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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카드 7

[울산대학교 문항정보]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논술전형, 지역인재특별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의학계열(의학논술) / 문제4

출제 범위

교양과
교육과정 과목명

보건

핵심개념 및 용어 질병의 예방과 치료,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

예상 소요 시간 15분 / 전체 150분

2. 문항 및 제시문

【문제 4】아래의 본문을 읽고, 임상 진료에서 근거 기반 의학 (Evidence-based medicine)을 

적용함에 있어 주의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시오. (300자 이내, 50점)

  Efforts to raise quality through the application of evidence-based medicine (EBM) risk 

ignoring what we know about human cognition and expertise, and may undermine the vital 

role played by a physician’s expert judgment.

There are at least three reasons to be wary. For starters, EBM is grounded in a fundamental 

distrust of physicians’ intuition – that is, the rendering of pattern-based judgments that rely 

on years of experience. To be sure, there are good reasons to be skeptical of intuition, 

given the countless cases in which it has proved to be wrong. But it does not follow that all 

cases of intuition are flawed or that skilled intuition has no function in healthcare.

   A second problem with EBM is that it offers little guidance when a medical condition is 

evolving. For example, acute asthma may be the focus of care at one moment, but might 

shift to the patient’s diabetes later. EBM guidelines focus on asthma treatment or diabetes, 

but not both, or even how they may interact and change over time.

   Finally, and perhaps most critically, one must ask how clinicians are to make decisions 

when there are gaps in the EBM knowledge base. Doctors often spot trends and develop 

hypotheses that involve guesswork, and that are validated by trials only later. Should doctors 

therefore ignore observed patterns until the data are in? Indeed, one might wonder how such 

trials are initiated at all if clinicians do not tentatively explore a problem in the first place. 

To insist that all treatment decisions be based on existing best practices stifles this 

exploration and prevents potential medical breakthroughs.

cognition 인지                guesswork 어림짐작

rendering 표현                trial 임상연구

acute asthma 급성 천식                tentatively 시험적으로

diabetes 당뇨병                stifle 방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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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제 의도

질병의 예방과 치료와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

한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및 관련 성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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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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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한다.

      ㉮ 질병과 예방, 치료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탐색한다.

      ㉯ 질병과 예방, 치료를 바라보는 관점이 국가와 사회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사례를 들어 비교하고 평가한다.

(3) 건강자원의 활용과 대처 기술

   ㈏ 대처 기술

    ② 개인·집단의 의사결정과 목표설정 및 적용

     건강증진을 위한 개인 및 집단의 의사결정 및 목표 설정을 수립하고, 

     적용 방법을 탐구한다.

      ㉮ 건강증진을 위한 개인 및 집단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시범

         을 보인다.

      ㉯ 건강증진을 위한 개인 및 집단의 목표 설정과 적용 전략을 탐구한

         다.

    ③ 개인·집단의 의사소통 기술과 전략 : 거절, 협상, 공동화 기술, 갈등 

    해결 의사소통이 관계 및 문제해결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적절한 

    의사소통 기술을 적용한다.

     ㉮ 사회적·문화적 맥락 속에서 의사소통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

        한다.

     ㉯ 다양한 상황에 건강 증진을 위한 거절, 협상, 공동화 기술, 갈등 해

       결 등 의사소통 기술을 적용한다.

나) 자료 출처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보건

우옥영 외 YBM 2015
40-79
252-279

이영내 외 ㈜천재교육 2016
36-55
184-205

한미란 외 도서출판들샘 2016
32-54
236-252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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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항 해설

 제시문의 내용은 현대 의학의 진단과 치료의 근거가 되는 evidence-based medicine과 
관련된 것으로, 고등학교 보건에서도 관련 내용이 전반적으로 다루어 지고 있다. 건강 및 의학과 
관련된 정보의 특성을 이해하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올바르게 정보를 선택하고 
이용하는 능력과 관련한 지문에 대한 해석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4

 본문에 제시된 세가지 문제를 모두 기술하면 부여함 50

 다년간의 경험이 바탕이 된 의사들의 직관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 설명 15

 특정 환자의 의학적 상태가 변화할 때 이에 대한 지침을 내리기 점 설명. 

 즉, 한 환자에서 동시에 존재하는 질환들에 대해 상호작용하는 방식이나 변

 화 과정 등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20

 지식과 실제 관찰된 패턴과 차이를 보이는 경우, 의사들이 관찰된 사례의 추

 세를 확인하고 추측을 통한 가설을 세운 다음 나중에 시험을 통해서 이것을 

 검증하려는 시도는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고, 결국 의학의 발전도 일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점 설명 

20

 단순하게 해석을 하였기 때문에 서술 과정 전후에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기

 술된 내용이 논리적 전개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 감점을 하여 채점을 함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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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예시 답안

4. 첫째, 다년간의 경험이 바탕이 된 의사들의 직관을 인정하지 않는다. 

   둘째, 특정 환자의 의학적 상태가 변화할 때 이에 대한 지침을 내리기 어렵다. 즉, 한 

   환자에서 동시에 존재하는 질환들에 대해 상호작용하는 방식이나 변화 과정 등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셋째, 지식과 실제 관찰된 패턴과 차이를 보이는 경우, 의사들이 관찰된 사례의 추세를 

   확인하고 추측을 통한 가설을 세운 다음 나중에 시험을 통해서 이것을 검증하려는 시도는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고 결국 의학의 발전도 일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