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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성 명 : 수험 번호 :

◦ 수험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수험생은 홀수형 문제지로, 짝수인

수험생은 짝수형 문제지로 응시해야 합니다. 문제지가 자신에게

맞는 문형인지 확인하십시오.

◦ 이 문제지는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 수를 확인

하십시오.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하게 표기하십시오.

◦ 답안지에 수험 번호와 답을 표기할 때에는 답안지 우측에 있는

‘답안지 작성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에 따라 표기하십시오.

◦ 시험 시간은 11 : 00～12 : 20 (80분) 입니다.

1. 유전자 X의 조절 기작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 유전자의 조절 부위

를 리포터 유전자와 연결하여 동물세포에 도입하였다. 이 때 X

의 전사인자 A와 B의 유전자를 액틴 프로모터와 연결하여 아래

조건으로 함께 도입하였다.

<실험> 리포터 유전자의
발현 여부

위 실험 결과에 대한 해석이나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A는 X유전자 발현을 촉진한다.

② B는 X유전자 발현을 억제한다.

③ 사용한 세포에는 액틴 유전자의 발현을 촉진하는 전사인자가

있다.

④ B가 X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려면 X유전자 조절 부위 2가

필요하다.

⑤ 실험 (가)에서 리포터 유전자가 발현되지 않은 이유는 세포

에 이 발현을 촉진하는 전사인자가 없거나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2. 개구리의 성숙한 난자에서 Vg1 mRNA는 (가)처럼 식물극 주위

에 제한적으로 분포된다. 이러한 mRNA의 분포 기작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하였다.

ㄱ. 성숙 중인 난자에 미세소관을 파괴하는 노코다졸을 처리

하면 (나)의 분포 형태가 나타났다.

ㄴ. 성숙 중인 난자에 미세섬유를 파괴하는 시토칼라신 B를

처리하면 (다)처럼 식물극 반구에 분포하였다.

ㄷ. 성숙한 난자에 노코다졸을 처리하면 (가), 시토칼라신 B를

처리하면 (다)의 분포 형태가 나타났다.

(가) (나) (다)

위 실험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추론 중 옳은 것은?

① 성숙 중인 난자에서 Vg1 mRNA는 미세소관을 따라서 식물극

반구로 이동한다.

② 성숙한 난자에서 Vg1 mRNA는 식물극 주위에 존재하는 미세

소관과 결합하여 (가)처럼 분포한다.

③ 성숙한 난자에 노코다졸과 시토칼라신 B를 동시에 처리하면

Vg1 mRNA는 (나)처럼 분포하게 될 것이다.

④ 성숙 중인 난자에 노코다졸과 시토칼라신 B를 동시에 처리하면

Vg1 mRNA는 (다)처럼 분포하게 될 것이다.

⑤ Vg1 mRNA는 성숙 중에는 (나)의 형태로 분포하지만, 동물극

에서 특이적으로 분해되어 성숙한 난자에서는 (가)처럼 분포

한다.

3. 동물은 체온 조절 기작에 따라 열을 스스로 생산하는 내온성과

열을 외부에서 얻는 외온성으로 구분된다. 내온성 동물의 생태적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몸 크기의 최소 한계가 있다.

② 외온성 동물보다 지리적 분포에 제한이 적다.

③ 몸무게가 적은 종일수록 단위 몸무게당 산소 소비율은 증가

한다.

④ 추운 지방에서는 표면적 대 부피의 비가 작아지는 둥근 형태의

몸을 갖는다.

⑤ 외온성 동물보다 동화된 총에너지 중에서 성장과 번식에 높은

비율의 에너지를 분배한다.

계 열 공 통 홀수형



2 계 열 공 통 자연과학추론Ⅰ 홀수형

4. 사람 DNA에 산재하는 5'-CG-3' 디뉴클레오티드(dinucleotide)의 C

염기는 흔히 메틸화되어 있다 (예 : 5'-CACCTGC＊GCCAC＊GAA

-3', C＊는 메틸화된 C). 이곳에 메틸화된 C가 탈아미노화되면

C→T로의 전이(transition)가 일어난다. (가)는 사람 X염색체상

의 5개 유전자에 있는 5,028개의 코돈 중에서 변이가 일어나 치환

된 2,446개의 아미노산에 대하여 아미노산 종류별로 변이율을 나타

낸 것이다.

(가)

(나) 유전암호표

(가)의 20개 아미노산 중 변이가 가장 높게 나타난 19번 아미노

산을 옳게 추정한 것은? (유전암호표 참조)

① Ser ② Leu ③ Ala ④ Pro ⑤ Arg

5. 그림은 고등식물에서 종자가 만들어지고 휴면기를 거쳐 종자가

발아하는 과정에서 수분과 영양물질의 함량 변화 및 각 단계의

호르몬 활성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 ⊣ 표시는 해당되는 식물

호르몬이 작용하는 시기를 나타낸다).

