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자연계 <일요일>>  
1. 2019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항 및 제시문

논제Ⅰ<수학>
I.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60점)

[가]

(1) 좌표평면 위의 한 점 A 을 지나고 기울기가 인 직선의 방정식은

  이다.

(2) 중심이  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인 원의 방정식은    이다.

[나]

의 값이 보다 크면서 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함수 의 값이 일정한 값 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것을 기호로 lim
→

 과 같이 나타내고, 을   에서의 함수

의 우극한이라고 한다. 또, 의 값이 보다 작으면서 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함수

의 값이 일정한 값 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것을 기호로 lim
→

 과 같이

나타내고, 을   에서의 함수 의 좌극한이라고 한다.

[다]

함수 가 어떤 구간에서 미분가능하고, 이 구간의 모든 에 대하여

(1)  ′  이면 는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

(2)  ′  이면 는 그 구간에서 감소한다.

[라]

미분가능한 두 함수   ,   에 대하여 합성함수   를 미분하면







·


또는 ′   ′ ′이다.

[마]

함수    (은 실수)의 부정적분

(1) ≠ 일 때,  


 

(2)  일 때,   ln

(단, 는 상수)



[논제 I] 제시문 [가]∼[마]를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 일 때, 점 A  
 은 곡선   


   위의 점이다. 이때, 점 A에서   


과

접하는 원 중에서 축에도 접하는 원의 중심을 C 라 하자.     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논제 I-1]

  일 때, 직선   에 의하여 나누어지는 원의 두 부분 중에서 작은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그 근거를 논술하시오. (10점)

[논제 I-2]

와 를 에 관한 함수   와   로 나타내고, 그 근거를 논술하시오. (15점)

[논제 I-3]

함수   라 할 때,

(1) 가     에서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조사하고, 그 근거를 논술하시오.

(15점)

(2)   에서의 의 우극한이 존재하면 그 값을 구하고, 그 과정을 서술하시오.

만일, 우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근거를 논술하시오. (5점)

[논제 I-4]

직선   , 곡선   


과 선분 AC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에 관한 함수  라

하자.   에서의  의 우극한을 구하고, 그 근거를 논술하시오. (15점)



논제Ⅱ<물리>
II.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40점)

[가] 질량 인 물체가 속도 로 움직일 때 


을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라고 한다.

운동 에너지는 속도의 크기에 관계할 뿐 속도의 방향과는 관계없는 양이다. 물체에

힘을 작용하여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하였을 때 물체에 작용한 힘이 일을 하였다고

한다. 이때 힘이 한 일 는 힘의 크기 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의 곱으로

구하고, 식으로 나타내면   이다. 힘이 물체에 일을 하게 되면 해준 일만큼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변하게 되는데, 이것을 일-운동 에너지 정리라고 한다.

[나] 운동하는 물체의 가속도는 작용하는 힘에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한다. 따라서

물체의 질량이 같을 때는 힘의 크기가 클수록 가속도의 크기가 크고,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할 때는 질량이 클수록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가 작다. 이를 뉴턴 운동 제 2 법칙

또는 가속도 법칙이라고 한다. 뉴턴 운동 제 2 법칙은 힘을 받은 물체가 가속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운동을 설명하여 준다. 물체에 주어진 힘을 알면 물체의 가속도를

알게 되고, 이렇게 구한 가속도를 이용하여 물체의 시간에 따른 속도나 위치 등과 같은

운동 과정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다] 공이나 운동선수가 점점 더 빨라지는 운동을 한다고 하자. 이러한 경우에는

속도가 일정하지 않고 시간에 따라 변한다. 이때 시간에 따라 속도가 변하는 비율을

가속도라고 한다. 직선 상에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여 가속도가 일정한

물체의 운동을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고 한다. 처음 속도가 이고 일정한 가속도 로

시간  동안 운동한 후의 속도 는    이며, 이 시간 동안 물체의 변위 는

   


이다.

[라] 대전체에 다른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전기력이 작용하는데, 전기력은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고, 전하 사이의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전하량  인

대전체가 거리 만큼 떨어져 있을 때 전기력 는  



와 같다. 전하에 의해

변한 공간의 성질을 전기장이라고 하는데 전하 에 의해 성질이 바뀐 공간에 다른

전하 를 놓으면 전하 가 공간과 상호 작용하여 전기력 를 주고받게 된다. 이러한

전기장의 특성 때문에 전기장의 세기와 방향은 전하에 작용하는 힘을 이용하여

측정한다. 전기장이 형성된 공간에 놓여 있는 전하 가 받는 전기력이 이면, 전기장의



세기 는   


와 같다. 전기장 속에 ()전하를 놓으면 ()전하는 전기장으로부터

힘을 받아 이동하게 되는데, 이때 ()전하가 받은 힘의 방향을 연속적으로 이은 선을

전기력선이라고 한다.

[논제 II-1]

그림과 같이 질량 인 물체를 경사면 위의 높이 인 지점에서 가만히 놓으면 경사면을

따라 내려와 수평면 위의 일정한 힘을 받는 구간으로 들어가 운동한다. 이 구간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왼쪽이며 크기는 이다. 물체는 시간   에 힘을 받는

구간의 시작점 p를 지나 점 q에서 속력이 0이 되고 다시 p로 돌아간다. 는 이

구간에서 p로부터 물체까지의 거리이다. (단, 중력 가속도는 이고, 물체의 크기, 모든

마찰과 공기 저항은 무시한다.)

