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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제의도] 생태학 이론의 관점 이해하기

[해설] 제시된 그림은 브론펜브레너의 생태학적 접근에 
따른 인간 환경의 네 가지 체계이며 이 이론은 인간 
발달을 능동적으로 성장하는 인간이 끊임없이 변화하
는 환경과 일생을 통해서 상호 조절하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2. [출제의도] 영아 돌보기 적용하기

[해설] 제시된 18～20개월의 영아는 걷기, 손과 눈의 협
응 등의 발달이 이루어진 시기이므로 공굴리기나 블
록 쌓기 등의 놀이를 통한 돌보기가 적절하다.

3. [출제의도] 에릭슨 이론의 발달 과업 적용하기

[해설] 제시된 신체 발달 시기는 만 1세 정도이며 이 시
기에 형성된 에릭슨 이론에서의 발달 과업은 신뢰감
이다.

4. [출제의도] 사회 학습 이론 적용하기

[해설] 반두라의 사회 학습 이론은 관찰이나 모방에 의해
서 인간 발달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근묵자흑
(近墨者黑),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 귤화위지
(橘化爲枳) 등의 고사 성어는 이 이론의 사례에 해당
된다.

5. [출제의도] 분만의 징후 적용하기

[해설] 분만이 임박해졌음을 알 수 있는 징후로는 자궁 
경부를 막았던 점액이 피와 함께 자궁 밖으로 나오는 
이슬, 양수가 터지는 파수, 자궁의 수축에 따라 진통
의 간격이 짧아지는 것 등이 있다.

6. [출제의도] 영아기의 발달 특징 이해하기

[해설] 제시된 그림에서 이가 나기 시작하고 의자에 앉아 
물체를 잡는 등의 행동을 할 수 있는 시기는 6개월 
전후의 시기로 이 시기에는 낯가림을 시작하고 머리
둘레와 가슴둘레가 비슷해진다. 보기의 ㄱ, ㄴ은 2세 
정도 시기의 발달 특징이다. 

7. [출제의도] 신생아의 반사 행동 적용하기

[해설] 제시된 화에서 ㉠은 신생아의 반사 행동 중 근
원 반사이며 ㉡은 빨기 반사이다.

8. [출제의도] 영아기 부모의 역할 적용하기

[해설] 영아기의 바람직한 부모의 역할은 쓰기, 셈하기 
보다는 적절한 놀이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좋으
며, 학습 지도는 유아기 이후에 제공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9. [출제의도] 인간 발달의 관점 적용하기

[해설] 제시된 화에서 철이의 입장은 인간 발달에 성
숙, 유전적인 요인이 더 중요하다는 관점이며, 순희의 
입장은 발달이 학습과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는 관점
이다.

10. [출제의도] 태내기 발달 특징 이해하기

[해설] 임신 기간 중 수정에서 2주까지는 정착기이며, 2
주에서 8주까지는 배아기로 장애에 가장 민감한 시기
이다. 8주에서 출산까지는 태아기이다.

11. [출제의도] 태아의 환경 적용하기

[해설] 임신 기간 중 임신부의 영양실조는 사산, 유산, 
조산을 초래하며, 스트레스, 분노 등이 장시간 계속 
될 경우에는 유산이나 조산을 초래할 수 있다. 

12. [출제의도] 태아기 발달 특징 이해하기

[해설] 그림으로 제시된 발달 시기는 태아기에 해당하며 
보기의 ㄴ, ㄷ은 배아기에 해당된다. 

13. [출제의도] 영아기 감각 발달 특징 적용하기

[해설] 제시된 감각 중 미각은 생후 2～3개월경, 청각은 
2개월경, 후각과 촉각은 출생 시 발달되며, 시각 중 
공간 지각 능력은 7～8개월에 발달한다.

14. [출제의도] 프로이드 발달 단계의 특징 적용하기

[해설] 제시된 사례에서 종서는 뛰기, 전보적인 언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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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젖니 20개 등의 발달 특징으로 보아 만 2세 정도
의 발달 시기이다. 이 시기는 프로이드 발달 단계의 
항문기에 해당되며, 소변 배설 경험을 통해 리비도
의 충족이 이루어진다.

15. [출제의도] 영아기 발달 특징 적용하기

[해설] 제시된 장면에서 경수는 자아 개념을 형성하는 만 
2세 정도의 발달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상영속성 
개념이 형성되고 애착 상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 가지 행동을 시도한다. 보기의 ㄴ은 8개월경이
며 ㄷ은 공간 지각 능력이 형성되는 7~8개월 이전의 
시기이다. 

16. [출제의도] 영아기 언어 발달 특징 적용하기

[해설] 그림에 제시된 사례는 만 1세 전후의 발달 단계
이며, 이 시기의 언어 발달 특징은 한마디로 된 말을 
하기 시작한다.

17. [출제의도] 인간 발달의 원리 적용하기

[해설] 제시된 사례는 정서적 발달이 신체적, 인지적, 사
회적 발달에 영향을 주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발
달의 원리 중 발달의 각 영역은 서로 접한 관련성
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8. [출제의도] 신생아 양육 방법 적용하기

[해설] 신생아기의 발달 특징 중 생리적 체중 감소는 생
후 1주 동안 수분 배설과 먹는 양의 부족 등으로 
10% 정도의 체중이 감소하며 생후 10～14일이 되면 
회복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19. [출제의도] 모유의 특징 적용하기

[해설] 모유는 인공유에 비해 철분 흡수율이 높고, 심리
적 안정감을 주며, 알레르기 반응이 없다.

20. [출제의도] 라마즈 분만법 적용하기

[해설] 제시된 분만법은 라마즈 분만법으로 남편이 분만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평소 부부가 함께 훈련
을 하는 무통분만법 중의 하나이다.

[식품과 영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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