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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수학과 전형유형 전 전형

  1. (1) 두 집합  에 대하여 함수 

  (2) 집합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A ={(x1,x2)∈ 2｜ x1
2+(x2–1)2 = 1}

         B={(y1,y2)∈ 2｜ y2=0}

    집합 상의 한 점 와 집합 상의 한 점 는, 점 이 직선 상의 한 점인   

    경우에 대응한다. 이 대응관계를 이용하여 함수 를 정의할 수 있는지 설명하라. 

  2. 아래의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명제: "함수 상의 한 점 에서의 접선은 이다."

【문제 해설 및 평가내용】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문제1>에

대한 답변

1. (1) 함수의 정의를 적절히 설명할 수 있는가를 판별하고자 한다.

(2) 위의 대응관계를 A의 모든 점에서 정의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자

하는 문제이다.

<문제2>에

대한 답변

2. 평면상의 도형에 대한 접선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가에 중점을 둔다.

주어진 함수에 대한 접선과 도함수의 관련성을 이해하는 가를 판별하고자

한다.



- 2 -

학과명 물리및에너지학부 전형유형 전 전형

문제 1. (a) 비행기가 이륙하려면 양력이 필요하다. 그림과 같이 비행기 날개의 모양은 상하 비대칭

적인 유선형태 이다. 화살표와 같이 비행기가 진행할 때, 양력이 생기는 이유를 설명하라.

 

(b) 프로야구의 포스트 시즌이 시작되었다. 투수가 던진 공의 진행 방향과 회전 방향이 그림에 표시

되어 있다. 이 공은 어느 방향으로 휘게 되고 그 이유를 설명하라.

문제 2. (a) 그림과 같이 평행판에 균일하게 전하가 대전되어 있다. 이 경우 전기장 의 방향은? 속

도가 인 전자가 이 전기장 가 형성되어 있는 평행판의 중심축을 따라 들어간다. 평행판을 통과하

여 스크린에 도달 할 때 까지 전자의 궤적을 설명하여라.(단. 중력효과는 무시한다.)

(b) 속도가 인 전자가 전기장 와 자기장  (자기장 방향은 지면에 수직하게 들어가는 방향)가 동

시에 존재하는 영역을 통과한다. 이 전자가 직선운동을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때 전자의 

속도를 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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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및 평가내용】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문제1>에

대한 답변

문제 1. (a) 비행기가 이륙하려면 양력이 필요하다. 그림과 같이 비행기 날개의

모양은 상하 비대칭적인 유선형태 이다. 화살표와 같이 비행기가 진행할

때, 양력이 생기는 이유를 설명하라.

(답)

날개의 위쪽을 통과하는 공기는 위로 볼록하게 생긴 날개를 통과하여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므로 날개 위쪽의 공기의 속력 v1은 날개

아래쪽의 공기 속력 v2에 비해 크다. 따라서 베르누이 방정식에 따라서 날개

위쪽의 압력 p1이 날개 아래쪽의 압력 p2에 비해 낮다.

따라서 위쪽으로 향하는 양력 F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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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문제1>에

대한 답변

문제 1. (b) 프로야구의 포스트 시즌이 시작되었다. 투수가 던진 공의 진행 방향

과 회전 방향이 그림에 표시되어 있다. 이 공은 어느 방향으로 휘게 되

고 그 이유를 설명하라.

(답) 공기와 공과의 마찰로 인하여 공 주위의 공기는 공과 같은 방향으로 회전한다.

공의 진행방향으로 고려한 공의 위쪽의 압력 p3이 아래쪽의 압력 p4보다 크게

된다. 따라서 아래쪽으로 향하는 힘이 작용하여 아래쪽으로 휘게 되는 sink볼이

된다.

따라서 베르누이 방정식을 고려하면 위쪽의 압력이 아래쪽 압력보다 더 거지게

된다. 그래서 공은 아래쪽으로 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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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문제2>에

대한 답변

문제 2. (a) 그림과 같이 평행판에 균일하게 전하가 대전되어 있다. 이 경우 전기장
의 방향은? 속도가 인 전자가 이 전기장 가 형성되어 있는 평행판의 중심축을

따라 들어간다. 평행판을 통과하여 스크린에 도달 할 때 까지 전자의 궤적을 설명하

여라. (단. 중력효과는 무시한다.)

(답) 전기장

전기력선의 방향은 +전하에서 -전하를 가리키는 방향이다.

전기력   가 작용된다. 따라서 +y방향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된다. 평행

판을 통과한 후에는 힘이 작용하지 않으므로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된다.

문제 2. (b) 속도가 인 전자가 전기장 와 자기장  (자기장 방향은 지면에 수직하게

들어가는 방향)가 동시에 존재하는 영역을 통과한다. 이 전자가 직선운동을 하는 조건

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때 전자의 속도를 구하라.

(답)

전기력   이 +y방향으로 작용하고 자기력   의 자기력이 -y 방향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직선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력과 자기력의 크기가 같아야 한다.

직선운동을 하기 위한 조건은   ⇒  


가 성립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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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화학과 전형유형 전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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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올 에탄올

[제시문1]

일반적으로 시료에는 너무나 많은 원자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원자를 세는 단위로는 "몰 (mol)"을 사용한

다. 몰은 정확히 12g의 순수한 12C 중에 들어있는 탄소 원자의 수로 정의한다. 원자를 정확히 셀 수 있

는 질량분석법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이 수는 6.022 x 1023으로 결정되었으며, 화학에 많은 기여를 한

Avogadro의 이름을 따서 이 수를 "Avogadro 수 (Avogadro's number)"라고 부른다. 즉 어떤 물질 1

mol은 그 물질 6.022 x 1023개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달걀 한 꾸러미가 10개인 것처럼 달걀 1

mol은 6.022 x 1023개인 것이다.

이와 같은 몰과 Avogadro 수의 개념 하에서 다음 [물음1]에 답하시오.

[물음1]

주사 터널링 현미경[scanning tunneling microscope (STM)] 기술을 사용하면 각각의 원자를 조작하거나 재

배치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글씨를 쓸 수 있다.

- STM으로 크세논 원자 35개를 움직여 쓴 글씨(IBM) -

(a) 철 원자 1.05 x 10-20g (철 1몰의 질량 = 55.85g)을 이용하여 글씨를 쓴다면, 철 원자 몇 개가 사용되는

지 그 풀이 과정을 설명하시오. (구체적인 계산 결과를 요구하는 것은 아님)

(b) 백금 원자(백금 1몰의 질량 = 195.1g)를 이용하여 직사각형 모양의 백금 표면을 만들려고 한다. 직사각

형의 가로 방향으로는 20개씩의 백금 원자가 배치되고 세로 방향으로는 14개씩의 백금 원자가 배치된다.

표면 전체에 있는 백금의 질량은 얼마인지 그 풀이 과정을 설명하시오. (구체적인 계산 결과를 요구하는

것은 아님)

[제시문2]

알코올(alcohol)은 포화 탄화수소의 수소 원자가 히드록시기(-OH)로 치환된 유기 화합물이다. 사슬형 알코

올의 일반식은 CnH2n+1OH이다.

메탄올과 에탄올은 탄소 수가 작은 알코올의 예로서, 무색이며 물에 잘 용해되는 성질을 가진다. 반면 알코

올의 탄소 수가 많아질수록 물에 대한 용해도는 줄어든다.

[물음2]

(a) 메탄올과 에탄올이 물에 매우 잘 녹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b) 메탄올의 끓는점은 64.7도, 에탄올의 끓는점은 78.4도이다. 메탄올과 에탄올이 섞여 있는 혼합물에서 순

수한 메탄올과 에탄올을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그 실험 방법을 상세히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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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및 평가내용】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물음1>에

대한 답변

[해답1]

(a) 1.05x10-20g 철 x (1몰 철/55.85g 철) x (6.022x1023개 철 원자/1몰 철)

= 113개 철 원자

(b) 백금 원자의 총수 = 280개 (20개 x 14개 = 280개)

280개 백금 원자 x (1몰 백금/6.022x1023개 백금 원자) x (195.1g 백금/1몰 백금)

= 9.071x10-20g 백금

<물음2>에

대한 답변

[해답2]

(a) 탄소 원자 수가 작은 알코올은 히드록시기에 의해 극성이 강해 물과의 분자간

힘 (쌍극자-쌍극자 인력, 수소 결합)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물과 잘 섞인다.

(b) 메탄올(끓는점: 64.7 °C)이 에탄올(끓는점: 78.4 °C)에 비해 탄소와 수소를 적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메탄올의 끓는점이 에탄올보다 낮다. 이러한 끓는점 차이를

이용하여 분별증류를 통해 메탄올을 먼저 분리한 후, 에탄올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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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지질학과 전형유형 전 전형

1. 지구외의 행성에서 지구에서와 같은 산맥구조를 발견할 수 있을까? 만일 그 행성에서 산맥이

발견되었을 경우 지구와 어떤 점이 같아서, 발견되지 않았을 경우는 어떠한 점이 달라서이며

그러한 차이는 왜 나타날 것인가?

2. 지구는 암권, 기권, 수권, 및 생물권의 4가지 권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암권과 기권의 상

호작용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지속되어 오고 있으며 지구의 여러 가지 지구환경의 변화를

일으켜왔다. 현재의 온난화 등의 전지구적 기후변화가 지속될 경우 기권이 암권에 미칠 수 있

는 영향을 말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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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및 평가내용】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물음1>에

대한 답변

산맥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맨틀의 대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산맥이 있는 행성

의 경우 지각의 하부에 맨틀이 존재하며 대류가 일어나야 한다. 산맥이 없는 행성

의 경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며, 우선, 기체로 주로 이루어져 있는

행성은 암권이 존재하지 않아 산맥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행성이 형성된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 지각이 존재하지 않아 산맥이 없을 것이며, 행성이 형성 된지

오래되어 맨틀이 식어도 산맥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일부 맨틀이 존재하여도

대류가 없으면 역시 산맥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물음2>에

대한 답변

본 문제는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통하여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기초적인 상식을

기반으로 학생의 사고력을 묻는 문제로 다양한 답이 있을 수 있을 수 있으며 아

래는 그 일부 예시이다.

예시: 현재의 전지구적 변화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의 증가로 인한 온난화에 기

인한다. 온난화에 의하여 기온의 온난화 및 호우의 증가 등이 발생한다. 온

도의 증가와 물의 증가는 암석의 화학적 풍화를 가속화시킨다. 또한 유체의

급격한 흐름은 암석의 물리적 풍화를 가속화 시킬 수 있다. 암석으로부터

풍화에 의하여 결합력이 약해진 입자는 유체의 흐름에 의해 쉽게 운반되어

질 수 있는데 호우는 이러한 운반이 용이하게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한다. 전반적으로 온난화가 암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암권, 특히, 지표면

의 변화를 가속화하는 영향을 끼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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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통계학과 전형유형 전 전형

1. 자료의 중심 위치를 나타내는 대표값으로서 평균(mean)과 중앙값(median)이 많이 사용된다.

평균과 중앙값은 무엇인가? 주어진 자료에서, 최대값이나 최소값 중 한 값을 극단적인 값으로

(최대값인 경우는 더 크게, 최소값인 경우는 더 작게) 대신한다면 평균과 중앙값의 움직임은

어떠한 변화를 가지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라.

2. 한 학생이 휴지통에 빈 캔을 4개 넣으려고 한다. 처음 캔을 휴지통에 넣을 확률은 0.5이다. 두

번째 이후부터는 바로 전에 넣은 것이 성공했으면 성공할 확률이 0.7로 높아지고 바로 전에

실패했을 때에는 성공할 확률이 0.4로 낮아진다면 4번 중에서 평균적으로 몇 번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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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및 평가내용】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물음1>에

대한 답변

1. 주어진 자료를  ⋯ 이라 하면 평균 은

 



  





이다.

주어진 자료의 순서화된 자료를  ≦ ≦ ⋯ ≦ 이라 하면 중앙값 

는

























 이 짝수일 때







이 홀수일 때

이다.

평균은 모든 자료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만, 중앙값은 가운데 위치에 있는 자료

의 크기에만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극단적인 값으로

대신한다면, 평균은 극단적인 값에 영향을 받아 극단적인 값 쪽으로 따라가는

경향이 있지만, 중앙값은 변화가 없다.

<물음2>에

대한 답변

2. 예시 1:

를 4번 중에서 성공한 횟수라고 하자.

 : 번째 시도에서 성공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로 두면

    
                   

                
 ⋅ ⋅    

                
 ⋅  ⋅   

∴          

예시 2

총  가능한 경우의 확률을 다 구하여 기댓값의 공식을 이용할 수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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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생명과학부 전형유형 전 전형

문제 1) 지구상의 대부분 생물들이 의존해 살아가는 에너지는 태양으로부터 기원한다. 태양으로

부터의 빛에너지를 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의 화학에너지로 바꾸는 반응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시오. 또한 반응물과 생성물에 대해서도 설명하시오.

문제 2) DNA로부터 전사, 번역의 과정을 거쳐, 단백질이 합성이 된 후 사용이 된다. 진핵생물에

서의 이 과정을 원핵생물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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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및 평가내용】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물음1>에

대한 답변

문제 1

1) 1. 그 반응이 광합성이라는 정도의 지식 - 5점

2. 1 + 지구상에 식물과 몇몇 종의 미생물만이 이 반응(광합성)을 할 수 있으며

‘생산자’라 불리운다 - 15점

3. 1 + 2 + 반응물 (물과 이산화탄소)과 생성물 (포도당과 산소)에 대해서 언급

시 - 15점

4. 1 + 2 + 3 + 광합성이 ‘명반응’과 ‘탄소고정반응(암반응)’의 두가지 상호연계

된 반응으로 이루어져 있다 - 20점

5. 1 + 2 + 3 + 4 + 명반응의 구성 요소 (엽록소, 전자수용체, 광계II, 전자전달

계, 광계I, NADPH 생성)와 탄소고정반응의 구성 요소 (캘빈회로, 이산화탄소

의 환원(고정), 포도당의 생성)에 대해서 언급시 - 25점

6. 1 + 2 + 3 + 4 + 5 + 명반응은 광양자가 엽록체 내의 엽록소 (및 기타 색소)

의 전자를 여기시키고 그 전자가 전자전달계를 거치는 동안 수소이온을 막계

내로 이동시키며, 그 수소이온의 화학적 삼투압에 의해 ATP가 생성되고, 다

시 한번 광계I에서 여기된 전자의 에너지가 NADP를 환원시켜 NADPH를 생

성한다. 탄소고정반응에서는 명반응에서 생성된 ATP와 NADPH의 에너지를

캘빈회로에 유입된 이산화탄소를 환원하는데 사용하며 탄소의 환원된 형태인

포도당 (C6H12O6)이 최종 산물로 만들어지며 식물체 내 여러기관에 축적된

다. 이를 곤충, 초식동물 등의 일차 소비자가 이용하면서 화학에너지 (포도당)

의 생물권내 이동이 시작된다. - 30점

<물음2>에

대한 답변

1. 진핵생물에서는 RNA processing ( 5’ capping, 3’ poly A 첨가, RNA

splicing) 과정이 존재

2. 진핵생물에서는 전사는 핵, 번역은 세포질에서 이루어짐.

3. 진핵생물은 단백질 합성 후 modification ( eg; phosphorylation, acylation,

glycosylation) 과정을 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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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천문대기학과 전형유형 전 전형

문제 1: 다음 그림은 북반구 중위도상의 500hPa 등압면의 고도를 등고선 분석한 것이다. 수

치는 등고선의 고도값을 나타낸다. 기압경도력은 등압면상에서 고도경도에 비례한다. 500hPa

상층 일기도상의 A, B 두 지점은 같은 위도에 위치하고 있고, 등고선의 간격은 같다. A, B

두 지점 중 풍속이 더 큰 곳은 어디인가? 이유를 설명하시오.

문제 2: 지구가 둥글다는 증거, 지구가 자전한다는 증거, 그리고 지구가 공전한다는 증거를

각각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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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및 평가내용】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물음1>에

대한 답변

답 1: A지점

상층이므로 마찰력은 무시할 수 있다.

A, B 두 지점의 힘의 평형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A지점: 기압경도력+원심력=전향력

B지점: 기압경도력-원심력=전향력

전향력은 지구의 자전속도, 위도, 풍속에 비례하는데 지구자전속도는 일정

하고 A, B 두 지점은 위도가 같으므로 전향력은 풍속에만 비례한다.

두 지점의 등고선의 간격이 같으므로 기압경도력은 같아서 A지점의 전향

력이 B지점의 전향력보다 크다. 그러므로 A지점의 풍속이 B지점보다 더 크

다.

<물음2>에

대한 답변

답 2:

둥근 증거

1. 지구상 위치가 다르면 해의 그림자 길이가 다르다.

2. 월식 때 지구 그림자

3. 배가 들어올 때 위부터 보인다.

4.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다.

5. 인공위성에서 본 지구모습

자전 증거

1. 푸코진자의 회전

2. 인공위성 편이

3. 전향력

오답: 해가 뜨고 진다.

공전증거

1. 연주시차

2. 금성의 위상변화

오답: 계절이 변한다.

세 가지 문항에 대해 각각 하나의 증거를 대고 그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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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수의예과 전형유형 전 전형

1. 2009년 4월부터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신종플루 (Influenza A virus

subtype H1N1)에 대해 세계보건기구는 전염병 경보수준을 최고 등급인 대유행으로

격상시켜 국제적인 공중보건상의 문제가 되었다. 최근에는 신종플루의 사망률이 계절

독감과 유사하다는 등의 이유로 그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신종플루와 그 위험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 우리나라는 동물보호법 및 실험동물법이 제․개정되어 실험동물에 대한 생존권 및 복

지 증진에 대한 노력이 점차 인정되어가고 있다. 동물도 인간과 동등한 생명체라는 관

점에서 본다면, 단지 인간의 필요에 의해 다른 생명체의 목숨을 앗아간다는 의견도 있

지만, 현실적으로 생체 안전성의 평가없이 의약품 및 생명공학제품 등을 제조하여 사

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 관점을 비교설명하고 자신의 의견

을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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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및 평가내용】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물음1>에

대한 답변

(1.답안 예시)

인플루엔자 A (H1N1)는 사람에게서 독감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 인플루엔

자 바이러스는 사람이외에도 돼지나 조류에도 감염·발병할 수 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체내에 침투하는 데 있어서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헤마글루티닌(H,

Hemagglutinin)과 뉴라미니데이즈(N, Neuraminidase)와 같은 2가지 항원 단백질

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지금까지 보고된 H는 16종, N이 9종류가 밝혀져 있다.

신종플루(H1N1), 조류인플루엔자(H5N1), 홍콩독감(H3N2)의 표기는 이처럼 인플

루엔자 단백질의 조합을 의미한다. H단백질과 N단백질은 바이러스가 숙주(세포)

를 감염시키고 증식한 뒤 증식된 새 바이러스가 다른 숙주로 옮겨가는 과정에 관

여하는데, H단백질은 세포표면의 특정 단백질을 인식해 바이러스를 숙주 속으로

옮겨주는 역할을 하고 N단백질은 증식한 바이러스가 다른 숙주로 이동할 때 기존

세포와 숙주와의 연결고리를 끊어 준다. 타미플루같은 항 바이러스약이 이 N단백

질에 작용해 바이러스 증식을 방해하고 백신은 현재 임상시험 및 적용단계이다.

현재 유행되고 있는 인플루엔자 A (H1N1)의 변종은 사람, 조류, 돼지인플루엔자

가 만나서 새로운 조합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형태의 H1N1 변종이라고 할 수 있

으며, 처음 만들어진 곳은 돼지일 가능성이 많으나 현재는 돼지에서 사람으로 감

염되는 것은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사람에서 사람으로 아주 빠르게 감염되

는 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감염은 계절독감과 유사하게 비말감염이 주된 경로

이며 임상증상 역시 유사하고, 잠복기도 대략 3-4일 최대 7일로 계절독감과 유사

하다고 알려져 있다.

* 위험성이 과장되어 있다.

신종플루에 의한 사망률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서 멕시코와 아르헨티나 등에서

는 1~1.5%로 사망률이 높고, 미국 등에서는 0.2% 이하로 사망률이 낮은 편이며,

우리나라는 0.06%의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 각종 국제 학술지는 신종플루의 사망

률이 최저 0.2%에서 최고 0.6%까지 보고하고 있다. 이 같은 사망률은 과거 큰 문

제를 일으킨 사스(SARS)의 10%와 조류인플루엔자(AI)의 60%보다 낮고, 1918년 스

페인 독감의 2.5%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나 전체 환자 수는 사스나 AI에 비해 많

은 상황이다. 즉, 신종플루는 감염성이 높으나 사망률은 계절성 독감의 0.1%에 비

해 약간 높은 정도다.

* 과장이 아니다.

신종플루는 여름에도 강력한 전파력을 보여주지만 겨울에는 더 빠르게 전파될 수

있다. 사망률이 높은 조류독감과의 변이를 통해 더 높은 사망률을 갖는 변종이 나

타날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계절독감과 사망률이 비슷하다고 하지만 계절

독감 역시 무시할 수 있는 질환이 아니다. 미국 질병통제센타의 보고에 의하면,

신종플루로 사망한 100명의 사람들을 부검한 결과 신종플루는 계절독감과는 달리

오히려 조류독감인 H5N1과 비슷하게 폐를 감염시킨다는 보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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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물음2>에

대한 답변

(2.답안 예시)

동물실험 기관들이 복지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

로 정부 및 관할 기관에 의한 조사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실험동물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복지기준(위생적인 시설, 신선한 물과 사료 공급, 종의 특성에 따른 수용

공간, 일상적인 보살핌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적정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

면 실험결과 자체가 왜곡되어질 가능성도 있다.

생명체가 겪는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인류가 윤리적으로 지켜야

할 기본적이고 절대적인 의무로 인식되고 있다. 동물의 고통을 완화하거나 제거하

기 위해서 진통 및 마취를 실시해야 하고, 실험 후에도 적절한 치료와 보살핌이

행해져야 한다. 그리고 실험에 따른 극심한 고통을 겪는 동물은 신속하게 안락사

를 실시하여야 한다.

동물실험이 법에서 규정한 복지조건을 충족시키는지의 여부를 사전승인제도를

통해서 검토하여 연구종사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에 대해서도 그들의 실험행위 및

결과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고취시킬 것이다.

무자격자에 의한 실험은 동물에게 고통을 배가시키고 왜곡된 실험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동물실험 연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인도적인 실험 기술과 안

락사에 관한 정규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이후에도 정기적인 교육을 이수하게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비록 과학적으로 유용하다고 인정되는 실험일지라도, 장기간 극심한 고통

을 유발하는 실험은 금지시켜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동물실험관련 시민단체 및 과학자들이 동물의 복지 및 적정한

동물실험의 기본전제조건으로 3R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동물의 고통을 완화

(refine)하고, 실험동물의 숫자를 감소(reduce)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대안이 있는

경우에는 동물실험 외 다른 방법을 사용(replace)한다는 원칙이다.