각 단계에서 식물호르몬 활성의 변화에 대한 주된 이유를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종자 형성 초기에 시토키닌(CK) 활성이 높은 것은 접합자와

배젖세포의 분열을 위해서이다.

② 종자 형성 중기에 IAA와 지베렐린(GA)의 활성이 높아지는

것은 종자 세포의 신장을 위해서이다.

③ 종자 형성 말기에 앱시스산(ABA)의 활성이 높아지는 것은

종자의 조기 발아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④ 종자 발아 초기에 지베렐린의 활성이 높아지는 것은 종자에서

초기 배아세포의 활발한 분열을 위해서이다.

⑤ 종자 발아 시작 후 IAA의 활성이 높아지는 것은 유식물체

(seedling)의 세포 신장을 위해서이다.

6. 부신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호르몬은 세뇨관에서 Na＋와 K＋의

재흡수와 분비에 관여한다. 그림은 부신의 구조를 나타내고, 표는

사람의 혈액과 오줌의 Na＋와 K＋의 농도를 나타낸다.

이온 혈액 오줌

Na
＋

142 128

K
＋

5 60

단위 : mmole/L

혈액 내 Na＋의 농도가 낮을 경우 작용하는 이 호르몬의 합성 장소,

표적세포에서의 신호전달 기작 및 혈압에 미치는 효과를 설명한

것 중 옳은 것은?

합성 장소 호르몬의 신호전달 기작 혈압

① A
G-단백질 활성화를 통한

2차 신호전달자 생성 높아짐

② A
수용체 티로신키나제의

인산화를 통한 신호 활성화 낮아짐

③ B
수용체 티로신키나제의

인산화를 통한 신호 활성화 높아짐

④ B
수용체 단백질과 결합하여

전사인자로 작용 낮아짐

⑤ B
수용체 단백질과 결합하여

전사인자로 작용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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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림은 대뇌 피질의 활성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능성

자기공명영상(fMRI) 기법을 이용하여 측두엽의 특정 부위가 단어

를 들려주었을 때 활성화되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 기법은 신

경세포 활성에 의한 국소 정맥 혈액 내 산화헤모글로빈(HbO2)과

탈산화헤모글로빈(Hb) 비율의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대뇌 특정 부

위의 활성 정도를 간접적으로 알아낼 수 있다.

측두엽 활성 부위에서 나타나는 이차적인 변화를 순서대로 표시한

것은?

A. 신경세포 활성에 따른 대사 요구량의 증가

B. 혈류량의 증가

C. ( 혈액에서 조직으로 이동하는 산소량
조직으로 들어오는 동맥 혈액 내 총 산소량 ) 비율의 감소

D. 국소 정맥 혈액 내 HbO2/Hb 비율의 감소

E. 국소 정맥 혈액 내 HbO2/Hb 비율의 증가

① A → B → C → D → E

② A → B → D → C → E

③ A → C → D → B → E

④ A → D → B → C → E

⑤ A → D → C → B → E

8. 보기는 T-세포의 특성을 설명한 것이다.

T-세포 수용체가

인지하는 항원의

형태

ㄱ. 세포 표면에 발현

된 Class I MHC

＋

항원 펩티드

ㄴ. 세포 표면에 발현

된 Class II MHC

＋

항원 펩티드

항원 펩티드의

유래
ㄷ. 세포의 내부 ㄹ. 세포의 외부

활성 T-세포의

역할

ㅁ. 항원을 가진 세포

를 죽임

ㅂ. 항원 특이 면역세

포의 활성화

조력 T-세포(helper T-cell)의 특성만을 고른 것은?

① ㄱ, ㄷ, ㅁ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ㅁ

④ ㄴ, ㄷ, ㅂ ⑤ ㄴ, ㄹ, ㅂ

9. 도롱뇽과 개구리의 유생(larva)은 입과 그 주변의 형태가 다르다.

개구리는 빨판을, 도롱뇽은 이빨을 특이적으로 갖는다. 그림과 같이

도롱뇽 초기 낭배에서 복부로 발생할 부위의 표피를 잘라내, 개구

리의 입으로 발생할 부위의 표피가 제거된 부위에 이식하였다.

위 실험의 결과로 발생할 개구리의 형태를 옳게 예상한 것은?

① 이빨을 가진 유생으로 발생한다.

② 빨판을 갖는 정상적인 유생으로 발생한다.

③ 머리와 등이 두 개씩 있는 유생으로 발생한다.

④ 입에 개구리의 복부 구조를 갖는 유생으로 발생한다.

⑤ 도롱뇽의 복부와 개구리의 입 특성이 섞인 구조를 갖는 유생

으로 발생한다.

