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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 1
1. 정답 : ③
   해설 : <생명의 특성> (ㄱ)에서 설명하는 특성은 ‘유전’이다.
    1.물질 대사 2. 발생과 생장 4 자극에 대한반응 5 적응과 진화

2. 정답 : ③
   해설 : <생물의 구성 체제> (가) 조직 (나) 기관 (다) 기관계
    ㄷ. 식물은 (다 기관계는 없고 조직계의 단계를 가진다.

3. 정답 : ④
   해설 : <세포> (가) 바이러스 (나) 동물세포
    ㄱ.(가) 바이러스는 비세포성으로 단백질 껍질을 가진다.

4. 정답 : ④
   해설 :   <세포호흡> (a) O2  (b) co2  (ㄱ) 에너지 방출 (ㄴ) 에너지 저장

5. 정답 : ②
   해설 :    <세포주기> (ㄱ) G-1 기 (ㄴ) S기 (ㄷ) G2기
    ㄱ. 상통염색체의 분리는 감수 제 1분열에서 관찰된다
    ㄴ. 암세포의 경우 세포주기 조절에 이상이 있지만 간기와 분열기 모두 가진다.
    
6. 정답 : ①
   해설 : <유전자와 염색체>  A : 히스톤 담백질 B : 염색체 (ㄱ)(ㄴ) 염색분체
    ㄴ. 염색체는 세포주기중 분열기(M기)에 관찰된다.
    ㄷ. (ㄱ)과 (ㄴ)은 S기에 복제되어 만들어진다.

7. 정답 : ⑤
   해설 :  <병원체> (가) 비감염성 질병 (나) 세균에 의한 질병 (다)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

8. 정답 : ②
   해설 :  <자극의 전도>
    ㄱ. 구간 I은 분극 상태로     펌프가 작동하므로 의 세포 밖으로 이동된다.
    ㄷ.  은 탐분극 시기로 은 (ㄴ) (세포밖)에서 (ㄱ)(세포내)으로 확산된다.

9. 정답 : ⑤
   해설 : <염색치 비분리> (가)에선 감수1분열 과정에서 상동염색체의 비분리가 일어났고 (나)에선 B가 감수2분열 

과정에서 비분리 되었다.
ㄴ. A의 총염색체수는 n-1 (22개)로 B의 상염색체수 n(22개)로 같다.
ㄷ. (ㄱ)은 성염색체가 없는 정자이므로, 정상ㄴ나자와 수정시 터너 증후군이 태어난다.

10. 정답 : ①
    해설 : <체액성 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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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A에 대한 기억세포는 B림프구가 분화되어 생성된다.
ㄷ. B의 경우 Y에 대한 기억세포가 생성되지 않았으므로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난다.

11. 정답 : ①
    해설 : <감수분열> I : S기 II : 감수 1분열 이후 (나) 감수 1분열 중기
ㄴ. 방후사는 분열기(M기)에 나타난다.
ㄷ. (나)는 감수 1분열 중기에 해당하므로 구간II 이전에 나타난다.

12. 정답 : ②
    해설 : <신경계>  A: 부교감 신경 B: 교감신경
ㄱ. (가)는 ‘대뇌의 지배를 받는가?’이다
ㄷ. B는 교감신경으로 글루카곤의 분비를 촉진한다.

13. 정답 : ⑤
    해설 : <소화, 순환, 배설> (가) 호흡계 (나) 순환계 (ㄱ) CO2 (ㄴ) O2

14. 정답 : ④
    해설 : <근육> X : 근육원섬유마디 (ㄱ) 액린필라멘트 (ㄴ) 마이오신필라멘트
ㄴ. C는 액린과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겹쳐진 부분으로 A대에 해당 된다

15. 정답 : ④

    해설 :  

16. 정답 : ①
    해설 : <생태계> (ㄱ) 작용 (ㄴ) 반작용 (ㄷ)(ㄹ) 상호작용
ㄴ. 숲의 나무가 하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ㄴ) 반작용에 해당한다
ㄷ. 일조량이 식물에 미치는 영향은 (ㄱ) 작용에 해당한다.

17. 정답 : ③
    해설 :    <유전>
유전병 (ㄱ) 은 상염색체 우성 (ㄴ)은 반성유전(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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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과 8사이에서 태어난 남자 아이가  (ㄱ)이 나타날 확률 1/2 
                                  (ㄴ)이 나타날 확률 1/2   
                                                
                                  (ㄱ)과 (ㄴ)이 모두 나타날 확률 1/4  

     
18. 정답 : ④
    해설 : <생물 다양성> (가) 생태계 다양성 (나) 종 다양성 (다) 유전적 다양성

19. 정답 : ⑤
    해설 : <유전>
F1의 표현형을 살펴보면 
AAbbD_ : 3    AAbbdd : 1   aaB_D_3    aaB_DD : 1  AaB_D_: 6   AaB_dd : 2 로
Ab가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ㄱ)의 표현형은 AaBbDD와 AaBbDd 2가지 이다.

20. 정답 : ②
    해설 : 해설
<군집내의 상호작용> (가)는  A종을 단독 배양했을 때 나타나는 실제 생장 곡선 으로 환경저항을 받는 S자형이며 
(나)에서 A종의 개체수가 감소한 것은 경쟁 배타의 결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