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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자연계 모의평가 문제지
감독관확인



지원학과 수험번호 성명 과목 수학

【유의사항】
 1. 시험시간은 100분입니다.
 2. 답안은 답안지의 해당 문항 번호에 흑색 플러스펜으로 작성하시오.
 3. 제목을 쓰지 말고 본문부터 시작하시오.
 4. 학교명, 성명 등 자신의 신상에 관련된 사항을 답안에는 드러내지 마시오.
 5. 답안 연습은 연습지를 활용하시오.
 6. 답안지, 연습지 및 문제지에 필요한 인적사항을 기입하였는지 확인하시오.

 길이, 넓이, 부피, 온도, 질량과 같은 양은 단지 크기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그러나 변
위, 속도, 힘 등의 양에는 크기와 방향 모두 필요하다. 이것을 간단히 벡터라고 한다. 벡터
는 수학, 물리학, 공학, 컴퓨터 그래픽, 경영학 등 많은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2차원 평면의 임의의 두 벡터에 대해서 내적과 거리함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A. 임의의 두 벡터        의 내적은  ·     이고, 와   

사이의 거리는 ∥ ∥ 이다. 이 때 ∥∥는 원점인 영벡터 
와 벡터  사이의 거리이다.

B. 임의의 세 벡터   와 임의의 실수 에 대해서 내적은 다음의 성질을 만족한다.

(a)  ·  ≥ 

(b)  ·   일 필요충분조건은   이다.
(c)  ·    · 

(d)  ·      ·   ·

C.  ·     는  ·         



로 나타낼 수 있다.

D. 임의의 두 벡터  와 임의의 실수 에 대해서 거리는 다음의 성질을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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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b) ∥∥ 일 필요충분조건은   이다.
(c) ∥∥ ∥∥
(d) ∥∥≤∥∥∥∥

E. 임의의 두 평면 벡터        에 대해서 실수 〈 〉로의 함수가 
  B의 성질을 모두 만족하면 일반화된 내적이라 한다.

F. 임의의 평면 벡터    에 대해서 실수 ∥∥로의 함수가 D의 성질을 모두 만
족하면 일반화된 거리라 한다.

 [ 문제1 ]

 차 정사각 행렬     로부터 일반화된 내적을 〈   〉        로 정의할 때

 (1)    임을 보이시오. (10점)
 (2)     임을 보이시오. (10점)

 (3) 행렬     로 정의된 내적에 대해서 〈 〉일 때, 자연수   를 구하시오.(15점)

 [ 문제2 ]
 평면 벡터    에 대해 일반화된 거리를 ∥∥  로 정의할 때,
 (1) 원점  으로부터 일반화된 거리가 인 점들이 나타내는 도형을 그리고, 주어진 도형  
 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를 구하시오. (10점)

 (2) 두 점    까지의 일반화된 거리의 합이 인 점들이 나타내는 도형을 그리고,  
 주어진 도형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를 구하시오. (15점)

* 주의사항 : 문제지, 연습지, 답안지에 필요한 인적사항을 기입하였는지 확인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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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자연계 모의평가 문제지
감독관확인



지원학과 수험번호 성명 과목 물리

【유의사항】
 1. 시험시간은 100분입니다.
 2. 답안은 답안지의 해당 문항 번호에 흑색 플러스펜으로 작성하시오.
 3. 제목을 쓰지 말고 본문부터 시작하시오.
 4. 학교명, 성명 등 자신의 신상에 관련된 사항을 답안에는 드러내지 마시오.
 5. 답안 연습은 연습지를 활용하시오.
 6. 답안지, 연습지 및 문제지에 필요한 인적사항을 기입하였는지 확인하시오.

 【제시문1】을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소리는 진동하는 물체가 만드는 파동이다. 용수철을 좌우로 흔들거나 앞뒤로 흔들어 주면 파동이 발
생한다. 북을 치거나 팽팽한 고무줄을 손으로 퉁기면 소리가 난다. 이와 같이 물체를 진동시키면 소
리가 발생한다. 이때 발생한 진동이 주위의 공기 분자들을 진동시키면서 소리가 전달된다. 진동은 
매질에서의 파동의 진행하는 속력과 파동의 길이, 그리고 진동수가 관계된다.
두 파동이 한 곳에서 만나면 그 지점에서 파동의 변위는 각각의 파동의 변위를 합한 것과 같아진다. 
파동의 이러한 성질을 중첩 원리라고 하며, 중첩한 결과 만들어지는 파동을 합성파라고 한다. 중첩 
후에 각각의 파동은 중첩되기 전 각 파동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진행하게 된다.
동일한 매질에서 같은 진폭, 진동수, 파장을 가지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동이 서로 중
첩되면 진동하는 부분과 진동하지 않는 부분이 생기는 때가 있다. 이때 만들어진 합성파는 어느 방
향으로도 진행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러한 파동을 정상파라고 한다. 이 합성파의 진폭이 가
장 큰 부분을 배라고 하고, 진폭이 가장 작은 부분을 마디라고 한다.
소리는 진동수에 따라 높낮이가 다르다. 진동수가 큰 소리는 높은 소리가 나고, 진동수가 작은 소리
는 낮은 소리가 난다. 이처럼 서로 다른 두 음 사이의 간격을 음정이라고 하는데, 이는 진동수의 비
율로 나타낼 수 있다. 이 비율은 한쪽 음의 진동수를 다른 쪽 음의 진동수로 나눈 것이다. 특히 두 
음 사이의 진동수가 1대 2인 음정관계를 옥타브라고 한다. 서로 다른 진동수의 소리를 동시에 들어
보면 잘 어울리는 소리가 있고, 잘 어울리지 않는 소리가 있다. 잘 어울리는 소리는 기준이 되는 소
리의 진동수와 비교하여 간단한 정수비가 되는 소리들이다.

【문항1】

아래 그림은 양끝 P, Q점에 고정된 동일한 기타 줄을 진동시켜서 얻은 파동의 어느 순간의 모습이
다. 기타 줄의 최대 진폭은 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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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 기타 줄에서 파동의 진행 속력이 150 m/s일 때, 기타 줄의 주기는 얼마인가? 풀이를 위한 
식을 세우고, 정답을 쓰시오. (5점)

1-2. 기타 줄의 주기가 T라고 할 때, 위의 그림의 순간으로부터 

 후에 기타 줄이 진동하는 모습

을 그리시오. (5점)

1-3. (문항 1-1)의 기타 줄을 세게 당겨서 기타의 음이 한 옥타브가 높은 음을 만들었다. 기타 줄의 
진동수, 파장, 파동의 진행 속력을 구하시오. (5점)

1-4. (문항 1-1)에서 기타의 고정점 P의 위치를 
 m인 점 R로 옮겨 파동의 진동이 점 R와 Q사이

에서 기타 줄이 정상파가 만들어졌을 때에서 기타 줄의 진동수에 대한 문제이다. 풀이를 위한 식을 
세우고, 정상파가 생길 수 있는 최소 진동수 (기본 진동수)를 구하시오. (5점)

【제시문2】를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순수한 반도체는 전류가 잘 흐르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불순물을 넣어 전류가 잘 흐르게 한다. 불순
물을 섞는 과정을 도핑이라고 하며, 도핑 종류에 따라 전기전도도가 좋아진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
체가 만들어진다. n형과 p형 도핑의 목적은 각각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전자와 양공을 많이 만드것이
다.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촉시킨 뒤 양 끝에 전극을 붙인 것을 p-n 접합 다이오드라고 한
다. 전류의 세기가 전압에 비례하지 않으며,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정류 특성이 있다. P형 반도체에 
도달한 전자들이 에너지 준위가 낮은 양공의 자리로 이동하면서 에너지를 빛의 형태로 방출하는 다
이오드를 발광 다이오드(LED: Light Emitting Diode)라 한다. 발광 다이오드는 반도체 재료로 어떤 
화합물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사이의 에너지 준위 차이도 다르므로 방출하
는 빛의 색깔이 달라진다.