(1)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에 대한 그래프로 나타내고, 그 근거를 일-운동 에너지

정리를 이용하여 논술하시오. (10점)

(2) 물체가 처음 p를 지나는 순간부터 q를 거쳐 돌아와 다시 p를 지나는 순간까지 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프로 나타내고, 그 근거를 논술하시오. (10점)

[논제 II-2]

(1) 그림과 같이 전하량이 각각 , 인 점전하 A, B가 원점 O에서 거리 만큼

떨어져서 축에 고정되어 있다. 두 점전하 A, B가 만든 전기장이 0이 되는 축 상의

위치 을 찾고, 그 근거를 논술하시오. 이를 바탕으로  평면 상에서 점전하 A와

B가 만든 전기력선을 그리시오. (11점)



(2) 점전하 A와 B에 더해 전하량 인 점전하 C를 축 상의 한 점에 추가로

고정시킨다. 세 점전하 A, B, C가 만들어내는 전기장이 원점 O에서 0이 되도록 하는

C의 위치를 구하고, 그 근거를 논술하시오. (9점)

논제Ⅱ<화학>
II.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40점)

[가] 원소 기호와 숫자를 사용하여 화합물 속에 들어 있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나타낸 식을 화학식이라고 한다. 그 중,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의 원자 수를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낸 화학식을 실험식이라고 한다. 어떤 화합물의 실험식과

분자량을 알면 그 물질의 분자식을 구할 수 있다.

[나] 원유로부터 얻을 수 있는 물질은 대부분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인데,

이를 탄화수소라고 한다. 1831년 독일의 화학자 리비히는 유기 화합물을 완전

연소시켰을 때 생성되는 이산화 탄소와 물의 질량을 측정하여 화합물 속의 탄소와

수소의 조성을 알아내는 분석 방법을 발표하였다.

[다] 아보가드로는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같은 부피의 기체는

같은 수의 분자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 1몰(mol)이 차지하는 부피는 일정하다. 실험적으로 0 °C,

1기압에서 기체 1몰이 차지하는 부피는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22.4 L이다.



[라] 공유 결합에 참여하는 원자 중에서 전기 음성도가 더 큰 원자로 공유 전자쌍이

완전히 이동하였다고 가정할 때, 원자가 갖는 전하의 수를 산화수라고 한다. 전자를

잃은 상태는 (+)부호를 붙여 나타내고, 전자를 얻은 상태는 (-)부호를 붙여 나타낸다.

[마] 비 온 뒤 하늘에서 보이는 무지개는 태양에서 나오는 연속적인 빛의 띠이다.

이처럼 햇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색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연속 스펙트럼을

관찰할 수 있지만, 수소 방전관에서 나오는 빛을 분광기에 통과시키면 몇 개의 선이

불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선 스펙트럼을 관찰할 수 있다.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색은

파장과 관계가 있고, 파장은 에너지에 반비례하는 관계를 가진다.

[바] 보어는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위해, 전자가 원자핵 주위에

무질서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가진 궤도에만 있을 수 있다는

모형을 제안하였다. 원자핵 주위의 전자는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가진 원형 궤도를

따라 빠르게 원운동하고 있으며, 이 궤도를 전자 껍질이라고 한다. 전자 껍질은 핵에서

가장 가까운 것부터 K (n = 1), L (n = 2), M (n = 3), N (n = 4), ... 기호를 사용하여

나타내며, n은 주양자수라고 한다. 전자가 에너지 준위가 다른 궤도로 이동할 때는 두

궤도의 에너지 준위차이만큼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는데, 각 궤도가 가지는

에너지 준위는 다음과 같다.

  



kJ/mol      

[사] 기체 상태의 원자 1몰로부터 전자 1몰을 떼어 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라고 한다. 다전자 원자에서 첫 번째 전자를 떼어 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제1

이온화 에너지(E 1), 두 번째, 세 번째 전자를 떼어 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각각 제2

이온화 에너지(E 2), 제3 이온화 에너지(E 3)라고 하며, 이를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라고

한다.

[논제 II-1] 제시문 [가]∼[라]를 참고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실험 결과]

I. 실험식이 같은 2가지 탄화수소(A, B)를 같은 부피비로 혼합한 후, 완전 연소시켜

132 mg의 이산화 탄소와 54 mg의 물을 얻었다. (단, A와 B는 서로 반응하지 않는

기체이다.)

II. t °C, 1기압에서 A와 B를 1 : 1로 혼합한 기체의 밀도는 2.1 g/L이다.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A와 B를 1 : 2로 혼합한 기체의 밀도는 2 : 1로 혼합한 기체의 밀도보

다 1.25배 컸다.

(1) t °C, 1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는 20 L이다. 화합물 A와 B의 실험식과 분자식에

대해 논술하시오. (단, 수소, 탄소, 산소의 원자량은 각각 1, 12, 16이다.) (12점)

(2) 화합물 B의 가능한 구조식에 대해 논술하시오. (8점)

(3) 화합물 B가 완전 연소할 때의 화학 반응식을 쓰고 각 원자의 산화수 변화에 대해

논술하시오. (4점)

[논제 II-2] 제시문 [마]∼[사]를 참고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1) 수소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가 1312 kJ/mol이라고 할 때, 제시문 [바]에 나타난 상수 a

의 값에 대해 논술하시오. (3점)

(2) 들뜬상태의 수소 원자에서 4s 오비탈에 있던 전자가 2s 오비탈로 전이하였다. 이

에너지의 4배 및 5배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방출되는 전자 전이에 대해 논술하시오.

(7점)

(3) 수소 원자와 같이 1개의 전자를 가지는 Z+을 생각해보자. Z+도 다음 식과 같은

에너지 준위를 가진다고 가정할 때, Z가 무엇인지에 대해 논술하고, 수소 원자 모형에

대한 상수 a와 Z+모형에 대한 상수 b의 크기를 비교하시오. (단, Z는 임의의 원소

기호이다). (6점)

  



kJ/mol       



논제Ⅱ<생명과학>
II.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40점)

[가] 세포 분열은 생물이 생장하고 생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세포 분열 과정은

간기와 분열기로 구성되며, 간기에는 세포 소기관을 만들어 세포의 크기가 증가하고

DNA 복제가 일어난다. 분열기에는 복제된 DNA와 세포질이 딸세포에 분배된다.