동물실험이 정당한 윤리성을 확보하려면 동물에게 가해지는 고통과,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얻어지는 과학적 유용성이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통해서 비교되어야 한다.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한 실험이나 이미 결과가 밝혀진

실험을 위해서 동물에게 심각한 고통을 초래하는 실험을 하는 것은 윤리적 정당

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동물에 대한 위해척도를 법으로 규정하면서 연구자는 실험에 의해 동물이 얼마

나 고통을 받을지, 어떻게 해야 덜 고통을 받을지를 신중하게 고려하게 되고 실험

후 동물의 상태를 보여주는 의학적 신호(clinical signs)에 대해서 진지하게 연구하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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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신소재공학부 전형유형
교과성적우수자, 영어능력우수자

국가유공자 등

문항 1. (100점 만점)

그림 (가)는 진동수와 세기가 일정한 단색광을 금속판에 비추며 전압에 따른 광전류를 측정하는 것을 나

타낸 것이다. 금속판의 종류를 일함수가 각각 2.28 eV, 4.31 eV, 6.35 eV인 나트륨, 아연, 백금으로 바꾸어

전압 V에 따른 광전류 I를 측정하였더니 그림 (나)와 같았다.

(가) (나)

(1) (나)에서 a, b, c는 각각 어떤 금속에서 얻은 결과인가?

(2) 세 금속 중 한계진동수가 가장 큰 금속은 어떤 것인가?

문항 2. (100점 만점)

산화·환원 반응에서 자기 자신은 환원되면서 상대방을 산화시키는 물질을 산화제, 자신은 산화되면서 상

대방을 환원시키는 물질을 환원제라고 한다.

기차 철로를 보수하기 위하여 이온화 경향에 기초한 산화·환원 반응을 이용한다. 즉, 알루미늄과 산화철

을 함께 가열하면 반응할 때 발생하는 엄청난 열에 의해 용융된 철과 산화알루미늄이 생성되고, 이렇게

용융된 철이 철로 사이의 빈틈을 메우게 된다. 이 때 일어나는 반응을 테르밋 반응이라고 한다. 테르밋

반응은 순식간에 일어나므로 철로 보수에 유용하게 이용된다.

(1) 테르밋 반응에서 일어나는 화학반응식을 쓰시오.

(2) 테르밋 반응에서 산화제와 환원제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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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및 평가내용】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물음1>에

대한 답변

(1) a: 나트륨

b: 아연

c: 백금

(2) 백금

<물음2>에

대한 답변

(1) 2Al(l) + Fe2O3(s) ⟶ 2Fe(l) + Al2O3(s)

(2) 산화제: Fe2O3(s)

환원제: 2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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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신소재공학부 전형유형 과학능력우수자

문항 1)

본인의 몸무게와 몸의 구성성분(물, 단백질, 지방, 무기염류 등)을 고려할 때 본인의 몸에는

약 몇 개의 전자가 존재하는지 개략적인 계산식을 제시하고 설명하여라. (정확한 몸의 구성

성분을 제시할 필요는 없으며, 설명의 합리성을 보고자 함. 원자번호와 원자량이 제시되어있

는 아래 원소주기율표 참조 할 것)

문항 2)

지구의 질량은 약 6×1024kg 이다. 현재 지구에는 약 65억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고 한다. 태

초에 인간이 살지 않을 때의 지구 무게와 비교할 때 지구의 총 질량은 증가하였다고 생각하

는가? 증가하였다면 얼마만큼 증가하였다고 생각하는지 개략적으로 계산하여라(단 인구 1명

의 몸무게를 50kg으로 가정하여라).

문항 3)

주로 가시광선을 이용하는 광학현미경과 전자를 이용하는 전자현미경 중에서 전자현미경이

고배율로 물체를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을 빛(가시광선)과

전자가 가지고 있는 파동(wave)의 성질로 설명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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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및 평가내용】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물음1>에

대한 답변

우리 몸의 약 70%는 물 (H2O), 약 4%는 미네랄 (예를 들면, 철(Fe), 칼슘(Ca),

마그네슘(Mg), 인(P) 등) 나머지는 질소(N), 탄소(C)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확

할 필요 없음)

물만 고려할 경우, 몸무게를 약 60kg으로 가정한다면 우리 몸에는 약 42kg의 물

이 존재한다. H2O = 18g/mol 이므로 42kg의 물은 약 2333mol의 물의 량이 되

며, 물 1mol 속에는 2mol의 수소원자와 1mol의 산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물

에 존재하는 전자의 수를 계산하는 식은 2333×(8×6.023×1023 + 2×6.023×1023)이

다.

비슷한 방법으로 철, 칼슘 등의 미네랄에 대하여 개략적인 계산식을 제시하면 정

답으로 간주한다.

<물음2>에

대한 답변

지구의 질량은 증가하지 않았다. 지구전체를 하나의 폐쇄된 계로 생각할 수 있으

므로 외계에서 질량증가의 요인이 유입되지 않는 한 질량은 변화하지 않는다.

<물음3>에

대한 답변

분해능은 파장에 반비례한다. 즉, 가시광선 (380 ~ 780 nm)은 긴 파장으로 인하

여 고배율 (최대 2000배)을 구현할 수 없는 반면, 전자파의 경우 (λ = h/mυ (λ=

파장, h=플랭크상수, m=물질질량, υ=속도)), 파장 λ는 전자의 속력을 증가시킬

수록 감소시킬 수 있어 고배율을 가능케 한다. 전자의 속력은 가속전압에 비례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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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기계공학부 전형유형
교과성적우수자, 영어능력우수자

국가유공자

1. 그림과 같이 공 A가 자유 낙하하는 순간 공 B를 속력 로 A를 향해 수평으로 던졌더니 지면으로부터 



되는 높이에서 두 공이 충돌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B의 속력만을  로 변화시켜 던졌을 때,

두 공이 충돌하는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얼마인가? (단, 처음에 두 공은 같은 높이 에 있었으

며, 공의 크기와 공기 저항은 무시한다.) (25점)

2. 다음의 정적분을 계산하시오. (25점)








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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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및 평가내용】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물음1>에

대한 답변

공 B를 던지기 전에 공 A, B 사이의 거리를 라 하면, B가 를 가는데 걸린 시간 


동안 A가

자유 낙하한 지점에서 충돌한다. 


동안 낙하거리 




 


=


이므로, 가  배가 되면 낙

하거리는 

가 된다. 따라서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는 


이다.

<물음2>에

대한 답변








sin = 






sin






 










c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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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기계공학부 전형유형 과학능력우수자

1. 다음과 같은 질량 50kg의 사각형물체가 경사면을 따라서 중력에 의해서 미끄러지고 있다. A

지점에서의 초기속도가 4m/s일 때 바닥인 B지점에 도착순간의 속도를 구하는 식을 쓰시오 (계

산하지 말 것). 경사면과의 마찰계수는 0.30이다. {[참고] g=9.8 m/s2, cos30o는 식에 그대로

cos30o로 쓰세요. } (100점)

10m

30o

A

B

50kg

2. 균일한 자기장 B 속에서 자기장과 의 각도를 이루게 놓인 길이 인 도선에 전류 I가 흐른다.

(1) 이 도선이 받는 전자기력의 크기 F를 식으로 나타내고, 이 도선이 자기장 속에서 자기력을

받지 않으려면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2) 또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사용하여 전기모터의 회전원리를 설명하시오. (100점)

3. 2009년 8월 25일에 과학기술위성2호를 싣고 한국최초의 우주발사체인 나로호가 발사됨으로서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우주시대를 맞이하였다. 미국은 우주왕복선을 개발하여 운영 중이며, 지

구 주위를 도는 궤도운동 중에 왕복선의 승무원들이 무중력상태에서 둥둥 떠다니는 모습을 우리

는 가끔 TV 화면에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1) 우주왕복선이나 우주정거장의 내부가 무중력상

태로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2) 우주정거장 등에서 지구와 동일한 중력(중력가속도를 9.0 m/s2으

로 가정하시오)이 작용하는 것과 같은 환경을 인공적으로 만드는 방안을 간단히 설명하고, 우주

정거장의 반지름을 100 m라고 했을 때 얼마로 회전해야하는지 계산하시오.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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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및 평가내용】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물음1>에

대한 답변
일의 양과 운동에너지의 변화량이 같다고 놓으면 됨.

<물음2>에

대한 답변

플레밍의 왼손법칙으로 설명하면 모든 것이 해결됨.

<물음3>에

대한 답변

우주왕복선 안에 있는 우주인들은 지구의 중력과, 궤도를 돌 때 생기는 원심력을 받는데, 

이들 작용하는 힘의 합력이 0인 곳에서 무중력상태를 느낀다. 

인공적으로 중력을 만드는 일은 사실 간단하다. 왕복선을 일정한 속도로 회전(자전)을 시

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주정거장을 회전시키면 정거장 안에 있는 사람은 원심력 때문

에 마치 지구에서와 같은 중력을 느끼면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얼마나 빠

르게 회전하면 지구에서와 같은 크기의 중력을 느끼게 할 수 있을까?

원심력 = 물체의 질량 × (물체의 속력)2/회전 반지름

중력 = 중력의 가속도 × 물체의 질량

이 식을 통해서 우주정거장의 반지름이 1백m라고 했을 때 우주정거장의 회전 속력을 계

산해보자. 물체의 질량은 같으므로 

(질량)(물체의 속력)2 = (질량)(회전 반지름) × 9.0

= 100 × 9.0

= 900(m/s)

따라서 우주정거장(물체)의 속도는 30m/s 이상이어야 하고, 이 때 우주정거장 내부의 사

람들은 머리를 우주정거장이 회전하는 중심 쪽으로 향하고 다리를 붙여서 지내게 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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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응용화학과 전형유형 교과성적우수자

문항 1. (25점 만점) 계곡이나 호수에서 가끔 소금쟁이를 볼 수 있다. 소금쟁이는 물 위에서

쉽게 떠서 물 위를 뛰어다니며, 1초에 자신의 몸통 길이의 약 백배에 해당되는 거리를 이동

할 수 있다.

(a) 소금쟁이가 물에 뜰 수 있기 위한 필요한 힘을 무엇이라 하며, 그 힘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b) 이러한 힘의 최소값은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c) 소금쟁이가 물 위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물리학 법칙은 무엇인가? 이

에 대해 설명하시오.

문항 2. (25점 만점) 병에 들어 있는 포도주에서 코르크 마개를 제거한 직후의 수소 이온의

농도를 측정해보니 3.2X10-4 M 이었다. 포도주의 반을 제거하고 나머지 반은 한 달 동안 공

기 중에 방치한 후에 측정한 수소 이온의 농도는 1.0x10-3 M 이었다.

(a) 위 설명에서 농도를 나타내는 단위인 M 에 대해서 설명하라.

(b) 한 달 동안 방치 후 pH는 처음에 비해 증가하였을까 감소하였을까?

(c) 증가 또는 감소에 대한 이유를 화학식을 완성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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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및 평가내용】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물음1>에

대한 답변

(a) 표면장력, 소금쟁이가 물에 뜰 수 있기 위해서는 물의 표면과 접촉하고 있는

소금쟁이의 다리(발)과 물과의 표면장력에 해당되는 힘이 필요하다. 표면 장력은

서로 다른 물질이 접촉하여 계면을 형성할 때, 물질의 내부와 계면에서의 분자

간의 인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

(b) 표면장력의 최소값은 소금쟁이의 무게와 같다.

(c) 소금쟁이가 물 위에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뉴턴의 작용-반작용 법칙이

적용된다. 즉 소금쟁이가 다리(발)을 이용하여 수면을 밀게 되고, 이로 인해 발

생되는 물결파(정확히는 소용돌이, 소용돌이는 소금쟁이가 앞으로 나아가는 속도

에 비해서 정체되어 있다)는 소금쟁의 추진 방향과 반대방향에 있게 된다.

<물음2>에

대한 답변

a) M 은 mole/L 임.

(b) 코르크 마개 제거 직후의 pH는 -log(3.2x10-4) = 3.49로 계산되며, 한 달 후

수소이온의 농도는 증가하여, pH는 -log(1.0x10-3) = 3.00 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pH는 감소한다.

(c) 초기 포도주 내에 존재하고 있는 알콜은 공기 중의 산소에 의해서 산화되어

아세트산으로 바뀌게 된다.

CH3CH2OH + Air (O2) ----> CH3COOH + H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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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부) 응용화학과 전형유형 과학능력우수자

문항 1. (100점 만점) 어떤 사람이 높이가 30 m인 빌딩 꼭대기에서 지면에 놓인 물을 빨

대로 빨아 마시려고 한다. (단, 지표면에서의 대기압은 1기압이다)

(a) 이 사람이 빨대를 이용하여 물을 마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쓰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

명하시오.

(b)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 중에는 높이가 약 100 m에 달하는 것도 존재한다. 이러한 나

무들은 어떻게 땅 속에 있는 물을 약 100 m 높이에 해당되는 줄기와 잎에 공급할 수 있

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문항 2. (100점 만점) 화학반응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충돌수, 온도, 촉매 등이

있다. 아래의 문항에 답하시오.

(a) 화학반응속도를 정의하시오.

(b) 충돌수가 화학반응속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충돌수를 변화시키는 요인들을 나열

해 보시오.

(c) 보통 온도를 높이면 화학반응속도가 증가한다.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d) 촉매는 화학반응을 빠르게 하거나 느리게 한다.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문항 3. (100점 만점) 암모니아 분자(NH3)는 중심원자인 질소(N) 주위에 3개의 수소원자

(H)와 N의 비공유전자쌍으로 구성된 정사면체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중심원자와 주

변의 H 간의 결합각도는 107o를 이룬다.

(a) 암모니아 분자가 위 설명과 같이 삼각뿔형의 구조를 가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

오.

(b) 만약 H와 N 원자가 모두 평면상에서 존재한다고 가정한다면, 암모니아의 끓는점은

어떻게 변하게 되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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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및 평가내용】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물음1>에

대한 답변

a) 빨대를 이용해서 공기를 빨아들여 진공상태를 만들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물

기둥의 높이는 최대 10 m이다. 따라서 물을 마실 수 없다.

(b) 나무의 줄기에는 물을 빨아들일 수 있는 가는 모세관이 존재한다. 모세관 법

칙에 의해 빨아들일 수 있는 물기둥의 높이는 모세관 굵기에 반비례하며, 모세

관의 표면은 물과 친하여 물을 빨아들여 아주 높은 높이까지 상승시킬 수 있다.

이 외에도 나무의 뿌리에 존재하는 흡입력, 물의 응집력 등이 부가적으로 도움

을 준다.

<물음2>에

대한 답변

a) 화학반응속도는 단위시간당 생성물의 농도증가 혹은 단위시간당 반응물의 농

도감소로 정의한다.

(b) 충돌수를 증가시키면 화학반응속도를 증가시킨다. 농도, 압력 등이 충돌수를

변화시킨다.

(c) 온도를 증가시키면 화학반응속도를 증가하는데, 반응의 에너지 장벽을 넘을

수 있는 반응물의 수를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d) 촉매의 경우 에너지 장벽을 낮추거나 높인다.

<물음3>에

대한 답변

(a) 전자쌍반발원리에서 전자쌍 수 및 공유전자쌍과 비공유전자쌍 사이의 반발

력의 크기를 활용하여 분자모형구조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전자쌍의 수

가 4개면 정사면체형이며, 공유전자쌍의 수가 4개면 중심원자와 주변원자가 이

루는 결합각이 109.5o가 되나, 암모니아의 경우 1개의 비공유전자쌍과 3개의 공

유전자쌍의 존재로 인해 중심원자와 공유전자쌍(H가 있는 부분)간의 결합각이

107o가 된다.

(b) H와 N가 모두 같은 평면상에 존재하게 되면, 비대칭적인 N와 H 원자 간의

구조가 대칭적 구조로 바뀌어 암모니아 분자의 극성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서 끓

는점은 감소하게 된다.



- 31 -

학과명
건축토목공학부

(건축공학, 토목공학 전공)
전형유형

교과성적우수자

국가유공자 등

문항 1. (25점)

어떤 힘들이 물체에 한 일은 물체의 위치의 함수인 위치에너지의 변화로 나타낼 수 있다.

물체에 일을 하는 모든 힘들이 이런 특성을 가질 때, 일과 에너지의 원리를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의 합이 일정하다는 에너지보존법칙으로 기술할 수 있다. 즉 그림 1과 같이 물

체의 위치가 변할 때 위치1에서의 시스템의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의 합은 위치2에서의

시스템의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의 합과 같음을 의미한다. 이 때 위치에너지는 물체의

무게 (즉, 질량 x 중력가속도)와 높이를 곱한 값이고, 운동에너지는 물체의 질량과 질량중

심의 속도의 제곱을 곱한 값의 절반이다.

<그림 1> <그림 2>

문제 1-1. 에너지보존법칙을 이용하여 그림 1의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위치2에서의 질량중

심의 속도를 구하라. 이 때 물체의 질량은 40 kg이고 위치1에서 물체의 속도는 0이다.

단,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중력가속도는 9.81 m/s2 대신에 10 m/s2 을 사용하라.

문제 1-2. 스프링이 늘어나는 경우 스프링의 위치에너지는 스프링상수에 늘어난 길이의 제

곱을 곱한 값의 절반이다. 물체의 낙하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하여 그림 2와 같이 물체의

양쪽에 스프링을 추가적으로 매단 경우 위치2에서의 물체의 질량중심의 속도를 구하라.

이 때 추가된 두 개의 스프링의 스프링상수는 모두 4000 N/m 으로 동일하며 스프링을

고정하고 있는 양쪽 단부는 충분히 강하여 움직이지 않는다. 단 1 N = 1 kg·m/s2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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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2. (30점)

다음과 같은 등분포하중 을 받는 캔틸레버 보가 있다. A지점에서의 반력( ,

 )을 구하고, B지점에서의 처짐()과 처짐각( )을 구하라.

<Hint> ① 힘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현상과 함께, 힘은 또한 어떤 축에 대해

물체를

회전시키려 한다. 이러한 경향을 주어진 축에 대한 힘의 모멘트(M)라 한다.

② 



 


, 여기서  = 휨강성을 나타낸다.

③ 캔틸레버 보의 시작점에서 처짐과 처짐각은 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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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및 평가내용】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물음1-1>에

대한 답변

위치1

위치에너지 = mgh = (40 kg)(10 m/s2)(0.4 m) = 160 kg·m2/s2 = 160 N·m

운동에너지 = 0

위치2

위치에너지 = 0

운동에너지 = (1/2)mv2 = (1/2)(40 kg)v2

에너지보존법칙

160 kg·m2/s2 + 0 = 0 + (20 kg)v2

--> v2 = 8 m2/s2

--> v = 2√2 = (2)(1.4142) = 2.8284 m/s

<물음1-2>에

대한 답변

위치1

위치에너지 = mgh + (1/2)kd2

= (40 kg)(10 m/s2)(0.4 m) +(4000 kg·m/s2·m)(0.5 m - 0.3 m)2

= 320 kg·m2/s2 = 320 N·m

운동에너지 = 0

위치2

위치에너지 = 0

운동에너지 = (1/2)mv2 = (1/2)(40 kg)v2

에너지보존법칙

320 kg·m2/s2 + 0 = 0 + (20 kg)v2

--> v2 = 16 m2/s2

--> v = 4 m/s

<물음2>에

대한 답변

(5점) A점에서의 반력은 수직방향의 힘 및 모멘트 평형조건을 이용하여 구한다.

정답:  =   = 
 

(20점) B점에서의 처짐각 및 처짐은 임의 위치에서의 모멘트 를 구하고, 이

를 에 대해 각각 한번 및 두 번씩 적분하여 구한다. 이때 두 개의 적분상수는

힌트 ③의 조건을 이용하여 구한다.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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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건축토목공학부(건축학전공) 전형유형 교과성적우수자

문항 1. (배점 25점)

단독주택이 대부분이었던 과거와는 달리, 현대의 도시 주택의 유형은 아파트 이외에 다른 대안

이 없어 보이기까지 하다. 공중파 방송에서도 자주 소개된 발레리 줄레조의 “아파트공화국”이라

는 책은 아파트로 채워진 한국 현대도시와 주거정책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바 있다. 말

하자면, 아파트는 이 시대의 대한민국이 선택한 주거유형이지만 장점만을 갖고 있지는 않다.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갖는 각각의 장단점과 차이점을 설명하고, 바람직한 도시주거의 방향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밝히시오.

문항 2. (배점 25점)

기둥과 보를 사용하는 구조방식은 수직부재로서의 기둥, 수평부재로서의 보가 상호 결합하여

프레임을 구성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서는 x, y, z 등 세 방향의 건축부재가 한 점에서 만나

야 하는데, 콘크리트 건물에서는 이들을 일체화된 덩어리로 만들지만,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에

는 세 방향의 건축부재를 조립할 수 있도록 끝 부분을 가공하여 결합한다.

왼쪽 그림과 같은 세 방향의 건축부재가 한 점에서 튼튼하게 결합하여 오른쪽과 같이 될 수 있

도록 각 부재의 끝 부분을 설계하고 그 모습을 3차원적인 그림으로 묘사하시오.

1. 오른쪽 그림에서 부재들이 접합된 경계선은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위의 부재들은 건축부재이며, 다양한 방향의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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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및 평가내용】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물음1>에

대한 답변

도시와 건축에 대한 관찰력과 분석적 사고력, 그리고 개인적 시각 이상의 사회구

조적 시각을 제시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입니다.

아파트 : 도시문제의 해결을 위한 선택, 고밀도, 안전, 경제성

주 택 : 도시의 역사와 기억, 마당, 사적공간, 정체성

도시주거의 방향 : 다양한 건축과 주거의 유형이 공존하는 도시, 무리한 개발

보다는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접근, 도시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

등

<물음2>에

대한 답변

입체적 사물과 공간의 지각력과 건축부재의 이해 능력을 묻는 문제입니다.

1. 입체적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2. 입체적인 묘사의 수준은 어떠한가?

3. 중력, 횡력 등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결합방식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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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화학공학과 전형유형
교과성적우수자, 영어능력우수자

국가유공자 등

문항 1 (25점)

포물선    와 축으로 둘러싸인 영역에 내접하는 직사각형 중에서 넓이가 최대인 직

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구하여라 (단, 직사각형의 한 변은 축 위에 놓여 있다).

문항 2 (25점)

아래 그림은 일정량의 아르곤(Ar) 이상기체(ideal gas)로 채워진 용기에 가해진 온도와 압

력을 순서대로 변화시켰을 때의 부피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보 기>

1. 평균 운동에너지가 가장 큰 것은 C 이다.

2. 온도가 가장 높은 것은 B 이다.

3. 밀도가 가장 낮은 것은 A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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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및 평가내용】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물음1>에

대한 답변

직사각형의 꼭짓점들 중에서 제1사분면 위의 점의 좌표를

    (단,    )라 하자

직사각형의 넓이를 라 하면

  ×       ′    

 이므로  ′  에서   




.

따라서 삼차함수의 극대극소의 성질에 의해   



일 때 넓이 가 최

대이고 이때의 가로의 길이는 


이다.