10. 경제 수종인 A종과 B종의 성장 촉진을 위해 한 벌목구에서는

줄기 둘레 30 cm 이상의 잡목을, 다른 벌목구에서는 15 cm 이상의

잡목을 제거하였다. 30 cm 이상의 잡목 제거 시 벌목 전에 비해

지표에 도달하는 광량이 6배 증가하였고, 15 cm 이상의 잡목 제거

시 8배 정도 증가하였다. 일 년 후 두 벌목구와 벌목하지 않은 대

조구에서 두 종 개체들의 줄기 둘레를 측정하여 평균 성장량을

그림과 같이 요약하였다.

A종 B종

위 그림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ㄱ. 전반적으로 B종이 A종보다 잡목과 더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ㄴ. 실험 초기 줄기 둘레 50 cm 이상인 B종의 큰 나무는 빛보

다는 다른 요인에 대해 잡목과 경쟁하고 있다.

ㄷ. 둘레 30 cm 이상의 잡목을 제거한 효과는 두 수종 모두

실험 초기 둘레 50 cm 미만의 나무에서 현저하다.

① ㄴ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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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그림은 일반적인 중합효소연쇄반응(PCR)과 이로부터 증폭된

DNA를 아가로스 겔 전기영동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그린 모식도

이다.

위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표시한 DNA 가닥의 왼쪽은 3' 말단이다.

② (가)～(다) 단계 중 반응 온도가 가장 높은 곳은 (가)이다.

③ (가)～(다) 단계 중 Tm의 고려가 가장 필요한 곳은 (다)이다.

④ (라)단계에서 전기영동한 DNA는 브롬화 에티듐(ethidium

bromide)으로 염색하여 확인한다.

⑤ 원하는 DNA 단편을 100배 이상으로 증폭하기 위해서는 (가)

에서 (다)까지의 과정을 7번 이상 반복하여야 한다.

12. 림프는 조직액(interstitial fluid)이 림프관으로 들어감으로써

형성된다. 그림은 어떤 조직 내에서 모세혈관으로부터 조직액이

형성되는 과정과 조직액이 모세림프관으로 흐르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혈압, 삼투압 및 조직액압의 상관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가) (나)

위 그림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에서 혈압과 조직액압의 차가 삼투압 차와 같아지면 모세

혈관의 여과력과 흡수력은 같아진다.

② (나)의 A영역에서 모세혈관의 혈압이 증가하면 림프 흐름은

증가할 것이다.

③ (나)의 A영역에서 조직액의 단백질 농도가 증가하면 림프 흐름

은 증가할 것이다.

④ (나)의 A영역에서 혈장의 단백질 농도가 감소하면 림프 흐름

은 감소할 것이다.

⑤ (나)의 B영역에서는 큰 림프관이 주위의 조직액압에 의해

압박을 받고 있다.

13. 그림은 사람의 난소 및 정소 세정관의 모식도이다.

위 그림에 대한 설명이나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A)는 제 1감수분열 전기에 멈춰 있다.

② (B)는 제 2감수분열 중기에 멈춰 있다가 수정된 후 감수분열이

완성된다.

③ 정원세포는 생식 가능한 동안 계속 분열하고 감수분열을 거쳐

정자로 된다.

④ 난포자극호르몬(FSH)과 황체형성호르몬(LH)은 정자형성 과정

을 조절한다.

⑤ 정자형성 과정에서 감수분열 시 XY 염색체는 쌍을 이루지 않

는다.

14. 식물의 형질전환을 위해서는 토양 세균인 Agrobacterium에 있

는 Ti-플라스미드의 일부분인 T-DNA를 이용한다. 야생형 메밀의

꽃은 흰색이며, 단일유전자 P가 동형접합체로 도입되어 발현된

메밀은 자주색 꽃이 핀다. 이 사실을 이용하여 메밀의 형질전환

실험을 수행하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가. 야생형 메밀을 P유전자가 삽입된 T-DNA로 형질전환

시킨 후 조직배양을 통하여 재분화시켰더니 진분홍 꽃이

피었다.

나. 진분홍 개체의 유전체를 조사하였더니 P유전자 사본(copy)

하나만이 삽입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다. 진분홍 꽃을 가진 개체끼리 교배하였더니 자주색 꽃, 진분

홍 꽃, 흰 꽃을 가진 개체가 각각 1 : 2 : 1로 나타났다.

위의 메밀 형질전환 실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P유전자는 메밀의 흰 꽃을 나타내는 유전자에 대해서 완전

열성이다.

② 메밀꽃 색깔 표현형의 분리비와 이에 해당하는 유전자형의 분리

비는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③ 형질전환된 메밀의 꽃 색깔은 삽입된 P유전자 산물의 합성량

과는 관련이 없을 것이다.

