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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모집 [일반전형 의과대학] Part. 2
출제의도 및 해설

• 출제의도 •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주어진 제시문에 담겨있는 과학 원리를 파
악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이다. 아울러 해석한 과학 원
리를 실제 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융합적 사고력도 평가하고자 한다.

l 단순한 암기 위주의 지식에 근거한 구술 능력 또는 기계적 문제 풀이 능력보다는 자연
현상을 이해하고, 논리적 사고 및 추론을 통한 문제 해결 능력 평가에 주력하였다.
l 1번 문제는 고등학교 통합과학과 물리 교과 과정에서 배우는 파동에 대해서 정확히 이
해하고 있는가와 파동의 성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l 2번 문제는 고등학교 통합과학, 물리, 생명과학 교과 과정에서 배우는 기본 지식을 바탕
으로 광학현미경 및 전자현미경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l 3번 문제는 고등학교 물리, 화학, 지구과학 교과 과정에서 배우는 원소 고유의 성질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 제시문 해설 •
제시문 [가] 파동의 성질을 가진 빛이 물질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파동
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다.
제시문 [나] 드브로이의 물질파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다.
제시문 [다] 광학현미경과 전자현미경의 특징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다.
제시문 [라] 의료용 초음파를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 [마] 원소들의 고유한 특성에 해당되는 선스펙트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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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
[문제 1] [10점]
문제 해설
제시문[가]와 [나]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빛은 입자와 파동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며 파동은
성질이 다른 매질 사이를 통과할 때 굴절한다. 파동이 전파될 때 매질은 진동하며 파동의
진행 방향으로 에너지를 전달한다.
(1) 빛은 광학현미경의 렌즈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굴절하며 이를 이용하여 사물을 확대하여
볼 수 있다.
(2) 전자현미경에 사용되는 전자선은 빛과 마찬가지로 파동의 성질을 가진다. 전기장과 자
기장에 의해 잘 조절된 전자선이 물질에 부딪혀 반사되거나 굴절되는 현상을 이용하여
사물을 확대하여 확인할 수 있다.
(3) 초음파는 고주파의 진동수를 가진 파동으로 물질에 부딪힐 때 에너지를 전달하여 물질
을 진동시킨다.

[문제 2] [15점]
문제 해설
(1) 광학현미경은 가시광선 영역의 파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파장의 절반(200 nm)보다 작은
입자는 확인이 어렵다.
(2) 광학현미경은 살아 있는 세포의 관측이 가능하지만, 전자현미경은 고진공이 요구되므로
살아 있는 세포의 관측은 불가능하다.
(3) 전자현미경은 전자선을 사용하는데 물질파 공식    에 플랑크 상수    ×   와
운동량      ×   ×  ×  ×   을 대입하여 전자선의 파장을 구하면 0.02 nm
정도로 짧아 100 nm 크기의 바이러스를 관찰하기에 적절함을 알 수 있다.

[문제 3] [15점]
문제 해설
(1) 물 또는 토양 시료에 높은 에너지를 가하여 시료에서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한
다.
(2) 원소마다 고유한 파장의 선스펙트럼을 나타내므로 납, 카드뮴, 수은이 가진 선스펙트럼
의 파장 세기를 측정하여 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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