<물음2>에

대한 답변

정답 : 1과 3

A에서 B로 되는 과정 (가)에서는 압력이 일정하므로, 부피는 절대온도에

비례한다. 따라서,   

 . B에서 C로 되는 과정 (나)에서는 체적이 일

정하므로, 압력은 절대온도에 비례한다. 따라서,

  


  

  

 

 


 . 따라서 C가 가장 온도가 높고 평균

운동에너지도 가장 크다. 밀도는 몰 수와 부피로 계산되므로, 동일한 몰 수

의 경우 부피가 가장 큰 A가 가장 밀도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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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화학공학과 전형유형 과학능력우수자

문항 1. (100점)

코사인 배각공식 cos (2θ ) = cos 2 (θ ) - sin 2 ( θ ) = 2 cos 2 (θ )- 1으로부터 예각

인 θ에 대하여 다음의 반각공식 cos ( θ
2

) =
1+ cos (θ )

2
을 얻을 수 있다. 이를 이

용하여 다음을 답하여라.

(a) cos ( π
4 ) , cos ( π

8 ) , cos ( π
1 6 ) , c o s ( π

2 k )의 계산식을 구하여라.

(b) s in ( π
2 k )를 구하여라.

(c) 반경이 1인 원에 내접하는 정 16각형의 면적을 구하여라.

(d) 반경이 1인 원에 내접하는 정 2k각형의 면적을 구하여라.

문항 2. (100점)

3가지 화합물(CH3-, CH3＋, CH4)은 공유 결합 분자 또는 이온이다. 이들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보 기>

1. 분자 구조는 모두 다르다.

2. CH4의 결합각이 가장 크다.

3. sp3 혼성궤도를 갖는 분자가 하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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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화학공학과 전형유형 과학능력우수자

문문항 3. (100점)

흐르고 있는 액체 단위 질량 당의 압력에너지 
 밀도

압력 , 운동에너지 



속력

, 및 위

치에너지  중력가속도×높이기준에 대한 상대적 높이 의 합은 상류와 하류 어느 지점에서나

같다고 한다. 다음 그림과 같이 수평으로 놓인 관즉   을 통해 밀도  인 액체가 흐

르고 있다. 상류인 위치 1과 하류인 위치 2에서의 액체 속력의 관계가    이라고 하

면, 상류의 위치 1에서의 압력  과 하류의 위치 2에서의 압력 의 차이, 즉    를 액

체의 밀도 와 을 사용하여 나타내시오. 관의 위치 1, 2에 해당하는 아래 쪽에 각기 구멍

을 뚫어 밀도  인 수은을 채운 U자 형태의 관을 연결하면 수은은 1번 위치 혹은 2번

위치 중 어느 쪽으로 밀려 올라가는가? 그리고 U자 관에서 수은 면의 높이 차이  를 액

체의 밀도 , 수은의 밀도  , 중력 가속도,  와 을 사용하여 나타내시오.



- 40 -

【문제 해설 및 평가내용】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물음1>에

대한 답변

(a) cos ( π
4 ) = 2

2
, cos ( π

8 ) = 2 + 2
2

cos ( π
16 ) = 2+ 2+ 2

2
,

cos ( π
2 k ) = 2+ 2+⋯ + 2

2

(b) sin ( π
2 k ) = 2- 2+⋯ + 2

2

(c) 4 2 - 2 + 2

(d) 2 k- 2 2 - 2+⋯ + 2

<물음2>에

대한 답변

정답 : 1 과 2

3 가지 분자 CH3-, CH3＋, CH4 에서 CH4는 정사면체, CH3-는 삼각뿔,

CH3＋는 평면 삼각형으로 모두 구조가 다르다. 따라서 결합각은 CH4가

가장 크다. CH4와 CH3-는 sp3혼성 궤도로 설명된다.

<물음3>에

대한 답변

수평관의 경우 베르누이 정리는 


 



  


 



 로 주어지며,   

이므로 이를 대입하고 정리하면     
 . 속력이 느린 1번 위치의 압

력이 높으므로 수은은 2번 위치로 밀려 올라간다. 그리고,

      
 의 관계가 성립하므로  




로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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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고분자공학과 전형유형 교과성적우수자

문제 1 [25점]

제시문:

1) 바닷물이 짠 이유는 소금(NaCl)이 녹아 있기

때문이다. 소금이 물에 녹는 현상을 이온해리하고

하고, 오른쪽 모식도처럼 나타낼 수 있다. 즉, 이

온해리란 물분자내에 양전하를 띄는 수소원자쪽

이 Cl-이온쪽으로 향해 감싸게 되고, 음전하를 띄

는 산소원자쪽이 Na+이온쪽을 향해 감싸게 되어,

두 이온을 분리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2) 쿨롱의 법칙은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r2 = (q+ x q-)/(D x F)

(여기서, F는 두 이온간의 정전기적인 힘(인력), r은 두 이온간의 거리, D는 용매의 극성을 나

타내는 유전율상수, q+는 양이온의 전하량, q-는 음이온의 전하량을 나타낸다.)

질문: 1),2)의 사실에 근거해서 왜 소금은 물에는 녹지만, 기름에는 녹지 않는지를 설명하라..

문제 2 [25점]

마개를 끼우면 완전히 밀폐할 수 있는 병이 있다. 이 병을 완전히 비우고 어떤 액체(A라

고 하자)를 반정도만 채우고 밀폐했을 때 온도가 A의 기화온도(끓는 점)보다 낮아도 액체의

표면 위에는 기화된 A의 기체가 존재하게 된다. 투입한 A의 질량 중 액체로 남아 있는 양과

기체로 남아 있는 양의 비율은 온도에 따라 다르게 된다.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면 이 비율

도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를 평형이라고 한다. 평형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액체 중의 분자가

기화되어 기체가 되고 기체 중의 분자 중 액체로 액화되는 과정이 일어나지만 평형에 도달

하면 단위시간당 액화되는 기체분자의 수와 단위시간당 기화되는 액체 분자의 수가 같기 때

문이다.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 분자의 개수가 늘어나고 병 안의 압력이 증가하게 된다.

어떤 회사는 유리 병에 액체 A를 담아 판매하려고 한다. 제조도중 병안의 액체는 기화온

도보다는 낮지만 상당히 높은 온도에 있을 수 있다. 병을 막는 마개는 병과의 밀착력으로 기

체의 압력을 견디게 된다. 병의 부피, 입구의 반지름(이는 마개의 반지름보다 약간 작다), 마

개의 질량, 마개가 병에 박혀 있는 깊이 등을 생각해서 병마개가 기체의 압력에 의해 튀어나

가지 않을 조건을 찾으려고 한다. 조건을 찾으려면 어떻게 실험을 하여야 하는지 실험계획을

설명하고 그렇게 실험하는 이유도 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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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및 평가내용】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물음1>에

대한 답변

위모식도에 나타난 것처럼 물분자는 굽은 형태의 비대칭구조 때문에 분자

내에서 산소원자쪽에는 음전하를 띄게 되고, 수소원자쪽에는 양전하를 띄

게 되어 극성이 매우 높다. 반면, 기름분자는 대부분이 긴 탄화수소분자로

구성되어 있고 극성이 낮은 물질이다. 두 이온의 전하량은 일정함으로

q+q- 값은 상수이다. 따라서, 용매의 극성을 나타내는 상수D는 r2 에 반비

례하게 된다. 즉, 소금을 녹이려는 용매가 극성이 높을수록 두 이온간의 거

리가 멀어져서 이온해리가 커진다. 소금은 극성이 낮은 기름보다 극성이

높은 물에 더 잘 녹게 된다.

<물음2>에

대한 답변

마개를 열리게 하는 요인과 이를 막을 수 있는 요인을 나누어 볼수 있는

변별력과 문제 해결을 위한 기획력과 창의력 및 논리력을 보기 위한 문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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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부) 고분자공학과 전형유형 과학능력우수자

문제 1 [100점]

솜 1kg과 쇠 1kg의 질량은 같지만 솜 1kg의 부피가 쇠 1kg의 부피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솜이 쇠보다 더 가볍다고 한다. 즉 단위부피당 질량인 밀도로 물질의

가볍고 무거운 정도를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질량은 물질의 특성이 아니지만 밀도는

물질의 특성을 나타내는 양이라고 할 수 있다.

은이 철보다 전기전도성이 더 좋다고 한다. 하지만 은으로는 철보다 더 가늘고 더 긴

전선을 만들고 전선의 양 끝에 같은 전압을 가한 후 전선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하게 되

면 전선의 직경이나 길이에 따라서 은의 저항이 철의 저항보다 더 크게 측정될 수 있다.

따라서 저항은 전기의 전도성과 관련된 물질의 고유한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물리량이

아니다. 따라서 저항을 전선의 단면적과 길이로 정규화한 비저항을 사용하여 물질의 전기

전도 특성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즉, 측정한 저항을 전선의 길이로 나누고 전선의 단면

적을 곱한 양을 사용한다.

나무공을 바닥에 떨어뜨린 것(자유낙하)보다 고무공을 떨어뜨리면 튀어 오르는 높이가

다르다. 튀어 오르는 성질은 물질의 탄성과 관련된다고 한다. 서로 다른 물질로 이루어진

공의 탄성을 비교하기 위한 실험을 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사용하여야 할까? 또한 단

순히 튀어 오른 높이만으로 물질의 탄성이 비교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 논의하

라.

문제 2 [100점]

제시문:

1) 연료(fuel)란 연소(burning)될 때 상당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물질을 말한다. 연료

는 물질의 환원된 형태이고 연소는 산화과정이다. 그 일례는 다음과 같다.

C (석탄으로부터) + O2 (공기로부터) → CO2 + heat

만일, 한 원자가 이미 산소(또는 염소나 브롬 같은 전기음성도가 큰 원자)와 결합을 최대

로 하고 있다면 이 원자는 연료가 될 수 없다. 오히려 그런 물질은 불을 끄는데 사용한

다.

2) 석탄은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연료 중 하나이다. 현재 존재하는 매장 석

탄은 대략 6억년 전의 것이다. 수백 만년 동안 지구는 지금보다 더 따뜻했고 식물들이 번

성했다. 식물들은 대부분은 살다가 죽어서 부패하여 자신의 역할을 다한다. 그러나, 일부

식물은 깊은 지하에 묻힌다. 그곳에서는 식물은 산소도 없이 땅의 무게 때문에 높은 압력

을 받아 분해된다. 식물의 구조를 이루는 물질은 주로 셀룰로오스하고, 이 셀룰로오스는

탄소, 수소, 산소원자로 이루어진 분자이다. 땅속 깊숙한 지하에서 식물이 분해될 때 수

소나 산소가 원자는 빠져나가고 탄소성분이 풍부한 물질만이 남게 된다. 이것은 석탄이라

고 한다.

질문: 나무로부터 아주 잘 타고 연소율이 높은 숯을 얻기 위한 방법을 말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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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부) 고분자공학과 전형유형 과학능력우수자

(a)

(b)

문제 3 [100점]

일반적으로 그림 (a)와 같이 원자 반지름(공유

결합 반지름)과 반데르발스 반지름을 가지고

있다. 비금속 원자의 경우 같은 원자로 이루어진 이원자 분자의 핵간 거리를 측정하여 그

거리의 반을 공유결합 반지름이라 정의하고 있다. 즉 염소 분자에서 원자간의 핵간 거리

를 X선 회절 실험을 이용하여 측정하면 0.198nm로 나타나므로, 염소의 원자 반지름은

0.198/2=0.099nm가 되는 것이다. 반데르발스 반지름은 공유 결합 반지름과는 달리 온도를

낮추어 분자를 결정상태로 만든 후, 두 원자의 핵간 거리를 측정하여 그 거리의 반으로

정의한다

그림 (b)는 원자 반지름을 나타낸 것으로,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번호가 증가할수록 양성

자수가 증가햐여 반지름이 감소하고,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여 반지름이 커진다.

질문 1) 18족인 비활성 기체들의 원자 반지름은 그림 (b)에 나타나 있지 않다. 이유를 설

명하라.

질문 2) 등전자 이온인 S2-, Cl-, K+ ,Ca2+의 경우, 이온반지름이 작아지는 순으로 나열하

고, 이 이유를 원자 반지름의 성질을 근거로 해서 설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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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및 평가내용】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물음1>에

대한 답변

공의 질량, 낙하 높이, 바닥 재료 등 물질의 고유 특성 이외의 크기나 외부

조건의 영향을 배제(또는 정규화)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도와 실험 계획과 관

련된 논리력을 평가하는 문제임

<물음2>에

대한 답변

가능한 한 건조한 나무를 이용하고 아궁이의 구멍을 막아서 매우 높은 온도

로 열을 가해서 나무를 분해시키면 탄소함량이 높은 숯을 얻을 수 있다.

<물음3>에

대한 답변

1) 비활성 원소의 경우 최외각 전자가 8개로 옥텟법칙에 만족하기에 공유결

합을 하지 않는다. 즉 비활성기체의 경우에는 공유결합 반지름을 측정할 수

없으며, 반데르발스 반지름만 측정 가능하다.

2) 질문의 등전자 이온들은 모두 전자의 수가 18개로, 옥텟법칙에 의해 모두

전자 껍질수가 3개가 되어 전자 껍질수가 같기 때문에 전자껍질수는 이온반

지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S2-, Cl-, K+, Ca2+의 양성자이 수는

각각 16, 17, 19, 20 개이다. 즉, 같은 전자 껍질수이지만 양성자 수는 다르므

로, 양성자수의 증가에 따라 유효 핵전하가 증가하기 때문에 핵과 전자 사이

의 정전기적인 인력이 증가하여 전자 구름이 수축하게 되기 때문에 S2-, Cl-,

K+ ,Ca2+순으로 이온 반지름은 작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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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부) 섬유시스템공학과 전형유형
교과성적우수자, 국가유공자 등

영어능력우수자

문제 1 [25점]

가시광선이란 무엇인지 정의하고, 물체의 색이 가시광선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과학적

으로 설명하라.

문제 2 [25점]

일반적으로 어떤 물질의 용해도를 예측할 때, “Similar dissolves the similar"라는 원리

가 적용이 된다. 이 말은 극성 또는 이온성 용질을 녹이기 위해서는 극성용매를 사용하

여야 하고, 비극성 용질을 녹이기 위해서는 비극성 용매를 사용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액체상의 헥세인(C6H14)과 액체상의 메탄올(CH3OH) 중 어떤 것이 그리스(C20H42)와

아이오딘화포타슘(KI) 각각에 적합한 용매인지 결정하고 이유를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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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및 평가내용】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물음1>에

대한 답변

가시광선이란 다양한 파장의 빛 중에서 약 400~700nm 정도의 파장을 가

지는 빛으로서, 이 파장범위의 빛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눈에 보이므로 이

를 가시광선이라 부른다. 이러한 가시광선은 빛의 파장에 따라 각각 다른

색상으로 사람에게 인식되는데, 다양한 파장을 가지는 빛이 물체의 표면

에 도달하면 일부는 흡수되고 나머지는 반사되며 이때 흡수를 제외한 나

머지 반사광만이 우리 눈에 들어옴으로써 그 반사광의 파장에 따라 그

파장에 해당하는 색상이 우리 눈에 인식된다.

<물음2>에

대한 답변

헥세인은 C-H 결합을 함유하는 비극성 물질이다. 그러므로 헥세인은 비

극성 용질인 그리스에 적합한 용매이다. 메탄올은 매우 큰 극성을 유발하

는 O-H결합을 갖고 있는 극성용매이므로 이온성 고체인 KI에 더 적합한

용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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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부) 환경공학과 전형유형

교과성적우수자

영어능력우수자

국가유공자 등

(배점 : 25점)

1. 깊은 바다 속에서 잠수부는 공기통을 통해 공기를 마시는데, 이 공기통의 성분은

100% 산소가 아니고 공기와 비슷한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때 공기의 성분

과 똑같이 질소를 사용하게 되면, 물 속에 들어갔을 때 주변의 압력이 높아 질소기체가

다시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용해된다. 이렇게 혈액 속에 질소기체가

쌓여 있다가 잠수부가 빠른 속도로 수면 위로 올라가게 되면 압력이 낮아져 질소의 용

해도가 급격하게 감소한다. 그래서 혈액 속에서 갑작스럽게 기포가 많이 만들어지고 이

것이 체내에서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를 잠수병이라 한다.

(1) 위의 지문으로부터 액체에 용해되어 있는 기체의 질량은 압력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2) 잠수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논하시오.

(배점 : 25점)

2. 이상기체의 상태방정식은 PV = nRT로 표현된다. 여기서 P = 압력(atm), V = 부피

(L), n = 몰수(-), R = 기체상수(0.08205 atm L/mol/K), T = 온도(K) 이다. 그러나 실

제 기체의 경우 위의 이상기체 방정식으로 표현하기 어렵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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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및 평가내용】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물음1>에

대한 답변

(1)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한 양의 용매에 녹는 기체의 질량은 그 기체의 압

력에 비례한다 : 헨리의 법칙

(2)

물속이 깊이 잠수하는 경우, 급하게 나오지 않고 천천히 위로 올라오면

갑작스럽게 기포가 만들어지지않는다. 또는 ‘질소+산소’ 대신에 ‘헬륨+산

소’ 혼합물을 사용한 공기통에 사용하면 잠수병을 예방할 수 있다. 왜냐

하면 헬륨은 질소보다 혈액에 훨씬 덜 녹기 때문이다.

<물음2>에

대한 답변

분자간의 인력과 반발력에 의해 거동에 차이가 발생하여 이를 보정하기

위해 van der Waals 또는 Redlich-Kong 식을 사용하여 실제 기체의 겅

도을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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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부) 환경공학과 전형유형 과학능력우수자

1. 우리 몸에서 정상적인 화학반응은 37℃에서 일어난다. 하지만 심장수술을 할 경우,

외과의사들은 환자의 체온을 28~30사이로 낮추어 수술은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2.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이산화탄소 발생량은 급속히 증가했으나 대기에서는 발생량보

다 매우 적은 양만이 관측돼, 나머지 이산화탄소는 식물에 의해 제거됐거나 바닷속에

녹아들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최근 화석연료로부터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약

48% 가량이 바닷물에 스며들었다는 연구결과가 저명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발표되었

다. 이러한 바닷물속의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가 바닷속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논하라.

3. 세차전과 세차후 자동차 유리 표면에 빗방울이 떨어진 경우를 생각해 보자. 세차전

유리표면은 오염물질로 오염되어 있어 빗방울은 잘 굴러 떨어지지 않으나 계면활성제

가 포함된 세제로 깨끗이 세차한 후에는 빗방울은 잘 굴러 떨어질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시오.



- 51 -

【문제 해설 및 평가내용】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물음1>에

대한 답변

온도변화를 통하여 생체내 반응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낮은 온도에서 대

사과정 즉 생화학반응은 느려지고 산소필요성도 감소한다. 따라서 심장을

오랫동안 수술하고, 산소공급이 모자라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다.

<물음2>에

대한 답변

바닷물 속의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는 탄산염이온을 제거하는 효과는 낳

아 칼슘과 탄산이온에 의존해 살아가는 식물플랑크톤의 성장을 저해하며

산호.조개류의 껍질을 녹이는 작용을 한다.

<물음3>에

대한 답변

세차후의 유리표면이 계면활성제에 의해 계면장력(interfacial tension)이

감소하여 빗방울의 퍼짐(spreading)이 감소하게 되므로 잘 굴러 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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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응용생명과학부 전형유형 전 전형

현재 우리는 급변하는 환경, 경제 및 국제정세 속에서 살고 있다. 첫째, 지구온난화

로 인한 환경위기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인류생존의 중요한 위협요인으로 작

용하고 있다. 지난 100년간 세계 평균기온이 0.74℃ 상승했으며 금세기말 최고 6.4℃

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가뭄, 홍수, 폭염 등을 유발하여 생태

계가 파괴되는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한국은 지구온난화에 취약하며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즉, 국내 평균기온 상승률은 세계 평균수준을 크게 상회하며 지난 100년간 

우리나라 평균기온이 1.7℃ 상승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둘째, 글로벌 에너지 및 자원

의 고갈에 대한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전 세계적 경제성장 및 신흥경제국의 수요증가

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의 경우 석유소비량이 

지난 10년간 2배 이상 급증했다. 기존의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소비구조는 자원고갈

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는 화석연료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은 구조이기 때문

에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이 절실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하여 신성장동력의 창출이 필요하다. 최근, 경제

위기를 타개하고 에너지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선진국을 중심으로 녹색성장

(Green Growth)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기존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한계를 인식하

고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새로운 국가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  

200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60년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의 축으로 제시되었다.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

능한 성장이다.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발표했다. 

※ 다음 제시문을 읽고 아래의 물음에 답하시오.

【물음 1】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인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응용생명과학부 학문분

야에서의 연구 또는 기술 개발 분야에 대하여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설명하시오 (25점). 

【물음 2】

식물은 생태계의 기초적인 지위를 차지하는 생산자이자 식량자원의 원천이다. 제시문에서 

설명한 지구온난화 현상이 식물에 끼치는 영향들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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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및 평가내용】

평가항목 문 제 해 설

<물음1>에

대한 답변

본 문제는 응용생명과학부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부여하고 본 학부의 학생으

로서 기본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문제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의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연구와 기술개발을 할 수 있다. 본 문제의 답으로서

다음과 같은 예 가운데에서 한 가지 이상 들면서 설명할 수 있다.

(1)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증대

(2) 기후변화의 감시 및 예측을 통한 안정적 농산물 생산

(3) 기후변화에 대비한 돌발 병해충의 방제

(4) 바이오에너지 생산에 적합한 작물의 생산

(5) 경작지, 숲가꾸기 및 농촌환경 정비를 통한 탄소 흡수원 확대

(6) 육종 및 유전공학기술을 접목한 고기능성 작물 개발

(7) 기타 (면접위원님의 판단) 등이 있다.

<물음2>에

대한 답변

본 문제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에 관한 식물의 변화를 기본적으로 이해하는지

묻고 있다. 지구의 기온상승으로 인해서 식물은 다양한 변화를 초래한다. 본 문

제의 답으로서 다음과 같은 예 가운데에서 한 가지 이상 들면서 설명할 수 있

다.

(1) 고온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광합성이 오히려 억제되어 성장의 지연이나

개화시기 및 과실의 성숙 촉진

(2) 기온상승으로 수분이 모자라 식물의 성장이 쇠퇴

(3) 기온상승으로 인해서 식물 종들의 분포가 북으로 이동

(4) 난대성 식물의 분포는 확장되지만 고산식물의 멸종 초래

(5) 사과와 같은 과수의 생산지역이 상승

(6) 갑작스런 서리로 인해서 식물의 새싹, 꽃, 열매 등이 고사함, 이산화탄소 수

치가 증가하면 식물이 추위 민감

(7) 기타 (면접위원님의 판단)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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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물음1>에

대한 답변

※ 제시문에 나타난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예를 들고 체계적으로 설명하는지

를 평가한다.

▶ 저탄소 녹색성장의 예

▶ 논리적인 설명

<물음2>에

대한 답변

※ 기온변화에 대한 식물의 적응현상에 관해서 생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설명

하는지를 평가한다.

