 Ⅰ보다

Ⅱ 속에 들어 있는 양이 더 다.

ㄴ.물질 X는 여과된 후 재흡수나 분비되지 않고 그 로

배설되며,B의 경우 여과량 =배설량의 계가 성립하

므로,B와 X의여과량
배설량

값은 같다.

ㄷ.C는 여과량이 배설량보다 더 많은데,이는 재흡수량

이 분비량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12.생식과 발생 정답 ②

수정란은 난할을 통해 세포 수를 증가시키면서 자궁으

로 이동하여 착상하고,착상이 이루어지면 태반을 통해

양소와 노폐물의 교환이 시작된다.발생이 진행되면서

생식기를 비롯한 부분의 기 형성이 이루어지며,모체

에서 옥시토신의 분비가 격히 증가하면 분만이 이루어

진다.

13.염색체의 구조 이상 정답 ③

ㄱ.A와 B는 상동 염색체이며,상동 염색체의 상 치

에는 립 유 자가 치하므로 (가)에서 ㉠과 ㉡은

립 유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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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나)의 B에서는 α로 표시된 것 하나가 결실되었고,

A에서는 복이 나타났다.

ㄷ.(나)의 A에서 생성되는 염색 분체는 각각 αα와 ααα

를 가지고 있고,B에서 생성되는 염색 분체는 각각 α

와 αα를 가지고 있다.따라서 α를 하나만 가지는 정자

의 비율은 25%이다.

14.단일인자 유 정답 ③

ㄱ.정상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5가 유 병을 갖고 있으

므로,유 병 유 자는 열성이고 5의 부모는 모두 헤테

로임을 알 수 있다. 한 (나)에서 2는  만 갖고 있

으므로 유 병 유 자는  임을 알 수 있다.

ㄴ.유 병 유 자(열성)가 성염색체에 치한다면 4는

유 자 A와  를 반반씩 가질 수 없다.

ㄷ.5의 부모는 모두 헤테로이므로,이들 사이에서 열성

인 유 병 자녀가 태어날 확률은 25%,그리고 여자가

태어날 확률은 50%이다.따라서 여자이면서 유 병인

자녀가 태어날 확률은 12.5%이다.

15.유수 신경에서의 흥분 도 정답 ①

ㄱ.유수 신경의 수 (C)부분에서는 활동 가 발생하

지 않는다.

ㄴ.의 A에서는 재분극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이

막 외부로 유출된다.

ㄷ.단일 뉴런 내에서의 활동 에 해 실무율이 용

되므로,X에 더 강한 자극을 주더라도 활동 의 크

기가 더 커지지 않는다.

16.신경계 정답 ①

ㄱ.뉴런 A는 감각 뉴런이며,말 신경계의 체성 신경에

해당한다.뜨거운 물체를 잡았을 때는 척수 반사에 의

해 반응이 나타나므로,A에서 C로 흥분이 달된다.

하지만 이 조 결과는 척수를 통해 뇌로도 달되

므로,B로도 흥분이 달된다.

ㄴ.C는 체성 신경계에 속하며,교감 신경은 자율 신경계

에 속한다.

ㄷ.이 반응의 추는 척수이고,동공 반사의 추는

뇌이다.

17. 액의 칼슘 농도 조 정답 ⑤

ㄱ. 에 칼슘 장을 진하고 신장에서 칼슘 배설을

진하는 호르몬 A는 칼시토닌이고, 에서 칼슘 방출을

진하고 신장에서 칼슘 재흡수를 진하는 호르몬 B

는 라토르몬이다.칼시토닌의 농도가 증가하면 액

의 칼슘 농도가 낮아진다.

ㄴ.칼시토닌과 라토르몬은 서로 길항 으로 작용한다.

ㄷ.칼시토닌은 갑상선에서, 라토르몬은 부갑상선에서

분비된다.

18.염색체 비분리 상 정답 ②

희가 록 색맹이려면 희의 성염색체 구성은 X'X'

이어야 한다. 희의 아버지는 정상이므로 X'를 갖지 않

는다.따라서 희는 어머니로부터 X'를 받았음을 알 수

있는데, 희의 어머니는 외형상 정상이므로 XX'이며,따

라서 X'를 하나만 갖는다. 희가 X'X'가 되려면 어머니

가 두 개의 X'를 희에게 주어야 하므로 어머니의 난자

형성 과정에서 성염색체의 비분리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만일 난자 형성 과정의 감수 제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을 경우 생길 수 있는 난자는 n=22+XX'와 n=22이

므로, 희는 X'X'가 될 수 없다.따라서 감수 제2분열

에서 비분리가 일어나 n=22+X'X'인 난자(D)가 만들어지

고,이 난자가 정자와 수정하여 염색체 수가 정상인 희

가 태어나려면 n=22인 정자(A)와 만나야 한다.

19.기체 교환 정답 ①

ㄱ.폐정맥 액의  분압은 동맥 액의  분압

과 일치하는데, 동맥 액의  분압은 운동 시작

시 보다  시 에서 더 낮다.

ㄴ.운동을 하면 정맥 의  농도가 더 높아지므

로,폐를 통해 방출되는 량도 운동 보다 많아진

다.

ㄷ.운동할 때에는 교감 신경이 흥분하므로,A보다 B에

서 심장에 연결된 교감 신경의 활동 발생 빈도가

더 커지며,부교감 신경의 활동 발생 빈도는 더

작아진다.

20.유 자 재조합 기술 정답 ④

① 정상 장균은 생장에 필수 인 물질 A를 갖고 있으

므로,유 자 X를 갖는다.

② 유 자 재조합 기술에서 라스미드는 벡터,즉 유

자 운반체로 사용된다.

③ 필요한 유 자와 라스미드를 동일한 제한 효소로

잘라야 재조합할 수 있다.

④ (나)에서 얻은 DNA 조각들 에는 유 자 X가 포함

된 것도 있지만,그 지 않은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

⑤ ㉤ 장균은 A가 없는 배지에서 자라났으므로 스스로

A를 합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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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과학 Ⅰ

1.③ 2.⑤ 3.① 4.① 5.②

6.③ 7.② 8.⑤ 9.④ 10.③

11.① 12.④ 13.⑤ 14.② 15.③

16.③ 17.⑤ 18.① 19.④ 20.④

1.지구 과학의 탐구 상 정답 ③

지구 과학의 탐구 상은 공간 규모가 다양하다.태

풍은 반경(a)이 수백km의 크기이며,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b)는 약 38만km이다.지표면으로부터 내핵까지의

깊이(c)는 5100km이며,마리아나 해구의 깊이(d)는 10

km가 조 넘는다.

2.지질 시 의 환경 정답 ⑤

ㄱ.A기간은 지질 시 고생 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해양에는 삼엽충이 번성했던 시기이다.

ㄴ.B기간은 고생 석탄기와 페름기에 해당하는 시

기이다. 석탄기 기에는 지름이 1m가 넘고 높이가

30m나 되는 나무들이 숲을 이루었을 정도로 육상 식

물이 번성하 다.이러한 육상 식물의 번성은 기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격하게 감소시켰다.

ㄷ.C기간은 생 에 해당하는 기간이다. 생 의 기

후는 반 으로 온난하여 재보다 따뜻하 다.

3. 기권의 구조 정답 ①

ㄱ.지구의 기는 력의 향으로 부분이 지표면 부

근에 분포하며,지표면에서 멀어질수록 기의 양은

격히 어든다.따라서 로 올라갈수록 기의

도가 격히 감소한다.

ㄴ.기압 감소율은 고도에 따른 기압 분포 곡선에서 기울

기 변화로 알아낼 수 있다.기압이 감소하는 비율은

지표면 부근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며, 로 올라갈수

록 기압의 변화량은 어진다.

ㄷ.지표면에서의 기압이 1013hPa인데 비해 류권 계면

부근에서 기압은 194hPa이므로 체 기 질량의

80% 이상은 류권 계면 아래에 존재하고 있는 기

가 차지한다.

4.지진의 세기 정답 ①

지진의 규모는 지진이 방출한 에 지의 양을 비교하여

나타낸 지진의 세기이며,진도는 건물이나 사람이 입은

피해 정도에 따라 나타내는 지진의 세기이다.

① 지진의 규모는 지진계에 나타난 최 진폭을 이용하

여 결정한다.

② 지진 의 속도는 지진 가 달되는 매질에 따라 달

라지며,지진의 규모와는 계없다.

③ 진앙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지 이라도 지하의 암석

분포나 상태에 따라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달라진다.

④ 지진에 의한 피해는 주로 표면 에 의해 발생한다.

⑤ 동일한 규모의 지진에서 진원이 깊을수록 지표면까지

달되는 에 지가 감소하므로 진폭은 작게 나타난다.