기전력을 발생 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면 건전지처럼 물질사이의 화학적 퍼텐셜 
에너지 차이를 이용해 기전력을 발생시키거나, 역학적 운동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기처럼 페러데이 
법칙에 따라 유도 기전력을 발생 시킬 수 있다. 또 태양 전지판에 빛을 쪼여주거나, 서로 접촉하고 
있는 다른 두 금속에 온도 차이를 주었을 때도 기전력이 발생한다. 빛에 의해 기전력이 발생되는 것
에는 광전효과와 광기전력 효과가 있으며, 빛이 금속 표면에 비춰질 때 자유전자가 공간으로 방출되
는 것을 이용하여 기전력을 얻는 것이 광전 효과이다. 태양전지는 광기전력 효과를 이용하여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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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는 장치이다.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하고 빛을 쏘이
면 기전력이 발생한다. 원리상으로는 두 가지 방법 모두 태양전지로 사용할 수 있으나, 현재 모든 
태양전지는 여러 가지 잇점 때문에 반도체에 의한 광기전력 효과를 이용하고 있다.

【문항2】 
색이 다른 3개의 LED를 직류전원장치에 병렬로 연결 하였다. 전압을 천천히 올리면 각각의 LED가 
빛을 내기 시작한다. LED들의 최대피크 파장은 각각 순서없이 녹색(560 nm), 노랑색(590 nm), 빨강
색(625 nm) 이었다. 각 LED의 경우 불이 켜진 다음에 조금 밝아졌을 때 LED에 걸린 전압은 1.367 

V, 1.464 V, 1.560 V로 측정 되었다. [e=1.6 x 10-19C, c(광속)=3.0 x 108m/s이다.]

2-1. 어느 색의 LED가 먼저 빛을 내기 시작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라. (3점)

2-2. 3개의 LED에 대한 측정 값을 이용하여 플랑크 상수를 구해보아라. (단, 단위는 J·s로 표현하라. 

유효숫자는 고려하지 않고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시하라. 계산 결과가 기존의 플랑크 상수 값, 

6.6 x 10-34 J·s과 다를 수 있습니다.) (6점)    

2.3. 반도체를 이용한 p-n 접합 태양전지에서 에너지를 발생하는 원리와 LED에서 빛이 나오는 원리
를 비교 설명하라. (4점)

  

【문항3】 
다음 그림과 같이 4개의 p-n 접합 다이오드 A, B, C, D와 스위치, 전구, 전원장치를 사용하여 회로를 
구성하였다. 직류전원은 전구를 켤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높다고 하자. 

 

3-1. 스위치를 a, b, c 각각에 연결하였을 때 전구에 불이 켜지는 경우를 나타내어라. (3점)

3-2. 직류전원을 교류전원으로 교체하여 스위치를 a, b, c 각각에 연결하였을 때 전구에는 어떤 현상
이 일어나는지를 나타내어라. 여기서, 교류전원은 전구에서의 변화를 관측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
히 낮은 진동수의 사인파(sine wave)를 사용하였다. (4점)

  

* 주의사항 : 문제지, 연습지, 답안지에 필요한 인적사항을 기입하였는지 확인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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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자연계 모의평가 문제지
감독관확인



지원학과 수험번호 성명 과목 화학

【유의사항】
 1. 시험시간은 100분입니다.
 2. 답안은 답안지의 해당 문항 번호에 흑색 플러스펜으로 작성하시오.
 3. 제목을 쓰지 말고 본문부터 시작하시오.
 4. 학교명, 성명 등 자신의 신상에 관련된 사항을 답안에는 드러내지 마시오.
 5. 답안 연습은 연습지를 활용하시오.
 6. 답안지, 연습지 및 문제지에 필요한 인적사항을 기입하였는지 확인하시오.

 【제시문】

 (가) 어떤 미지 화합물을 과량의 건조한 산소를 사용하여 연소 시키면 물과 이산화 탄소가 얻어지
고 물 흡수 장치를 통하여 생성된 물의 질량을 얻을 수 있으며 이산화 탄소 흡수 장치를 통하여 생
성된 이산화 탄소의 질량을 얻을 수 있다. 생성된 이산화 탄소의 모든 탄소는 시료의 탄소에서 얻
어진 것이며 생성된 물의 모든 수소는 시료의 수소에서 얻어진 것이다.

각 원소의 몰수비를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낸 화학식을 실험식이라 한다.
분자식은 실험식의 n배(n은 정수)이며, 분자량은 실험식량의 n배(n은 정수)이다.
탄소화합물에서 화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원자들의 모임을 작용기라고 하고, 메탄올(CH3OH) 및 프
로판올(C3H7OH)의 화학적 특성은 하이드록시기(-OH)라는 작용기에 의해 나타난다.

(뒷 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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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유 결합에 참여하는 두 원자 중에서 전기 음성도가 더 큰 원자로 공유 결합 전자가 완전히 
이동하였다고 가정할 때, 원자가 갖는 전하의 수를 산화수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CCl4에서는 C의 산화수는 +4이고 Cl 각각의 산화수는 -1이다.
전체 분자는 중성이므로, 산화수의 합= +4 + (-1)×4 = 0이다. 
H2S에서는 S의 산화수는 -2이며 H 각각의 산화수는 +1이다. 
전체 분자는 중성이므로, 산화수의 합 = -2 + (+1)×2 = 0이다.
H2에서는 동등한 원자가 결합 되어 있으므로 H 각각의 산화수는 0이다. 

(다) 어떤 반응에서 반응물에 포함된 결합들의 결합 에너지와 생성물에 포함된 결합들의 결합 에너
지를 사용하여 그 반응의 엔탈피 변화(ΔH)를 구할 수 있다.
      ΔH =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 합 -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 합
미국의 과학자 깁스는 반응의 자발성을 예측하기 위하여 자유 에너지라는 개념을 도입하였고, 자유 
에너지는 G로 표시한다.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반응의 자유 에너지 변화(ΔG)는 반응의 자발성을 
예측 가능하게 한다.

(라) 오비탈은 일정한 에너지를 갖는 전자가 원자핵 주위에서 발견될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로 오비
탈의 주양자수가 증가하면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0이 되는 표면 (평면 또는 곡면)의 개수가 증가한
다. 
전자가 2개 이상인 다전자 원자들의 경우에는 주양자수 뿐만 아니라 오비탈의 종류에 따라서도 에
너지 준위가 달라진다. 1s < 2s < 2p < 3s < 3p < 4s···
에너지 준위가 같은 오비탈이 여러 개 있을 때 가능하면 쌍을 이루지 않는 전자(홑전자)수가 많아지
도록 전자가 채워진다.
분자 또는 이온에서 중심원자를 둘러싸고 있는 전자쌍들은 모두 (-)전하를 띠고 있으므로 서로 반
발하여 가능한 멀리 떨어져 안정해지려고 하는데, 이를 전자쌍 반발 원리라고 한다. 

(마) 연료 전지는 연료를 공급하여 산화시켜서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장치이다. 
산소-수소 연료 전지에서는 (-)극에서 수소가 산화되고, (+)극에서는 산소가 환원되며 전체 반응은 
2H2(g) + O2(g) → 2H2O(g) 이다. 이 반응에서 산소 1몰의 환원에 4몰의 전자가 관여한다.

(바) 반응 속도는 화학 반응이 빠르게 또는 느리게 일어나는 정도를 나타낸 것으로 시간에 따른 생
성물의 증가 또는 반응물의 감소로 나타낸다. 예를 들어 H2(g) + I2(g) → 2HI(g) 반응에서 반응속도 
(v)는 아래와 같이 나타낸다. 

(다음 장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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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 속도는 반응물의 농도에 따라 결정되며 물질 A와 B가 반응하는 경우 반응 속도식은 반응물의 
농도와 반응속도(v)와의 관계를 나타낸다. 
                  v = k[A]m[B]n (k 는 반응 속도 상수, m과 n은 반응차수)
반응차수는 화학반응식의 반응계수와 관계없이 실험적으로 구한다. 1차 반응은 반응 속도가 반응물
의 농도에 비례하며 0차 반응은 반응물의 농도와 관계없이 반응 속도가 일정하다. 반응물의 농도가 
반으로 줄어들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반감기라고 한다. 0차 반응의 반감기는 반응물의 농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1차 반응은 반응물의 농도에 관계없이 반감기가 일정하다. 0차 반응과 1차 반응의 시간
에 따른 반응물의 농도변화 그래프는 아래 그림과 같다.

(사) 산의 이온화 상수(Ka)는 산 HA가 물에 녹아 이온화 평형을 이룰 때 반응의 평형상수로부터 표
현한 식으로,

 

이다. 
몰농도가 C인 산 HA 수용액의 이온화도를 α라고 하면, 평형에 다다른 후에 용액에 존재하는 화합
물의 농도는 [HA] = C(1-α), [A-] = [H3O+] = Cα 이므로 이온화 상수는 아래와 같이 적을 수 있
다.

