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택과목

생 물

65.

66.

67.

ㄱ.　A에서는 CO2가 광합성에 의해 이동된다.

ㄴ.　B에서는 탄소가 유기물의 형태로 이동된다.

ㄷ.　생산자는 대기와 물 속의 CO2 양에 영향을 미친다.

ㄹ.　화석 연료의 사용을 줄이는 것은 탄소 순환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다.

<보 기>

68.

<실 험>

(가)　검정 필름통의 옆면에 세 개

의 구멍을 뚫고 각 구멍에 녹색,

적색, 청색의 셀로판지를 붙였다.

(나)　물을 충분히 적신 흡습지를

깔고, 그 위에 배추 종자 네 개

를 넣은 후 필름통으로 덮었다.

(다)　형광등이 계속 켜 있는 배양

상자 안에 넣어 셀로판 창을 통

해 빛이 잘 들어가게 하였다.

(라)　3일 후 어린 식물의 생장 상태를 조사하였다.

<결 과>

어린 식물의 줄기 끝이 모두 청색 창 쪽으로 향하였다.

철수는 어떤 물질 A, B 및 X가 세포 분열에 미치는 영향을 조

사하였다. 배양 중인 세포에 이 물질들을 넣고 일정 시간 배양한

후, 새로 생긴 세포수를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이 그래프에 대한 해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A와 B는 각각 세포 분열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②　A와 B를 함께 넣었을 때의 효과는 각각 넣었을 때의 효과를

더한 것보다 크다.

③　X는 A의 효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④　X는 B의 효과를 억제한다.

⑤　X는 A와 함께 작용하여 B의 효과를 억제한다.

영희는 감자 조직의 삼투압을 측정하기 위하여 동일한 크기의

감자 조각을 준비하여 질량을측정하였다. 이 감자 조각들을 0.15 M

부터 0.40M 사이의 설탕물 용액에 각각 넣고, 2시간이 지난 후 다

시 질량을 측정하였다. (단, 감자 표면에 묻은 물기를 잘 제거하고

질량을 측정하였다.)

설탕물 농도 (M) 처음 질량 (g) 나중 질량 (g)

0.15 3.2 3.5

0.20 3.1 3.3

0.25 3.1 3.2

0.30 3.1 3.0

0.35 3.0 2.8

0.40 3.0 2.7

감자 조직의 삼투압은 어느 농도 범위의 설탕물 삼투압과 같겠는가?

①　0.15～ 0.20M

②　0.20～ 0.25M

③　0.25～ 0.30M

④　0.30～ 0.35M

⑤　0.35～ 0.40M

그림은 생태계의 탄소 순환을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ㄹ

철수는 속성으로 자라는 배추 종자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실

험을 수행하였다.

이 실험은 무엇을 알아 보고자 한 것인가? [2점]

①　식물 줄기는 양분없이 3일간 얼마나 자랄까?

②　식물은 어떤 색깔의 빛에서 호흡을 잘 할까?

③　식물 줄기는 어떤 색깔의 빛 쪽으로 굽어질까?

④　식물 줄기는 중력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할까?

⑤　식물은 필름통 안에서 살 수 있을까?



구 분 암모니아 요소 기타 계

올챙이 75.0 10.0 15.0 100.0

개구리 3.2 91.4 5.4 100.0

69.

ㄱ.　물을 마신 직후에는 항이뇨 호르몬의 양이 증가한다.

ㄴ.　생리 식염수를 마신 경우 항이뇨 호르몬의 양은 거의 변화

가 없다.

ㄷ.　항이뇨 호르몬은 마신 음료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분비된다.

ㄹ.　항이뇨 호르몬은 체내 수분의 항상성 유지에 기여한다.

<보 기>

70.

(가)　동물이 질소 1g을 배설하려면 암모니아 상태로는 물

500mL가, 요소 상태로는 물 50mL가 필요하다.

(나) 개구리의 발생 단계별 질소 배설물의 종류 및 구성비(%)

(다) 개구리의 발생 단계별 요소 합성에 필요한 효소의 활성도

ㄱ.　개구리가 배설하는 주된 질소 화합물의 종류는 발생 단계

에 따라 다르다.

ㄴ.　같은 양의 질소를 배설하는데 개구리는 올챙이보다 더 많

은 물이 필요하다.