5. 기 의 수증기 정답 ②

A지 에 있던 불포화 공기가 산을 넘어 가는 경우,

A-B구간에서 기온은 건조 단열 감률에 따라,이슬 은

이슬 감률에 따라 감소한다.B지 에서 기온은 이슬

온도와 같아져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되어 응결이 시작된

다.B-C구간에서 기온과 이슬 은 모두 습윤 단열 감률

에 따라 변하며 C지 까지는 포화 상태를 유지한다.C

지 을 지나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면 공기는 불포화 상

태로 변하게 되어 C-D구간에서 기온은 건조 단열 감률

에 따라,이슬 은 이슬 감률에 따라 증가한다.

ㄱ.A-B구간의 건조 단열 감률은 1℃/100m이며,B-C

구간의 습윤 단열 감률은 0.5℃/100m이다.

ㄴ.B-C구간은 응결이 일어나는 구간으로 응결된 물의

양 만큼 공기 의 수증기량은 어든다.그러므로 이

슬 은 습윤 단열 감률에 따라 감소하게 된다.

ㄷ.C-D구간에서 공기가 아래로 내려올 때 기온은 이슬

보다 더 빨리 상승한다.따라서 공기가 산을 타고

내려오기 시작하면 공기는 불포화 상태로 변하게 된

다.공기가 아래로 내려올수록 기온과 이슬 의 차이

는 더욱 커지게 되어 상 습도는 더 낮아진다.

6.태양계 탐사 정답 ③

소행성은 화성과 목성 궤도 사이에서 태양 주 를 공

하는 지름 수십km 이내의 작은 천체들로 행성을 형성

하지 못한 천체이다.이들은 단단한 암석 덩어리로 이루

어져 있으며 모양이 불규칙하여 자 함에 따라 밝기가

변하고,표면에는 운석이 충돌한 흔 이 많이 있다.

7.해수의 도 정답 ②

해수의 도는 수온과 염분에 따라 달라진다.일반

으로 해수의 도는 수온이 낮을수록 염분이 높을수록

커지므로 해수의 등 도선은 오른쪽 아래쪽으로 가면서

도가 커지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4℃ 이하에서는 다르게 나타난다.담수는 물

의 온도가 4℃일 때 도가 최 가 되지만 해수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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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분이 높아지면 최 도가 되는 온도는 낮아진다.

ㄱ.등 도선의 분포를 보면 오른쪽에 있는 선일수록

도가 높은 상태를 나타낸다.A,B 오른쪽의 등 도

선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A이다.따라서 해

수의 도는 A보다 B가 더 작음을 알 수 있다.

ㄴ.같은 등 도선 의 들은 모두 도가 같다.동일

한 등 도선 의 두 지 을 비교해보면 온도와 염분

은 같지 않아도 도가 같은 경우를 찾을 수 있다.

ㄷ.염분이 35‰인 경우는 최 도선이 약 -3.5℃ 부

근에서 나타나므로 4℃보다 낮은 온도에서 해수의

도가 최 가 된다.

8.온 기압과 날씨 정답 ⑤

그림 (가)는 세 측소 A,B,C와 선의 치 계

를 나타내고 있다.A는 재 한랭 선의 향을 받고

있는 지역에,B는 온난 선이 지나가고 아직 한랭 선

이 지나가지 않은 지역에,C는 재 온난 선의 향을

받고 있는 지역에 치한다.그림 (나)는 시간에 따른 기

온과 기압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기압이 가장 낮았던

16시경에 한랭 선이 통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ㄱ.A는 한랭 선의 뒤쪽 지역에 있으므로 한랭 선의

향으로 란운이 발달하고 소나기가 내린다.

ㄴ.(나)에서 이 지역은 16시에 한랭 선이 통과하 으

므로,13시에는 이 지역이 한랭 선의 앞에 놓여 있

었다.따라서 (나)는 B에서 측한 값이다.

ㄷ.이날 C지 에서 풍향의 변화는 남동풍→남서풍→북

서풍으로 변해갔으므로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변했다.

9.화산 활동 정답 ④

우리나라는 편서풍 에 치하고 있으므로 백두산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 화산재가 편서풍을 타고 멀리까지

이동 할 수 있다.

ㄱ.경성과 부령 지역에는 화산재가 쌓인 응회암층이 만

들어졌을 것이다.

ㄴ.썩은 달걀 냄새가 난 것으로 보아 화산 가스가 많이

분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ㄷ.150km떨어진 곳까지 화산재와 분출물이 날아간 것

으로 보아 폭발성 분출이었음을 알 수 있다.

10.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 정답 ③

1970년부터 2008년까지의 풍속 변화는 바람이 약

해졌음을 나타내고 있다.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바

람의 약화로 해수 표층의 혼합 작용이 약해지므로 해수

의 표면 온도는 높아지고 혼합층의 두께는 얇아지게 될

것이다.심해층에 해당되는 깊은 곳에서는 변화가 나타나

지 않을 것이다.

11.원시 지구의 형성 정답 ①

ㄱ.원시 지구는 미행성의 충돌에 의해 성장하므로 이 단

계에서 지구의 질량이 증가하 다.

ㄴ.원시 바다가 형성된 것은 (라)의 원시 지각이 형성된

이후이다.

ㄷ.(다)에서는 무거운 물질이 지구 심부로 가라앉아

핵을 형성하 으므로 심부의 도는 (다)가 (나)보

다 크다.

ㄹ.(가)→(나)에서는 미행성의 충돌에 의한 열과 수증기

의 온실 효과로 인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 마그마의

바다를 형성하게 되었으므로 지구의 기온이 높아졌다.

12. 의 경계 정답 ④

그림 (가)～(다)는 의 경계 수렴 경계의 세 가지

유형을 나타내고 있다.(가)는 해양 과 해양 의 충돌,

(나)는 해양 과 륙 의 충돌,(다)는 륙 과 륙

의 충돌을 나타내고 있다.해양 과 해양 이 충돌하는

(가)에서는 도가 큰 해양 이 아래로 섭입하며, 의

섭입이 있는 (가)와 (나)에서는 해구가 발달하고 화산 활

동이 활발하다. 륙 과 륙 이 충돌하는 (다)에서는

습곡 산맥이 발달하지만 화산 활동은 활발하지 않다.

13.별의 거리와 밝기 정답 ⑤

ㄱ. 록시마의 거리가 1.3pc이므로 연주 시차는 
 

″

이므로 연주 시차가 1″보다 작다.

ㄴ.가까이 있는 별일수록 연주 시차가 크다.버나드별은

시리우스보다 가까이 있으므로 연주 시차가 더 크다.

ㄷ. 로키온은 3.5pc의 거리에 있으므로 10pc에 있을

때보다 밝아 보일 것이다.따라서 겉보기 등 이 더

작은 수로 나타날 것이다.

14.태양 표면의 측 정답 ②

ㄱ.주어진 자료만으로는 흑 의 치를 기록한 시간 간

격을 알 수 없다.

ㄴ. 측 용지에 기록된 흑 의 치 변화는 태양의 일주

운동에 의한 것이다.따라서 흑 을 이은 방향은 태양

의 일주 운동 방향과 나란하다.

ㄷ.태양이 자 하므로 지구에서 측하는 흑 의 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한다.따라서 3일 후 같은 시각

에 측해도 흑 의 치는 과 같지 않을 것이다.



과학탐구 역 11

15.습도의 측정 정답 ③

건습구 온도계는 습구의 구부를 젖은 헝겊으로 감싸고

이때 일어나는 증발의 세기를 이용하여 습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습도가 낮을수록 습구의 구부를 감

싸고 있는 헝겊에서 증발이 활발하고,이로 인해 습구온

도가 낮아져 건구와 습구의 온도 차이가 커지게 된다.

ㄱ.A는 건구와 습구의 온도가 같으므로 증발이 일어나

지 않는 상태이다.따라서 재의 공기는 포화 상태이

며 재의 온도가 이슬 과 같다.

ㄴ.B와 C의 습도는 74%로 같다.습도가 같을 때 건구

온도가 낮을수록 건구와 습구의 온도 차는 작아진다.

따라서 건구 온도가 낮은 B는 C보다 습구와의 온도

차이가 작으므로 습구의 온도는 13℃보다 높을 것이

다.

ㄷ.습도가 같을 때 건구 온도가 높으면 포화 수증기량이

커지므로 공기 의 수증기량도 많아진다.

16.날씨 변화 정답 ③

장마 선은 남쪽에서 북상하는 더운 공기와 북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가 그 세력이 엇비슷하여 쉽게 이동하

지 못하고 한 지역에 오래 머물게 되어 나타난다.우리나

라에 여름에 나타나는 장마 선은 북태평양 기단이

세력을 확장함에 따라 차 북상하고,한여름에는 장마

선이 우리나라보다 더 고 도에 머물게 된다.

