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학년도 수시2학기 의학과

논 술 고 사 문 제 지
의학과

수험번호 성 명 감 독 위 원 (인)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제시문 A] 다음은 1965년에 영국의 통계학자인 ‘오스틴 브래드 힐’의 어떤 요인이 질병의

원인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기준이다.

1) 시간적 관계: 어떤 요인이 현상의 원인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요인은 결과에 비하

여 시간적으로 앞서야 한다.

2) 연관성의 정도: 원인과 결과와의 연관성의 정도는 관련성의 정도가 클수록 인과관계 가

능성이 높다.

3) 용량-반응 관계: 원인이 되는 물질에 노출되는 양이 증가할수록 질병의 위험성이 증가

한다.

4) 가역성: 원인이 제거되면 질환이 감소한다.

5) 일관성: 각기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다른환경에서 다른시간에 연구한 결과들이 같

은 결과를 도출한다면 원인적 관계가 뚜렷하다.

6) 생물학적 타당성: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져 있는 질병의 기전에 관한 지식과 일치한

다.

7) 특이성: 한가지 원인이 한가지 결과를 초래한다

8) 유사성: 인과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유사한 예가 많을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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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문 B] 다음은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감염과 위궤양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연구

결과들이다.

1) 서구에서 궤양질환의 유병률은 19세기 후반에 가장 높았으며, 또한 헬리코박터 파이로

리의 유병률도 열악한 생활조건에 있었던 당시에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오늘날 개발도

상국에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의 유병률이 선진국에 비하여 훨씬 높은 현상도 이러한 추

론을 뒷받침한다.

2) 헬리코박터 파이로리는 십이지장궤양을 가진 환자 중 적어도 90 %에서 발견되었다. 일

반인과는 격리된 생활을 하고 있는 북부 오스트리아 원주민에서는 십이지장궤양이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는데, 이들에게서는 헬리코박터 파이로리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3)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감염의 유병률은 남녀 모두 동일하다. 십이지장 궤양의 발생룰은

초기에 여성보다 남성에서 높다고 여겨졌으나 최근에 와서는 동일한 것으로 여겨진다.

4) 십이지장궤양이 없는 환자에게서 위점막 1 mm2당 헬리코박터 파이로리의 밀도가 십이

지장 궤양이 없는 사람에 비하여 더 높게 나타난다.

5)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감염을 치료한 후 십이지장궤양의 치료속도는 히스타민 수용체

길항제를 투여하였을 때의 치료속도와 같다.

6) 헬리코박터 파이로리는 명백하게 만성위염과 관련된다. 만성위염 환자의 약 11%가 10

년에 걸쳐 십이지장궤양으로 진전된다.

7) 십이지장궤양을 가진 환자에게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의 유병률은 90~100 %이다.

8) 헬리코박터 파이로리에 감염된 점막은 약해지며 산에 의해 손상되기 쉽다.

9) 헬리코박터 파이로리에 관한 많은 관찰이 반복적으로 행해졌다.

10) 헬리코박터 파이로리는 염증 매개체를 분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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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제시문 A]에서 기술된 원칙(3-5개 이용)에 입각하여 [제시문 B]의 연구결과를

이용해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가 십이지장궤양의 원인이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기술하시오.

[유의 사항]

1. 글의 길이는 빈 칸을 포함하여 900자 이상 1,000자 이내가 되게 하시오.

2. 예시문 속의 문장을 활용하여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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