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tool 모의고사 

적중문항

과학탐구 영역



 [광전 효과]

 ·서로 다른 세 빛을 서로 다른 세 금속판에 비추는 상황으로 바뀌었을 뿐 그림 자료가 연관되어 있다.

 ·광전 효과를 이해하고 적용하여 답을 도출하는 과정이 연관되어 있다.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물리학Ⅰ 6번 2023학년도 #tool 물리학Ⅰ 6회 3번



[힘과 운동]

·세 물체가 실로 연결되어 한 물체가 마찰이 있는 수평면에서 운동하는 그림 자료가 연관되어 있다.

·자료를 통해 힘에 의한 물체의 운동을 이해하고 한 물체의 질량을 구하는 과정이 매우 연관되어 있다.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물리학Ⅰ 14번 2023학년도 #tool 물리학Ⅰ 6회 5번



[전류에 의한 자기장]

·두 직선 도선과 한 원형 도선이 한 평면에 놓여 있는 그림 자료가 유사하다.

·자료를 통해 세 도선이 형성하는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물리학Ⅰ 18번 2023학년도 #tool 물리학Ⅰ 6회 6번

        



[분자식과 분자량]

· 두 가지 기체 (가)와 (나)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고, 각 기체를 이루는 전체 원자 수와 분자량으로부터 분  

 자식을 유추하도록 한 점이 유사하다.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화학Ⅰ 18번 2023학년도 #tool 화학Ⅰ 5회 1번



 [화학 반응식에서의 양적 관계]

 · 반응 전과 후 기체의 질량 및 밀도비로부터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를 유추해보고, 화학 반응식에서의   

  반응 계수와 반응물과 생성물의 분자량을 구하게 한 점이 유사하다.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화학Ⅰ 20번  2023학년도 #tool 화학Ⅰ 4회 9번



[세포 분열]

· 세포 분열 중인 특정 시기의 세포와 DNA 상대량 변화를 제시하고 어떤 구간에서 발견되는 세포인지 묻

는 점이 유사하다.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생명과학Ⅰ 4번 2023학년도 #tool 생명과학Ⅰ 2회 2번



[염색체와 유전자]

·성별이 다른 두 개체의 세포를 비교한 점, 각 세포에 들어 있는 대립유전자의 DNA 상대량을 제시하고 

이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한 점, 유전자의 위치를 묻는 점이 유사하다.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생명과학Ⅰ 7번 2023학년도 #tool 생명과학Ⅰ 7회 6번



[사람의 유전]

·부모가 갖는 대립유전자와 자녀의 유전자형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유전자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여 

유전자형을 유추하도록 한 점이 유사하다.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생명과학Ⅰ 15번 2023학년도 #tool 생명과학Ⅰ 8회 10번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지구과학Ⅰ 5번 2023학년도 #tool 지구과학Ⅰ 3회 6번

[해수의 연직 분포]

· 서로 다른 두 지역에서 서로 다른 시기의 수온 연직 분포를 제시하고 혼합층의 특징을 묻는 보기가 유

사하다.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지구과학Ⅰ 18번 2022학년도 #tool 지구과학Ⅰ 8회 7번

   

[별의 물리량]

· 별의 물리량을 표의 형태로 제시하고 비교하도록 한 점이 유사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