▶ 기후변화의 예

▶ 식물의 적응현상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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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농업토목공학과 전형유형 전 전형

⋇ 아래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7세기 영국의 물리학자이자 천문학자, 수학자였던 아이작 뉴턴(Isaac Newton)은 근대이

론과학의 선구자로서 수학에서는 미분적분학을 정립하였으며 물리학에서는 근대역학의 기

초를 완성하였다. 1687년 출판된 그의 저서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에서 이른바 ‘뉴턴의

운동법칙’을 창안하여 현대에까지 역학의 기초이론으로 정립되어 있다.

뉴턴의 운동법칙 중 제 1법칙은 관성의 법칙으로 ‘물체의 속도는 어떤 알짜힘이 가해

지지 않는 한 일정하다’는 것이다. 이는 중력이 없고 마찰이나 공기저항 등이 전혀 없는

이상적인 상황에서 정지해 있는 물체는 영원히 정지해 있으며 움직이는 물체는 주어진 속

도로 영원히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 2법칙은 가속도의 법칙으로 ‘물체의 가속도는

그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에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한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알짜

힘을 질량으로 나눈 값이 가속도이다. 여기서 알짜힘이 없으면 가속도는 ‘0’이 되어 속도변

화는 없으므로 관성의 법칙과 일치한다. 뉴턴의 제 3법칙은 작용 반작용의 법칙으로 ‘물체

가 대상 물체에 힘을 가할 때 그 물체도 대상물체로부터 같은 크기의 힘을 받는다’는 것이

다. 물론 여기서 가해지는 힘과 받는 힘의 방향은 반대이다.고대 그리이스의 위대한 수학

자이자 물리학자인 아르키메데스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왕립학교에서 배운 이론적 지

식을 실용화하는데 천재적인 재능을 발휘하였다.

[물음1] 승객을 태운 택시가 고속으로 달리다가 전방의 장애물을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밟

았으나 택시는 결국 장애물에 부딪쳐 안전밸트를 착용하지 못한 승객은 치명적인 부상

을 당하였고 택시는 크게 부서졌다. 브레이크를 밟은 순간부터 전개된 일련의 사고들을

뉴턴의 제 1법칙과 제 3법칙을 적용하여 운동역학적으로 설명하시오.

[물음2] 지상의 공기저항을 무시할 때, 3층 건물 옥상에서 수박과 사과를 동시에 떨어뜨린

다면 어느 것이 먼저 떨어질 것이지를 뉴턴의 제 2법칙을 적용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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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및 평가내용】

평가항목 문 제 해 설

<물음1>에

대한 답변

운전자가 장애물을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뉴턴의 제 1법칙인 관성의

법칙에 의하여 자동차는 주어진 속도를 유지하려 하였고 그 때의 관성력은 승객

을 실은 자동차의 질량에 그 때의 가속도를 곱한 값이 될 것이다. 브레이크를

밟은 후에도 차바퀴와 지면과의 마찰력이 이 관성력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기 때

문에 차는 그대로 장애물에 부딪치게 된 것이다. 안전밸트를 착용하지 못한 승

객은 역시 관성의 법칙에 의하여 브레이크를 밟아 차량의 속도가 줄어들어 장애

물에 부딪치는 순간까지도 브레이크를 밟기 전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려 하기 때

문에 엄청난 속도로 차량유리에 부딪쳤을 것이고 그로 인하여 치명적인 부상을

당하게 된 것이다. 차량이 장애물에 부딪치는 순간에 승객을 실은 차의 질량과

순간가속도에 의한 힘은 뉴턴의 제 3법칙인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에 의하여 장

애물에 작용되고 동시에 대상물체인 장애물로부터 동일한 반대방향의 반작용력

을 받아 차도 역시 크게 부서진 것이다.

<물음2>에

대한 답변

수박과 사과를 자유낙하시키면 두 물체는 질량에 지구의 중력가속도를 곱한

중력에 의하여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고 이 등가속도는 모든 물체에서 동일한

값이 되므로 수박이든 사과든 공기저항을 무시하면 같은 속도로 떨어진다. 자유

낙하하는 물체의 등가속도는 지구의 중력가속도로 되고 뉴턴의 제 2법칙인 가속

도 법칙에 의하면 물체의 가속도는 그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에 비례하고 질량

에 반비례하므로 지구의 중력가속도, g는 F=mg에서 F/m으로 되어 힘, 즉 중력

에 비례하지만 질량에 반비례하므로 공기저항을 무시한 자유낙하속도는 어떤 물

체에서든 동일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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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물음1>에

대한 답변

◆ 뉴턴의 제 1법칙과 제 3법칙을 이해하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함

▶ 발표태도, 이해력, 논리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물음2>에

대한 답변

◆ 뉴턴의 제 2법칙을 이해하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함

▶ 발표태도, 이해력, 논리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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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천연섬유학과 전형유형 전 전형

※ 다음 제시문을 읽고 아래의 물음에 답하시오.

(가) 우리나라의 섬유산업은 생산, 고용, 업체수의 비중이 높은 핵심기간산업이며 수

출주력산업으로 2002년까지 매년 100억불 이상의 흑자를 보여 왔으며, 선박, 자동차

그리고 무선통신에 이어 4번째로 수입액 대비 수출액이 높은 산업으로 나타나고 있

다.

(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인건비, 원료가 및 유가 등 비용의 상승과 후발국인 중

국과 대만의 위협으로 우리나라의 섬유산업은 상당히 위축된 상태에 있다. 이에 따라

높은 부가가치의 창출이 가능한 첨단 섬유소재의 개발 및 기존 기술 및 제품의 개선

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 21세기는 고령화로 건강과 위생관념이 커지고, 공해문제와 지구온난화로 법규제

가 증가하며, 보다 친환경적이고, 정보, 전자 산업이 발달하여 다기능적이며, 소득증대

로 레저나 패션에 관심이 많아진 사회가 된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지향하는 섬유는

환경친화적이면서, 고도로 향상된 소비자의 만족도를 충분히 감안한 섬유이어야 한다.

즉, 섬유의 실용성과 기능성 외에 인간생활과 환경중시가 가미된 섬유이어야 한다.

(라) 석유, 석탄, 천연가스로 대표되는 화석자원과 달리, 동식물의 일차 대사물인 탄수

화물, 단백질, 지방, 핵산 등으로부터 얻어지는 천연자원을 활용할 경우, 자원의 고갈

로부터 자유로운 지속가능한 대량생산이 가능하다.

(마) 천연물에서 얻어지는 소재들은 다른 합성소재들에 비하여 생체에 대한 적합성

및 환경에 대한 친화성이 뛰어나며, 다양한 기능성을 보유하여, 최근에는 고부가가치

를 갖는 신소재로서 부각되고 있다.

(바) 천연섬유는 자연에서 얻어지는 천연소재로서 견섬유를 비롯하여 면, 마, 양모 등

의 범용 섬유와 그밖에 키토산, 알긴산 등을 포함하는 다당류계 소재, 각종 단백질 소

재 등 그 영역이 매우 넓고 다양하다.

(사) 기능성 및 친환경 섬유는 소재 및 제품의 특성이 자연친화적인 원료를 사용하여

생체 적합성이 뛰어난 기본성질을 갖고 있으며, 의료, 위생, 미용, 청결, 인체활성, 인

체보호 등 건강을 유지 증진 시키는 필요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물음 1】위 제시문에 나타난 자료를 이용하여 최근 천연섬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를 체계적으로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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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및 평가내용】

평가항목 문 제 해 설

<물음1>에

대한 답변

【물음 1】은 제시문에 나타난 자료를 이용하여 천연섬유의 중요성을 체계적으

로 설명하는 문제이며,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한 논리적인 사고의 전계를 평가

의 주안점으로 한다. 전체적으로는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중요성, 문제점, 해결방

안, 최근 섬유소재의 요구조건 및 trend 등과 천연소재의 장점 및 이들 중 하나인

천연섬유를 이용했을 시의 장점 등을 열거하고, 이들을 자연스럽고 논리적으로 연

결, 설명하여야 한다.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물음1>에

대한 답변

※ 제시문에 나타난 4대강 정비 사업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장·단점으로 구

분하여 제대로 설명하는지를 평가한다.

‣장점 ① 홍수 예방

② 지구 온난화 해소

③ 물부족 현상 해소

④ 하천 수질 개선

‣단점 ① 강 생태계의 파괴

② 문화재 소실 우려

<물음2>에

대한 답변

※ 제시문에 나타난 4대강 정비 사업이 산업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장·단점으로

구분하여 제대로 설명하는지를 평가한다.

‣장점 ①일자리 창출

② 경제 살리기 효과

③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행사 및 이벤트 활성화

④ 관광객 유치

⑤ 자연생태계 복원을 위한 시민의 열린 공간 마련

‣단점 ①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세수 부담 증가

② 지역별 현안 과제에 관한 예산 삭감

③ 지방재정의 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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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임학․임산공학과군 전형유형 전 전형

※ 다음 제시문을 읽고 아래의 물음에 답하시오.

4대강 정비 사업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도 불리는 2008년 하반기부터 이명박 정

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 사업이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2008년 12월 29일 첫 착공식

에서 4대강 정비 사업은 "단순한 건설공사가 아니라 경제를 살리고 균형발전을 촉진하

며, 환경을 복원하고 문화를 꽃피우는 한국형 뉴딜사업"이라고 밝혔다. 4대강 살리기 사

업에는 지역경제의 침체를 막고, 고구려, 신라, 백제, 마한 등 찬란한 역사와 문화의 발

생지였던 강의 생명력을 강화시켜 다시 한 번 국운을 일으켜보자는 뜻이 담겨 있다.

녹색 뉴딜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4대강 정비 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에 2012년까지 총 14조 원을 투입해 노후 제방 보강과 하천 생태계 복원, 중소 규모 댐

및 홍수 조절지 건설,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친환경 보(洑) 설치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이 사업은 초기부터 국민의 반대로 포기를 선언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명칭만 바꾼

것이라는 의혹이 시민단체와 언론사를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물음 1】4대강 정비 사업이 우리나라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장점과 단점으로 나누어

서술하시오.

【물음 2】4대강 정비 사업이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에 미칠 영향을 장점과 단점으로

나누어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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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및 평가내용】

평가항목 문 제 해 설

<물음1>에

대한 답변

물음 1】은 제시문에 나타난 4대강 정비 사업이 우리나라 생태계에 미칠 영향

에 대한 질문이다.

장점으로서는 ① 홍수 예방(기존 제방을 보강하고 중소 규모 댐과 홍수조절지

5개소를 건설하면 홍수가 예방됨), ② 지구 온난화 해소(생태습지를 조성하고 하

천 주변에 나무를 심어 녹지벨트를 확보해 이산화탄소를 저감 가능함), ③ 물부

족 현상 해소 및 ④ 하천 수질 개선(농업용 저수지를 개량해 연간 2억2000만m³

의 물을 흘려보내 수질 개선에 기여) 등에 관하여, 단점으로서는 ① 강 생태계

의 파괴(보와 준설 공사) ② 문화재 소실 우려(4대강 주변 문화재 지표 조사의

미비) 등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물음2>에

대한 답변

【물음 2】는 제시문에 나타난 4대강 정비 사업이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에 미

칠 영향에 관해 묻는 질문이다.

장점으로서는 ①일자리 창출(19만개), ② 23조 가량의 경제 살리기 효과, ③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행사 및 이벤트 활성화, ④ 관광객 유치, ⑤ 자연생태계

복원을 위한 시민의 열린 공간 등이 있으며, 단점으로서 ① 사업자금 마련을 위

한 세수 부담 증가, ② 지역별 현안 과제에 관한 예산 삭감, ③ 지방재정의 편

중 등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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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물음1>에

대한 답변

※ 제시문에 나타난 4대강 정비 사업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장·단점으로 구

분하여 제대로 설명하는지를 평가한다.

‣장점 ① 홍수 예방

② 지구 온난화 해소

③ 물부족 현상 해소

④ 하천 수질 개선

‣단점 ① 강 생태계의 파괴

② 문화재 소실 우려

<물음2>에

대한 답변

※ 제시문에 나타난 4대강 정비 사업이 산업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장·단점으로

구분하여 제대로 설명하는지를 평가한다.

‣장점 ①일자리 창출

② 경제 살리기 효과

③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행사 및 이벤트 활성화

④ 관광객 유치

⑤ 자연생태계 복원을 위한 시민의 열린 공간 마련

‣단점 ①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세수 부담 증가

② 지역별 현안 과제에 관한 예산 삭감

③ 지방재정의 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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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조경학과 전형유형 전 전형

(가) 최근 정부에서는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면서 지역경제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핵심대안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사회에서는 찬성과 반대의견이 공존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 찬성하는

입장에서 보면, 중 ․ 소규모의 보 및 댐을 건설하여 물 확보량을 증대하고, 배수문

증설 및 제방보강을 통해 홍수조절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나갈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생태하천조성, 비점오염원 관리 및 하수처리시설 확충을 통해 수질을 2급수 이상

으로 개선하고, 옛 뱃길 복원 등 강 중심의 관광자원을 발굴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크

게 기여할 수 있는 순기능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반대하는 입장에서 보면, 4

대강 살리기 사업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

은 강의 생태계는 물론, 인간생태환경 및 무수한 생명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

사업을 중단하거나 정당한 절차를 거친후 축소 추진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모든

생명이 평화롭게 살아가야 할 터전, 수 많은 선사들의 흔적이 남겨진 강을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일시에 파헤치는 사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무도 모른다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오히려 이 사업에 투자되는 막대한 예산을 복지, 교육, 문화 등과 같은

공공서비스 산업에 투자하여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더 타당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조경 및 환경뿐만 아니라 건축, 토목, 교통, 문화, 지역경

제 등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이중 특히 조경분야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생태

하천 조성 및 강 중심의 새로운 여가문화 창조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놓여있다. 일례로, 자전거길 설치, 생태체험 학습장 조성, 지역개성에 부합하는

녹색벨트 조성, 친수 휴양공간 조성, 4대강 특화문화 관광거점 육성사업 등은 조경분

야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 아래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물음1]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찬성 및 반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문 (가)를 참고하

여 설명하시오(25점).

[물음2]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위해서는 조경분야의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바, 제

시문 (나)를 참고하여 자신의 견해를 설명하시오(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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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및 평가내용】

평가항목 문 제 해 설

<물음1>에

대한 답변

【물음 1】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찬성과 반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묻고

있다.제시문 (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을 몇 가지

예시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먼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순기능적 측면과 역기능

적인 측면을 구분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그 다음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찬성이면 찬성, 반대면 반대 등과 같은 자신의 견해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자

신의 견해를 찬성과 반대의 장단점을 어우러서 환경보전 및 지역경제 발전의

통합 및 상생관계에서 기술하여도 된다. 특히 내용 전개과정에서는 제시문 (가)

를 참고하여 찬성과 반대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설

명할 수 있어야 한다.

<물음2>에

대한 답변

【물음 2】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관계되어 있는 여러 학문분야 가운데 특히

조경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다. 먼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관계되어 있는 학문분야를 기술하고, 이중에서 특히 조경분야가 왜 중요

한지를 부각시켜야 한다. 그리고 제시문 (나)를 근거로 조경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는 대안을 항목별로 나열하고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유도

과정에서는 항목별로 나열 및 설명함에 있어서 실제 강의 사례를 들어 항목적

용의 당위성 및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응시자

의 주관적인 견해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어야 한다.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물음1>에

대한 답변

※ 4대강 사업의 찬성과 반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문을 활용하여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4대강 사업에 대한 이해

▶ 4대강 사업의 순기능적 측면에 대한 이해

▶ 4대강 사업의 역기능적 측면에 대한 이해

<물음2>에

대한 답변

※ 4대강 사업에서 조경의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조경의 개념 설명

▶ 4대강 사업으로의 적용성에 대한 인식정도

▶ 적용가능한 항목들의 기술 및 설명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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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생물산업기계공학과 전형유형 전 전형

※ 아래의 물음에 답하시오.

(1) 물체가 공중에서 자유낙하를 할 때 속도는 V=2gh��로 표시 된다. 또한 V= ds/dt 임을

알고 다음의 물음에 답하라.

여기에서;

g = 중력가속도(9.8 m/sec
2
), h = 낙하거리(m), V = 낙하지점에서 속도 m/sec

수평으로 일정한 속도 10m/sec로 비행하는 폭격기가 지상으로부터 510m 높이에서 폭탄을 투하

한다. 공기의 저항이 없다고 가정하면 폭격기는 목표물을 몇 m 앞에서 폭탄을 투하해야하는가 ?

(2) 그림과 같이 높이 300m를 유지하면서 초속 40m로 일정한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는 새가 있

다. 지상에서 이 새를 관찰하는 사람의 바로 위를 새가 통과한지 10초 후 이 새가 관찰자로부터 멀

어지는 속도는 v m/초이다.

그림에 나타낸 기호들을 참고하여 v 의 값을 구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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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및 평가내용】

평가항목 문 제 해 설

<물음1>에

대한 답변

고교 물리과목에서 배운 물체의 자유낙하에 관한 가장 기초적인 문제이다.

속도(V)=2gh��에서,

ds = gtdt에서 
0�

h�

ds��= 
0�

t�

gtdt��에서 h = 1/2 gt2 이 된다.

또한 이때까지 소요시간은 h = 1/2 gt2 에서 510 = 1/2(9.8)t2 이므로

t = 10.2초 가된다.

따라서 거리 L = (속도)x(시간)이므로

L = 10 m/s x 10.2 sec = 102 m

<물음2>에

대한 답변

고교 수학과정에서 미분에 관한 문제이다.

t초 동안 새가 날아간 거리

AB = 40t (m)

높이 AM = 300 m 이므로

관찰자와 새와의 거리를 s (m)라 하면

s2 =(40t)2 +3002

양변을 t에 대하여 미분하면

2s ds/dt = 3200t

ds/dt = v =3200t/2s

여기서 t = 10 (초) 일 때 s = 500이므로

ds/dt = v =32000/(2☓500) = 32(m/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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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사범대학 전학과 전형유형 공통 (인성․적성)

1. 흔히 “학교교육의 성패는 교사의 자질과 능력에 달려있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타당한 주장

이라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엄격히 분석해보면 문제점을 가지는 말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한 학생의 의견과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인지를 설명하시오.(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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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및 평가내용】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물음1>에

대한 답변

(10점) 의견이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고, 근거 제시가 구체적이고 분명함.

(9점) 의견이 논리적으로 모순은 없으나, 근거 제시가 추상적이고 모호함.

(8점) 의견이 부분적으로 논리적 모순이 있으며, 근거 제시가 추상적이고

모호함.

(7점) 의견이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으며 대답이 분명하지 못함.

(6점) 문제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대답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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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수학교육과 전형유형 전 전형

u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1) 면접 조서에 기술된 답변은 점수에 반영되므로 수험자는 면접 조서를 충실히 기술해야

한다.

2) 구술 시험시 면접조서와 관련이 없는 것은 답변할 수 없다.

2. [20점] 아래 그림과 같이 두 함수 y= x�와 y=- x+1�의 그래프 사이에 기울기가 10과 -10

인 선분들로 연결된 꺽은 선이 두 그래프의 교점에 한없이 가까이 갈 때 이 꺽은 선의

길이를 구하시오.

y= x�

y=- x+1�

0 1

1

x

y

3. [20점] 모든 자연수 n≥k 에 대하여 nCk-1+ nCk= n+1Ck 가 성립함을 이용하여 다음 물

음에 답하여라.

①
10C10+ 11C10+⋯+ 20C10= 21C11

임을 보여라.

② 11⋅ 10C 10+10⋅ 11C 10+⋯+1⋅ 20C 10 의 값을 구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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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및 평가내용】

평가항목 문 제 해 설

<물음 2> 에

대한 답변

기하학적인 방법 I

위의 그림에서
 

  … 이므로

꺽은 선의 길이는 원점과 

 사이의 거리와 같다

따라서 꺽은 선의 길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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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문 제 해 설

<물음 2> 에

대한 답변

기하학적인 방법 II

먼저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0인 직선   와  

 
 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10인 직선   


을 생각하자. 이 때 이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하면  



  이다.

위의 그림에서 □은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므로 평행사변형이며 따라서


 이다.

□ 도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므로 평행사변형이며 따라서 


이다.

같은 방법으로 생각하면
 

  … 가 된다.

따라서 꺽은 선의 길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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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문 제 해 설

<물음 2> 에

대한 답변

대수적인 방법

위의 그림에서   와    의 교점을 구하면 




 

따라서  



 



 
 






이다.

을 지나고 기울기가 -10인 직선   


과   의 교점을 구하면






 

따라서 





 
 



 


 
 








같은 방법으로 
  …를 구하면

꺽은선의 길이는 첫째항 


, 공비 


로 하는 무한등비급수와 같다.

꺽은선의 길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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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문 제 해 설

<물음 3> 에

대한 답변

①   이므로 준식 =  ⋯  =

 ⋯  =

⋯      로 계산된다.

② 위의 결과를 이용하여 준식을 다음과 같이 삼각형으로 쓸 수 있다.

 ⋯   = 

 ⋯  = 

⋮ ⋮

  = 

 = 

우변의 항들을 모두 더하면 ①의 결과를 다시 이용하여  를 얻는다.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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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과학교육학부 물리교육전공 전형유형 교과성적우수자

2(20점). 지구 중력장에서 물체의 운동에 대하여

1) 만유인력과 케플러의 법칙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해 보시오 (수식이 필요한

경우, 수식도 쓰시오).

2) 지구와 행성 사이의 만유인력의 법칙을 이용하여 케플러 3법칙(조화의 법칙)을

유도해 보시오.

3(20점).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1) 자속(자기력선속)을 설명해보고, 패러데이의 전자기유도 법칙을 설명해 보시오.

2) 발전기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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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및 평가내용】

평가항목 문 제 해 설

<물음 1> 에

대한 답변

1) 이 문제는 먼저, 만유인력의 법칙이 질량을 가진 물체간에 작용하는 힘은 각

물체의 질량과 거리의 관계로 나타남을 아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케플러의

법칙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제1법칙은 행성이

태양을 초점으로 타원궤도로 공전한다는 것이고, 제2법칙은 행성의 속도와 반지

름이 그리는 넓이의 곱이 항상 일정하다는 것이다. 마지막 제3법칙은 행성의 공

전주기의 제곱은 공전궤도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하다는 것이다.

2) 제3법칙은 행성의 공전주기의 제곱은 공전궤도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하다

는 것이다. 지구와 행성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은 F=GmM/r2이다. 이 힘이

지구를 공전하게 하는 구심력이므로, F=mv2/r과 같다. 이 둘을 풀면, v2=GM/r

이 된다.

한편, 이러한 속력으로 공전궤도를 1회전 하는데 걸리는 시간(주기)은 T=2πr/v

이다.

따라서, T2=4π2r3/GM 가 되는데, 나머지는 다 상수이므로, 주기의 제곱은 반

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함을 알 수 있다.

<물음> 2 에

대한 답변

1) 자기력선을 먼저 정의해 보면,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내기 위해 N극에서 자석

의 외부로 나와서 자석의 S극으로 들어가는 선을 말한다. 자기력선은 시작하고

끝나는 점이 없는 닫혀진 곡선이다. 자기력선속이란 이러한 자기력선들이 모인

다발을 말한다. 자기력선속의 단위는 자기장과 면적의 곱(Tm2)이며, Wb라고 부

른다. 자기장의 세기는 단위 면적당 자기력선의 수에 비례한다. 패러데이의 전

자기유도 법칙은 회로의 면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속이 변하면, 회로에는 그 변화

에 비례하여 기전력이 유도된다는 법칙이다. 이때 유도되는 기전력은 단위시간

당 변하는 자기력선속으로 나타난다.

