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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탐구 영역

물리I 정답

1 ④ 2 ③ 3 ③ 4 ① 5 ②
6 ② 7 ③ 8 ⑤ 9 ④ 10 ①
11 ⑤ 12 ④ 13 ③ 14 ① 15 ④
16 ⑤ 17 ② 18 ⑤ 19 ④ 20 ②

화학I 정답

1 ④ 2 ② 3 ③ 4 ⑤ 5 ①
6 ② 7 ④ 8 ⑤ 9 ② 10 ①
11 ⑤ 12 ⑤ 13 ③ 14 ③ 15 ①
16 ② 17 ④ 18 ⑤ 19 ② 20 ①

생명 과학I 정답

1 ⑤ 2 ⑤ 3 ④ 4 ④ 5 ①
6 ⑤ 7 ① 8 ① 9 ② 10 ②
11 ⑤ 12 ② 13 ② 14 ③ 15 ③
16 ③ 17 ③ 18 ② 19 ⑤ 20 ④

지구 과학I 정답

1 ③ 2 ④ 3 ③ 4 ④ 5 ④
6 ⑤ 7 ④ 8 ③ 9 ① 10 ①
11 ③ 12 ⑤ 13 ① 14 ② 15 ②
16 ⑤ 17 ② 18 ① 19 ③ 20 ⑤

물리 I 해설

1. [출제의도] 시간 표준 이해하기
ㄱ. 태양시는 역표시보다 먼저 사용되었다. 
ㄴ. 태양시는 지구의 자전 속력이 변하므로 자전 

주기가 변하여 1초의 길이도 변한다. 
ㄷ. (가)는 원자시이다.
2. [출제의도] 운동의 법칙과 충격량 이해하기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 충돌 직전 속
력은  질량과 관계없다. 쿠션은 충돌시간을 길게 
하여 충격력을 감소시키지만 사람이 받는 충격량
에는 변화가 없다. 사람과 쿠션이 주고받는 힘은 
작용 반작용의 관계이다.
3. [출제의도] 등가속도 직선운동 해석하기
  A, B의 가속도를 각각 A  B 라 하고 등가속도 
운동 관계식   

  을 적용하면,
    ·A · , A  ms 이고,
    ·B·, B  ms 이다. 
4. [출제의도] 운동의 법칙과 일 ․ 에너지 정리 적

용하기
ㄱ. 운동방정식을 적용하면     × 


 ,  

  이다. 
ㄴ. A의 속력을 라 하고 일․ 에너지 정리를 적용하면 

   


×× ,    이다.

ㄷ. A, B가  만큼 이동하는 동안 외부로부터 일
을 받기 때문에 A, B의 역학적 에너지의 합은 
증가한다.

5. [출제의도] 일반상대성 이론 이해하기
ㄱ. 가속 좌표계에서 관성력의 방향은 가속도의 

방향과 반대방향이다. 
ㄴ. 물체의 낙하시간이 같으므로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가)에서와 (나)에서가 같다. (가)에서 
물체의 가속도는 이므로   이다.

ㄷ. 관성력의 크기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2
배 크지만, (가)에서는 관성력과 같은 크기의 
중력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빛이 휘는 
정도는 같다.

6. [출제의도] 케플러 법칙과 만유인력 법칙 이해
하기

ㄱ. A의 반지름과 B의 긴반지름이 로 같으므로 
공전 주기는 같다.

ㄴ. A, B의 공전 주기는 같고 공전 궤도의 길이는 
A가 B보다 크므로, 평균 속력은 A가 B보다 크
다(A  B ). 그런데 B의 b지점에서의 속력
(b)은 B의 평균 속력보다 작으므로

  A  B b이다.
ㄷ. B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의 크기는 a에서가 b에

서보다 크므로 가속도의 크기도 크다. 
7. [출제의도] 전기장 내에서 전하를 띤 물체의 운

동 이해하기
  (나)에서 입자가 등속도 운동하므로 입자에 작
용하는 알짜힘은 0이다. 따라서 중력과 전기력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다. 입자의 전하량만을 
증가시키면    로부터 전기력의 크기가 증
가하여 입자에 작용하는 알짜힘은 중력과 반대 방
향이 된다. 따라서 입자는 속도가 일정하게 감소
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8. [출제의도] 특수상대성 이론 이해하기
ㄱ. 우주선에 대해 정지한 관측자는 영희이므로 

영희가 측정한 우주선의 길이가 고유 길이이다. 
따라서 철수가 측정하면 길이 수축이 일어나므
로  ′   이다.

