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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및 주요 평가항목
주어진 기하학적 조건을 이해하여 이를 수식화이고, 함수의 미분을 이용하여 최댓값을 
도출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고교과정 중 다항식의 미분, 미분을 응용한 최대, 최
소 등에 관한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이다.
 

[수학 1 -ⅰ]
○ 예시답안
 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CF×FE  

t
,

           

HG×GA 


t  


t.

따라서  

 를 얻는다.

○ 채점기준
를 정확히 유도한다.                                        
를 정확히 유도한다.                                        
이로부터 를 정확히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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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1 -ⅱ] 
○ 예시답안
이를 미분하면
             .
이다. 증감을 조사하면

   
 에서 최댓값을 가짐을 알 수 있고, 

이때의 최댓값은   이다.

○ 채점기준
 을 정확히 유도한다.                                             
도함수의 증감을 조사하여 최댓값을 가지는 를 구한다.                
이때의 최댓값을 정확히 제시한다.                                   

    0    1/2    1

        0     +     0     -    0

       0   1/6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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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 2 ]
■ 개요 및 주요 평가항목
원, 타원, 쌍곡선의 정의를 이해하고 해당 곡선의 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는지, 집합의 연
산 내용이 기하학적으로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고 이에 부합하는 방정식을 해결할 수 있
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고교 과정 중 타원, 쌍곡석, 원의 방정식의 기본 정의, 집합의 기
본적 연산, 이차방정식의 해의 공식 등을 이해하고 있다면 풀 수 있는 문제이다.
 

■ 예시답안 및 채점기준
[수학 2 ]
○ 예시답안
집합 는 

          

를 만족하는 점들의 집합이다. 이를 정리하면

타원 

                   




          --------- (1)

의 그래프를 얻는다. 집합 는

 

             

를 만족하는 점들의 집합이다.  이를 정리하면 쌍곡선 

  

                  




           ---------- (2)

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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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식 (1)과 (2)를 더하면  


를 얻고, 이를 다시 (1), (2) 중 하나에 대입하

면  


를 얻는다. 

이 값을  에 대입하면 


 , 즉,   를 얻는다.

이 방정식의 해는 
±

이고 이 중 문제의 조건에 부합하는 해는

 


 이다.

○ 채점기준
타원의 방정식을 찾을 수 있다.                                       

쌍곡선의 방정식을 찾을 수 있다.                                    

원의 방정식을 찾을 수 있다.                                         

타원과 쌍곡선의 방정식을 이용하여 , 의 값을 구할 수 있다.       

원의 방정식과 연립하여 문제의 조건에 맞는 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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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 Ⅰ ]

■ 개요 및 주요 평가항목

고등학교 교과 과정 [물리Ⅰ]의“에너지”단원에서 유체에 잠긴 물체의 부력에 대한 내

용과,“시공간과 우주”단원에서 행성운동에 대한 케플러의 법칙에 대한 내용의 기본적

인 개념을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응용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물리

Ⅰ-ⅰ]은 교과서에서 인용한 제시문의 부력에 대한 식을 이용하여 물에 잠긴 상자에 공

기를 주입해서 떠오르게 하기 위한 조건을 묻는 문제이다. [물리Ⅰ-ⅱ]에서는 중력을 구

심력으로 하는 행성의 등속 원운동을 이해하여 외계 행성이 주변을 공전하는 중심별의 

질량을 얻을 수 있는 지 묻고자 했다. 일상에서 마주칠 수 있는 구체적인 물리적인 상

황을 고교 과정 물리학의 지식을 이용해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했

다.

■ 예시답안 및 채점기준

[물리 I-ⅰ]
○ 예시답안

상자의 내부 부피 중, 주입한 공기가 차지하는 부피를 , 물이 차지하는 부피를 

라 하자. 물에 잠긴 상자에 작용하는 위 방향의 부력은 이고, 상자에 작용하는 아랫

방향의 중력은 이다. 상자가 위로 떠오르기 위한 조건은   이

고, 임을 이용하면,  을 얻고, 이로부터   


를 얻는

다. 따라서 주입해야 하는 공기의 부피는 최소한 


보다 커야, 상자가 수면을 향해 위

로 떠오르게 된다. 