ㄱ.남쪽에서 이동해온 더운 공기와 북쪽에서 이동해온

찬 공기가 만나 장마 선을 형성하면 더운 공기가 찬

공기 로 올라가게 되므로 구름은 장마 선의 북쪽에

더 많이 형성된다.

ㄴ.장마 선이 북상하는 것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

이 확장되기 때문이다.

ㄷ.새벽 3시에는 가시 선을 이용하여 사진을 촬 할 수

없다.따라서 야간에는 외선 역을 이용하여 구름 사

진을 촬 하고 이를 일기 보의 기 자료로 삼는다.

17.달의 측 정답 ⑤

인더에 보이는 달의 모습은 상하좌우가 바 상태이

므로 이날 달의 상은 상 달이며,해가 진 후 남쪽 하

늘에서 서쪽 지평선 부근으로 움직여갈 것이다.따라서 3

시간 후의 모습은 상 달이 남서쪽 하늘로 45°이동해간

모습으로 달의 오른쪽 아랫부분이 렷하게 윤곽이 보일

것이다.그러나 인더에서는 상하 좌우가 바 모습으로

나타나므로 왼쪽 윗부분이 렷하게 윤곽이 보이는 형태

로 보일 것이며,경통이 3시간 동안 달을 따라 움직 으

므로 인더의 십자선도 3시간만큼,즉 약 45°기울어져

있을 것이다.

18.행성의 시운동 정답 ①

ㄱ.이날 성은 반달(하 달)모양으로 보이며,화성은

보름달에서 하 달로 바 어가는 간의 모습으로 보

인다.따라서 화성이 좀 더 보름달에 가까운 모양으로

보인다.

ㄴ.지구가 화성보다 공 속도가 빠르므로 다음날은 충

의 치에 더욱 가까워지고,이에 따라 화성이 뜨는

시각은 더 빨라질 것이다.

ㄷ. 성은 지구보다 공 속도가 빠르므로 다음날 지구

와 성 사이의 거리는 더 멀어질 것이다.따라서 다

음날은 성의 시직경이 작아진다.

19.지구 환경의 변화 정답 ④

그림 (가)는 지구의 공 궤도가 타원에서 원으로 바

었을 때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며,(나)는 세차 운동에

의해 자 축의 방향이 바뀜과 함께 자 축 경사가 어

들었을 때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ㄱ.우리나라가 여름인 치는 북반구가 태양 쪽을 향할

때이므로 B와 C이다.

ㄴ. 재 지구의 공 궤도에서 북반구의 여름은 태양에

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이므로 공 궤도가 원으로 변

하면 여름철에 태양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므로 더욱 더

워지게 되어 연교차가 증가하게 된다.

ㄷ.(나)에서 우리나라가 겨울철일 경우는 D의 치에

있을 때이다.거리는 더욱 멀어지게 되나 태양의 남

고도에 향을 미치지는 않는다.태양의 남 고도에

향을 미치는 것은 자 축 경사이다.자 축의 경사

가 어들었으므로 여름철에는 태양의 남 고도가 낮

아지고 겨울철에는 태양의 남 고도가 높아지게 된

다.

20.천동설 정답 ④

ㄱ.일주 운동은 하루를 주기로 하는 운동으로 지구의 자

에 의해 모든 천체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동에서 서로

지구 주 를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천동설에서는 천

구가 매일 동에서 서로 지구 주 를 회 함으로써 일

주 운동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았다.

ㄴ.지구의 공 에 의해 나타나는 상이 태양의 연주 운

동이다.태양의 연주 운동은 태양이 별자리 사이를 이

동하여 1년 동안 천구를 한 바퀴 돌아오는 것을 말한

다. 의 천동설에서는 태양이 반시계 방향으로 천구

를 1년에 한 바퀴씩 도는 것을 도입함으로써 태양의

연주 운동을 설명하 다.

ㄷ. 톨 마이오스가 주 원을 도입한 것은 행성의 역행

상을 설명하기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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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리 Ⅱ

1.① 2.③ 3.⑤ 4.① 5.②

6.③ 7.② 8.④ 9.② 10.③

11.① 12.⑤ 13.① 14.② 15.④

16.④ 17.① 18.③ 19.⑤ 20.④

1.빗면에서 물체의 운동 정답 ①

ㄱ.A는 기울기가 일정한 빗면을 따라 내려오므로 작용

하는 힘이 일정하여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ㄴ.A와 B가 운동한 시간은 같지만 이동 거리가 B가 크

므로 평균 속력은 B가 크다.

ㄷ.두 물체의 질량이 같으므로 작용하는 력도 같다.

2.상 속도 정답 ③

ㄱ.사과는 운동하는 동안 력만 받으므로 등가속도 운

동을 한다.

ㄴ.사과와 B의 수평 방향 속도가 같으므로 B에 한 사

과의 속도는 연직 아래 방향의 성분만 있다.연직 아

래 방향으로 사과는 자유 낙하하므로 B에 한 사과

의 속도의 방향은 아래 방향으로 일정하다.

ㄷ.A와 B에 한 사과의 연직 방향 속도 성분은 같으므

로 수평 방향 속도 성분의 차이만 비교하면 된다.A에

한 사과의 수평 방향 속도는 (=사과의 속도)이

고 B에 한 사과의 수평 방향 속도는 0이므로 A에

한 사과의 속도는 B에 한 사과의 속도보다 만

큼 크다.

3.원운동 정답 ⑤

ㄱ.추가 등속 원운동하려면 구심력이 필요한데 력과

장력의 합이 원의 심을 향하는 구심력이 된다.

ㄴ.장력의 수직 성분 와 력 는 평형을 이루

므로  이고,장력의 수평 성분인  

 가 구심력이 된다.

ㄷ. 구심력   


이므로 주기  






이다.

4.정 기 유도 정답 ①

철수:(가)에서 A에 있는 자유 자는 에보나이트 의

음(-)하와 기 인 척력이 작용하여 A의 쪽 표면

으로 이동한다.

희 :(나)에서 A에 손가락을 면 지되어 A의 쪽

에 있던 음(-)하만 손가락을 통해 빠져나가 A는

체 으로 양(+)하로 된다.

민수 :(다)에서 양(+)하로 된 A를 검 기에 근

시키면 검 기의 속 은 A와 반 하인 음(-)하

로 되고,알루미늄 박은 양(+)하로 되어 벌

어진다.

5.비스듬히 던진 물체의 운동 정답 ②

A의 처음 속도의 수직 성분은  ˚

m/s이므로 A가 최고 까지 가는 데 걸린 시간 는 0=

 m/s-10  × 에서  


(s)이다.



동안 B의 변 의 수평 방향 성분의 크기는,B의 처음

속도의 수평 방향 성분인


(m/s)로 



동안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와 같으므로 

(m/s)×


s15m이다.

6.평면상에서의 충돌과 운동량 보존 정답 ③

ㄱ.두 물체의 질량이 같고 충돌 후 운동량이 보존된

다.충돌 A의 운동량의 성분은  이고,성

분은 이다.충돌 후 A의 운동량은 방향이

고 B의 운동량은 방향이므로 충돌 후 A의 속도

 이고 B의 속도는 방향으로  이다.

ㄴ.충돌 후 B의 속도가  이므로 낙하할 때까지 변

의 방향 성분의 크기는 가 클수록 크다.

ㄷ.B가 낙하하는 데 걸린 시간은 높이 에서 수직 방향

으로 자유 낙하하는 데 걸린 시간과 같으므로

  


에서 




이다.

7.인공 성의 운동 정답 ②

ㄱ.인공 성에 작용하는 만유 인력이 구심력이므로







에서  




이다.따라서 속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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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름의 제곱근에 반비례하므로 A의 속력은 B의 2배

이다.

ㄴ.A의 역학 에 지는 


이고,B의 역학 에

지는 





이므로 A와 B의 역학

에 지는 같다.

ㄷ.주기의 제곱은 회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하므로

A의 주기는 B의 주기의

 


배이다.

8.용수철 진자의 단진동 정답 ④

ㄱ，ㄷ.A와 B에 연결된 추의 질량은 같은데 변 가 0일

때 운동량이 A가 B보다 크므로 운동 에 지(

)

는 A에 연결된 추가 크다.변 가 0일 때 치 에 지

는 0이므로,이때 운동 에 지가 큰 A의 역학 에

지가 B보다 크다.

ㄴ.최 변 일 때 치 에 지 

 은 역학 에 지

와 같다.역학 에 지가 A가 B보다 큰데 최 변

는 같으므로 용수철 상수는 A가 더 크다.따라서 주기

(




)는 용수철 상수가 큰 A가 작고,진동수

는 A가 크다.

