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 수시1차 공통 의·약학계열(오전)

인성 및 가치관 문제

최근 고위공직자의 혼외자(婚外子) 문제가 정치 사회적으로 큰 이
슈가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고위 공직자들의 사생활에 관해 다
양한 견해가 제시되었습니다. 고위공직자라도 사생활이나 개인정
보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견해
도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그 이유를 설명하십시
오.

2014학년도 수시1차 공통 의·약학계열(오후)
인성 및 가치관 문제

한국 빙상 쇼트트랙을 대표했던 안현수 선수는 2011년 말 러시
아로 국적을 바꿔 러시아 선수 ‘빅토르 안’으로 각종대회에 출
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내에서 개최된 ISU 쇼트트랙 월드컵대
회에서 한국선수와 경쟁을 벌여 500미터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당
신은 안현수 선수의 러시아 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4학년도 수시1차 의·약학계열 (오전)

과학적 사고 문제

1. 바이러스에 노출될 경우 바이러스를 이겨낼지, 아니면 감염될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10,000명의 개인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기로 한다.
2. 테스트를 통해 각 개인은 취약, 안전 두 등급으로 평가된다. 이때
바이러스에 감염될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를 ‘취약’, 바이러스
노출 상황을 이겨내리라고 추정되는 경우를 ‘안전’이라고 평가
한다.
3. 테스트의 신뢰도는 95%이다.

(1) 테스트의 신뢰도 95%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시오.
(2) 1 개월 후 테스트를 받은 10,000명의 개인 중 1%가 실제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고, 나머지 99%는 여전히 안전하다고 가정하자. 최초 평가 시
‘취약’판정을 받은 사람이 실제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을 구하고, 그 결
과를 분석하시오.

2014학년도 수시1차 의·약학계열 (오후)
과학적 사고 문제
캠브리지 대학 스토럼(Hans-Henrik Stolum)교수는 강의 발원지
부터 하구 끝까지의 실제 총 길이와 그 두 지점간의 직선 길이
사이의 비율을 연구․계산하였다. 이 비율은 각각의 강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실제 강의 길이는 직선 길이의 3배보다 조금 긴 것으로
밝혀졌다.
아래는 곡선을 그리며 시베리아 평원을 흐르는 강의 사진이다.
이 사진을 이용해서 강의 발원지부터 하구 끝까지의 직선거리와
실제거리 사이의 비율을 추론 하시오.

[사진 : 시베리아의 강]
* 이 질문은 실제 비율을 정확히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을 보고 추론하는 과학적인
사고력을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2014학년도 수시1차 간호학과 (오전)
과학적 사고 문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누출사고는 2011년 3월 발생하였다. 연구자
들은 앞으로도 수년 동안 방사능 누출이 지속될 것이며, 일본 뿐
아니라 전 세계가 이 사고로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
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방사능 피폭 피해가 성인에 비해 어린이
와 태아에게,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것이
다. 이러한 일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설명하시오.

2014학년도 수시1차 간호학과 (오후)
과학적 사고 문제

인체는 많은 병원체에 노출되어 있으며, 병원체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체에 침입하여 질병을 야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관리
본부는 특히 겨울철 독감 예방을 위해 충분한 휴식과 영양섭취와
함께 자주 손을 씻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어린이와 노약자
들에게는 독감 예방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1) 질병관리본부가 권장하는 독감예방 대책을 인체 방어 작용
(면역)과 관련하여 설명하시오.
2) 독감 예방접종을 매년 해야 하는 이유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