ㄴ. 빛 시계에 대해 정지한 관측자는 철수이므로 
철수가 측정한 시간이 고유 시간이다. 따라서 
영희가 측정하면 시간 팽창(지연)이 일어나므
로  ′   이다.

ㄷ. 철수가 관찰할 때는 빛이 연직 방향으로 이동
하고, 영희가 관찰할 때는 비스듬히 이동한다. 
따라서  ′   이다.

9. [출제의도] 표준 모형 이해하기
ㄱ. A는 전자, B는 양성자, C는 쿼크이고, 기본입

자는 쿼크와 렙톤으로 구성되므로 A와 C는 기
본입자이다. 

ㄴ. 쿼크 사이에 작용하는 강력을 매개하는 입자
는 글루온이다.

ㄷ. 전기장의 방향과 반대방향으로 힘을 받는 입
자는 전자 즉, A이다. 

10. [출제의도] 전자기 유도 현상 이해하기
ㄱ. 구리관에는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발생하여 구리관 내부의 자기장의 
방향은 왼쪽이 된다.

ㄴ, ㄷ. 자석이 A~C구간을 운동하는 동안 운동 방향
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 따라서 속력이 
점점 감소하므로 평균 속력은 A>B>C이다.

11. [출제의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이해하기
ㄱ, 스위치를 닫으면 솔레노이드의 위쪽은 N극이 

되고, 용수철이 늘어났으므로 자석의 A는 S극
이다. 

ㄴ. 자석에 작용하는 힘의 합력이 0이므로, 용수철
이 자석에 작용하는 힘(탄성력)=솔레노이드와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자기력)+중력 이
다.

ㄷ. 저항이 감소하면 전류의 세기가 커져 자기력
이 증가하므로 용수철이 더 늘어난다. 

12. [출제의도] 에너지 준위와 양자화 이해하기
ㄱ. 에너지 준위 차이가 가장 큰 전이 과정에서 

방출된 A의 에너지가 가장 크다.
ㄴ.   로 전자가 전이할 때 방출되는 빛은 자

외선 영역,    에서   로 전이할 때 
방출되는 빛은 가시광선 영역이다.  

ㄷ. 진동수가 큰 B의 굴절률이 진동수가 작은 C
의 굴절률보다 크므로 B는 Ⅱ의 경로로 진행한
다. 

13. [출제의도] 음파와 초음파 이해하기
ㄱ. A는 음파이므로 종파이다. 
ㄴ. 공기의 온도가 같으므로 속력은 같다.
ㄷ. A가 B보다 파장이 길고, 파장이 길수록 회절은 

잘 일어난다. 
14. [출제의도] 소리의 공명 현상 이해하기
ㄱ. 빨대 안의 공기 기둥에 공명 현상이 일어나서 

정상파가 만들어진다. 
ㄴ. 빨대의 길이가 짧아질수록 파장이 짧아져서 

높은 소리가 난다. 
ㄷ. 관의 진동에서 공명 현상이 일어날 때 열린 

부분에서는 배가 만들어진다.
15. [출제의도] 정전기 유도 현상과 에너지띠 이

해하기
  A는 정전기 유도에 의해 막대에 끌려 달라붙었
으므로 절연체이고, B는 정전기 유도에 의해 막대
로 끌려왔다가 다시 떨어졌으므로 도체이다. 도체
인 B의 에너지띠 구조는 a이다.
16. [출제의도] 반도체와 트랜지스터 이해하기
①, ② 이미터와 베이스 사이에 순방향 전압이 걸

려 있으므로 A, B, C는 각각 p, n, p형 반도체
이다. p형 반도체에서는 주로 양공에 의해 전하
가 운반되며, 양공은 베이스 쪽으로 이동한다.  

③ C는 p형 반도체이므로 실리콘(Si) 등에 원자
가전자가 3개인 알루미늄(Al)이나 붕소(B) 등
을 첨가하여 만든다.

④ 이미터에서 베이스로 이동하던 대다수의 양공
은 컬렉터 쪽으로 확산되고 소수의 양공만이 베
이스 쪽으로 이동한다. 따라서 c는 b에 비해 
매우 크다.

⑤ 베이스와 컬렉터 사이에는 역방향 전압이 걸려
있다.