○ 채점기준

유체에 잠긴 상자에 작용하는 부력을 이해하고, 이를 이용해 상자의 운동을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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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 Ⅰ-ⅱ]
○ 예시답안

행성에 작용하는 중력이 구심력의 역할을 하므로 







를 얻는다(은 행성의 

질량, 은 중심별의 질량, 그리고 는 중력상수이다). 이 식에 공전 주기  



를 대입하면 케플러의 제 3법칙 
 







을 얻는다.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지구에 

대해 이 식을 적용하면 



year
AU

이 된다. 행성 X에 이 식을 적용하면 



 ′

year
AU

을 얻는다. 두 식을 이용하면  ′ 이 되므로, 행성 X가 공전하

는 중심별의 질량은 태양 질량의 8배임을 알 수 있다.

○ 채점기준
등속 원운동을 하는 물체에 대해 운동방정식을 적을 수 있다.

뉴턴의 중력을 이용해 케플러의 제 3법칙을 유도하고, 이를 지구와 외계행성에 대해 적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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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 Ⅱ ]

■ 개요 및 주요 평가항목

[물리Ⅱ]의 “운동과 에너지”단원에서 1차원 충돌에 대한 내용과, “전기와 자기” 

단원에서 로런츠 힘과 자기장 속에서의 전하의 운동에 대한 내용을 출제했다. 고교과

정에서 배운 기본적인 물리학 개념을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있고 이를 응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했다. 투수가 던진 야구공을 타자가 야구 배트로 치는 것과 같

이, 빠르게 다가오는 질량이 작은 물체를 질량이 아주 큰 물체와 충돌시키면 작은 물

체는 충돌 후 상당히 빠른 속력으로 움직이게 된다. [물리II-i]는 이 상황을 운동량 

보존 법칙과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해 설명할 수 있는 지를 묻는 문제이다. [물리

II-ii]에서는 로런츠 힘을 이용해 전기장과 자기장이 함께 있는 공간에서 움직이는 물체

의 움직임을 설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자기장이 있는 공간에 들어온 입자의 원운동을 

기술할 수 있는 지를 묻고자 했다.

■ 예시답안 및 채점기준

[물리 Ⅱ-ⅰ]
○ 예시답안
충돌 후 물체 A,B의 속도를 각각 라 하자.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하면 

    --(1)를 얻는다. 완전 탄성 충돌이므로 충돌 전후 운동에너지

의 총합은 일정하므로 





  




 




 --(2)이다. (1)로부터 

 --(3), (2)로부터 
  

 --(4)을 얻는다. (4)

를 (3)으로 나누면  를 얻고, 따라서  --(5)이다. (5)를 (3)에 

대입하면,    이므로,  


이다. 또, 이 보다 무

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경우에는  이다. 즉, 충돌 후 물체 A는 처음 속력의 

3배의 속력으로 오던 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움직인다.

○ 채점기준
일차원 충돌에 대해 운동량 보존 법칙을 적용할 수 있다. 

완전 탄성 충돌임을 이용하여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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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 Ⅱ-ii]
○ 예시답안
(가) 전하가 움직이는 방향을 방향이라 하고, 자기장의 방향을 방향이라 하면, 전

하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로서, 방향은 방향, 즉 지면위에서 아래에서 위를 

향하는 방향이다. 두 평행판 사이의 전기장의 크기는   


이며 전기력은 

    


로서 방향은 지면위에서 아래를 향한다. 두 힘이 평형을 이뤄 알짜힘이 

0이 되면 평행판 통과전후의 입자의 속도는 일정하다.  로부터  


를 얻는

다. 

(나) 그림 (b)의 자기장 영역에 들어온 입자가 만족하는 운동 방정식은 

 이

다. 따라서 







 


이다. 

