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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제 의도

Ÿ [문제 1] 생명과학 연구의 가장 근본이라 할 수 있는 유전학의 개념들을 논리적으로 적용하

는 능력을 평가한다. 유전현상의 결과만을 단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유전법칙의 개념들(유

전 형질, 대립 유전자, 대립 유전자의 분리, 서로 다른 염색체로 독립된 유전자들, 동일한 염

색체에 연관된 유전자들과 교차에 의한 새로운 유전자형의 조합)이 도출되는 과정에 대한 포

괄적 이해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사고력을 알아보고자 하는 문제이다. 

Ÿ [문제 2] 단순한 계산이 요구되는 단답형 수학문제를 배제하고 물리학과 수학이 융합된 통합

형 문제에 중점을 두었다. 상대속도와 만유인력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제시해주고 간단한 미적

분 활용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Ÿ [문제 3] 단순하면서도 주변의 자연현상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주기현상에 대하여 이상적인 모

델과 실제 상황을 비교하고 실제 자연에서 나타나는 물리현상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동시에 수학적인 함수를 자연현상에 적용하여 분석하는 능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Ÿ [문제 4] 용질이 용매에 녹는 용해 과정과 연관된 과학적 지식이 포함된 제시문과 자신이 가

지고 있는 과학적 지식들을 바탕으로 용액의 끓는점 오름과, 용해의 자발성에 대해서 논리적

으로 추론하여 기술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2) 문항별 예시 답안

■ 문제 1-i 예시 답안

1) 털이 짧은 암컷과 털이 긴 수컷을 교배하여 얻은 자손들은 암컷과 수컷 모두 정상이라는 결

과를 통해, 털의 길이를 짧게 만든 돌연변이 대립 유전자는 털의 길이를 길게 하는 대립 유전

자에 대해 열성임을 알 수 있다. 만약 우성이었다면 자손들 중에 짧은 털을 가진 개체들이 나

타났을 것이다. 

2) 또한, 털의 길이를 짧게 만든 돌연변이 대립 유전자는 X 염색체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예상

할 수 있다. 만약 X 염색체에 있었다면, 자손들 중 수컷들은 짧은 털을 가질 것이다. 

■ 문제 1-ii 예시 답안

두 개의 유전자가 다른 염색체에 존재하는 독립적인 경우와 같은 염색체에 연관되어 있을 경우, 

문제에서 제시한 방법의 교배를 통해 얻어지는 자손들의 표현 형질을 예상하면 다음과 같다. 편

의상 두 유전자의 대립 유전자들을 A(우성), a(열성), B(우성), b(열성) 이라 하면,

1) 독립된 경우 

A/A; b/b  X  a/a; B/B

          ↓

       A/a; B/b  X  A/a; B/b 

이 때, 만들어지는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은 AB:Ab:aB:ab = 1:1:1:1 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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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Ab aB ab

AB AABB AABb AaBB AaBa

Ab AABb AAbb AaBb Aabb

aB AaBB AaBb aaBB aaBb

ab AaBb Aabb aaBb aabb

표에 나타낸 바와 같이 무작위적인 교배를 통해 얻게 되는 자손들의 표현 형질은 

A-B-:A-bb:aaB-:aabb = 9:3:3:1 이다. 

2) 연관된 경우 

Ab/Ab  X  aB/aB

        ↓

       Ab/aB  X  Ab/aB

이 때, 만들어지는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은 Ab:aB = 1:1 이고, 

Ab aB
Ab AAbb AaBb
aB AaBb aaBB

표에 나타낸 바와 같이 무작위적인 교배를 통해 얻게 되는 자손들의 표현 형질은 

A-B-:A-bb:aaB-:aabb = 2:1:1:0 이다. 두 유전자가 독립된 경우와 비교했을 때, aabb 유전

자형의 자손이 나타나지 않는다. 단, 두 유전자 사이에서의 교차에 의해 aabb 유전자형의 자손

이 나타날 수 있다. 