2) 발전기는 코일을 자기장 속에서 회전시켜서 생기는 유도 기전력을 사용하는

장치이다. 코일의 회전은 보통 증기나 물의 힘을 이용한다. 코일이 자기장 속에

서 회전할 때에, 자기력선속이 변하므로 기전력이 유도된다. 이때 생산된 기전

력은 사인파 모양이 된다.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물음 1> 에

대한 답변

‣만유인력의 법칙

케플러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으로부터 케플러 법칙을 유도

<물음> 2 에

대한 답변

‣자속

패러데이의 전자기유도법칙

‣발전기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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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과학교육학부 물리교육전공 전형유형 과학능력우수자

2(145점). 지구 중력장에서 물체의 운동에 대하여

1) 지구와 행성 사이의 만유인력의 법칙을 이용하여 케플러 3법칙(조화의 법칙)을

유도해 보시오.

2) 지구 상의 물체와 지구 사이의 만유인력에 의한 위치에너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고, 지구 상의 물체를 지구 중력장에서 탈출시키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는지 설명하고, 탈출 속도를 구해 보시오.

3(145점).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1) 자속(자기력선속)을 설명해보고, 패러데이의 전자기유도 법칙을 설명해 보시오.

2) 아래 그림과 같이 균일한 자기장 B 내에서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l1� �과 l2� �인

직사각형 코일이 각속도 ω로 회전할 때 코일에 유도되는 전압의 크기를 계산해

보고 그 모양을 대략적으로 그려보시오.

l1� �
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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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및 평가내용】

평가항목 문 제 해 설

<물음 1> 에

대한 답변

1) 제3법칙은 행성의 공전주기의 제곱은 공전궤도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하다

는 것이다. 지구와 행성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은 F=GmM/r2이다. 이 힘이

지구를 공전하게 하는 구심력이므로, F=mv2/r과 같다. 이 둘을 풀면, v2=GM/r

이 된다.

한편, 이러한 속력으로 공전궤도를 1회전 하는데 걸리는 시간(주기)은 T=2πr/v

이다.

따라서 T2=4π2r3/GM 가 되는데, 나머지는 다 상수이므로, 주기의 제곱은 반

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함을 알 수 있다.

2) 위치에너지는 만유인력(이 경우에는 중력)이 한 일과 같으므로, U=Fs

=GmM/r2 × r

따라서, 위치에너지 U=GmM/r로 주어진다.

이 물체를 탈출시키려면, 이 위치에너지보다 큰 운동에너지가 있어야 한다.

즉, 1/2 mv2 > GmM/r 이 되는 v를 구하면 된다.

따라서, v >  이면 된다. M:지구 질량, R: 지구 반지름

<물음> 2 에

대한 답변

1) 자기력선을 먼저 정의해 보면,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내기 위해 N극에서 자석

의 외부로 나와서 자석의 S극으로 들어가는 선을 말한다. 자기력선은 시작하고

끝나는 점이 없는 닫혀진 곡선이다. 자기력선속이란 이러한 자기력선들이 모인

다발을 말한다. 자기력선속의 단위는 자기장과 면적의 곱(Tm2)이며, Wb라고 부

른다. 자기장의 세기는 단위 면적당 자기력선의 수에 비례한다. 패러데이의 전

자기유도 법칙은 회로의 면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속이 변하면, 회로에는 그 변화

에 비례하여 기전력이 유도된다는 법칙이다. 이때 유도되는 기전력은 단위시간

당 변하는 자기력선속으로 나타난다.

2) 자기장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속은 NBAcos(ωt+d) 이다. N은 코일의 감은 회

수, B는 자기장의 세기, A는 면적이니 l1� �×l2� �이고, d는 처음 각이다.

코일에 유도되는 기전력은 -dφ/dt이므로, NBAωsin(ωt+d)가 된다.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사인파 모양이 된다.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물음 1> 에

대한 답변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부터

케플러 법칙을 유도

‣만유인력에 의한 위치에너지

탈출속도 조건

<물음> 2 에

대한 답변

‣자속

패러데이의 전자기유도법칙

‣발전기에서 생산되는 기전력의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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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과학교육학부 화학교육전공 전형유형
교과성적우수자

국가유공자 등

2. 온도, 반응물의 초기 농도, 촉매가 평형상수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시오.(20점)
3. 감자를 삶을 때 일반 냄비를 사용할 때보다 압력 냄비를 사용하면 훨씬 빠르게 삶아

진다. 압력 냄비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반응속도와 관련하여 설명하여라.(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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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및 평가내용】

평가항목 문 제 해 설

<물음1>에

대한 답변

【물음 2】의 온도는 온도를 올리면 발열반응에서는 평형상수가 감소하
고 흡열반응에서는 평형상수가 증가한다는 것과 농도는 초기 반응물의 농
도는 평형상수와 무관하다는 것 그리고 촉매는 촉매를 쓰면 반응속도에 영
향을 주나 평형상수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물음2>에

대한 답변

【물음 3】은 음식을 끓이거나 볶을 때 음식 속에서는 물리화학적 변화
가 일어난다. 압력 냄비 속에서는 높은 압력 때문에 냄비 속 물이 일반 냄
비보다 훨씬 높은 온도에서 끓게 된다. 온도가 높아지면 반응속도는 빨라
지고, 따라서 음식은 빠르게 요리된다. 즉, 압력 냄비 속의 감자가 훨씬 빠
르게 삶아지게 되는 것이다.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물음1>에

대한 답변

※ 온도, 반응물의 초기 농도, 촉매가 평형상수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지를 평가한다. 
매우 우수는 위 평가 내용을 3가지 모두를 타당하게 설명한 경우이다.

우수의 경우는 2가지를 타당하게 설명한 경우이다. 보통의 경우는

1가지를 타당하게 설명한 경우이다. 타당하지 못한 설명이나 답을 하지

못한 경우는 0점 처리한다.

<물음2>에

대한 답변

※냄비 속에서 감자가 삶아지는 현상을 반응속도와 관련지어 타당하게

진술하는 지와 반응속도와 온도를 관련지어 설명하는지를 평가한다.

매우 우수는 위 평가 내용을 모두 진술한 경우이다. 우수의 경우는

반응속도와 온도를 관련지어 설명하는데, 그 설명의 정교성 정도에 따라

차등 배점한다. 보통의 경우는 냄비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반응속도와

관련하여 타당하게 설명하는데 그 설명의 정교성 정도에 따라 차등

배점한다. 타당하지 못한 설명이나 답을 하지 못한 경우는 0점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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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각각의 질문에 답하시오.(총 145점)
(1) 화학반응에서 반응속도와 반응속도상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쓰고, 각각의 요인

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하시오.(80점)
(2) (1)의 요인들이 평형상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65점)

3. Methane, 질소, n-butane의 혼합기체 1.200 m3은 300K, 1기압(100,000 Pa로 계산)
에서 무게가 2.0 kg이다. 이 기체를 완전 연소시키면 9.2×107 J 의 열이 발생한다(생
성된 물은 액체 상태이고, 질소는 변화되지 않는다). 단, R= 8.3 J․K-1․mol-1 로 하고 
계산 값은 소수 이하 첫째자리까지 구한다.(총 145점)

표준 생성 엔탈피
methane(g): -74.8 kJ/mol, n-buthane(g): -126.2 kJ/mol, CO2(g): -393.5 kJ/mol, 
H2O(l): -285.8 kJ/mol

분자량
methane(g): 16g/mol, 질소: 28g/mol, n-buthane(g): 58g/mol
             

(1) 혼합기체의 기체의 총 몰수는 얼마인가?(70점)
(2) 메탄과 부탄의 1 몰당 연소열을 구하시오.(7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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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및 평가내용】

평가항목 문 제 해 설

<물음1>에

대한 답변

【물음 2】의 온도는 온도를 올리면 발열반응에서는 평형상수가 감소하고 
흡열반응에서는 평형상수가 증가한다는 것과 농도는 초기 반응물의 농도는 
평형상수와 무관하다는 것 그리고 촉매는 촉매를 쓰면 반응속도에 영향을 
주나 평형상수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물음2>에

대한 답변

【물음 3】의 (1)은 혼합기체의 기체의 총 몰수인
  n = pV/RT = (1.0×105)(1.200)/(8.3)(300) = 48.2 몰 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 
【물음 3】의 (2)는 메탄과 부탄의 1 몰당 연소열인 
   CH4(g) + 2O2(g) → CO2(g) + 2H2O(l)

   ΔHo = -393.5 + (2)(-285.8) - (-74.8) = -890.3 (kJ/mol)

   C4H10(g) + 7.5O2 → 4CO2(g) + 5H2O(l)

   ΔHo = (4)(-393.5) + (5)(-285.8) - (-126.2) = -2876.8 (kJ/mol)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물음1>에

대한 답변

※ 화학반응에서 반응속도와 반응속도상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각각의 
요인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설명하고 이 요인들이 평형상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하는지를 평가한다.  

매우 우수는 (1)과 (2)를 모두 타당하게 설명한 경우이며 우수는 
(1)과 (2) 중 6개의 요인 이상 타당하게 설명한 경우, 보통은 (1), (2) 
중 4개 - 5개 요인을 타당하게 설명한 경우이다. 부족은 (1), (2) 중 
2개 - 3개 요인을 타당하게 설명한 경우이며 매우 부족은 (1), (2) 중 
1개 요인을 타당하게 설명한 경우이다. 타당하지 못한 설명이나 답을 
하지 못한 경우는 0점 처리한다.

<물음2>에

대한 답변

※혼합기체의 기체의 총 몰수와 메탄과 부탄의 1몰당 연소열을 구할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매우 우수는 (1)과 (2)를 모두 타당하게 풀이한 경우이며 우수는 
(1), (2) 중 한개 이상 타당하게 풀이하고, 다른 하나는 식만 타당하게 
쓴 경우이다. 보통은 (1), (2) 중 하나를 정확하게 풀거나, 두 개의 
식만을 타당하게 진술한 경우이며 부족은 (1), (2) 중 하나의 식만을 
타당하게 진술한 경우이다. 타당하지 못한 설명이나 답을 하지 못한 
경우는 0점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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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영양생물인 식물은 광합성을 한다. 광합성은 엽록체라는 세포소기관에서 일어난다.

(20점)

1) 엽록체의 구조를 그림으로 모식화해서 설명하시오.

2) 광합성은 명반응과 탄소고정반응으로 나뉜다. 명반응과 탄소고정반응을 설명하고

1)에서 모식화한 그림에 각각의 반응이 일어나는 장소를 제시하시오.

3. 사람의 청각계는 20-20,000 Hz의 다양한 주파수를 감지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는 외

이, 중이, 내이가 순차적으로 관여하게 된다. 특정 소리가 갖는 주파수와 세기를 청각

계가 어떻게 구별하여 감지하는지 청각계의 구조를 기반으로 설명해 보시오.(20점)

1) 소리의 주파수는 청각계의 어떤 구조가 구분하는지 그리고 그 원리는 어떻게 되는

가?

2) 소리의 세기가 외이, 중이, 내이를 거치면서 어떻게 변환되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떤 원리로 구별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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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및 평가내용】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물음1>에

대한 답변

엽록체의 구조를 이해하고 광합성의 명반응과 탄소고정반응의 과정을 중점적

으로 평가함.

<물음2>에

대한 답변

사람의 청각계가 소리를 감지하는 근본 원리를 평가함. 구체적으로, 다양한 주

파수를 어떤 구조가 어떤 원리로 구분하는지 그리고 소리의 세기는 매질의 종류

에 따라 어떻게 변환되어 결국 감지되는지 이해 정도를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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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은 ‘신종플루’에 대한 설명이다. 설명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145점)

새로 발생한 독감, ‘신종플루’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멕시코에서 처음 감염자가 발견된

뒤, 전 세계로 퍼져나간 이 ‘신종플루’는 사람, 돼지, 그리고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이 혼합되어 있는 새로운 형태의 바이러스이다. 바이러스의 전파 경로에 대해서는 아직까

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기존의 계절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유사하게 감염된 사람의

기침이나 재채기 등을 통해서 감염자와 가까운 접촉자 간에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에이즈, 조류독감, 신종플루 등의 병원체는 완벽한 생명체로 정의되지 못한다. 그 이유

는 무엇인가?

2) ‘신종플루’가 숙주세포에 감염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 ‘신종플루’ 감염 환자에 대한 치료제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 예방접종을 매년 해야 하

는 이유는 무엇인가?

3. 생명체는 다양한 신체 내외부의 환경변화를 감지하고 이에 반응하여 신체 기능을 조화

롭게 조절하는 항상성을 통해서 생명 현상을 유지한다. 만약 한 사람의 폐기능이 만성

적 질환으로 인해서 점점 악화되면서 정상적이지 않을 경우, 관련되어 있는 다른 신체

기관계에 순차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을 생물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논리적으로 설

명해 보시오.(145점)

1) 어떤 기관계가 받을 수 있는 영향이 무엇인지 시간별로 진행 순서를 설명해 보시오.

2) 이 환자의 상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유지 또는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의사가

원리적으로 어떤 처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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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및 평가내용】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물음1>에

대한 답변

생명체와 비생명체의 구분 기준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평가함. 나아가 완전한

생명체로 구분되지 않는 바이러스가 생명체인 숙주세포에 감염하여 질환을 유발

하는 기전 및 숙주의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작용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 정도를

평가함.

<물음2>에

대한 답변

생명체(동물)의 항상성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 정도를 평가함. 구체적으로, 특정

질환의 경우를 예로 들어 각 기관계가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상호 관련되

어 작용하는 특성을 이해하는 여부를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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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 영남지역에는 과거 지질시대 중 백악기 동안에 퇴적된 퇴적암들이 넓게 분

포하고 있다. 이 백악기 퇴적암들에는 다양한 종류의 공룡 발자국 화석이 산출된다.

이들 과거 공룡 발자국들이 어떻게 현재까지 보존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20점)

3. 날씨(weather)와 기후(climate)를 알기 쉽게 정의하고, 이들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해

서 설명하시오.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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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및 평가내용】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물음1>에

대한 답변

0점: 답을 전혀 기재하지 않거나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을 기술할 경우

12점: 화석화 과정의 일부만 맞게 설명한 경우

16점: 화석화 과정을 대부분 설명한 경우

20점: 화석화 과정을 전부 설명한 경우

<물음2>에

대한 답변

0점: 답을 전혀 기재하지 않거나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을 기술할 경우

12점: 날씨 또는 기후만을 정의할 경우

16점: 날씨와 기후를 정의하였으나, 요소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경우

20점: 날씨와 기후를 정의하고 요소에 대한 설명이 적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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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늘날 세계 각국은 지하자원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거 이들 지

하자원은 금, 은, 동과 같은 금속광물들을 주요 지하자원으로 취급하였으나, 최근에는

비금속 광물들도 중요한 지하자원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오늘날 유용한 자원으로

사용되고 또는 사용될 수 있는 비금속광물의 예를 제시하고 그 활용 방안에 대해 구

체적으로 기술하시오. (145점)

3.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구 온난화 (global warming)의 원인과 이로 인해 나타나는 효

과들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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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및 평가내용】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물음1>에

대한 답변

0점: 답을 전혀 기재하지 않거나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을 기술할 경우

50점: 비금속광물만 단순히 제시한 경우

100점: 비금속광물을 제시하고 모호하고 비논리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할 경우

145점: 비금속광물을 제시하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할 경우

<물음2>에

대한 답변

0점: 답을 전혀 기재하지 않거나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을 기술할 경우

80점: 원인(또는 효과)에 대한 내용만 단순히 기재한 경우

145점: 원인과 효과를 기재하고 그 내용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기재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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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영양소 섭취부족

1)
에너지/지방 섭취과잉

2)

전국 남자 여자 전국 남자 여자

전국 16.7 12.9 20.1 4.1 4.9 3.5

연령별(세)

13~19 22.0 18.9 25.0 5.3 5.5 5.1

20~29 17.0 14.2 19.2 4.4 4.3 4.5

순위
1965 2003

사 인 % 사 인 %
1 호흡기질환 24.2 암 26.2
2 소화기질환 23.1 뇌혈관질환 14.8
3 신경 ․ 감각기 질환 16.3 손상 ․ 중독 ․ 사고 8.1
4 전염병 기생충질환 14.8 당뇨 4.9
5 암 6.5 허혈성심질환 4.8

6 순환기질환 5.7 자살 4.7
7 골관절 ․ 근육계질환 4.8 만성간질환 ․ 간경변 4.0
8 신진대사 영양결핍 4.6 고혈압성질환 2.1
9 정신질환 1.9 결핵 1.3

2. 아래에 제시된 자료는 최근 한국인의 식생활 현황 및 건강과 관련한 자료이다.

아래의 자료를 근거로 하여 현재 한국인의 영양 및 건강문제를 진단하고,

앞으로 개선방안을 기술하시오.(25점)

       표 1. 영양소 섭취부족과 에너지/지방 섭취과잉 비율                             (단위:%)

        1) 
영양소 섭취부족 : 에너지 / 칼슘 / 철 / 비타민 A / 리보플라빈의 섭취량이 모두 영양권장량의

                            75% 미만인 대상자
       2) 

에너지/지방 섭취과잉 : 에너지 섭취량이 영양권장량의 125% 이상이면서 지방으로부터의 에너지

                                 섭취비율이 30% 이상인 대상자

       표 2. 주요 사망원인의 변화

           자료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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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및 평가내용】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물음2>에

대한 답변

(1)교육의 본질적 요구 충족

1.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되는 자발적 학습 능력 신장

2. 창의력, 통찰력, 도덕적 가치 판단력을 함양할 수

있으며, 의사소통 능력 및 문제 해결 능력을 신장

3. 실천 중심 교육을 통해 실생활에 필요한 기본

의식주 문제 해결 능력 신장

(2)사회의 변화에 따른 요구 충족

1. 교육 수요자의 요구 충족

남녀 중고등 학생, 학부모, 교육 연구가 및 행정가들의 가정과 교육에 대한

필요성, 흥미도 및 선호도에 대한 인식이 높음

2.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대처

가족 구조의 변화---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단독가구,동거 가구등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증가--부부관계 및 부모 자녀관계의 변화. 이혼율 급증, 가정

폭력, 청소년 범죄, 노인 유기등

3. 기본 의식주 생활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요구 증가

4. 전인 교육에 부응하는 가정과 교육

가정과 교육을 통해 지,덕,체의 고른 성장을 완성시켜갈 수 있다

(3)논리력, 발표력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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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물음3>에

대한 답변

(1)한국인의 영양 및 건강문제

1. 영양결핍문제: 빈혈, 골다공증, 야맹증, 구순구각염 등

2. 영양과잉문제: 비만, 대사성 질환

3. 외식섭취빈도의 증가-fast food, 가공식품 섭취량 증가

4. 사망원인의 변화-감염성질환에서 순환기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증가

(2)한국인 영양 및 건강문제점의 개선방안

1. 영양결핍대상: 결핍영양소 - 칼슘, 철, 비타민A, 리보플라빈- 보충

2. 영양과잉대상: 과잉영양소-에너지, 지방- 섭취감소 대책

3. fast food, 가공식품 섭취량감소, 동물성지방(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섭취

감소로 순환기계 질환 예방

4. 생활습관병의 예방을 위한 규칙적인 운동

5. 우리 전통 식생활 실천

(3)논리력, 발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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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아동가족학과 전형유형 전 전형

1. 최근 “조두순 사건”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다시 아동성폭행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

지고 있다. 최근 경찰청 자료(2009. 10. 15일자)에 따르면, 12세 이하 아동을 상대로 한 강력

범죄는 2006년 1412건에서 지난해 2375건으로 68.2% 늘어났고, 아동성폭행은 이 기간 135건

에서 255건으로 88.9%가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 특히 6세 이하 여아를 강간한 사건도

26건이나 됐다고 한다.

아동성폭력의 문제점, 아동 성폭력 예방과 아동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설명하시오.(50점)

2. 가족생활주기는 크게 가정형성기(신혼기),가정확대기(자녀 출산 및 미취학 아동기, 자녀의

초등 교육기, 자녀의 중, 고등 교육기 그리고 자녀의 대학 교육기), 가정축소기(자녀의 직업

적응기, 경제적 회복기, 은퇴기)로 나뉘어진다. 그리고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가족이 수행해

야 할 과업이 있다.

현대 한국사회에서 가족생활주기나 각 주기 별 과업의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설명하시오.(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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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및 평가내용】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물음1>에

대한 답변

아동의 심리적, 정서적, 신체적, 행동적 문제야기, 가족의 기능상실 특히, 성

폭행의 정신적 후유증(불안공포, 악몽, 자책감, 절망감, 우울과 자살, 분노와

적대감, 반항적 행동, 성생활의 어려움 또는 난잡한 성생활 등이 심각함.

해결방안

1. 예방교육

□낯선 사람의 유혹에 대한 경계심 강화 교육.

□ 성폭력의 유발 상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아이의 몸가짐, 옷차림, 노는

장소의 선택, 혼자 노는 것을 피하는 교육.

□아이에게 가해지는 성적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교육

□성적 행위를 가해해 올 때 단호히 “안돼”, “싫어”라고 거부하거나 피하는 방

법에 대한 교육

□응급 상황에서의 위기 탈출 방법에 대한 교육.

□부모, 선생님, 주변 사람에게 성폭행을 신고하는 교육

2. 성폭력범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3. 피해아동에 관한 심리치료 지원 강화

<물음2>에

대한 답변

1. 가정 형성기의 단축: 평균 초혼 연령이 점점 상승하면서 출산 템포가 빨라져

서 가정 형성기가 단축되었다. 또한 졸업, 취업, 결혼과 같은 생애전이가 중복

되거나 짧은 기간내에 집약되어 일어나면서 직업과 가족역할 간의 긴장이 생

긴다. 따라서 이에 관련된 가정형성기 과업에 대한 재정의가 요구되어진다.

2. 자녀출산기의 축소: 평균 자녀수가 줄고 출산템포가 빨라졌기 때문에 첫 자녀

출산에서 막내자녀 출산간의 기간이 전에 비해 많이 축소되었다. 이는 기혼여

성의 취업증가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3. 가정축소기의 연장: 특히, 빈둥우리기의 연장은 부부관계의 변화와 적응의 필

요성을 증가시킨다. 남편의 직장 퇴직이 대개 이 시기에 일어나면서, 자녀의

결혼시기까지 서로의 역할에 몰입되어 있던 부부의 낯선 대면은 적응의 문제

를 일으킬 수 있다.

4. 세대간의 공유기간의 연장: 최근 평균수명의 증가로 막내자녀와 부모가 거의

반세기를 함께 생존하는 것이 평균적이 되었다. 이것은 세대간에 이해의 폭이

넓어질 수 있고 새로운 유대와 감정이입이 가능해지게 한다. 그러나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될 우려도 있다. 또한 60대의 연소노인이나 70대의 중간노인이 80

대의 고령노인 부모를 모셔야 하는 경우나 중년의 자녀가 여러 노인을 한꺼번

에 모셔야 하는 부담이 증가한다. 이에 가정축소기에 대한 재정의 및 상응하

는 발달과업에 대한 재확립이 필요하다.

