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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탐구영역 ( 지구과학 I )

1. 정답 : ③

   해설 : A)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심해저자원(망가니즈단괴,가스하이드레이트 등) 탐사가 가능해졌음

          B) 해양환경(수온, 염분 등)의 변화는 수산자원의 생태와 분포를 변화시킨다.

          C) 해양에서 채광하는 지하자원들은 대부분 재생가능하지 않다.

2. 정답 : ④

   해설 : 현무암은 용암이 지면부근에서 급히 냉각되어 굳은 염기성암으로 구성광물입자의 크기는 작고(세립

질 또는 유리질) 색깔은 어두우며 육각기둥모양의 주상절 리가 발달되어 있다.

 

3. 정답 : ⑤

   해설 : ㄱ. 화산,지진,집중호우는 사태 (A)를 유발시킨다.   

         ㄴ. 화산활동전에는 지열상승의 변화가 나타난다.   

         ㄷ. 경사면에 사태방지와 토양유실을 막기위해 사방댐 공사가 필요하다.

4. 정답 : ④

   해설 : [실험I] 은 기계적 풍화작용이고 [실험II]는 화학적 풍화작용이다.

          C. 테일러스의 형성은 [실험I]과 같은 기계적풍화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

5. 정답 : ④

   해설 : ㄱ. 그림(가)는 망가니즈단괴로 태평양의 심해저에 많이 분포한다.  

          그림(나)는 가스하이드레이트로 우리나라동해 독도부근에 매장되어 있다.

          ㄴ. 가스하이드레이트(나)는 메테인이 주성분으로 연소시 온실기체를 발생시킨다.

          ㄷ. (가)와 (나)는 모두 심해저 자원으로 저온, 고압 환경에서 산출된다.

        

6. 정답 : ③

   해설 : ㄱ. 풍력에너지 밀도는 연평균 풍속이 더 빠른 B지역이 A지역보다 크다.   

          ㄴ. 조류에 의한 연간에너지밀도가 (나)의 자료를 보면 남해안에서 동쪽보다

             서쪽이 조류발전에 적합하다  

          ㄷ. 풍력발전은 태양복사에너지를 이용하고 조류발전은 조력에너지를 이용한다.

7. 정답 : ①

   해설 : ㄱ. 혜성(가)는 태양가까이 접근하면 증발한 물질들과 가스, 먼지들이 태양복사압에 의해

             태양반대편으로 뻗으면서 건리가 생긴다.   

          ㄴ. 혜성(가)의 주성분은 주로 얼음과 먼지로 구성되었고 소행성 (나)는 주로 광물질을 포          

              함한 암석 성분이다.

          ㄷ. 위성 (다)는 행성주위를 공전한다.



2015학년도 11월 13일(목) 대학수학능력평가 해설지     제공

(통학)            (기숙)             

8. 정답 : ①

   해설 : ㄴ. 공전궤도 장반경은 지구보다 외계행성들이 대부분 작다.

         ㄷ. 이방법을 이용한 외계행성탐사는 관측자의 시선방향이 외계행성 공전궤도면에 나란할 때 가능하  

             다.

9. 정답 : ③

   해설 : ㄴ. 수명을 다한 인공위성을 미사일로 파괴하면 작은 조각들이 많이 생겨 우주쓰레기의

             개수가 증가한다.

          ㄷ. 우주쓰레기의 적정고도를 낮추어 대기권안으로 진입시키면 대기와의 마찰로 연소시켜          

              제거할 수 있다. 

10. 정답 : ⑤

    해설 : ㄱ. 별의 질량이 클수록 생명가능지대는 별에서 멀다. 현재 생명가능지대가 1AO보다 

              멀므로 별의 질량이 태양보다 크다.

           ㄴ. 현재 외계행성은 생명가능지대에 주하므로 표면에 액체상태의 물이 존재 할 수 있다. 

           ㄷ. 20의년후에 생명가능지대가 현재보다 멀어졌으므로 별에서 방출하는 에너지(광도)가

              현재보다 크다.

11. 정답 : ⑤

    해설 : ㄴ. 개기월식 때 잘 볼 수 있는 코로나의 크기는 흑점수가 많은 2001년에 더 크다. 

12. 정답 : ①

    해설 : ㄱ. (가)는 성층권에서 프레온가스 (CFC)에 의해 오존층이 파괴되는 과정이다. 

              이 때 CFC의 C1이 촉매역할을 한다.    