④ 흰 꽃을 가진 개체와 진분홍 꽃을 가진 개체를 교배하면 흰 꽃과

진분홍 꽃의 개체가 1 : 1로 나타날 것이다.

⑤ 자주색 꽃을 가진 개체와 흰 꽃을 가진 개체를 교배하여 얻은

자손을 자가수분하면 자주색 꽃과 흰 꽃의 개체가 1 : 1로 나타

날 것이다.



계 열 공 통 5자연과학추론Ⅰ 홀수형

15. 시각정보는 망막의 신경세포→시신경→시신경교차→시각로

(optic track)→시상(thalamus)→시각중추의 순서로 전달된다.

그림은 시각정보 회로를 포함하는 뇌단면의 모식도이다.

(가)는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시야를 나타낸다. 오른쪽 시신경이

절단되면 (나)와 같이 D부위가 보이지 않고 , 왼쪽 시각로가 절단

되면 (다)와 같이 C와 D가 보이지 않는다 . 그리고 오른쪽 시각로

가 절단되면 A와 B가 보이지 않는다.

(가) (나) (다)

이를 근거로 추론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부위가 절단되면 A가 보이지 않는다.

② ㉡부위가 절단되면 B와 C가 보이지 않는다.

③ ㉢부위가 절단되면 C와 D가 보이지 않는다.

④ 왼쪽 시각로는 왼쪽 눈에서 나온 정보의 일부를 지니고 있다.

⑤ 오른쪽 시신경의 일부는 시신경교차에서 왼쪽 뇌반구로 교차된다.

16. P1 파아지를 thy＋lys＋cys＋인 대장균에 감염시켜 용균액을 얻었

다. 이 용균액을 thy－lys－cys－인 대장균에 감염시킨 후 thy＋와

lys＋인 재조합 균주를 선별하였다. 이들 재조합 균주들의 영양 요

구성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재조합 균주 영양 요구성

thy＋ 균주
lys＋ 46 % lys－ 54 %

cys＋ 3 % cys－ 97 %

lys＋ 균주
thy＋ 50 % thy－ 50 %

cys＋ 0 % cys－ 100 %

세 유전자의 상대적 위치를 옳게 표시한 것은?

①

②

③

④

⑤

17. (가)는 지구상의 탄소 순환 모식도이다(단위 1×10
15
g탄소/년).

(나)는 위도에 따른 낙엽 분해 속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낙엽주머니

에 일정량의 낙엽을 넣고 잔존 낙엽의 건조중량을 시간에 따라서

측정한 결과이다.

(가)

(나)

위 그림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으로 옳은 것은?

① 식생은 120×1015 g탄소/년의 일차순생산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

탄소를 제거한다.

② 해양이 대기 이산화탄소량 변화를 완화하는 능력은 주로 탄소

퇴적에 의한 것이다.

③ 실측한 대기 탄소의 증가량이 3.2×1015 g탄소/년이라면, 모식도

에서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대기로부터의 탄소 제거량은 1.7×

1015 g탄소/년으로 추정된다.

④ 위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낙엽 분해 속도는 증가한다.

⑤ 낙엽 현존량에 변화가 없고 온실효과에 의하여 기온이 상승한

다면 토양으로부터 이산화탄소 연간 배출량은 감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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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응급실에 급성 농약 중독으로 환자가 실려 왔다. 이 농약의 주성

분은 아세틸콜린 에스터라제(acetylcholine esterase) 억제제이고

중추신경계나 자율신경절에는 작용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환

자가 보일 수 있는 증상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심장 박동이 빨라진다.

ㄴ. 타액의 분비가 증가한다.

ㄷ. 위장 연동 운동이 증가한다.

ㄹ. 동공이 정상에 비해 확장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성장인자(growth factor) E가 세포막 수용체와 결합하면 수용체

는 이량체(dimer)로 되고 자가인산화(autophosphorylation)를 일으

켜 여러 신호 경로를 통해 세포분열을 촉진한다. E의 수용체에는

세포질 쪽 부분에 단백질 키나제 부위와 인산화되는 부위가 있다.

E수용체가 없는 세포에서 아래와 같이 정상 수용체와 변형된 수

용체를 여러 조합으로 발현시킨 후, E를 처리하여 세포분열 및 인

산화 정도를 조사하였다. (단, 이량화에는 A부위만 관여한다.)

(가)

(나)

(다)

발현시킨

수용체

E 처리

여부

인산화된

수용체

세포분열 정도

(+ :높음, - :없음)

(가) - 없음 -

(가) + (가) ++++

(나) + 없음 -

(다) + 없음 -

(가), (나) + (가), (나) ++++

(가), (다) + (가) ++

(나), (다) + (나) ++

위 실험에 대한 결론이나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용체의 B는 인산화되는 부위이고 C는 키나제 부위이다.

