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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제의도] 현미경 마이크로미터를 이용한 세포 길

이 측정 원리를 평가한다.

( )그림(×100)에서 대물마이크로미터 4눈금과 접안
마이크로미터 5눈금이 일치했기 때문에 접안마이크로미
터 한 칸은 8㎛이다. 

(나)그림(×200)에는 (가)에서 보다 배율이 두 배 커
졌으므로 상의 크기가 두 배로 확대됨에 따라 접안마이
크로미터 한 칸은 4㎛이다. 따라서 세포의 크기는 접안
마이크로미터 3눈금에 해당하므로 ‘4㎛×3눈금=12㎛’이
다.

세포를 관찰할 때도 계속 시야에 들어오는 것이 접안
마이크로미터이고 대물마이크로미터는 특정 배율에서 
접안마이크로미터의 한 눈금의 길이를 결정하는 데만 
사용된다.
2. [출제의도] 사람과 동물의 등장액을 비교하여 평가

한다.

(가) 해수어류의 등장액, (라) 양서류의 등장액, (나)
와 (다)는 사람과 파충류의 등장액이다. 

동물의 삼투압은 등장액의 농도와 비례한다. 
사람의 적혈구와 파충류의 등장액 사이에도 물의 이

동은 있다. 해수어류의 적혈구를 파충류의 등장액에 넣
으면 부풀어 오른다.

3. [출제의도] 저해제와 촉진제에 따른 효소 활성 변

화를 평가한다.

(가)는 촉진제, (다)는 저해제이다. 
기질의 농도가 매우 높으면 경쟁적 저해제의 저해 효

과는 사라지지만, 비경쟁적 저해제의 저해 효과는 사라
지지 않는다. 즉 비경쟁적 저해제의 저해 효과는 기질 
농도와 무관하다. 경쟁적 저해제를 처리해도 효소의 기
질 특이성에는 변함이 없고, 비경쟁적 저해제를 처리하
면 효소의 활성부위에 변형을 일으켜 기질이 효소에 결
합하지 못한다.
4. [출제의도] 캘빈회로의 발견 과정을 평가한다.

실험 결과에 나타난 유기물은 모두 14CO2에서 유래한 
탄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1차 전개와 2차 전개에서 서
로 다른 용매를 사용해야 검출된다. 채취한 시기가 빠
를 때 나타난 물질일수록 먼저 생성된 것이다.

5. [출제의도] 3가지 유형의 식물 대사과정 비교를 평

가한다.

밤에 기공을 여는 CAM형이 건조한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한 것이다. 

CO2의 최초 고정 형태는 C4형과 CAM형은 사탄소화
합물이고 C3형은 삼탄소화합물이다.

6. [출제의도] 단식에 따른 호흡률 변화를 평가한다.

  단식 시작 후 1일까지의 호흡률을 보면 0.7～1.0인
데 이것은 호흡에 특정 영양소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는 것을 의미한다. 호흡율이 1.0 이면 탄수화물이, 0.7
이면 지방이, 0.8이면 단백질이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
되었음을 알 수 있다.

7. [출제의도] 전사와 개시코돈 찾기를 평가한다.

주형가닥은 (가)이고 종결 코돈은 아미노산을 지정하
지 않기 때문에 4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폴리펩티
드가 생성된다.
8. [출제의도] 형질전환 유전 물질의 본질을 평가한다.

(나) 실험에서 형성된 군체는 R형균에 의해 생성된 
것이고, 배지에 첨가된 각 효소는 S형균 추출물을 분해
한다. 탄수화물 분해효소를 활용한 실험이 없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유전물질인지 확인할 수 없다.
9. [출제의도] 자연선택과 포획-재포획법을 평가한다.

나방을 재 포획할 때는 나방의 색이 영향을 주지 않
아야 하고, 오염된 숲과 오염되지 않은 숲의 나방의 분
포가 다르다는 것은 서로 유전자풀이 다르다는 것을 의
미한다. 재포획율이 높을수록 생존율이 높다.

