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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문장을 읽고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대로 솔직하게 답하세요 검사 결과는 오직 연구. 

의 목적으로만 쓰일 것입니다.

번호 진술문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1 거미는 곤충이다. 

2 달걀의 노른자가 병아리가 된다. 

3 곤충의 날개와 다리는 모두 가슴마디에 붙어있다. 

4 도마뱀은 양서류이다.

5 식물은 낮에는 광합성만 하고 밤에는 호흡만 한다, . 

6 악어는 땅과 물에서 살 수 있으므로 양서류이다. 

7 박쥐는 새다.

8 산호는 동물이다.

9 뱀은 척추동물이다.

10 대나무는 나무 목본 이다( ) . 

11 민들레는 홀씨로 번식한다. 

12 미역은 식물이다. 

13 고구마와 감자는 모두 식물의 저장뿌리이다. 

14 식물은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다. 

15 엽록소가 파괴된 단풍잎은 더 이상 광합성을 할 수 
없다. 

16 버섯은 식물이다. 

17 효모 대장균 아메바와 같이 매우 작은 생물은 호흡, ,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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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땅속에 있는 식물의 뿌리에서는 호흡이 일어나지 않
는다. 

19 소변과 대변은 모두 배설물이다. 

20 피는 심장에서 생성된다. 

21 호흡할 때 들숨에는 산소가 가장 많이 들어 있고 날, 
숨에는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이 들어 있다. 

22 심장에서 피를 정화한다. 

23 혈장은 세포이다. 

24 소변의 생성 장소는 방광이 아니고 신장 콩팥 이다, ( ) . 

25 수분의 흡수는 대장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진다. 

26 감각의 형성은 감각기관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27 몸의 부위마다 모양과 기능에 따라 서로 다른 유전
자를 가지고 있다. 

28 태반을 통한 물질교환 시 모체의 혈액과 태아의 혈
액이 섞인다. 

29 오징어는 연골어류이다. 

30 고래는 난생이다 알을 낳는다. ( )

31 파충류의 피 색깔은 푸른색이다. 

32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은 서로 다른 종이다, , . 

33 바이러스 세균 박테리아는 같다, , . 

34 균류는 세균을 뜻한다. 

35 생태계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이뤄져 있다, , . 

36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해를 끼치는 생물은 없애는 
것이 유익하다. 

37 물속에 생물이 많으면 깨끗한 물이다. 

38 차 소비자는 차 소비자보다 몸 크기가 작다1 2 . 

39 우성형질은 열성형질에 비해 우수하다. 

40 같은 생물을 복제하면 똑같은 형질을 가진 생물이 만
들어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