② 이량화된 수용체 내에서 두 단량체 사이의 키나제 작용으로

자가인산화가 일어난다.

③ 키나제 작용이 있어도 수용체가 인산화되지 않으면 E의 신호

전달이 일어나지 않는다.

④ (다) 수용체를 정상 E수용체가 있는 세포에서 과발현시키면

E의 효과를 억제할 수 있다.

⑤ (가)와 (나) 수용체를 함께 발현시킨 후, E를 처리하면 세포막

에 나타날 수 있는 이량체 형태는 세 가지이다.

20. 실험실에서 합성한 물질 A는 단맛을 내는 물질이다. 미각수용기

세포와 미각신경에서 이 물질의 신호전달 과정을 연구하여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가) A에 대한 수용체는 미각수용기

세포의 세포막에 존재한다.

(나) 신경전달물질의 분비량은 처리한

A의 농도에 비례한다.

(다) 분비된 신경전달물질은 미각신경

에서 활동전위를 발생시킨다.

(라) 세포 밖의 Ca
2＋
이온을 제거하면,

A를 처리하여도 신경전달물질이

분비되지 않는다.

위 결과에 대한 해석이나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분비되는 신경전달물질은 흥분성이다.

② A는 미각수용기세포의 세포막을 탈분극시킨다.

③ 미각신경은 신경전달물질에 대한 수용체를 지니고 있다.

④ A는 미각수용기세포의 세포질 내 Ca2＋ 농도를 증가시킨다.

⑤ 미각신경에서 활동전위의 크기는 처리한 A의 농도에 비례한다.

21. 여러 생물체를 이용하여 양성잡종교배 실험을 했을 때 제 2세대

자손의 표현형 비율이 각각 9 : 7, 9 : 3 : 4 및 12 : 3 : 1로 나왔고, 이

를 기초로 하여 서로 다른 두 유전자들이 상호작용하는 경로를

<보기>와 같이 추론하였다.

<보 기>

제 2세대 자손의 표현형 비율과 유전자들의 상호작용 경로를 바르

게 짝지은 것은?

9 : 7 9 : 3 : 4 12 : 3 : 1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ㄴ

③ ㄴ ㄱ ㄷ

④ ㄴ ㄷ ㄱ

⑤ ㄷ 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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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자연선택은 생물의 진화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자연선택의

개념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은?

<보 기>

ㄱ.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의 방향은 예측할 수 없다.

ㄴ. 자연선택은 종의 이득과는 관계없이 개체들에 작용한다.

ㄷ. 자연선택은 무작위적으로 작용하지 않으므로 진화는 일정

한 방향으로만 진행된다.

ㄹ. 자연선택은 이미 존재하는 형질(trait)에 작용하므로 새로

운 형질은 생기지 않는다.

ㅁ. 자연선택은 표현형에 작용하지만 진화는 집단의 대립인자

빈도의 변화로 일어난다.

① ㄱ, ㄴ, ㅁ ② ㄱ, ㄷ, ㅁ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ㄹ, ㅁ

23. 담석은 주로 담즙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결정화되면서 생긴다. 이

과정에는 담즙염과 레시틴(인지질의 일종)의 양이 영향을 미친다. 그

림은 이 영향을 콜레스테롤 :레시틴 :담즙염의 함유비(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지점
함유비 (%)

콜레스테롤 레시틴 담즙염

A 30 50 20

B 10 20 70

그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담즙염의 함유비가 40% 이상인 경우는 콜레스테롤 결정이 생성

되지 않는다.

② 레시틴의 함유비가 70 % 이상이면 비록 콜레스테롤의 양이

적어도 결정이 생긴다.

③ 콜레스테롤이 미셀로만 있을 때는 레시틴의 함유비를 높이면

결정이 생성되지 않는다.

④ A에서 결정 생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콜레스테롤의 함유비는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담즙염의 함유비를 높이도록 한다.

⑤ B에서 결정 생성을 피하기 위해서는 콜레스테롤의 함유비를

10 %로 유지하면서 담즙염의 함유비를 높이도록 한다.

24. 호수나 하천의 오염도를 나타내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은

수중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는 데 소모되는 용존산소량(DO)의

변화로 측정한다. 그림은 오염된 물의 BOD를 측정하는 과정을 나

타낸 것이다.

각 실험 단계의 주된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 :유기물 분해 미생물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한다.

② (나) :질산 생성에 의한 pH 저하로 인해 미생물 활동이 억제

되는 것을 막는다.

③ (다) :부족한 미생물을 추가로 공급하여 유기물이 충분히 분해

되도록 한다.

④ (라) :배양 중 과다한 유기물의 분해에 의해 용존산소가 고갈

되는 것을 막는다.

⑤ (마) :광합성을 억제하여 산소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다.

