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 Ⅲ-5

호흡률 측정

생물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에너지를 필요로한다. 이때 필요한 에너
지는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 속에 화학 결합으로 저장되어 있는데, 세포는 이것을 직접
이용할 수 없다.이 에너지는 호흡에 의해 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인 ATP로 전환된
다. 이 실험에서는 호흡에 관여하는 기체의 종류와 호흡률에 대해 알아보자.

목 표
∙ 호흡에 의해 생성되고 소비되는 기체를 설명할 수 있다.

∙ 호흡률을 계산할 수 있고

,

호흡률을 이용하여 호흡 기질을 추정 할 수 있다.

핵심개념
생물체내에서 호흡의 기질로 사용되는 것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인데, 어느 경우나
O2가 소모되고, CO2가 방출된다. 이때 사용된 O2량과, 소모된 CO2량을 측정하여 호흡률
(CO2/O2)을 계산할 수 있다. 호흡률을 측정하면 그 생물이 어떤 호흡 기질을 사용하는지
추정할 수 있다.

실험소요 시간 2시간
(1) 실험 기구 및 재료
기 구
시험관, 모세 유리관, 고무마개, 비커, 거름종이, 고무관, 스포이트, 자, 시계

재 료
싹트기 시작한 콩, 잉크, 10% KOH 용액, 모래, 바셀린

(2) 방법 및 절차
 3개의 시험관을 준비하여 A 시험관에는 모래를, B와 C 시험관에는 싹튼 콩을 10개씩 넣고
물을 조금 뿌려준다.
 적당한 크기로 자른 거름종이를 A, B, C 시험관에 넣고, 스포이트로 A와 B 시험관의 거름종
이에는 10% KOH 용액을, C 시험관의 거름종이는 물을 묻혀준다.

 고무마개에 모세 유리관을 끼운 다음 시험관 A, B, C에 각각 끼 워 넣는다.
 같은 굵기, 같은 길이의 모세 유리관 3개를 고무관으로 연결하여 그림 Ⅲ-5와 같이 잉크 물
이 있는 비커에 담근다.
 시험관을 세워 고정하고 10분 정도 지난 후 5분 간격으로 5-6회 잉크 물이 올라간 높
이의 눈금을 읽어 기록한다.

[그림Ⅲ-5] 호흡률의 측정

(3) 결과 및 논의
 시험관 A, B, C에서 측정한 눈금자의 눈금을 기록하자.

시험관

시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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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6

 시험관 A, B의 거름종이에는 KOH 용액, 시험관 C에는 물을 적신 이유는 무엇인가?
 시험관 A, B, C에서 증가한 기체와 감소한 기체는 각각 무엇인가?
 싹튼 콩의 호흡으로 소비한 산소의 양과 방출한 이산화탄소의 양은 얼마인가?
 이 실험 결과로 보아 실험에 사용한 콩의 호흡률은 얼마인가?
 위 호흡률로 콩이 사용한 호흡 기질을 추정할 수 있는가?

(4) 연구 과제
 호흡 기질에 따른 산화 반응식과 호흡률을 조사해보자.
 동물의 크기와 물질 대사율에 대해 조사해 보자.
 무기호흡과 유기호흡의 차이점에 대해 조사해 보자.

(5) 심화 실험
위의 실험에서 시험관을 얼음물이나 40℃의 따뜻한 물에 넣고 실 험하여 온도에 따른 호흡률
의 변화를 관찰해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