           ㄴ. (가) 가 진행될수록 오존층이 얇아지므로 지면에 도달하는 자외선의 양은 증가한다.    

           ㄷ. (나)는 대류권에서 자동차배기가스가 주원인인 질소산화물이 강한 햇빛(자외선)에

               의해 O3이 생성되는 광화반응이다. 성층권의 오존층 과는 관계없다.

13. 정답 : ③

    해설 : 동태평양 적도해역 (폐루만연안)의 해수면이 평년보다 높아진 엘니뇨시기로 볼 수 있다.

           1. 동태평양 적도해역의 표층수온이 높다.

           2. 동태평양 적도해역의 따뜻한 해수층이 두껍다.

           3. 페루연안에 용승이 약해진다.

           5. 무역풍이 약하다

14. 정답 : ②

    해설 : ㄱ. 봄철 황사일수는 부산보다 서울이 많다.

          ㄴ. 황사는 한랭건조한 기단(시베리아기단)의 영향을 받는 겨울철보다 봄철에 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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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정답 : ⑤

    해설 :  ㄱ. 지각의 나이는 해령(A) 해구(D)쪽으로 갈수록 많아진다. 그래서 A보다 B가 

               나이가 많다.

           ㄴ. C는 해령이므로 발산형경계이다.

           ㄷ. 해구(D)에서는 안산암질마그마가 분출하고 해령에서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한다.

16. 정답 : ①

    해설 : 월식은 달의 왼쪽부터 일어나므로 C-B-A 순서로 일어난다.

          ㄱ. 적경은 상대적으로 더 동쪽에 있을수록 커진다. 그래서 달의 적경은 A가 C보다 크다.

          ㄴ. 월식은 망(태양-지구-달)에서 일어나므로 10월8일날 태양의 적위는(-)이고 

              달은 반대쪽이므로 달의 적위는(+)이다. 따라서 달의 남중고도가 태양의 남중고도 

             보다 높다.

          ㄷ. 지구의 본그림자에 위치한 B는 개기월식으로 지구 대기에 의해 굴절된 빛의 반사로

              흐리게 관측할 수 있다.

17. 정답 : ④

    해설 : ㄱ. T1일 때는 동에 가까운 북동풍이 T3일 때는 북에 가까운 북서풍이 불었으므로 

              두 풍향이 이루는 각은 90°가량이다.

           ㄴ. 풍향이 반시계방향으로 변했으므로 관측지점은 태풍경로의 왼쪽이다.

           ㄷ. T3이후 세력이 약해졌으므로 중심기압은 높아졌다.

          

18. 정답 : ⑤

    해설 : ㄱ. A시기에는 현재보다 공전궤도이심률이 크다. 따라서 근일점과 원일점 거리차이가

              크므로 공전속도 차이가 현재보다 커졌다.     

           ㄴ. 1300년전 남반구는 원일점에서 여름이고 근일점에서 겨울이다. 또 궤도이심률도 현재         

               보다 크므로 기온의 연교차는 현재보다 작았다.

           ㄷ. 26000년 후에는 자전축 경사방향은 현재와 같아 북반구는 원일점에서 여름이 된다. 

              그런데 궤도이심률이 현재보다 작아지므로 원일점거리가 현재보다 태양에 가까워져

              여름기온은 현재보다 높아진다.

19. 정답 : ②

    해설 : 물의 순환에서 물 수지는 균형을 이룬다. 

          ㄱ. 전체 육수의 유입량 (0.78+0.47)은 전체 해양에서 대기를 통해 육지로 이동하는 

              물의양 (0.19+1.06)과 같다. (단위 : )

         ㄷ. 태평양의 물의 유입량 (0.51+0.38)= 태평양에서 다른 대양으로 나가는 유출량이다.

             따라서 0.89 X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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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정답 : ②

    해설 : ㄱ. 춘분날 지구의 위치에서 90°가량 공전한 위치가 하짓날 지구의 위치다. 지구에서

              본 태양의 위치가 하지점이므로 하지점은 쌍둥이자리 부근에 위치한다.

    

           ㄴ. 11월 중순 태양은 전갈자리에 위치하므로 태양적경은 16시고 사자자리 적경이 

               10시이다. 적경이 작을수록 빨리뜨고 지므로 사자자리는 자정무렵에 뜨게 된다.

 

           ㄷ. 우리나라에서 남중고도가 가장 낮은 별자리는 황도 12궁중 동지점부근에 있는 

               궁수자리가 적위가 가장 낮으므로 궁수자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