3) 문제에서 제시한 표현 형질(몸의 색, 털의 개수, 털의 길이)에서 두 개의 표현 형질만으로 분

리하여 자손들의 개체수를 파악하면, 

표현 형질 개체수

두 개의 긴 털 909 (611+298)

두 개의 짧은 털 307 (305+2)

다섯 개의 긴 털 299 (192+107)

다섯 개의 짧은 털 97 (96+1)

표현 형질 개체수

검은 몸, 긴 털 803 (611+192)

검은 몸, 짧은 털 401 (305+96)

하얀 몸, 긴 털 405 (298+107)

하얀 몸, 짧은 털 3 (2+1)

위의 분리비 결과에서, 털의 개수를 결정하는 유전자와 털의 길이를 결정하는 유전자는 독립된 

유전자들의 분리비를 보이고, 몸의 색을 결정하는 유전자와 털의 길이를 결정하는 유전자는 연

관된 유전자들의 분리비를 보인다. 따라서, 털의 길이를 결정하는 유전자는 1번 염색체에 존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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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은 개수이지만 ‘하얀 몸, 두 개의 짧은 털’, ‘하얀 몸, 다섯 개의 짧은 털’ 개체들이 나타난 

것은 연관된 두 유전자(몸의 색, 털의 길이) 사이에서 교차가 일어난 생식세포들 간의 수정에 

의한 것이다. 

■ 문제 2-i 예시 답안

<제시문 2-1>로부터 상대속도     이다. 적분에 의하여 

  ,   ≤ ≤
 ≥

 가 된다.

 그러므로, 상대속도를 구체적으로 계산하면    ≤ ≤
 ≥

 이다. 

이 때, 문제에서 주어진 상대적인 변위는 적분을 계산하여 

       


 

  









  


 가 된다.

 변위는 위와 같이 부호를 가진 값이므로 이 양이 최대가 되는 경우는 물체 가 물체 로부

터 가장 멀리 오른쪽에 있게 되는 의 값을 구하면 된다. 미분을 하면   일 때 최

대가 되고,  이 된다. 최댓값은 대입하면 

 (단위 : 미터)이다(혹은 완전 제곱꼴 







로 변형하여  과 최댓값을 구하여도 된다.).

[다른 예시답안] 다른 방법으로는   를 구한 후, 적분을 하지 않고 아래 처럼 그래프를 그

려서 그 그래프 밑의 넓이를 생각하여 초에서 그 그래프 밑의 넓이인  

 를 

구한 후 최대가 되는 경우를 계산하여  과 그 최댓값 


(단위 : 미터)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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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2-ii 예시 답안

  <제시문2-2>에서 주어진 만유인력의 식과 벡터의 합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가 성

립하는 만유인력이 상쇄되는 점은 두 점  로부터 거리가 같아야 하며   를 연결하는 

직선위에 있어야 한다.(  에 의해 가해진 만유인력이 서로 반대방향으로 상쇄되는 점이다). 

그러므로, 주어진 벡터 방정식을 만족하는 점은    의 중점이 된다.    

 은 반원판 


 ≤  ≥위를 움직이므로, 중점 


   


 가 

만족하는 영역은  ≤ ≥, 즉, ≤ ≥ 이고 반지

름이 25인 반원판이다. 그 영역의 넓이는 


 이다.(원의 넓이 공식=)

[다른 예시 답안] 중점을 찾은 후 아래처럼 그림을 손으로 그려서 영역을 유추하여 넓이를 구하

거나 혹은 경계부분만 가지고 영역을 찾아서 넓이를 구해도 된다.

■ 문제 3-i 예시 답안

변위변화에 따른 역학적 에너지(E), 위치 에너지(U), 운동 에너지(K)를 그래프는 아래와 같다.

