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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항별 예시 답안

■ 문제 1-i 예시 답안

DNA이중나선 구조는 아데닌(A), 티민(T), 구아닌(G), 시토신(C) 4개의 염기서열이 서로 상보

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이러한 염기서열로 이루어진 특정 유전자의 DNA는 염기간의 상보적 

결합을 이용하여 또 다른 핵산인 mRNA로 전달된다. mRNA로의 유전자 정보 전달시 아데닌

(A)은 우라실(U), 티민(T)은 아데닌(A), 구아닌(G)은 시토신(C), 시토신(C)은 구아닌(G)과의 상

보결합을 통해 유전정보가 전달된다. 그리고 염기간의 상보결합은 수소결합을 통해 이루어지며, 

아데닌과 티민은 2개의 수소결합, 구아닌과 시토신은 3개의 수소결합을 형성한다. 

  

✔ 분리된 유전자 A의 mRNA와 결합하지 않는 단일가닥의 염색체 DNA 부위가 존재하는 이

유 - mRNA는 단백질로 번역되는 유전정보를 가지고 있는 반면 염색체 상에 존재하는 DNA

의 경우 진핵생물 및 몇몇 고대세균의 경우 염색체 상에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

는 부위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염색체 상에 존재하는 이러한 부위를 인트론이라고 한다. 문

제에서 온천에서 분리된 새로운 세균은 고대박테리아일 가능성이 높고 또한 염색체 상에 

mRNA의 단백질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DNA 부위인 인트론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림 A와 같

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고등학교 수준에서 인트론이라는 단어를 알지 못해도 염색체 상에 존재하는 A 유전자의 DNA 

일부는 mRNA에 존재하지 않는 정보(염기서열)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부위를 구성하는 DNA

의 염기들은 유전자 A의 mRNA를 구성하는 염기들과 상보적 결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단일가

닥으로 나타난다고 기술하면 훌륭한 답안이라고 할 수 있다. 

✔ 동정된 세균의 Tm 값이 높은 이유 - 분리된 세균의 서식지가 온천이라는 제시문의 힌트를 

이용하면 된다. 온천에 사는 경우 높은 온도에서 유전자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진화적 

관점에서 2개의 수소결합을 갖는 A+T(아데닌과 티민) 염기 대신 3개의 수소결합이 있는 G+C 

(구아닌과 시토신) 함량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Tm 값이 높아졌다고 예측할 수 있다.  

■ 문제 1-ii 예시 답안

유전자의 염기서열을 분석하고자 할 때 현재의 기술로는 직접 5,000개의 염기를 분석할 수 없

다. 따라서 유전자를 무작위적으로 잘라 500-1,000개의 조각으로 나누어 벡터에 삽입하여 염

기를 분석하는 기법을 사용하게 된다. 본 문제는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5,000개의 DNA를 

무작위적으로 잘라 모든 가능한 500개의 염기로 이루어진 조각들을 만들어 10개의 조각을 선

택할 때 5,000개의 염기를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조합이 얼마인지를 묻는 문제이다.

✔ 편의상 5000개의 염기에 순서대로 1부터 5000개의 번호를 부여하도록 한다. 500개의 염기

만을 가지도록 잘라내었으므로 가능한 하나의 조각을 생각해보면 번을 시작번호로 해서 

+499번을 마지막 번호로 갖는 수의 나열 (유한 수열)과 동일시 할 수 있다. 여기서 은 1보다 

크거나 같고 4501번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 4501보다 크면 500개의 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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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나열의 가능한 조각의 전체 가지수는  4501개임

을 알 수 있다. 여기서 10개를 뽑아서 유전자 A를 모두 포함할 수 있는 경우는 모든 조각이 

공통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오직 한가지 경우밖에는 없다.  결론적으로 전체 

 


   개의 선택의 경우 중에서 원하는 선택의 경우는 오직 한가지뿐이므로 그 확

률은 



 이 된다. 

기타답안 : 예를 들어 5000개의 염기를 1번부터 5000번까지의 숫자로 배열한다고 가정하면 

1-500, 2-501, 3-502, 4-503..............4500-4999, 4501-5000까지의 DNA 조각이 나타나기 

때문에 총 경우의 수는 4501개이다. 4501개에서 10개의 DNA 조각을 꺼내는 경우의 수는 

이다.

  10개의 조각만을 선택할 때 유전자 A를 완벽하게 포함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개, 즉 

1-500, 501-1000, 1001-1500, 1501-2000, ......... 4501-5000개의 10개 조각만을 뽑는 경우이

므로 경우의 수는 1개이다.