25. 그림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실험쥐에서 일어나는 면역반응의 활성변

화이다.

ㄱ. 시토카인(인터페론-α, -β 등)의 체내 생산활성

ㄴ. NK(natural killer cell) 세포의 바이러스 감염세포 제어활성

ㄷ. T-세포의 바이러스 감염세포 제어활성

이 결과는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초기 면역반응에서 NK 세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위 그림에 대한 설

명이나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ㄷ의 T-세포는 CD8＋ T-세포이다.

② 활성화된 NK세포는 항원 특이성을 획득한다.

③ 활성화된 NK세포는 T-세포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친다.

④ NK세포는 림프구의 일종으로 다른 림프구처럼 골수에서 만들

어진다.

⑤ ㄱ의 시토카인들을 실험쥐에 먼저 주입한 후 바이러스로 감염

시켰을 경우, ㄴ의 위치는 왼쪽으로 이동될 것이다.



8 계 열 공 통 자연과학추론Ⅰ 홀수형

26. 일부 리간드는 수용체 매개 방식으로 세포 내에 유입된다. 디나

민에 돌연변이가 일어난 세포주에서는 클라트린-피복구(clathrin-

coated pit)가 세포 안으로 유입되지 못한다. 수용체에 특이적인 리

간드 처리 전후에 정상 세포와 돌연변이 세포로부터 각각 세포막

을 추출하여 수용체 특이적인 항체로 웨스턴 블롯 분석(Western

blot analysis)을 수행하였다.

위 실험 결과에 대한 내용이나 추론 중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ㄱ. 돌연변이 세포에 리간드를 처리하면 세포막에 클라트린의

양이 증가할 것이다.

ㄴ. 리간드가 세포 내로 유입되기 위해서는 클라트린-피복 소

낭이 형성되어야 한다.

ㄷ. 정상 세포에서 리간드 처리 후 수용체의 양이 감소한 것은

리간드와 결합한 수용체가 세포 내로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ㄹ. 돌연변이 세포에서 리간드 처리 전과 후에 수용체 양에

변화가 없는 것은 세포 내로 도입된 수용체가 세포막으로

회수되었기 때문이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7. 혈관의 내피세포에서 합성, 방출되는 산화질소(NO)는 혈관을 둘

러싸고 있는 평활근에 작용하여 혈관의 내강을 확장시킴으로써 혈

류량을 조절한다. 이러한 NO의 생성과 기능에 대한 <보기>의 설

명 중 옳은 것은?

<보 기>

ㄱ. NO는 평활근의 이완을 유도한다.

ㄴ. 아세틸콜린은 NO의 생성과 방출을 저해한다.

ㄷ. NO는 평활근막의 K＋ 채널을 활성화시켜 과분극을 유도

한다.

ㄹ. NO는 평활근에서 2차전달자의 생성을 유도하여 트로포닌

을 활성화시킨다.

ㅁ. 혈관 내피세포성 NO 합성효소(eNOS) 유전자를 파괴시킨

쥐(knockout mouse)는 전반적으로 정상 쥐보다 높은 혈압

을 유지한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ㄷ,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28. 사람의 위는 음식이 들어오면 염산을 분비한다. 그림은 위샘에

있는 벽세포가 염산을 분비하는 기작을 나타낸 것이다.

위 그림에 관한 설명이나 추론 중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벽세포의 세포질은 분비할 염산이 농축되어 산성화된다.

ㄴ. 벽세포에서 염산이 분비되는 과정에는 ATP가 소모된다.

ㄷ. H
＋
/K
＋
펌프가 H

＋
를 위내강으로 내보내면, Cl

－
는 위내강

으로 방출된다.

ㄹ. 염산이 위내강으로 분비될 때 모세혈관의 혈액은 pH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9. 그림은 고등식물의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광합성의 명반응에서

전자흐름에 의한 ATP와 NADPH 생성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위 그림과 관련된 설명이나 추론 중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ㄱ. 광계 II가 받은 빛에너지는 스트로마 쪽에서 ATP 합성에

이용된다.

ㄴ. NADPH는 페레독신-NADP＋ 환원효소에 의해 생성된 후

스트로마에서 이산화탄소 고정에 이용된다.

ㄷ. 전자흐름 동안 수소 이온이 ATP 합성효소를 통해 스트로

마로 방출되므로 스트로마가 틸라코이드 내강보다 더욱 산성

화된다.