5. 가족의 다양성 증가: 현재의 생활주기이론은 무자녀가족, 조부모가족, 이혼 가

족 등 현대사회에서 점차 다양해지는 가족의 형태를 모두 포괄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그에 맞는 생활주기의 수정이 요구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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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의류학과 전형유형 전 전형

1. 우리가 입고 있는 의복의 정전기는 의복의 재료, 계절 및 기후의 조건에 따라 차이가 나

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방지 대책이 있다면 설명하시오.(25점)

2. 과학기술을 접목한 의복 소재 및 디자인에 대해 설명하고, 이것이 미래 우리 인간의 생

활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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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및 평가내용】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물음1>에

대한 답변

<정전기 발생이유>

-의복 재료에 물을 좋아 할 수 있는 극성기가 있는 경우 공기 중에 기체상태의

물인 수증기가 적더라도 물과 결합하여 발생한 전기가 통과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 정전기의 발생이 적다.

-극성기가 적은 섬유라도 상대습도가 높은 여름철, 혹은 비가 와서 상대습도가

높은 경우 많은 수증기의 물을 흡착하여 마찰로 인해 발생한 정전기가 흡착된

물분자를 통하여 통과할 수 있어 정전기의 발생이 적다.

<정전기 방지대책>

-정전기발생의 근본 대책은 마찰을 하지 않거나 발생된 정전기를 정체시키지 말

고 흐를 수 있는 통로 물질을 의복에 만들어 주면 된다.

-구체적인 예로 의복을 구성하는 물질 중에 구리와 같은 금속물질을 포함하든지

물을 많이 흡착할 수 있는 물질을 세탁시 혹은 착복시 의복 혹은 사람에게 도

포하면 정전기 발생이 적어질 것이다.

<물음2>에

대한 답변

<첨단 기능성 소재의 개발로 패션 디자인의 변화?

-환경을 감지하고 반응, 제어하는 소재

-친환경적 태양열을 이용한 디자인

-현대인들의 복합적인 라이프 스타일에 적합한 기능화된 디자인

-인간신체의 한계를 확대, 신체 기능을 최적화한 기능성 소재

-최첨단 군복 소재의 개발 등

<미래의 인간 생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친환경적인 생활

-이동에 편리한 생활

-유희적인 생활

-소통하는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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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식품영양학과 전형유형 전 전형

1. 최근 우리의 식생활은 외식의 빈도가 크게 증가하고 식습관이 서구화되고 있다.(25점)

1) 이와 같은 식생활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 원인과 전통식사와 비교하여 달라진 식사 내

용의 구체적인 변화를 들어보시오.(15점)

2) 이와 같은 식문화의 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양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10

점)

2. 유전자재조합식품(유전자변형식품)이란 무엇인지 설명하고,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해 본

인이 찬성 또는 반대하는 이유를 제시하시오.(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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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및 평가내용】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물음1-1>에

대한 답변

식생활 변화의 원인과 내용(15점)

<식생활 변화의 원인>

-전통적 가정생활과 생활양식의 변화

-여성의 사회진출

-가족규모의 축소(핵가족화)

-식품가공산업의 발달과 외식산업의 등장

<식생활 변화의 내용>

-곡류섭취의 감소, 동물성 식품섭취의 증가

-에너지 과다섭취, 지방섭취의 증가, 나트륨섭취의 증가 등

<물음1-2>에

대한 답변

건강에 미치는 영향(10점)

-비만, 암, 심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의 증가

<물음2>에

대한 답변

* 유전자재조합식품이란?(5점)

유전자재조합기술을 이용하요 어떤 생물체의 특정형질을 가진 유전자를 다른

생물체의 염색체에 넣어 특정한 목적에 맞도록 만든 식품

*찬성의견 이유의 예(20점)

-식량부족 문제 해결

-식품의 기능성 강화(유익한 특정 영양소가 강화된 식품의 개발)

-제초제, 살충제 등 농약사용의 감소

-품종개량 시간의 단축

-공신력있는 기관들의 안정성 인정

반대의견 이유의 예(20점)

-개발역사가 짧아 안정성이 완전히 검증되어 있지 않음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

-항생제 내성 가능성

-제초제나 해충에 내성을 갖는 식물로 인해 생태계 파괴의 우려

-윤리적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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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간호학과 전형유형 전 전형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문항에 서술하시오.

(교과성적우수자전형․국가(독립)유공자등전형․특수교육대상자전형 50점, 영어능력우수자전형 60점)

(가) 이론가 오렘은 체계이론, 발달이론, 상호작용이론에 근거를 두고 자기간호결핍 간호이론을 개발하였다.

오렘은 이 이론에서 자기간호란 자신의 생명 및 안녕을 위해 자신이나 환경에 대해 수행하는 활동으로 정

의하면서, 자기간호 요구를 보편적 자기간호 요구, 발달적 자기간호 요구, 건강이탈 자기간호 요구의 세 가

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보편적 자기간호 요구는 인간구조의 통합과 기능 및 안녕의 유지와 함께 생의 과정과 관련된 자기간호

요구를 말하며 공기, 물, 음식, 배설 기능, 활동과 휴식, 고립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균형, 생명과 건강을 위

한 위험의 예방 등이 여기에 속한다.

발달적 자기간호 요구는 인간의 성장 발달과정에서 특별히 요구되는 자기간호 요구를 말하며, 인간 발달

의 과정, 조건, 사건 및 발달에 악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과 관련된 자기간호 요구를 말한다.

건강이탈 자기간호 요구는 질병이나 상해 등으로 개인의 자기간호 능력이 일시 및 영구적으로 손상되었

을 때 의학적 치료에 참여하는 자기간호 요구를 말한다. 이 요구는 유전적․구조적 결함, 인간의 구조적․

기능적 이탈, 의학적 진단 및 치료 등과 관련이 있다.

(나)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고 있는 78세의 박 할머니는 고혈압의 합병증으로 사물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

로 시력이 손상되어 식사는 물론 단칸방의 청소조차 할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문항 1: 오렘이 제시한 세 가지 자기간호 요구를 박 할머니에게 적용하여 박 할머니에게서 예측할 수

있는 자기간호 요구를 설명하여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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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및 평가내용】

평가항목 문 제 해 설

<물음1>에

대한 답변

박 할머니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세 가지 자기간호 요구는 다음과 같다.

보편적 자기간호 요구

박 할머니의 보편적 자기간호 요구는 음식의 섭취, 배설, 활동과 휴식, 사회와

가족으로 부터의 고립과 사회적 상호작용 부재, 시력 손상으로 인한 상해의 위

험에 대한 자기간호 요구가 있다.

발달적 자기간호 요구

박 할머니의 발달적 자기간호 요구는 노인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신체적 허

약, 정신적 외로움, 경제적 문 제 및 사회적 소외에 대한 자기간호 요구가 있을

수 있다.

건강이탈 자기간호 요구

박 할머니의 건강이탈 자기간호 요구는 박할머니가 고혈압을 가지고 있고 시력

이 손상되어 있으므로 고혈압 조절에 대한 자기간호 요구와 시력손상으로 인한

의학적 진단 및 치료와 관련된 자기간호 요구가 있을 수 있다.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물음1>에

대한 답변

예시문에 제시한 세 가지 자기간호 요구를 각각의 정의에 부합되도록 적용하였

는지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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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전자공학부 전형유형
교과성적우수자, 특수교육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1t(월) 32 54 76 98 1110 평균12

81f(t) 7884 8196 6378 8178 7557 7884

월례고사 성적 f(t)

1t(월) 32 54 76 98 1110 평균12

81f(t) 7884 8196 6378 8178 7557 7884

월례고사 성적 f(t)

문제 1.

어느 학생의 1년간의 월례고사 성적 f(t)가 아래와 같이 주어질 때 시간적 추이를 분석하려

고 한다.

이 때 사용할 수식은   

 
  

    

 ( 는 분석 단위구간을 나타내는 상수)로 나타낼

수 있다.

(1) 의 의미를 와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2) 위의 성적표에 대하여 에 관한 표를 그리시오. (=3(개월))

(3) 구해진 에 대한 표를 의 표와 비교하여 어떠한 성적 추이를 도출할 수 있는

가? (꺽은 선 그래프를 그려서 비교할 것)

(4) 에 사용된 를 3에서 6으로 늘릴 경우 생기는 변화의 실제적 의미는 무엇인가?

(극단적으로 를 12로 할 때와 비교)

문제 2.

편의상    이고   인 임의의 복소수 는    (  )로서 표현 된다. 또한

  cos   sin 로서 표현 되기도 한다.

(1) 를 와 의 함수로 표현하시오.

(2) tan를 와 의 함수로 표현하시오.

(3) 의 크기인 가  로 표현 될 수 있음을 보이시오.(는 의 켤레 복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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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및 평가내용】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문제1>에

대한 답변

1t(월) 32 54 76 98 1110 평균12

81 8586 7485 7473 7173 N/A72 N/AN/Af (t)

f (t)

1t(월) 32 54 76 98 1110 평균12

81 8586 7485 7473 7173 N/A72 N/AN/Af (t)f (t)

f (t)f (t)

(1) 가 개별 달의 성적 추이를 보여 주는 반면 는 주변 개월의 평균 성적

의 추이를 보여 준다 (Moving average)

(2)

(3) 부분적인 급격한 변화를 완화하여 일반적인 추이를 찾을 수 있다.

50

60

70

80

90

100

1 3 5 7 9 11

월

f(t)

MA

4) 부분적 변화를 한층 더 완화시켜 장기 추이를 보여 준다. 극단적으로 를 12로

두면 정적인 단순 평균값으로 수렴한다.

<배점기준>(A)모두 맞힌 경우(25점), (B)세 개만 맞힌 경우(20점), (C)두 개만 맞힌

경우(15점), D한개만 맞힌 경우(10점), E전혀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5점)

<문제2>에

대한 답변

문제 2에 대한 해설

(1)    

(2) tan  


(3)      

   cos   sin cos   sin   cos  sin  

<배점 기준>

(A) 모두 맞힌 경우 (25점)

(B) 두 개만 맞힌 경우 (20점)

(C) 한 개만 맞힌 경우 (15점)

(D) 전혀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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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전자공학부 전형유형 과학능력우수자

1t(월) 32 54 76 98 1110 평균12

81f(t) 7884 8196 6378 8178 7557 7884

월례고사 성적 f(t)

1t(월) 32 54 76 98 1110 평균12

81f(t) 7884 8196 6378 8178 7557 7884

월례고사 성적 f(t)

LL

문제 1.

어느 학생의 1년간의 월례고사 성적 f(t)가 아래와 같이 주어질 때 시간적 추이를 분석하려

고 한다.

이 때 사용할 수식은   

 
  

    

 ( 는 분석 단위구간을 나타내는 상수)로 나타낼

수 있다.

(1) 의 의미를 와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2) 위의 성적표에 대하여 에 관한 표를 그리시오. (=3(개월))

(3) 구해진 에 대한 표를 의 표와 비교하여 어떠한 성적 추이를 도출할 수 있는

가? (꺽은 선 그래프를 그려서 비교할 것)

(4) 에 사용된 를 3에서 6으로 늘릴 경우 생기는 변화의 실제적 의미는 무엇인가?

(극단적으로 를 12로 할 때와 비교)

문제2

아래 그림과 같이 한 쪽 끝이 막힌 폐관을 여러 개 사용하여 관악기의 일종인 팬플룻을 만

들려고 한다. 가장 낮은 "도"의 음을 낼 수 있는 폐관의 길이를 L이라고 하자

1) 기본 공진에 해당 되는 정상파 패턴을 대략적으로 그리시오

(2) 한 옥타브 높은 "도"의 음을 낼 수 있는 폐관의 길이를 구하시오. 여기서 한 옥타

브라 함은 두 배 높은 주파수를 의미한다.

(3) (2) 번 경우에 해당하는 소리의 파장을 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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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전자공학부 전형유형 과학능력우수자

문제 3.

편의상    이고   인 임의의 복소수 는    (  )로서 표현 된다. 또한

  cos   sin 로서 표현 되기도 한다.

(1) 를 와 의 함수로 표현하시오.

(2) tan를 와 의 함수로 표현하시오.

(3) 의 크기인 가  로 표현 될 수 있음을 보이시오.(는 의 켤레 복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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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및 평가내용】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문제1>에

대한 답변

1t(월) 32 54 76 98 1110 평균12

81 8586 7485 7473 7173 N/A72 N/AN/Af (t)

f (t)

1t(월) 32 54 76 98 1110 평균12

81 8586 7485 7473 7173 N/A72 N/AN/Af (t)f (t)

f (t)f (t)

(1) 가 개별 달의 성적 추이를 보여 주는 반면 는 주변 개월의 평균 성적

의 추이를 보여 준다 (Moving average)

(2)

(3) 부분적인 급격한 변화를 완화하여 일반적인 추이를 찾을 수 있다.

50

60

70

80

90

100

1 3 5 7 9 11

월

f(t)

MA

4) 부분적 변화를 한층 더 완화시켜 장기 추이를 보여 준다. 극단적으로 를 12로

두면 정적인 단순 평균값으로 수렴한다.

<배점기준>(A)모두 맞힌 경우(25점), (B)세 개만 맞힌 경우(20점), (C)두 개만 맞힌

경우(15점), D한개만 맞힌 경우(10점), E전혀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5점)

<문제2>에

대한 답변

문제 2에 대한 해설

(1)    

(2) tan  


(3)      

   cos   sin cos   sin   cos  sin  

<배점 기준>

(A) 모두 맞힌 경우 (25점)

(B) 두 개만 맞힌 경우 (20점)

(C) 한 개만 맞힌 경우 (15점)

(D) 전혀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 (10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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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문제3>에

대한 답변

(1)    

(2) tan  


(3)      

      cos   sin cos   sin   cos  sin  

<배점 기준>
(A) 모두 맞힌 경우 (100점)
(B) 두 개만 맞힌 경우 (80점)
(C) 한 개만 맞힌 경우 (60점)
(D) 전혀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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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컴퓨터학부 전형유형
교과성적우수자

특수교육대상자

1. (25점) 먹이를 구하러 다니던 개미가 왼쪽 더듬이에 이상이 생겼다. 먹이를 구한 후 개미
가 방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더듬이가 이상동작을 한다. 입구부터 방까지 가는 길에는 그
림과 같이 모두 10번의 갈림길이 있다. 갈림길을 만날 때 마다 더듬이가 오른쪽을 가리킬 
확률이  , 왼쪽을 가리킬 확률이  이다. 개미는 더듬이가 가리키는 방향으로만 움직인다
고 할 때 개미가 정확하게 방을 찾아갈 확률은? 방의 위치는 오른쪽에서 3번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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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컴퓨터학부 전형유형
교과성적우수자

특수교육대상자

2. (25점) 2차원 평면 상에서 2개의 점 P = (xp,yp),Q=(xq,yq)를 지나는 직선 L(t)는 다음 
방정식에서 매개변수 t를 –∞ 에서 +∞까지 변화시킴으로써 구할 수 있다.

              L(t)=(x(t),y(t))     x(t)=(1–t)xp+txq       y(t)=(1–t)yp+tyq

 

반지름 r

원 C

원점 (0, 0)

0번 만남

1번 만남

2번 만남

P = (xp, yp)

Q = (xq, yq)

직선의 매개변수 방정식:
L(t) = (x(t), y(t))
x(t) = (1 – t) xp + t xq
y(t) = (1 – t) yp + t yq

x

y

   2차원 평면 좌표계의 원점 (0, 0)에 반지름 r을 가지는 원 C가 놓여 있다. 이제 2차원 평
면에 포함된 직선은 원 C의 둘레와 전혀 만나지 않거나(0번 만나거나), 접하거나(1번 만나
거나), 2번 만날 수 있다. 점 P, Q를 지나는 직선이 원 C의 둘레와 몇 번 만나는지를 판정
하는 방법을 설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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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및 평가내용】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문제1>에

대한 답변

독립시행과 확률 문제

총 10번의 갈림길에서 2번을 왼쪽, 8번을 오른쪽 선택하는 경우의 확률을 
구한다.

예) 왼왼오오오오오오오오, =  × 

× 


× 


× 


× 


× 


× 


× 


× 



    왼오왼오오오오오오오, =  × 

× 


× 


× 


× 


× 


× 


× 


× 



     ....
    오오오오오오오오왼왼. =  × 


× 


× 


× 


× 


× 


× 


× 


× 



독립시행확률 공식에 의해서
10C2

 



 

 = 




  = 


×

(정답) 


×

<문제2>에

대한 답변

원점을 기준으로 반지름 r인 원의 방정식은
         x2 + y2 = r2

x, y에 각각 x(t),y(t)를 대입하면,
매개변수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고, 
이 2차 방정식이 가지는 근의 개수가 교차점의 개수임.
(2차 방정식의 근과 기하학적 의미를 묻는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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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컴퓨터학부 전형유형 과학능력우수자

1. (25점) 먹이를 구하러 다니던 개미가 왼쪽 더듬이에 이상이 생겼다. 먹이를 구한 후 개미
가 방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더듬이가 이상동작을 한다. 입구부터 방까지 가는 길에는 그
림과 같이 모두 10번의 갈림길이 있다. 갈림길을 만날 때 마다 더듬이가 오른쪽을 가리킬 
확률이  , 왼쪽을 가리킬 확률이  이다. 개미는 더듬이가 가리키는 방향으로만 움직인다
고 할 때 개미가 정확하게 방을 찾아갈 확률은? 방의 위치는 오른쪽에서 3번째이다.

2. (100점) 철수, 영희, 준호가 사는 마을에 우물을 만들려고 한다. 그리고 각 집에서 우물까
지 길을 만들려고 한다. 길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은 거리 제곱에 비례한다. 집의 위치가 다
음 그림과 같을 때 우물까지 길을 만드는 비용을 가장 적게 들도록 하는 우물의 위치는 어
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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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컴퓨터학부 전형유형 과학능력우수자

3. (100점) 스티로폼 공장에서 제품을 포장하여 배송하려고 한다. 제품은 정육면체 종이박스
로 포장하지만 포장박스의 크기는 정하지 않았다. 이 때 소요되는 포장비용은 포장박스를 
만드는 종이의 단위면적(1cm2)당 250원이다. 그러나 배송비용은 포장박스의 부피가 작을수
록 적게들며, 그 공식은 원 × 박스부피  





 이다. 1m3의 스티로폼을 가장 적은 비용
으로 포장하여 배송하려면 포장박스의 크기는 얼마로 하여야 하는가? 또, 그 때의 총 비용
은 얼마인가? (포장박스를 만드는 종이의 두께는 0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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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및 평가내용】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문제1>에

대한 답변

독립시행과 확률 문제

총 10번의 갈림길에서 2번을 왼쪽, 8번을 오른쪽 선택하는 경우의 확률을 
구한다.

예) 왼왼오오오오오오오오, =  × 

× 


× 


× 


× 


× 


× 


× 


× 



    왼오왼오오오오오오오, =  × 

× 


× 


× 


× 


× 


× 


× 


× 



     ....
    오오오오오오오오왼왼. =  × 


× 


× 


× 


× 


× 


× 


× 


× 



독립시행확률 공식에 의해서
10C2

 



 

 = 




  = 


×

(정답) 


×

<문제2>에

대한 답변

세집의 위치를 xy 좌표계 위에 옮겨서 
생각한다. 각각의 집은 그림과 같은 좌표를 
가지게 되고 우물의 좌표를 (x,y) 라고 
놓는다. 길을 만드는 비용이 거리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총 비용은 
(영희집길비용)+(철수집길비용)+(준호집길
비용)=

           

  


   


 

   


 

이다. 이 때 k가 양의 상수이므로 이 식이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x, y 가   
  

일 때이다.

(정답) 무게의 중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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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및 평가내용】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문제3>에

대한 답변

산술기하평균 문제 
1m3 를 한 변의 길이가 100cm인 부피로 보고 한 변을 n개로 나눈다고 
생각하면,



   부피의 정육면체 상자 n3 개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포장을 할 
때에 종이박스의 비용은 
박스의 한면의 넓이 × 박스당 면의 개수 × 박스의개수 × 가 된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 ×  × × 이다. 

배송비용은 × 박스부피 




×박스의개수 가 된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 








× 
×  이다. 따라서 총 경비는 × ×

×  
이다. 총 경비의 최소값은 
× ×

×
≥ 

× ××

×
  의 Jensen's 

inequality에서 구할 수 있고  × ×

×  일 때 최소 비용이 든다. 
그러므로 n=20일 때 최소이다. 
정답은 포장박스의 한 변의 길이는 5cm이고 비용은 600,000,000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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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전기공학부 전형유형
교과성적우수자

과학능력우수자

문제 1.

어느 회사에서 개당 3000원 하는 부품을 하루에 1800개씩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부품 가격을 100

원 올릴 때마다 판매량이 2개씩 감소한다.

[물음1] 하루 매출액을 최대가 되게 하려면 가격을 얼마나 결정해야 하는가?

[물음2] 판매량(개)과 가격상승(100원) 사이에    ≤  제약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이 경

우 최대 매출액을 달성하려면 가격을 얼마로 결정하여야 하는가?

문제 2.

공기 저항이 없는 공간의 높이 h에서 지면과 수평방향으로 초기속도 으로 질량 M인 물체를 발사하

였다. 이때 중력가속도는 g이고 지면과는 완전 비탄성 충돌을 한다.

[물음1] 지면과 충돌 직전 물체의 속력을 구하시오.

[물음2] 지면과 충돌 후 발사 위치로부터 물체의 수평방향 이동거리를 구하시오.

문제 3.

다음 그램과 같이 위로 향하는 균일한 자기장(B) 속에 저항 R이 ㄷ자 모양의 도선에 연결되어 있고,

도선 위에서 길이가 l인 금속 막대를 일정한 속력 v로 자기장과 수직방향으로 이동 시킨다. (단 도선과

막대 사이의 마찰과 도선 자체저항은 무시한다.)

[물음1] 저항에 유도전류가 흐르는 이유를 설명하고 유도전류방향을 구하시오.

[물음2] 저항에서 소모되는 전력을 구하시오.

[물음3] 금속막대가 등속운동을 하기위해 필요한 힘을 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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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및 평가내용】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문제1>에

대한 답변

[1]

매출액 함수      

도함수         
    

최대치 조건              

(답) 4,000원

[2]

판매량    

이윤조건    ≤ 
     ≤ 
    ≥ 
≤   ≥ 

매출액 도함수가  ≤  ≤  사이에서 양이므로 매출액은 이 구간에서 단조 증가함

(답) 3500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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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문제2>에

대한 답변

[1]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 물체는 다음 식을 만족해야 한다.

(초기에너지)



   



  



(충돌 직전 에너지)

따라서 지면과 충돌 직전 물체의 속력은 지면과 수평방향(등속 운동)으로는  , 수직

방향(등가속도 운동)은

  

이다. 따라서 최종속력은

   

이다.