사람의 생식도 감수 분열로 생성된 생식 세포를 통해 이루어진다. 감수 분열은 연속된

두 번의 분열에 의해 염색체 수가 반감된 4개의 딸세포를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형성된 생식 세포의 DNA양은 모세포의 DNA양의 절반으로 줄어든다.

[나] 염색체의 구조나 수의 이상이 생기면 돌연변이가 나타날 수 있다. 사람의

염색체는 감수 분열을 거쳐 자손에게 전달된다. 따라서 감수 분열 과정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자손의 염색체 수가 정상보다 많거나 적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염색체 수의 이상에 의해 여러 가지 유전병이 나타날 수 있다. 한 예로 21번 염색체가

3개인 경우 다운 증후군이 나타난다.

[다] 생물이 지닌 여러 가지 특성을 형질이라 하며,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것을 유전이라 한다. 유전 정보는 DNA에 존재하는데, DNA에서 생물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가 있는 특정 부위를 유전자라 한다.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는

동일한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존재하는데 이를 대립 유전자라 한다. 그리고 어떤

개체의 대립 유전자의 구성을 기호로 나타낸 것을 유전자형이라 하고, 이 유전자형을

가진 개체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을 표현형이라 한다.

[라]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있으면 형질이 남녀의 구분 없이

나타나지만, 유전자가 성염색체에 있으면 남자와 여자의 성염색체 구성이 다르므로

남녀에 따라 형질의 출현 빈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성염색체에는 성을 결정하는 유전자

외에도 여러 가지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다.

[마] 인체의 방어 작용은 선천적인 비특이적 면역과 후천적인 특이적 면역으로

구분된다. 특이적 면역은 특정 항원을 인식하여 선별적으로 작용하며, T 림프구에 의한

세포성 면역과 B 림프구에 의한 체액성 면역이 있다. 세포성 면역은 독성 T 림프구가

감염된 세포를 제거하는 반응이고, 체액성 면역은 B 림프구가 생성한 항체가 항원을

제거하는 반응이다.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AIDS)을 일으키는 바이러스(HIV)는

특이적 면역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보조 T 림프구를 파괴한다.



[논제 II-1] 제시문 [가]를 참고하여 다음 논제에 답하시오.

그림은 어떤 세포가 세포 분열을 하는 동안 세포 1개당 DNA 상대량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1) 시기 ㉠과 ㉡은 각각 세포 분열 단계 중 어느 시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논술하

시오. (4점)

(2) 시기 ㉠과 ㉡에서 이 세포의 뉴클레오솜(DNA-단백질 복합체)의 형태에 대하여 비

교하여 논술하시오. (4점)

[논제 II-2] 제시문 [나]를 참고하여 다음 논제에 답하시오.

어떤 남자 A의 세포 하나로부터 형성된 ㉠ 4개의 정자는 염색체 수가 각각 22개, 23개,

23개, 24개이고, 어떤 남자 B의 세포 하나로부터 형성된 ㉡ 4개의 정자는 염색체 수가

각각 22개, 22개, 24개, 24개이다.

(1) ㉠의 정자와 ㉡의 정자에 들어 있는 염색체 수가 다르다. ㉠ 정자의 염색체 수가

각각 22개, 23개, 23개, 24개인 원인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6점)

(2) ㉠의 정자 중 1개가 정상 난자와 수정하여 C가 태어나는 경우와 ㉡의 정자 중

1개가 정상 난자와 수정하여 D가 태어나는 경우, C와 D가 다운 증후군일 확률에

대하여 비교하여 논술하시오. (6점)

[논제 II-3] 제시문 [다]와 [라]를 참고하여 다음 논제에 답하시오.

가족 A에는 정상인 아버지와 적록 색맹인 어머니, 아들 ㉠, 딸 ㉡이 있다. 가족 B에는

적록 색맹인 아버지와 정상인 어머니, 아들 ㉢, 딸 ㉣이 있다. ㉠과 ㉣ 사이에서 자손이

태어날 경우와 ㉡과 ㉢ 사이에서 자손이 태어날 경우, 각각 이 자손이 적록 색맹일

확률을 성별 및 유전자형과 관련지어 논술하시오. (단, 가족 B에서 아버지의

유전자형은 X′Y이고 어머니의 유전자형은 XX이다. 돌연변이와 교차는 고려하지

않는다.) (10점)

[논제 II-4] 제시문 [마]를 참고하여 다음 논제에 답하시오.

건강한 사람과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AIDS)을 가진 사람이 독감 바이러스에 처음

노출되었을 때, 체내에서 일어나는 체액성 면역 과정을 비교하여 논술하시오.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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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Ⅰ<수학>
[논제 I-1]   이면, 그림에서와 같이 원이   

 과  에서 접하

고, 축과 축에 동시에 접한다. 원의 반지름을 이라고 하면,

OC   이고, CA  이므로,     를 만족하기 때문에,

   이다.

한편, 점 A를 지나고 축에 수직인 직선을 그렸을 때, 원과 만나는 점을 D라고 하자.

그러면, 구하려는 부분의 넓이는 부채꼴 CAD의 넓이에서 삼각형 ACD의 넓이를 빼면 된

다. ∠ACD는 

 , 반지름은   인 부채꼴 CDA의 넓이는 

    
× 


 

   이

고, ∠ACD는 

 , ACCD   인삼각형 ACD의넓이는 


×   

  이다.

따라서 구하려는 부분의 넓이는 


   이다.

[논제 I-2] 접점 A  

 와 원의 중심 C에 대하여, 점 A C를 지나는 직선과 점 A

에서의 접선은 수직이다. 접선의 기울기는  


 이므로, 선분 AC의 기울기는 이다. 따라

서 원의 중심의 좌표  는 다음 식을 만족한다.

 

 



  ⋯⋯ 

원이 축에 접하므로 원의 반지름이 이다. 따라서 AC 이므로, 다음 식을 만족한다.