○ 채점기준
전기장과 자기장이 함께 있는 공간에서 움직이는 전하에 작용하는 로런츠의 힘을 이해하

고 있다. 

균일한 자기장이 있는 공간에 수직으로 입사한 입자는 원운동을 함을 알고 있고, 이를 

운동방정식의 형태로 기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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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I ]

■ 개요 및 주요 평가항목

고등학교 화학Ⅰ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한 학생이 풀 수 있는 평이한 문제로 출제하였

다. 화학Ⅰ에서 다루어지는 각 단원의 내용을 연결지어 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고등학교 화학Ⅰ 과정에서 “물질의 양과 화학 반응식, 물질의 

대칭과 화학결합, 분자의 구조와 성질, 산화-환원 반응”단원의 내용에 대해 출제하

였다. 주어진 화학 반응에 대한 설명을 균형 화학 방정식으로 표현하고, 원자와 분자

의 입자 수를 나타내기 위하여 몰이라는 단위를 정확히 이해하여 화학식량과 화학 반

응의 양적관계에 관련된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물

질의 화학 결합에 따른 물리적 성질의 연관관계에 대한 추론이 가능한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또한, 산화-환원 반응에서의 양적관계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많이 다루는 물질을 기본 예로 제시하였고, 비

교적 쉽게 풀 수 있도록 평이하게 문제를 출제하였다. 

■ 예시답안 및 채점기준

[화학 Ⅰ-ⅰ]

○ 예시답안

요소와 HNCO의 루이스 전자점식은 다음과 같다.

결합각 a는 전자쌍 3곳을 가지는 탄소 중심 원소에 해당하므로 전자쌍 반발원리에 의

하면 120o에 가깝고, 결합각 b는 전자쌍 4곳을 가지는 질소 중심 원소에 해당하므로 

109.5o에 가깝고, 결합각 c는 전자쌍 2곳을 가지는 탄소에 해당하므로 180o에 가까울 

것이다. 따라서 예상되는 결합각의 크기의 순서는 c>a>b로 예측할 수 있다.

○ 채점기준

루이스 전자점식을 올바르게 제시할 수 있다.

루이스 전자점식을 활용하여 분자의 구조를 이해하고 있다.



2016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전형

논술문제 해설지 (자연  1교시 )

< 10 / 18 >

[화학 Ⅰ-ⅱ]

○ 예시답안

질소 기체와 수소 기체의 반응에서의 암모니아 합성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면 다

음과 같다. N2 + 3H2 → 2NH3

암모니아와 이산화 탄소와의 반응에서 요소와 물이 생성되는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

로 나태내면 다음과 같다. 2NH3 + CO2 → NH2CONH2 + H2O

화학 반응식에 의하면 3몰의 수소로부터 1몰의 요소를 얻을 수 있다. 주어진 수소 

11.2 L는 0.5몰에 해당하므로 합성할 수 있는 요소의 최대 몰수는 0.5×(1/3)이며 

요소의 분자량은 60 g/몰이므로 얻을 수 있는 요소의 최대량은 

0.5×(1/3) × 60 = 10 g 이다.

○　채점기준

화학 반응식을 올바르게 세울 수 있다.

화학 반응식을 활용하여 반응물과 생성물의 양적관계를 이해하고 있다.  

[화학 Ⅰ-ⅲ]

○ 예시답안 

NH2CO2NH4는 다음의 루이스 전자점식을 가지며 양이온과 음이온간의 이온 결합을 가

진다. 요소는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시문에 의하면 이온 결합 화합물이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진 화합물에 비해 높은 

녹는점을 가지므로 요소에 비해 NH2CO2NH4가 더 높은 녹는점을 가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채점기준

분자의 화학 결합을 이해하고 있다.

특정 분자에 대해 화학 결합에 따른 물성을 이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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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Ⅰ-iv]

○ 예시답안

 제시된 반응은 환원 반응이며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N2 + 8H
+ + 8e- → 2NH3 + H2

질소 원자의 산화수가 질소 기체의 0에서 암모니아의 –3으로 감소하며

H+의 +1 산화수가 H2의 0으로 감소한다. 