이 때 약산의 경우 이온화도(α)는 매우 작으므로 1 – α ≒ 1이어서 Ka = Cα2이다.

(뒷 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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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 N≡N H―H N―H
결합 에너지 (kJ/mol) 950 450 400

【문항 1】[제시문] (가), (나)를 참고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C, H, O로 구성된 미지 시료 46 g을 과량의 건조한 산소를 사용하여 연소 시켰더니 이산화 탄소 
88 g과 물 54 g이 생성되었다. (단, 원자량은 C = 12, H = 1, O = 16이다.)
[1-1] 미지 시료의 실험식을 구하라. (풀이 과정을 나타내시오.) (4점)
[1-2] 위 미지 시료의 분자량이 46이고 분자 내에 하이드록시기(-OH) 작용기를 가지고 있을 때, 이 
분자의 루이스 구조식을 그리시오. 루이스 구조식에서 공유 전자쌍은 결합선(−)으로 비공유 전자쌍
은 1쌍의 점으로 나타내어라. (3점)
[1-3] 이 분자의 산소와 각각의 탄소의 산화수를 구하라. 각각의 탄소는 어떤 탄소를 지칭하는가를 
CA, CB 등으로 명확하게 나타내어라. (3점)

 

【문항 2】[제시문] (다)를 참고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아래는 질소(N2)와 수소(H2)가 반응하여 암모니아(NH3)를 형성하는 반응이다. 반응물과 생성물에 포
함된 결합의 결합 에너지가 아래의 표에 주어져 있다. (단 1 기압 상온에서의 반응 조건이다.)

  

[2-1] 위 반응의 엔탈피 변화 (ΔH )를 구하라. (5점) 
[2-2] 위 반응의 엔트로피 변화 (ΔS )가 -200 J/K•mol이다. 이 반응이 자발적인 반응이 되려면 반
응 온도가 절대 온도로 몇 K 이상 또는 몇 K 이하이어야 하는가? (단 ΔH 와 ΔS 값의 온도에 따른 
변화는 무시한다.) (5점)  

(다음 장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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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3】[제시문] (라)를 참고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그림 (가), (나)는 원소 1-3주기 원소의 2차 이온화 에너지와 1s 오비탈에 대해서 거리에 따른 전자 
발견 확률을 각각 나타낸 것이다.

                      (가)                                           (나)

3-1. 원소 A가 중성원자의 바닥상태 전자배치를 가질 때, 원자가전자가 존재하는 오비탈은 무엇인
가? 이 오비탈에서 핵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전자 발견 확률을 나타낸 그래프를 그려라. (3점)

3-2. 원소 B와 E는 안정한 화합물을 형성한다. 이 중 B원소를 한 개만 포함하는 화합물의 분자식
을 실제원소기호를 사용하여 적어라. 이 화합물의 전자쌍 반발 원리를 고려한 분자 구조를 그리고 
분자의 극성 여부를 말하라. (3점) 

3-3. 원소 D ~ H가 이온화 되어 비활성 기체의 바닥상태 전자배치를 가질 때 비활성 기체의 원자
반지름을 포함한 이온반지름의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아래 그림을 이용하여 나타내어
라. (단, 비활성 기체는 이온화 되지 않는다) 이 비활성 기체가 바닥상태 전자배치를 가질 때, 가장 
높은 에너지를 갖는 오비탈의 전자 두 개를 그 다음 높은 에너지를 갖는 오비탈로 옮겼을 때의 가
장 안정한 전자배치를 적고 홑전자의 개수를 말하라. (4점) 

(뒷 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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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액의 pH 0 1 2

H2 기체의 생성속도 (mol/L‧s) 6.93 × 10-2 6.93 × 10-3 6.93 × 10-4 

【문항 4】[제시문] (마) ~ (사)를 참고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25℃에서 2.0 M 강산의 HCl 수용액 100 mL에 금속분말을 넣었더니 수소(H2) 기체가 발생하였다. 
(단,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4-1. Mg-Cu 합금분말 2.16 g을 위 용액에 넣어서 반응이 완결된 후 얻어진 H2 기체를 다 소모하
는 수소-산소 연료전지를 구성하였을 때 1930 C의 전하량을 얻었다. 이 합금에 들어 있는 Cu의 
몰분율은 얼마인가? (단, 1 F = 96500 C이고 원자량은 Cu = 64, Mg = 24이다.) (풀이과정을 나타
내시오.) (3점)

4-2. Mg-Cu 합금분말대신 과량의 Zn 금속분말을 위 용액에 넣고 용액의 pH 변화에 따른 H2 기
체의 생성 속도를 측정하였더니 다음과 같이 얻어졌다. 

반응을 시작시킨 후 10초 후에 얻어진 H2가 0.05몰이다. 반응 30초 후에 얻어지는 H2와 수용액의 
[OH-]는 각각 몇 몰과 몇 M농도인가? (풀이과정을 나타내시오.) (4점) 

4-3. 과량의 Zn 금속분말에 대한 반응을 2.0 M 강산 HCl 대신 2.0 M 약산 HA 수용액에 대하여 
위 실험을 수행하였더니 H2 기체의 초기생성 속도가 6.93 × 10-5 mol/L‧s였다. 이 약산 HA의 이
온화 상수는 얼마인가? 이 약산을 사용했을 때 반응 시작부터 완결 때까지 시간에 따른 수용액상 
이온의 개수 변화 그래프를 최종 개수를 포함하여 사실적으로 그려라. (단, 아보가드로수는 6.0 × 
1023 이고 약산에 의한 이온의 개수는 무시하자.) (3점)

* 주의사항 : 문제지, 연습지, 답안지에 필요한 인적사항을 기입하였는지 확인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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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자연계 모의평가 문제지
감독관확인



지원학과 수험번호 성명 과목 생명과학

【유의사항】
 1. 시험시간은 100분입니다.
 2. 답안은 답안지의 해당 문항 번호에 흑색 플러스펜으로 작성하시오.
 3. 제목을 쓰지 말고 본문부터 시작하시오.
 4. 학교명, 성명 등 자신의 신상에 관련된 사항을 답안에는 드러내지 마시오.
 5. 답안 연습은 연습지를 활용하시오.
 6. 답안지, 연습지 및 문제지에 필요한 인적사항을 기입하였는지 확인하시오.

 【제시문】을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가) 세포 분열에는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이 있다. 체세포 분열은 모세포와 동일한 유전 물질을 
가진 2개의 딸세포를 형성하는 과정이다. 생물은 체세포 분열을 통해 생장하고, 상처 부위를 재생
하고, 각 기관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낸다. 정소나 난소 같은 생식 
기관에서는 생식 세포를 형성하기 위한 감수 분열이 일어나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며, 감수 분
열 시 염색체가 비분리되는 현상에 의해 염색체 수의 이상과 같은 염색체 돌연변이가 일어난다.

(나) 생물이 지닌 여러 가지 특성을 형질이라 하며,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것을 유전이
라고 한다. 유전의 원리는 멘델에 의해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졌으며, 멘델은 8년간의 완두 교배 
실험을 통해 유전의 기본 원리인 분리의 법칙과 독립의 법칙을 발견하였다. 이 중 독립의 법칙은 
서로 다른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다른 염색체에 존재할 때에만 성립하며, 연관된 유전자 사이
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 사람은 외부 환경이 심하게 변하더라도 체온, 혈압, 혈당량, 삼투압 등의 체내 환경을 일정하
게 유지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항상성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인간의 경우 체온은 일
정하게 37℃로 유지되고, 혈액과 조직액의 pH는 7.4±0.1로 유지된다. 또한 인체는 혈액 속 포도
당의 농도(혈당량)를 조절하여 혈액 100㎖당 70~110㎎ 범위의 포도당 농도를 늘 유지시킨다. 이
와 같이 항상성은 신경과 호르몬의 작용에 의해 유지되고 조절된다.