9.축 기의 에 지와 기체의 팽창 정답 ②

ㄱ.스 치를 닫으면 축 기에 장된 하가 항을 통

해 흐르면서 열이 발생하고 축 기의 하는 0이 된

다.이때 항에서 발생한 열량은 축 기에 장된

기 에 지와 같고 이 열에 의해 이상 기체가 팽창하면

서 일을 하게 되므로 항의 항 값은 이상 기체가

하는 일과 무 하다.단지 항 값이 크면 축 기가

완 히 방 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 뿐이다.

ㄴ.축 기에 장된 에 지는  



 
이므로

충 된 하량이 클수록 에 지가 크고,더 많은 열이

발생하므로 온도 변화량인 이 커진다.

ㄷ.이므로 이상 기체에서 발생한 열량의 일

부는 외부에 일하는 데 사용되고 나머지는 내부 에

지 증가(=온도 상승)에 이용된다.따라서 이상 기체가

한 일은 축 기에 장된 기 에 지보다 작다.

10.이상 기체의 상태 변화 정답 ③

ㄱ,ㄴ.이상 기체가 단열 팽창하므로 내부 에 지는 감

소하고 온도는 내려간다.부피는 증가하는데 온도는

내려가므로 에서 압력은 감소한다.

ㄷ.(가)→(나)의 과정에서 매 순간 평형 상태에 있고 열

의 출입이 없었으므로 기체가 외부에 한 일만큼 내부

에 지가 감소한다.이때 “이상 기체의 내부 에 지

변화량이상 기체가 외부에 한 일용수철의 탄성력

에 의한 치 에 지 변화량 +피스톤의 운동 에 지

변화량”이므로 용수철의 탄성력에 의한 치 에 지

변화량은 이상 기체의 내부 에 지 변화량보다 클 수

는 없다.

11. 항과 축 기가 연결된 회로 분석 정답 ①

축 기가 완 히 충 되면 축 기로는 더 이상 류가

흐르지 않으므로 와 아래에 있는 1Ω,2Ω,2Ω,4Ω의

항은 휘트스톤 리지와 같은 형태로 연결된다.이때

각선 방향에 있는 항끼리 곱한 값이 같으므로 세로로

연결된 3Ω의 항으로는 류가 흐르지 않는다.따라서

항 두 개와 아래 항 두 개는 병렬 연결된 상태여

서 그 사이의 압이 같아야 하므로 P 에 흐르던 3A의

류는 로 2A,아래로 1A가 흐르게 된다.그러면 아래

4Ω 사이의 차가 4V가 되므로 축 기 양단의 차

도 4V가 되고 축 기에 장된 기 에 지는

 

  


×× 24×J

이 된다.

12.교류 회로 정답 ⑤

ㄱ.코일에 걸리는 압의 상은 류의 상보다 항상

90°빠르다.따라서 코일에 걸리는 압과 류의 상

차는 코일의 자체 유도 계수와 무 하게 일정하다.

ㄴ.교류 원의 진동수  


이므로 스 치를 B

에 연결했을 때 임피던스는



 ×


 

 



이다.

ㄷ.스 치를 A에 연결했을 때 교류의 진동수와 회로의

고유 진동수가 일치하여 임피던스가 이 되므로 B에

연결했을 때보다 임피던스가 작아 더 많은 류가 흐

르고 항의 평균 소비 력도 크다.

13.입자 산란 실험 정답 ①

철수 :입자는 양성자 두 개와 성자 두 개로 이루어

져 있으므로 양(+) 하를 띠고 있다.

희 :형 스크린에 감지된 입자는 박을 통과한 입

자이다.

민수 :(나)를 통해 원자핵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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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자기장에서 하에 작용하는 자기력 정답 ②

두 물체가 충돌하기 후 운동량은 보존되므로 충돌

후 속력은 


이다.자기장 역으로 들어간 후 등

속도 운동하므로 력과 자기력이 힘의 평형을 이룬다.

따라서 


  이므로  



이다.

15. 자기 정답 ④

ㄱ.빛의 속력은 일정하므로 진동수가 클수록 장이 짧

다.따라서 A 역의 자기 의 장은 B 역의

자기 장보다 길다.

ㄴ. 진동수가 ×Hz인 의 장은   





×
×

3(m)이다.

ㄷ.X선의 장은 자외선보다 작고 선과 비슷하므로 C

역에 속한다.

16.원자핵 정답 ④

ㄱ. 자는 원자핵 주 에 있으면서 원자를 구성하는 입

자이지 원자핵을 구성하는 입자는 아니다.

ㄴ.양성자는 up,up,down쿼크로 이루어져 있다.

ㄷ.원자핵 안의 양성자와 성자는 핵력에 의해 결합되

어있다.

17.핵붕괴와 핵융합의 핵반응식 정답 ①

ㄱ.핵반응식에서 질량수와 하량(=원자 번호)은 보존되

므로 (가)는 질량수 4, 하량 2인 입자이다.

ㄴ.(나)는 질량수가 1이고 하량은 0인 성자이다.

ㄷ.(가)는 양(+) 하를 띠고 있으므로 쪽으로 자기력

을 받는데 등속 직선 운동하므로 기력은 아래 방향

으로 받아 합력이 0이 되어야 한다. 기력의 방향이

아래이므로 기장의 방향도 아래(방향)이다.

18.보어의 수소원자 모형 정답 ③

ㄱ. 자에 작용하는 기력이 구심력이므로 





이고,운동 에 지는  

이다. 기력에 의한

치 에 지는  

이므로  일 때 운동 에

지는 


이고,운동량은  이다.

ㄴ. 자의 운동 에 지는 반지름에 반비례하므로 =2인

상태에서 운동 에 지는 


로 =1인 상태의 운동 에

지인 


보다 


만큼 작다.

ㄷ. 자의 회 반지름이 클수록 운동 에 지와 운동량

이 작아지므로 물질 장은 길다.따라서  일

때가  보다 자의 물질 장이 짧다.

19.수소 원자의 선스펙트럼 정답 ⑤

ㄱ.수소 원자에서 에 지 는  

(=양자

수)이다.라이먼 계열에서 가장 큰 진동수는 =∞에서

=1로 자가 이할 때 방출되므로  이고,가

장 작은 진동수는 =2에서 =1로 이할 때이므로 이

때의 진동수를 라라 하면 라 


 



이다.발머 계열에서 최 진동수는 =∞에서 =2로

이할 때이므로  


이고,최소 진동수는 =3에

서 =2로 이할 때이므로 이때의 진동수를 발이라

하면 발 





 


이다.따라서

라발 





로 


보다 크다.

ㄴ.바닥 상태에 있는 수소 원자를 이온화시키는 데 필요

한 에 지는  이다.

ㄷ. 이다.

20.키르히호 의 법칙 정답 ④

왼쪽 아래 항에 흐르는 류를 ,오른쪽 두

항에 흐르는 류를 라고 하고 키르히호 의 법칙을

용하면   ,  , 항을 라고 하고 왼

쪽과 오른쪽 폐회로에 용하면

  ,  

이다.이를 연립하여 풀면         이 된다.



과학탐구 역 15

화 학 Ⅱ

1.② 2.③ 3.③ 4.② 5.⑤

6.③ 7.⑤ 8.④ 9.① 10.①

11.① 12.④ 13.④ 14.② 15.②

16.① 17.⑤ 18.④ 19.② 20.④

1.분자량과 몰 정답 ②

ㄱ.물의 분자 수는 물의 질량에 비례하므로 물의 분자

수는 (가)=(다)이다.

ㄴ.물의 부피는 4℃ 이후에는 온도가 높을수록 커지므로

물의 부피는 (나)<(라)이다.

ㄷ.물 1몰의 질량 =(물의 분자량)g=18g이므로 물 1몰

의 질량은 (가)=(라)이다.

2.산화 ․환원 반응 정답 ③

ㄱ.산소의 산화수가 -1에서 -2와 0으로 되므로 산소는

산화되고,환원된다.

ㄴ.마그네슘의 산화수가 0에서 +2로 되므로 마그네슘은

산화되고,탄소의 산화수가 +4에서 0으로 되므로 탄소

는 환원된다.

ㄷ.산화수가 변하지 않으므로 산화 ․환원 반응이 아니다.

3.원자의 자 배치 정답 ③

ㄱ. 오비탈에는 자가 2개까지만 들어갈 수 있으므로

가능한 자 배치가 아니다.

ㄴ. 오비탈보다  오비탈의 에 지 가 높으므로

들뜬 상태이다.

ㄷ.바닥 상태의 자 배치이다.