    

따라서 상기 반응을 위해서는 암모니아 2개가 생성될 시, 8개의 전자가 관여하는 반

응이며 문제에서 1몰의 암모니아가 생성될 때 4몰의 전자가 필요하다.

  

○　채점기준

산화수에 대해 이해 및 활용할 수 있다.

산화-환원 반응식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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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Ⅱ ]

■ 개요 및 주요 평가항목

고등학교 화학Ⅱ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한 학생이 풀 수 있는 문제로 여러 영역에 걸

쳐 고르게 출제하였다. 고등학교 화학Ⅱ 과정에서 “화학 평형과 평형 이동, 산과 염

기의 평형” 단원의 내용에 대해 출제하였다.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발열-흡열 반응과 평형의 이동에 대해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또한 산-염기 평형에서 평형 상수의 활용을 통한 화학종

의 농도를 유추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많이 다루는 기본 틀을 유지하였고, 주어진 조건에 따라 화학적 수식 

계산이 익숙한 학생이라면, 쉽게 풀 수 있도록 평이하게 문제를 출제하였다. 

■ 예시답안 및 채점기준

 

[화학 Ⅱ-ⅰ]

○ 예시답안

제시문에 의하면 수용액에서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의 중화 반응은 발열 반응이므로 

물의 자동 이온화 반응은 흡열 반응이다. 따라서 온도를 상온에서 올리면 자동 이온

화 반응이 정반응으로 더 진행된다.

상온에서 순수한 물의 [H3O
+]는 1×10-7 M 이며 온도를 올리면 이 농도보다 더 높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

○ 채점기준

발열-흡열 반응에 따른 평형 이동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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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Ⅱ-ⅱ]

○　예시답안

페놀프탈레인 지시약의 색이 변하기 위해서, 즉 페놀프탈레인에서 H+을 떼어내기 위해

서는 pH가 8.2~10.0이 되어야 되며, 메틸 오렌지 지시약의 색이 변하기 위해서, 즉 메

틸 오렌지에서 H+를 떼어내기 위해서는 pH가 3.1~4.4에서 가능하다.

즉 페놀프탈레인의 산세기가 메틸 오렌지에 비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채점기준

지시약의 성질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산의 세기에 대해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화학 Ⅱ-ⅲ]

○　예시답안

중화점에서는 CH3CO2Na가 존재하게 되며 이 중 CH3CO2
-는 아래와 같은 물과 반응을 

통해 OH-를 생성시킨다. CH3CO2
- + H2O → CH3CO2H + OH

-

중화점에서 CH3CO2
-의 초기 농도는 0.1 M이며 평형에 이르면

CH3CO2
- 농도는 0.1 – x, CH3CO2H의 농도는 x, OH-의 농도는 x라 놓자. CH3CO2

-는 

CH3CO2H의 짝염기이며 CH3CO2H의 Ka가 1×10-5이므로 CH3CO2
-의 Kb는 Kw/Ka = 1×10-9이

다. 

따라서 평형에서 x2/(0.1-x) = Kb = 1×10-9

이때, x는 0.1에 비해 매우 작은 숫자 이므로, 0.1-x ~ 0.1 

x2 = 1×10-10,  x = 10-5 = [OH-]

[H3O
+] = 10-14/10-5 = 10-9, 따라서 pH = 9

○　채점기준

중화점의 화학적 성질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

평형 상수를 이용한 화학종의 농도를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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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Ⅱ-iv]

○　예시답안

0 mL 100 mL 200 mL NaOH 첨가부피

[CH3CO2
-]

0.0014 M

0.067 M

0.01 M

NaOH 용액이 100 mL까지 첨가됨에 따라 [CH3CO2
-]는 서서히 증가하다 중화점에서 최고

의 값을 나타낸다. 중화점 이후에 200 mL까지 첨가됨에 따라 용액의 부피가 늘어남으

로 [CH3CO2
-]의 농도는 서서히 감소한다.