(라) 동물은 병을 일으키는 감염인자인 병원균의 공격을 항상 받고 있다.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등의 병원균들은 사람을 포함한 많은 종류의 동물을 감염시킨다. 동물체는 병원균에게 양분 공급, 
생장과 생식 그리고 필요에 따라 새로운 숙주나 환경으로의 이동 수단을 제공하는 등 아주 이상적
인 서식장소이다.  그러므로 우리 몸은 독감 바이러스의 입장에서는 아주 훌륭한 숙주이다. 하지
만, 우리 몸은 이러한 병원균에 침입 및 서식을 제한하는 방법을 적응․진화시켜왔다. 일련의 면역
세포들이 체액과 조직 사이를 순찰하면서 병원균을 인지하고 파괴하기 때문이다. 또한, 세균의 막
에 구멍을 뚫는 단백질을 이용하거나, 바이러스의 세포 내 침입을 원천 봉쇄하는 단백질을 만들기
도 한다. 동물들은 이처럼 다양한 면역체계를 구성하고 있어 감염을 막거나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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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1】다음은 염색체 수 이상에 의한 다운증후군을 보이는 철수와 철수의 가족에 대한 자료이
다. 자료를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아버지, 어머니의 핵형은 모두 정상이다.
○ 아버지의 정자 형성 시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난 정자가 수정되어 철수가 태어났다. 정자 
형성 시 염색체 비분리는 1회만 일어났으며, 그림은 모세포 A로부터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난 
정자 형성 과정에서 관찰된 감수 분열 중기의 세포이다(단, 6번 염색체와 21번 염색체만을 나
타내었다.).   

1-1.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의 주요 차이점 중 감수 분열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을 3가지 이상 
설명하시오. (단, 제시문 (가)에 언급된 내용은 제외하시오.) (3점)

1-2. 그림의 세포는 감수 1분열과 감수 2분열 중 어느 단계에 관찰된 것인가?(2점) 또한 모세포 
A로부터 정자 형성 시 일어난 염색체 비분리는 감수 1분열과 감수 2분열 중 어느 단계에서 일어
났는지 판단 근거와 함께 설명하시오.(3점) 또한 모세포 A로부터 형성된 4개의 정자 각각이 가지
는 염색체 수는 몇 개인가?(2점) (총 7점)

【문항 2】다음은 붉은색 꽃, 노란색 종자, 큰 키의 표현형을 가지는 어떤 식물(P)을 자가 교배하여 얻
은 자손(F1) 800 개체의 표현형에 따른 개체수를 나타낸 자료이다. 자료를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F1 표현형 F1 개체수
붉은색 꽃, 큰 키, 노란색 종자 300
붉은색 꽃, 큰 키, 녹색 종자 100

붉은색 꽃, 작은 키, 노란색 종자 150
붉은색 꽃, 작은 키, 녹색 종자 50
흰색 꽃, 큰 키, 노란색 종자 150
흰색 꽃, 큰 키, 녹색 종자 50     

단, 꽃 색깔 유전자의 붉은색 꽃 대립 유전자(R)는 흰색 꽃 대립 유전자(r)에, 키 유전자의 큰 
키 대립 유전자(L)는 작은 키 대립 유전자(l)에, 종자 색깔 유전자의 노란색 종자 대립 유전자
(Y)는 녹색 종자 대립 유전자(y)에 대해 각각 우성이다. 

                          
2-1. P에서 꽃 색깔 유전자, 종자 색깔 유전자, 키 유전자의 대립 유전자 중 연관된 대립 유전자 
쌍은 몇 가지이고, 무엇인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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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표의 F1에서 붉은색 꽃, 큰 키, 노란색 종자의 표현형을 보이는 개체들의 유전자형은 몇 가
지이고 무엇인가? (4점)

2-3. P를 검정 교배 시켜 얻은 자손(F1)에서 나타나는 표현형은 몇 가지이고, 무엇인가? (단, 돌
연변이와 P의 생식 세포 형성 시 교차는 고려하지 않는다.)  (3점) 

【문항 3】인간을 비롯한 포유동물에서 체온 조절은 신경과 호르몬에 의해 일정하게 유지된다. 체
온이 낮아지면 호르몬과 신경 조절에 의해 체온을 높이기 위한 반응이 나타난다. 아래의 그림은 
호르몬에 의한 체온 조절을 보여주고 있다. (TRH :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TSH : 갑
상샘 자극 호르몬) 

3-1. 체온 변화 감지와 조절의 중추는 어디인가? (1점) 

3-2. 만약, 갑상샘 종양이 생겨서 정상적인 티록신 생산이 안 된다고 가정하자. 이때, TRH의 
양적변화에 대해 답하고, 그 이유를 그림에 제시된 상황만을 고려하여 설명하시오. (2+4점)

【문항 4】다음은 당뇨병에 관한 내용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4-1. 제1 형 당뇨병은 면역시스템이 췌장(이자)의 세포를 공격해서 생기는 질환으로 추정되며, 
인슐린 의존성이라고 한다. 이러한 질환을 일반적으로 무엇이라고 하는가? (2점)

4-2 다음의 표는 사람과 다양한 동물의 인슐린을 이루는 아미노산의 일부를 보여주고 있다. 제1 
형 당뇨병 치료를 위해 인슐인을 투여하고자 한다. 치료에 가장 적합한 동물을 고르고, 그 이유를 
쓰시오. (1+3점)

인슐린을 구성하는 1번-30번 아미노산 서열
1-7 8 9 10 11-29 30

인간 … 트레오닌 세린 이소류신 … 트레오닌
소 … 알라닌 세린 발린 … 알라닌

돼지 … 트레오닌  세린  이소류신 … 알라닌
양 … 알라닌 글리신  발린 … 알라닌

(각 숫자는 아미노산 배열 순서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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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제1 형 당뇨병을 앓고 있는 철수가 치료를 위해 3명의 익명의 기증자 A, B, C로부터 췌장
(이자)을 이식받고자 한다. 철수가 췌장(이자)을 이식을 받기 전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하였다. 아
래의 그림은 실험의 각 단계를 보여주고 있다.

단계 1. 기증자 A, B, C의 췌장(이자) 조직 일부를 채취하여, 잘게 자른 후 각각의 시험관에 
넣어 시험관 벽에 부착시켰다.

단계 2. 철수의 피를 뽑아서 혈청(serum)을 분리한 후, 혈청을 각 시험관에 첨가하였다. 
(혈청에 있던 항체들 중, 일부 항체는 항원에 결합하였다.)

단계 3. 결합하지 않은 항체를 씻어낸 후, 철수의 항체를 인식할 수 있는 제 2차 항체를 
첨가하였다. 이 제 2차 항체는 효소와 결합되어 있고 결합된 효소는 항체의 양을 
측정할 수 있도록 빛을 발한다. (E는 효소를 의미한다)

  실험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각 숫자는 같은 기준점에서 발광하는 빛의 세기를 측정한 것이다. 
숫자가 높을수록 발광하는 빛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Positive control (양성 대조군)은 
시험관에 철수의 이자 조직을 넣은 것이고,  negative control (음성 대조군)은 어떤 항체도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이다. 기증자 A, B, C를 이식에 가장 적합한 기증자에서 부적합한 기증자를 
순으로 나열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2+5점)

positive control negative control 기증자 A 기증자 B 기증자 C
1.729 0.148 0.150 1.912 0.589

* 주의사항 : 문제지, 연습지, 답안지에 필요한 인적사항을 기입하였는지 확인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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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자연계 모의평가 문제지
감독관확인



지원학과 수험번호 성명 과목 지구과학

【유의사항】
 1. 시험시간은 100분입니다.
 2. 답안은 답안지의 해당 문항 번호에 흑색 플러스펜으로 작성하시오.
 3. 제목을 쓰지 말고 본문부터 시작하시오.
 4. 학교명, 성명 등 자신의 신상에 관련된 사항을 답안에는 드러내지 마시오.
 5. 답안 연습은 연습지를 활용하시오.
 6. 답안지, 연습지 및 문제지에 필요한 인적사항을 기입하였는지 확인하시오.

【문항 1】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북반구 중위도에 위치한 한반도는 다른 특성을 가지는 여러 기단의 영향을 받아서 사계절이 
매우 뚜렷하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으로 여름에는 북태평양 기단, 겨울에는 시베리
아 기단이 있다. 그리고 봄과 가을에는 양쯔강 기단과 오호츠크해 기단이 영향을 준다. 이들은 
발생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날씨 변화를 일으킨다. 한편, 이러
한 기단들은 확장되거나 이동하면서 그 성질이 변화하기도 한다. 