     

 


  ⋯⋯ 

(1)과 (2)로부터,

      ⋯⋯ 

이다. (3)으로부터       또는     이다.

     

  

또는      

  

에서,   이므로,      

  

이다.

이를 (1)에 대입하면,      


 






    

  

 





 




   

이다.

따라서      

  

이고,  

  

이다.



[논제 I-3] (1) [논제 I-2]에서       

      
이다.

이때,     라 하면   

 
이고 이를 라 하자. 합성함수의 미분법에 의해서

′   ′× 



이고,

 ′   

   
′
 

   

    이므로,     이다. 따라서           이므로, ′  이 되어 

가     에서 감소한다.

(2) 에 대한 함수   

      
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므로,

lim
→ 

  lim
→ 
   

      
  

 ×  
 



따라서   에서의 의 우극한이 존재하고, 우극한은 


이다.

[논제 I-4] A와 C에서 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A ′과 C ′이라고 하자. 그러면, 구하는 도형의

넓이는 
 






에서 사다리꼴 ACC ′A ′의 넓이를 빼면 된다. 사다리꼴 ACC ′A ′의 넓이는



 CC ′AA′×C ′A ′ 

  

 ×   이다. 따라서

  ln


 

    

 
논제 [I-2]에서 구한 와 의 식으로부터,

lim
→ 



 lim

→ 
    

  

 


, lim

→ 
  lim

→ 
       , lim

→ 
   


이므로,

lim
→ 

  ln   


이 된다.

논제Ⅱ<물리>
[논제 II-1]

(1)   일 때 운동에너지는 물체가 처음 놓아졌을 때의

물체의 중력에 의한 퍼텐셜 에너지와 같으므로 이다.

일-에너지 정리에 의해 힘이 한 일 만큼

운동에너지가 변한다. 따라서    


이다.

운동에너지 


은   이므로 그래프로 표현하면

그림과 같다.



(2)   일 때,   을 지나며 이때 속력은 이다. 힘을

받는 구간에서 물체가 받는 힘의 크기는 로 일정하므로

물체는 가속도의 크기가 

 이고 방향이 왼쪽인 등가속도

직선운동을 한다. 처음 위치가  , 처음 속력이 인 물체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면      


 이므로

    





이다. 이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그림과 같다.

[논제 II-2]

(1) 에서 점전하 A와 B가 만들어내는 전기장이 0이 되려면 A가 만들어내는 전기장이

B가 만들어내는 전기장과 세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가 되어야 한다. A 왼쪽이나 B

오른쪽에서는 두 전기장이 같은 방향이므로 전기장이 0이 될 수 없다. A와 B 사이에

위치한 점을 고려할 경우 각각의 전기장

세기는     


     

 와

같다.   을 이용하면

      이다. 이 방정식의 해는

      또는     이지만

A와 B 사이에 있는 점의 좌표는

     이다. 이를 바탕으로 

평면상에서 전기력선을 그려 보면 그림과 같다.

(2) 원점에서 A와 B가 만들어내는 전기장의 방향이 각각 오른쪽, 왼쪽이고 세기는

  
 


   

 

 와 같다.   이므로 원점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세기의

전기장이 형성되고 이를 C가 상쇄하려면 C는 원점 오른쪽 지점에 위치해야하고 세기가

  
 


 

 


 

 

 와 같아야 한다. 쿨롱 법칙에 의해   




 로 주어지므로 이를

위 식과 비교하면 방정식 
   로 주어진다. 이 방정식의 해는  ±

 이지만 음의

해는 C가 원점 오른쪽에 있다는 조건을 위배하므로  

 로 결정된다.



논제Ⅱ<화학>
논제 [II-1]

(1) (12점)

실험식 CH2, 분자식 A: C2H4 B: C4H8
혼합 기체의 연소를 통해 얻은 CO2와 H2O의 질량을 이용하여, 탄소의 질량과 수소의 질량

을 구할 수 있다. 탄소의 질량 = ×


  (mg), 수소의 질량 = ×


  (mg)

이를 통해 탄소와 수소의 비를 구하면 다음과 같으며, 실험식은 CH2이다.

C : H = 


 


= 1 : 2 ∴ 실험식: CH2.

실험식을 이용하여 화합물 A, B와 분자량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때,

화합물 A = (CH2)n, 화합물 A의 분자량 = 14n = 

화합물 B = (CH2)m, 화합물 B의 분자량 = 14m = 

i) A와 B를 각각 z몰씩 섞어 부피 1 : 1 혼합 기체를 만들었다고 가정하면,

밀도 = 부피
질량

전체 부피
의 질량  의 질량

 × 

  


  
 

∴ 위의 식을 간단히 정리하면     

ii) 1 : 2 혼합 기체의 밀도 = 2 : 1 혼합 기체의 밀도 × 1.25이다.

이때 A와 B를 각각 ω몰, 2ω몰 섞어 1 : 2 혼합 기체를 만들고

A와 B를 각각 2ω몰, ω몰 섞어 2 : 1 혼합 기체를 만들었다고 가정하면,

 × 

  
 ×

  
×

∴ 위의 식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연립방정식을 풀면,

    
   

∴    ,   이므로,    ,   이다.

따라서 두 화합물의 분자식은 A: C2H4, B: C4H8이다.

(2) (8점)

화합물 B(C4H8)의 가능한 구조식은 다음과 같다. 다양한 구조식 표현을 모두 인정한다.

(단, 불포화 탄화수소의 기하 이성질체는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간주한다.)



 

(3) (4점)

화합물 B(C4H8)가 완전 연소할 때 반응 화학식은 다음과 같다.

C4H8 + 6O2 → 4CO2 + 4H2O

(단, 정확한 온도 조건을 주지 않았으므로 각 화합물의 상태는 고려하지 않는다.)

각 원자의 산화수 변화는 다음과 같다.