ㄹ. 500 nm, 670 nm의 두 가지 파장을 동시에 엽록체에 조사

하면, 500 nm 파장이 광계 안테나 복합체의 카로티노이드

보다 엽록소에서 더 많이 흡수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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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그림은 지방세포 분화에 필수적인 인자들 중 하나인 PPARγ 유

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세포 내 Wnt-1 신호전달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지방전구세포가 지방세포로 분화될 때, <보기>와 같이 처리하여

지방세포로 분화되는 것을 억제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ㄱ. Wnt-1 단백질 처리

ㄴ. Li＋ 처리

ㄷ. Axin cDNA를 도입하여 발현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31. 그림은 줄무늬(수의) 근육의 횡단면으로서, 이 근육이 서로 다른

형태와 기능을 나타내는 근섬유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여 준다.

(가)는 근섬유의 핵을, (나)는 미토콘드리아를 선택적으로 염색한

것이다.

(가) (나)

근섬유 A, B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근섬유 A에는 근섬유 B보다 미오글로빈의 양이 많다.

② 근섬유 B에는 근섬유 A보다 세포질 내 글리코겐 함유량이 많다.

③ 근섬유 A는 주로 산화적 인산화 과정을 통해 ATP를 생산한다.

④ 근섬유 B에서는 근섬유 A보다 지속되는 운동에 따른 피로

현상이 더 느리게 발생한다.

⑤ 근섬유 A 주위에는 근섬유 B보다 더 많은 모세혈관이 분포

되어 있어 혈액 공급이 더 풍부하다.

32. 그림은 배양 중인 동물세포의 세포당 DNA 함량을 유세포 분석

기(flow cytometry)로 조사한 것이다.

위 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포사멸(apoptosis)이 일어나면 A의 세포 수가 증가한다.

② 세포주기 중 G1기의 세포는 B에 있다.

③ 세포 크기 검문지점(check point)은 C에 있다.

④ 방추사 형성을 억제하면 D의 세포 수가 증가한다.

⑤ 염색체를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는 지점은 D이다.

33. 자궁근종은 자궁근에서 유래하는 양성 종양이다. 다음은 호르

몬이 자궁근종의 성장과 자궁근종에서 IGF-1(성장인자의 일종)

유전자의 전사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해 가상적으로 실시한

실험 결과이다. 각 처리군별 자궁근종의 평균 크기와 근종세포당

IGF-1 mRNA의 발현 정도를 상대적인 수치로 나타냈다. (단, 세

포에 존재하는 에스트로겐 수용체 단백질의 양은 동일하다.)

처리 방법 종양 크기 IGF-1 발현

무처리 대조군 100 100

성선자극호르몬방출호르몬

억제제(GnRH antagonist) 투여
10 15

난소제거수술 10 15

난소제거수술 후

에스트로겐 투여
75 100

에스트로겐 억제제

(antiestrogen) 투여
35 15

위 실험 결과에 대한 해석 중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황체형성호르몬(LH)은 종양의 크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ㄴ. 난포자극호르몬(FSH)은 IGF-1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ㄷ. IGF-1유전자의 발현은 에스트로겐에 의해서 주로 영향을

받는다.

ㄹ. 난소에서는 여성호르몬 외에 자궁근종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생산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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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사슴생쥐의 Orb 유전자는 X염색체에 연관되어 있으며, Orb＋는

오리발의 형태를 나타내게 하는 우성 대립유전자이다. 하디-와인버그

(Hardy-Weinberg) 평형을 이루고 있는 집단에서 대립 유전자

Orb＋와 Orb－의 빈도는 각각 0.2와 0.8이다. 이 집단에서 암수의

비가 1 : 1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오리발을 가지는 개체의

비율은?

① 0.18 ② 0.24 ③ 0.28 ④ 0.32 ⑤ 0.36

35. [3H]dT(데옥시티미딘)은 세포 내 DNA를 방사성동위원소로

표지하는 데 사용하는 화합물이다. [
3
H]dT를 이용하여 다음 두 가지

실험을 하였다.

<실험 A>

대장균을 [3H]dT가 함유된 배지에서 30초간 배양한 후,

즉시 균체를 모아 DNA를 분리하였다. 이 DNA를 단일가닥

상태로 초원심분리하여 질량에 따라 분리하였다. 원심분리관의

위에서부터 일정량 씩 분획을 받은 후 각 분획의 방사능을

측정하였다 (답지의 실선).

<실험 B>

대장균을 [3H]dT가 함유된 배지에서 30초간 배양한 후 균체

를 모아 씻고, [3H]dT가 함유되지 않은 배지에서 다시 2분간

배양하였다. 다시 균체를 모아 DNA를 분리하고 이 DNA를

<실험 A>와 동일한 방법으로 초원심분리한 후 방사능을 측정

하였다 (답지의 점선).

위 실험에서 얻어진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유형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① ②

③ ④

⑤

36. 배양접시에서 배양되는 신경세포 A와 B는 (가)처럼 시냅스를

형성하고 있다. 신경세포 A를 전기적으로 자극하면, 축삭말단부에

서 흥분성 신경전달물질이 분비된다. 이때 신경세포 B의 활동전위

를 측정하였더니 (나)와 같았다. 이어서 전위의존적 (voltage-

dependent) Na＋채널 억제제를 배양액에 첨가하고, 동일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단, 휴지막전위는 －65 mV이고, 화살표는 전기자극

전달 시점을 나타낸다.)

