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로그인/회원가입 필요 없는 무료 학습자료 사이트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2017학년도 6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탐구영역 •
생명 과학 정답

1 ① 2 ④ 3 ④ 4 ③ 5 ③
6 ② 7 ① 8 ③ 9 ⑤ 10 ②
11 ① 12 ① 13 ⑤ 14 ② 15 ⑤
16 ④ 17 ⑤ 18 ② 19 ③ 20 ③

해 설

1. [출제의도] 식물의 구성 단계 이해하기
A는 조직, B는 조직계, C는 기관이다. 조직은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로 구성된다. 조직계에는 관다
발 조직계, 기본 조직계, 표피 조직계가 있다. 
[오답풀이] ㄴ. 잎은 기관이므로 C에 해당한다. ㄷ. 
동물의 구성 단계는 ‘세포 → 조직 → 기관 → 기관계 →
개체’이므로 기관이 존재한다. 

2. [출제의도] 귀의 구조와 기능 이해하기
A는 귓속뼈, B는 달팽이관, C는 귀인두관이다. 귓속뼈는 
고막의 진동을 증폭시키고, 귀인두관은 고막 안과 밖의 
압력을 같게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오답풀이] 달팽이관에 들어 있는 청각 세포는 소리 
정보를 청각 신경으로 전달한다. 회전 감각은 반고리
관에서 담당한다.

3. [출제의도] 식물의 체세포 분열 과정 이해하기
A는 말기, B는 중기, C는 전기, D는 후기, E는 간기의 
세포이다. 간기에는 세포의 생장이 일어나고 유전 물질이 
복제된다. 전기에는 핵막이 사라지고 염색사가 응축되어 
염색체를 형성하며 방추사가 나타난다.
[오답풀이] ① 세포 A의 시기는 말기로, 염색체가 풀
어지고 핵막이 다시 형성되어 두 개의 딸핵이 생성되며 
세포질 분열이 시작된다.
② 염색체가 세포 중앙에 배열되어 염색체의 수와 
모양을 관찰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는 중기로, 세포 
B가 그 시기에 해당한다.
③ 세포 D의 시기는 후기로,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 
세포의 양극으로 이동한다.
⑤ 체세포 분열 과정은 간기(E) → 전기(C) → 중기
(B) → 후기(D) → 말기(A) 순이다.

4. [출제의도] 쌍떡잎식물 뿌리와 줄기의 구조 및 기능 
이해하기
A는 뿌리털, B는 뿌리골무, C는 표피 조직, D는 형성층
이다. 뿌리털은 뿌리와 흙이 접촉하는 면적을 넓혀주어 
식물이 물과 무기 양분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게 
한다.
[오답풀이] ㄴ. 식물체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곳은 
생장점과 형성층이다. 뿌리골무는 생장점을 싸서 보호
하는 역할을 하며, 세포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다.

5. [출제의도] 감각기와 반응기 사이의 신경 전달 경로 
이해하기
A를 이루는 세포는 대뇌를 구성하는 연합 뉴런이다. 
자극에 대한 의식적 반응의 경로는 자극 → 감각기 →
감각 신경 → 중추→운동 신경→반응기→ 반응 순이
다. 손에 뜨거운 것이 닿았을 때 자신도 모르게 손을 떼
는 반응은 대뇌의 명령을 받지 않는 무조건 반사이므로 
그 경로는 E →D →F이다.
[오답풀이] ㄴ. E가 손상되면 손의 감각을 인식하는 
과정에 이상이 생기지만, 운동 신경에는 이상이 없으
므로 손을 움직일 수는 있다.

6. [출제의도] 혈관의 구조와 특성 이해하기
A는 정맥, B는 모세 혈관, C는 동맥이다. ㉠은 판막
으로 혈액의 역류를 방지한다.
[오답풀이] ㄱ. 혈액은 동맥(C) → 모세 혈관(B) →
정맥(A) 방향으로 흐른다. ㄴ. 동맥은 심장에서 나오
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으로, 심장 박동에 의해 밀려 
나온 혈액의 높은 압력을 견디기 위해 혈관벽이 두껍고 
탄력이 크다.

