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모의문제
01. 세계보건기구가 규정한 건강의 정의에서 사회적 안녕(Social well-being)의
의미는 무엇인가? (⑤)
①국민복지제도가 잘 발달된 상태
②보건의료제도가 잘 발전된 상태
③정치,경제가 안정된 상태
④사회적 안녕질서가 잘 확립된 상태
⑤복잡한 사회환경 속에서 각자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상태
02. 인간의 건강상태를 가장 잘 표현한 내용은 어느 것인가? (⑤)
①신체적으로 완전한 상태
②정신적으로 완전한 상태
③질병이 없고 허약하지 않은 상태
④욱체.정신적으로 완전한 상태
⑤육체.정신.사회적 안녕이 완전한 상태
03. 건강의 현대적 개념은 무엇인가? (④)
①신체개념
②정신개념
③정신,신체개념
④생활개념
⑤생리적 개념
04. LeaveII과 Clark 교수가 주장한 질병의 2차적 예방활동이란 무엇인가? (③)
①예방접종 활동
②환경개선 활동
③조기진단,조기치료 활동
④보건영양개선 활동
⑤잔여기능의 최대화 활동
05. 포괄보건의료 개념에서 3차 예방의 의미는 무엇인가? (⑤)
①질병감염의 예방활동
②질병의 전파관리 활동
③질병의 조기발견,조기치료 활동
④영양개선 및 건강증진 활동
⑤재활 및 무능화 예방활동
06. 중보건학의 개념상 건강관리의 가장 중요한 대상은 무엇인가? (5)
⓵ 개개인의 건강
⓶ 가족단위의 건강
⓷근로자 및 환자의 건강
⓸ 노약자 및 빈곤계층의 건강

지역사회 전체 주민의 건강
07. 공중보건이 지향하는 보건의료사상의 현대적 개념은 무엇인가? (⓸)
⓵ 전문의료제도의 개념
⓶ 첨단의료기술의 개념
⓷ 임상의료제도의 개념
⓸ 포괄보건의료의 개념
⓹ 보건환경의 개념
08. 공중보건사업의 최소단위는 무엇인가? (⓹)
⓵ 개인 ⓶ 가족 ⓷ 직장 ⓸ 인구 1,000명당 ⓹ 지역사회
09. 공중보건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가장 중요한 지역사회 접근방법은? (⓷)
⓵ 행정적 규제를 통한 접근
⓶ 관계법의 강력집행을 통한 접근
⓷ 보건교육활동을 통한 접근
⓸ 보건기술훈련을 통한 접근
⓹ 의료조직 확대에 의한 접근
10. 일차보건의료의 실천을 결정한 도시와 시기는? (⓷)
⓵ 미국, 뉴욕, 1970년
⓶ 영국, 런던, 1974년
⓷ 카자흐스탄, 알마아타, 1978년
⓸일본, 도쿄, 1980년
⓹ 필리핀, 마닐라, 1985년
11. 공중보건의 개념이 개위위생 중심에서 인간집단 중심으로 전환된 시기는 언제인가?(②)
①중세기 이후 ② 산업혁명 이후 ③ 현미경 발견 이후
④ 종두업 개발 이후 ⑤세계보건기구 탄생 이후
12. 윈슬로우는 공중보건학을 “조직화된 ( )의 노력을 통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
장시키며, 신체,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기술과 과학이다” 라고 정의한 바 있다. 다음 중
( ) 에 올바른 것은? (⑤)
① 국가 ② 학교 ③ 사회 ④ 주민 ⑤ 지역사회
13. 개인위생에서 공중보건으로 개념이 전환된 시기는? (③)
① 고대기 ② 중세기 ③ 여명기 ④ 확립기 ⑤ 발전기
14. 지역사회 보건수준 평가의 가장 대표적인 지표는? (①)
① 영아사망률 ② 평균수명 ③ 조사망률 ④ 모성사망률 ⑤ 유아사망률
15. WHO에서 한 나라의 보건의료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제시한 건강지표들로만 조합된
것은? (②)
① 평균수명, 질병이환율, 비례사망지수
② 평균수명, 조(보통)사망률, 비례사망지수
③ 평균수명, 조(보통)사망률, 영아사망지수
④ 영아사망률, 조(보통)사망률, 비례사망지수
⑤ 평균수명, 영아사망률, 비례사망지수
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