1-1. 다음 그림은 어떤 기단이 이동하는 경로를 따라서 관측한 표면 부근의 기온(실선)과 수증기압
(점선)을 나타낸 것이다. A-B 시점에 기단이 통과하는 지역과 B-C 시점에 통과하는 지역의 지
표 환경을 추정하되,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제시하시오.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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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의 위성사진 a)는 2010년 1월 중부지방의 서해안에서 발생했던 폭설현상을 나타낸 것이다. 
이때 기단내의 연직 기온분포를 측정하여 그림 b)에 도식적으로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A와 B 중 
어느 것이 나중에 관측된 것인가?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제시하시오. [2점]

1-3. 다음은 초여름 어느 날의 지상 일기도를 나타낸 것이며, 여기서 관측소 A와 B는 태백산맥의 동
쪽과 서쪽에 각각 위치하고 있다. 이 날 우리나라 동해안에 부는 바람의 방향을 제시하시오. 또
한, A 관측소와 B 관측소의 기온과 상대습도를 상호 비교하고,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제시하시
오.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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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2】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진파는 지구 표면이나 내부에서 일어나는 급격한 지각변동에 의하여 방출되는 에너지를 탄성파
의 형태로 방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진파에는 지구내부를 통과하는 실체파인 P파와 S파, 표면
을 통과하는 L파 등이 있다. 미국의 지진학자 리히터(Richter)는 지진계에 기록된 P파와 S파의 
시간 차이와 S파의 진폭을 이용하여 지진의 규모를 결정하였다. P파와 S파는 이동 경로상의 매
질의 밀도와 탄성률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들의 속도는 각각 아래와 같다.

  




  


 ,      




   --- (1)

(여기서 는 탄성률, 는 강성률, 는 밀도) 

2-1. 식 (1)을 이용하여, 매질의 종류와 무관하게 P파의 속도가 S파의 속도보다 빠르다는 것을 보이시
오. [3점]

2-2. 지진파를 이용하여 진앙까지의 거리를 추정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진앙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유도하시오. [4점]   

2-3. 어떤 관측소에 P파가 11시 30분, S파가 11시 31분에 도착했다. 이 관측소에서 진앙까지의 거리를 
구하고, P파가 진앙에서 이 관측소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을 구하시오. (단,   kms, 
   kms을 가정).  [3점]

    

【문항 3】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림 1> 정남 방향에서 관측된 보름달의 고도

어떤 여행자가 2014년 3월 21일 춘분에 인천공항에서 유럽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그런데 비행기의 
기계고장으로 위치를 알 수 없는 북반구의 어느 오지에 불시착하게 되었다. 다행히 여행자가 가지
고 있었던 손목시계, 나침판, 고도측정기는 작동하고 있었다. 이날 여행자가 밤하늘을 보니      
<그림 1>과 같이 보름달이 정확하게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고, 손목시계는 한국 시각으로 3월 22
일 새벽 4시 정각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때 보름달의 고도를 측정해 보니 정확히 40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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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비행기가 불시착한 지점의 경도를 추산하되, 반드시 풀이 과정을 쓰시오. 단, 한국은 동경 135도

를 기준으로 한 표준시를 사용하고 있다. [5점]

3-2. 달의 지구에 대한 공전궤도(백도면)가 지구의 태양에 대한 공전궤도(황도면)에 대하여 5도 기울어
졌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비행기가 불시착한 지점의 위도를 추산하여 그 가능한 범위(즉, 북위 몇 
도에서 몇 도 사이)를 나타내시오. 반드시 풀이 과정을 쓰시오. [5점]

【문항 4】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림 2> 갈릴레오가 망원경으로 관측한 금성의 모양

<그림 3> 지구에서 바라본 금성의 궤도 

1610년 갈릴레오는 망원경을 이용하여 금성을 관측하여, <그림2>와 같이 금성의 위상과 크기가 
변화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관측 사실은 코페르니쿠스가 ‘태양중심설’에 근거하여 예
측하였던 금성의 위상변화와 잘 맞았으므로, 갈릴레오는 금성과 지구가 태양 주변을 공전하고 있
다고 믿게 되었다. 갈릴레오는 북반구에 위치한 지역(이탈리아)에서 이러한 관측을 하였다.

4-1. 갈릴레오가 <그림 2>의 c와 e의 위상을 관측한 때에 금성의 공전 궤도 상의 위치에 해당하는  지
점을 <그림 3>에 나타낸 1 ~ 12 중에서 각각 고르시오. [2점]

4-2. 갈릴레오는 <그림 2>에 나타낸 위상을 보기 위하여 하루 중 언제 금성을 관측하였을지 추정해 
보시오. (1) 일몰 직후에서 밤 9시 경, (2) 밤 9시 경에서 자정, (3) 자정에서 새벽 3시 경, (4) 

새벽 3시 경에서 일출 직전 중에서 선택하되,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제시하시오. [3점]

4-3. 지구와 금성이 태양 주변을 도는 공전주기가 각각 360일과 240일이라고 가정하고, 갈릴레오가 
<그림 2>의 다섯 가지 위상을 얻기 위해서 대략 몇 날 동안 관측했을지 추산해 보시오. 반드시 
풀이 과정을 쓰시오. [5점]

* 주의사항 : 문제지, 연습지, 답안지에 필요한 인적사항을 기입하였는지 확인하시오.



201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모의평가 출제영역 및 채점기준

시험유형
인문사회계 자연계

□ ⌧

[ 문제 1 ] (1)  〈 〉  〈 〉 ∈라 두자. 일반화된 내적은 B의 모든 성질을 만족
해야 한다.   
 ·         



      

 ·         


     이다. --(5점)

 ·    · 로부터    이다. 
임의의   에 대하여 성립해야 하므로   이다. --(5점)

(2)
 ≠인 경우  ·   이고   을 이용하자.
 ·   

  
  


  이다. --(5점)

즉,      이므로     이다.  --(5점)

(3)  〈 〉            --(6점)

      ∈이므로  로부터      이다. --(9점)



[ 문제 2 ] (1) ∥∥∥∥  --(6점)
이므로 넓이는 이다. --(2점)

 




--(2점)

(2) ∥∥∥∥   --(10점)
이므로 넓이는 이다.  --(2점)



 1  2  3



 -3 –1 -1

--(3점)

(참고) [ 문제 1 ] (1) 

(ⅰ)  ·     

 


 
 





   

 ·         




    
  

(ⅳ)  ·           


     

 ·   ·        


      




     

그러므로 주어진 연산은 B의 (d)  ·      ·   ·을 만족한다. 



문항 평가영역 평가내용 난이도 배점 세부배점
출제영역

교과목 교과서 개념

1-1 지식 파동의 주기 하 5

5

물리1
파동의 간섭

정상파
3

3

1-2 이해 파동의 전파 중 5
5

물리1 파동의 발생과 전파
3

1-3 적용 진동수 중 5

5

물리1 소리의 간섭과 공명3

1

1-4 응용 정상파의 조건 상 5

5

물리1 줄에서의 정상파3

2

201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모의평가 출제영역 및 채점기준

시험유형
인문사회계 자연계

□ ⌧

1. 출제의도 및 문제해설

 [제시문1] 인간이 동물들보다 뛰어난 점은 언어의 사용과 정보의 저장과 전달 능력일 것이다. 정보의 

전달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소리(음파)이다. 파동의 기본적인 현상인 간섭과 정상파를 이용한 공

명현상에 의한 악기와 음의 사용은 인간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이다. 정상파가 생기는 원리를 기타

줄을 이용하여 이해하고 있는 정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제시문2] 현대 문명에서 에너지 문제가 제일 시급한 것 같다. 특히 전기에너지의 사용은 현대 인류문명

을 매우 크게 발전시켰다. 현대 문명에서 고 효율의 전기에너지 사용은 각종 신소재의 개발로 많은 효

과를 이루고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접합 이루어진 발광다이오드( )와 트랜지스터의 

사용이다. 광다이오드에서 전기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전환되는 현상과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에너

지로 전환할 수 있는 태양전지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또한 에너지 전환관계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서 매우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다. 학생들이 반도체의 기본개념과 에너지 전환에서의 상호관계를 이해하

고 있는 정도를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주에서 출제되었다.

2. 종합평가 기준



2-1 지식 에너지준위 3
3

물리1 발광다이오드
1

2-2 응용 플랑크상수 6

6

물리1 에너지 전환4

2

2-3 이해
발광다이오드

태양전지
4

4
물리1 에너지전환

3

3-1 지식 순방향전압 3 3 물리1 정류특성

3-2 이해 순방향전압 4
4

물리1 정류특성
2

소계 40



모범답안 및 세부 채점기준

1-1> 

  
 [  ]

는 파동의 속력, 는 파동의 주기, 는 파동의 진동수, 그리고 는 파장이다.
=150 m/s,  0.5 m 이다.

