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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지문들을 포괄하는 주제를 제시하고, 그에 관련된 자신의 견해를 문제의 원인과 해

결책 중심으로 논술하시오

(주제를 원고지의 첫 줄에 적고, 그 다음 줄을 비운 뒤 내용을 서술하시오. 모든 내용을 포함하여 900자～1,000

자로 쓰시오.)

【지문 1】

‘열역학 제1법칙’은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다. 제2법칙은 ‘엔트로

피의 법칙’으로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하기만 한다.”는 것인데, “물질과 에너지는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만, 또한 질서화된 것으로부터 무질서화된 것으로만 변화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에너지를 새로 만들어 낼 수는 없다는 점이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에너지를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변화시

키는 일만을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게 한 에너지를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변화시킬 때, 에너지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간다. 결국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말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것을 뜻한다.

【지문 2】

1992년 9월 의학 잡지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에 실린 한 연구 논문에 의하면, 1938년부터 현재까지 20개국

남성 약 1만 5천명을 대상으로 정자 수를 조사한 결과, 1940년에는 정액 1밀리리터 중에 약 1억 1천3백만 개였

으나 1990년에는 겨우 6천6백만 개밖에 되지 않았다. 불과 50년 사이에 남성의 정자 수는 45%나 감소되었다는

것이다. 정자 수뿐만 아니라 정액의 양도 25%나 줄어들어 있었다. 이러한 남성의 정자 수 감소가 이대로 계속

된다면, 2005년에 30세가 되는 남성의 정자 수는 정액 1밀리리터 중에 3천2백만 개밖에 없게 된다는 계산이 나

온다.

【지문 3】

소의 트림이나 방귀 등에서 나오는 메탄 가스가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고 비웃기 쉽지만 2001년에 한국이 배

출한 온실 가스 1억 4천803만 8천 TC(탄소톤) 중 반추 가축의 장내 발효 과정에서 나온 양이 0.4%(72만 2천

TC)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뉴질랜드 정부는 한 때 가축의 메탄 가스가 기후 변화에 끼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한 재원 확보 명목으로 목축업을 하는 농민들에게 가축 한 마리당 일정액의 ‘방귀세’를 부과하려다

농민들의 거센 반발로 백지화한 바 있다.

건 양 대 학 교



2008학년도 수시2학기 의학과

논 술 고 사 문 제 지

의학과

수험번호 성 명 감 독 위 원 (인)

【지문 4】

가솔린과 에탄올의 혼합물을 ‘가소올(gasohol)’이라고 한다. 이 물질은 자동차 연료로 사용된다. 미국에서는

에탄올을 생산하기 위한 옥수수의 소비가 작년 말부터 급격하게 늘었기 때문에 올 들어 옥수수 가격이 크게

상승했고, 그 여파로 소와 돼지 등 옥수수 사료를 먹는 가축의 값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문 5】

중남미의 열대 숲이 개발로 인해 큰 위협을 받고 있다. 이들 정부에서는 국가 경제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벌

목을 하고 있으며, 또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은 생활의 터전을 마련하고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 화전

(火田)을 만드는 과정에서 숲을 훼손하고 있다. 그 결과, 지구의 허파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CO2 증가로 대기의

균형이 깨져가고 있다. 아울러 열대 숲이 파괴되면 더 높은 위도의 대기로 열대 숲이 가지고 있던 물이 이동되

어서, 그 지역에 많은 비를 내리게 되어 농작물이 피해를 입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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