10. [출제의도] 식물의 분류 기준을 평가한다.

분류기준 ‘꽃이 피는가’는 (나), ‘잎, 줄기, 뿌리의 구
분이 되는가’는 (가)이다.

11. [출제의도] 유기호흡과 무기호흡을 비교, 평가한다.

산소가 소비되는 것은 유기호흡이, 젖산이 생성되는 
것은 무기호흡(젖산발효)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에너지 소모량이 200(cal/㎏․분)일 때 젖산이 생성되
지 않는 것으로 보아 무기호흡은 일어나지 않는다.

산소 소비량이 최대에 도달했다고 해도 무기호흡(젖산
생성량)이 증가하여 근육에 에너지 공급을 늘리고 있다.

12. [출제의도] 세포 주기와 염색체를 평가한다.

A는 뉴클레오좀으로 DNA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염색체(B)는 M기에 관찰되며, ㉠과 ㉡은 염색분체이다. 

13. [출제의도] 교차율과 염색체 지도 작성을 평가한다.

유전자 D와 E의 교차율은 


 ×100으로 
20%이다.

유전자 A와 D의 교차율은 


 ×100, 유

전자 A와 E의 교차율은 
 ×100이다. 

교차율이 클수록 유전자간의 거리는 더 멀다.

14. [출제의도] 동물의 계통수와 분류 기준을 평가한다.

(가)와 (나)의 분류기준은 배엽의 유형(3배엽과 2배
엽), (다)와 (라)의 분류기준은 체강의 유형(진체강과 
원체강)이다.

15. [출제의도] 전자전달계의 원리와 장소를 평가한

다.

 그림(나)의 전자전달계는 미토콘드리아의 내막(그림
(가)의 A에 있다. 전자는 전자친화도가 높은 쪽으로 이
동하므로 그림(나)의 아래에 위치한 물질일수록 전자친
화도가 높으며, 전자전달계에 있는 특정 부분만 기능을 
하지 못해도 전체가 정지된다. 전자전달계에서 전자 친
화도가 가장 높은 물질은 산소이다.

16. [출제의도] 독립된 섬의 개체군 변동을 평가한다.

1932년경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먹이 양이 
풍부했기 때문이고, 1938년경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한 
것은 먹이 양의 감소 때문이다. 생태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개체수의 회복속도는 처음보다 느리다.

17. [출제의도] 생태계의 에너지 효율과 에너지량 비교
를 평가한다.

에너지 효율은 상위 영양단계로 갈수록 높아진다. 상
위 영양단계로 갈수록 호흡으로 에너지가 소비되기 때
문에 (가)의 에너지량은 (나)+(다)+(라)+(마)보다 크
다.

상위 영양단계로 갈수록 생물농축현상은 심해지고 따
라서 피해도 크다.
18. [출제의도] 자낭균류의 생활사에서 핵상의 변화와

유전적 다양성을 평가한다.

그림에서 접합자, 2차 균사, 포자낭의 핵상은 2n이고 
나머지는 n이다. 분생포자는 1차 균사의 무성생식에 의
해 만들어지며 자낭균류는 접합으로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한다.
19. [출제의도] 겔 전기영동 과정을 평가한다.

DNA가 음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양극 쪽으로 이
동하며, 길이가 짧을수록 멀리 이동하다(전기영동이 끝
난 DNA 절편 길이는 (A)가 (B)보다 길다).

20. [출제의도] 하디바인베르크의 법칙과 집단유전을

평가한다.

사슴생쥐 수컷이 오리발일 확률(p) 
= 0.2
사슴생쥐 암컷이 오리발일 확률(p2+2pq) 
=0.04+0.32
=0.36
사슴생쥐 전체가 오리발일 확률
= (암컷이 오리발일 확률×



 )+(수컷이 오리발일 확률×
 )

=0.1 + 0.18
=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