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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카드 5

[울산대학교 문항정보]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논술전형, 지역인재특별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의학계열(의학논술) / 문제2

출제 범위

교양과
교육과정 과목명

보건

핵심개념 및 용어 infertility, obesity, intervention 

예상 소요 시간 20분 / 전체 150분

2. 문항 및 제시문

【문제 2】아래의 본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30점)

  Obesity negatively affects female reproductive health because it is associated with 

increased risks of menstrual dysfunction, anovulation, and infertility. Success rates with 

ovulation induction and assisted reproductive techniques are lower among obese infertile 

women than among normal-weight women. The risks of miscarriage, gestational diabetes, 

hypertensive disorders, preterm birth, and cesarean section are higher among obese pregnant 

women than among those who are not obese. 

   We randomly assigned infertile women with obesity to a 6-month lifestyle intervention for 

weight reduction preceding treatment for infertility or to directly receive treatment for 

infertility. The primary outcome was the vaginal birth of a healthy baby within 24 months 

after randomization. 290 women were assigned to the 6-month lifestyle-intervention program 

followed by 18 months of infertility treatment (intervention group) and 287 were assigned to 

the immediate infertility treatment for 24 months (control group). The mean weight loss was 

4.4 kg in the intervention group and 1.1 kg in the control group. The primary outcome 

occurred in 33.1% of the women in the intervention group and 40.2% of those in the control 

group (Figure).

Figure. Rate of vaginal birth of a healthy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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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본 연구의 목적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100자 이내, 20점)

2-2. 지문의 연구결과가 연구자들의 가설에 부합하는지 선택하시오. (예 또는 아니오, 10점)

2-3. 2번 질문의 답에 대해 연구자들은 우선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모두 기술하시오. 

(150자 이내, 30점)

3. 출제 의도

 현재 보건/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불임의 치료에 대한 연구 자료를 보고 그 설계와 
결과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We compared two treatment strategies of equal duration; the 6-month lifestyle intervention 

was an integrated part of the infertility treatment strategy. Since any comparison between 

the groups had to be performed at the same time after randomization, women in the 

intervention group were generally able to access infertility treatment for 18 months. This led 

to an increased time to pregnancy and to lower birth rates within the follow-up period of 24 

months. However, there were no significant between-group differences in birth rates after 

we took into account pregnancies that were initiated within but ended after the follow-up 

period. The discontinuation rate for the life-style modification in the intervention group was 

21.8% and only 38% of the participants reached their target weight loss of 5 to 10% of the 

original body weight. A more intensive program or one involving better strategies to enhance 

adherence might have resulted in more weight loss, but it is unknown whether more weight 

loss would have led to a higher birth rate than the rate in our trial. Moreover, excessive 

weight loss in a short period of time was discouraged, since such a reduction in weight has 

been reported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outcome of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and to be associated with an increased risk of adverse pregnancy outcomes such as low birth 

weight or miscarriage.

menstrual dysfunction 생리불순        preterm birth 조산 

anovulation 무배란        cesarean section 제왕절개

ovulation induction 배란 유도        vaginal birth 질식분만

miscarriage 유산                intervention group 처치군

gestational diabetes 임신성 당뇨        control group 대조군

hypertensive disorder 고혈압 질환                adherence 지침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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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및 관련 성취기준

적용 교육과정
(고시번호)
1.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8호 “고등학교 교양교과 교육과정 [별책 19]”

성취기준

[보건]

(2) 생활 속의 건강한 선택과 안전

   ㈏ 성과 건강 

     ③ 임신, 미혼모, 저출산 등 국가 정책

      임신, 미혼모, 저출산에 대한 관점의 차이와 영향요인을 알아보고,  우리나라와 외

      국의 정책을 비교하여 개선점을 찾는다.

       ㉮ 준비된 임신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미혼모에 대한 관점의 차이와 영향요인을 

          알아본다.

       ㉯ 건강한 임신과 출산, 육아를 위한 개인과 사회적 수준의 노력을 알아보고 평가

          한다.

       ㉰ 선진국의 미혼모 정책, 출산장려정책의 예를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시사점을 제

          시한다. 

(3) 건강자원의 활용과 대처 기술

  ㈎ 건강 자원의 활용

    ① 건강 및 안전 정보 매체의 이용, 평가 

     건강 및 안전 정보 매체의 종류와 특성을 이해하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올바른 정보를 선택하고 이용, 평가하는 능력을 기른다.

       ㉮ 신문, 인터넷, TV, 모바일 등 매체별 건강 및 안전 정보의 종류와 특성을 이해

          한다.

       ㉯ 상품과 소비자, 공공기관과 시민 간의 건강 정보에 대한 관점의 차이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 올바른 건강 정보에 접근하도록 하는 개인적·사회적 노력을 탐색하고 평가한다.

나) 자료 출처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보건 우옥영 외 YBM 2015
124-134, 

254-258

보건 이영내 외 ㈜천재교육 2016
92-95
170-171

보건 한미란 외 도서출판들샘 2016
106-115
210-216

기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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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항 해설

 제시된 문항은 특정 집단에서 불임 치료 전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치료 효과를 높이고자 
시도한 연구 결과로, 불임과 그 치료,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한 건강 도모 등은 현대 의학, 
우리나라의 의료/보건과 고등학교 보건에서도 전반적으로 다루어지는 이슈이며 특히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이다. 이러한 이슈에 대한 연구 설계와 그 결과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2-1
 비만한 불임여성 5

 불임 치료전 5

 체중감량 5

 불임 치료 효과/임신/정상 출산율을 높이는가 5

2-2  아니오 10

2-3

 체중 감량군 (중재군, 치료군)에서의 짧은 불임 치료 기간

 (중재군에서는 18개월, 대조군에서는 24개월 불임치료 시행)

 (중재군에서는 체중 감량 기간 6개월 후 늦게 불임치료를 시작하여 임신까지  

 의 기간이 오래 걸리고 결국 24개월 째에 측정한 출산율이 낮게 나옴)

15

 목표한 체중 감량 달성 부족

 (38%만이 목표한 체중 감량을 달성)
15

공통

 문장의 어휘와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

 필자의 의도와 정확한 내용 파악

 수험생의 논리적 서술과 전개

 수험생의 자연스러운 한국어 표현력

 지정된 글자 수 준수

-

※ 하위 문항이 있는 경우 칸을 나누어 채점 기준을 작성함. 

※ 채점 기준은 문항의 출제의도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것이어야 함.

7. 예시 답안

2-1. 비만한 불임 여성에서 불임 치료를 받기 전 6개월 간 생활양식의 변화를 통하여 체중을 
감량하는 경우 불임 치료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불임 치료의 효과를 높이는 가 
알아본다.

2-2.  아니오
2-3. 1)체중 감량군에서는 체중 감량만 시행한 6개월의 기간이 전체 연구기간에 포함되어 

실제적으로 불임 치료 기간이 대조군에 비하여 짧았다.
     2)체중 감량군에서 목표했던 5-10%의 체중 감량에 도달한 환자수가 38%로 적어 

불임 치료에 대한 체중 감량의 기여도를 평가하기가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