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이 만든 생물학의이해 중간시험문제의 문제 중에서 잘못되거나 논란의 되는 문제를 

골랐습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다시 만들어 제출하세요, 물론 이에 맞는 답을 다시 써냅니다. 

아님 문제를 그래로 두고 답을 잘 만들어 보든지요. 

사지선다형 문제에서는 보기를 잘 고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보여 이를 바로 잡고자합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시간과 노력 (그리고 머리를)을 써 주세요. 

 

1. 무생물과 뚜렷하게 차이나는 생명체의 특징을 3개 이상 서술하시요. 

(답) 체제의 특이성, 대사 활동, 항상성, 생장과 생식, 자극과 반응, 적응과 진화 중 3개 

우리 수업에서 강조한 것은 다른 내용입니다. 겉으로 들어나는 차이는 체제의 특이성, 대사 

활동, 항상성, 생장과 생식, 자극과 반응, 적응과 진화 는  

무생물에서도 나타나고(실제로) 무생물과의 차이는 이러한 특징이 생물에서는 오직 

디지털정보(유전자)에 따른 다는 것입니다. 

무생물도 진화하지만 프로그래밍되어 있지 않습다. 생물 진화는 (현재 유일한 지구생명) 

프로그래밍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래밍은 쉽게 이해, 표현하기 위한 용어) 

문제를 바꾸거나 답을 다시 써 보세요. 

 

2. 생명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① 생명현상은 무생물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② 지구 생명체는 DNA에만 유전정보를 보관한다. 

③ 바이러스는 최초의 생명체가 아니다. 

④ 바이러스는 생명체가 아니다. 

 

답 : ①,② , 생명현상은 무생물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며, 지구 생명체는 대부분 DNA에 유전정보를 

보관하나 바이러스는 RNA에 보관한다 



논란의 소지가 많습니다. 다시 보기를 아주잘 만들어보세요(정확한 표현을 넣어 조금 더 길게 

설명을 붙이고) 

3. Bergey 의 계통 세균학 지침서에는 주로 표현형적 인 것에 바탕을 두고 있다. 4 권에는 각각 

33section 으로 나누어져 있다. section 을 정의하는데 사용되는 특성들은 일반적인 모양, 형태, 

그람염색 의 특징, 산소 의존성, 운동성, 내성포자의 존재, 에너지생산의 방식 기타 특징 들이다. 

세균의 군은 4가지로 나눠지는데 , 방사선균을 제외한 그람양성 세균은 어느 Volume에 속하는가? 

① Voume-I 

② Voume-II 

③ Voume-III 

④ Voume-IV 

답 : ② Voume-II, Voume-I은 일반적, 의학적, 또는 산업적 중요성이 있는 그람음성 세균. Voume-

II 은 방사선균을 제외한 그람양성 세균, Voume-III은 독특한 특성을 지닌 그람음성 

세균(시아노박테리아, 시원세균류) ,Voume-IV는 방사선균(그람양성 사상형세균, gram-positive 

filamentous bacterial )으로 분류한다. 

(버기스 매뉴얼 Systematic(쳬계적이란 뜻)은 2판(2 ed.)이 가장 최신이며 위 문제는 버기스 매뉴얼 

Determitive(결정적인 이란뜻)을 보고 만든 것입니다. 

4.  세균 분류 중 세포막이 엉성한 Volume은 Volume 몇인가요? 

Volume 1   2)  Volume 2   3)  Volume 3   4)  Volume 4    

 

5. 미생물을 연구한 David Bergey 박사는 세균을 몇 권으로 분류 하였나요? 