[2] 물체가 지면에 충돌할 때 까지 걸린 시간은 수직방향으로의 등가속도 운동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수평방향으로는 등속 운동을 하기 때문에 수평방향으로 이동거리는

    




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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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문제3>에

대한 답변

[1] 패러데이의 법칙에 의해 유도기전력은 코일 속을 지나는 자속의 시간적 변화율

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발생한다.

 ∆
∆

∆
∆

 

따라서 유도전류 방향은 시계방향이다.

[2] 도선에 흐르는 유도전류는 옴의 법칙에 의해

  





이다. 따라서 저항에서 소모하는 전력은 다음과 같다.

     


 
 

[3]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막대의 운동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전자기력이 작용하며 그

크기는 BIl이다. 따라서 막대가 등속운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동방향으로 전자기

력에 해당하는 힘을 인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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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자연과학자율전공 전형유형 전 전형

【문제 1】

(1) 반지름이 같은 동전들을 같은 면적에 겹치지 않도록 더 많이 배열하기 위해서는 정사각형 배

열(왼쪽 그림)보다 정삼각형 배열(오른쪽 그림)이 더 효율적임을 설명하시오.

(2) (1)의 결과를 이용하여, 파리 눈의 낱눈이나 꿀벌의 집이 정육각형을 이루고 있는 이유를 설

명하시오.

【문제 2】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대구 인근에 “21세기형 글로벌 인재 양성, 한강이남 최고 교육

기관 경북대학교”라는 간판 뒤에 고속도로 순찰차가 정지한 채 과속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2009년 10월 17일 오후 2시 35분 즈음에 시속 162 km의 일정한 속도로 달리는

과속차량이 경북대학교 간판을 지나갔다. 이것을 발견한 순찰차는 이 과속차량을 잡기

위해 1.03초 후에 3.00 m/s2로 가속하기 시작하였다.

(1) 순찰차가 출발하기 시작하였을 때 과속차량은 순찰차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계

산의 편의를 위해 1.03을 3.1/3으로 가정하라.

(2) 순찰차가 과속차량을 따라 잡는데 걸리는 시간 t의 관계식을 유도하고 계산하라. 과속차량의

속도 및 이동 거리는 각각 V과속차량, X과속차량이고, 순찰차의 속도, 이동 거리, 및 가속도는 각

각 V순찰차, X순찰차, A순찰차이다.

(3) 순찰차의 엔진이 더 큰 가속도를 낼 수 있는 기관이었다면 순찰차가 과속차량을 따라잡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위 (2)번의 t 관계식을 통해 설명하라.



- 119 -

【문제 해설 및 평가내용】

평가항목 문 제 해 설

<물음1>에

대한 답변

(1) 반지름이 1일 때, 정사각형 배열에서는 4개 당  의 면적(1개 당  

≈)

이 사용되지 않으나 정삼각형 배열에서는 3개 당   

의 면적(1개 당




 


≈) 이 사용되지 않음.

사각형 면적 4 삼각형 면적 

사각형속의 동전 면적  삼각형속의 동전 면적 



별해1. 단위면적 당 들어갈 수 있는 동전의 수를 계산하는 경우

별해2. 같은 수의 동전이 들어가는 외접 도형의 면적을 계산하는 경우

(2)

l 채워진 동전의 중점을 이으면 나타나는 정다각형들로 평면이 채워져 있음을 알

수 있다.

l 정각형의 한 내각은 


이고 의 약수이므로,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육각형)만 가능하다.

l (1)에 의하여 정사각형보다 정육각형 배열에서 주어진 공간에 더 많은 꿀벌의 집

을 확보할 수 있다.

l 정삼각형보다는 정육각형 속에 더 큰 꿀벌이 들어갈 수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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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문 제 해 설

<물음2>에

대한 답변

(1) 5점

순찰차가 출발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1.03초이므로 과속차량은 1.03초 (3.1/3) 동안

등속 운동 하였다. 과속차량의 이동 거리 X과속차량 = V과속차량 × 3.1/3이다.

V과속차량 = 162 km/h × 1 h / 3600 s = 45 m/s

따라서 X과속차량 = 45 m/s × 3.1/3 = 46.5 m

(2) 15점

순찰차가 과속차량을 따라잡는 시간 t에서 경북대학교 간판에서부터 순찰차가 이동

한 거리와 과속차량이 이동한 거리가 같아진다. 과속차량은 등속도 운동, 순찰차는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 t = 0에서 순찰차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t 시간 동안 과속차량이 이동한 거리

X과속차량 = X과속차량,t=0 + V과속차량 × t = 46.5 m + 45 m/s × t

t 시간 동안 순찰차가 이동한 거리

X순찰차 = X순찰차,t=0 + V순찰차 × t + 1/2 × A순찰차 × t
2

= 0 + 0 + 1/2 × 3.00 × t2

∴ 46.5 m + 45 m/s × t = 1/2 × 3.00 × t
2

다시 풀면, t2 - 30t - 31 = 0

t = 31초.

∴ 31초 후에 순찰차가 과속차량을 따라 잡게 된다. 만일 과속차량이 순찰차를 지나

는 시간을 t = 0으로 두었다면 과속차량을 따라 잡는 시간은 31 + 1.03 = 31.03초가

된다.

(3) 5점

위 2번 문제에서 t에 관한 2차 방정식을 풀면

t = V과속차량/A순찰차 + {(V과속차량/A순찰차)2 + 2X과속차량,t=0/A순찰차}1/2

따라서 순찰차의 가속도인 A순찰차가 커질수록 과속차량을 잡는 시간이 짧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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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생태환경시스템학부 전형유형 교과성적우수자

일반적으로 하천이나 호수, 바다 등에 소량으로 유입되는 유기물은 호기성 미생물에

의해 산화·분해되어 수질오염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이와 같이 하천이 어느 정도의

유기물을 스스로 분해하여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현상을 자정작용이라고 한다. 그러

나 하천으로 유입되는 유기물의 양이 너무 많아서 미생물이 분해할 수 있는 자정작용의

한계를 넘으면, 수중 생태계가 파괴되어 수질이 오염된다.

문제 1. 자정작용의 한계를 넘은 하천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시

오.(25점)

문제 2. 하천의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을 설명하시오.(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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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1.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의 근간은 예시 문에서 제시된 것처럼 자연상

태에서 미생물의 자정작용을 활용하여야 한다. 미생물 또한 자연의 일부로서 먹이사슬에 의하여

일정 지역 내에서는 그 개체수가 평형을 이루고 있다. 평소보다 많은 에너지와 유기물이 일정

생태계에 유입될 경우, 이 물질을 이용하는 유기물의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생태계의

평형이 깨어지고 이로 인하여 변화하는 현상을 논할 수 있어야 한다.

2. 인구가 증가하고 산업이 발달하면서 인간이 이용하는 물질소비량은 증가하였으며, 그 결과 오염

물질의 양과 종류가 늘어나 환경오염이 심각해졌다. 인간 활동에 의하여 생태계 평형을 파괴하

는 환경오염은 크게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한 대책 없이

는 지속가능한 미래의 인류를 생각할 수가 없다. 특히 수질오염은 개인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

가 있는 오염으로서 개인차원에서 생각하고 실천할 때 실효를 거둘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생활

원칙 및 개념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평가내용】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물음1>에

대한 답변

하천에 과다한 양의 유기물이 유입되면,

1. 이를 분해하는 호기성 세균이 급격히 증가하여 용존산소가 대량으로 소비

되어, 산소부족으로 물고기를 비롯한 수중생물들이 호흡장애를 일으킨다.

2. 용존산소가 감소하면 혐기성 세균에 의해 유기물의 불완전 분해가 일어난

다. 이때 메탄, 황화수소 등의 기체에 의해 악취가 나며, 바닥에는 완전히

분해되지 않은 유기물이 쌓여 오염이 오랫동안 지속된다.

<물음2>에

대한 답변

1. 가정에서는 물과 합성세재의 사용량을 줄이고 폐식용유를 재활용하거나 음

식 찌거기를 유기비료로 만들어 사용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2. 공장에서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걸러내는 폐수처리장을 둔다.

3. 정부차원에서는 대단위 하수처리장을 만들어 가정이나 공장에서 정화되지

않은 오염루질을 최종적으로 정화시키도록 시설투자를 하여야 한다(자정작

용의 한계를 넘어서 오염물질이 유입되었을 때에는 호기성 세균을 이용하

여 물을 정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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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생태자원응용학부 전형유형 교과성적우수자

1. 생물은 적응과 진화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생물이 진화하였다는 증거를 설명하

시오. (25점)

2. 생물자원은 물질자원에 비하여 어떤 장점이 있으며, 인간이 생물자원을 어떻게 효율

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설명하시오. (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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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및 평가내용】

이번 문제는 수험생들의 표현력과 전체적인 능력, 이해력과 자연의 원리 등 을 주요한 평가기준

으로 삼고 있다.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항목별로 다음과 같다.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물음1>에

대한 답변

생물은 적응과 진화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생물이 진화하였다는 증거를

설명하시오. (25점)

o. 화석상의 증거 - 과거에 살았던 생물과 현재의 생물이 화석을 통해 보면 다

르며, 또한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변해가는 중간 형태의 생물 화석이 발

견된다.

o. 발생상의 증거 - 계통이 비슷한 생물은 발생 초기의 형태가 비슷하다. 가령

곤충의 애벌레는 모두 모양이 비슷하며 척추동물의 배는 초기 형태가 비슷

하다.

o. 비교 해부학상의 증거 - 척추동물의 앞다리는 외부 형태가 다양하지만 골격

구조가 같다. 이는 기본 구조에서 출발하여 여러 가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진화한 결과이다.

o. 분자 생물학상의 증거 - 생물은 모두 DNA나 RNA를 유전물질로 가지고 있

으며, 이들의 유전정보가 발현되는 원리가 같다. 또 생물체가 가진 유전자

중에는 아무런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유전자들이 있는데 진화 과정에서

쓸모가 없어진 유전자라고 해석할 수 있다.

<물음2>에

대한 답변

o. 생물자원 : 생물로부터 얻는 자원으로 주로 식량으로 이용되며, 재생산이 가

능하므로 잘 관리하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농산자원: 곡물, 과채류,

약재, 화훼등. 임산자원 : 종이, 목재, 약재, 가구, 유실수, 관상수 등. 축산자

원 : 고기나 우유, 계란 등 동물성 단백질의 공급원, 섬유, 모피 등. 수산지원

: 어류, 조개류, 해조류 등.

o. 생물자원의 장점 : 생물자원은 재생되므로 언젠가 고갈될 물질자원과는 달리

잘 관리하면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o. 생물자원의 효율적인 이용방안 : 생물자원의 남획을 막고 멸종위기에 놓인 생

물자원을 보호함으로써 생물종의 다양성을 유지한다. 영농기술의 발달과 경

작지의 지력 향상 등을 통해 생물자원의 수확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개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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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축산학과 전형유형 교과성적우수자

* 아래의 제시문은 읽고 [물음 1], [물음 2] 및 [물음 3]에 답하시오.

1. 인간생활에 있어서 산업동물 및 반려동물(애완동물)의 가치 또는 역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5점).

예 산업동물 - 소, 돼지, 닭 등. 반려동물(애완동물) - 개, 고양이 등

아래의 제시문을 읽고 2번 문제를 설명하시오.

순환기계는 크게 심장과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신으로 혈액을 순환시켜 항상성을

유지한다. 심장이 정지하고 순환이 중지된다면 30초 이내에 의식이 소실되며, 수 분 내에

뇌와 다른 생체조직에 회복할 수 없는 불가역적인 장해를 초래한다.

전신으로 순환되는 경로는 대순환(체순환)과 소순환(폐순환)의 두 가지가 있다.

2. 대순환(체순환)과 소순환(폐순환)을 설명하시오 (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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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및 평가내용】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물음1>에

대한 답변

산업동물

인류 역사상 최초로 사람에 의해 순화된 동물은 개이며, 이는 14,000년 전에 이루어

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식용가축으로서 최초로 가축화 된 동물은 11,000년 전

쯤 면양으로 알려져 있고, 그 이후에 오늘날 기르고 있는 여러 종류의 가축이 사람들에

의해 순화되어 사육하기에 이르렀다.

이들 가축은 오늘날 인간의 건강한 의식주를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즉 식물성 식품으로서 공급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필수영양소의 공급을

위한 우유, 고기, 계란 등과 기타 축산가공식품, 그리고 가죽과 모피, 의약품에 이르기까

지 그 종류는 엄청나게 많으며, 또한 세계 도처에서 역용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인간의 문화수준과 영양수준이 향상되면 가축의 중요성은 더욱 가중되며, 인

간이 존재하는 한 가축과의 밀접한 관계는 더욱 깊어지리라 생각된다.

또한 인간이 먹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조사료나 폐기물로 취급되는 인간 식량생산 부

산물을 이용하여 귀중한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가축의 위치도 매우 중요

하다고 하겠다.

반려동물(애완동물)

애완동물은 문자 그대로 귀여워서 가까이에 두고 보며 즐기고 싶은 동물이다. 반려동

물 또는 동반동물이란 용어로도 쓰이나 약간씩 그 의미가 다르다. 최근에는 인간과 수평

적인 관계로 반려동물이란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애완동물에는 포유류, 파충류, 양서류,

조류, 어류 그리고 곤충 등이 있다.

애완동물은 개가 기원 전 1만 년에 축화되어 가장 오랜 축화역사를 갖고 있으며, 설

치류 밍크와 같은 것은 기원 후 1000년경에 축화되었다.

애완동물을 사육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는 청소년기와 노년기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청소년기에는 정서함양, 생활태도, 성적향상, 비행예방, 생명에 대한 경

외심 함양 등에 도움을 준다. 노년기에는 소외감 극복, 사망률 감소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다.

또한 최근에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맹도견이나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청도견 등 실

용적 기능으로 이용 되고 있으며 병원이나 재활시설, 요양원 등 여러 기관에서 동물을

이용한 치료요법도 실시하고 있다.

<물음2>에

대한 답변

소장에서의 소화 - 혼합운동과 연동운동 같은 근육 운동이 일어나 음식물이 소화액과

잘 섞이게 하면서 음식물을 서서히 아래로 이동시킨다. 소화효소인 이자액을 분비시켜

산성의 음식물을 중화시키고, 소장 내 환경을 약한 염기성으로 만든다. 또한 이자액에는

여러 가지 소화 효소가 들어 있어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분해한다.

대장에서의 소화 - 대장에서는 소화액이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소화 효소에 의한 소

화는 일어나지 않으며, 대장균에 의해 섬유소와 같이 사람의 소화 효소로 소화되지 않는

물질이 분해된다. 또한 소장에서 흡수되고 남은 찌꺼기로부터 수분을 흡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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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생태환경보전관광학부 전형유형 교과성적우수자

* 다음 제시문을 읽고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제시문]

(가) 과거 우리나라는 농촌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1910년까지만 해도 전체 인구 중 도시 인구

는 약 3% 정도였으며, 대부분의 인구는 농촌에 거주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의 공업화와

함께 도시로의 급속한 인구이동이 이루어졌다. 즉,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농촌

인구가 도시로 집중하게 되었다. (a)이와 같은 도시 지역으로의 인구 집중은 인구 과밀화

를 초래하여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한편 도시 지역은 인구 수용을 위해서 계속

확장되어 왔다. (b)이러한 도시 권역의 확장은 도시 주변의 농촌 지역으로 진행되었는데,

과거에는 논과 밭, 산으로 이용되던 지역들이 현재는 아파트와 상가, 일반 주택들이 들어

선 모습으로 변화하였다.

(나) 생태계에서 특정 생물종이 사라지거나 외래 동ㆍ식물이 무분별하게 유입되면 생태계 평형

이 무너지게 되어 종 다양성은 감소될 수 있다. 우리가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면서 생물다

양성(biodiversity)을 보전해야 하는 이유는 후손에게 건강한 자연을 물려주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기 때문이고, 현재는 비록 이용가치가 없지만 미래에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가

져다 줄 수 있는 유전자원의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생명체의 특성은 각 개체의 유

전정보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유전자(gene)와 개체의 발생 및 생육(growth and

development)과정에 처하게 되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유전자는

생물다양성의 원천이며 이를 보전하는 것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대 생명공학에서는 동ㆍ식물의 전체 DNA 염기서열을 분석하는 게놈프로

젝트(genome project) 수행, 멸종 위기종의 근친 교배 방지를 위한 분자마커(molecular

marker) 활용, 유전자은행(gene bank) 운영, 유용 유전자변형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 개발 등과 같이 유전자 수준에서 생물다양성을 보전, 복원 및 개량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물음 1. 제시문 (가)를 읽고 제시문 (a)에 관련된 환경문제를 (b)와 관련시켜 설명하시오.(25점)

물음 2. 제시문 (나)를 읽고 우리가 생물종다양성을 보전해야 되는 이유와 생명체의 유전자를

보전하는 것이 왜 생물다양성 보전과 관계가 있는지 설명하시오.(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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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및 평가내용】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물음1>에

대한 답변

도시지역으로의 인구집중은 인구과밀화를 초래하여 도시 내 주택부족 자동차

의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 그리고 대기오염의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되며, 이 중

환경오염의 문제로 대기오염의 증가를 들 수 있다.

한편 도시의 인구 증가에 따른 외연적 확산은 대기오염을 완화시켜주는 주변

농촌지역의 자연환경을 파괴하여 대기오염의 증가를 가중시키게 되며, 나아가

오존층의 파괴와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심각한 환경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물음2>에

대한 답변

<평가지표>

1) 생물종다양성 보전 이유

- 인간도 생태계의 일원, 다양화가 수반된 생태계 평형의 유지

- 후손에게 건강한 자연을 물려주어야 할 도덕적 의무

- 현재 뿐 아니라 미래에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산

2) 유전자 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의 상관관계

- 생명체의 유전정보는 유전자에 암호화 됨

- 생물의 표현형(외형)은 유전자와 환경의 상호작용의 결과물

- 최근 생명공학적 연구산물에 관한 과학적 기초 지식에 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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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토목공학과 전형유형 교과성적우수자

(문제1)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도 불리는 4대강 정비 사업은 2008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단순한 건설공사가 아니라 경제를 살리고 균형발전을 촉진하며,

환경을 복원하고 문화를 꽃피우기 위한 한국형 뉴딜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기존 제방을 보강하고 중소 규모 댐과 홍수조절지 5개소를 건설하

여 홍수를 예방하려는 목적과 생태습지를 조성하고 하천 주변에 나무를 심어 녹지벨트

를 확보해 이산화탄소를 저감함으로써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다.

또한, 농업용 저수지를 개량해 연간 2억2000만m³의 물을 흘려보내 수질 개선에 기여함으

로써 물부족을 해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물부족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문제2) 도로는 인간이나 차가 다니는 비교적 큰 길로 태고로부터 인류와 함께 발전하여,

현대의 자동차 시대에 필요한 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근대화되어 왔다. 또한 생산과 유

통 등 경제적·정치적·문화적으로도 중요한 기능을 다하고 있으며, 교통체계(交通體系) 중

에서 특히 우리의 생활에 중요한 교통시설이다.

도로를 이용목적에 의해서 분류하면 일반공중용으로 일반도로, 산업개발을 목적으로 하

는 산업도로, 유람관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람도로, 자동차의 쾌주(快走)를 목적으로

하는 드라이브웨이가 있다. 전용도로로는 자동차도로 ·고속도자동차도로 ·자전거도 등이

있다. 군사용으로 쓰이는 군사도로, 경작용의 경작도, 산림 내의 운반용 도로로서 산림도

등이 있다.

도로가 인간생활에 기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술하고 문제점 및 대책을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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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및 평가내용】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물음1>에

대한 답변

원인 대책

1. 인구증가 1. 절약
2. 저장기능의 미비 2. 관계시설의 확충
3. 물자원의 지역적 편재 3. 지하수개발

4. 계절별 강우량의 불균형 4. 물절약 캠페인

5. 물값이 너무 싸다. 5. 해수를 담수화하는 기술개발 

<채점기준>

A (25점) : 원인과 대책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구술답변이 우수함

B (23점) : 원인과 대책을 적절히 기술하고 구술답변이 적절함

C (21점) : 원인과 대책을 보통으로 기술하고 구술답변이 보통임

D (19점) : 원인과 대책이 미흡하고 구술답변도 미흡함

E (17점) : 서술답변과 구술답변 중 한 가지만 미흡하지만 제시함

F ( 0점) : 전혀 기술하지 못하고 구술답변도 못함

<물음2>에

대한 답변

기여 문제점 대책

1. 사람의 이동을 원활하게 1. 환경파괴 1. 친환경도로 건설
2. 산업개발 2.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손실 2. 지능형 도로망 구축
3. 유람관광 3. 땅값의 상승 3. 안전한 도로 구축   

4. 지역의 균형발전
4. 도시화의 가속으로 인한 
   인구의 불균형

5. 물류의 이동

<채점기준>

A (25점) : 서술답변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구술답변이 우수함

B (23점) : 서술답변을 적절히 기술하고 구술답변이 적절함

C (21점) : 서술답변을 보통으로 기술하고 구술답변이 보통임

D (19점) : 서술답변이 미흡하고 구술답변도 미흡함

E (17점) : 서술답변과 구술답변 중 한 가지만 미흡하지만 제시함

F ( 0점) : 전혀 기술하지 못하고 구술답변도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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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식품과학부 전형유형 교과성적우수자, 국가유공자 등

아래의 지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나라의 식품안전수준에 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특히 어린이 먹

거리에 관한 불안감은 매우 높고, 식품안전 전반에 관한 정부 정책에 대하여서도 불신감은

크다고 하겠다. 어린이 기호식품 등 주요 어린이 먹거리가 안전적, 영양적으로는 많은 문제

점을 갖고 있음을 부인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우선`junk food`이라고도 불리는 어린이 먹거리

의 대표적 기호식품인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를 보면 불량하고 불균형 적인 영양소 공급을

들 수 있으며, 또한 패스트푸드는 최근 소아 비만의 주범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포화지방산의

양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국갤럽이 실시한 `어린이 먹거리 안전 인식도 조사` 결

과를 보면 평소 어린이 먹거리 안전에 대한 관심도에 대한 질문에 82.4%가 `관심 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관심 없다`는 응답자는 11.1%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평소 학부모

혹은 보호자들의 어린이 먹거리 안전에 대한 관심수준이 높음을 알려주는 결과라 할 수 있

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식품안전 정책은 식품의약품안전청, 교육과학기술부, 지자체에서

주로 실시되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의 목표는 과자, 패스트푸드 등 청소년 기호식품과 단체

급식의 유통, 소비환경을 개선하여 유해유독성분, 식중독, 비만 등으로부터 청소년 건강을 보

호하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의 지정관리, 기호식품 광고

등의 규제 강화, 기호식품의 첨가물 사용 규제 강화, 식품안전 영양교육 강화 등이 있다.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이란 학교주변 문구점, 구멍가게, 분식점등에서 유통되는

불량식품이나 저질식품의 유통을 막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기호식품의 조리·판매 환경을 조

성하기 위해 초등, 중등학교의 경계선으로 부터 200m 이내지역을 말한다.