탄소: -2 → +4 로 산화수가 증가하였다.

수소: +1 → +1 로 산화수에 변화가 없다.

산소: 0 → -2 로 산화수가 감소하였다.

[논제 II-2]

(1) (3점)

이온화 에너지는 기체 상태의 원자 1몰로부터 전자 1몰을 떼어 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말하므로, n = 1 → n =∞ 의 전자 전이에 필요한 에너지를 의미한다.

E1 = -a (kJ/mol), E∞ = 0 (kJ/mol) 이므로,

∆E = E∞ - E1 = 0 - (-a ) = a (kJ/mol) 이다.

이온화 에너지가 1312 kJ/mol 이라고 하였으므로, 상수 a 값은 1312 이다.

(2) (7점)

들뜬상태의 수소 원자에서 4s 오비탈에 있던 전자가 2s 오비탈로 전이하였으므로, n = 4 →

n = 2 전자 전이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때 방출되는 에너지의 값은,

∆E = E4 - E2 = (-1312/16) - (-1312/4) = 1312×(1/4-1/16) = 1312×(3/16) = 246 (kJ/mol)

이다.

이 에너지의 4배에 해당하는 값은,

1312×(3/16)×4 = 1312×(3/4) = 1312×(1-1/4) = 984 (kJ/mol) 이므로, n = 2 → n = 1 의 전자

전이에 해당한다. 위 에너지의 5배에 해당하는 값은,

1312×(3/16)×5 = 1312×(15/16) = 1312×(1-1/16) = 1230 (kJ/mol) 이므로, n = 4 → n = 1 의

전자 전이에 해당한다.



(3) (6점)

수소 원자와 같이 1개의 전자를 가지는 Z+ 은, 원자번호 2인 He의 양이온 (He+)으로, Z는

He이라 유추할 수 있다. 수소 원자와 He+ 이온은 1개의 전자를 가지는 것은 동일하지만,

원자핵을 구성하는 양성자의 전하량이 다르다.

위 (1)에서의 논술에 따라, 상수 a값은 이온화 에너지의 값과 같다. 따라서 상수 b값은

He+으로부터 전자를 떼어내는 이온화 에너지, 또는 He 원자의 제2 이온화 에너지에 해당

하는 값이다.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핵전하가 증가하여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증

가하므로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하고, 순차적으로 전자를 1개씩 떼어 낼 때마다 유효 핵전하

가 증가하므로 점점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즉, He+ 모형에 대한 상수 b의 크기가 수

소 원자 모형에 대한 상수 a보다 크다.

논제Ⅱ<생명과학>
[논제 II-1]
(1) ㉠ 시기는 DNA 복제가 일어나기 전이므로 간기의 G1기이다. ㉡ 시기는 DNA 상대량이
4에서 2로 반감되었으므로 감수 2분열에 해당한다.
(2) ㉠ 시기는 간기이므로 뉴클레오솜(DNA-단백질 복합체)들이 핵 안에서 느슨하게
풀어져 있는 형태이다. ㉡ 시기는 감수 2분열 과정이므로 뉴클레오솜(DNA-단백질
복합체)들이 세포질에서 ㉠ 시기에서보다 더욱 응축되어 짧고 굵은 형태이다.

[논제 II-2]
(1) 감수 분열 시 염색체가 비분리 되면 딸세포의 염색체 수에 이상이 일어날 수 있다.
염색체 비분리가 감수 1분열과 감수 2분열 중 어느 시기에 일어나는가에 따라 생식 세포의
염색체 수가 달라진다. 염색체 비분리가 감수 1분열에서 일어나면 모든 생식 세포의 염색체
수가 정상보다 많거나 적어지며, 감수 2분열에서 일어나면 생식 세포의 염색체 수가 정상인
생식 세포와 비정상인 생식 세포가 같은 비율로 나타날 수 있다. 논제에서 제시된 ㉠의
정자 4개는 염색체 수가 각각 22개, 23개, 23개, 24개이므로 염색체 수가 정상인 정자와
비정상인 정자의 수는 같다. 따라서 ㉠의 정자는 감수 2분열에서 염색체 비분리 현상이
일어나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사람은 23쌍의 상동염색체를 가진다. 그런데 감수 분열 중 21번 염색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 21번 염색체를 두 개 가진 생식 세포가 정상 세포와 수정되면 그 자손은 21번
염색체가 3개가 되어 다운 증후군이 나타난다. 논제에서 ㉠ 4개의 정자 중 정상보다 염색체
수가 많은 것은 1개이며, ㉡의 경우는 2개이다. 따라서 D가 C보다 다운 증후군이 될
확률이 2배 높다.

[논제 II-3]
적록 색맹은 X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에 의해 일어나는 반성 유전의 예이며, 정상에 대해
열성이다. 가족 A의 아들은 모두 유전자형이 X′Y, 표현형은 적록 색맹이고, 딸은 모두
유전자형이 XX′, 표현형은 정상이다. 가족 B의 아들은 모두 유전자형이 XY, 표현형은
정상이고, 딸은 모두 유전자형이 X′X′, 표현형은 적록 색맹이다. 따라서 ㉠과 ㉣ 사이에서



자손이 태어날 경우 아들의 유전자형은 X′Y 또는 XY, 딸의 유전자형은 X′X′ 또는
XX′이므로, 아들과 딸 모두 적록 색맹이 될 확률이 50%이다. 그리고 ㉡과 ㉢ 사이에서
자손이 태어날 경우 아들의 유전자형은 XY 또는 X′Y, 딸의 유전자형은 XX 또는
XX′이므로, 아들은 적록 색맹일 확률이 50%, 딸은 적록 색맹일 확률이 0%이다.