7. [출제의도] 생물의 5계 분류 체계 이해하기
A는 균계, B는 원생생물계, C는 원핵생물계이다. 원
핵생물계에 속하는 생물은 원핵세포로 구성되어 있
고, 원생생물계, 식물계, 균계, 동물계에 속하는 생물은 
핵막이 있는 진핵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원핵생물계, 식
물계, 균계에 속하는 생물은 모두 세포벽을 가진다.
[오답풀이] ㄴ. 원생동물인 아메바는 원생생물계에 
속한다. ㄷ. ㉠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핵(핵막)의 유무 
등이 있으며, 모든 생물은 세포막을 공통으로 갖는다.  

8. [출제의도] 염색체의 구조와 특성 이해하기
A는 DNA, B는 단백질, C는 동원체이다. DNA는 2중 
나선 구조이다. 동원체는 세포 분열 시 방추사가 결합
하는 부위이다.
[오답풀이] ㄴ.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것은 DNA이다.

9. [출제의도] 오줌의 생성 과정 이해하기 
오줌은 여과, 재흡수, 분비 과정을 거쳐 생성된다. 
ㄱ. 여과는 포도당, 요소, 아미노산, 무기 염류 등 크기가 
작은 물질이 물과 함께 사구체를 빠져 나와 보먼주머니로 
이동하는 과정이며, 분자의 크기가 큰 단백질은 여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여과액에서 검출되지 않은 A는 단백질
이다. ㄴ. 재흡수는 포도당, 아미노산, 물, 무기 염류, 
요소 등이 세뇨관에서 주변 모세 혈관으로 이동하는 
과정이다. 포도당은 여과되지만 세뇨관에서 모두 재
흡수되므로 오줌으로 배설되지 않는다. 따라서 여과액
에서 검출되지만 오줌에서 검출되지 않는 B가 포도당
이다. ㄷ. 여과된 요소는 일부만 재흡수되므로 오줌
에 섞여 배설된다. 따라서 여과액과 오줌에서 모두 
검출되는 C가 요소이다. 요소는 물보다 재흡수되는 
비율이 낮으므로 그 농도는 혈액 ㉠에서보다 혈액 ㉡
에서가 낮다.

10. [출제의도] 영양소의 소화 과정 이해하기
녹말은 입, 단백질은 위, 지방은 소장에서부터 화학적 
소화가 시작되므로 A는 녹말, B는 단백질, C는 지방
이다. 지방의 열량은 약 9 kcal/g이고, 녹말과 단백질
의 열량은 약 4 kcal/g이다.
[오답풀이] ㄱ. 녹말은 아밀레이스에 의해 소화된다.
ㄴ. 단백질의 최종 소화 산물인 아미노산은 소장 융털의 
모세 혈관으로 흡수된다.

11. [출제의도] 적록 색맹 유전 이해하기
적록 색맹인 어머니(X ′X′ )로부터 X ′를, 아버지로부
터 Y를 물려받은 철수는 적록 색맹(X′Y )이고, 정상
인 아버지(XY )로부터 X를, 적록 색맹인 어머니
(X ′X ′ )로부터 X ′를 물려받은 영희는 보인자(XX ′ )
이다. 그러므로 철수와 영희 사이에서 태어난 ㉠의 성
염색체 구성은 XX ′ , X ′X′ , XY , X ′Y  중 하나이다.

12. [출제의도] 폐포에서의 기체 교환 및 세포 호흡 이해
하기
㉠은 O, ㉡은 CO이다. 
[오답풀이] ㄴ. 폐포는 근육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 스스로 수축과 이완을 할 수 없다. ㄷ. 혈액이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흐르는 동안 혈액 속 CO가 
폐포로 확산되었으므로 혈액의 단위 부피당 CO의 양
은 A 지점에서보다 B 지점에서가 적다.

