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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지 체 면수가 맞는지 확인하시오.

◦모든 문항에는 배 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1. <자료>는 마이크로버스트에 한 설명이다. 호 안의 ㉠, ㉡, 

㉢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 로 쓰시오. [2 ]

<자 료>

그림은 류 폭풍우 내에서 발달하는 마이크로버스트

(microburst)의 강한 하강 기류와 이 하강 기류가 지면에서 퍼져 

나가는 강풍을 보여 주는 모식도이다. 특히 항공기가 이러한 

강한 하강 기류를 만날 때 큰 험에 처하게 된다. 1980년  

미국의 어느 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의 원인이 바로 마이

크로버스트 다. 한 지면에서의 강풍은 45 m/s를 과하는 

직선 바람을 유발하여 지상에서 큰 피해를 일으키기도 한다.

마이크로버스트의 강한 바람은 음의 부력에 의해 가속화된 

하강 기류 때문에 발생한다. 이는 간 류권의 ( ㉠ )이/가 

뇌우 내부로 유입됨에 따라 구름 하부에서 낙하하는 빗방울이 

( ㉡ )하여, 이로 인해 공기가 ( ㉢ )되어 음의 부력이 

강화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다.

2. <자료>는 어떤 지역의 완  부게 력 이상에 한 자료 해석

이다. 호 안의 ㉠에 해당하는 지 을 ①～④ 에서 골라 쓰고, 

호 안의 ㉡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시오. [2 ]

<자 료>

그림은 선캄 리아 시 의 각섬암으로 구성된 기반암 에 

분포하는 신생  퇴 층 지역에서 취득한 력 탐사 자료를 처리

하여 작성한 완  부게 력 이상도이다. 이 지역은 지형이 편평

하고 지각 평형이 이루어져 있다. 그림에서 퇴 암층의 두께가 

가장 두꺼운 곳으로 해석되는 지 은 ( ㉠ )(이)다. 이러한 

력 이상 값의 차등 분포는 기반암과 퇴 암체의 ( ㉡ )에 

의해 주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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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은 로슨(A. Lawson)의 순환 학습 모형 3가지  1가지를 

용한 수업의 일부이다. 이에 해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

하시오. [4 ]

수업 단계 교수․학습 활동

탐색

◦교사는 학생에게 “지구상에서 큰 규모의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어디일까?”라는 서술  질문을 제시

한다.

◦학생은 지진에 한 탐구 과정을 통해 필리핀, 만, 

칠  등에서 지진이 자주 발생한다는 것을 알아낸다.

◦교사는 “왜 칠 에서 큰 규모의 지진이 자주 발생

할까?”라는 두 번째 질문을 제시한다.

◦학생은 ㉠일본이  경계에 치하기 때문에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다는 것을 떠올려, “칠 는 

의 경계에 치하고 있기 때문에 큰 규모의 

지진이 자주 발생한다.”라는 잠정 인 설명을 생각

해낸다.

◦학생은 이 잠정 인 설명으로 필리핀에서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용어 도입 …(생략) …

개념 용 …(생략) …

<작성 방법>

◦수업에 용된 순환 학습 모형을 쓰고, 그 근거를 서술할 것.

◦  친 ㉠에 사용한 과학  사고가 무엇인지 쓰고, 그 근거를 

수업 내용과 련지어 서술할 것.

4. 교사는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 따른 지구과학Ⅱ 과목 

‘ 상의 형성과 종류’에 한 수업을 진행한 후 학생에게 개념도를 

작성하게 하 다. <자료>는 학생이 작성한 [개념도]와 교사가 

작성한 [평가표]이다. 이에 해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 ]

<자 료>

[개념도]

[평가표]

평가 항목 평가 거

( ㉡ )
㉢두 개념 사이의 의미 계를 연결선과 연결어로 

타당하게 나타내었는가?

계 개념들의 계  배열이 타당한가?

교차 연결
개념도의 한 부분에 있는 개념을 다른 부분에 있는 

개념과 의미 있고 타당하게 연결하 는가?

개념의 특수한 사건이나 사물의 가 타당한가?