NaOH 첨가가 0 mL 일 때 CH3CO2H 초기 농도는 0.2 M이며 평형에 이르면 CH3CO2H 농도

는 0.2 – x, CH3CO2
-의 농도는 x, H3O

+의 농도는 x라 놓자. CH3CO2H의 Ka가 1×10-5이

므로  x2/(0.2-x) = Ka = 1×10-5

이때, x는 0.2에 비해 매우 작은 숫자 이므로, 0.2-x ~ 0.2 

x2 = 2×10-6,  x = 1.4×10-3 = [CH3CO2
-]이며,

NaOH 첨가가 100 mL일 때 [화학 II-iii]에서 계산한 0.1-x ~ 0.1 M = [CH3CO2
-]이며,

NaOH 첨가가 200 mL일 때 0.1 M이 2/3만큼 묽혀져 농도는 0.067 M =[ CH3CO2
-]이다.

(참고: 중화점 이후 첨가된 OH-의한 CH3CO2
- 농도 변화는 미미함.)

○　채점기준

중화 적정의 성질을 이해하고 있다.

평형 상수를 이용한 화학종의 농도를 유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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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과학 Ⅰ ]

■ 개요 및 주요 평가항목

생명과학I의 출제는 호흡과 항상성에 관한 이해도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문제는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출제하였으며 기체교환이 확산에 의해 일어나며 사람의 몸은 변화
에 대처하여 항상성을 유지하려 하며 호흡 속도는 산소보다는 이산화 탄소에 의해 조절
된다는 주요 내용을 점검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 예시답안 및 채점기준

[생명과학 Ⅰ -ⅰ]
○ 예시답안: 생성된 이산화 탄소의 대부분은 적혈구 내부에서 물과 만나 탄산
(H2CO3)으로 형성된 뒤 탄산이 수소 이온(H+)과 탄산수소 이온(HCO3-)으로 분리되
어 탄산수소 이온이 적혈구 밖으로 빠져나와 혈장에 녹아 이동을 한다(CO2 + H2O 
--> H2CO3 --> H+ + HCO3-). 그리고 나머지 일부분은 적혈구 내부의 헤모글로
빈에 결합되어 운반되어 진다. 

○ 채점기준: 이산화 탄소가 탄산으로 전환 된 뒤 탄산수소 이온으로 분리되어 탄산수소 
이온이 적혈구 밖으로 빠져나와 움직인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일부의 이산화 탄소가 
헤모글로빈에 결합하여 운반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생명과학 Ⅰ -ⅱ]
○ 예시답안: 산소의 분압이 낮아지면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동하는 산소 분자의 
수가 단기적으로 감소하고 이는 각 조직으로 전달되는 산소 분자 수의 감소를 의미한
다. 그러나 각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산소 요구량은 단기적으로 변화가 없다. 우리 몸
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호흡수를 증가시키고 더불어 심장은 박동수를 늘려 조
직으로 보내는 혈류의 양을 증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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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점기준: 분압이 낮아지면 조직으로 산소가 적게 전달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 문제의 주요 내용은 이것이 호흡수뿐만이 아니라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켜 총 심장 혈류 방출량을 증가시켜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산소 요구량을 맞춘다
는 점이다.

[생명과학 Ⅰ -ⅲ]
○ 예시답안: 성균2015의 대기 조성이 95% 산소와 5%의 이산화 탄소라 하였다. 이는 
지구의 대기와 비교하여 산소는 4배 이상 많고 이산화 탄소는 50배 이상 많은 양이다. 
인간의 호흡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혈중의 이산화 탄소 농도이다. 혈중 이산화 탄
소 농도에 근거하여 뇌에서 호흡 속도가 결정된다. 그러므로 성균2015의 대기 조성에서 
비록 산소의 농도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산화 탄소의 농도가 많이 증가 하였으므
로 호흡의 속도는 빨라진다.

