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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모집 [일반전형 의과대학] Part. 2
※다음 제시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가] 우리는 물체로부터 반사된 빛을 눈으로 받아들여 사물을 인지한다. 어떤 물
체에 빛이 입사될 때 그 물체의 크기가 입사하는 빛 파장의 절반보다 작으
면, 빛은 물체에서 반사되지 않고 회절을 일으켜 우리 눈에 물체를 보여주지
않고 통과해 버린다. 연못에 던진 돌이 만드는 동심원의 물결처럼 한곳에서
발생한 진동이 퍼져 나가는 현상을 파동이라고 한다. 파동이 전파될 때 매질
은 진동만 하고 이동하지 않으며 파동의 진행 방향으로 에너지는 전달된다.
파동이 진행할 때 성질이 다른 매질을 만나면 경계면에서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는 굴절한다. 서로 다른 파동이 만나게 되면 파동은 간섭 현상을 일으킨
다.
[나] 드브로이는 전자나 양성자, 중성자와 같은 입자들도 파동의 성질을 나타낼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이러한 입자들이 나타내는 파동을 물질파로 불렀다. 물
질파의 파장 λ와 운동량 p의 관계는 아래와 같다.

λ = h/p (플랑크 상수 h = 6.6 x 10-34)
[다] 광학현미경은 광원으로 파장 400 – 700 nm 범위의 가시광선을 사용하여 상
을 확대하며 전자현미경은 전자선을 사용하여 확대한다. 전자현미경의 내부
는 전자선을 활용하기 위해서 진공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세포나 세균, 곰팡
이 등은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쉽게 관찰할 수 있으나, 이보다 훨씬 작은
크기의 세포소기관의 관찰을 위해서는 전자현미경이 필요하다.
[라] 의료용 초음파 장비는 초음파의 진동을 이용하여 환자의 체내에서 생성된
결석*을 깨뜨려 체외로의 배출을 돕는다.
[마] 고온의 광원에서 나온 빛을 프리즘과 같은 분광기를 통과시켰을 때 나타나
는 여러 가지 색의 연속적인 띠를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한다. 이와 달리 기
체 방전관을 분광기로 관찰하였을 때 몇 개의 선으로 특정한 파장의 빛을 나
타내는 데 이를 선스펙트럼이라고 한다. 선스펙트럼은 원소마다 고유한 파장
에서 나타나므로 원소의 지문이라고도 한다.
*결석: 몸 안의 장기 속에 생기는 단단한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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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제시문 [가]와 [나]를 참고하여 제시문 [다]와 [라]에서 언급하고 있는 현미경과
의료용 초음파 장비에 적용되고 있는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논하시오. [10
점]
[문제 2] 제시문 [다]를 참고하여 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연구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광학현미경과 전자현미경의 장단점에 대해서 논하시오. 제시문 [나]를 참고하여
크기가 100 nm인 바이러스를 관찰하기 위해 광학현미경과 전자현미경 중 어
느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논하시오. (단, 전자현미경
의 전자선의 속력은 0.1c (c = 3 x 108 m/s), 전자의 질량은 약 9 x10-31 kg이
며, 주어진 전자선의 속력에서 상대론적 효과는 무시할 수 있음) [15점]
[문제 3] 납, 카드뮴, 수은 등은 밀도가 높은 중금속 원소로 먹이사슬에 따라 생태계를
순환하면서 생물 농축 현상을 발생시킨다. 제시문을 참고하여 대기나 물 또는
토양에 포함된 중금속의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그 원리에 대해서
논하시오.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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