ㄷ.　올챙이나 개구리가 배설하는 주된 질소 화합물의 종류는

이들의 서식지와 관계가 있다.

ㄹ.　질소 배설물 중 요소가 차지하는 비율과 요소 합성에 필요

한 효소의 활성도는 관계가 없다.

<보 기>

71.

72.

그래프는 1 L의 물이나 생리 식염수를 마신 후, 시간에 따른 오

줌의 생성 속도를 조사한 것이다. (항이뇨 호르몬은 오줌의 생성을

억제한다.)

이 그래프에 대한 해석이나 추론 중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1점]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ㄹ

다음은 동물의 질소 화합물 배설에 관한 자료이다.

이 자료를 바르게 해석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ㄹ

영희는 짚신벌레와 짚신벌레의 포식자를 함께 배양한 실험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이 실험에 대한 해석이나 예측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①　(가)에서 포식자가 사라진 이유는 짚신벌레가 모두 잡아 먹혔

기 때문이다.

②　(가)에서 포식자 도입시, 피난처가 있었더라도 짚신벌레는 모

두 잡아 먹혔을 것이다.

③　(나)에서 포식자가 사라진 이유는 잡아 먹을 수 있는 짚신벌레

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④　(나)에서 피난처가 없었다면 짚신벌레가 먼저 사라졌을 것이다.

⑤　(나)에서 포식자가 사라진 후, 포식자를 다시 도입하더라도 짚

신벌레는 살아 남을 것이다.

그래프는 맑은 날 어느 대도시에서 대기 오염 물질의 농도를 시

간별로 조사한 자료이다.

이 그래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이산화질소가 감소할 때 일산화질소는 증가한다.

②　오존의 농도는 햇빛이 약한 오전 8시 이전에 높다.

③　탄화수소는 차량 통행이 적은 오후에 주로 발생한다.

④　오존이 증가할 때 탄화수소와 이산화질소도 증가한다.

⑤　햇빛이 강한 12시에서 14시 사이에 광화학 스모그가 많이 발생

한다.



73.

ㄱ. 다친 부위 아래의 오른쪽에서 오는 통각을 느낀다.

ㄴ. 다친 부위 아래의 왼쪽에서 오는 통각을 느낀다.

ㄷ. 다친 부위 아래의 오른쪽에서 오는 촉각을 느끼지 못한다.

ㄹ. 다친 부위 위의 오른쪽에서 오는 촉각을 느끼지 못한다.

<보 기>

74.

75.

ㄱ.　야생형에서합성된단백질의세번째아미노산은티로신이다.

ㄴ.　돌연변이 1에서 합성된 단백질의 크기는 야생형과 같다.

ㄷ.　돌연변이 2에서 합성된 단백질의 기능은 야생형과 같다.

ㄹ.　돌연변이 3에서 합성된 단백질의 세 번째 아미노산은 트립

토판이다.

<보 기>

76.

<실험>

(가)　어두운 곳에서 5일간 자란 옥수수의 뿌리 끝 10mm절편

을 준비하였다.

(나)　여러 농도의 옥신과 지베렐린 용액에 절편을 넣고, 어두

운 곳에서 5일 간 배양하였다.

(다) 절편의 질량 변화를 측정하여 생장 정도를 조사하였다.

<결과>

그림은 사람에서 통각과 촉각이 감각 기관으로부터 척수와 연수

를 거쳐 대뇌에 이르는 자극 전달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단, 통각

은 척수에서, 촉각은 연수에서 각각 교차한다.)

위 그림에서 척수의 빗금 친 부위를 다쳤을 때 예상되는 현상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ㄹ

그림은 폐포의 생김새를 나타낸 것이고, 그래프는 혈액이 폐포

의 모세 혈관 A를 통과하여 B에 이를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그

때의 O2와 CO2 분압을 나타낸 것이다.

폐포에서의 가스 교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혈액의 CO2 분압은 A에서보다 B에서 더 높다.

②　A는 폐동맥으로 연결되고 B는 폐정맥으로 연결된다.

③　혈액의 O2 분압은 A에서 40mmHg이고 B에서 100mmHg이다.

④　폐포와 모세 혈관 사이에서 O2와 CO2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확산된다.

⑤　폐포와 모세 혈관 사이에서는 0.2초 이내에 O2와 CO2의 교환

이 거의 다 이루어진다.