  


 초( )

1-2> 

 

1-3> 

  ·

는 파동의 속력, 는 파동의 진동수, 그리고 는 파장이다.

=150 m/s,  0.5 m 이다. 그러므로 (문항 1-1)의 진동수는   

300 Hz이다.

한 옥타브 높은 음의 진동수는 2×=600 Hz. [ ′  ×   ]
파동의 속력은 2×=300 m/s. [  ′  ×   ]
파동의 파장은  0.5 m 이다.



1-4> 

정상파 조건 :   ·


는 파동의 속력, 는 파동의 진동수, 그리고 는 파장이다. 여기서 은 정수이다.

가능한 정상파의 진동수 :   



고정점을  에서  로 옮겼을 때 양끝은 마디가 되어야 하므로 기본 진동의 파장은 ′  

 이고 속력 

  이므로    × ′ 에서 최소 진동수[기본진동수]는   ′

 




  이다.

2-1> 

정답) 빨강색, 노랑색, 녹색 순서로 빛을 내기 시작한다. 
      이유는? 파장이 긴 경우, 띠간 에너지 틈의 크기는 작으며 따라서 상대적으로 낮은 전압이 인가 
되었을 때 전자와 양공의 결합으로 빛을 내기 시작한다. 

2-2> 

정답) 플랑크 상수 h (eV/f )= 5.52 x 10-34 Js 이다. 

LED는 빛을 내기 위해서는 최소 구동 전압(Vturn on 또는 V)이 필요하다. 띠간격 에너지(Eg)와 Vturn on

와의 관계는 Eg = eVturnon+ΔE이다. eVturnon은 n형에서 p형으로 전자가 이동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로, 
Ephoton = hf = eVturn on+ΔE의 관계가 있다. 여기서 ΔE는 LED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 상수이다. 실
험에서는 플랑크 상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다른 색깔의 LED를 이용하여 각각의 Vturnon을 측정하여 eVturn 

on과 f 에 관한 그래프에서 기울기 즉 플랑크상수 h를 구할 수 있다.  



2-3> 

정답) p-n 접합 태양전지: 빛 -> 전자·양공이 형성 -> 전자는 n층, 양공은 p층으로 이동 -> 기전력 발생.
(p-n 접합 다이오드에 빛을 쪼이면 빛의 일부가 반도체에 흡수되면서 전자·양공을 만든다. 이들은 접합부
에 형성된 전기장에 의해 전자는 n층으로, 양공은 p층으로 각각 이동하여 p-n 반도체 사이에 에너지가 
발생한다.)

LED: p-n 접합 다이오드에 순방향 전원 (p:+, n:-) 연결 -> n형에 전자, p형에 양공 이동, 결합 -> 에너
지 차만큼 빛 발생    
(p-n 접합 다이오드에, p형 반도체에 (+)극을 n형 반도체에 (-)극을 걸어주어 (순방향 연결) n형으로 전자
가 p형으로 양공이 이동한다. 도핑이 강하고 전류가 충분하면 전자와 양공은 매우 가까이 있게 되고 결합
이 일어나 에너지차 만큼 빛이 발생한다.)     

3-1> 

정답) b의 경우: 불이 켜진다. 

(p-n 접합 다이오드는 p형 반도체에 (+), n형 반도체에 (-)를 연결할 경우 (순방향 연결) 전류가 흐른다. 
따라서 a에 연결되었을 경우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 전구에 불이 켜지지 않고(역방향 연결), b의 경우는 전
류가 흘러 불이 켜지며, c의 경우는 D 다이오드가 역방향으로 연결되어 있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3-2> 

정답) .a,b 경우: 불이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한다. 
      .c의 경우: 불이 안켜진다.
(p-n 접합 다이오드는 순방향으로 전지에 연결된 경우에 전류가 흐르고 역방향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전류
가 흐르지 않는 정류 특성이 있다. 따라서 다이오드의 p형 반도체에 (+)가 연결된 경우만 전류가 흐른다. 
a에 스위치를 연결할 경우, p형 반도체에 (+)로 연결되었을 때 전류가 흐르고 (-)가 연결되었을 때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b의 경우는 a와는 반대이다. a, b의 경우 전구의 불은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며 그 주기
는 사용한 진동수에 의존한다. 충분히 낮은 진동수의 교류전원 사용으로 전구의 불이 켜지고 꺼지는 것이 
확인 가능하다. c의 경우는 C, D, 중에 한 개는 항상 역방향으로 전압이 걸린 상태이며 불은 켜지지 않는
다.) 



201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모의평가 출제영역 및 채점기준

시험유형
인문사회계 자연계

□ ⌧

1. 출제의도 및 문제해설

2015년도 대학입학전형 모의평가에서 실시된 자연계 화학분야 시험에서는 2014년도 수시모집 서술형 평
가에서 사용된 유형 및 형식을 유지하면서 문제를 출제하였다. 제시문 및 모든 문항은 고등학교 화학 I과 
II 교과서 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교육과정과의 연관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전년과 다르게 화학 II 내
용을 포함하여 고등학교 교과과정의 화학 내용을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시도하였다. 제시문의 내용, 그
림, 수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석을 바탕으로 문항에서 주어진 자료를 해석하고 논리적으로 추론하여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문항 I]은 물질의 양과 화학반응식을 적용하여 화합물의 분자식을 구하여 분자구조를 밝히고 분자내 각 
원소의 산화수를 확인할 수 있는 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문항 2]는 화학반응에 수반되는 에너지 흐름을 계산하고 열역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반응의 자발성을 결
정할 수 있는 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문항 3]은 화학 I 교과서의 원자의 전자 배치를 통한 원소의 주기적 성질을 추론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
성하였다. 원자오비탈의 모양을 이해하고 다전자 원자의 전자 배치 및 분자의 입체적인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 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문항 4]는 주로 화학 I의 내용인 산화와 환원, 화학 II의 내용인 반응 속도론과 화학평형 등의 개념을 숙
지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실제 화학반응에 활용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2. 종합평가 기준

문항 평가영역 평가내용 난이도 배점

출제영역

교과목 교과서 개념

1-1 자료 해석 및 논리 추론
물질의 양과 

화학반응식
중 4 화학 I 원소의 양과 실험식

1-2 자료해석 및 결과 도출 화학결합 중 3 화학 I 분자의 구조

1-3 자료 분석 및 논리 추론 산화와 환원 중 3 화학 I 산화수

2-1 논리 추론
물질의 변화와 

에너지
중 5 화학 II 엔탈피 변화 

2-2 자료 분석 및 논리 추론 반응의 자발성 상 5 화학 II 자유에너지

3-1 자료 해석 및 논리 추론 원자의 구조 중 3 화학 I 원자의 구조

3-2 자료해석 및 결과 도출 화학결합 중 3 화학 I 분자의 구조

3-3 자료 분석 및 논리 추론
주기율과 

주기적 성질
중 4 화학 I

이온반지름, 다전자 

원자의 전자 배치

4-1 논리 추론
산화와 환원, 

물질의 상태
상 3 화학 I, II

금속의 반응성, 

연료전지

4-2 자료 분석 및 논리 추론 반응속도 상 4 화학 II 반응차수, 반감기

4-3 자료 해석 및 결과 도출 평형의 이용 상 3 화학 II  산의 이온화 상수



모범답안 및 세부 채점기준

1-1> 

 

1-2> 

실험식이 C2H6O 이므로 실험식량 = 12 × 2 + 6 × 1 + 16 = 46.
분자량 = (실험식)n에서 분자량이 문제에 46으로 주어져 있으므로 n = 1.
따라서 분자식은 C2H6O.
문제에서 알코올 작용기를 가지고 있다고 했으므로 가능한 단 하나의 루이스 구조식은

 



1-3> 

공유 결합에 참여하는 원자 중에서 전기 음성도가 더 큰 원자로 공유 결합 전자가 완전히 이동하였다고 
가정할 때, 원자가 갖는 전하의 수를 산화수라고 한다. 
전기음성도의 크기는 H < C < O 이다.
 C와 C 사이에는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없으므로 전자가 이동하였다고 가정할 수 없다. 
아래에 보인 구조에서 산화수는
CA의 경우: (-1) × 3 + 0 = -3
CB의 경우: (-1) × 2 + 0 + (+1) = -1
O의 경우: (-1) × 2 = -2

참고로, 모든 H의 산화수는 (+)이므로, 
전체 분자의 산화수의 합 = (-3) + (-1) + (-2) + (+1) × 6 = 0 
즉, 중성 분자이므로 분자 전체의 산화수의 합은 0이다.