17. [출제의도] 마이크의 작동 원리 이해하기
  마이크는 소리 신호를 전기 신호로 전환시켜주는 
장치로 마이크의 진동판이 진동하면 코일에 교류가 
발생하고 이는 패러데이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18. [출제의도] 광전효과의 원리 이해하기
ㄱ. 광전효과는 빛의 입자성을 나타낸다.
ㄴ. 광자의 진동수가 금속의 문턱 진동수보다 크

면 광전자가 방출된다. 
ㄷ. 물체의 위치가 변하면 반사되는 빛의 세기와 

방출되는 광전자의 수가 달라지므로 광센서에
서 발생하는 전류도 변한다.

19. [출제의도] LCD의 작동 원리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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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빛이 투과하지 못하므로 액정 사이에 전압이 
걸려 있는 상태이다. 

ㄴ. 편광판의 회전에 따라 편광판을 통과하는 빛
의 세기가 증가하여 보이지 않던 숫자가 보이
기 시작한다.

ㄷ. 편광판을 90° 회전시키면 최대 밝기로 보이고, 
180° 회전시키면 가장 어두운 상태로 보인다.

20. [출제의도] 빛의 3원색과 영상장치 이해하기
ㄱ, ㄴ. A와 C를 합성하면 자홍색, B와 C를 합성

하면 청록색이므로 A는 빨간색, B는 초록색, C
는 파란색이다. 따라서 파장의 길이는 A > B >
C이다.

ㄷ. 빛의 3원색을 모두 합성하면 흰색이다.

화학I 해설

1. [출제의도] 화합물의 개념 적용하기
  산소(O)는 1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원소이며, 
물(HO)과 이산화 탄소(CO)는 2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이다.
2. [출제의도] 원자핵의 구조 분석하기
  H은 질량수 1, 양성자 수 1, 중성자 수 0이며, 
H 은 질량수 2, 양성자 수 1, 중성자 수 1이다.
3. [출제의도] 원자의 구성 입자 발견과 관련된 

실험 이해하기
  음극선은 질량을 가진 전자(X)의 흐름이며, 원자
핵(Y)은 (+)전하를 띠므로 같은 전하를 띠는 
입자와 전기적으로 반발한다. 톰슨의 원자 모형으로 

입자의 경로가 크게 휘거나 튕겨 나오는 결과를 
설명할 수 없다. 
4. [출제의도] 기체의 성질을 이용하여 자료 해석

하기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두 기체의 부피가 같을 
때 기체의 밀도는 분자량에 비례한다. XO의 분자
량은 O의 2배이므로 원자량은 X가 O의 2배이다.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 (가)와 (나)는 같은 부피 
안에 같은 수의 기체 분자가 들어 있으므로 (가)
와 (나)의 전체 원자 수 비는 O  XO    이다. 
 
5. [출제의도] 수소 원자의 전자 배치 이해하기
  수소 원자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는 이므로 


은 들뜬 상태의 전자 배치이다.   →  

의 전자 전이에서 자외선 영역의 빛이 방출된다. 
 오비탈은 핵으로부터의 거리와 방향에 따라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다르다. 
6. [출제의도] 요소 합성 반응 자료 분석 및 양적 

관계 적용하기
  화학 반응식의 계수는  ,   ,   이다.  
화학 반응식의 계수 비는 몰수 비와 같으므로 요소 
45g(0.75몰)이 생성될 때 반응한 질소는 21g(0.75몰)
이다. 
7. [출제의도] 화학 결합의 성질을 이용하여 물질 

분류하기
  LiCl은 이온 결합 물질이며 CH과 O는 공유 
결합 물질이다. CH은 극성 공유 결합, O는 
무극성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이다. CH에는 
4개의 공유 전자쌍만 있다. 
8. [출제의도] 다전자 원자의 바닥 상태 전자 배

치 해석하기
  바닥 상태 전자 배치는 A가 이고, B는 
 이며, C는 이다. A는 
 오비탈에 홀전자가 2개 있으며, B는 3주기 원소

이다. 중성 원자에서 전자 수, 양성자 수, 원자 번호는 
모두 같으므로 C의 원자 번호는 13이다.
9. [출제의도] 헬륨 원자핵의 생성 과정 해석하기
  는 양성자, ○는 중성자이며 양성자( )는 모든 
원자에 존재하지만 H에는 중성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A와 B는 양성자 수가 같으므로 핵전하량 
비는 1:1이다. C는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가 A의 
2배이므로 질량수 비는 A  C    이다.
10. [출제의도] 화합물의 조성비를 분석하여 분자

식 구하기
  질소 산화물과 성분 원소의 질량 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나) (다)
N의 질량 0.7 0.7 0.7

