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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제의도] 생명 현상의 특성을 이해하는지 평가한

다.

  요소로 전환되는 과정은 생명현상의 특
성 중 물질대사의 사례이다. 이 과정은 간에서 효소를 
이용하여 요소를 합성하는 동화 작용일 뿐만 아니라 에
너지가 소모되는 흡열반응 현상이다.

2. [출제의도] 배설물의 종류와 생성 원리를 이해하는

지 평가한다.

  A는 오줌, B는 땀이다. 오줌은 여과 후 분비와 재
흡수가 일어나고, 특히 다량의 물이 재흡수 되므로 요
소의 농축정도가 땀보다 크다. 그러나 땀의 생성은 여
과 과정만 일어난다.

3. [출제의도] 림프구에 의한 면역 과정에 대해 아는

지 평가한다.

  (가)는 T림프구, (나)는 B림프구이며, 면역은 두 
종류 림프구의 상호보완적인 작용에 의해 일어난다. 항
원 침입 시 T림프구는 분화되어 식세포 작용에 의한 
세포성 면역에, B림프구는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
되어 항체 생성에 의한 체액성 면역에 관여한다. HIV는 
T림프구를 파괴하여 체내 면역력을 떨어뜨린다.

4. [출제의도] 산소와 헤모글로빈의 결합과 해리에 대

해 이해하는지 평가한다.

  O2와 Hb의 결합 반응(A)은 폐 주변에서, 해리 반
응(B)은 조직세포 주변에서 촉진된다. 그래프가 왼(위)
쪽으로 갈수록 포화도가 증가하고, 오른(아래)쪽으로 
갈수록 해리도가 증가한다. CO2분압이 높을 때, pH가 
낮을 때, 온도가 높을 때 해리 곡선이 오른쪽(아래)으
로 이동한다.

5. [출제의도] 영양소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아는지

평가한다.

  적혈구, 소장 점막, 신경 세포, 뇌 세포 등의 주 에
너지원은 포도당이다. 혈당량이 일정량 이상으로 증가
하면, 간이나 근육에 글리코겐의 형태로 저장한다.

6. [출제의도] 심장의 구조와 박동에 대해 이해하는지

평가한다.

  ㉠과 ㉢은 반월판, ㉡은 삼첨판, ㉣은 이첨판이다. 
A는 좌심실이 수축을 시작하는 구간으로 모든 판막은 
닫혀있다. B는 혈액이 심실에서 동맥으로 이동하므로 
㉠과 ㉢이 열리면서 대동맥의 혈압이 치솟기 시작하는 
구간이다. C는 열렸던 ㉠과 ㉢이 다시 닫히면서 좌심실
과 좌심방이 모두 이완되는 구간이다.

7. [출제의도] CO2의 운반 과정에 대해 이해하는지

평가한다.

  CO2의 70%는 적혈구내에서 탄산무수화효소에 의
해 탄산이 된 후 수소이온과 탄산수소이온으로 해리된
다. 그리고 탄산수소이온은 혈장으로 빠져나와 이동한
다. 적혈구에서 생성된 H+의 대부분은 Hb과 결합되어 
혈액의 pH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8. [출제의도] 생태계의 먹이 그물에 대해 이해하는지

평가한다.

  뱀의 개체수가 증가하면, 토끼와 먹이 경쟁을 하는 
다른 동물들의 개체수에 변화가 생기므로, 토끼의 개체
수에도 변화가 일어난다.

9. [출제의도] 항상성 유지 작용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지 평가한다.

   A는 교감신경, B는 아드레날린, C는 티록신이다. 
저온 자극시 교감신경에 의해 입모근 수축, 땀 분비 감
소, 피부 근처 모세혈관이 수축되어 열 발산량은 줄어
든다. 또한 아드레날린, 티록신 분비 증가로 열 발생량
은 증가된다. 

10. [출제의도] 혈액형과 수혈의 원리에 대해 아는지

평가한다.