2-1> 

ΔH =   [(N≡N의 결합에너지) + 3 × (H−H의 결합에너지)] - 2 × 3 × (N-H의 결합 에너지) 
= (950 kJ/mol + 3 × 450 kJ/mol) -2 × 3 × 400 kJ/mol = -100 kJ/mol

2-2> 

반응이 자발적이려면 그 반응의 자유에너지 변화가 음의 값이어야 한다. (ΔG < 0.)
ΔG = ΔH - TΔS 에서
위 반응이 자발적이려면
ΔG = ΔH - TΔS < 0
ΔG = ΔH - TΔS = -100 kJ/mol - T × (-0.2 kJ/K•mol) < 0
T < 100 kJ/mol / (0.2 kJ/K•mol) = 500 K
따라서 위의 반응이 자발적이려면 반응 온도가 500 K 이하이어야 한다.



3-1> 

A는 Li 원자이다. 바닥상태 전자배치는 1s22s1

따라서 2s

아래 그림의 2s 형태의 그래프면 맞게 처리함.

3-2> 

원소 C와 F이므로 안정한 화합물은 CF4

분자구조는 정사면체 

무극성

 



원자번호

D

E

F
G

H

이온
반지름

3-3> 

답에 해당하는 이온은 순서대로 O2-, F-, Ne, Na+, Mg2+ 이다. 
- 비금속 원소의 원자가 안정한 음이온이 되면 전자 수가 증가하여 전자 사이의 반발력이 증가하고 유효
핵전하가 감소하므로 반지름이 커진다.
- 금속원소가 안정한 양이온이 되면 전자껍질 수 가 감소하므로 반지름이 작아진다.
따라서 원자 또는 이온반지름의 크기는 O2- > F- > Ne > Na+ > Mg2+ 이다.

두 개의 전자를 옮긴 Ne의 전자배치: 1s22s22p43s2 따라서 홑전자의 개수는 2개

4-1> 

Mg와 Cu 중에서 Mg만 HCl과 반응한다.
Mg과 HCl의 반응:  Mg + 2HCl → MgCl2 + H2          (Mg 1 몰 당 수소기체 1 몰)
산소-수소 연료전지 반응: 2H2 + O2 → 2H2O
수소 산화 반쪽반응: H2 → 2H+ + 2e-        (수소기체 1 몰 당 전자 2 몰)

1930 C 전하량 → 0.02 몰 전자 → 0.01 몰 수소기체 → 0.01 몰 Mg → 0.24 g Mg
Cu: 2.16 – 0.24 = 1.92 g → 0.03 몰 Cu
Cu의 몰분율: 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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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24

시간

4-2> 

Zn과 HCl의 반응:  Zn + 2HCl → ZnCl2 + H2          (염산 2 몰당 수소기체 1 몰)

반응속도는 [H+]에 대한 1차 반응

예상되는 수소기체의 양: 0.1 몰  → 0.05 몰이 얻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은 [H+] 농도의 반감기
따라서 

              

시간 0 10초 20초 30초
[H+]/M 2 1 0.5 0.25

 H2 몰수/mol 0 0.05 0.075 0.0875
30초 후 수소기체: 0.0875 mol
         [OH-] = 1 × 10-14/0.25 = 4 × 10-14 M

4-3> 

초기 [H+] = 1 × 10-3 M
 

수소기체 1 몰 당 1 몰의 ZnCl2 → 3 몰의 이온
최종 이온의 몰 수: 0.3 몰  → 1.8  × 1024 개 이온 형성



201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모의평가 출제영역 및 채점기준

시험유형
인문사회계 자연계

□ ⌧

1. 출제의도 및 문제해설

출제의도 : 
2009년에 개정된 고등학교 ‘생명 과학Ⅰ’의 교육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풀 수 있는 정도의 문항을 출제하고자 하였으며, 단순 암기보다는 생명 현상의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 
정도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주어진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생명 과학
Ⅰ’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세포와 생명의 연속성’ 영역과 ‘항상성과 건강’ 영역에서 출제하였고, 
다양한 난이도의 문제를 섞어 출제하여 변별력을 가지려 노력하였다. 또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간결하고 명확한 답을 유도하는 문제를 출제하고자 하였다.

문제해설 :
문항 1.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에 대한 기본 개념과 감수 분열에서 일어나는 염색체 비분리에 의한 

염색체 수 이상에 대한 이해 정도를 묻고 있는 문항이다. 문항 2-1에서는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의 주요 차이점을 묻고, 문항 2-2에서는 주어진 자료를 분석하여 비분리 현상에 대한 이해 
정도를 묻고 있다.

문항 2. 독립된 유전자와 연관된 유전자의 유전 현상에 대한 분석 능력을 알아보고자 하는 문항이다. 주
어진 자료를 분석하여 어떤 식물에서 유전자의 독립, 연관 여부를 파악하고, 이로부터 특정 표현
형을 보이는 개체들의 유전자형을 추정하며, 검정 교배에서 예측되는 자손의 표현형을 물어봄으
로써 유전 현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묻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항 3. 항상성 유지를 위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질문하고 있다. 체온조절을 예를 들어서, 체
온 조절의 기본 개념과 음성피드백에 의한 조절을 묻는 2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항 4. 면역반응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포함한 질문이다. 항원과 항체, 그리고 항원ž항체반응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종합평가 기준

문항 평가영역 평가내용 난이도 배점 세부배점
출제영역

교과목 교과서 개념

1-1 이해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의 이해
하

10

3 생명과학 I
세포와 세포 

분열

1-2 이해 및 분석
염색체 비분리의 

이해
중 7 생명과학 I 염색체 이상

2-1 이해 및 분석
독립, 연관 유전의 

이해
중

10

3 생명과학 I
독립, 연관 

유전

2-2 이해 및 분석
독립, 연관 유전의 

이해
중 4 생명과학 I

독립, 연관 

유전

2-3 이해 및 분석
독립, 연관 유전의 

이해
상 3 생명과학 I

독립, 연관 

유전

3-1 이해 항상성의 개념 하

7

1 생명과학 I
항상성과 

몸의 조절

3-2 이해 및 분석
항상성 조절의 

개념과 분석
중 6 생명과학 I

항상성과 

몸의 조절

4-1 이해
면역 반응의 

이해
하

13

2 생명과학 I
우리 몸의 

방어작용

4-2 이해 및 분석
항원ž항체 반응의 

이해
중 4 생명과학 I

 유전자 

돌연변이

우리 몸의 

방어작용

4-3 이해 및 분석
항원ž항체 반응의 

이해 및 분석
상 7 생명과학 I

우리 몸의 

방어작용



모범답안 및 세부 채점기준

1-1> 다음 각 항목에 대해 1점씩 부여. 최대 3점. 볼딕/밑줄의 단어나 개념이 있으면 점수 부여
(1) 딸세포(생식세포, 정자/난자)의 염색체 수는 모세포의 절반이 된다.
   (또는) 핵상이 2n에서 n으로 변한다.
(2) 2번의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
(3) (감수 1분열 과정에서) 상동 염색체의 분리가 일어난다.
(4) (감수 1분열 전기에) 2가 염색체가 관찰(형성)된다.
(참고사항) 생명 과학Ⅰ에서 교차는 다루지 않으므로, ‘교차가 일어난다’는 설명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음. 제시문에 서술되어 있는 내용(감수 분열이 일어나는 장소(생식 세포), 딸 세포의 수(4개) 등)은 
점수를 부여하지 않음

1-2>

질문1(2점): 감수 2분열 중기의 세포
질문2(3점): 그림의 세포는 (21번) 상동 염색체를 2개 가지고 있어 감수 1분열에서 상동 염색체가 비

분리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질문3(2점): 22개, 22개, 24개, 24개 (22개 또는 24개) 

2-1>

1점: 2가지 
2점: 붉은색 꽃 대립 유전자와 작은 키 대립 유전자, 흰색 꽃 대립 유전자와 큰 키 대립 유전자
     (또는) R과 l 및 r과 L

