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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탐구 영역 식품과영양

그림은 어떤 영양소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 영양소의

급원이 되는 식품군으로 옳은 것을 식품구성탑 A～E에서 고른

것은?

① A, B ② A, E ③ B, C ④ B, D ⑤ D, E

다음 수업 장면에서 교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옳은 학생을 고

른 것은?

① 가영, 은성 ② 가영, 정아

③ 가영, 현수 ④ 은성, 현수

⑤ 정아, 현수

그림은 어느 비타민과 결체 조직 형성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

이다. (가)의 기능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항산화제로 작용한다.

ㄴ. 철의 흡수를 도와준다.

ㄷ. 니아신 합성에 관여한다.

ㄹ. 에너지 대사에 관여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그래프는 서로 다른 전분 용액의 온도와 시간에 따른 점성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A, B에 해당하는 전분의 용도로 적절한

것은? [3점]

A B

① 마카로니 식빵

② 마카로니 청포묵

③ 마카로니 튀김옷

④ 탕수육소스 튀김옷

⑤ 탕수육소스 청포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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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엄마와 딸이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의 내용이다. 딸의

신체 내 탄수화물 대사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 합성이 증가된다.

② 단백질 합성이 증가된다.

③ 케톤체 형성이 감소된다.

④ 글루카곤 분비가 증가된다.

⑤ 글리코겐 분해가 감소된다.

다음은 건강 검진 결과서이다. A씨가 제한해야 할 영양소와

그 기능으로 옳은 것은? [3점]

영양소 기능

① 아연 면역 기능의 강화

② 아연 세포내외의 삼투압 정상 유지

③ 나트륨 면역 기능의 강화

④ 나트륨 뼈와 근육의 성장에 관여

⑤ 나트륨 세포내외의 삼투압 정상 유지

표는 일반 우유와 일반 두유의 영양 성분 일부를 비교한

것이다.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00g당)

구분
단백질
(g)

지방
(g)

탄수화물
(g)

칼슘
(mg)

철
(mg)

콜레스테롤
(mg)

비타민A
(R.E)

(가) 3.2 3.2 4.7 105 0.1 11 28

(나) 3.5 2.8 4.8 22 0.7 0 0

<보 기>-

ㄱ. (가)는 (나)보다 불포화 지방산의 함량이 적다.

ㄴ. (가)는 (나)보다 뼈를 구성하는 영양소가 많다.

ㄷ. (나)는 (가)보다 완전 단백질에 가깝다.

ㄹ. (나)는 (가)보다 눈과 상피 세포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대화 장면에서 ㉠, ㉡에 해당하는 에너지 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은 기초 대사량을 증가시킨다.

② ㉠은 적응 대사량을 증가시킨다.

③ ㉡은 기초 대사량을 감소시킨다.

④ ㉡은 적응 대사량을 감소시킨다.

⑤ ㉡은 신체 활동 대사량을 감소시킨다.

다음 대화에서 (가)에 들어갈 영양소로 옳은 것을 영양 성분

표시에서 고른 것은? [3점]

아들：오늘 수업 시간에 영양 성분 표시 읽는 법을 배웠어요.

아빠나 할아버지처럼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치보다

높은 사람은 영양 성분 표시를 꼭 읽고 주의해야 한대요.

아빠：무엇을 읽어야 하는데?

아들：콜레스테롤, (가) 와(과) 같은 영양 성분 함량

은 중점적으로 봐야 한대요.

아빠：그러니? 그럼 너도 봐야겠구나. 그런 것은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거든.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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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어느 질병 예방에 대한 홍보 자료의 일부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ㄱ. 체중 부하 운동을 한다.

ㄴ. 비타민 D 강화 식품을 자주 먹는다.

ㄷ. 인의 함량이 높은 가공 식품을 자주 먹는다.

ㄹ. 우유, 치즈, 멸치, 뱅어포 등을 자주 먹는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표는 우리나라 연도별 식중독 발생 현황의 일부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단위 : 건)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살모넬라 23 22 22
포도상구균 11 16 32
장염비브리오 15 17 25

－ 문창규 외, 『식품 위생학』 －

<보 기>-

ㄱ. 어패류를 날것으로 먹었을 때 감염될 수 있는 식중독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ㄴ. 가열에 의해 파괴되지 않는 독소에 의한 식중독은 2004년

에 가장 적게 발생하였다.