<제시문 3-2>에 의하면 단진동 운동은 로 진폭 A이고 각진동수가 ω인 

주기운동을 한다. 이 문제에서는 수평면에 의한 마찰력과 공기에 의한 저항력을 무시하였으므로 

총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즉,   

  


이다. 우선 x = -A에서는 운동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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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므로   


 이고 속도(v) 0이 된다. x = 0에서는 위치에너지 

  

  이고 운동에너지   


  


 이므로 속도는  ±




이다. 여기서 

속도의 양의 부호는 오른쪽으로 운동하는 속도이며, 음의 부호는 왼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나타

낸다. 그리고 x=-A에서는 x=A에서와 마찬가지로 위치에너지   

 이고   


  

이므로 속도(v) 0이 된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하여 물체가 진동하는 물리현상을 생각해보면, 용수철에 질량 m인 

물체를 매단 후 A만큼 잡아당겼다가 놓으면 이 물체는 왼쪽으로 움직이면서 속도가 점점 증가

하다가 원점에서 최대가 되고 원점을 통과한 후에는 속도가 서서히 감소하게 된다. 그리고 -A

위에 도달하면 순간적으로 정지했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진행하여 원점을 최대 속도로 통과하고 

원래 초기위치로 오는 운동을 반복하는 주기적 운동을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운동은 수학적

으로 sin 함수로 표현되며, 물리학적으로 이를 단진동 운동이라고 한다. 

■ 문제 3-ii 예시 답안

시간 변화에 따른 변위 그래프는 아래와 같이 그릴 수 있다.

실제 단진동 운동에서는 물체가 공기에 의한 저항을 받으므로 <제시문 3-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함수   cos 에 의해 표현된다. 이 함수로부터 진폭은 

   이며 cos 으로 진동한다는 사실을 쉽게 예측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초기 진

폭 A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함수   에 의해 지수 함수적으로 그래프에 나타난 바와 같

이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각진동수()와 진동수(f)의 관계식( )에 의해 진동수 

  이고  
 는 k, b, m이 상수이므로 시간에 무관하다. 따라서 

이 운동에서 진동수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으며 일정한 진동수로 진동하다가 충분한 시간

이 지난 후에는 물체는 정지하게 된다. 이러한 물리현상은 실제 실험실에서 실험하는 경우에 

쉽게 관측할 수 있는 현상이며,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공기에 의한 저항 을 고려해

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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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4-i 예시 답안

 끓는점 오름은 용매의 양이 일정할 경우, 용질의 종류와는 무관하며 용질의 입자 개수에만 비

례한다. 설탕은 물에 해리되지 않기 때문에 1 몰랄 농도인 경우 유효 농도는 1 몰랄 농도에 해

당한다. 그러나 완전 해리를 가정할 경우 1 몰의 KBr은 2몰의 이온 (K+, Cl-)을 형성하기 때문

에, KBr의 1 몰랄 농도 수용액의 유효 농도는 2 몰랄 농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KBr 수용액

의 끓는점 오름은 설탕물 1 몰랄 농도의 끓는점 오름의 2배인 1 oC 이다.

 끓는 점 오름의 측정값이 위에서 완전해리를 가정하고 구한 예상 값보다 작은 이유는 KBr 이 

완전해리가 되지 않고 일부가 이온쌍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이온화 백분율이 100% 미만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문제 4-ii 예시 답안

 

  르샤틀리에의 법칙에 의하면, 온도가 증가하면 반응은 흡열반응 쪽으로 진행하게 된다. 온도

의 증가에 따라서 용해도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KBr이 물에 용해되는 과정은 흡열반응이다. 흡

열반응은 △H가 0보다 크다. 

  <제시문 4-2>에 의하면 자발적인 과정의 자유 에너지 변화는 0보다 작다 (△G). △H가 0보

다 클 경우, △G가 0보다 작아지려면 T△S가  △H보다 커야 한다. 즉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과

정이어야 한다. 용질과 용매가 섞이는 과정은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과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

정 온도이상에서는 T△S가 △H보다 커질 수 있어 △G가 0보다 작아져 자발적인 과정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