답을 잘 만들어보세요 

 

6. 미생물의 분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Volume-Ⅰ : 일반적, 의학적, 또는 산업적 중요성이 있는 그람음성 세균 

② Volume-Ⅱ : 방사선균을 포함한 그람양성 세균 

③ Volume-Ⅲ : 독특한 특성을 지닌 그람음성 세균 

④ Volume-Ⅳ : 방사선균 



  

이 문제는 미생물(박테리아, 세균) 분류 중에서 버지스 매뉴얼 결정판(Determitive) 내용으로 

나중에 버지스 매뉴얼 체계판(Systemic) 2판(Edition 2)에서 5권으로 바뀝니다. 전년도 의요약이나 

이번 강의를 다시 잘 보고 보기를 5 개(1,2,3,4,5 권)으로 다시 만들어보세요. 물론 하난 틀리게 

해야 합니다. 

7. 바이러스가 생명체임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① 바이러스의 유전정보는 RNA에 저장된다. 

②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세포 안에서 생존한다. 

③ 지구생명체는 생명환경 공간이 있어야만 한다. 

④ 생명체 사이에는 기생의 관계가 존재한다. 

(답 해설로) 세포 안에서만 생존하는 바이러스는 세포 밖으로 나가면 죽지만, 살아있는 

세포에서만 살 수 있는 생명체는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많다. 

문제도 답도 조금 이상하므로 출제자가 이 문제를 낸 의도를 잘 파악하여 고치면 됩니다. 

8.       DNA바이러스는 RNA바이러스처럼 현재 분류가 끝났다.  ( T / F) 

(O,x 문제는 없어야 하기에 학생 출제자의 뜻(의미)를 살리는 42ㅣ선다형 문제로 만드세요) 

 

9. 역전사 바이러스의 번역 까지의 과정을 간단히 나타내어라. 

→ 답 : ssRNA > (역전사) > ssDNA > mRNA > (번역) 

(답을 고치면 될 듯) 

10 . 다음 바이러스 분류표에서 신종 코로나19바이러스를 위치해보아라  

(문제가 어려운데 그냥 신종코로나바이러스-19의 분류를 하라는 문제로 바꾸고 담을 잘 

적어보세요) 

 

11번문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감기 바이러스의 다른점이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답 : 코로나 바이러스는 끊임없이 변하는 RNA바이러스이고 감기바이러스는 변화의 횟수가 

적은 DNA바이러스이다. 

 

이 문제는 좋지 않음, 감기바이러스는 DNA, RNA 바이러스 다 있음, 한 두종이나 하, 두 속으로 

된 바이러스가 아니라 아주 다른 다양한 수백종이 모두 감기을 일으키고 있음. 

즉, 증상이 비슷하지(감기) 원인 바이러스는 그때 그때 아주 다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조차 넓은 의미의 감기 바이러스에 넣고 있음. 

 

다시 한번 여기저기 찾아보고 원 문제의 의도를 바꾸지 않는 범위헤서 문제를 조금 

수정하든지(답을 편하게 쓰기 위해) 아님 답을 잘 만들어 보세요(간결하고 정확한 ) 

아님 아예 4지선댜다형으로 만드는 것이 논란을 없애는 효과가 있음 

12. 바이러스가 생명체의 시초, 즉 생명체의 발단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를 서술허시오 

바이러스가 생명체와 무생물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서 최초의 생명체가 아니냐는 주장도 있었지

만 바이러스는 숙주의 내부에서만 생식활동을 하기 때문에 최초의 생명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는 조금은 식상하고, 최근에는 (RNA World와 연결되어) 세포생명체 전의 

원시생명체로서 다양한 바이러스가 존재하고 이들이 지구 생명체 형성과 진화에 큰 일을 

했다고는 주장이 구준히 증가하고 있다. 세포가 아닌 RNA 원시생명체가 바이러스와 비슷하고, 이 

때(RNA world? Virus world?) 세포 전 생명체에 기생하는 바이러스 출현과 진화라든지. 

문제를 조금 바꾸고 답을 최신 정보로 강사 의도대로 바꾸어 보세요(영어 사이트에선 찾기가 

쉬울 것임) 

13. 코돈에 대해 올바르지 않은 것은?    A : (2) 진정세균은 FMet에서 시작 

(1) AUG 코돈은 Met 아미노산과 연결되어 단백질 합성이 시작된다. 