ㄷ. 2006년에 독소형 식중독의 전체 발생 건수는 감염형 식중독

의 전체 발생 건수보다 많다.

① ㄱ ② ㄷ ③ ㄱ,ㄴ ④ ㄴ,ㄷ ⑤ ㄱ,ㄴ,ㄷ

그림의 요리강습 장면에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젤라틴 함량이 많기 때문입니다.

② 콜라겐 함량이 많기 때문입니다.

③ 엘라스틴 함량이 많기 때문입니다.

④ 강직해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⑤ 고기 표면에 열변성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림은 지방의 종류에 따른 결합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가)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지방의 5%를 차지한다.

ㄴ. (가)는 결합된 지방산의 종류에 따라 물리적 성질이

달라진다.

ㄷ. (나)는 담즙산과 성호르몬을 합성하는데 관여한다.

ㄹ. (나)는 세포막의 구성 성분으로 뇌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은 새우젓을 만드는 과정이다. 밑줄 친 ㉠, ㉡의 저장 원리

를 이용하여 만든 식품으로 옳은 것은? [3점]

㉠ ㉡ ㉠ ㉡

① 잼 식해 ② 잼 베이컨

③ 장아찌 베이컨 ④ 요구르트 김치

⑤ 요구르트 식해

그래프는 첨가물에 따른 달걀의 응고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ㄱ. 수란*을 만들 때 식초를 넣으면 pH에 따라 응고 온도가

달라진다.

ㄴ. 달걀찜을 만들 때 물이 많이 첨가된 것일수록 응고 온도가

내려간다.

ㄷ. 푸딩을 만들 때 설탕이 많이 첨가된 것일수록 응고 온도가

올라간다.

*수란：달걀을 깨서 끓는 물에 살며시 넣고 익힌 음식

① ㄱ ② ㄴ ③ ㄱ,ㄷ ④ ㄴ,ㄷ ⑤ ㄱ,ㄴ,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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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 표기 했는지 확인

하시오

그림은 수유부의 대화 장면이다.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가)는 면역 글로불린이 많아 신생아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한다.

ㄴ. (나)의 지방 함량은 수유가 시작된 지 10～20분이 지나면

처음보다 적어진다.

ㄷ. (가)는 (나)에 비해 유당과 에너지의 함량이 낮다.

ㄹ. (나)는 (가)에 비해 단백질의 함량이 2배 가량 많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그림은 어느 식품의 가공 과정에서 일어나는 단백질 구조 변화

를 나타낸 것이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수산 연제품이다.

ㄴ. 단백질 변성으로 드립이 발생한다.

ㄷ. 효소의 작용으로 단백질이 자가 소화된다.

ㄹ. 단백질이 탄성이 있는 망상 구조를 형성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은 어느 식품을 만드는 방법이다. 이 식품의 가공 원리로

만들어진 식품으로 옳은 것은?

① 물엿, 캐러멜 ② 증편, 감자떡

③ 젓갈, 오이피클 ④ 젤리, 토마토케첩

⑤ 케이크, 휘핑크림

다음 사례에서 알 수 있는 B씨의 식행동 장애 증상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B씨는 정상 체중임에도 불구하고 외모 때문에 능력을 인정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많은 양의 음식을 먹었다. 그러나 곧

많은 양의 음식을 먹었다는 후회와 체중 증가에 대한 두려움

으로 입안에 손을 넣어 토하거나 설사제, 이뇨제를 복용하곤

했다. 최근에는 많이 먹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면 저절로

구역질이 나고 심지어 토하게 되어 병원을 찾았다.

<보 기>-

ㄱ. 침샘이 붓고 인후염이 나타난다.

ㄴ. 극심한 체중 감소로 생리가 사라진다.

ㄷ. 전해질 균형이 깨져 심장 박동에 이상이 온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다음은 어느 영양소를 알아보기 위한 스무 고개 게임 과정이다.

(가)에 해당하는 영양소의 기능으로 옳은 것은?

① 필수 지방산을 합성한다.

② 효소와 호르몬을 형성한다.

③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준다.

④ 지방의 효율적인 산화를 돕는다.

⑤ 신체를 보호하고 체온의 발산을 막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