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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계

■ 자연계 2010학년도 수시논술(자연1)

[문제� 1]� 다음� 제시문을�읽고�물음에�답하시오(25점).

<제시문 1-1> 과학반에서 멘델의 유전법칙에 대한 수업을 듣고 있는 성균이는 과학 선생

님으로부터 실험과제를 받았다. 선생님은 아래 제시문과 같이 설명해 주셨다. 

<제시문 1-2>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동물은 단순한 구조의 다세포 동물로, 2쌍의 상염

색체와 1쌍의 성염색체(암컷 : XX, 수컷 : XY)를 지니고 있다. 이 동물은 몸이 검정색이고 

머리 쪽에 두 개의 붉은색 털을 갖고 있다. 그런데, I 형 돌연변이체는 하얀 몸에 두 개의 

붉은색 털, II 형 돌연변이체는 검은 몸에 다섯 개의 붉은색 털, X 형 돌연변이체는 검은 몸

에 두 개의 노란색 털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돌연변이 표현 형질을 나타내는 대립 유전자

들은 모두 열성이다. 몸의 색, 털의 개수, 털의 색을 결정하는 유전자들은 각각 1번 염색체, 

2번 염색체, X 염색체에 존재한다. 

<제시문 1-3> 이 동물의 일반적인 모습과 비교했을 때 머리 쪽에 털이 짧은 돌연변이체가 

새로 발견되었다. 이번 학기 실험과제는 털의 길이를 결정하는 유전자가 어느 염색체에 존

재하는 지를 알아내는 것이다. 

[문제� 1-i]� 성균이는� 털이� 짧은� 암컷을� 털이� 긴� 수컷과� 교배하였는데,� 이� 때� 얻은� 자손들은� 암컷

과�수컷� 모두� 긴� 털을� 가지고�있었다.� 그런데,� 이들� 긴� 털을� 가진� 자손들을�교배시켜�얻은�그� 다

음� 세대의� 자손들에서는� 털이� 짧은� 개체를� 관찰할� 수� 있었다.� 성균이가� 수행한� 실험� 결과를� 통

해,� 털의� 길이를� 짧게� 만든� 돌연변이� 대립� 유전자에� 대해� 알� 수� 있는� 두� 가지� 주요한� 사실을� 기

술하시오.�

표현 형질 개체수

검은 몸, 두 개의 긴 털 611

하얀 몸, 두 개의 긴 털 298

검은 몸, 두 개의 짧은 털 305

검은 몸, 다섯 개의 긴 털 192

하얀 몸, 두 개의 짧은 털 2

하얀 몸, 다섯 개의 긴 털 107

검은 몸, 다섯 개의 짧은 털 96

하얀 몸, 다섯 개의 짧은 털 1

[문제 1-ii] 성균이는 검은 몸에 두 개의 짧은 털을 가진 암컷을 하얀 몸에 다섯 개의 긴 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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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진 수컷과 교배하였는데, 이 때 얻은 자손들은 모두 검은 몸에 두 개의 긴 털을 가지

고 있었다. 이 자손들끼리 교배시켜 그 다음 세대의 자손들을 얻은 후, 공통적인 표현 형질

을 갖는 개체수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표를 작성하였다. 

성균이가 수행한 실험의 결과를 통해 털의 길이를 결정하는 유전자가 어느 염색체에 있는 

지를 예측하고 근거를 제시하시오. 또한, 적은 개수이지만 ‘하얀 몸, 두 개의 짧은 털’, ‘하얀 

몸, 다섯 개의 짧은 털’ 개체들이 나타나게 된 원인을 설명하시오. 

[문제 2]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25점).

<제시문 2-1> 운동하는 관찰자가 물체의 운동을 관찰하면 속도가 다르게 보이는데, 이러한 

속도를 상대속도라 한다. 상대속도는 (상대속도) = (물체의 속도) - (관찰자의 속도)로 구한

다. 