(가) (나)

이때 예상되는 신경세포 B의 막전위 변화를 옳게 나타낸 것은?

① ② ③ ④ ⑤

37. 식물은 광합성을 하는 녹조류의 한 계통에서 기원하였다고 추정

된다. 물에서 육상으로 서식지를 옮기면서 식물은 육상의 건조한

조건에서 생존하고 효과적으로 번식할 수 있도록 여러 구조와

기능을 갖추게 되었다. 그림은 식물 계통수의 일부이다.

A, B, C, D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을 <보기>의 설명과 옳게

짝지은 것은?

<보 기>

ㄱ. 건조에 견디기 위해 헛물관을 갖추게 되었다.

ㄴ. 자손을 널리 퍼뜨리기 위해 꽃과 열매를 갖게 되었다.

ㄷ. 자손을 보호하기 위해 배를 형성하는 기능을 획득하였다.

ㄹ. 단단한 껍질과 양분을 갖춘 어린 2배체 자손을 만들게

되었다.

A B C D

① ㄱ ㄷ ㄴ ㄹ

② ㄱ ㄹ ㄴ ㄷ

③ ㄱ ㄹ ㄷ ㄴ

④ ㄷ ㄱ ㄴ ㄹ

⑤ ㄷ ㄱ ㄹ ㄴ



* 확인 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하게 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 문제지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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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세 그룹의 실험쥐에 항원 BSA(bovine serum albumin)를 1차

주입한 뒤, 한 달 후 2차로 BSA, 변성된 BSA, HEL(hen egg-

white lysozyme)을 각각 주입하였다. 각 그룹의 실험쥐에서 BSA

에 대한 1차 및 2차 면역반응의 항체생성반응과 세포성면역반응을

조사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항 원 1차 면역반응 2차 면역반응

1차

주입

2차

주입

항체생성

반응

세포성면역

반응

항체생성

반응

세포성면역

반응

BSA BSA + + +++ +++

BSA
변성된

BSA
+ + +/- +++

BSA HEL + + - -

- :반응이 없음

+ :약한 반응

+++ :매우 강한 반응

위 실험 결과에 대한 설명이나 추론 중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변성된 항원은 B-세포의 항원으로 작용할 수 없다.

ㄴ. B-세포 수용체는 항원 단백질의 3차 구조를 인지한다.

ㄷ. 2차 면역반응에서 B-세포는 대식세포의 도움으로 항원을

인지한다.

ㄹ. T-세포 수용체는 항원 단백질이 분해되어 생성된 펩티드

의 1차 구조를 인지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9. 다음은 일상 생활에서 내분비계와 연관된 호르몬의 합성 기작

및 기능에 관한 설명이다.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고른 것은?

<보 기>

ㄱ. 술을 많이 마시면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이유는 뇌하수체

후엽에서 생산되는 항이뇨호르몬의 분비가 억제되기 때문

이다.

ㄴ. 먼 외국을 여행할 때 시차적응을 위해 복용하기도 하는

멜라토닌은 밤에 분비량이 증가한다.

ㄷ. 장에서 칼슘 이온의 흡수를 조절하는 비타민 D는 토코페

롤로부터 만들어지며, 피부가 자외선에 오래 노출되면 많이

합성된다.

ㄹ. 운동선수들이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anabolic steroid)는 글루코코르티코이드의 유도체로서 근육

에서 당대사를 촉진하여 많은 ATP가 생산되도록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0. 신장의 신단위(nephron)에서 혈액은 사구체를 지나면서 보우만

주머니로 여과된다. 그림은 혈액에 있는 용질이 사구체에서 투과될

때 용질의 크기와 전하가 투과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 준다. 용질의

분자 크기는 표에 나타나 있다.

용 질
분자량

(달톤)

분자 반경

(nm)

Na＋ 23 0.10

요소 60 0.16

글리신 75 0.22

락토글로빈 36,000 2.16

혈청 알부민 69,000 3.55

위 현상과 관련된 설명이나 추론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ㄱ. 혈장에서 농도가 높은 용질일수록 사구체에서 많이 투과

된다.

ㄴ. 혈청 알부민이 음전하를 띠고 있다면 사구체에서 거의 투과

되지 않는다.

ㄷ. 락토글로빈과 동일한 크기를 갖는 혈장 단백질은 사구체

에서 투과된다.

ㄹ. Na
＋
, 물, 요소, 글리신은 사구체에서 자유롭게 투과되나,

포도당은 자유롭게 투과되지 못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