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교시  생물1
09. 11. 12 『2010 대수능』

KT정보에듀 과학탐구영역(생물) 박노광 선생님         1

1. 문제의 제시는 생명 현상의 특성 중 ‘적응’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보기 ④번이 적응에 관한 것

이다.

①, ② 물질대사 ③ 반응 ⑤ 반응.

정답 : ➃

2. 주영양소 중에서 인체 구성 비율로 가장 많은 양

을 차지하는 A는 단백질이고 수단 Ⅲ 반응에 나

타나는 B는 지방, 1일 권장섭취 비율이 가장 많

은 C는 탄수화물이 된다.

ㄱ. 단백질

ㄴ. B는 1g당 9, A와 C는 1g당 4

ㄷ. 탄수화물은 ㅈ로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정답 : ➃

3. (가)는 포도당 효소 A는 리파아제 

효소 B는 펩신이 된다.

ㄱ. 포도당은 수용성양분이므로 소장의 모세혈관

으로 흡수된다.

정답 : ➃

4. ㄱ. 문제에서 광합성하는 플랑크톤인 클로렐라라

고 제시되었으므로 클로렐라는 생산자이다.

ㄴ. 물벼룩을 넣어서 클로렐라의 수가 줄어들고 

A구간 이후에 결국 물벼룩도 감소하므로 경쟁 관

계가 아닌 피식, 포식의 관계이다.

ㄷ. 먹이사슬을 통해서 물질을 순환하고 에너지

는 이동된다.

정답 : ③

5. ㄱ. X는 피부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체성신경계이다

ㄴ. A를 줄 때 탈분극이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신

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지 않는다.

ㄷ. 신경 섬유는 단일 세포이므로 실무율에 적용

된다. 따라서 활동 전위의 크기(h)는 변하지 않

고 활동전위의 빈도수 만 증가한다.

정답 : ①

6. ㄱ. 척수를 마취했을 때 혈압이 낮아 졌다가 아

드레날린을 주사하면 혈압에 상승하는 것으로 보

아서 척수 마취로 인해 교감 신경의 작용이 억세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ㄴ. 아드레날린은 심장 박동을 촉진시키므로 혈

류 속도도 빨라진다.

ㄷ. 심장에서 배출되는 혈액량은 A>B이다.

정답 : ③

7. ㄱ. 니코틴의 양은 A<B이다.

ㄴ. A와 B에 모두 다이옥신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B를 흡입해도 다이옥신이 폐로 유입된다.

ㄷ. 담배 연기에 포함된 일산화탄소는 헤모글로

빈과 결합하여 헤모글로빈의 산소포화도를 감소

시킨다.

정답 : ⑤

8. ① ㉠은 부정소이므로, 정자의 성숙이 일어난다.

② 세정관에서는 많은 정원세포가 체세포분열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③ A는 제 1 정모세포이므로 DNA가 복제된 상태이다.

따라서 A의 DNA량이 4라면, B(제 2 정모세포)의 

DNA량은 2이고, C(정세포)의 DNA량은 1이된다.

④ B는 제 1 감수분열이 일어난 제 2정모세포고, 

D는 정자이므로 모두 염색체 수는 으로 같다.

⑤ 완전히 분화된 D(정자)는 세포 분열이 일어나

지 않는다.

정답 : ②

9. 부모 중 한 사람은 A형이고, 첫째자녀는 AB형 둘

째 자녀는 A형인데, 둘째 자녀는 아버지에게 수

혈 받았으므로 아버지가 A형이 된다.

ㄱ. 가족관계를 보았을 때 어머니는 AB형 또는 B

형이므로 어머니의 혈액에는 응집된 B가 있다.

ㄴ. 아버지는 A형이므로 응집소 B를 갖는다.

ㄷ. 둘째가 적아세포증이 나타났으므로 어머니의 

림프구에서 Rh응집소가 생겨서 둘째에게 전달된 

것이다.

정답 :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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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ㄱ. 에서 좌심실의 혈액량이 감소하고 있으므

로 좌심실의 혈액이 대동맥으로 빠져 나가는 것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반월판이 열려 있다.

ㄴ. 에서 혈액량이 감소한 상태이므로 좌심실 

압력이 좌심방보다 높다.

ㄷ. 에서는 좌심실의 혈액량이 증가하므로 좌

심방에서 좌심실로 혈액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정답 : ①

11.ㄱ. 자극은 시세포에서 시신경으로 전달되므로 

빛자극도 B→A쪽으로 전달된다.

