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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나열한 지문들은 의학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다. 이를 논의의 근거로 삼아 예비의학도로서 현대의학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시오.
※ 유의사항

  1. 답안에 자신을 드러내는 표현을 쓰지 말 것.
  2.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말 것.
  3.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900~1,000자가 되게 할 것.
  4. 제목은 쓰지 말고 본문부터 시작할 것.

【지문 I】 생의학적 모형(biomedical model)에서는 인간을 하나의 기계로 보고 마치 고장난 기계의 부품을 수리하듯이

질병의 원인을 찾아내고 이를 치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모형에서 출발한 서양의학은 항생제와 백신의 개발을 통

해 전염병으로 인한 조기사망의 수준을 크게 감소시킨 공로가 있다. 이 외에도 마취약 개발, 수술치료법의 획기적 발

전, 최근 유전자 단위로까지 확대된 진단 및 맞춤의료의 발달, 인공장기 개발 등의 업적을 이루면서 현대사회의 주류

의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지문 II】 대체의학은 길게는 수천 년에서 짧게는 수십 년 동안 사용되어 왔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90% 이상이

대체요법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대체의학은 과학적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의 경험에 근거하여 도입, 이용되면

서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고,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얼마나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지 밝혀지지 않은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

【지문 III】 아유르베다 의학은 인간과 주위 환경과의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는 인도의 전통의술이다. 아유(Ayu)는 ‘생
명’을, 베다(beda)는 ‘어떤 것에 대한 지식’을 뜻하는데, 기원 전 1500년경 시작된 이 의학은 인도 국민의 80% 정
도의 질병치료를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아유르베다 의학의 기본 개념은 자연치유력에 있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며

모든 생명체의 생존과 건강을 결정하는 자연법칙은 인간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믿음에서 출발하고 있다.

【지문 IV】 1971년 12월 3일 미국 닉슨 대통령은 암 퇴치법에 서명함으로써 역사적인 ‘암과의 전쟁’을 선포하였다. 
그의 전쟁 선포는 의학기술의 무한한 발전에 대한 믿음을 바탕에 두고 있었다. 적절한 연구와 이를 위한 투자만 이루

어진다면 암은 정복되리라 확신했다. 하지만 40년 가까이 지난 지금 믿음은 회의로 바뀌었다. 수백억 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연구비를 투입했지만 암 정복은 여전히 요원하다. 20년 안에 암 환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암 선전포고는 일

단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문 V】 언제부터인가 청진기, 체온계, 주사기, 소독솜, 응급주사약통 등이 가득 들어찬 의사의 왕진가방을 볼 수 없

게 되었다. 병원 진료를 중심으로 한 의료의 현대화 및 전문화가 왕진가방의 퇴장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왕진가방이

사라지면서 의사의 얼굴에 피어오르던 미소와 인간미도 함께 사라져 버렸고, 환자를 치료하기에 앞서 환자의 생활환경

이나 식습관 등을 먼저 살핌으로써 발병원인을 다각적으로 추측해보던 의사의 진료 행태도 사라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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