ㄹ. 오비탈보다  오비탈의 에 지 가 높으므로

들뜬 상태이다.

4.혼합 기체의 압력 정답 ②

ㄱ.온도가 같으므로 He과 Ne의 평균 분자 운동 에 지

는 같다.

ㄴ.기압××L이므로  

기압이다.

ㄷ.기압×기압×기압×

전체×L

이므로 전체 기압이다.

5.공유 결합과 분자 정답 ⑤

ㄱ.탄소 원자는 4개의 공유 자 만 가지고,질소 원자

는 1개의 비공유 자 과 3개의 공유 자 을 가지므

로 결합각 는 보다 크다.

ㄴ.산소 원자는 2개의 비공유 자 을 가지고,질소 원

자는 비공유 자 을 1개 가지므로 비공유 자 은 3

개이다.

ㄷ.분자 내에 -NH와 -O-의 작용기가 있으므로 분자 사

이에 수소 결합이 존재한다.

6.순차 이온화 에 지 정답 ③

ㄱ.3차 이온화 에 지가 격히 증가하는 원소는 원자

가 자수가 2개인 속 원소이다.그러므로 속 A

의 안정한 이온은  이다.

ㄴ.8차 이온화 에 지가 격히 증가하는 원소는 원자

가 자수가 7개인 비 속 원소이며,비 속 원소 B

의 안정한 이온은  이다. 그러므로 A와 B로부터

는 화학식이 인 화합물이 만들어진다.

ㄷ.B의 원자가 자수가 7개이므로 B가 자 한 개를

얻으면 B는 같은 주기 비활성 기체의 자 배치를

가진다.

7.결정 구조 정답 ⑤

ㄱ.결합 길이가 NaCl이 NaA보다 크므로 Cl은 A보다

원자 반지름이 큰 할로겐이다.그러므로 원자량은

Cl>A이므로 화학식량은 NaA가 NaCl보다 작다.

ㄴ.두 결정을 이루는 이온의 하량이 같고,결합 길이

가 BCl이 NaCl보다 크므로 녹는 은 BCl이 NaCl보다

낮다.

ㄷ.알칼리 속인 B와 할로겐 원소 A가 결합한 화합물

은 물에 매우 잘 녹는다.

8.분자 사이의 인력 정답 ④

ㄱ.분자량이 작은 A가 분자량이 큰 B보다 끓는 이 매

우 높으므로 극자 모멘트는 A가 B보다 크다.

ㄴ.끓는 이 높은 B가 끓는 이 낮은 C보다 분자 사이

의 인력이 크다.

ㄷ.C와 D는 모두 무극성 분자이므로 C와 D분자 사이

에는 분산력만 작용한다.그러므로 끓는 이 높은 D

가 C보다 분산력이 크다.

9.양 계 정답 ①

(가)Cr의 산화수는 +6이다.

(나)[]0.001M이므로 pH3,pOH11이다.따라서







이다.

(다)→이므로 자 2몰에 석출되는 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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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몰수는 1몰이다.따라서 자 4몰에 의해 석출되

는 구리의 몰수는 2몰이다.

10.기체의 용해도 정답 ①

ㄱ.이산화탄소의 압력이 커지므로 이산화탄소의 용해

도가 증가한다.

ㄴ.이산화탄소의 용해도는 이산화탄소의 압력에만 비

례하므로 이산화탄소의 용해도는 변하지 않는다.

ㄷ.이산화탄소의 압력이 감소하므로 이산화탄소의 용

해도는 감소한다.

11.기체의 성질 정답 ①

He과 의 온도,부피, 도가 같으므로 He과 

의 질량이 같다.He과 의 분자량이 4:16=1:4

이므로 He과 의 분자수비는 4:1이다.그러므로 두

고정 장치를 풀고 충분한 시간이 흐르면 각 기체의 부

피는 분자수에 비례하므로의부피
의부피

 


=4가 되고,

두 기체의 질량은 같으므로의질량
의질량

 


=1이 된

다. 한 두 기체의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피스톤이 이

동하므로의압
의압

 


=1이 된다.

12.산과 염기의 이온화 정답 ④

ㄱ.HA는 4개 에 한 개가 이온화되므로 이온화도는

0.25이다.

ㄴ.두 수용액을 혼합하면 HA와 가 반응하여 

와 로 되므로 HA의 수는 감소한다.

ㄷ.HA는 약한 산이고,BOH는 강한 염기이므로 두 수

용액을 같은 부피로 혼합하면 의 일부가 가수 분

해되어 →
로 되므로 혼합한 용액

의 pH는 7보다 크다.

13. 류에 의한 자기장 정답 ④

ㄱ.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 사이에 공유 결합이 형성되

므로 발열 반응이다.

ㄴ.는 을 얻으므로 염기로 작용한다.

ㄷ. 심 원자인 산소 원자 주 에는 공유 자 이 3

개,비공유 자 이 1개 있으므로 
의 모양은

입체인 삼각뿔형이다.그러므로 
의 네 원자는

동일 평면 에 있지 않다.

14.묽은 용액의 성질 정답 ②

ㄱ.물 95g에 A5g이 녹은 수용액과 B10g이 녹은 수용

액의 끓는 오름이 같으므로 물 95g에 A5g이 녹은

수용액과 B10g이 녹은 수용액의 몰랄 농도는 같다.

그러므로 분자량은 B가 A의 2배이다.

ㄴ.P와 Q에서 두 수용액의 끓는 이 같으므로 P와 Q

에서 증기압은 같다.

ㄷ.분자량이 B가 A의 2배이므로 5% 수용액의 몰랄 농

도는 B수용액이 A수용액보다 작다.그러므로 25℃

에서 5% 수용액의 증기 압력은 몰랄 농도가 작은 B

수용액이 A수용액보다 크다.

15.화학 평형 정답 ②




이므로 각 평형 상태에서 평형 상수를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평형 상태 Ⅰ :
×


에서 이다.

평형 상태 Ⅲ :×

에서  이다.

평형 상태 Ⅱ :
×

에서   이다.따라서 계

수의 합은 ()=4이다.

16.묽은 용액의 성질 정답 ①

(가)용질 100g×0.20=24g이 들어있으므로 물 96g이

들어있다.

(나)2m 수용액에는 물 1000g에 용질 200g(=2몰)이 들

어있으므로 수용액 120g에는 물 100g과 용질 20g이

들어있다.

시간이 지나 두 수용액의 농도가 같아지면 동 평

형에 도달하므로 동 평형 상태에서는 용질의 질량이

큰 수용액 (가)의 물의 질량이 크다.

17.화학 반응과 에 지 정답 ⑤

ㄱ.메탄올과 에탄올의 연소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

→

그러므로 1몰을 완 연소시키기 해 필요한 산

소의 양은 에탄올이 메탄올의 2배이다.

ㄴ. 1g을 완 연소시켰을 때 발생한 열량은

분자량

몰의 연소열
이므로 디메틸에테르가 메탄올보다 크

다.

ㄷ.디메틸에테르와 에탄올의 생성열()과 연소열

()의 열화학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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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3)

→, 

(4)→, 

디메틸에테르의 생성열을 구하는 식 (1)은 (3)+

(4)-(2)와 같으므로 디메틸에테르의 생성열()

  이다.

18.반응 속도식 정답 ④

ㄱ,ㄴ.(가)로부터 반응 속도는 X의 농도에 해 1차임

을,(나)로부터 반응 속도는 Y의 농도에 해 2차임

을 알 수 있다.그러므로 반응 속도식  이

다.

(가)에서  ,(나)에서 

이다,그러므로 M,×이다.

ㄷ.X와 Y의 농도를 모두 2배로 하면 반응 속도는

× 배가 된다.

19.공유 결합 정답 ②

HF의 생성열()을 구하는 열화학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

반응열()=(반응 물질의 결합 에 지의 합) -

(생성물의 결합 에 지의 합)이므로 HF의 결합 에 지

를 라 하면  


×에서  

570.5kJ이다.그리고 HF의 결합 길이는 보다는 길고,

보다는 짧으므로 HF의 분자 내 핵간 거리에 따른 에

지 곡선의 최소 의 치는 략 이다.

20.반응 속도와 화학 평형 정답 ④

ㄱ. 기 반응 속도가  이므로 온도는  이

다.온도가 낮은 에서 A(g)의 몰분율이 작으므로 온

도가 낮을수록 정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한다,그러므

로 정반응은 발열 반응이다.

ㄴ.에서 20분이 지났을 때는 평형 상태이므로 정반응

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다.

 

그런데 [A]>[B]이므로  이다.

ㄷ.에서는 [A]<[B]가 되어야 평형 상태에 도달하므로

 이다.

