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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고사 문제지(자연계-생물)
지원학부(과) ( ) 수험번호 성 명 ( )

※ 유의사항

1. 반드시 본교에서 지급한 펜을 사용하시오.
2. 답안지에 제목을 쓰지 말고, 특별한 표시를 하지 마시오.
3. 답안 작성 시 문제번호(예 : 논제 I, 논제 II, 논제 III...)를 기재 후, 번호에 맞춰 답안을 작성하며, 문제별 소문항이
있는 경우 번호[예 : (1), (2)...]를 쓰고 이어서 논술하시오.

4. 문항별 분량 제한은 없으나 답안지는 1장만 사용하시오.
5. 답안 정정 시 두 줄을 긋고 여백을 이용해야 하며, 수정도구(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하거나 본교에서 지급한
펜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0점 또는 감점 처리하므로 유의하시오.
6. 자연계(생물) 문제지는 총 1장 2쪽이며, 인쇄상태를 확인하시오.

[논제 I]

시안화물(cyanide)은 미토콘드리아 전자전달계의 단백질 복합체인 시토크롬 c 옥시데이즈(cytochrome c oxidase)에

단단히 결합하여 전자의 전달을 차단한다. 시안화물이 첨가되어 전자전달계가 차단되었을 때, 호기성 호흡에서 포도당

한 분자로부터 생산되는 총 ATP의 수는 얼마인지 설명하고, 이때 나타나는 인체의 생리 현상을 산소 농도가 낮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고산병의 증상과 비교하여 논하시오. (10점)

[논제 II]

한 식물의 잎에 빛을 충분히 비춘 후에 틸라코이드를 분리하였다. 그리고 분리한 틸라코이드를 pH가 4와 8인 두 완충

용액에 각각 나누어 넣고 암실에 보관하였다. 완충 용액은 고농도 ADP와 Pi가 포함된 용액이며, ATP의 생성량을 일정

시간 이후에 각각 측정하였다.

해당 식물의 스트로마에서 관찰되는 pH는 7에서 8 사이이며, 틸라코이드 공간에서 관찰되는 pH는 4 이상이다.

각 용액에서의 상대적 ATP 생성량을 예상하고 그 이유를 논하시오. (15점)

[논제 III]

인간의 상염색체(autosome)에 있는 두 유전자 X와 Y는 세포의 생존 및 사멸을 조절하는 신호 전달 경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X 단백질은 세포자멸(apoptosis)을 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Y 단백질은 X 단백질의 기능을 억제한다.

Y ⊣ X ⊣ 세포자멸
억제 억제

한 정상 세포 내 Y 유전자 하나에 기능상실 돌연변이(loss-of-function mutation)가 우연히 발생되었다. Y 유전자를

원암유전자(proto-oncogene) 또는 암억제유전자(tumor suppressor gene)로 분류하고, 해당 세포의 생존 및 사멸이

정상적으로 조절될 수 있는지 예측하고 그 이유를 논하시오.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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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IV]

유전자 A는 뇌 세포에서 높은 수준으로 발현하나, 신경 세포에서는 발현하지 않는다. 간기 염색질에 존재하는 유전자

A의 프로모터(promoter)와 인핸서(enhancer)에 위치한 히스톤 단백질 N말단 꼬리의 아세틸화(acetylation) 정도를

분석하였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아세틸화를 나타내는 세포를 예상하고 그 이유를 논하시오. (15점)

[논제 V]

사람에게는 많은 수의 심각한 유전병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런 질병의 원인이 되는 유전적 결함을 고치거나 정상

유전자를 도입하는 것을 유전자 치료라고 한다. 바이러스 감염에 대항하는 원핵생물의 CRISPR-Cas9 시스템은 높은

정확도로 돌연변이를 교정하여 치료할 수 있어서 사람을 포함하는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과 미생물 연구에서도 최근

각광을 받고 있다. CRISPR-Cas9 시스템이 표적 유전자의 위치를 찾아 작동하는 원리를 논하시오. (10점)

[논제 VI]

우리 몸에는 사람의 세포 수보다 더 많은 세균들이 서식하고 있으며, 특히 장내 미생물(gut microbiota) 수가 가장

많고 종류도 다양하다. 염기 서열 분석을 이용한 연구를 통해 사람마다 미생물의 조성이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이는 주로 먹는 음식의 차이와 생활환경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졌다.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수렵과 채집으로

살아가는 부족집단과 대도시의 시민집단 가운데 어느 쪽의 장내 미생물이 더 다양할 것으로 예상되는지를 식이와

환경을 중심으로 논하시오. (15점)

[논제 VII]

아래 그림은 어느 지역에 유입된 한 종의 개체 수 변화를 시간 경과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각 구간에서 나타나는

개체 수 변동의 이유를 논하시오. (15점)

[논제 VIII]

돌고래는 포유류로 분류되나 어류와 유사한 특성이 있다. 박쥐는 포유류로 분류되나 조류처럼 날개를 가진다.

계통학적으로 연관성이 낮은 동물들 간에 유사한 특성이 나타나게 되는 이유를 논하시오. (10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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