NxOy의 질량 1.9 1.5 

O의 질량 1.2 0.8 -0.7
NO , NO , NO에서 일정량의 질소와 결합한 산소
의 원자 수 비는     이므로 (가)는 NO, (나)
는 NO , (다)는 NO이다. (다)에서 0.7g의 질소
와 결합한 산소의 질량은 0.4g이므로 는 1.1이
다. 분자식에서 (다)는 (나)보다 N 원자가 1개 더 
많으므로 분자량은 (나) < (다)이다. 
11. [출제의도] 원소 분석을 통해 탄소 화합물의 

화학식 구하기
  C , H, O로 구성된 X는 연소 과정을 통해 C는 
CO가 되어 NaOH관에 흡수되며, H는 HO이 되어 
CaCl관에 흡수된다. 
X에 포함된 C의 질량은 mg×


 mg이며, 

H의 질량은 mg×


 mg이고, O의 질량은 

mg이다. 원자 수 비는 C  H  O 


 


 



     이므로 X의 실험식은 CHO이다.
 C , H로 구성된 Y는 C와 H의 질량이 각각 18mg, 
3mg이므로 ㉠은 21이고 실험식은 CH이다. 같은 
질량의 X와 Y에 포함된 탄소의 질량 비는 
X  Y 


 


    이다. 

12. [출제의도] 탄소 동소체의 구조와 특성으로 
분류 기준 설정하기

  풀러렌(C)과 그래핀에서 탄소 원자 1개는 3개의 
원자와 결합하고, 다이아몬드는 4개의 원자와 결
합한다. 1몰의 질량은 풀러렌(C)이 × g
이고, 그래핀(C)과 다이아몬드(C)는 12g이다. 
13. [출제의도]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과 에너

지 준위 분석하기
  전자 전이 P에서 방출되는 빛의 파장 은 발머 
계열(가시광선 영역) 중 가장 긴 파장에 해당하므로 
P은 =3 → =2의 전자 전이이다. 방출되는 에
너지 비는 P:P = 









:









 = 20:27이

다. 빛의 진동수는 파장에 반비례하며   이므로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는 P에서가 P에서보
다 작다. 
14. [출제의도] 이온화 에너지, 원자가 전자 수, 

전자 배치 이해․적용하기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에서 크게 증가하므로 
원소 A의 원자가 전자는 5개이며, 바닥 상태에서 
원자가 전자의 배치는 이다.  
15. [출제의도]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을 이용하

여 실험 결과 도출하기
  (나)에서 는 (-)극으로 이동하므로 Na이다. 

염화 나트륨은 이온 결합 물질이므로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없다. NaCl을 전기 분해하면 
(+)극에서 Cl(g)가 생성된다.  
16. [출제의도] 화학 결합 모형을 통해 원소 및 

화합물의 성질 파악하기
  A과 B 은 18개의 전자를 갖는 등전자 이온이
므로 A는 4주기 1족 원소인 칼륨(K)이고 B는 3주기 
17족 원소인 염소(Cl)이다. 원자 반지름은 AK가 
B Cl보다 크다. AB KCl 는 이온 결합 물질이므로 
고체 상태에서 힘을 가하면 쉽게 부서진다. 
17. [출제의도] 주기율표를 통해 원소의 특성 이

해 및 적용하기
  A는 수소(H), B는 리튬(Li), C는 산소(O), D는 
플루오린(F)이다. BC LiO 는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결합한 이온 결합 물질이다. 
  CD OF  한 분자에는 C(O) 원자에 2개, D(F)
원자 2개에 총 6개의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한다. 
18. [출제의도] 루이스 구조를 통해 공유 결합의 

성질 이해하기
  A는 탄소(C), B는 산소(O), C는 질소(N), D는 
플루오린(F)이다. AD CF 에는 4개의 AD  
결합이 있으므로 공유 전자쌍 수는 4개이다. 원자가 
전자 수는 B O 가 6개이고 C N가 5개이다. 
  D F는 C N보다 전기 음성도가 크므로 
CD NF 에서 D F는 부분적인 (-)전하를 띤다. 
19. [출제의도] 원소와 화합물의 자료를 해석하여 