생 물 Ⅱ

1.③ 2.④ 3.④ 4.⑤ 5.③

6.⑤ 7.② 8.② 9.① 10.⑤

11.④ 12.④ 13.① 14.① 15.③

16.② 17.① 18.③ 19.⑤ 20.②

1.세포의 구조와 기능 정답 ③

A는 핵,B는 골지체,C는 액포,D는 활면 소포체,E는

미토콘드리아,F는 세포질,G는 엽록체이다.

① 세포벽,엽록체,액포가 있으므로 식물 세포이다.

② 유 정보를 담은 DNA는 핵 속에 있고,단백질이 합

성되는 장소는 리보솜이다.따라서 DNA복제와 사는

핵 속에서,번역은 세포질에서 진행된다.

③ 골지체는 물질의 장 분비에 여한다.여러 종류

의 가수 분해 효소를 함유하고 있어 세포 내 소화를 담

당하는 세포 소기 은 리소좀이다.

④ 액포는 노폐물,물,색소,당분 등이 장되어 있고,세

포 내 수분의 함량을 조 함으로써 세포 내 삼투압 유

지에 여한다.

⑤ 활면 소포체는 탄수화물과 지질의 합성과 수송에 여

한다.

2.세포의 물질 사 정답 ④

Ⅰ. 합성의 암반응(칼빈 회로)은 엽록체(G)의 스트로마에

서 일어난다.

Ⅱ.유기 호흡의 TCA 회로는 미토콘드리아(E)의 기질에

서 일어난다.

Ⅲ.유기 호흡의 해당 과정은 세포질(F)에서 일어난다.

3.효소의 기능 정답 ④

ㄱ.에 의한 반응이 에 의한 반응보다 활성화 에

지가 더 낮으므로 반응 속도가 더 빠르다.따라서 (나)

는 에 의한 것이고,(다)는 에 의한 것이다.

ㄴ.에서의 반응 속도는 (다)가 (나)보다 더 빠르다.

ㄷ.,에 의한 반응 결과 모두 에 지의 크기가 감

소했으므로 이 반응은 발열 반응이다.

4.효소의 변성 정답 ⑤

실험의 조작 변인은 ADH(알코올 탈수소효소)의 변성이

고,종속 변인은 에탄올 분해 속도이다.단백질은 열과 pH

에 의해 구조가 변하므로 (다)의 37℃,pH 7.0에서의

ADH와 비교하기 해서는 (라)에서 37℃에 pH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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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한 ADH 는 pH 7.0에 온도 조건을 달리한 ADH를

처리해야 한다.

5.TCA회로와 자 달 정답 ③

ㄱ.해당 과정은 세포질에서 일어나므로,미토콘드리아

탁액에서는 포도당이 피루 산으로 분해되지 못한다.

따라서 TCA 회로, 자 달계도 진행되지 못하므로

산소는 소비되지 않는다.

ㄴ.ADP 신에 ATP를 첨가하면 TCA회로가 진행되지

못하므로 그림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ㄷ. 자 달계에서 최종 으로 자는 수소 이온( )

과 함께 와 결합하여 가 된다.그림에서 ADP

를 10mM 첨가했을 때보다 20mM 첨가했을 때 산소 소

비량이 더 많은데, 자의 최종 수용체인 산소의 소비

량이 더 많다는 것은 자 달 과정이 더 활발하다는

것을 뜻한다.

6.세포막의 유동성 정답 ⑤

ㄱ.사람 세포와 쥐 세포의 막단백질이 섞이므로 세포막은

유동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ㄴ.B는 물질의 이동에 여하는 막단백질로,채 이나 펌

역할을 한다.

ㄷ.인지질인 A는 인산기로 이루어진 친수성 머리 부분과

지방산으로 이루어진 소수성 꼬리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7.명반응의 인산화 정답 ②

(가)는 순환 인산화를,(나)는 비순환 인산화를

나타낸 것이다.

ㄱ,ㄴ.순환 인산화와 비순환 인산화는 둘 다 빛

에 지를 수소 이온 농도 기울기로 환하여 화학 삼투

인산화로 ATP를 생성하며,이들 자 수용체는 틸라코

이드 막에 존재한다.

ㄷ.비순환 인산화는 자가 에 수용되므로

계속해서 물의 분해가 일어나지만,순환 인산화는

자가 계속 순환하므로 자 공여체인 물이 필요 없다.

8.생물 군집의 천이 과정 정답 ②

ㄱ.A는 양수 교목림,B는 음수 교목림을 나타낸다.

ㄴ.극상의 단계인 음수 교목림에 산불이 발생하면 2차 천

이가 일어난다.

ㄷ.양수 교목림 → 혼합림 → 음수 교목림으로 천이되므

로,음수 묘목이 양수 묘목에 비해 피도가 크다고 단

할 수 있다.

9.생태계 구성 요소 간의 계 정답 ①

ㄱ.보기의 구성 요소 간의 계는 생물이 비생물 환경

요인에게 향을 주는 반작용이다.ㄱ은 보기와 같은

반작용이다.

ㄴ.환경 요인이 생물에게 향을 주는 작용이다.

ㄷ.생물 간의 상호 작용이다.

10.유 자 풀의 변화 요인 정답 ⑤

기에는 모기 집단의 유 자 풀에 r유 자만 존재했

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돌연변이에 의해 유 자 풀에 R유

자가 나타나게 되었고,DDT 살포로 인한 자연 선택으

로 DDT에 강한 R유 자가 유 자 풀에 많이 남게 되

었다.

11.솔이끼의 특성과 생활사 정답 ④

ㄱ.솔이끼는 선태식물에 속하며,본체는 배우체()이며,

포자체(2)는 암배우체에 기생한다.선태식물인 솔이끼

는 다발이 분화되어 있지 않다.

ㄴ.A는 포자체(2)에서 감수 분열을 통하여 포자()를

만드는 과정이다.B는 포자()가 체세포 분열을 통하여

배우체()를 만드는 과정이다.

ㄷ.수배우체에서 만들어진 정자가 암배우체의 난자와 만

나 수정란(2)을 형성한 후,체세포 분열을 통해 포자

체(2)가 만들어진다.

12.빛의 세기와 합성 정답 ④

ㄱ.A가 양지 식물이므로 음지 식물인 B보다 책상 조직이

더 두껍게 발달한다.

ㄴ.구간 a의 빛의 세기는 10×lx이다.B의 경우 (가)에

서 빛의 세기가 10×lx일 때,순 합성량은 100mg/

이며,호흡량도 100mg/이다.

ㄷ.구간 b의 총 2시간 에서 처음 1시간 동안은 빛의 세

기가 15×lx이고,나 1시간 동안은 빛의 세기가

25×lx이다.A의 경우,(가)에서 빛의 세기가 15×

lx일 때의 총 합성량은 400mg/,25×lx일 때의

총 합성량은 500mg/이므로,구간 b에서의 총

합성량은 900mg/이다.

13. 립 유 자의 빈도 정답 ①

ㄱ.1세 의 유 자 A,a의 빈도를 각각 ,이라 하면

=
   


=0.5이며, =1-0.5=0.5이다.따라서

1세 의 립 유 자 A의 빈도는 0.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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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20세 의 유 자 A,a의 빈도를 각각 ,라 하면

=
    


=0.8이며,=1-0.8=0.2이다.1세 와

20세 의 립 유 자 빈도가 달라졌으므로,이 개체군

은 하디-바인베르크의 법칙이 용되는 집단이 아니다.

ㄷ.20세 의 Aa개체와 Aa개체가 교배하는 경우,이 개

체가 만드는 생식 세포 비율과 각각의 유 자형 자손이

태어날 확률은 다음과 같다.

A(=0.8) a(=0.2)

A(=0.8) AA(
=0.64) Aa( =0.16)

a(=0.2) Aa( =0.16) aa(
=0.04)

따라서 AA가 태어날 확률은 64%이다.

14.번역 과정 정답 ①

ㄱ.그림에서 A에 아미노산 긴 사슬이 연결된 것으로 보

아 A가 있는 곳이 리보솜의 P자리이고,B가 있는 곳

이 리보솜의 A자리임을 알 수 있다.아미노산 사슬이

연장될 때 P자리에 있는 tRNA가 먼 방출된 후,A

자리의 tRNA가 P자리로 옮겨간다.따라서 리보솜에서

A가 B보다 먼 방출된다.

ㄴ.P자리와 A 자리의 아미노산 간에 펩티드 결합이 형

성될 때는 인 한 아미노산끼리 결합하므로,아미노산

㉡은 아미노산 ㉠이 아닌,끝부분의 아미노산과 결합한

다.

ㄷ.리보솜이 (가)방향으로 이동하므로,개시 코돈은 (가)

의 반 방향에 있다.

