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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제의도] 생명 현상의 특성 이해하기

 [해설] 인공 지능 로봇 ‘휴보’는 생명체와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생식과 발생은 하지 않는다.

2. [출제의도] 영양소의 흡수와 이동 경로 이해하기

 [해설] 소화된 영양소는 부분 소장에서 흡수되어 혈관
과 림프관을 통해 심장으로 이동한다. 지방산과 글리
세롤은 소장의 상피세포로 흡수된 후 지방으로 재합
성되어 림프관을 통해 이동한다.

3. [출제의도] 혈액의 성분과 기능 이해하기

 [해설] 적혈구는 모세혈관 벽을 통과할 수 없고, 백혈구
는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액과 림프에서 발견된
다. 혈소판의 트롬보키나아제가 혈장 성분에 작용하
여 혈액의 응고 작용이 일어난다.

4. [출제의도] 남성의 생식 기관 구조와 기능 이해하기

 [해설] A는 부정소이고, B는 수정관이다. 부정소는 정자
의 저장 및 활성화를 담당하고, 수정관은 정자의 이
동 통로이다. 정자는 정소안의 세정관에서 만들어지
는데 세정관의 바깥쪽에서 안쪽 방향으로 감수 분열
이 진행된다. 정원세포에서 제1정모 세포가 되는 과
정에서 DNA가 복제된다.

5. [출제의도] 심장 박동과 혈액 흐름 이해하기

 [해설] 심방과 심실의 수축, 이완 작용에 의해 판막이 
개폐되어 혈액이 일정한 방향으로 흐른다. (가)는 심
방 수축기, (나)는 심실 수축기이며 (가)에서 (나)로 
될 때 심방과 심실 사이의 판막이 닫히므로 심장 박
동 소리가 난다. 좌우 심방은 동시에 수축된다.

6. [출제의도] 호흡 기관과 호흡 운동 원리 이해하기

 [해설] 사람의 폐는 근육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스스
로 운동할 수 없기 때문에 늑골과 횡격막에 둘러싸인 
흉강의 압력 변화에 의해 확 되거나 축소된다. 

7. [출제의도] 소화 효소 작용 실험 해석하기

 [해설] 침과 이자액에는 아 라아제가 들어 있어 녹말을 

분해한다. 효소가 열에 약하다는 사실은 B와 D를 비
교해야 알 수 있다.

 
8. [출제의도] 유전 가계도 분석하기

 [해설] 정상인 부모사이에서 유전병을 지닌 자손이 생겼
으므로 이 유전병은 열성 형질이다. 유전병을 지닌 
자손이 생겼으므로 A는 보인자이다. B는 아버지가 
열성 호모이므로 아버지에게 유전병 유전자를 물려받
는다. 이 유전병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존재한다.

9. [출제의도] 생태계에서 탄소 순환 이해하기

 [해설] 탄소는 무기 환경과 생물 사이를 순환한다. 탄소
는 A과정에서 유기물로 전환되고 B과정에서는 무기
물로 전환되며 순환한다.

10. [출제의도] 헤모글로빈의 산소 친화력 이해하기

 [해설] 헤모글로빈은 산소 분압이 높고 이산화탄소 분압
이 낮을 때 산소 포화도가 높아진다. 산소 분압이 높
은 폐포에서는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하여 포화도
가 증가하고 조직에서는 역반응이 일어난다. 격렬한 
운동을 하면 근육에서 산소 분압이 낮아지므로 산소 
포화도가 감소한다.

11. [출제의도] 혈액형 판정 원리 이해하기

 [해설] 영희는 A형이고, 철수는 B형이다. 길동이는 두 
가지 표준혈청에 모두 응집되었으므로 AB형이며 응
집소가 없고, 순희는 O형이며 B형인 철수로부터 수
혈 받을 수 없다. 

12. [출제의도] 사구체의 기능 이해하기

 [해설] 사구체에서 분자의 크기가 작은 혈장 성분들이  
여과된다. 실험에서 튜브 안에 남은 색소 입자가 과
망간산이온보다 더 크다. 신장의 사구체에서 단백질
은 입자가 크므로 여과되지 않는다. 

13. [출제의도] 렌즈와 수정체의 기능 비교하기

 [해설] 물체의 위치에 따라 수정체의 두께가 조절되어 
망막에 상이 맺힌다. (나)는 상의 위치를 망막 쪽으
로 당겨야하므로 볼록 렌즈를 사용해서 교정할 수 있
다.

14. [출제의도] 자극의 수용과 반응 이해하기

 [해설] 근섬유는 역치 이상의 자극에서 일정한 크기의 
반응을 나타내므로 실무율이 적용된다. 역치가 가장 
낮은 근섬유 A가 가장 민감하다. 

15. [출제의도] 영양소의 종류와 기능 이해하기

 [해설] 그림의 우유가 갖고 있는 영양 정보를 살펴볼 
때, 이 우유는 약 128㎉의 열량을 낼 수 있고 비타민 
B군이 없으며 주로 지용성 비타민으로 되어 있다.

16. [출제의도] 생식 주기 이해하기

 [해설] 그래프를 해석하면 이 여성은 그동안 배란 3회, 
월경 3회 후 임신이 되었다. 수정은 마지막 배란이 
일어난 10주 경에 이루어졌다.

카페 샘아창(http://cafe.daum.net/jsbios)과 영아창

(http://cafe.naver.com/jsbios)은 학습자료 공유문화

의 개방화와 선진화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28-

17. [출제의도] 염색체와 유전자의 관계 이해하기

 [해설] A와  B유전자는 연관되어 있으므로 독립 유전을 
하지 않으며, B와 C유전자는 독립 유전을 한다. (가)
에서는 4종류의 생식 세포가 만들어지므로 (나)와 교
배하면 4종류의 유전자형이 나타난다.

18. [출제의도] 염색체 돌연변이 이해하기

 [해설] (가)의 염색체의 부분 이상으로 정상인과 염색체 
수가 같다. (나)는 염색체의 수에 이상이 생긴 돌연
변이로 생식 세포가 형성될 때 염색체의 비분리 현상
이 원인이다. 묘성증후군은 염색체의 결실이 일어난 
경우이다.

19. [출제의도] 티록신의 분비량 조절 이해하기

 [해설] 티록신은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온몸 
세포의 물질 사를 촉진한다. 따라서 티록신의 분비
량이 증가하면 열 발생량이 증가한다. 뇌하수체 전엽
에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TSH)의 분비가 증가하면 
티록신의 분비량이 증가한다.

20. [출제의도] 핵치환 기술 이해하기

 [해설] 복제 개의 탄생 과정은 핵치환 기술이 사용되었
으며 복제 개는 체세포의 핵을 제공한 개체와 같은 
형질을 나타내며 이를 통해 분화된 체세포의 핵도 개
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구과학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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