원소의 주기성 비교하기
  이온 결합 물질의 화학식이 CB와 CA이므로 
3주기 금속 원소인 C는 Na이며, 2주기 비금속 
원소인 A와 B는 이온의 전하가 각각 –2, -1이 
므로 A는 O , B는 F이다. A~D의 홀전자 수의 
합이 4이므로 D는 홀전자 수가 0인 Mg이다. 전기 
음성도는 AO  B F이고,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은 크므로 이온 반지름은 
B F  C Na이다. 원자가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하는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클수록 크므로 
C Na  D Mg이다. 
20. [출제의도]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 실험 설계 

및 결과 해석하기
  화학 반응식은 X  Y→ XY이므로 X와 Y는 1:1의 몰수 비로 반응한다. 같은 온도와 압력
에서 기체의 부피는 몰수에 비례하므로 (가)에서 
기체의 부피가 큰 X의 몰수가 Y보다 크기 때문
에 (나)에서 모두 반응한 기체는 Y이다. 
  온도와 압력이 같을 때 같은 부피에서 기체의 
밀도는 분자량에 비례하고, X와 Y는 이원자 분자
이므로 기체의 밀도 비는 원자량 비와 같다. 
  (나)에서 반응 후 혼합 기체에 대한 기체 XY의 
질량 비가 

 이므로 생성된 XY의 질량이 15

이면 남은 기체 X의 질량은 7이다. X와 Y의 
원자량 비가 7:8이므로 생성된 XY가  15일　때 
반응한 X는 7, Y는 8이며, (가)~(다)에서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는 다음과 같다. 

단계 질량 비 부피 비 밀도 비X Y XY
(가) 과정 14 8 0

(나)
반응 -7 -8 +15
결과 7 0 15 3 



(다)
과정 +8
반응 -7 -8 +15
결과 0 0 30 4 



  반응 후 기체의 밀도 비는 (나): (다)=44: 4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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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과학I 해설

1. [출제의도] 연역적 탐구 과정 이해하기
  이 탐구 과정은 가설을 설정하고 실험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는 연역적 탐구 과정이다. 집단 A는 
대조군, 집단 B는 실험군이다. 실험 결과인 땀으로 
손실되는 수분량은 종속 변인이다. 
2. [출제의도] 체세포 분열 관찰 실험 이해하기
  양파의 뿌리 끝(㉠)에는 생장점이 있으므로 분
열 조직이 있다. 표본을 손가락으로 눌러 주는 이
유는 세포를 한 층으로 얇게 펴주기 위함이다. 체
세포 분열 과정 중 세포의 유전자 구성은 달라지
지 않으므로 A(전기)의 세포와 B(후기)의 세포는 
유전자 구성이 같다.
3. [출제의도] 생명 현상의 특성 이해하기
  서식 환경에 따라 코끼리거북의 목 길이와 등갑
의 구조가 달라지는 것은 적응과 진화의 예이다. 
①은 생식, ②는 발생과 생장, ③은 자극에 대한 
반응, ④는 적응과 진화, ⑤는 항상성의 예이다.
4. [출제의도] 생물의 구성 체제 이해하기
  심장은 순환계를 구성하는 기관, 잎은 식물의 
영양 기관이다. 조직은 형태와 기능이 비슷한 세
포들로 구성된다. B는 잎의 울타리 조직으로 기본 
조직계, C는 표피 조직으로 표피 조직계에 속한
다.
5. [출제의도] 암세포의 특성 이해하기
  한 층을 이루면 분열을 멈추는 ㉠은 세포 주기
가 정상적으로 조절되는 정상 세포이다. 따라서 
(가)의 정상 세포를 새로운 배지에 옮겨 배양해도 
한 층을 이루면 분열을 멈춘다. ㉡은 세포 주기가 
계속 반복되어 빠르게 분열하는 암세포이며, 암세
포의 세포 주기에도 S기가 있다.
6. [출제의도] 세포의 특성 이해하기
  (가)는 ㉡, (나)는 ㉠, (다)는 ㉢이다. A는 적
혈구, B는 뉴런, C는 바이러스이다. 뉴런(B)과 바
이러스(C)에는 모두 유전 물질이 있다.
7. [출제의도] 염색체와 세포 주기 이해하기
  뉴클레오솜은 히스톤 단백질(㉠)과 DNA(㉡)로 
구성된다. 염색체가 많이 응축된 A는 중기 세포이
고 핵형 분석에 적합하다. 세포 1개가 가지는 
DNA양은 DNA 복제가 일어나기 전인 B(G1기)보
다 복제가 일어난 후인 A(중기)에서 많다. 
8. [출제의도] 무릎 반사 과정 이해하기
  A는 감각 뉴런으로 후근을 구성하고, B는 연합 
뉴런, C와 D는 체성 신경계에 속한다. 무릎 반사 
경로는 A → C와 A → B → D이다. 근육 ㉠이 수축
하면 다리가 내려간다.
9. [출제의도] 독립 유전과 연관 유전 이해하기
  (가)에서는 ABD, abD의 2종류, (나)에서는 
AbD, Abd, aBD, aBd 4종류의 생식 세포가 생성
된다. (가)를 자가 교배하면 자손의 표현형 분리
비는 A_B_D_ : aabbD_ = 3 : 1로 나타난다. (가)와 
(나)의 교배 결과 씨 모양이 주름지고, 꽃 색깔이 
붉은색인 식물이 나올 확률은 25%이다.