(2) 진정세균은 진핵생물과 같이 Met 아미노산에서 단백질 합성이 시작된다. 

(3) 종결 코돈은 3개이다 

(4) 코돈은 모두 23가지수를 지정하고 있다. 

 

14. 시작 코돈과 종결 코돈이 아닌 염기가 바뀌면 다른 아미노산으로 바뀌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 

A : 코돈의 3번째 염기가 바뀌어도 같은 아미노산을 만들어 연결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종결 

코돈의 경우 2번째가 바뀌어야 영향이 없다. 

 

15. 박테리아의 시작 코돈은? (답) N-f Met(N-f 메티오닌) 

뭔가 이상합니다. 박테리아가 고세균과 진핵생물과는 다른 것을 말라고 싶어 낸 문제인데 

문제를 가다듬어 보세요. 

 

 

16. 세포 구조에서 설명이 옳은 것은? A : (3) 

(1) 세포막은 생명체와 외부 환경을 분리시키고, 물질을 선택적으로 이동하게 해준다. 

(2)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이 내부공생하게 되었다는 설이 

유력하다. 

(3) 모든 생물은 세포벽을 갖는다. 

(4) 두 겹의 인지질로 세포질과 구분됐고, DNA가 위치했다 

 

 

다음 문제는 학생이 만든 문제인데 여기 넣어 봅니다. 여러분은 문제와 정답을 넣으면 되고 혹 

문제가 이상하다고 생각되면 문제를 바꾸어도 좋습니다. 

17. 생물학이란? (출제자 의도) 

A : 생물(생명체), (           )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연구 대상의 개체에 따라 동물학, 식물학, 

(       ), 바이러스학으로 나눌 수 있다. 연구 대상의 크기에 따라 나누면 분자 수준부터 기관 

수준으로 올라가면서 (           ), 유전학, 생화학, 세포학 등이 있고 개체가 무리를 이루면 

(         ) 등으로 연구 대상이 확대되기도 한다. 

18. 현대 생물학에서 생물의 의미는?(출제자 의도) 

A : (       )를 가지고, 이를 (        )하는 것 



 

19. 다음중 생물학에 대한 이해를 잘못한 학생을 골라라. 

1.철수 : 생물학은 연구 대상의 크기(개체 크기가 아니라)에 따라 나누면 분자 수준에서 세포, 

조직, 기관 수준으로 올라가면서 분자생물학, 유전학, 생화학, 세포학, 조직학, 생리학 등이 있어. 

2.영희 : 바이러스학은 대부분 원자생물학 수준 에서 다루어지지. 

3.유리 : 바이러스의 탄생과 진화도 생명 탄생과 진화와 연결되어 중요한 주제가 되지 

4.짱구 : 분자 수준의 진화에서 RNA 세상이 나타나고 후기 RNA 세상에서 RNA 유전정보를 

DNA로 저장하는 과정은 아마도 (원시)레트로바이러스가 담당했다는 가설도 있다. 

 

이 문제를 (    ) 넣기 문제로 다시 만들어 보세요. 

20. 단백질의 1~4차구조에대해 간단히 서술하시오. 

답 : 1차구조는 아미노산의 연결 정보만 있다. 2차구조는 반복 모양이 나타나는 알파 나선 구조와 

베타판 모양이 있다(CO와 NH의 수소결합으로). 3차구조는 입체 모양을 하여 단백질의 특성과 

기능을 나타낸다. 4차구조는 몇 개의 단백질이 입체적으로 기능적으로 동작하게끔 결합하고 있다. 

4개의 헤모글로빈 단백질이 모여 헤모글로빈의 산소 운반 역할을 한다 

이 문제도 (     ) 넣기 문제로 다시 만들어 보세요. 

21. DNA 이중나선의 구조를 밝힌 공로로 노벨상을 받지 못한 과학자는? 

1. 제임스 왓슨 2. 프란시스 크릭 3. 월터 길버트 4. 로저먼드 프랭클린 

이 문제를 4 사람의 이름과 역할이 들어가는 말을 만들어 (   ) 넣기 문제로 만들어 보세요 

(사람이름이나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   )로 만들기, 즉 4개의 (   ) 문제로 

 

22. 단백질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서술하시오. 