문제 1. Junk Food의 의미와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5점)

문제 2. 식품안전보호구역의 뜻과 본인의 이에 대한 생각을 설명하시오? (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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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및 평가내용】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물음1>에

대한 답변

Junk Food 란 칼로리가 높은 고열량 이며 건강에는 좋지 않은 인스턴트 식

품으로 영양적으로 불량하고 불균형적인 영양소 공급의 우려가 있는 포화지방

산, 트랜스지방산, 식품첨가물 등 의 양이 특히 많은 패스트푸드나 탄산음료 등

을 말하며 식품안전성이 낮고 영양적으로 불량을 초래 할 가능성이 많은 문제점

이 있다.

<물음2>에

대한 답변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이란 학교주변 문구점, 구멍가게, 분식점

등에서 유통되는 불량식품이나 저질식품의 유통을 막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기호

식품의 조리·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초등, 중등학교의 경계선으로 부터

200m 이내지역을 말한다. 청소년 기호식품과 단체급식의 유통, 소비환경을 개선

하여 유해유독성분, 식중독, 비만 등으로부터 청소년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다.



- 133 -

학과명 기계자동차공학부 전형유형 교과성적우수자, 국가유공자 등

[물음 1] 자전거는 앞바퀴가 조향 그리고 뒷바퀴가 구동식이다. 페달을 밟으면 페달과 연결

된 톱니바퀴가 돌아가고, 체인으로 연결된 뒷바퀴가 톱니수의 비에 따라 돌아가는 원리이

다. 만약 페달 측 톱니바퀴와 뒷바퀴 톱니바퀴의 톱니수비가 2：1이고 자전거 타이어 지름

은 D 일 때, 페달측 톱니바퀴를 1분간 N 회 회전시켜 1시간동안 나아갈 수 있는 최대거리

는 얼마인가? 단, 공회전은 불가능한 자전거 구조라고 가정한다. (15점)

[물음 2] 자전거나 자동차를 오랜 시간동안 운행하면 타이어와 도로 노면과의 마찰에 의해

열이 발생된다. 이러한 마찰열에 의하여 타이어 내부의 공기 온도가 최초 20℃에서 1시간

운행 후에 30℃로 높아졌다면, 타이어의 공기압력은 어떻게 변화하겠는가? (15점)

[물음 3] 어떤 사람이 속도제한도로에서 과속하여 시속 90km의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 그런

데 도로가에 정차된 경찰차가 과속차량을 보고 곧바로 추적하였다. 경찰차의 최대 속도가

시속 120km로 제한되고, 정지 상태에서 최고속도에 이르는 최단시간이 6분이었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라. (20점)

(a) 경찰차가 과속차량을 따라 잡을 수 있는 최단시간은 얼마인가?

(b) 이 때 최단거리는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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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및 평가내용】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물음1>에

대한 답변

평 가 항 목 최대점수

  원주속도와 선속도의 관계를 알고 있는가? 5

  물리적인 현상을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5

  수리적 결론을 얻을 수 있는가? 5

톱니바퀴의 톱니수비가 2：1이므로, 뒷바퀴의 회전속도는 2Nrpm이므로,

u = π D × 2N (m/min)

S = ⌠
⌡u⋅dt = π D × 2N × 60 = 120 π DN(m)

<물음2>에

대한 답변

평 가 항 목 최대점수

  보일-샤르법칙을 이해하고 있는가? 5

  절대온도 및 절대압력의 의미를 이해하는가? 5

  수리적 결론을 얻을 수 있는가? 5

보일-샤르법칙에 의하여, 공기의 체적과 질량이 일정하므로

ρ =
m
V

=
P
T

= constant

P2 = P1

T2

T1

= P1 ×
273 + 30
273 + 20

<물음3>에

대한 답변

평 가 항 목 최대점수

  거리, 속도, 가속도의 관계를 알고 있는가? 5

  물리적인 현상을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5

  최종 결론을 얻을 수 있는가? 5+5

과속차량의 속도는 V1 이고, 경찰차량의 최대속도는 V2 이다면,

두 차량이 동일 지점에 이르는 거리는

S = V1 t2 =
a t21
2

+ V2 ( t2 - t1) (1)

한편 경찰차가 최대속도에 이르는 시간 t1 = 0.1 hr으로부터 구한 가속도 a 는

가속도 a =
V2

t1
=

120
0.1

= 1200 km/hr 2 (2)

이를 식(1)에 대입시켜 정리하면

t2 =
120×0.1 - 600×0.1 2

120 - 90
= 0.2hr = 12분

그러므로 거리 S는

S = V1 t2 = 90×0.2 = 18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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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섬유패션디자인학부 전형유형 교과성적우수자

1. 최근 많은 사람들이 주말이면 주변의 높은 산을 찾아 등산을 한다. 등산을 할 때는

등산복을 입는데 등산복이 갖추어야 할 조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5점)

2. 우리 선조들이 만든 전통 조각보가 지나는 실용적인 측면과 심리적인 측면에 대해서

설명하시오.(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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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및 평가내용】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물음1>에

대한 답변

(1) 활동하기 편해야 한다.

(2) 가벼워야 한다.

(3) 보온성이 좋아야 한다.

(4) 방수, 방풍성이 좋아야 한다.

(5) 강하여, 인열강도나 마모강도가 높아야 한다.

<물음2>에

대한 답변

보자기는 물건을 싸거나 덮을 때 사용하는 생활용품으로 다양한 형태와 크기를

수용할 수 있는 미덕을 가지고 있으며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작게 접어 둘 수 있

으므로 보관에 용이하다.

작게 자른 조각천을 하나하나 이어 붙이는 등 많은 정성이 들어가며 자원 재활

용이라는 장점도 있다.

특히 전통 조각보가 지닌 면분할과 배색의 아름다음은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

다는 점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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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컴퓨터정보학부 전형유형 교과성적우수자

1) 철수와 영희가 탁구경기를 하고 있다. 먼저 5번을 이기는 것으로 승부를 결정지으려 한다.

현재 철수가 3승 2패로 앞서고 있다. 게임에서 비기는 경우는 없고, 한 게임에서 서로가 이

길 확률은 같다고 할 때, 앞으로 남은 경기에서 영희가 이길 확률은 얼마인가? (25점)

2) 신종 컴퓨터바이러스가 출현하여, 초기에는 한 대의 컴퓨터가 감염되어 있다. 이 신종 바

이러스는 침입한 지 1시간이 지나면 관리자 권한을 획득하여 컴퓨터 시스템을 완전히 장

악하게 된다. 그런 다음, 이제부터는 1시간마다 1대씩 인터넷망을 통하여 다른 컴퓨터에게

동일한 바이러스를 전파시킨다고 가정하자. (25점)

2-1) 신종 바이러스가 출현한 뒤 최초 시점부터 12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신종 바이러스의

확산을 감지하였다. 이 시점에서 몇 대의 컴퓨터가 이 신종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는가?

2-2)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을 감지한 후에(12시간 후에) 네트워크 시스템의 방화벽이 가동되

어 새로운 컴퓨터에 바이러스를 침투시키는 비율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그렇다면, 임의

의 n 시간이 지난 후에 감염된 컴퓨터의 수를 V(n)이라고 할 때, 이것을 수학식(점화식)으

로 표현하라.

: 초기 감염 컴퓨터

: 성장된 바이러스 컴퓨터

초기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후



- 138 -

【문제 해설 및 평가내용】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물음1>에

대한 답변

철수가 3승2패 이므로 현재 영희는 2승 3패이다. 따라서 3번을 먼저 이겨야 승

리한다.

3번을 먼저 이기는 방법은

1) 3게임에서 연속해서 3번을 이기거나(1/2 * 1/2 * 1/2 = 1/8),

2) 4게임을 해서 3번에서는 한번 패하고, 마지막엔 무조건 이기는 방법뿐이다.

(만일 4게임 도중에 2번을 패하면 철수가 자동 승리하므로 위 경우만 가능함)

4게임으로 가능한 경우의 수는 (승승승승, 승승승패, ....., 패패패패) 16가지

이중 마지막에 무조건 승리하는 경우는 (승승패승, 승패승승, 승승승)3가지

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3/16의 확률이 있습니다.

1), 2)를 종합하면 1/8 + 3/16 = 5/16입니다.

<물음2>에

대한 답변

(2-1 문제 해답) 233대

V(n) : n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의 감염된 수

V(n) = 기존의 개체수 + 증가된 개체수

= 1시간 전의 개체수 + 2시간 전의 개체가 새롭게 전파시킨 개체수

= V(n-1) + V(n-2) <--- 피보나치 수열과 같음.

경과시간 :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감염수 : 1, 1, 2, 3, 5, 8, 13, 21, 34, 55, 89, 144, 233

(2-2 문제 해답)

초기 조건: V(0) = 1, V(1) = 1,

n >= 2 일 때, V(n) = V(n-1) + V(n-2) ---- 식 (1)

식 (1)에서 첫째항은 기존에 감염된 개체수이고,

두 번째 항은 새롭게 전파시키는 개체수이며 전파율이 0.5이므로,

새롭게 감염되는 개체수는 0.5*V(n-2) 이 된다.

n > 12 일 때, V(n) = V(n-1) + 0.5*V(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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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산업전자전기공학부 전형유형 교과성적우수자

[문제 1]

2대의 카메라를 장착한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이 일정한 거리에 있는 탁구공을 보고 있다

고 가정하자. 카메라의 초점거리를 F, 평행하게 장착된 2대의 카메라 사이의 거리를 B, 탁구

공이 각 카메라의 센서에 센싱(Sensing)되는 위치의 차이(변위)를 D라 할 때, 로봇에 장착된

카메라와 탁구공과의 거리 Z를 F, B, D를 사용하여 구하고 유도과정을 기술하시오.(25점)

[문제 2]

태양에너지를 사용한 전기자동차가 약 5년뒤 근 미래에 어느 수준까지 실용화가 되리라 예

상하는지요? 그리고 이유에 대해 기술하시오. (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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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및 평가내용】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물음1>에

대한 답변

2대의 카메라를 장착한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이 일정한 거리에 있는 탁구공

을 보고 있다고 가정하자. 카메라의 초점거리를 F, 평행하게 장착된 2대의 카메

라 사이의 거리를 B, 탁구공이 각 카메라의 센서에 센싱(Sensing)되는 위치의 차

이(변위)를 D라 할 때, 로봇에 장착된 카메라와 탁구공과의 거리 Z를 F, B, D를

사용하여 구하고 유도과정을 기술하시오.

(25점)

답안) B : (B+D) = Z : (Z+F) BZ+FB=BZ+DZ ∴ Z = FB / D

<물음2>에

대한 답변

- 현재보다는 보급률이 올라가겠지만, 급격한 기술상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 태양전지의 효율향상에 달려있다.

- 태양전지가 100%의 효율이 된다해도, 파워(마력)가 약하므로 저중량설계가

기본이다.

- 날씨와 밤시간에 따른 파워안정성을 확보해야 함. 즉, 밧데리 문제의 언급.

- 핵심키워드 : 태양전지의 파워한계, 저중량, 밧데리(에너지저장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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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나노소재공학부 전형유형 교과성적우수자

1. 현재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므로 물의 사용이 중요시 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그냥 지나쳤던 빗물의 재사용 또한 중요한 부분이 되고있다.

정상적인 빗물은 대기 중에서 아래와 같은 평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pH가 5.6이다. (20점)

CO2(g) ⇄ CO2(aq)

CO2(aq) + H2O(l) ⇄ H2CO3(aq)

H2CO3(aq) ⇄ H+(aq) + HCO3-(aq)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O2(g) + H2O(l) ⇄ H+(aq) + HCO3-(aq)

(g)=기체, (aq)=수용액, (l)=액체.

이에 대해 다음 설명에 대해 맞는지 틀리는 지 그 이유를 설명하라.

① 정상적인 빗물은 대리석을 파괴시키지 못한다.

② SOx, NOx 발생이 없다면 빗물의 액성은 중성이 된다.

③ 드라이아이스를 빗물에 넣어 두면 물의 pH는 더 낮아진다.

④ 지구온난화가 심화된다면 빗물의 액성은 염기성이 될 것이다.

2. 나노입자로 대표되는 플러렌(fullurene)의 구조와 그 용도에 대해 설명하라. (10점)

3. 음료의 캔 소재로도 많이 사용되는 Al(알루미늄)이 산화되면 Al2O3(알루미늄산화물)로

변하여 백색의 전혀 다른 이온결정이 된다. 두 재료를 비교하여 보았다. (20점)

1) Al의 열팽창계수는 25x10-6℃-1이고 Al2O3의 열팽창계수는 8.8x10-6℃-1로 Al은 Al2O3

에 비해 온도에 따라 약 3배가량 길이와 부피 변화가 크다. 어떤 재료가 더 높은

용융점을 가질지 예측해보고 이유를 설명하시오

2) Al과 Al2O3의 전기전도특성을 비교해보면 Al은 양호한 전도체이고 Al2O3는 부도체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결합형태를 가지고 설명하시오

3) Al과 Al2O3에 힘이 가해질 때 두 재료는 다른 모습으로 변형되는데 힘이 가해질 때

변형(혹은 파괴)되는 모습을 비교하여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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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및 평가내용】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 물음1>에

대한 답변

① 정상적인 빗물도 pH가 5.6인 산성이기 때문에 대리석과 반응한다.

② 정상적인 빗물에는 SOx, NOx가 없으며, 공기 중에는 항상

이산화탄소가 존재하므로 SOx, NOx가 없는 빗물의 액성은 산성이다.

③ 정상적인 빗물의 pH가 5.6인 것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와 물이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빗물에 드라이아이스를 넣어두면 CO2(aq)의

농도가 증가하므로 용액 중의 H+(aq) 농도가 증가하여 물의 pH는 더

낮아진다.

④ 지구온난화가 심화되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므로 H+(aq)

농도가 증가하여 빗물은 더 산성이 된다.

<물음2>에

대한 답변

플러렌: 탄소원소 60개가 축구공 모양으로 결합하여 생긴 탄소 클러스터 C60을 말한다.

12개의 5원환과 20개의 6원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5원환에는 5개의 6원환이 인

접해 있다. 지름 약 1nm인 '나노의 축구공'을 형성하는데, 풀러렌이라는 명칭은 이 구조

와 같은 모양의 돔을 설계한 미국의 건축가 풀러(B. Fuller:1895~1983)의 이름에서 유래

한 것이다. '버키 볼(Bucky ball)'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리는데, 이것 역시 그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플러렌(C60)을 원료로 하여 2개가 연결된 모양의 2량체나 풀러렌 폴리머

((-C60-)n)도 합성되고 있는데, 이것은 가열을 하면 원래의 C60으로 되돌아간다. 최근 알

칼리금속을 도입한 금속풀러렌이 종래의 유기물 초전도체보다 높은 온도에서 초전도성

을 나타내서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C60에는 지름 0.4nm(0.4×10-9m)의 공간이 있고, 고차 풀러렌에서는 보다 큰 공

간이 있기 때문에 금속내포 풀러렌도 만들 수 있다. 이것은 금속원자를 혼합한 흑연을

전극으로 하여 아크방전 했을 때에 생성되는 것이다. 기름에 녹는 성질을 이용하여 풀러

렌을 수지에 첨가해서 내구성이나 내열성을 높이거나

정전기의 제거, 잡음 필터로의 응용이 시도되고 있다. 이것을 이용해서 단단하고 날

카로운 절삭 도구나 아주 단단한 플라스틱을 만드는 연구도 진행 중이다.

< 물음3>에

대한 답변

1) Al의 융점은 660℃, Al2O3의 융점은 2050℃로 Al2O3의 융점이 크다. 열팽창계수가

크다는 의미는 온도에 따라 원자간 혹은 이온간 거리가 쉽게 멀어짐을 뜻한다.

상변화시 고체가 융점에 달하여 액체가 되고, 증발하여 기체가 될 때 원자간 거리는

더욱 증가하여 부피가 팽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열팽창계수가 큰 재료는 원자간 거리의 증가가 용이하여 융점이 낮다.

2) Al의 결합은 금속의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의 정전기적인 인력에 의한 금속결합이

며, 자유전자는 금속의 양이온 사이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서로 반발하는 양이온

을 정전기적인 인력으로 결합시켜주는 전자로서, 금속의 특성을 결정해준다. 금속에

전압을 걸어주면 자유 전자들이 쉽게 (+)극 쪽으로 이동할 수 있으므로 금속은 높은

전기전도도를 나타낸다.

Al2O3는 Al3+이온과 O2-이온으로 이루어진 이온결합재료이다. 이온결정은 양, 음

이온 사이의 쿨롱의 인력에 의해 매우 단단히 결합되며, 결정중의 이온이 다른 이온

에 둘러 싸여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전기의 부도체로 작용한다.

3) Al(금속결정)에 힘을 가하면 원자의 층이 미끄러지며, 이 때 전자들이 이동하여

층들 사이의 결합을 유지 시키므로 층이 떨어지지 않은 채 연성 및 전성의 특성을

보이면서 변형이 일어난다.

반면 Al2O3(이온결정)는 힘을 가하면 이온층이 밀려 같은 전하를 띤 이온간의 반발

이 생기기 때문에 변형이 일어나지 않고 파괴가 일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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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건축도시환경공학부 전형유형 교과성적우수자, 국가유공자 등

1) 저탄소 녹색성장에 따른 건축기술발전의 방향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2) 오존은 3개의 산소원자로 구성된 단순분자로서 O3로 표기된다. 대기상의 오존층은 성층

권에 있는 산소가 태양의 자외선을 받아 만들어지는 것인데 현재는 대기오염으로 인하여 오

존층이 점차 파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오존층에 관한 다음의 질문에 상세히 기술하시

오.

(1) 오존층의 역할

(2) 오존층의 파괴원인

(3) 오존층 파괴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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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및 평가내용】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물음1>에

대한 답변

궁극적으로 건물은 거주자에게 쾌적한 공간 환경을 제공하고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생산성 향상이 최우선시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환경친화형 건축계획

이나 건축기술은 이를 실현하는 방안을 모색되어야 하며, 자원의 이용, 환경과

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조화롭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물리적인 측면의 건축의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심미적인 측면에서도 안정적인 심리상태와 편안함을 주는

건축을 구현하는 것이 요구된다.

건축활동을 통하여 나타나는 최후의 건축 패턴이 종합적인 기술로 구현되어

공간예술로 승화된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친환경 녹색성장 시대에 강조되는 고

효율 저에너지에 대한 기본적인 건축기술자들의 사고인식이 필요하다. 건축물과

환경이란 관점에서 건물을 운용하는 방법은 인간과 건물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아야 하고, 거주자의 생활과 공존할 수 있고 환경 친화적인 전문기술의 접목

이 요구된다.

과거에는 경제란 단순 개념의 성장위주의 개발이었으나 현시대는 기후변화협

약과 저에너지 시대에 알맞은 효율향상을 극대화하는 개념의 경제성장의 패러

다임이 변화되었다. 쾌적한 환경과 건강한 사회의 구현과 인간의 삶의 질 향상

을 위한 노력이 강조하는 시대로 정책방향도 변화되고 있다. 건축물을 설계, 시

공하여 사용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게 나타나며, 지속가능

한 개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환경과 에너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쾌적한 생활환경의 창출과 에너지절약과 환경보전을 목표로 ‘저에너지, 고효

율, 자원 재활용, 환경오염 저감’ 등 환경 친화의 개념으로 설계, 시공되고, 장시

간 사용되는 동안의 유지 관리, 건물의 수명이 끝나 해체될 때까지의 비용도 환

경오염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건물의 개발형태도 변화가 요구된다. 건물로부터

유발되는 각종 오염원의 발생을 경감시키고 발생된 오염원에 대해 환경에 미치

는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환경공해 저감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물음2>에

대한 답변

1) 오존층의 역할

- 생물에게 해로운 짧은 파장의 자외선을 90%이상 흡수하여 생명체를 보호

- 지구의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해 주는 역할

2) 오존층의 파괴원인

- 프레온 가스(냉각제)와 할론가스(소화기)

- 프레온 가스 : 탄소(C)와 염소(Cl) 및 불소(F)로 이류어진 기체

- 프레온 가스는 자오히선을 받으면 분해를 하는데 이때 염소원자가

방출되면서 오존분자를 파괴

3) 오존층 파괴로 인한 피해

- 오존층의 1% 파괴되면 자외선의 양이 1-2% 증가

- 생물체에 치명적인 피해(사람 : 백내장, 피부암)

- 자외선을 많이 받으면 유전자 구조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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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글로벌인재학부(자연과학계열) 전형유형 KNU글로벌 I

[물음1] 아래는 일간신문의 기사 중 일부분입니다. 제시문을 읽고 아래 문제에 답하시오.

The Korean War left an estimated 10 million people in divided families in the two

halves of Korea. Separated at young ages, they are reaching the natural limits of their

lives. Of those millions, only 2,000 were lucky enough to be included in the groups of 100

to 200 people exchanged between the two Koreas in intermittent family reunions since the

early 1970s.

Again South and North Korea have agreed to hold the family reunion event during

this Chuseok holiday in early October at Mt. Geumgang. North Korea limited the number

of families to 100 on each side. The South Korean Red Cross society initially selected 300

people out of some 80,000 applicants through a computer lottery and is finalizing a list of

100 which will be sent to the North.

When the family reunion project was first discussed in 1972, the North Koreans

pressed the South to accept the principle of "free visits" to the other side by the divided

families. The propaganda initiative was soon withdrawn and they have insisted on limiting

the number to a minimum.

The pattern of the meetings of divided families should now be changed. The present

style of "reunions" only adds tribulations of those unfortunate people who have already

suffered too much. As a permanent facility for family meetings has been completed in the

Mt. Geumgang resort, reunions should be arranged on a routine basis instead of occasional

trickle exchanges. Then permanent reuniting of the divided families should be allowed.

What political ramifications can there be if 80- or 90-year-olds join their children either in

the South or North?

대한적십자사가 이번 추석기간에 있었던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에 대한 선발과정을 위 제시

문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 선발 방법에 대한 단점을 다양한 측면에서 비판해

보시오. [25점]

[물음2] 현재 이종 숙주 간 바이러스 질병으로 알려진 신종 인플루엔자가 전 세계적으로 확

산되고 있다. 다양한 바이러스의 공격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발병 후 해결

방안과 더불어 예방방안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인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라 가정하여 앞으로의 바이러스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

법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견해를 밝히시오.[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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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및 평가내용】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물음1>에

대한 답변

(1) 8만 명의 신청자를 컴퓨터 추첨을 통하여 1차로 300명을 선발하고, 이 중에

최종 100명을 선발함.

(2) 선발방법(특히 컴퓨터 추첨)의 단점은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는지? 단점의 예

로는: (1) 방법론상에서 일관성 결여, (2) 개별신청자의 특수한 상황 고려하지 못

함, (3) 심층적인 검토 결여, (4) 신청자의 간절함을 감정이 없는 기계는 이해 못

함, (5) 단순히 행운에 맡기기에는 너무 가혹함, (6) 주관적 판단 결여 등등을 들

수 있음.

<물음2>에

대한 답변

o 백신개발

o 격리수용

o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

o 환자 격리수용을 할 수 있는 많은 거점병원의 확보

o 국민에 대한 공중 보건위생의 철저한 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