15.동물의 계통수 정답 ③

ㄱ.그림의 계통수에서 ㉠은 2배엽성 동물이므로,낭배 단

계 발달 수 인 강장동물에 해당한다.산호와 히드라는

강장동물에 속한다.

ㄴ.A의 분류 기 은 배엽 형성 방법으로, 배엽 형성

방법은 선구동물과 후구동물을 나 는 기 이 되기도

한다.

ㄷ.B는 연체동물 이상의 수 을 나타내므로,진체강 동물

군 여부를 결정하는 기 이라 할 수 있다.선형동물은

체강이 있는 원체강 둥물에 해당하므로,B의 기 이 체

강의 유무라 할 수 없다.

16.유연 계와 계통수 정답 ②

꽃잎 수,꽃 색깔,잎 모양이 같은 것끼리 크게 A,B와

C,D,E로 나 수 있고,C,D,E는 수술 수에 따라 C,D

와 E로 나뉜다.마지막으로 암술 수에 따라 A와 B,C와

D도 갈라지므로 계통수로 표 하면 ②와 같다.

17.검정 교배를 통한 유 자형 단 정답 ①

ㄱ.4가지의 표 형이 모두 나타난 것으로 보아 (가)의 유

자형은 RrYy이다.따라서 (가)의 생식 세포 유

자형이 RY인 것의 비율은 25%이다.

ㄴ.(나)의 자손은 둥 고 노란색 종자만 나타났으므로,r

와 y를 가지지 않는다.

ㄷ.(다)의 유 자형은 RRYy이다.

18.DNA재조합 정답 ③

ㄱ,ㄴ.A와 B가 모두 C와 상보 인 말단을 가지고 있으

므로 재조합될 수 있다.

ㄷ.A와 B가 결합한 조각의 말단은 C의 말단과 상보 이

지 않으므로 연결되지 않는다.

19.유 자 발 과정 정답 ⑤

ㄱ.발린의 코돈이 GUG이므로 주형의 DNA염기 서열은

3′-CAC-5′로 시작된다.따라서 그림의 DNA가닥은 주

형 가닥이 아니다.

ㄴ.㉠과 ㉡의 염기 사이에 염기 한 개가 삽입될 경우,

RNA 염기 서열은 …AGU UAG CAA…가 되어 종결

코돈이 생기므로 단백질이 더 짧아진다.

ㄷ.㉠의 T가 C로 치환된 경우 mRNA 코돈은 UCA이므

로,아미노산이 세린으로 바 다.

20.젖당 오페론 조 과정 정답 ②

(나)의 자료에서 돌연변이 장균은 포도당 고갈 후 세

포 수가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젖당 오페론의 구조

유 자가 발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ㄱ.R에 돌연변이가 일어나 억제 물질이 만들어지지 않으

면 구조 유 자가 발 된다.

ㄴ.RNA 합 효소가 P에 결합하지 못하면 돌연변이

장균과 같이 구조 유 자가 발 되지 못한다.

ㄷ.억제 물질이 O에 결합하지 못하면 구조 유 자가 발

된다.



www.visangedu.com

20                                                                                                    2009년 9월 모의평가 해설

지구과학Ⅱ

1.③ 2.⑤ 3.② 4.② 5.②

6.① 7.③ 8.① 9.① 10.③

11.① 12.③ 13.③ 14.⑤ 15.④

16.② 17.④ 18.④ 19.④ 20.⑤

1.지구 내부 구조 정답 ③

A층은 지각과 맨틀이고,B층은 외핵,C층은 내핵이다.

ㄱ.A층은 지각과 맨틀로 모두 고체 상태이다.

ㄴ. 도는 A층의 지표면에 있는 지각에서 가장 작으며,

지구 심부로 갈수록 증가한다.

ㄷ.철질 운석은 구성 성분의 90% 이상이 철과 니 로 구

성되어 있다.따라서 철질 운석의 구성 성분은 규산염

물로 구성된 A층보다 철과 니 로 구성된 C층과 유

사하다.

2. 기 순환의 규모 정답 ⑤

(가)는 미규모로 토네이도가 해당되며,뇌우는 간 규

모로 해륙풍,산곡풍과 같은 규모이다.(나)는 종 규모

로 고기압과 기압,태풍이 해당되며,(다)는 지구 규모

로 기 순환,편서풍 동,계 풍이 해당된다.

3.지층의 생성 순서 정답 ②

(가)에서 지층의 생성 순서는 B→ 화성암 생성→ 부정

합 생성→ A이며,(나)에서 지층의 생성 순서는 Y→ 부정

합 생성→ X→ 화성암 입 순이다.

ㄱ.(가)의 부정합은 화성암 생성 이후이고,(나)의 부정합

은 화성암 생성 이 에 만들어 졌다.화성암의 연

령이 같아 생성 시기가 같으므로 이를 심으로 (가)와

(나)두 지역의 부정합의 생성 순서를 비교해 보면 (가)

보다 (나)에서 부정합이 먼 형성되었다.

ㄴ.화성암의 생성 시기가 같으므로 이를 심으로 두 지

역의 지층의 생성 순서를 비교해 보면,(가)의 A는 화

성암 보다 나 에 형성되었고,(나)의 X는 화성암보다

먼 형성되었다.따라서 (가)의 A는 (나)의 X보다 나

에 형성되었다.

ㄷ.A는 화성암 생성 이후 부정합이 형성된 후 퇴 되었

으므로 A의 화성암 부분에는 열에 의해 변성된

암석이 분포할 수 없다.

4.진원의 분포와 지각 변동 정답 ②

지진의 분포로 지형을 단해 보면 천발 지진이 띠 모

양으로 분포하는 지역은 해령이며,천발 지진, 발 지진,

심발 지진 순으로 띠 모양으로 나란하게 분포하는 지형은

해구에 해당한다.

ㄱ.해구인 A는 해령인 B보다 지각 열류량이 다.

ㄴ.해양 지각은 해령에서 생성되어 해령을 경계로 양쪽

으로 이동한다.따라서 암석의 연령은 해구인 A가 해

령인 B보다 높다.

ㄷ.해령에서 생성된 해양 지각은 연령이 으므로 해양

지각 에 쌓인 퇴 물의 두께가 얇고,해령보다 오래

된 해구 근처 해양 지각 에는 오랜 시간 퇴 물이 쌓

여 퇴 물의 두께가 두껍다.따라서 퇴 물의 두께는

해구인 A가 해령인 B보다 두껍다.

5.구름의 생성 정답 ②

국지 으로 가열된 공기 덩어리는 주 보다 기온이 높

으므로 가벼워져서 상승한다.기온이 인 공기가 상승할

때 불포화 공기이므로 건조 단열 변화한다. 높이까지

상승하는 동안 공기는 기온이 하강하여 포화 상태가 되며

이후 습윤 단열 변화하면서 상승한다.까지 상승하는

동안 공기는 습윤 단열 변화하여 기온이 하강하여 주

기의 기온과 같은 온도에 도달한다.이때 공기는 더 이

상 상승하면 주 공기보다 기온이 낮아져 무거워지므로

하강한다.따라서 구름의 높이는 ～ 이다.

6.기후 변화 정답 ①

북극의 빙하가 녹아 없어지는 것은 지구 온난화의

향 때문이다.

ㄱ.지구가 온난화되면 극지방의 기온이 상승하여 상승기

류가 발생하여 고기압성 하강 기류가 약해지므로 극 고

압 가 약화될 것이다.

ㄴ.극지방의 기온이 상승하면 도와 극지방의 기온 차

이가 어들어 편서풍 동이 약화될 것이다.

ㄷ.북극의 빙하가 녹아 해수로 유입되면 북극해의 염분

은 감소할 것이다.

ㄹ.북극의 빙하가 녹으면 지표면 반사율이 감소하여 북

극권의 태양 복사에 지 흡수율이 증가할 것이다.

7.지균풍 정답 ③

① A는 등압선에 수직으로 작용하므로 기압 경도력이며,

B는 등압선에 비스듬히 작용하므로 향력이다.(아래

의 그림에서 이 실선은 풍향과 풍속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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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마찰력이 없는 고도 1km이상의 상공에서 부는 지균풍은

등압선과 나란하게 분다.지균풍은 마찰력이 작용하지 않

으므로 지균풍은 기압 경도력= 향력이 균형을 이루며 부

는 바람이다.지상풍은 지표면과의 마찰력이 작용하며 부

는 바람으로 기압 경도력= 향력+마찰력이 균형을 이루며

분다.지상풍의 풍향이 등압선과 비스듬한 정도에 따라 마

찰력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으며 마찰력이 작을수록 등압

선과 나란하다.따라서 (가)보다 (나)의 풍향이 등압선과

더 나란하므로 (가)보다 (나)의 공기에 작용하는 마찰력이

작다.따라서 고도는 P보다 P'가 높다.

