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명과학Ⅰ 정답

1 ② 2 ⑤ 3 ① 4 ② 5 ⑤
6 ③ 7 ④ 8 ③ 9 ⑤ 10 ③
11 ③ 12 ① 13 ② 14 ⑤ 15 ③
16 ④ 17 ⑤ 18 ② 19 ④ 20 ①

해 설

1. [출제의도] 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한다.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세포 호흡이 일어나고, 리보솜에
서는 단백질 합성이 일어난다.

2. [출제의도] 단백질의 특성을 이해한다.
헤모글로빈은 단백질이며, 단백질은 탄소 화합물이다. 
A와 B는 단백질의 단위체인 아미노산이며, A와 B는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다.

3. [출제의도] 생물 다양성의 3가지 의미를 이해한다.
생물 다양성의 3가지 의미는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
성, 생태계 다양성이다. 사람마다 눈동자 색이 다른 
것은 유전적 다양성에 해당하고, 한 지역 내에 존재
하는 생물종의 다양한 정도를 의미하는 것은 종 다양
성이다.

4. [출제의도] 효소의 역할을 이해한다.
활성화 에너지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이다.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
시켜 화학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생체 촉매이
다. 활성화 에너지는 A가 B보다 크므로 A는 효소가 
없을 때이며, B는 효소가 있을 때이다.

5. [출제의도] 형질이 발현되는 과정을 이해한다.
유전자의 유전 정보는 염기 서열로 저장되어 있다. 
유전자로부터 전사와 번역 과정이 일어나 멜라닌 합
성 효소가 만들어진다. 털색과 같이 생물이 나타내는 
특성을 형질이라고 한다.

6. [출제의도] 핵산의 특성을 이해한다.
DNA의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이다. 뉴클레오타이
드는 인산, 당, 염기가 1 : 1 : 1로 결합된 물질이다. 
㉠은 당, ㉡은 염기이며, DNA의 염기는 4종류로 아
데닌(A), 구아닌(G), 사이토신(C), 타이민(T)이다.

7. [출제의도]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을 이해한다.
A는 O, B는 포도당이다. ㉠은 단백질이며, 단백질을 
통해 포도당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므로 포도
당의 이동 방식은 확산이다.

8. [출제의도] 생태계의 구성을 이해한다.
개체군은 일정한 지역에 사는 같은 종의 개체들로 이
루어진 무리이다. 군집은 여러 종류의 개체군으로 구
성된다. 생태계는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환경 요인
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가)는 개체군, (나)는 생태
계, (다)는 군집이다. 분해자는 생물적 요인이다.

9. [출제의도] 자연 선택을 이해한다.
변이는 같은 종의 개체 사이에 나타나는 형질의 차이
이다. 일 때 모기 개체군에는 살충제 내성이 없는 
모기 ㉠과 내성이 있는 모기 ㉡이 있었으므로 모기 
개체군에는 살충제 내성에 대한 변이가 있었다. 살충
제를 사용했을 때 ㉡이 ㉠보다 생존에 유리하여 살충
제 사용 전보다 ㉠의 비율은 감소했고 ㉡의 비율은 
증가했으므로 자연 선택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10. [출제의도] 생태계의 먹이 관계를 이해한다.
영양 단계가 가장 낮은 A와 B가 생산자이다. (가)에
서 D가 사라지면 D를 먹는 G가 사라진다. (나)는 
(가)보다 먹이 관계가 복잡하므로 생태계 평형은 

(나)가 (가)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11. [출제의도] 세포 호흡을 이해한다.

㉠은 O, ㉡은 CO이다. 세포 호흡에서 포도당은 
CO로 산화되며, 세포 호흡을 통해 에너지가 방출된
다.

12. [출제의도] 지질 시대의 생물을 이해한다.
A는 고생대, B는 중생대, C는 신생대이다. 암모나이
트는 중생대에 번성했던 생물이며, 신생대에 인류가 
출현하였다.

13. [출제의도] 생태계 구성 요소 사이의 상호 관계를 
이해한다.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환경 요
인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서식하는 지역의 온도 
차이 때문에 사막여우가 북극여우보다 귀가 크고 몸
집이 작다. 건조한 사막에 서식하는 선인장은 물의 
손실을 막기 위해 잎이 가시 형태로 변했다.

14. [출제의도] 탄소 순환을 이해한다.
기권의 이산화 탄소가 잎으로 흡수되어 광합성에 이
용된다. 사슴은 식물의 잎에 있는 탄소 화합물인 유
기물을 섭취한다. 낙엽에 있는 유기물이 미생물에 의
해 분해될 때 이산화 탄소가 생성된다.

15. [출제의도] 효소의 작용을 이해한다.
감자즙에는 효소인 카탈레이스가 있다. 카탈레이스는 
과산화 수소를 HO와 O로 분해한다. Ⅱ에서 과산
화 수소가 분해되어 O가 생성되었으므로 기포가 발
생하였다. 효소는 화학 반응에서 소모되지 않고 재사
용될 수 있으므로 기포의 발생이 끝난 Ⅱ에 추가로 
과산화 수소수를 넣어주면 기포가 발생한다.

16. [출제의도] 삼투를 이해한다.
세포막을 경계로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물
이 이동하는 현상은 삼투이다. (가)에서 물이 적혈구 
안에서 밖으로 이동하여 적혈구가 쭈그러들었으므로 
(가)는 소금물에 넣었을 때의 변화이다. (나)에서 물
이 적혈구 밖에서 안으로 이동하여 적혈구가 부풀어 
올라 터졌으므로 (나)는 증류수에 넣었을 때의 변화
이다.

17. [출제의도] 지질 시대의 생물과 환경을 이해한다.
광합성은 빛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전환되는 화학 
반응이다. 오존층이 형성되어 생물에 유해한 자외선
을 차단함에 따라 육상 생물의 출현이 가능해졌다. 
스트로마톨라이트는 남세균의 활동으로 퇴적물이 여
러 겹의 층을 이룬 화석이며, 선캄브리아 시대의 주
요 화석이다.

18. [출제의도] 생물 다양성 보전을 이해한다.
야생 동물의 안전한 이동을 위하여 생태 통로를 만드
는 것은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방안에 해당한
다. 생물 다양성이 감소할수록 사람이 이용할 수 있
는 생물 자원의 종류는 감소한다.

19. [출제의도] 유전 정보의 흐름을 이해한다.
DNA로부터 RNA가 전사되고 이 RNA가 번역되어 단
백질이 합성된다. 코돈은 RNA에서 정보를 담고 있는 
3개의 연속된 염기이다. ㉠의 염기 서열은 ATG이다. 
코돈 UCC가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에 해당하는 아
미노산이며 ⓐ이다.

20. [출제의도] 생태 피라미드를 이해한다.
생태계에서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양은 감
소하므로 A는 3차 소비자, B는 2차 소비자, C는 1차 
소비자, D는 생산자이다. D의 에너지 중 일부가 D의 
생명 활동에 이용된다. C에서 B로 이동하는 에너지양
은 20, B에서 A로 이동하는 에너지양은 5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