(나)
(가) bD bd BD Bd

BD BbDD BbDd BBDD BBDd

bD bbDD bbDd BbDD BbDd

10. [출제의도] 세포 분열 과정 이해하기
  ㉠은 2개의 염색 분체로 이루어진 1개의 염색
체이고, 상동 염색체의 접합은 세포 C에서 나타난
다. A와 C는 S기를 거친 세포이고 핵상은 모두 

2n이므로, A와 C의 염색체 수와 염색분체 수가 
각각 같다. 염색체 수는 B가 D의 2배이고, DNA
양은 서로 같다. 
11. [출제의도] 골격근의 구조 이해하기
  ㉠은 마이오신이 있는 암대(A대), ㉡은 액틴 필
라멘트로만 구성된 명대(I대)이다. 근육이 수축하
거나 이완해도 A대의 길이는 변하지 않는다. 골격
근의 근육 섬유는 여러 개의 핵을 가진 다핵 세포
이다.
12. [출제의도]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 이해하기
  (가)는 소화계, (나)는 호흡계, (다)는 배설계이
다. 소화계에서 흡수되지 않은 물질은 소화계를 
통해서 배출된다. 호흡계에서 흡수된 O2는 순환계
를 통해 운반되어 조직 세포로 확산된다. 세포 호흡 
시 영양소에서 방출된 에너지의 일부는 ATP에 저
장되며, 나머지는 열로 방출된다. 
13. [출제의도] 상염색체 유전 이해하기 
  대립 유전자 T만 2개 가진 ㉠이 정상이므로 T
는 정상 대립 유전자, T*는 유전병 X 대립 유전자
이다. T를 1개 가진 ㉡에서 유전병 X가 나타났으
므로 ㉡은 TT*를 지니고 있고, 유전병 X는 상염
색체 우성 유전이다. 가족 구성원의 유전자형은 
다음과 같다.　

  ㉡의 동생이 1명 태어날 때 정상 남자일 확률
은 25%이다.
14. [출제의도] 신경 흥분 전달 이해하기
  시냅스 전 뉴런은 신경 세포 b, 시냅스 후 뉴런
은 신경 세포 a이다. 실험 Ⅱ에서 물질 X를 처리
하면 신경 전달 물질이 시냅스 틈으로 방출되지 
않아 시냅스 후 뉴런에서 Na+ 통로를 통한 이온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X를 처리하지 않았을 때
는 시냅스 전 뉴런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정상적
으로 방출되어 시냅스 후 뉴런에서 활동 전위가 
측정된다.
15. [출제의도] 다인자 유전 이해하기
  피부색 유전은 세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 결
정되는 다인자 유전이다. P에서 생성될 수 있는 
생식 세포의 유전자형은 ABD, ABd, AbD, aBD, 
Abd, aBd, abD, abd로 8가지이다. P를 aabbdd인 
개체와 교배하여 태어날 수 있는 자손의 유전자형
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 유전자의 수가 3개, 
2개, 1개, 0개인 경우가 존재하므로 자손의 표현
형은 총 4가지이다.
16. [출제의도] 흥분의 전도 이해하기 
  A는 Na+통로, B는 K+통로이다. A와 B를 통한 
이온의 이동 방법은 확산이므로 ATP가 이용되지 
않는다. Na+의 농도는 항상 막 바깥쪽이 막 안쪽
보다 높으며, K+의 농도는 항상 막 안쪽이 바깥쪽
보다 높다.
17. [출제의도] 멘델 유전 실험 이해하기 
  보라색 꽃 대립 유전자는 A, 흰색 꽃 대립 유전
자는 a라고 하면, 순종인 보라색(AA)과 순종인 
흰색(aa) 꽃의 완두를 교배하여 얻은 종자를 심어 
얻은 개체(F1)의 꽃 색은 모두 보라색(Aa)이다. 
F1을 자가 수분하여 자손(F2)을 얻을 때, F1(Aa)
과 유전자형이 같을 확률은 50%이다.