   A형 표준혈청에는 응집소 β, B형 표준 혈청에는 
응집소 α가 들어있다. 아버지는 Rh- A형이고, 어머니
는 Rh+ B형이다. 아버지는 응집원(적혈구) A와 응집
소(혈장) β를, 어머니는 응집원 B와 D, 응집소 α를 갖
고 있다. 어머니가 Rh+형이면 태아에서 적아세포증이 
나타나지 않는다.

11. [출제의도] 임신에 대해 이해하는지 평가한다.
  수정란이 착상하면 HCG(인간 융모성 생식선 자극 

호르몬)가 분비되고, 일부는 오줌으로 배출된다. 따라서 
HCG 배출 여부로 임신 여부를 진단한다.

12. [출제의도] 자극 전도 원리에 대해 이해하는지 평

가한다.

  (가)의 A, (나)의 B, (다)의 C에서는 탈분극 과정, 
(나)의 A와 (다)의 B에서는 재분극 과정, (다)의 A에
서는 분극 상태이다. 탈분극시에는 Na+이 뉴런 안으로, 
재분극시에는 K+이 뉴런 밖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두 
과정은 모두 ATP가 소비되지 않는 확산현상이다.

13. [출제의도] 가계도와 유전 현상에 대해 아는지 평

가한다.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는 부모로부터 각각 반씩
을 물려받게 되고, 3대로 구성된 가족에서 A와 D는 조
부모, B와 E는 부모, C와 F는 각각 자식이다. 

14. [출제의도] 인공신장기의 원리와 배설기관의 구

조 및 기능을 이해하는지 평가한다.

  ㉠은 혈압차에 의한 여과, ㉡과 ㉢은 재흡수와 분
비과정으로 물질의 종류에 따라 ATP가 소모되기도 한
다. 혈압은 신동맥>모세혈관>신정맥 순이다. ㉠과정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 이용하는 인공신장기는 반투과성막
을 이용하여 혈액(A)속의 요소를 투석의 원리로 걸러
내는 작용을 하지만 혈액 속의 요소를 모두 걸러낼 수
는 없다.

15. [출제의도] 세포융합과 조직배양에 대해 말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새로운 식물체를 만들 때 사용된 생명공학 기술은 
세포융합, 조직배양 기술이다. ㄱ은 세포융합 기술이,  
ㄴ은 핵이식 기술이, ㄷ은 조직배양 기술이 적용되었다.

16. [출제의도] 단일인자 유전과 다인자 유전에 대해

아는지 평가한다.

  혈액형과 눈꺼풀 형질은 단일인자 유전 현상이다. 
집단의 단순한 개체 수 조사만으로는 우성과 열성 형질
을 구별 할 수 없다. 

17. [출제의도] 가계도를 이해하는지 평가한다.
  A의 아버지가 정상이므로 한성유전이 아니다. 이 

유전병은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일 수도 있고, 반성유전
일 수도 있다.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이라면 헤테로는 6
명이고, 반성유전이라면 헤테로는 5명이다.

18. [출제의도] 생식세포 형성 과정과 감수분열에 대

해 아는지 평가한다.

  그림 (가)는 난자 형성 시 제1 난모세포(염색체 수 
:2n=6, DNA량:4)에 해당한다. 제2 난모세포와 제1 극
체의 염색체수는 n=3, DNA 상대량은 2이다.

19. [출제의도]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아는지

평가한다.

  A는 뇌신경과 척수신경으로 구성된 체성신경계로 
모두 대뇌의 지배를 받는다. B는 교감 신경과 부교감 
신경으로 구성된 자율신경계로서 운동신경으로만 이루
어져 있다.

20. [출제의도] 소화효소의 활성화 과정을 이해하는

지 평가한다.

  ㉠은 비 활성화된 트립시노겐을 활성화된 트립신으
로 전환시키는 과정으로 장샘에서 분비된 엔테로키나아
제 에 의해 활성화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