<작성 방법>

◦학생이 ‘정마그마 상’ 개념을 추가 으로 학습하여 ㉠ 부분에 

추가할 경우, 오수벨(D. Ausubel)이 제시한 유의미 학습의 

유형  어떤 포섭이 일어나는지 쓰고, 그 근거를 서술할 것.

◦노박과 고 (J. Novak & D. Gowin)이 제시한 채  방법에 

근거하여 평가 항목 ㉡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고,  친 ㉢에 

따라 [개념도]에서 개념 간의 연결이 타당하지 않은 1가지를 

찾아 히 연결되도록 문장으로 서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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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 1>은 탐구 목표가 ‘수온에 따른 해수의 층상 구조가 나타나는 까닭을 설명할 수 있다.’인 활동을 수행한 후 학생이 작성한 V도이며, 

<자료 2>는 이에 해 비 교사가 학생에게 제공하는 피드백 내용이다. 고 (D. Gowin)의 V도 작성 방법을 바탕으로 <자료 2>에서 

타당하지 않은 [피드백 내용]에 해당하는 [V도 항목]을 2가지 쓰고, 그 이유를 <자료 1>과 련지어 각각 서술하시오. [4 ]

<자료 1>

<자료 2>

[V도 항목] [피드백 내용]

 질문 핵심 인 탐구 상을 포함하여 옳게 작성하 다.

사건/사물 [  질문]에 한 답을 찾기 해 탐구 차를 체계 으로 작성하 다.

련 개념 탐구의 핵심 개념  하나인 ‘태양 복사 에 지’를 포함하지 않았다.

원리 ‘혼합층의 두께’에 한 내용을 과학 으로 옳게 작성하 다.

사실/기록 …(생략) …

변환 [  질문]에 한 한 답을 하기 해 측정한 수온의 값을 그래 로 나타내었다.

지식 주장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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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림 (가)와 (나)는 한반도 층서 분류의 기 이 되는 표 인 

동물 화석이다. 한반도에서 (가)와 (나)의 화석이 산출되는 퇴 층의 

층서 단 명을 층군(supergroup) 단 로 순서 로 쓰시오. 그리고 

(나)의 화석을 포함하는 층군  무연탄을 함유하는 지층명을 

시간 층서(통) 는 암석 층서(층) 단 로 쓰시오. 한 이와 같이 

퇴 암층의 생성 지질 연 를 특정하여 지시하는 화석이 일반 으로 

가져야 할 필수 조건 3가지를 설명하시오. [4 ]

(가)

(나)

7. 그림 (가)는 바로비안 유형의 역 변성   변성 분 인 남정석

와 규선석 , 그리고 화강암의  변성 작용으로 생성된 홍주석 를 

나타낸 평면도이다. 그림 (나)는 변성 물을 AFM 삼각도에 나타

낸 것이다. 그림 (다)는 홍주석 의 변성암을 편  미경으로 찰

하여 스 치한 것이고, 알루미늄 규산염 물(Al2SiO5)인 Q의 일부는  

홍주석으로 상 이 되었다. 이에 해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

하시오. [4 ]

(가)

(나)

(다)

<작성 방법>

◦ (가)의 역 변성  변성상의 명칭을 쓰고, 규선석 의 변성 

이질암에서 일어나는 십자석의 분해 반응을 (나)의 AFM 

삼각도를 이용하여 설명할 것.

◦ (다)의 Q에 해당하는 물 에서 상 으로 고온에서 형성된 

물명을 쓸 것.

◦바로비안 유형의 변성 작용이 고생 에 일어났던 북미 륙 

동부의 조산  명칭을 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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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림은 복사 평형 상태에 있는 지표면과 1층 상(plane parallel) 

기층으로 구성된 지구 복사 평형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모형에서 

태양 복사(단  복사)에 한 지구의 알베도()는 0.3이다. 태양 

복사에 한 기층의 흡수는 없으며, 지구 복사(장  복사)에 한 

기층의 방출율은 이다. 지표면은 모든 장 역에서 흑체로 

간주한다. 이에 해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단, 지구 

복사에 해 기층의 방출율은 모든 장에서 같다고 가정한다. 