A a

A AA Aa

a Aa aa

18. [출제의도] 혈당량 조절 이해하기 
  혈당량 조절 중추는 간뇌이다. 호르몬 A는 인슐
린, 호르몬 B는 글루카곤이다. 인슐린은 간에서 
글리코젠의 합성을 촉진하여 혈당량을 감소시킨
다. X는 부교감 신경, Y는 교감 신경이다. 운동 
시 글루카곤의 분비량은 교감 신경의 흥분에 의해 
증가한다.
19. [출제의도] 염색체 돌연변이 이해하기
  T와 t의 DNA 상대량이 ㉡과 ㉢에서 같으므로 
㉡이 ㉢으로 되는 감수 1 분열 과정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났다. A와 정상 난자가 수정되어 태
어난 아이는 18번 염색체가 3개인 에드워드 증후
군이다. 상염색체 수

성염색체 수 는 ㉡은 
 , ㉣은 

 이
다.
20. [출제의도] 반성 유전 이해하기
  각 개체의 유전자형은 ㉠이 XRXR, ㉡이 XWY이
며, ㉢과 ㉣은 각각 XRXW와 XRY 중 하나이다. ㉢
과 ㉣은 모두 붉은 눈이므로 R는 W에 대해 우성
이다. ㉢과 ㉣을 교배하여 자손을 얻을 때, 자손
에서 붉은 눈 암컷(XRXR) : 붉은 눈 암컷(XRXW) :
붉은 눈 수컷(XRY) : 흰 눈 수컷(XWY) = 1 : 1 : 1 :
1로 나타난다.

