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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교시                        1 학년 반 번   성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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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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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을 고려하여 요구하는 답안을 정확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서술형문항 1

그림 (가)는 막대자석 주변에 형성되는 자기장을 자기력선으로 
나타낸 것이고, (나)는 이 막대자석을 두 조각으로 잘라 모눈종이 위에 
고정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가)                             (나)
a, b에 해당하는 자극의 종류를 모두 쓰고, 점 P에서의 두 자석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을 1개의 화살표로 그리시오. (단, 화살표의 
시작점은 P로 한다.) [4점]

서술형문항 2

그림은 질소(N)와 수소(H)가 반응하여 암모니아(NH)가 생성
되는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질소                         수소                             암모니아
질소 60mL와 수소 60mL를 반응시켜 암모니아 40mL가 생성될 

때, 반응하지 않고 남아 있는 기체의 종류와 부피를 쓰고, 그 이유를 
반응하는 기체의 부피비를 이용하여 설명하시오. (단, 수소, 질소, 
암모니아는 모두 기체 상태이다.) [4점]

▪ 남아 있는 기체의 종류와 부피 :  , mL
▪ 이유 :  

             

서술형문항 3

다음은 우열의 법칙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순종인 녹색 콩깍지 완두(AA)와 황색 콩깍지 완두(aa)를 교배
시켜 자손 제1대에서 모두 녹색 콩깍지 완두를 얻었다.

녹색 콩깍지와 황색 콩깍지의 우열 관계를 쓰고, 그 이유를 자손 
제1대의 유전자형과 표현형을 이용하여 서술하시오. (단, A는 녹색 
콩깍지 유전자, a는 황색 콩깍지 유전자이다.) [4점]

▪ 우열 관계 :  
▪ 이유 :  

             

서술형문항 4

그래프는 A 해역의 해수 1kg 속에 녹아 있는 염류의 양(g)을 나타낸 
것이다. 

B 해역의 해수 1kg 속에 녹아 있는 염화나트륨의 양은 26.4g이다. 
염분비 일정의 법칙을 적용하여 B 해수의 염분을 구하는 과정과 
그 값을 쓰시오. [4점] 

▪ 과정 :  

             
▪ 염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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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형문항 5

그림과 같이 철수, 영희가 정글짐 3, 4층 높이에서 질량이 같은 
물체 A, B를 각각 가만히 놓았더니 A, B가 지면에 떨어졌다. 
(이 때, 정글짐 층의 간격은 1m로 일정하다.)

B의 운동 에너지가 P에서의 A 운동 에너지와 같은 지점을 
①～③에서 골라 쓰고, 그 이유를 <조건>에 제시된 용어를 
모두 사용하여 서술하시오. (단, 공기 저항 및 물체의 크기는 
무시한다.) [7점]

조건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 지점 :  
▪ 이유 :  

             

서술형문항 6

그림은 구리 가루를 도가니에 넣고 가열하여 산화구리(Ⅱ)를 만드는 
모습을, 표의 (가)~(다)는 도가니에 넣은 구리 가루의 질량에 따라 
생성된 산화구리(Ⅱ)의 질량을 각각 나타낸 것이다.

구 분 (가) (나) (다)
넣은 구리 가루의 질량(g) 2 4 6

생성된 산화구리(Ⅱ)의 질량(g) 2.5 5 7.5
산화구리(Ⅱ) 20g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산소의 질량을 구하는 

과정과 그 값을 쓰시오. (단, 구리 가루는 모두 공기 중의 산소와 
반응한다.) [7점]

▪ 과정 :  

             

▪ 산소의 질량 :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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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형문항 7

그림 (가)는 체세포 분열 과정을, (나)는 생식세포 분열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가)

(나)

   ※ 적도면 : 세포분열 중기에 염색체들이 배열되는 가상의 면

(1) 체세포 분열 중기와 생식세포 분열의 제1분열 중기에 관찰되는 
염색체를 세포의 적도면에 그리시오. (단, 방추사는 고려하지 않는다.) 

[6점]

(2) 그래프는 체세포 분열 과정에서 각 시기의 염색체 수를 막대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위 그래프를 참고하여 생식세포 분열 과정에서 각 시기의 염색체 
수를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시오. [4점]

서술형문항 8

다음은 단열 상태에서 구름의 발생 원리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과정]
(가) 구름 발생 실험 장치에 물을 넣고 펌프를 눌러 공기를 압축  

시킨 후 장치 내부를 관찰한다.
(나) 밸브를 열고 장치 내부를 관찰한다.

                 (가)                          (나)
[결과]
(나)에서만 장치 내부가 뿌옇게 흐려졌다.

(1) (가)에서 ‘압축 전’과 ‘압축 후’ 중 장치 내부 공기의 상대 습도가 
더 높은 경우를 골라 쓰고, 그 이유를 포화 수증기량을 이용하여 
서술하시오. (단, 압축 과정에서 장치 내부 공기의 수증기량은 
일정하였다.) [4점] 

▪ 상대 습도가 더 높은 경우 :  
▪ 이유 :  

             

(2) (나)에서 장치 내부가 뿌옇게 흐려진 이유를 <조건> 중 3가지만을 
이용하여 서술하시오. [6점]

조건

온도 상승, 온도 하강, 팽창, 압축, 이슬점

▪ 이유 :  장치 내부의 공기가(는)      

             

※ 확인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재하였는지 확인하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