다음은 대장균의 한 유전자에서 전사된 mRNA의 일부이다. 이

유전자의 3번째 코돈인 UAU에 돌연변이를 유도하여 (가)와 같

이 세 종류의 돌연변이 mRNA를 얻었다. (나)는 mRNA의 유전

암호표이다.

이들 mRNA로부터 합성되는 단백질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ㄹ

다음은 철수가 식물 호르몬이 생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실

험이다.

이 실험 결과의 해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옥신은 10－9 M에서 뿌리 절편의 생장을 가장 많이 촉진하였다.

②　지베렐린은 10－7M에서뿌리절편의생장을가장많이촉진하였다.

③　옥신과 지베렐린은 조사한 모든 농도에서 뿌리 절편의 생장을

촉진하였다.

④　뿌리 절편의 생장을 촉진하는 최적 농도는 식물 호르몬의 종류

에 따라 다르다.

⑤　옥신은 10－10 M～ 10－6 M에서 지베렐린보다 뿌리 절편의 생장

촉진 효과가 더 크다.



77.

78.

ㄱ.　모든 할구의 세포질이 다른 수정란에서 2차 배를 형성할

수 있다.

ㄴ.　B 할구의 세포질은 다른 수정란의 식물극 할구에서 2차 배

를 형성하였다.

ㄷ.　(가) 실험에서 주입된 B 할구의 세포질은 또 다른 원구 상

순부를 유도하였을 것이다.

ㄹ.　A 할구의 세포질이 다른 수정란의 동물극 할구에 주입되었

다면 2차 배를 형성하였을 것이다.

<보 기>

79.

ㄱ.　가장먼저소모되어없어지는에너지원은크레아틴인산이다.

ㄴ.　운동 시작 후 20초 동안 근육 운동에 필요한 대부분의 에

너지는 산소 없이도 공급된다.

ㄷ.　운동 시작 후 40초가 되면 근육 운동에 필요한 대부분의

에너지는 해당 작용에 의해 공급된다.

<보 기>

80.

ㄱ.　A 구간에서 C3 식물의 광합성량은 호흡량보다 더 크다.

ㄴ.　B 구간에서 C3 식물의 광합성량은 호흡량보다 더 크다.

ㄷ.　B 구간에서 C4 식물의 광합성량은 호흡량보다 더 크다.

ㄹ.　A와 B 구간에서 C4 식물의 광합성 효율은 C3 식물보다 더

　높다.

<보 기>

그림은 사람의 정자 형성 과

정 중에 유전자 교환이 일어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단, 유

전자 A와 a, B와 b는 각각 대

립 유전자이며, 교차율은 5%로

가정한다.)

그림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전자 A와 B는 연관되어

있다.

②　교차가 일어나는 두 염색체는 상동 염색체이다.

③　한 개의 제 1정모 세포에서 네 개의 정자가 만들어진다.

④　정자에서 출현 빈도가 가장 높은 유전자 조합은 AB와 aB이다.

⑤　감수분열이 일어나는 동안 DNA양의 변화는 정자에서의 양(x)

을 기준으로 4x→ 2x→ x이다.

그림은 세포질이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개구리

수정란을 가지고 수행한 실험이다. 16세포기의 식물극 할구에서

세포질을 뽑아 다른 수정란의 16세포기 할구에 주입하여 2차 배의

형성 여부를 조사하였다. (단, 빗금 친 부분은 회색 신월환이 있었

던 위치를 나타낸다.)

이 실험 결과의 해석이나 추론으로 타당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ㄹ

그래프는 가벼운 운동을 할 때 운동 초기에 근육에서 소모되는

에너지원의 상대적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어느 시각에서도 각 에

너지의 비율을 합하면 100%이다.)

이 그래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

은? [1점]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ㄷ

영희는 C3 식물과 C4 식물을 잘 밀폐된 용기 안에 함께 넣고, 온

도를 33℃로 유지하면서 충분한 빛을 주었다. 그래프는 이 용기안

의 CO2 농도를 7일간 측정한 결과이다. C4 식물은 계속 잘 자랐지

만, C3 식물은 3일 후부터 잎이 누렇게 되어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CO2 보상점은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을 때의 CO2 농도이다.)

이 실험의 결과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

른 것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