지구 과학I 해설

1. [출제의도] 생명 가능 지대 이해하기
  생명 가능 지대란 중심별로부터 액체 상태의 물
이 존재할 수 있는 거리의 범위이다. 별의 광도가 
클수록 생명 가능 지대의 거리는 중심별에서 멀어
지고, 폭은 넓어진다. 행성 a와 b는 중심별에서 
같은 거리에 있지만 중심별의 광도가 다르므로 평
균 표면 온도는 서로 다르다.
2. [출제의도] 지구계 상호 작용 이해하기
  (가)는 지반이 융기하는 과정에서 파도에 깎여 
평탄해진 해안 단구 지형으로 지권과 수권의 상호 
작용 결과이다. (나)의 스트로마톨라이트는 과거 
시아노박테리아(남세균)가 살던 흔적이 화석으로 
굳어 겹겹이 쌓인 것으로 지권과 생물권의 상호 
작용 결과이다.
3. [출제의도] 중생대 지층 이해하기
  경남 고성군 덕명리에는 중생대의 육지 환경(육
지)에서 퇴적된 지층이 나타나고, 공룡 발자국 화
석이 발견된다.
4. [출제의도] 지하자원 이해하기
  석탄은 재생이 불가능한 에너지 자원이며, 석회
석은 시멘트 산업의 원료가 되는 비금속 광물 자
원이다. 철은 철광석을 제련하여 얻을 수 있다. 
5. [출제의도] 조력 발전 이해하기
  (가)는 조력 발전으로 조석 간만의 차이를 이용
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날씨나 계절에 
관계없이 발전할 수 있으므로 발전량을 예측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력 발전은 조석 간만의 
차이가 큰 A 지역이 B 지역보다 유리하다. 
6. [출제의도] 지질 명소 이해하기
  (가)의 고군산 군도에서는 습곡 구조가 발달한 
것으로 보아 과거 횡압력을 받았다. (나)의 백령
도 두무진에는 해수의 침식 작용으로 해식 절벽이 
발달하였다. 규암은 사암의 변성 작용으로 만들어
진다.
7. [출제의도] 화산 유형과 용암의 성질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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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나투보 화산은 격렬한 폭발 모습으로 보아  
SiO2 함량이 많고, 온도가 낮은 성질의 용암이 분
출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화산 가스는 대부분 수
증기이다. SiO2 함량이 많은 용암은 온도가 낮고 
유동성도 작으므로 온도는 X 물리량으로 적절하다.
8. [출제의도] 지진파 이해하기
  지진의 규모는 S파의 최대 진폭(㉠)과 PS시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나)는 S파, (다)는 P파
이므로 (다)가 먼저 도달한다. 지진 피해는 P파보
다 S파에 의해 크게 발생한다. 
9. [출제의도] 판의 경계 이해하기
  A는 발산형 경계인 해령이므로 장력에 의한 정
단층이 발달한다. B는 수렴형 경계인 해구이다. C
는 보존형 경계인 변환 단층으로 판의 생성과 소
멸이 없으므로 화산 활동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
다. 해양 지각의 연령은 해령에서 해구로 갈수록 
증가한다. 
10. [출제의도] 풍화 작용 이해하기
  (나)의 보크사이트[Al(OH)3]는 고령토[Al2Si2O5 (OH)4]의 화학적 풍화 작용에 의해 생성된다. 알
루미늄은 보크사이트를 제련하여 얻을 수 있다. 
화학적 풍화 작용은 고온 다습한 열대 지방에서 우
세하게 일어난다.
11. [출제의도] 사태 이해하기
  포행은 산사면의 토양 내부 수분의 결빙과 해빙
으로 팽창과 수축을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토양이 
매우 느리게 아래로 이동하는 현상이다. 흐름은 
산사면의 토양이 집중 호우 등에 의해 다량의 물
을 머금게 되어 빠른 속도로 아래로 흘러내리는 
현상이다. (나)의 구부러진 나무 모습은 주로 포
행에 의해 나타날 수 있다.
12. [출제의도] 우주 쓰레기 이해하기
  우주 쓰레기는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수명이 
다 된 인공위성이나 발사체의 부산물로, 크기는 
대부분 1cm 미만이다. 지구 주위를 공전하므로 
인공위성이나 우주왕복선 등과 충돌할 수 있어 우
주 개발에 지장을 초래하며, 상호 충돌로 개수가 
증가할 수 있다.
13. [출제의도] 황사 이해하기
  황사는 발원지의 토양이 건조해지고 서풍 계열
의 영향을 많이 받는 봄철에 주로 발생한다. 황사 
발생은 1995년~2014년(B)이 1975년~1994년(A)보
다 많았다. 겨울철 황사 발생 일수는 B 기간이 A
기간에 비해 많았다.
14. [출제의도] 일기도 이해하기
  A는 한랭 다습한 오호츠크 해 기단이다. 장마 
전선은 오호츠크 해 기단의 세력이 강해지면 남쪽
으로 이동한다. 장마 전선의 북쪽은 남쪽보다 일
반적으로 비가 많이 내린다. 오호츠크 해 고기압
의 영향으로 높새바람이 발생하여 영서 지방은 강
릉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온 건조한 날씨를 보인다.
15. [출제의도] 태풍 이해하기
  태풍은 편서풍의 영향으로 북동쪽으로 이동한
다. 진행 방향의 왼쪽인 A는 바람이 상대적으로 
약한 안전 반원, 오른쪽인 B는 바람이 강한 위험 
반원에 해당된다. 태풍의 눈에서는 약한 하강 기
류에 의해 날씨가 맑다.
16. [출제의도] 해일 이해하기
  폭풍 해일은 태풍에 의해 자주 발생한다. 지진 
해일이 해안에 접근하면 해저와의 마찰로 해파의 
전파 속도가 느려진다. 해수면이 높은 만조 때에 
해일이 발생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진다.

17. [출제의도] 온대 저기압 이해하기
  5월 3일 12시에 권층운과 햇무리가 나타난 것
으로 보아 아직 온난 전선은 통과하지 않았다. 5
월 4일 18시에는 두껍게 발달한 짙은 구름(적란
운)과 소나기가 관찰되므로 한랭 전선이 통과한 
직후임을 알 수 있다. 한랭 전선이 통과하면 기온
이 하강하고 기압은 높아진다.
18. [출제의도] 해륙풍 이해하기
  (나)에서는 해풍, (다)에서는 육풍이 분다. 낮의 
해안가 육지에는 저기압이 형성되어 (나)와 같은 
등압면 분포를 보이며 상승 기류로 인해 구름이 
잘 발달된다.

해풍 육풍

19. [출제의도] 해류의 표층 순환 이해하기
  A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순환하는 쿠로시오 
난류를 따라 이동하였다. 평균 속력이 가장 느린 
것은 B이고, C는 북적도 해류를 따라 이동하였다. 
20. [출제의도] 대기오염 이해하기
  A는 성층권 오존으로 자외선을 흡수한다. B의 
오존은 광화학 반응에 의한 2차 오염 물질로, 여
름철 햇빛이 강할 때 오존 분압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