ㄴ. (나)는 X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므로 ㉠(로돕

신)이 합성되는 X는 간상세포이다. 따라서 간상

세포는 망막의 주변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ㄷ. 빛을 받으면 로돕신의 분해가 촉진된다.

정답 : ⑤

12.ㄱ. 호르몬 A는 부신수질에서 분비되므로 아드레

날린 이고 심장 박동을 촉진시킨다.

ㄴ. 추울 때는 입모근이 수축되어 열 발산이 억

제된다.

ㄷ. ㉠, ㉡, ㉢은 호르몬에 의한 전달이므로 ㉤

인 신경계에 의한 전달 보다 느리다.

정답 : ⑤

13.ㄱ. 태반(가)은 모체가 태아의 조직으로 구성된다.

ㄴ. 옥시토신은 시상하부에 생성되어 뇌하수체후

엽에서 분비된다.

ㄷ. 헤모글로빈의 산소포화도는 혈관 A(탯줄동

맥)<혈관 B(탯줄정맥)이다.

정답 : ①

14.자료로 보아서 수컷은 가  보다 우성으로 작

용하고 암컷은  이 보다 우성으로 작용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ㄱ. 뿔이 있는 암컷()에서 나온 수컷은 모두 

H를 갖고 있으므로 모두 뿔이 있다.

ㄴ. 뿔이 없는 수컷( )과 뿔이 있는 암컷은

(사이에서는 모두 이므로 유전자형이 

동일하다.

ㄷ. (나)의 에서는  사이의 교배이므로 

 ,  , , 이므로 뿔이 있는 수컷

이 태어날 확률은 


, 뿔이 있는 암컷이 태어날 

확률은 

이므로 3배가 된다.

정답 : ③

15.ㄱ. B는 산소의 분압이 낮으므로 고지대이다. 따

라서 A는 B보다 고도가 낮은 지역이다.

ㄴ. 체내로 흡수되는 산소의 양은 폐정맥과 폐동

맥의 산소의 분압차이이므로 (가)에서는 같다.

ㄷ. 우심실과 좌심방 혈액 내의 산소의 분압 차

이는 폐동맥과 폐정맥의 산소분압 차이이므로 

(나)에서는 운동할 때가 휴식할 때보다 작다.

정답 : ①

16.ㄱ. (가)는 오줌속의 농도가 원뇨보다 40배 

증가했고, (나)는 오줌속의 농도가 원뇨보다 

40배 감소했으므로, (가) > (나)이다.

ㄴ. 소금을 섭취했으므로 삼투압이 증가하여 항

이뇨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할 것이다.

ㄷ. 물을 섭취했으므로 삼투압이 감소되어 무기

질코르티코이드의 분비가 증가할 것이다.

정답 : ④

17.ㄱ. 구간 A는 폐포압력이 대기압보다 낮으므로 

흡기이다. 따라서 횡격막이 수축한다.

ㄴ. 에서는 폐포의 압력이 대기압보다 높은 호기이

다.

ㄷ. 일 때보다 일 때 호흡중추자극빈도가 

낮아지므로 호흡 횟수가 느려지니까 호흡주기가 

길어진다.

정답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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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정상여자(XX)와 정상남자(XY)사이에서 태어난 A

가 °°(색맹)이라면 어머니가 정상이므로 보

인자(°)이어야하고 어버지는 정산(XY)이므로 

A의 Y는 아버지에서 형성된 정자이고 °°는 

어머니에서 형성된 난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어

머니가 난자 형성시 비분리 되어야 하는데 

°°인 난자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제 2 감수분

열에서 비분리 되어야 한다.

정답 : ③

19.를 자가 교배해서 얻은 자손 중 



와 는 나오지 않았으므로 생식세

포 중에서  또는  인 생식세포가 형성되

지 않아야 한다.

①, ⑤는  인 생식세포가 형성될 수 있고, 

③, ④는  인 생식세포가 형성될 수 있으므로 

②번과 같이 배열되어 있어야 한다.

정답 : ②

20.ㄱ. 재조합 플라스미트를 만든 Y는 리가아제이다.

ㄴ. 항생제 A가 포함된 배지에서는 생감하고, 

(다)항생제 B가 포함된 배지에서는 생장하지 못한 

(라) 대장균이라면 항생제 B저항성 유전자가 없어

진 것이므로 제한 효소 X의 작용위치는 b이다.

ㄷ. (다)에서 생장한 대장균은 항생제 A저항성을 

갖고 있는데 (라)에서도 생장한다면 항생제 B 저

항성도 갖는 것이므로 항생제 A, B저항성 유전자

를 모두 갖는다.

정답 : 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