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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2-1

[문제 2-(1)] : 광자의 진동수와 파장 사이의 관계, 그리고 에너지와 진동수 사이의 관계를 정확히 제시하였다. 

또한, 비교적 정돈된 형태로 풀이를 제시하였으며, 각각의 값의 단위에 대한 처리도 깔끔하게 전개되었다.

[문제 2-(2)] : 광합성 반응식을 정확하게 제시하였으며, 문제의 의도를 전반적으로 잘 파악하여 풀이를 제시하

였다. 반응 엔탈피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정확한 계산을 통해서 답을 구하였으나, 포도당 3몰에 대한 전체 반응 엔

탈피를 구할 때 단위의 처리가 다소 미숙한 부분이 있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문제 2-(3)] : <보기>에서 제시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보기1>로부터 산소 기체의 산소가 물에서 

유래하는 것을 파악하였고, <보기2>로부터 이산화탄소의 산소 원자가 포도당과 물로 나뉘는 것을 이해하였다. 이

를 기반으로 정확한 화학반응식을 동위 원소까지 고려하여 완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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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2-2

[문제 2-(1)] : 광자의 진동수, 파장, 에너지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 각 값의 단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

탕으로 정확한 값을 도출하였다. 다만, 풀이를 보다 정돈된 형태로 제시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문제 2-(2)] : 문제에서 의도한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다. 광합성의 화학반응식을 제시하였으며, 몰과 엔탈피의 

개념도 잘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논리 전개와 계산을 통해서 정답을 구하였다. 

[문제 2-(3)] : <보기>에서 제시한 내용을 전반적으로는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다. 특히, <보기2>의 내용으로부터 

반응식을 정확하게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문제에서 요구하는 동위 원소가 있는 반응식을 추론하였다. <보기1>의 

내용에 대한 이해는 다소 부족하지만 <보기2>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로 이를 극복한 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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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2-3

[문제 2-(1)] : 광자의 진동수와 파장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고 있으며, 제시문에 제시된 광자의 에너지와 진동수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였다. 보기 좋게 풀이를 제시하였지만, 중간 과정에서 각각의 물리적 값의 단위를 보이며 풀

이를 전개하였다면 더욱 완벽한 답안이 되었을 것이다.

[문제 2-(2)] : 문제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여, 광합성 반응식, 포도당 3몰이 생성될 때의 엔탈피, 흡수한 빛에

너지 등을 순차적으로 잘 구하였다. 최종적으로 정확한 정답을 제시하였으나, [문제 2-(1)]의 답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물리적인 값의 단위가 일부는 제시되고 일부는 누락되어 점 등이 아쉽다. 

[문제 2-(3)] : <보기>에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잘 파악하고 있다. <보기1>로부터 산소 기체가 물

에서 유래하는 것을 파악하였고, <보기2>로부터 이산화탄소의 산소 원자가 포도당과 물로 나뉘는 것을 이해하였

다. 또한 <보기2>의 반응에 대해 정확한 화학반응식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동위 원소를 포

함한 화학반응식을 완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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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4

[문제 2-(1)] : 광자의 진동수와 파장, 그리고 에너지와 진동수 사이의 관계식을 먼저 정확하게 제시하고 풀이를 

잘 정리하여 표현하였다. 각 변수의 단위 또한 잘 고려하여 풀이한 모범 답안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 2-(2)] : 전반적인 답안의 흐름이 논리적으로 전개되었다. 광합성 반응식을 제시하고, 이를 문제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이용하였다. 각 단계별 계산에도 정확한 논리를 문장으로 제시하였으며, 물리적인 값의 단위를 항상 표

시하여 계산의 정확도를 높였다. 전형적인 모범 답안이다.

[문제 2-(3)] : 산소 기체의 산소 원자는 물에서 기인하고, 포도당의 산소 원자는 이산화탄소에서 유래한다는 것을 

<보기>를 통해서 정확히 파악하였다. 생성물 쪽의 물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게 답안에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정확

한 화학반응식을 동위 원소를 포함하여 작성한 것으로 미루어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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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2-5

[문제 2-(1)] : 광자의 에너지와 파장에 대한 관계식을 먼저 유도하였다. 유도에는 광자의 에너지와 진동수 사이

의 관계식, 그리고 진동수와 파장 사이의 관계식을 이용하였다. 하지만 풀이에서는 다시 각각의 관계식을 이용하

여 진동수와 에너지를 순차적으로 구하였고, 처음에 유도한 관계식을 직접 이용하지는 않았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설명이 존재하나, 제시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바탕한 답안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 2-(2)] : 문제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 광합성 반응식에서 포도당과 이산화탄소의 비를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체 포도당 합성 엔탈피를 구하였다. 또한, 흡수한 빛에너지 값도 정확히 도출하여, 최종 답안

을 잘 작성하였다. 광합성 반응식을 답안에 제시하고 계산의 논리를 보다 자세히 기술했다면, 더욱 완벽한 답안이 

되었을 것이다.

[문제 2-(3)] : <보기>에서 제시한 내용으로부터 문제 해결에 필요한 내용을 비교적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다. 특

히, <보기2>로부터 산소 기체가 물에서 유래한 것을 정확하게 추론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반응

식을 잘 완성하였다. <보기1>에 대한 이해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