13. [출제의도] 빛의 세기에 따른 광합성량 실험 분석
하기

표본병과 전등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빛의 세기는 
증가한다. 따라서 빛의 세기가 증가할수록 광합성량(기
포 수)은 증가하다가 일정해진다. 물이 든 수조는 표본
병 내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오답풀이] ㄱ. 물풀에서 발생한 기포는 광합성 결과 
생성된 O이다.

14. [출제의도] 수정과 발생의 과정 이해하기
난자 A(n=23)는 수란관에서 정자(n=23)를 만나 난자의 
핵과 정자의 핵이 융합하여 수정란 B(2n=46)가 되고, 
여러 번 난할(체세포 분열)을 한 뒤 포배 상태로 자궁에 
착상한다. C는 2세포기 배아이다. 
[오답풀이] ㄱ. ㉠은 23이고, ㉡은 46이므로 ㉠+㉡=69
이다. ㄷ. B가 C로 될 때는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므로 
2가 염색체는 형성되지 않는다.

15. [출제의도] 원시 생명체 탄생 실험 분석하기
㉠은 인지질 2중층으로 이루어져 세포막과 유사한 구조
를 가지며, 주위 환경과 구분된 공간을 형성한다. A는 
인지질이 모여 리포솜(㉠)을 형성하는 과정이고, B는 
단백질과 핵산이 리포솜 내부로 유입되는 과정을 나
타낸다.

16. [출제의도] 세포막의 구조와 특성 이해하기
세포막의 주성분은 인지질(A)과 단백질(B)이고, 인지질과 
단백질을 구성하는 공통 원소는 탄소, 수소, 산소이다. 
막 단백질 B는 세포막의 물질 수송에 관여한다.
[오답풀이] ㄱ. 인지질의 머리는 친수성, 꼬리는 소
수성이다. 

17. [출제의도] 생명체의 구성 물질인 단백질 이해하기
(가)는 단백질, (나)는 아미노산이다. 단백질은 아미
노산 사이의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 형성되며, 뷰렛 
반응에 의해 검출된다. 아미노산이 분해되어 생성된 
노폐물 중 NH는 간에서 요소로 전환되어 오줌으로 배
설된다.

18. [출제의도] 화학적 진화설 이해하기
A는 원시 지구의 무기물로부터 아미노산, 염기 등과 
같은 간단한 유기물이 합성되는 과정을, B는 간단한 
유기물로부터 단백질, 핵산과 같은 복잡한 유기물이 
합성되는 과정을 나타낸다. 물질 합성 과정인 A와 B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공급되어야 한다.
[오답풀이] ㄱ. A는 복잡한 유기물(단백질, 핵산 등)이 
생성되기 이전의 과정이므로 효소는 존재하지 않았다. 
ㄴ. 단백질은 과정 B에서 만들어진다.

19. [출제의도] 혈당량 조절 과정 이해하기 
내분비샘 P는 이자, 호르몬 A는 인슐린, 호르몬 B는 
글루카곤이고, ㉠은 포도당, ㉡은 글리코젠이다. 당뇨병
은 혈액 속의 포도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되는 질환으로, 오줌에 당이 섞여 나온다. 정상
인보다 인슐린 농도가 낮은 사람은 혈당량을 감소시키
는 능력이 떨어지므로 당뇨병에 걸릴 수 있다.
[오답풀이] ㄷ. 이 당뇨병 환자의 치료에는 호르몬 A를 
이용한다.

20. [출제의도] 밀러의 실험 이해하기
A에는 원시 대기의 성분으로 추정되는 CH, H, 
HO , NH를 넣어 주었고, 고전압 방전은 원시 지구
의 번개를 재현한 것이다. B에서는 간단한 유기물인 
아미노산 등이 검출되었다. 시간에 따라 농도가 감소하
는 ㉠은 암모니아이고, 농도가 증가하는 ㉡은 아미노
산이다.
[오답풀이] ㄷ. 밀러의 실험에서 복잡한 유기물인 핵
산은 검출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