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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카드 6

[울산대학교 문항정보]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논술전형, 지역인재특별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의학계열(의학논술) / 문제3

출제 범위

과학과
교육과정 과목명

생명과학 I

핵심개념 및 용어 연구 주제 설정, 연구 수행 방법

예상 소요 시간 25분 / 전체 150분

2. 문항 및 제시문

【문제 3】아래는 How to choose a good scientific problem 이라는 주제의 글이다. 아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60점)

  To choose a scientific problem, let us begin with a simple graph, as a starting point for 

discussion (Figure 1). We will compare problems by imagining two axes. The first is feasibility

—that is, whether a problem is hard or easy, in units such as the expected time to complete 

the project. This axis is a function of the skills of the researchers and of the technology in 

the lab. The second axis is interest: the increase in knowledge expected from the project. 

We generally value science that ventures deep into unknown waters. Problems can be ranked 

in terms of the distance from the known shores, by the amount in which they increase 

verifiable knowledge. We will call this the interest of the problem.

Figure 1. The Feasibility-Interest Diagram for Choosing a 

Project

   
Schem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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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의학에서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문제들이 위 그림1에 표시된 가, 나, 다, 라처럼 

존재하고, 당신은 의학자로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한다. 

  (1) 의과대학 졸업을 위한 단기 연구를 수행할 때 적당한 문제를 가, 나, 다 중에서 

선택하고, 선택한 이유와 그 문제의 특징을 기술하시오. (100자 이내, 15점) 

  (2) 어떤 특정 주제를 선택하여 10년 이상 많은 사람들과 공동 연구를 수행할 때 적당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 나, 다 중에서 선택하고, 선택한 이유와 그 문제의 특징을 

기술하시오. (100자 이내, 15점) 

3-2. 본문을 참조하여 Schema 2를 그리시오. (30점)

  

  What happens after we choose a problem? I’d like to discuss the mental picture or 

schema we hold of what research will look like. A common schema is expressed in the way 

papers are written: one starts at point A, which is the question, and proceeds by the 

shortest path to point B, the answer. There is a danger, if one accepts this schema, to 

regard students as a means to an end (an arrow to B). Furthermore, for those that hold this 

schema, any deviation from the path (experiments that don’t work, students that become 

depressed, etc.) is intolerable. Deviation causes stress because of the cognitive dissonance 

between reality and the mental schema (Schema 1). 

However, one can adopt another schema, one that resembles more the course of most 

projects. As before, one starts at point A and moves toward the goal at point B. Soon 

enough, things move off course, and the path meanders and loops back. Experiments stop 

working, all assumptions seem wrong, and nothing makes sense. The researcher has entered 

a phase linked with negative emotions that may be called ‘‘the cloud.’’ Then, in the 

midst of confusion, one senses a new problem in the materials at hand. Let’s call this new 

problem C. If C is more interesting and feasible than B, one can choose to go toward it. 

After a few more detours, C is reached. In this second schema, the meandering of research 

is seen as an integral part of our craft, rather than a nuisance (Schema 2). With this 

schema, we have more space to see that problem C exists and may be more worthwhile 

than continuing to go toward B.

feasibility 실현 가능성                cognitive 인지적인

verifiable 검증 가능한                dissonance 불일치, 부조화

schema 심리적 도식        meander 구불구불하게 가다

deviation 벗어남                detour 우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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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제 의도

 문항 3의 지문에서 제시한 생명 과학의 탐구 방법 중 연구 주제를 설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과 올바른연구 진행 과정에 대한 상징적 도식을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및 관련 성취기준

적용 교육과정
(고시번호)
1.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별책9] “과학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생명과학Ⅰ]

(1) 생명 과학의 이해

 과학자의 탐구와 관련지어 생명 현상의 특징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해한다.

  ① 생명 과학의 탐구 방법에서 관찰 혹은 연구 주제를 설정할 때 연구의 중요성과 더불

어 연구 수행의 실현 가능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② 생명과학의 탐구에서 연구자 혹은 관찰자에게 필요한 심리적 태도를 기술 할 수 있다

나) 자료 출처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생명과학 I
 I. 생명과학의 이해
   2. 생명과학의 탐구방법

권혁빈 외 교학사 2015 24-35

이준규 외 천재교육 2015 28-32

박화송 외 교학사 2015 46-51

기타 - - - - -

5. 문항 해설

 제시문은 과학 연구에서 연구 주제 설정에서 고려해야 할 독립적인 두 요소, 즉 예상되는 
연구 결과의 중요성과 연구 수행의 용이성을 설명하고 있으며 연구자의 지식이나 경험에 에 
따라 두 요소 중 어떤 것을 우선시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또한 연구자가 
생각하는 연구 진행 과정에 대한 심리적 도식(스케마)이 현실적이고 유연해야 성공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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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3-1-1
3-1-2

 3-1-2와 항목이 틀리면 점수 없음 0

 항목은 맞았으나 문제의 특징에 대한 기술과 선택의 이유가 없거나 모두 틀

 릴 경우
10

 항목이 맞고 본문에 제시된 문제의 특징에 대한 기술이 있으며 선택에 대한 

 이유가 모두 맞는 경우

 대답 내용에 따라 10-30점 사이로 평가. 각 항목의 특징에 대한 기술이 있어

 야 하며 각 요소들이 모두 기술되어  있다 하더라도 논리적 전개가 부족하

 면 감점. 3-2 문항의 Schema에서 얻은 지식을 추가할 경우 혹은 지문의 맥

 락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창조적인 요소가 있을 경우 5점 이내의 추가 

 점수가 가능함.

10-30

3-2
 A B C 를 모두 표시하고 A 에서 출발하여 B로 향하는 경로가 직선이 아니

 고 굽거나 얽힌 곡선이며 구름을 표시하고 최종 경로가 B가 아니고 C 로 향

 하면 만점임. 일부만 맞았을 경우 부분 점수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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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예시 답안

3-1-1. 다, 연구자의경험과 지식이 많지 않고 연구기간이 짧기 때문에 쉽게 해결이 가능한 

문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이 문제들은 해결은 쉬우나 결과의 중요성 혹은 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지식(정보)의 양은 적다.

3-1-2. 가, 연구기간이 길고 많은 연구자들이 공동 연구를 하기 때문에 해결은 어려워도 얻게 

되는 지식의 양이 많은 (가치가 많은) 문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이 문제들은 해결은 

어렵고 얻을수 있는 지식(정보)의 양은 많다.(이 내용이 앞의 문장에 잘 표현되어 있으면 

따로 언급하지 않아도 됨)

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