2-2>

1점: 2가지 
3점: RrLlYY, RrLlYy 

2-3>

1점: 4가지 
2점: 붉은색 꽃, 작은 키, 노란색 종자
     붉은색 꽃, 작은 키, 녹색 종자
     흰색 꽃, 큰 키, 노란색 종자
     흰색 꽃, 큰 키, 녹색 종자



3-1> 시상하부  또는 간뇌(1점)

3-2> TRH의 양 증가(2점)
설명(4점): 티록신 양이 적어서 시상하부로 음성피드백을 보낼 수 없음. 이에 따라, 시상하부는 티록신 
생성량을 늘리기 위해 TRH를 계속 내보낸다.(피드백에 의한 조절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함)

4-1> 자가 면역 질환  (autoimmune Dx) (2점)

4-2> 돼지 (1점)
설명 (3점): 돼지의 아미노산 순서(배열)가 인간과 가장 유사하기 때문

4-3> A-C-B (2점)
설명 (5점): 
기증자 A는 negative control 값과 거의 유사하는 것으로 항원-항체 반응이 없다는 뜻. 따라서, 기증자 
A의 이자를 이식받더라고, 철수의 몸에서 거부반응이 없음.(2점)
기증자 C의 경우 positive control과 값이 거의 같음. 이는 거의 100%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는 것 
(2점) 으로 기증자 c의 이자를 받으면 철수의 몸에서 거부반응으로 파괴 (1점)를 하게 됨. (볼드의 핵
심어들이 들어가 있어야 함.)



201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모의평가 출제영역 및 채점기준

시험유형
인문사회계 자연계

□ ⌧

1. 출제의도 및 문제해설

출제 의도

2015년도 대학입학전형 모의평가 지구과학 분야 서술형 평가에서는 지구과학적 지식과 수리과학적 접

근법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구 및 우주에서 관

측할 수 있는 날씨의 변화, 지진파, 천구의 좌표계와 행성의 운동에 관련된 문제를 출제하였다. 일반 고

교과정에서 이수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제시문과 문제를 구성하였으며, 날씨의 예보, 지진, 절기, 달의 위

상 등과 같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지구과학 현상에 관련된 문제를 고루 출제하여 지구과학의 통합적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을 평가하였다.

문제 해설

 【문항 1】대기과학 분야 중 기단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들의 변질과정과 변질에 따른 기상요소의 변

화를 정확히 이해하는가를 평가하였다.

【문항 2】지진파의 전파 특성을 이해하고, 지진파의 진행속도 산출식을 이용하여 관측소에서 진앙까

지 거리를 구할 수 있는 응용능력이 있는가를 평가하였다.

【문항 3】 태양과 달의 천구상의 운동과 상대적 위치를 이해하고, 지구의 경도와 위도 및 표준 시간

의 정의를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였다.

【문항 4】 내행성의 상대적 위치에 따른 위상의 변화를 이해하는지를 평가하고, 항성주기와 회합주

기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를 응용할 수 있는지 평가하였다.



2. 종합평가 기준

문항 평가영역 평가내용 난이도 배점
세부배

점

출제영역

교과목 교과서 개념

1-1 기단 기단의 변질 상

10

5 지구과학 기단의 변질

1-2 기단 기단의 변질 하 2 지구과학 기단의 변질

1-3 기단 일기도 중 3 지구과학 기단의 영향

2-1 지진 지진파의 특성 중

10

3 지구과학 지진파

2-2 지진 지진파의 특성 하 4 지구과학 지진파

2-3 지진 지진파의 특성 상 3 지구과학 지진파

3-1 천체 관측
천체의 위치와 

좌표계
중

10

5 지구과학
천체의 위치와 

좌표계

3-2 천체 관측
지평좌표계와 

적도좌표계
중 5 지구과학

천체의 위치와 

좌표계

4-1 천체 관측 내행성의 위상 하

10

2 지구과학 행성의 운동

4-2 천체 관측 내행성의 위치 중 3 지구과학 행성의 운동

4-3 천체 관측 회합주기 상 5 지구과학 행성의 운동



모범답안 및 세부 채점기준

1-1> A-B 육지(대륙), B-C 따뜻한 해양(바다,호수)

   - A-B 사이에서 기온은 증가하는데 비해 수증기압(수증기량)의 증가가 없기 때문에 육지(대륙)를 통과
하는 것으로 판단.

   - B-C 사이에서는 기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동시에 수증기량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기단이 해양(호수)을 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지면을 지날 때보다 기온이 높다는 점에서 기단이 수온이 높은 따뜻한 해양(호수)를 통과하고 있  
다.      

  
1-2>  B

   - 서해 대설현상은 차가운 시베리아 기단이 변질 확장되면서 나타나는 기상현상으로 차가운 시베리아  
기단이 따뜻한 서해를 통과할 때 지상 부근의 기온은 증가한다. 

   -지상 및 상층의 기온이 높은 B가 A보다는 늦게 관측된 것이다.

1-3>  -북동풍

        - B 관측소의 기온이 A 관측소의 기온보다 높고, B 관측소의 상대습도가 A 관측소의 상대습도보
다 낮다.

        - 북동풍에 의하여 공기가 산을 넘어가면서 산악 후면의 공기가 산악 전면의 공기보다 고온 건조
해지는 푄현상 (높새바람) 때문     

2-1> 두 식을 제곱하여 속도차이를 구하면

        

  


 

  
 ,           


 


 

   지각의 경우 밀도와 탄성률 등 모두 양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따라서 P파의 속도가 
S 파의 속도 보다는 크게 나타난다.

   또는   



  






 


  이라고 보인 경우도 정답.

2-2> - P파와 S파가 동시에 사방으로 퍼져나갈 때, 진원에서 멀수록 P파는 S파 보다 더욱 멀어지게 된
다. 따라서 P파와 S파가 지진관측소에 도착하는 시간의 차이 즉 PS시를 이용하여 진앙에서 관측소
까지의 거리를 산출할 수 있다.

       - P파와 S파가 진앙에서 관측지점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은 각각     이다.  
       -시    
           

 ×
 × 시



2-3> 관측지에서 진앙까지의 거리는  

      -    
×

 ×  sec 이다. 따라서 480 km 이며, 

      - P파가 오는데 걸린 시간은 60초가 된다. 
        

3-1> - 춘분에 태양은 적경 0h에 위치하고, 이때 마침 보름달이면 달의 적경은 12h에 해당한다. 
    - 이날 보름달은 자정(밤 12시)에 남중하는데, 이때 동경 135도 지점이 새벽 4시이므로, 불시착지점은 

4시간 x15도 = 60도 만큼 서쪽에 위치해야 한다. 
    - 그러므로 불시착 지점의 경도는 동경 75도(=135-60)가 된다. 

3-2> - 천체의 남중 고도는 h = 90 -(위도) + (적위) 로 주어진다.
     - 춘분에 태양의 적위는 0도, 보름달의 적위는 –5도 ~ +5도 사이에 위치할 것이다.
     - 위도 = 90 –h + (적위)에서  90- 40 –5 = 45도, 90-40 + 5 = 55도.
      -그러므로 불시착 지점의 위도는 북위 45도에서 55도 사이가 될 것이다.

4-1>  c: 5 (동방최대이각일 때 상현의 위상)
        e: 1 (외합일 때 보름달과 같은 위상)

4-2>  이러한 위상을 관측하려면 <그림 3>의 공전궤도 상의 1에서 6번에 해당하는 기간에 관측하여야 
한다. 이때 금성은 태양의 동쪽에 있고, 금성의 동방최대이각은 45-47도 정도이므로 5번의 위치
에 있을 때는 일몰 이후 3시간 정도 관측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답은 (1) 일몰 직후에서 밤 9시 
경이다.

4-3>  - 이러한 위상을 관측하려면 <그림 3>의 공전궤도 상의 1에서 6번에 해당하는 기간에 관측하여야 
한다. 

    - 금성과 지구의 회합주기는 1/240-1/360 = 1/720에서 S=720일이 된다.
    - 금성이 <그림 3>의 공전궤도 상에서 1에서 7까지 오는데 회합주기의 1/2인 360일이 걸릴 것이다.
    - <그림 2>의 a가 아직 완전히 내합에 이른 것이 아니므로, 10% 정도를 빼면 324일이 될 것이다.
    - 320-350일 사이의 답안을 모두 정답으로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