아들 딸

㉠과 ㉣ 사이 XY, X′Y 정상:색맹=50:50 XX′, X′X′ 정상:색맹=50:50

㉡과 ㉢ 사이 XY, X′Y 정상:색맹=50:50 XX, XX′ 정상:색맹=100:0

[논제 II-4]
체액성 면역 반응은 후천적인 특이적 면역 반응의 하나이다. 독감 바이러스에 처음 노출된 건강한 사람은
대식세포에의해 독감 바이러스의항원이제시되고 보조 T 림프구가 이를인식하여 후천성 면역반응이
시작된다. 이 보조 T 림프구는 특정 B 림프구를 활성화 시키고, 이 B 림프구는 형질 세포와 기억 세포로
분화한다. 형질 세포는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생성하고 생성된 항체가 항원과 결합하여 항원을
제거하는 체액성 면역 반응이 일어난다. 그러나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AIDS)을 가진 사람은 후천성

면역결핍증후군을유발하는 HIV가보조 T 림프구를파괴함에따라체액성면역반응이약화된다.



3. 2019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채점 기준  

논제Ⅰ<수학>
[논제 I-1]

<4점> 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다.

<6점> 도형의 넓이를 계산할 수 있다.

[논제 I-2]

<9점> 곡선의 접선으로부터 원의 중심에 대한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6점> 원의 위치에 관한 조건으로부터 원의 중심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

[논제 I-3]

(1) (15점)

<5점> 주어진 함수를 합성함수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10점> 합성함수의 미분과 도함수의 부호로부터 함수의 증가, 감소를 판단할 수 있다.

(2) (5점)

<5점> 주어진 함수의 우극한을 계산할 수 있다.

[논제 I-4] (15점)

<10점> 제시된 영역의 넓이를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5점> 함수의 우극한을 계산할 수 있다.

논제Ⅱ<물리>
[논제 II-1]

(1) (10점)

<3점>   일 때의 운동에너지 를 구한다.

<3점> 일-에너지 정리를 이용하여 운동에너지를 의 함수로 표현한다.

<4점> 운동에너지를 에 따른 그래프로 나타낸다.

(2) (10점)

<2점>   일 때의 속력을 구한다.

<2점> 힘을 받는 구간에서의 가속도가 크기는 

 이고, 방향은 왼쪽 방향임을 안다.

<3점> 등가속도 직선운동임을 이해하여 위치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3점> 그래프로 바르게 나타낸다.



[논제 II-2]

(1) (11점)

<2점> 전기장의 방향성을 이해해서 전기장이 0이 되는 지점이 A, B 사이에 위치함을

보인다.

<3점> 쿨롱법칙을 이용해 A, B가 만든 전기장의 세기를 계산한다.

<3점> 방정식을 풀어서 가능한 위치를 찾아낸다.

<3점> 평면상의 전기력선의 모양을 이해한다.

(2) (9점)

<3점> 쿨롱법칙을 이용해 원점에서 A, B가 만든 전기장의 세기를 계산한다.

<3점> 전기장의 방향을 고려해 C가 만든 전기장의 세기를 구한다.

<3점> 쿨롱 법칙을 이용해서 C의 위치에 대한 방정식을 얻고 해를 구한다.

논제Ⅱ<화학>
[논제 II-1]

(1) (12점)

<4점> 주어진 실험값을 바탕으로 실험식(CH2)을 구하는 과정이 명확히 논술됨.

<8점> 주어진 실험값을 바탕으로 정확한 A(C2H4)와 B(C4H8)의 분자식을 구하고, 그

과정이 명확히 논술됨.

(2) (8점)

<8점> B의 분자식을 바탕으로 사슬 모양 이성질체(3개)와 고리 모양 이성질체(2개)가 모두

명확히 논술됨.

(3) (4점)

<4점> 화합물 B의 완전 연소식을 제시하고, 각 원자의 산화수 변화에 대해 명확히 논술됨.

[논제 II-2] (16점)

(1) (3점)

<3점>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수소의 이온화 에너지와 보어의 에너지 준위를 비교하여

상수 a를 구하는 과정이 명확히 논술됨.

(2) (7점)

<3점> 주양자수 정보로부터 전자 전이에 대한 에너지 차이를 구하는 과정이 명확히 논술됨.

<4점> 에너지 크기로부터 해당하는 전자 전이의 종류를 논리적으로 유추하는 과정이 명확히 논술됨.



(3) (6점)

<2점> 전자의 수로부터 이온을 형성하는 미지의 원자를 유추하는 과정이 명확히 논술됨.

<4점> 미지의 원자에 대한 에너지 준위와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유효 핵전하와 전자 사이의 인력의 크기를 비교하는 과정이 명확히 논술됨.

논제Ⅱ<생명과학>
[논제 II-1] (8점)
(1) (4점)
<4점> ㉠ 시기는 간기의 G1기이고, ㉡ 시기는 감수 2분열임을 논리적으로 기술
(2) (4점)
<4점> 뉴클레오솜(DNA-단백질 복합체)들이 ㉠ 시기에는 느슨하게 풀어져 있는 형태이고,
㉡ 시기는 응축되어 짧고 굵은 형태임을 논리적으로 기술

[논제 II-2] (12점)
(1) (6점)
<6점> ㉠의 정자는 감수 2분열에서 염색체 비분리 현상이 일어나 생성되었음을
논리적으로 기술
(2) (6점)
<6점> D가 C보다 다운 증후군이 될 확률이 2배 높음을 논리적으로 기술

[논제 II-3] (10점)
<5점> ㉠과 ㉣ 사이에서 자손이 태어날 경우 아들의 유전자형은 X′Y 또는 XY, 딸의
유전자형은 X′X′ 또는 XX′이므로, 아들과 딸 모두 적록 색맹이 될 확률이 50%임을
논리적으로 기술
<5점> ㉡과 ㉢ 사이에서 자손이 태어날 경우 아들의 유전자형은 XY 또는 X′Y, 딸의
유전자형은 XX 또는 XX′이므로, 아들은 적록 색맹일 확률이 50%, 딸은 적록 색맹일
확률이 0%임을 논리적으로 기술

[논제 II-4] (10점)
<5점> 독감바이러스에 노출 시 건강한 사람에서 일어나는 체액성 면역 반응 과정을
논리적으로 기술
<5점> 독감바이러스에 노출 시 면역 결핍 증후군을 가진 사람에서 일어나는 체액성 면역

반응 과정을 논리적으로 기술



4. 2019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출제 의도
논제Ⅰ<수학>
논제 I 수학에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다항식의 연산, 원의 방정식, 평면곡선과 접선,

미분계수와 도함수, 도함수의 활용, 함수의 극한, 함수의 적분과 활용 등의 기본 개념을

종합적으로 잘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논제를 출제하였다. 단순한

공식의 적용보다는 주어진 상황을 수학적으로 표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그 과정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능력을 평가하려고 하였다.