시각 에서 직선운동을 하는 점 의 가속도를 라 하고, 어떤 시각 에서의 속도를 

라 하면 시각 에서의 점 의 속도 는 




이고, 시각이   

에서   로 변할 때, 변위는 




 이다.

<제시문 2-2> 뉴턴은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 사이에 인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는

데, 이 힘을 만유인력이라고 한다. 질량 인 물체와 질량 인 물체가 거리 만큼 떨어져 

있을 때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는 만유인력 상수). 여기서 힘의 방향은 두 물체를 서로 당기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문제 2-i] 동일한 직선 위를 운동하는 물체 , 가 시각   에서 원점에 있다. 와 의 

초기(  ) 속도는 각각  와  이다. 물체 는  으로 등속도 운동을 한다. 

물체 는 시각   까지  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에서부터는 

 로 등속도 운동을 한다. 초 동안 물체 에서 관찰한 물체 의 상대적인 

변위는 


 

 로 구할 수 있다. 

이 변위가 최대가 되는 와 최댓값을 구하고 풀이과정을 기술하시오. 여기서, 는 양수이고, 

 는 물체 에서 관찰한 물체 의 상대속도이다.  

[문제 2-ii] 좌표평면 위의 동일한 질량 을 가지는 물체  가 놓여 있다. 물체 는 원

점에 놓여 있고, 물체  는  ≤ ≥인 영역 위를 움직인다고 하자. 좌

표평면 위의 점 에 물체 를 놓았을 때,   물체로 인해 에 가해지는 만유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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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가 
가 되는 의 영역의 넓이를 구하고 풀이과정을 기술하시오.

[문제 3]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25점).

<제시문 3-1>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탄성 계수 k인 용수철의 한 끝을 벽에 고정시

키고 다른 끝에 질량 m인 물체를 매단 후 A만큼 잡아당겼다가 놓으면 물체는 단진동 운

동을 한다. 그리고 공기에 의한 저항을 무시하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총 역학적 에

너지는 운동 에너지(K)와 위치 에너지(U)를 합하여 구할 수 있으며, 용수철의 위치 에너지

는   


이다. 여기서 x는 변위이며 k는 용수철의 탄성 계수이다.

<제시문 3-2> 위 제시문과 동일한 조건으로 운동하는 경우 물체는  cos로 단진

동한다. 여기서 각진동수 이다. 이러한 운동에 대한 물리 현상은 뉴턴의 제 2 

법칙을 이용하여 수학적으로 구할 수 있다. 즉, 방정식  을 풀면 그 해는 

 cos가 된다. (는 가속도이다.) 

<제시문 3-3> 실제 실험실에서 단진동 실험을 하면 물체가 공기에 의해 저항을 받으므로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 물체는 정지하며, 공기에 의한 저항력은 속력()에 비례한다. 

(  , 는 저항계수이며 양수이다.) 저항력이 복원력보다 작다고 가정하고 이러한 

운동에 대해 뉴턴의 제 2 법칙을 적용하면 운동방정식과 해는 각각  과 

  cos 이다. 여기서 각진동수  
 이다.

[문제 3-i]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탄성 계수 k인 용수철의 한 끝을 벽에 고정시키고 다

른 끝에 질량 m인 물체를 매단 후 A만큼 잡아당겼다가 놓았다. 공기의 저항을 무시하였을 

때, 역학적 에너지(E), 위치 에너지(U), 운동 에너지(K)를 변위(x)의 함수로 그래프를 그리고, 

물체의 변위가    인 지점에서 일어나는 물리현상을 세 종류의 물리량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속력)을 사용하여 설명하시오. 

[문제 3-ii] 위 문제와 동일한 실험 조건에서 공기에 의한 저항력을 고려하고 저항력이 복원

력보다 작을 때, 물체의 변위(x)를 시간(t)의 함수로 그래프를 그리고, 시간에 따른 진폭과 진

동수의 변화에 대하여 추론하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