  따라서 500개의 염기로 이루어진 DNA 조각들 중에서 10개의 DNA 조각만을 선택할 때 유

전자 A를 완벽하게 포함할 수 있는 확률은 



이다.

■ 문제 2-i 예시 답안

속력 ,  그리고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기 위해 먼저 식 (2)와 식(3)을 연립하면,

   





  



따라서 속력 사이의 관계식은   


 또는     

최대효율은 발전기 일률 P이 최대값이 될 때이다. 먼저 위의 식을 식(3)에 대입하면

      
  


  

(식(3)에 대입하여 계산하는 것이 간단하나 식(2)을 이용해도 되며 답은 같다). 

효율의 정의에 따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놓으면 위의 식은   으로 표현된다. 이 때 는 0과 1사이

의 값이다. 

이 식을 미분하면 ′      이므로    


일 때 c가 최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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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일 때 효율이 최대가 되며 이때의 효율의 최댓값은   


이다. 

■ 문제 2-ii 예시 답안

식 (1)과 식 (4) 및   ,   kgm1,  m 이용하면,

     



 


⋅⋅⋅

  

  

효율 의 평균값은 주어진 확률밀도함수를 곱하여 다음의 정적분을 계산하면 된다.

     








  







  . 

여기서 
⋅


 이다. 정적분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
⋅

 ⋅ 

따라서 풍력발전기의 평균 일률은 1.6×106 W (또는 1.6 MW)이다.

■ 문제 3-i 예시 답안

수심에 따른 압력은 P=F/A=ρgAh/A=ρgh 이므로 바닷물의 대략적인 밀도 ρ=1020 

kg/m3와 중력가속도 g=9.81 m/s2에 대해 수심이 약 10m 깊어질 때마다 1기압(101.3 

kPa)이 증가한다.

또한 수온은 깊어질수록 낮아져 깊은 바다의 온도는 4oC(277K)로 일정하다. 

이 온도와 압력을 기초로 A, B, C 세 곳의 타당성을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A: 수심이 200m이면 압력이 20기압에 대기압을 더하면 21 기압, 즉 2.1×103 kPa으로서 

상태변화 그래프에서 보면 대량의 이산화탄소가 액체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기체상

태로 변하게 된다. 

기체의 밀도는 물보다 매우 작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기체가 급격히 위쪽으로 이동하여 

대기로 빠져나오므로 저장에 부적절하다. 

B: 수심이 1000m에서는 압력이 101 기압이므로 액체상태를 유지한다.

C: 수심이 B와 같아서 이산화탄소는 액체상태를 유지한다. 그러나 지상에서의 수송거리

가 B에 비해 훨씬 길어 파이프라인의 건설이나 수송에 비용이 많이 들게 되는 단점

이 있다. 

따라서, 후보지 B가 가장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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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3-ii 예시 답안

상태변화 그래프에서 압력 1000kPa에 대해 온도에 따른 상태를 살펴보면 여름에는 293K(또는 

20oC)이므로 기체상태로 있다가 온도가 약 235K(-38oC)로 떨어지면 액체상태로 응축한다(또는 

액화된다). 

온도가 더 떨어져 약 215K(-58oC) 이하에서는 액체 이산화탄소가 고체로 변하는 과정(응고)이 

일어난다. 이 때 응고 과정과 함께 대기 중에 남아있던 이산화탄소 기체는 바로 고체로 승화한다. 

■ 문제 4-i 예시 답안

잘게 갈린 콩 입자의 제타포텐셜 값은 -20mV보다 작거나 +20mV보다 커서 입자간 정전기적 

반발력 때문에 엉김 없이 물속에 잘 퍼져있다. 이 용액에 전해질인 간수(MgCl2)를 넣으면 콩 

입자와 반대 전하를 띤 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콩 입자 표면을 둘러싸게 되고, 이로 인

해 제타포텐셜 값이 -20mV보다 크고 +20mV보다 작은 값을 갖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입자

간 정전기적 반발력이 감소하여 서로 엉기게 된다. 이것이 두부이다.   

■ 문제 4-ii 예시 답안

친수성 부분의 정전기전 반발력으로 인해 머리 부분의 표면적이 꼬리 부분의 표면적 보다 

크다. 충분히 많은 양의 전해질이 첨가되면, 머리 부분을 양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둘

러싸게 되고, 머리 부분의 정전기적 반발력이 감소하여, 머리 부분의 표면적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V = A x L 이 될 것이고(또는 V는 A x L의 값에 근접하게 될 것이고), k=1이(또

는 k->1에 접근)될 것이다. 이로 인하여 마이셀은 굴곡이 완만해져 크기가 커질 것이고, 궁

극적으로 k=1일 경우 그림과 같이 2차원적 채워짐 형태를 가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