논제Ⅱ<물리>
논제 II 과학-물리 논제에서는 고등학교 교과과정의 범위 안에서 다루어진 기본적인 과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물리 분야의 통합적인 사고 능력과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활용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논제의 제시문에서는 고등학교 물리 교과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일-운동 에너지 정리, 뉴턴 운동 제 2 법칙, 등가속도 운동, 전기력 등의 기본적 물리적
개념을 제시하였다. 논제에서 주어진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제시문의 정보를 적절히
이용하고, 논리적 과정으로 추론하여, 논제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논제Ⅱ<화학>
논제 II 자연계-과학-화학에서는 고등학교 화학I의 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화학의

언어(물질의 양과 화학 반응식)’, ‘아름다운 분자 세계(탄화수소의 다양한 구조)’, ‘닮은꼴

화학반응(산화 환원)’의 기본 개념을 학생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종합할 수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탄화수소의 화학식과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지의 탄화수소의

실험식과 분자식을 논리적으로 풀이하는 능력을 파악하고, 탄화수소의 다양성과 구조적

특징을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화학 반응(연소 반응)에 대한

반응식을 완성하고 산화수의 변화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고등학교 화학I의 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개성 있는 원소(원자의 구조, 주기적 성질)’의

기본 개념을 학생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종합할 수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보어의

원자모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온화 에너지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파악하고자

하였고, 에너지 준위 차이에 따른 에너지 방출 현상, 이를 통한 전자 전이를 논리적으로

유추하도록 하였다. 또한 단일전자를 가지는 미지의 원소로 개념을 확장하여, 유효

핵전하에 따른 에너지 준위와 이온화 에너지 관계를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능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각 제시문은 고등학교 교과서를 기본으로 하여 제시하였고 교육 과정을

충실히 따르고 제시문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출제하였다. 특히 각

영역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의 습득 여부보다는 자연 계열 지원 학생의 각 영역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통합적인 사고 및 활용 능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논제Ⅱ<생명과학>
논제 II 과학-생명 과학에서는 고등학교 교과 과정 생명 과학 I에서 다루고 있는 생물의
특성에 대한 개념을 단편적인 지식의 유무를 평가하기 보다는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또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논제 II-1에서는 생명 과학 I의
‘세포와 세포 분열’ 영역에서 세포 분열과 염색체의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논제 II-2는 생명 과학 I의 ‘유전’ 영역에서 다루는 사람의 유전 현상과 염색체
이상을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 하고자 하였다. 논제 II-3은 생명 과학 I의 ‘유전’ 영역에서
다루는 사람의 유전 현상을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논제 II-4는 생명 과학

I의 ‘방어 작용’ 영역에서 다루는 인체의 방어 작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5. 2019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문항 해설  
논제Ⅰ<수학>
논제 I 수학의 논제에서는 원과 평면곡선의 그래프와 그의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학 I의 ‘다항식의 연산’ 단원에서 학습하는 내용을 이용하여, 주어진 도형의 넓

이를 함수로 나타내고 함수의 특성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통합적인 해석 능력 및 응용 능력

을 평가하려고 하였다. 다항식의 연산을 이용하여 평면에서 직선과 곡선 사이의 위치관계를

서술하도록 하였고, 직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위치를 결정하는 과정을 논술하도록

하였다. 그 도형의 넓이를 함수로 표현하고, ‘미분계수와 도함수’, ‘도함수의 활용’ 단원에서

학습하는 내용을 이용하여 함수의 증가, 감소를 판단하도록 하였다. 어떤 도형의 넓이를

‘함수의 적분과 활용’ 단원을 바탕으로 함수로 표현하고 ‘함수의 극한’ 단원에서 학습한 내

용을 이용하여 주어진 함수의 극한을 계산하는 방법을 논술하도록 하였다.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자료 재구성여부

수학I 류희찬 외 17인 천재교과서 2016 153 제시문[가] X

미적분I 우정호 외 24인 동아출판 2017 66 제시문[나] X

미적분I 신항균 외 11인 (주)지학사 2017 117 제시문[다] X

미적분II 김원경 외 11인 비상교육 2017 101 제시문[라] X

미적분II 이강섭 외 14인 미래엔 2017 150 제시문[마] X

논제Ⅱ<물리>
논제 II 과학-물리 논제에서는 고등학교 교과과정의 범위 안에서 다루어진 기본적인 과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물리 분야의 통합적인 사고 능력과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활용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논제의 제시문에서는 고등학교 물리 교과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일-운동 에너지 정리, 뉴턴 운동
제 2 법칙, 등가속도 운동, 전기력 등의 기본적 물리적 개념을 제시하였다. 논제에서 주어진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제시문의 정보를 적절히 이용하고, 논리적 과정으로 추론하여, 논제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제시문들에 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제시문 [가]는 일-운동 에너지 정리의 의미를 설명하며,

제시문 [나]는 뉴턴의 제 2 운동 법칙을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 [다]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물체의

속도와 변위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설형하며, 제시문 [라]는 전하들에 의한 전기력과 전기장을 설명한다.