③ P보다 P'에서 풍향이 등압선과 더 나란하므로 마찰력

이 더 작다.따라서 풍속은 P보다 마찰력이 은 P'에

서 빠르다.

④ 지구가 자 하지 않는다면 향력이 작용하지 않으므

로 P와 P'에서 부는 바람은 모두 등압선과 직각인 A와

A'방향으로 분다.

⑤ 등압선과 풍향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마찰력이 큰 P보

다 마찰력이 작은 P'에서 작다.

8. 물 정답 ①

ㄱ.석면의 화학식은 이며,화학식에서

가 있으므로 규산염 물이다.

ㄴ.굳기는 석 이 7로 석면의 2.5～4보다 크다.

ㄷ. 학 이방체 물은 직교 니콜에서 재물 를 360̆ 

회 시키는 동안 소 상이 4회 일어난다.

9.용승 정답 ①

ㄱ.울산 앞바다의 수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게 나타나

는 것은 용승에 의한 냉수 가 나타나기 때문이다.남

풍 계열의 바람이 지속 으로 불면 에크만 수송이 울산

앞바다에서 외해로 나타나며,이때 용승이 일어나 찬물

이 바다 표면으로 올라온다.

ㄴ.울산 앞바다의 부분 인 냉수 형성의 주원인은 심

해층의 물이 로 올라오기 때문이다.

ㄷ.용승에 의한 찬물에 양 염류가 풍부하기 때문에

랑크톤이 다량 번식하여 엽록소 농도가 높게 보인다.

엽록소 농도가 높은 부분은 찬물의 심부이며, 심부

에서 주변부로 가면서 낮아지므로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곳은 아니다.

10.방 각과 고도 정답 ③

ㄱ.과정 (나)에서 원통의 그림자가 가장 작아지는 방향으

로 측정기를 움직이는 것은 측정기를 태양 방향으로 정

렬하기 한 과정이다.

ㄴ.이날 태양은 12시 40분쯤에 남 한다.

ㄷ.이날은 태양이 6시 이 에 뜨며,낮의 길이가 14시간

이상으로 여름철에 해당하며 이때 태양은 동북쪽에서

떠서 서북쪽으로 진다.춘․추분에는 태양이 정동쪽에

서 떠서 정서쪽으로 진다.겨울철에는 태양이 동남쪽에

서 떠서 서남쪽으로 진다.

ㄹ.이날은 낮의 길이가 14시간 이상으로 밤보다 길다.

11.암석의 성질 정답 ①

ㄱ.두 그림에서 간섭색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두 박편은

모두 개방 니콜에서 찰한 것이다.

ㄴ.화강암은 조립질 조직의 심성암이며, 리암은 석회암

이 변성되어 생성된 암석이다.

ㄷ.다보탑은 화강암으로 개선문의 리석보다 산성비에

강하다. 리석은 석회암과 화학식이 같으며 산성비에

녹는다.석회암이 지하수에 녹아 석회 동굴이 되는 원

리와 같다.

12.해수의 층상 구조 정답 ③

ㄱ.심층으로 갈수록 수온이 낮아 도가 큰 등 도선이

분포한다.따라서 A해역의 표층수는 심층의 등 도선

과 같아 C해역의 표층수보다 도가 크다.

ㄴ.표층과 수심 600m 간의 등 도선의 분포 개수와 간격

으로 도의 변화를 단할 수 있다.B해역은 A해역

보다 등 도선의 개수가 많고 간격이 조 하므로 B해

역은 도차가 A해역보다 크다.

ㄷ.C해역은 수심 약 100～300m 사이에 등 도선의 분

포가 조 하므로 도 변화가 큰 구간임을 알 수 있다.

도는 수온과 염분에 향을 받으나 염분의 변화보다

수온의 변화에 더 크게 향을 받는다.따라서 수심 약

100～300m 사이에 수온의 변화가 큰 수온 약층이 형성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13.우주의 팽창 정답 ③

ㄱ. 폭발 우주론에서 우주의 구성 천체는 모두 서로 멀

어지므로 우주의 심은 알 수가 없다.따라서 A는 우

주의 심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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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C에서 B를 측하면 은하들은 서로 멀어지므로 색

편이가 측된다.

ㄷ.허블의 법칙에서  ․ 이므로 외부 은하까지의 거

리가 멀수록 후퇴 속도는 빠르다.

14.해 정답 ⑤

심해 의 속도는 장의 길이에 비례하고,천해 의 속

도는 수심에 비례한다.

(가)심해 가 수심이 얕은 해안에 근하면 수심이 얕

아져 천해 로 바 면서 속도가 느려져 장은 짧아지고

고는 높아진다.

(나)수심이 일정하지 않은 해안에 해 가 근하면 해

는 수심이 얕아 속도가 느려지는 쪽으로 굴 한다.

(다)해안에서 육지로 근할수록 해 는 장이 더욱

짧아져 고가 높아지게 되어 의 마루 부분이 부서지면

서 연안 쇄 가 되어 소멸한다.

15.지자기 정답 ④

ㄱ.남반구의 자극 주변에서는 편각이 원형으로 격하게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ㄴ.자북과 진북의 방향이 일치하는 곳은 편각이 0인 지

으로,우리나라에서 편각이 0인 곳은 없다.

ㄷ.우리나라 부근에서는 남쪽으로 갈수록 편각이

작아지므로 나침반 자침이 진북 방향에 가까워진다.

16.우리나라의 층서 정답 ②

ㄱ.A에서 산출되는 필석은 고생 의 표 화석이고,석

회암이 산출되므로 이 지층은 조선 층군이며,B는 경

상도 지역에 주로 분포하며 공룡 발자국이 발견되므로

생 의 경상 층군이다.따라서 A는 B보다 먼 퇴

되었다.

ㄴ.석회암은 아열 의 따뜻한 바다에서 화학 으로 침

되거나 산호나 조개껍데기가 쌓여 퇴 암으로 형성된

다.따라서 A가 퇴 될 당시 이 지역은 바다 다.

ㄷ. 보 조산 운동은 쥐라기 말 한반도에서 일어난 규

모 조산 운동으로 이 에 생성된 고생 지층과 동

층군의 지층을 변형시켰다.B는 보 조산 운동 이후

에 생성된 지층이다.

17.지질도 해석 정답 ④

ㄱ.이 지역의 지층에서 주향은 남북 방향인 NS이다.

ㄴ.이 지역에서는 경사 방향을 고려하여 지층을 그려보

면 왼쪽에 배사 구조가 나타나고,오른쪽에 향사 구조

가 나타난다.

ㄷ.아래 노선 지질도에서 암석은 사암-셰일-석회암-역암

순으로 퇴 되었으며, 노선 지질도에서 석회암이 화

강암에 의해 변성 작용을 받아 리암이 되었으므로 석

회암이 화강암보다 연령이 높다.따라서 이 둘로부터

사암은 화강암보다 연령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8.별의 공간 운동 정답 ④

ㄱ.A의 시선 속도는 20cos30°=10(km/s)이고,B의 시

선 속도는 20cos60°=10(km/s)이다.따라서 시선 속도는

A가 B보다 크다.

ㄴ.A의 선 속도는 20sin30°=10(km/s)이고,B의 선

속도는 20sin60°=10(km/s)이다.따라서 선 속도는

B가 A보다 크다.

ㄷ.고유 운동은 1년간 이동한 각거리로 A는 선 속도가

10km/s로 B의 10km/s≒17km/s보다 작지만 거리가

B가 A의 2배이므로 실제 측되는 각거리는 A가 B보

다 크다.

19. 성의 회합 주기 정답 ④

ㄱ.687일은 화성의 공 주기로 회합 주기는 아니다.회

합주기는

회합 주기


=지 의 공전 주기


-화성의 공전 주기



이다.

ㄴ.지구가 에 있을 때,화성은 해가 진 후 2시간 정도

경과된 20시 경에 남 한다.

ㄷ.지구는 365일 동안 360°회 하므로 687일 동안 약

678̆ 공 한다.

ㄹ.과 에서 측할 때,화성의 천구 상 치는 서로

다른 방향이 된다.

20.변 성 정답 ⑤

ㄱ.A와 B는 별의 내부가 불안정하여 팽창과 수축을 주

기 으로 반복하여 도가 변하는 맥동 변 성 세페

이드 변 성이다.

ㄴ.세페이드 변 성의 변 주기와 도는 비례한다.A

의 주기는 약 27일이며,B의 주기는 약 11일 정도로

도는 A가 B보다 크다.

ㄷ.주계열성의 반지름은 도에 비례한다.따라서 도는

A가 B보다 크므로 반지름도 A가 B보다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