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

`

2019학년도 숭실대학교 신입학 수시

논술고사 문제지(1교시: 자연계열)
지원학과(부) 수험번호 성 명

※ 주의사항(문제 1-2번 공통)
   ① 답안 작성 시 반드시 【문제 1】은 앞면에, 【문제 2】는 뒷면에 작성할 것. (지정한 면에 작성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함.)
   ② 답안지에 논리적인 풀이 과정을 작성할 것.
   ③ 답안지에 자신을 드러내는 표현이나 표식을 하지 말 것.
   ④ 검은색 필기구(연필, 볼펜, 사인펜 등)만을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할 것. (그 외의 색 필기구 사용은 부정행위에 해당함.)

【문제 1】(50점)

문제 1-A  다음 논제에 답하시오. 

임의의 연속함수 에 대하여 함수 를

  




 

라고 할 때, 다음 문항에 답하시오.

(1) 함수   에 대하여  
 의 값을 구하시오.

(2) 연속함수 에 대하여 






   이고 






   일 때, 미분계수  ′ 
 의 값을 구하시오.

문제 1-B  다음 논제에 답하시오. 

좌표공간에서 구            을  이라 하고, 두 점    ,     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로 이루어진 평면을 라 하자. 구 과 평면 가 만나서 생기는 원을 라 할 때, 다음 문항에 답하시오.

(1) 점     에서 평면 에 내린 수선의 발을  라고 할 때, 점 의 좌표를 구하시오.

(2) 원 의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오.

(3) 점     와 원  위의 점 사이의 거리의 최솟값을 구하시오.

                                                                                                   <뒷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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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50점)

  문제 2-A 다음 제시문을 읽고 아래 논제에 답하시오. 

가. 화학 반응식
원소 기호를 이용하여 복잡한 화합물을 화학식으로 간단히 나타내듯이, 화학식을 이용하여 화학적 변화를 나타낸 
것을 화학 반응식이라 한다. 화학 반응식에서 각 물질의 계수비는 반응에 관여한 물질의 분자 수비와 몰수비 및 
기체의 부피비를 의미한다. 화학 반응식을 이용하면 반응물의 양만으로도 생성물이 얼마나 생길지 예상할 수 있고, 
생성물의 양으로 얼마만큼의 물질이 반응에 쓰였는지 알 수 있다. 이 때 물질의 양은 몰이나 부피, 질량, 입자 수 등 
어떤 것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                                   

                                                                      
나. 몰과 분자량
화학에서는 원자 수나 분자 수를 나타내기 위하여 몰(mole)이라는 묶음 단위를 사용하고, 그 단위로 몰(mol)을 쓴다. 
1몰은 6.02 × 1023 개의 입자를 의미하며 이 수를 아보가드로수라 한다. 분자량은 분자를 구성하는 모든 원자들의 
원자량을 합한 값이며 원자량과 분자량은 상대적인 값이므로 단위가 없다. 그러나 실제 화학 반응에서 화합물의 
질량을 계산할 때에는 단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원자량이나 분자량 뒤에 그램(g)을 붙인 그램원자량이나 그램분자량을 
사용한다. 
아보가드로의 법칙은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기체 분자가 들어 
있다.’는 것으로 1811년 아보가드로가 제안하였다. 그 후 모든 기체는 표준상태(0℃, 1기압)에서 22.4 L의 부피 중에 
6.02 × 1023 개의 분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출처: 화학 I 「화학의 언어」]

(1) 하이드라진(NH )과 사산화 이질소(NO  )의 혼합물은 로켓의 연료로 사용되며, 이들이 반응하면 질소 기체(N )와 
수증기(HO )가 생성된다. 위 반응에 대한 균형 반응식을 쓰고, NH과 NO 를 각각  g씩 섞어 반응을 완결시켰을 
때, 발생된 질소 기체의 표준상태에서의 부피를 구하시오. (단, H , N , O의 원자량은 각각  ,  , 이다.) 

(2) 다음은 A와 B가 반응하여 C를 생성하는 화학 반응식이고, A에 대한 B의 분자량 비MA

MB 는 이다.

                              A  B → C

반응 전, A와 B의 질량은 각각 A와 B이고, 합이 로 일정(A  B  )하다. A와 B의 반응을 완결시켰을 때, 

반응 후 남아 있는 A의 몰수가 반응 전 A와 B의 총 몰수의 
 이 되는 A를 와 로 나타내시오. (단, 반응 전에는 

A와 B만 존재한다.) 

<다음 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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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2-B 다음 제시문을 읽고 아래 논제에 답하시오. 

Ÿ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물체에 일을 하면 물체는 운동을 하거나 위치가 바뀐다. 물체가 운동함으로써 운동 
에너지를 가지며, 물체의 위치가 달라짐으로써 퍼텐셜 에너지가 달라진다.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퍼텐셜 에너지의 합으로 정의된다. 운동 에너지와 퍼텐셜 에너지는 운동하는 동안 서로 전환된다. 그러나 운동
과정에 에너지 손실을 야기하는 요소가 없다면, 그 합인 역학적 에너지는 늘 일정하다. 

Ÿ 운동 에너지: 질량이 인 물체가 속력 로 움직일 때, 운동 에너지 는   

이다. 

Ÿ 중력 퍼텐셜 에너지: 중력이 작용하는 환경에서 물체가 특정 위치로 올라가 있을 때 가지는 에너지가 중력 
퍼텐셜 에너지이다. 중력 가속도를 라 하면, 질량 인 물체가 지표면 위 높이 에 위치할 때, 지표면을 기준
으로 한 중력 퍼텐셜 에너지  는   이다.

[출처: 물리 I 「시간, 공간, 운동」]

<그림 1>

<그림 1>과 같이 마찰이 없는 경사면을 따라 질량이 인 물체가 미끄러져 내려와 벽면에 충돌한다. 경사면의 각도는 이고, 
충돌 면에는 완충장치가 있어 충돌 후 되돌아 올라가는 물체의 속력을 줄여 준다. 즉, 충돌 직전의 속력을 라 하면 충돌 
직후의 속력은 ′   (    )이다. 물체의 처음 높이가 일 때, 다음 문항에 답하시오. (단, 물체의 크기는 무시하고, 
중력 가속도의 크기는 라 한다.)

(1) 이 물체가 첫 번째 충돌 후 되돌아 올라가는 최대 높이를 처음 높이 로 나타내시오.

(2) 이 물체가 처음 높이 에서 시작하여 정지할 때까지 충돌을 반복할 때, 경사면을 따라 움직인 총 이동거리를 구하시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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