제시문 [가]∼[라]는 두 종류의 물리 교과서에 모두 다루고 있는 내용이며, 그 출처는 아래와

같다.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자료 재구성여부

고등학교 물리 I 김영민 외 7인 교학사 2013 52, 55 제시문[가] O

고등학교 물리 I 곽성일 외 7인 천재교육 2013 41, 42 제시문[가] O

고등학교 물리 I 김영민 외 7인 교학사 2013 45 제시문[나] O

고등학교 물리 I 곽성일 외 7인 천재교육 2013 35 제시문[나] O

고등학교 물리 I 김영민 외 7인 교학사 2013 35 제시문[다] O

고등학교 물리 I 곽성일 외 7인 천재교육 2013 31 제시문[다] O

고등학교 물리 I 곽성일 외 7인 천재교육 2013 93, 94 제시문[라] O

고등학교 물리 I 김영민 외 7인 교학사 2013 107,109 제시문[라] O



논제Ⅱ<화학>
논제 II 자연계-과학-화학의 논제에서는 탄화수소의 화학식과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지의 탄화수소의 실험식과 분자식을 논리적으로 풀이하는 능력을

파악하고, 탄화수소의 다양성과 구조적 특징을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화학 반응(연소 반응)에 대한 반응식을 완성하고 산화수의 변화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보어의 원자모형을 이용하여 수소의 선

스펙트럼과 에너지 준위를 이해하고, 전자 전이에 따른 에너지 변화, 보어의

원자모형과 이온화 에너지와의 상호 관계, 원자의 유효 핵전하 차이에 대한 이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화학I

김희준 외 상상아카데미 2011 39-41

제시문

[가]
○

류해일 외 비상교육 2011 34-35

노태희 외 천재교육 2011 20, 34

박종석 외 교학사 2011 32-37

고등학교 화학I

김희준 외 상상아카데미 2011 39

제시문

[나]
○

류해일 외 비상교육 2011 34

노태희 외 천재교육 2011 33

박종석 외 교학사 2011 35

고등학교 화학I

김희준 외 상상아카데미 2011 35

제시문

[다]
○

류해일 외 비상교육 2011 39

노태희 외 천재교육 2011 29

박종석 외 교학사 2011 25

고등학교 화학I

김희준 외 상상아카데미 2011 185

제시문

[라]
○

류해일 외 비상교육 2011 200

노태희 외 천재교육 2011 190-192

박종석 외 교학사 2011 213

고등학교 화학I

김희준 외 상상아카데미 2011 78

제시문

[마]
○

류해일 외 비상교육 2011 76-77

노태희 외 천재교육 2011 81

박종석 외 교학사 2011 71

고등학교 화학I

김희준 외 상상아카데미 2011 78-80

제시문

[바]
○

류해일 외 비상교육 2011 81-84

노태희 외 천재교육 2011 82-83

박종석 외 교학사 2011 71-73

고등학교 화학I

김희준 외 상상아카데미 2011 98-100

제시문

[사]
○

류해일 외 비상교육 2011 110-112

노태희 외 천재교육 2011 111-112

박종석 외 교학사 2011 99-100



논제Ⅱ<생명과학>
논제 II-1에서는 세포 1개당 DNA 상대량의 변화를 통해 세포 분열을 이해하고 있는지 평

가하고자 하였다. 논제 II-2에서는 염색체의 이상에 의한 유전 질병을 통해 유전 현상을 이

해하고 있는지 평가 하고자 하였다. 논제 II-3에서는 성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를 통해 유전

현상을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 하고자 하였다. 논제 II-4에서는 면역 질환을 일으키는 바이

러스를 통해 인체의 방어 작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생명과학I 박희송외 교학사 2013 66-71 제시문[가] O

고등학교 생명과학I 심규철외 비상교육 2015 56-65 제시문[가] O

고등학교 생명과학I 이길재외 상상아카데미 2013 56-68 제시문[가] O

고등학교 생명과학I 권혁빈외 교학사 2013 47-61 제시문[가] O

고등학교 생명과학I 이준규외 천재 2013 48-59 제시문[가] O

고등학교 생명과학I 박희송외 교학사 2013 116-117 제시문[나] O

고등학교 생명과학I 심규철외 비상교육 2015 98-99 제시문[나] O

고등학교 생명과학I 이길재외 상상아카데미 2013 94-95 제시문[나] O

고등학교 생명과학I 권혁빈외 교학사 2013 87-89 제시문[나] O

고등학교 생명과학I 이준규외 천재 2013 87-88 제시문[나] O

고등학교 생명과학I 박희송외 교학사 2013 62, 87,88 제시문[다] O

고등학교 생명과학I 심규철외 비상교육 2015 52, 80 제시문[다] O

고등학교 생명과학I 이길재외 상상아카데미 2013 53, 78 제시문[다] O

고등학교 생명과학I 권혁빈외 교학사 2013 72 제시문[다] O

고등학교 생명과학I 이준규외 천재 2013 46, 65-69 제시문[다] O

고등학교 생명과학I 박희송외 교학사 2013 108, 109 제시문[라] O

고등학교 생명과학I 심규철외 비상교육 2015 92, 93 제시문[라] O

고등학교 생명과학I 이길재외 상상아카데미 2013 90, 91 제시문[라] O

고등학교 생명과학I 권혁빈외 교학사 2013 84, 85 제시문[라] O

고등학교 생명과학I 이준규외 천재 2013 80-82 제시문[라] O

고등학교 생명과학I 권혁빈외 교학사 2013 167-175 제시문[마] O

고등학교 생명과학I 이길재외 상상아카데미 2013 172-177 제시문[마] O

고등학교 생명과학I 이준규외 천재 2013 166-174 제시문[마] O

고등학교 생명과학I 심규철외 비상교육 2015 190-195 제시문[마] O

고등학교 생명과학I 박희송외 교학사 2013 182-189 제시문[마] 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