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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7 전형 자연계열 지구과학 논술시험( )

7 일반전형 자연계열.1 (지구과학) 논술시험 일반정보

유형 ■�논술시험 면접�및� 구술고사□�

전형명 수시모집�일반전형

해당�대학의�계열 과목( )

문항번호/
자연계열(지구과학) 문항/ 1

모집요강에�제시한

출제�범위 과목명[ ]

공통과목 과학 물리 물리 화학 화학 생명과학 생명과학[ ] , [ ] · , [ ] · , [ ] ·Ⅰ Ⅱ Ⅰ Ⅱ Ⅰ
지구과학 지구과학 및�문제와�연관된�고교� 전� 교육과정, [ ] ·Ⅱ Ⅰ Ⅱ

과학�이외�과목� 포함( )

출제�범위

고등학교�과목명 과학, 지구과학Ⅰ 지구과학, Ⅱ

핵심개념�및� 용어

빅뱅�핵융합 우주의�구성�원소 별의�탄생과�진화 지, , ,

구의�구성� 원소 태양계�진화�과정 지구의�진화�과정, , ,

지구의�구성�원소 우리나라의�지질�시대� 환경,

예상�소요�시간 분60

7.2 일반전형 자연계열 지구과학 논술시험 기출문제( )

첨부 파일 참조[ ]

7.3 출제의도 및 문제분석

출제�의도[ ]

우주의� 탄생에서부터� 한반도의� 형성까지� 지구과학� 교과� 과정에서� 다루는� 방대한� 시공간적� 규모와� 이들�

사이의�인과관계를�이해할�수� 있는지를�평가하고자�한다.

고등학교� 지구과학� 교과과정과� 성취기준에� 맞춰� 우주에서� 원소의� 생성 태양계의� 형성 소중한� 지구 한, , ,

반도의�지질학적�형성과정�등에� 대한�이해를�논리적으로�서술할�수� 있는지를�평가한다.

제시문 문항�분석� 및� 교과과정과의�연계성[ , ]

제시문[ ]

제시문� 가( )

우주를�구성하는�원소들의�역사와�다양성에�대한� 기본�정보를�제시하였다.

과학 지구과학� 지구과학� 교과�연계성( , I, II) :

빅뱅과�원소의�형성 별의�탄생과�진화 별의�진화와�원소의�생성 무거운�원소의�합성�, , ,

제시문� 나( )

우리은하의� 성간물질에서� 태어난� 지구의� 원소� 구성이� 우주� 전체의� 평균과� 다르다는� 기본� 정보를� 제시하

였다.

과학 지구과학� 지구과학� 교과�연계성( , I, II) :

성간물질과�성운 태양계의�형성�과정 행성의�형성 지구형�행성과�목성형�행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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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문� 다( )

외계�행성� 의� 관측� 특성을�가정하여�지구의�물리량�및� 다양한�지표� 환경과�비교하였다B .

지구과학� 교과� 연계성( I) 행성으로서의� 지구 생명체가� 사는� 유일한� 행성 지구 지구계의� 구성 지구의�: ( - , ),

선물 자원으로서의� 토양 자원으로서의� 대기와� 물 고체� 지구의� 변화 풍화� 작용 우주� 탐사 외계� 행성�( , ), ( ), (

탐사)

지구과학� 교과� 연계성( II) 지구의� 구조와� 지각의� 물질 지구의� 내부� 구조 지구의� 조성과� 구조 지구의�: ( , ,

역장 광물 지구의�변동 지구�내부�에너지, ), ( )

제시문� 라( )

오랜�기간�동안� 다양한� 지질� 작용에�의해� 형성되고�변형된� 한반도의�구성�암석� 및� 지질� 구조의� 몇� 가지�

사례를�소개하였다�

지구과학� 교과� 연계성( I) 아름다운� 한반도 한반도의� 지질과� 지형 마그마가� 만든� 암석과� 지형 열과�: ( , ,

압력이�만든�암석과�지형 쌓이고�깎여서�만들어진�암석과�지형 한반도의�지질�명소, , )

지구과학� 교과�연계성( II) 우리나라의�지질 한반도의�지질학적�형성과정 우리나라의�지질: ( , )

문항분석[ ]

문제� [1]

빅뱅� 우주에서� 처음� 분� 동안� 기본입자 양성자� 및� 중성자가� 만들어지고 핵융합� 반응에� 의해� 헬륨� 원3 , ,

자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해하는지� 평가한다 또한 별의� 질량에� 따라� 내부에서� 다양한� 종류의� 무거. ,

운� 원소가� 만들어지고� 종말� 단계에서� 성간물질로� 환원되고 성간물질로부터� 다시� 새로운� 별이� 만들어져�,

우주�전체에�무거운�원소의�양이� 많아지는�과정을�이해하는지�평가한다.

문제� [2]

태양계의� 여러� 특징� 중� 지구형� 행성의� 구성성분이� 우주� 전체의� 평균과� 확연히� 다른� 이유를� 우리은하의�

하나의� 성운이었던� 태양계� 성운으로부터� 시작된� 태양계의� 형성과정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는지� 평가

한다.

문제� [3]

제시문� 다 에� 주어진� 내용을� 근거로� 외계� 행성� 는� 지구의� 형성� 초기의� 상태와� 유사할� 것으로� 추론할�[ ] B

수�있는지�평가한다.

문제� [4]

제시문� 라 에서� 소개한� 한반도의� 구성� 암석과� 지형� 사례를� 통해� 한반도의� 지질학적� 형성� 과정을� 이해[ ]

할�수�있는지�평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