  ≈ 이다.) [4 ]

 : 복사 평형 모형의 기층 상단에 입사하는 태양 복사(단  복사) 

에 지 럭스(Wm)
 : 지표면으로부터 방출되는 럭스

 : 지표면으로부터 기층을 통과하여 우주 공간으로 방출되는 럭스

 : 기층으로부터 우주 공간 는 지표면으로 방출되는 럭스

 : 지구 복사(장  복사)에 한 기층 방출율

 : 지구의 복사 평형 온도

 : 기층의 복사 평형 온도

 : 지표면의 복사 평형 온도

 : 슈테 ․볼츠만 상수(× W /(m ․K ))

<작성 방법>

◦ 기층과 지표면에서의 복사 평형식을 각각 제시할 것.

◦   K,   K라고 할 때, 의 값을 소수  둘째  

자리까지 쓸 것.

◦이 복사 평형 모형에서 가 증가할 경우 ,  , 는 

각각 어떻게 변하는지 제시할 것.

9. 그림 (가)와 (나)는 35°S에서 가상의 풍속장을 나타낸 것이고, 

<자료>는 (가)와 (나)의 풍속장에서 발생하는 해양 상에 한 

설명이다. 호 안의 ㉠, ㉡, ㉢, ㉣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 로 

쓰시오. 그리고 (나)와 동일한 풍속장이 45°S에 치한다고 할 때, 

에크만층의 두께 변화를 35°S에 치할 때와 비교하여 쓰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단, 화살표의 길이와 방향은 바람의 크기와 

방향을 나타낸다. 수심은 무한히 깊고, 각 풍속장 내에서 도는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4 ]

(가) (나)

<자 료>

에크만 수송에 의한 용승 는 침강은 도나 해안과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의 지속 인 바람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도 

외해에서의 기압성 는 고기압성 바람과 같이 수평  바람의 

공간  차이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가)의 경우 에크만 수송량은 

( ㉠ ) 방향으로 갈수록 ( ㉡ )하여, A 해역에서 수렴 는 

발산  1가지 상이 발생하므로 연직 방향으로 ( ㉢ ) 상이 

나타난다. (나)의 경우에도 에크만 수송이 발생하여 B 해역의 

심에서는 연직 방향으로 ( ㉣ ) 상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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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그림은 가상의 행성계에서 행성 A의 측자가 외행성 B의 

각지름을 25개월 동안 찰한 결과이다. 두 행성은 동일 궤도면

에서 항성 주변을 같은 방향으로 원 궤도를 따라 공 한다. A의 

궤도 반지름은 1 AU이고 공  주기는 1년이다. 각지름 변화 

그래 를 이용하여 B의 공  주기(년)와 궤도 반지름(AU)의 

값을 쓰시오. 그리고 B의 궤도가 A의 바깥에서 재보다 안쪽에 

치한다면, B의 각지름 변화 주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쓰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단, B의 각지름은 A의 심부에서 측정한 

양으로 환산한 값이다. 1년은 12개월이고, 1개월의 길이는 일정하다.)

[4 ]

11. 표  우주 모형에 따르면 재의 우주 공간은 거의 평탄하고 

물질과 암흑 에 지로 부분 채워져 있으며 가속 팽창하고 있다. 

우주의 가속 팽창은 력과 반 로 작용하는 암흑 에 지의 함량이 

다른 성분보다 우세할 때 일어나는 상이다. 표는 우주론  

색 이동   0인 재 시기    1,   999인 과거 시기의 

복사 도(), 물질 도(), 암흑 에 지 도(Λ)를 재 우주의 

임계 도( ×
 kg/m3)에 한 비로 나타낸 것이다. 

  1 시기에 우주 공간의 가속 팽창 여부를 쓰고, 도비를 정량

으로 비교하여 그 근거를 제시하시오. 그리고 호 안의 ㉠에 

해당하는 값을 쓰고,   999 시기에 우주 배경 복사의 세기가 

최 인 장(m)을 쓰시오. (단, 재 우주 배경 복사의 세기가 

최 인 장은 1mm이며, 암흑 에 지의 도는 공간의 팽창과 상

없이 항상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4 ]

색 이동()

도비
  0( 재)   1   999

복사()   ( ㉠ )

물질() 

암흑 에 지(Λ)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