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 < 1-1>

이 학생은 문장으로 주어진 (1) 와 를 수식으로 정확하게 표현하여 를 올바르게 계산하였

다 이후 도함수 . ′를 맞게 계산하고 이 함수의 정보로부터 , 의 증감 정보를 도출하여 문제가 

요구하는 최댓값을 산출하였다.   

이 학생은 (2) 층으로 이루어진 정사면체의 맨 아래층 삼각형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공의 개수를 나

타내는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확하게 정의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 의 일반항을 올바르게 구하였

다 또한 . 층으로 이루어진 정사면체를 만드는데 필요한 공의 개수를 나타내는 수열 이 의 합으

로 표현된다는 사실을 올바르게 찾아내어 일반항을 계산하였다. 



                               

자연 < 1-2>

이 학생은 문장으로 주어진 (1) 와 를 수식으로 정확하게 표현하여 를 올바르게 계산하였

다 이후 도함수 . ′를 맞게 계산하고 도함수의 정보로부터 , 의 극댓값을 올바르게 계산하였다. 

하지만 도함수의 부호가 원 함수의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   일 때 

함수가 극댓값 최댓값을 갖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이 아쉬운 답안이었다, .    

이 학생은 맨 아래층 삼각형의 각 (2) 번째 줄에 필요한 공의 개수가 개라는 사실을 활용하여 그 , 

합인 을 올바르게 구하였다 또한 전체 정사면체에 필요한 공의 개수가 . 번째 층을 이루는 공의 개

수를 나타내는 의 합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합을 올바르게 계산하였다, . 



                               

자연< 2-1>

와 로의 전환 및 그를 통한 산성 빗물의 생성과 관련한 연속 화학평형에서의 평형2-1: CO2 H2CO3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듯하다 의 물 속으로의 용해 평형 및 로부터의 동일. CO2 H2CO3

한 양 만큼의 및 형성 등에 대한 부분적 화학평형은 이해하는 듯 하며 보다 포괄적H+ HCO3- , 

인 이해와 학습이 요구된다.

문제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도 잘 구하였다 답안 작성 면에서도 2-2: , . 

서술 식으로 쓰려고 노력하였다 나쁘지 않다 그러나 이는 과학논술이므로 모범답안과 같이 수. . 

식과 번호 그리고 적절한 여백을 활용하여 좀 더 일목요연하게 작성했다면 더욱 좋았을 것이다, .

문제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올바른 결과도 구하였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논술 답안을 2-3: . , 

작성할 때에는 모범답안과 같이 기호를 이용하여 수식을 전개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숫자를 입력

하여 결과를 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이 문제에서 빗방울의 질량은 중간과정에 상쇄되어 결. 

과에 들어오지 않는다. 



                               

자연 < 2-2>

문제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도 잘 구하였다 답안 작성 면에서도 2-1: , . 

서술 식으로 쓰려고 노력하였으며 추론의 과정이 과학적이며 쉽게 이해가능하게 기술되어 있다, . 

그러나 과학 논술의 답안에 맞도록 보다 수식과 번호 그리고 적절한 여백을 활용하여 일목요연, 

하게 작성했다면 더욱 좋았을 것이다.

문제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도 잘 구하였다 그러나 이는 과학논술2-2: , . 

이므로 답안 작성에 있어서 수식과 번호 그리고 적절한 여백을 활용하여 좀 더 일목요연하게 작, 

성했다면 더욱 좋았을 것이다.

문제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으나 계산 과정의 오류로 잘못된 답을 얻었다 논술 답안을 작성할 2-3: . 

때에는 모범답안과 같이 기호를 이용하여 수식을 전개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숫자를 입력하여 결

과를 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이 문제에서 빗방울의 질량은 중간과정에 상쇄되어 결과에 들. 

어오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