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

문항카드 4

[울산대학교 문항정보]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논술전형, 지역인재특별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의학계열(의학논술) / 문제1

출제 범위

교양과, 과학과
교육과정 과목명

보건, 과학, 생명과학 I

핵심개념 및 용어 만성 질환, 비만, 식이, 도표의 해석

예상 소요 시간 15분 / 전체 150분

2. 문항 및 제시문

【문제 1】아래는 최근 발표된 연구결과(A)와 이에 반박하는 의견(B)을 정리한 것이다. (60점)

 A. Evidence has, once again, upended a popular paradigm of medical science. A recent 

research provides evidence that a U-shaped graph describes the risk association of dietary 

sodium with cardiovascular disease (그림 1). The study concludes “it should come as no 

surprise that a low-salt-for-all policy would benefit some and disadvantage others.”

upend 거꾸로 하다 cardiovascular 심혈관계  

dietary 식이 low-salt-for-all policy 저염분 정책 

sodium 나트륨

그림 1. 나트륨 섭취량과 심혈관 질환의 발생률(A의 연구결과)

나트륨 섭취량이 5g일 때의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1.0이며, 섭취량이 8g일 때 발생률은 1.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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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A의 연구결과와 (B가 지적하는) A연구의 문제점을 기술하시오. (300자 이내, 30점)

1-2. 권장되는 나트륨 섭취지침을 A, B의 의견에 따라 각각 기술하시오. (200자 이내, 30점)

3. 출제 의도

가) 과학적 연구의 결과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적절히 해석할 능력이 있는지 평가한다. 
나) 수치 및 그래프로 표현된 자료를 정확히 이해하고 해석할 능력이 있는지 평가한다.
다) 과학적 연구의 한계를 이해할 능력이 있는지 평가한다.

그림 2. 나트륨 섭취량과 혈압의 관계(A의 연구결과)

나트륨 섭취가 1g 증가할 때 혈압이 1.5 증가한다.

B. The above article is heavily questionable on scientific grounds and imposes a rebuttal in 

the interest of public health and primary prevention. Our criticisms are based on critically 

faulted selection of study participants, who were recruited in different countries and had 

different dietary habits and lifestyles. Also the article used an unreliable method for the 

assessment of habitual sodium intake. The striking paradox of article A is that they do 

recognize that higher sodium intake translates into higher blood pressure levels(그림 2 참조); 

yet, they argue that a salt intake as high as 12 grams per day is preferable to 2 grams per 

day, implying that the levels currently observed should be left untouched. By doing so, one 

could only expect a further increase in the prevalence of hypertension. We reject these 

messages, believe in primary prevention, and rely on the positive outcome of a lower sodium 

environment for the future generations. 

rebuttal 반박, 반증 study participant 연구대상자

primary prevention 일차 예방 prevalence 유병률

methodology 연구방법         hypertension 고혈압



15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및 관련 성취기준

적용 교육과정
(고시번호)
1.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8호 “고등학교 교양교과 교육과정 [별책 19]”
2.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과학과 교육과정[별책9]”

성취기준

[보건]

(1) 건강의 이해와 질병 예방
  (다) 질병예방과 관리
    ① 질병과 예방의 다양한 관점
     질병과 예방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비교하고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평  
     가한다.
      ㉮ 질병과 예방, 치료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탐색한다.
      ㉯ 질병과 예방, 치료를 바라보는 관점이 국가와 사회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사례를 들어 비교하고 평가한다.

[과학]

(2) 인류의 건강과 과학기술

③ 건강한 생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세포의 물질 대사, 생장, 조직 형성 및 에너지 공

급을 위한 영양소의 고른 섭취가 필요함을 알고, 일과 운동을 통하여 에너지가 소비

되는 과정을 이해한다.

[생명과학Ⅰ]

(1) 생명 과학의 이해

과학자의 탐구와 관련지어 생명 현상의 특징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해한다.

나) 자료 출처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보건
 건강의 이해와 질병
 치료의 다양한 과점
 만성 질환의 체계적 예방관리

우옥영 외 YBM 2015 p42, p68

이영내 외 천재교육 2016 p36

한미란 외 들샘 2016 p46

과학
 5. 인류의 건강과 과학기술

안태인 외 ㈜ 금성출판사 2015 P276

조현수 외 천재교육 2015 p263-267

곽영직 외 더텍스 2015 p340-347

생명과학1
 생명과학의 이해
  1. 생명과학의 탐구방법

권혁빈 외 교학사 2015 p26

이준규 외 천재교육 2015 p28-32

박화송 외 교학사 2015 p46-50

기타

5. 문항 해설

 만성 질환에 식이가 미치는 영향을 해석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일반적인 공간 좌표에 표시된 
도표를 토대로, 과학적 연구의 결과를 논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16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1

 A의 연구결과: 아래 두 가지 각각을 기술하여야 한다.

  가) 나트륨 섭취와 심혈관 질환의 U자형 관련성이 있다. 
6

  나) 나트륨 섭취가 낮아도, 높아도 심혈관 질환이 증가한다. 6

 A의 문제점: 다음 세 가지 각각을 기술하여야 한다.

  가) 대상자 선정: 식이습관과 생활습관이 다른 여러 나라에서 모집된 이질

  적인 대상자

6

  나) 식이 평가방법: 일상적인 나트륨 섭취를 평가하는데 부적절하고 신뢰성

  이 낮은 방법
6

  다) 연구결과 간의 모순이 있고 연구결과에 대한 그럴 듯한 설명이 없다.   

  연구결과에도 언급되었듯이 나트륨 섭취와 혈압의 직선적 상관관계를 무시

  하고 있다. 

6

1-2

 A의 연구결과

  가) 심혈관 질환이 최저 수준으로 나타나는 수준, 즉 나트륨 섭취량 5그램 

  정도를 권고한다. 

10

  나) 개인별 섭취량을 감안하여 5그램 이하면 섭취수준을 높이고, 5그램 이

  상일 때는 5그램 수준으로 낮춘다.
10

 B의 연구결과

  나트륨 섭취량을 최대한 줄이도록 권고한다.
10

7. 예시 답안

1-1. A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다. 나트륨 섭취와 심혈관 질환의 U자형 
관련성이 있다. 즉, 나트륨 섭취가 낮아도, 높아도 심혈관 질환이 증가한다.

      A연구의 오류는 아래와 같다.
       가) 대상자 선정에 있어 식이습관과 생활습관이 다른 여러 나라에서 모집된 이질적인 

대상자로 구성되었다.
       나) 일상적인 나트륨 섭취를 평가하는데 부적절하고 신뢰성이 낮은 방법으로 평소의 

식이를 평가하였다.
       다) 연구결과 간의 모순이 있고 연구결과에 대한 그럴 듯한 설명이 없다. 연구결과에도 

언급되었듯이 나트륨 섭취와 혈압의 직선적 상관관계를 무시하고 있다. 

1-2. 각 연구결과에 따라 권장되는 나트륨 섭취지침은 아래와 같다.
     A연구에 따르면 심혈관 질환이 최저 수준으로 나타나는 수준, 즉 나트륨 섭취량 5그램 

정도를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개인별 섭취량을 감안하여 5그램 이하면 
섭취수준을 높이고, 5그램 이상일 때는 5그램 수준으로 낮춘다.

     B연구결과에 따르면 나트륨 섭취량을 최대한 줄이도록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