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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탐구 영역 •
인간 발달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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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1. {출제의도} 
영아기의 애착 유형을 이해한다.

제시문의 실험은 아동의 애착 유형을 알아보는 에
인스워스의 낯선 상황 실험이다. 
{오답풀이} 
 ㄴ. 부모가 자녀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나타나는 애착 유형은 안정 애착이다. ㄷ. 아동 A
는 안정 애착 유형, 아동 B는 회피 애착 유형에 
해당한다.

2. {출제의도} 
성년기의 사랑의 유형을 적용한다.

제시문의 (가)는 공허한 사랑, (나)는 성숙한 사
랑, (다)는 낭만적 사랑이다.
{오답풀이} 
 ㄱ. (가)에 열정의 요소를 더하면 얼빠진 사랑이
다. ㄷ. (다)는 낭만적 사랑이다. 

3. {출제의도} 
비고츠키의 사회 문화적 인지 이론을 일반화한다.

제시문의 ㉮는 실제적 발달 수준에 해당한다. ㉯
는 비계의 사례이다. 
{오답풀이} 
 ㄷ. 학생 A는 학생 B보다 근접 발달 지대가 더 
넓다. ㄹ. 학생 A는 학생 B보다 실제적 발달 수준
이 더 낮다.

4. {출제의도} 
영아의 인지 발달 특성을 이해한다. 

제시문은 2차 순환 반응기에 관한 사례이다. 자신
의 외부에 있는 사건과 대상에 관심을 가지고 반
복하는 단계이다.
{오답풀이} 

 ③, ⑤는 2차 순환 반응기보다 낮은 인지 발달 
능력을 보이고, ①, ④는 2차 순환 반응기보다 높
은 인지 발달 능력을 보인다. 

5. {출제의도} 
중년기의 발달 특성을 명료화한다.

제시문은 중년기의 갱년기 증상을 보여 준다. 
{오답풀이} 
 ㄴ. 직전 시기에 비해 유동성 지능이 감소한다. 
ㄹ. 직전 시기에 비해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분비
가 감소한다.

6. {출제의도} 
신생아의 반사 운동을 이해한다.

제시문의 (가)는 잡기 반사(파악 반사), (나)는 
근원 반사, (다)는 걷기 반사이다. 
{오답풀이} 
 ㄷ. (다)는 걷기 반사이다.

7. {출제의도} 
노년기의 성격 적응 유형을 적용한다.

제시문은 노년기의 성격 적응 유형이 나타난 상담 
일지이다. A 씨는 성숙형, B 씨는 분노형에 해당
한다.
{오답풀이} 
 ㄴ. A 씨의 유형은 노년기의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8. {출제의도} 
유아기의 인지 발달을 이해한다.

제시문은 영아기와 유아기의 언어 발달 특성이 나
타난 사례로 민수는 영아기, 슬기는 유아기에 해
당한다. 
{오답풀이} 
 ㄱ. 가역적 사고, ㄹ. 다중 유목화는 아동기의 인
지 발달 특성이다. 

9. {출제의도} 
중년기 적응 유형을 일반화한다.

제시문의 A 씨는 탁월한 생성층 유형, B 씨는 정
체감 위기 유형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ㄱ. 자기 혐오감에 빠지기 쉬운 것은 처벌-권위
주의 유형의 특징이다. ㄷ. 긴장감과 갈등을 은폐
하는 것은 억압된 우울 유형의 특징이다. 

10. {출제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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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기의 발달 특성을 탐색한다.
제시문의 A 씨가 속한 시기는 성년기이다. 허비거
스트는 성년기의 발달 과업으로 직업 역할을 시작
하는 것을 제시했다.
{오답풀이} 
 ㄴ. 메타포스 신드롬이 나타나는 시기는 중년기
이다. ㄹ. 융은 중년기를 시간에 비유하여 인생의 
정오라고 했다. 

11. {출제의도} 
아동의 다중 지능을 이해한다.

제시문은 아동 A, B의 다중 지능 검사 결과표이
다. 
{오답풀이} 
 ㄱ. 화가, 회계사는 아동 A의 약점 지능과 관련
된 직업이다. ㄹ. 아동 A와 아동 B의 지능 중에서 
공통된 약점 지능은 음악 지능이다.

12. {출제의도} 
청소년기의 인지 발달을 이해한다.

제시문의 실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동의 발
달 시기는 체계적ㆍ조합적 사고가 가능한 청소년
기이다.
{오답풀이} 
 ㄷ. 물활론적 사고는 유아기의 발달 특성이다. 
ㄹ. 조망 수용 능력은 청소년기에 이르기 전에 발
달하기 시작한다. 

13. {출제의도} 
노년기의 발달 특성을 명료화한다.

제시문의 A 씨가 속한 시기는 노년기이다. 
{오답풀이} 
 ㄱ. 맛을 감지하는 식역이 증가한다. ㄴ. 암순응
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진다.

14. {출제의도}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을 탐색한다.

제시문에서 청소년기 발달 특성 중 ㉮는 동조 행
동, ㉯는 개인적 우화, ㉰는 상상적 관중에 해당한
다.
{오답풀이} 
 ㄷ. ㉯는 개인적 우화에 해당하는 행동 특성이다. 

15. {출제의도} 
아동의 도덕 발달 수준을 적용한다.

제시문에서 아동 A는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단계 
중 목적과 상호 교환 지향의 도덕 단계, 아동 B는 

벌과 복종 지향의 도덕 단계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ㄱ. 아동 A는 자신의 흥미와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행동한다. ㄹ. 아동 B가 아동 A보다 도덕성 
발달 단계가 낮다.

16. {출제의도} 
브론펜브레너의 생태학적 체계 이론을 이해한다.

제시문의 ㉮는 미시 체계, ㉯는 외체계, ㉰는 미시 
체계, ㉱는 거시 체계이다.
{오답풀이} 
 ㄱ. ㉮의 학교는 미시 체계이다. ㄴ. ㉯의 정부 
기관은 외체계이다.

17. {출제의도} 
인간 발달의 원리를 명료화한다.

제시문은 인간 발달의 원리에 관한 사례이다.
{오답풀이} 
 ㄷ. 발달의 각 영역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는 발달의 원리는 제시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 

18. {출제의도} 
자아 정체감 유형을 탐색한다.

제시문의 학생 A는 자아 정체감 성취 유형, 학생 
B는 자아 정체감 유실 유형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ㄱ. A는 자아 정체감 형성을 위한 위기의 경험이 
있다. ㄴ. B는 자아 정체감 유실 유형에 해당한다.

19. {출제의도}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을 이해한다.

제시문의 ㉮는 도식의 형성, ㉯는 동화, ㉰는 인지
적 불균형, ㉱는 조절이다. 
{오답풀이} 
 ㄴ. ㉯은 동화이다.

20. {출제의도} 
유아의 공격성과 놀이의 특성을 일반화한다.

제시문의 형제는 연합 놀이를 하고 있으며, 동생
은 도구적 공격성이, 형은 적대적 공격성이 나타
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