-단백질은 크게 구조 단백질과 효소 단백질로 나눌 수 있다. 

구조 단백질은 세포의 조직, 기관, 개체 등을 유지하고 구성하고 



효소 단백질은 생명 현상에 필요한 모든 생화학 작용의 촉매로 작용한다. 

(   ) 넣기 문제로 바꾸기, 말을 다시 덧붙여서(정확한 용어를 찾아 확인하고 써보세요) 

 

23. 다음 중 각각의 생명의 고분자 물질이 하는 역할을 쓰시오. 

당, 탄수화물 - 에너지원 

아미노산, 단백질 - 신체, 효소의 구성성분 

핵산 – 유전정보 

지질, 지방산 – 세포막 

이것도 (  ) 넣기 문제로 길게 말을 잘 만들어(필요하면 더 정확한 용어나 표현을 찾아보고. 

 

24. 페니실린, 네오마이신, 에리스토마이신, 테트라사이클린, 비오마이신, 방코마이신, 가나마이신, 

프렌테신마이신등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항생제가 개발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항생제들이 어떻

게 항생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하여 3가지 이상 서술해 보세요. 

이건 수업 중에 조금 말했어야 하는데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은 답을 만들어보세요. 

25. 이 그림은 dsDNA-RT바이러스의 증식과정을 나타낸 것입니

다. 표시된 ①~⑤의 과정 중에서 역전사가 나타나는 과정은 어느 

부분이지 고르고, 전반적인 증식과정을 설명하세요. 

바이러스는 과제만 내주고 수업에선 지나쳤는데 

하여튼 한 학생이 낸 문제인데 이 그림을 전체적으로 설명하면 

바이러스 이해에 큰 도움일 될 것입니다. 

 

26. 생명이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서술하시오. (2 주차) 

(정답: 생명체가 살 수 없는 환경에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유지시키는 것) 

음 좋아보입니다. 생명을 유전정보 복제로만 생각하는 

디지털정보 개념에서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개념이랄까? 



이건 바이러스가 생명인가? 하는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고 또 지구생명체란 개념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구 상의 모든 생명체(현재 생각되는)는 서로 의존되어 있어(포식관계든, 기생관계든, 

물론 협동관계는 당연하고, 커다란 생태계 개념에서) 지구 생명체는 하나 하나는 결국 홀로 살 수 

없습니다. 큰 개념으로 보면 지구생명체는 모두 기생생물인 셈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구환경 = 지구생명체 (모든 지구 환겨오가 지구 생명체가 어울러진 

하나의거대한 세포하고 생각해도 좋다) 로서 지구 전체가 하나의 생명체이며 그 내부의 어떤 

생명체도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개념에서는 바이러스는 과연 생명체인가(최근에는 바이러스는 생명체로 말하는 경향이 매우 

커집니다). 

세포라는 것은 무생물 환경에서 생명의 환경을 아주 작은 공간에 만들어 놓은 것으로 유전자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놓는 프로그래밍(쉽게 표현하기 위한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 

이 문제는 의도는 좋은데 그냥 생명이란? 이러고 답은 환경입니다. 이러니 조금 오해와 논란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원래 의도를 살리면서 문제와 답을 다시 잘 만들어 보세요. 

(정말 어려운 일이 될 듯합니다) 

자꾸만 학생 문제 중에서 좋은 것을 넣다보니 문제가 많아집니다. 여기서 중간해야만 합니다. 

더 좋은 문제를 실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이해해 주세요. 

끝 

문제를 다시 만들고(필요한 것은) 답도 다시 잘 만들어 과제로 제출하세요. 문제 순서도 다시 

우리 수업에 맞게 바꿔주세요. 

의문점이 있으면 언제라도 메일이나 문답게시판에 올려주세요. 

 

2020-05-04, 곽노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