○ 채점기준: 이산화 탄소가 호흡 속도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는 것과 혈중 이산화 탄소
의 농도가 호흡을 증가시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산소도 일부 관여는 하지만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산화 탄소라는 것을 아는지를 알아보는 문항이므로 혈중의 이산화 
탄소를 인식하는지를 대답하는 것에 배점을 하였고 호흡의 속도가 빠르다는 내용에도 점
수를 배정하였다.

[수학 1 -ⅱ]
○ 예시답안

○ 채점기준

[수학 1 -ⅲ] 
○ 예시답안

○ 채점기준



2016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전형

논술문제 해설지 (자연  1교시 )

< 17 / 18 >

[ 생명과학 Ⅱ ]

[생명과학 II -ⅰ]
○ 예시답안: 물질 X는 촉진 확산을 통하여 막을 투과하고 있다. 물질 X가 단순 확산
을 통하여 막을 통과한다면 X 농도 차가 증가할수록 투과속도가 정비례하여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촉진 확산의 경우 농도 차가 낮을 경우 수송 단백질을 통과하여 이동
하므로 단순 확산에 비해 더 용이하게 이동하는 반면 농도 차가 클 경우 세포막에 있
는 수송 단백질의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시킬 수 있는 X의 양이 포화 상태
에 이를 수 있어 더 이상의 속도 증가가 제한된다.

○ 채점기준: 그래프로부터 단순 확산인지 촉진 확산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지를 물어본 
질문으로 촉진 확산이라는 사실을 기술하여야 한다. 그래프 모양으로부터 수송 단백질이 
포화되어서 속도 증가가 제한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

[생명과학 II -ⅱ]
○ 예시답안: 세포막의 인지질층은 내부가 소수성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무기 이온은 
전하를 띠고 있어 친수성이다. 친수성 물질이 소수성 막 내부를 투과하기는 상당히 어
렵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 이온들은 분자량은 작으나 세포막의 인지질층을 직접적으로 
통과하지 못하고 막 단백질인 수송 단백질을 관통하여 세포막을 통과한다.

○ 채점기준: 인지질층의 내부가 소수성임을 언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무기 이
온은 전하를 띠고 있어 친수성이라 소수성 인지질층을 통과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

[생명과학 II -ⅲ]
○ 예시답안: 세포막을 통과할 수 없는 세포 내 거대 분자(분자량이 큰 단백질, 핵산 
등)는 세포내 숫자가 적으므로 세포 내 삼투압에는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
러나 이러한 거대 분자들은 수많은 전하를 띠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전하는 반대
적 전기를 띠는 작은 이온과 결합을 이루게 된다. 반면에 세포 외부의 삼투압은 주로 
작은 이온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이온들은 위에 언급한 이유로 인해 세포로 스며들
게 된다. 그러므로 아무런 작용을 하지 않게 되면 세포내 이온의 농도가 세포 외부보
다 높게 유지되어 삼투압이 높아지게 된다.

○ 채점기준: 거대 분자의 세포내 숫자가 적으므로 세포 내 삼투압에는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은 쉽게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3점을 배정하였다. 그러나 
거대 분자들은 수많은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반대적 전기를 띠는 작은 이온들이 
세포 내부로 스며들게 되어 세포내 이온의 농도가 세포 외부보다 높게 유지되어 삼투
압이 높아지게 된다는 사실은 사고력을 요하는 답이다. 그러므로 6점을 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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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그러므로 아무런 작용을 하지 않게 되면 세포내 이온의 농도가 세포 외부보다 
높게 유지되어 삼투압이 높아지게 된다.  

○ 채점기준: 거대 분자의 세포내 숫자가 적으므로 세포 내 삼투압에는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은 쉽게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거대 분자들은 수많은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반대적 전기를 띠는 작은 이온들이 세포 내부로 스며들게 
되어 세포내 이온의 농도가 세포 외부보다 높게 유지되어 삼투압이 높아지게 된다는 
사실은 사고력을 요하는 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