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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광고와 정보의 종류를 이해한다.
SNS를 사용하여 입소문을 내서 마케팅을 

하는 버즈 마케팅를 하여 성공한 사례이다.
[오답풀이] 우편물을 이용한 광고는 직접 광고이다. 
고객 관련 정보는 정보 출처에 따라 분류했을 때 내
부 정보에 해당한다.

2. [출제의도] 요양 보호사의 업무 내용을 일반화한다.
제시문의 (가)는 재가 보호이다.
[오답풀이] 재가 보호 업무에는 수급자 가족들의 일
상 업무를 대행해 주는 것이 포함되지 않는다. 방문 
간호는 간호사, 의사, 간호조무사의 업무이다.

3. [출제의도] 직업 상담사의 특징 및 요건을 파악한다.
제시문의 (가)는 직업 상담사이다.
[오답풀이] 직업 상담사는 중분류 항목 중 ‘보건ㆍ사
회 복지 및 종료 관련직’에 해당되고, 관련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한다.

4. [출제의도] 건축 설비 기술자와 건물 도장원의 직업
을 이해한다.
제시문에서 A 씨의 직업은 건축 설비 기술자이고, B 
씨의 직업은 건물 도장원이다.
[오답풀이] 현직 도편수의 보조원으로 들어가 도제 
형태로 일을 배우는 직업은 전통 건축원이다.

5. [출제의도] 숍 마스터의 업무를 이해한다.
제시문은 숍 마스터의 업무를 나타낸 것이다.
[오답풀이] 브루 마스터는 맥주 공정 관리, 패션 바
이어와 패션 코디네이터는 유통 관련, 패션디자이너
는 제조 관련 직업이다.

6. [출제의도] 제과 제빵사 업무를 분석한다.
제시문에서 제과 제빵사는 ‘식품 가공 관련 기능 종
사자’이고, 진로를 결정할 때는 적성, 흥미 등의 개인
적 요소를 고려한다.
[오답풀이] 쿠키는 발효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만들며, 
빵과 과자는 2차 산업의 생산품이다.

7. [출제의도] 지식 정보 사회의 특징을 이해한다.
제시문의 (가)는 지식 정보 사회이다.
[오답풀이] 지식 정보 사회에서는 주된 산업이 제 3
차 산업이며, 정보와 지식이 부의 원천이 된다.

8. [출제의도] 주생활 서비스 분야의 직업의 특성을 분
석하고 명료화한다.
제시문의 ㉯는 파사드를 계획한 것이고, ㉰와 같이 
배관 시설을 제작하고 설치하는 사람은 배관원이라 
한다.
[오답풀이] ㉮의 헤어숍 건물은 상업용 건물이며, ㉮
와 ㉯는 익스테리어를 계획한 것이다.

9. [출제의도] 미용 서비스 산업의 특징을 이해한다.
제시문은 미용 서비스 산업이다.
[오답풀이] ㄱ은 보건 서비스 산업이고, ㄴ은 사회 
복지 산업이다.

10. [출제의도] 소프트웨어의 종류를 이해한다.
제시문에서 (가)는 운영 체제, (나)는 워드프로세서, 
(다)는 스프레드시트이다.

[오답풀이] 스프레드시트의 종류에는 MS 엑셀 등이 
있고, (나)와 (다)는 응용 소프트웨어이다.

11. [출제의도] 여행 안내원과 여행 상품 개발자의 업
무를 이해한다.
제시문의 (가)는 여행 안내원이며, (나)는 여행 상품 
개발자이다.
[오답풀이] 문화 관광 해설사는 관광 자원 전반에 대
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한다.

12. [출제의도] 의생활 서비스 분야 직업의 종류와 특
성을 이해한다.
제시문의 (가)는 섬유 관련 등급원 및 검사원이고, 
(나)는 섬유 제조원이며, (다)는 직조기 및 편직기 
조작원이다.
[오답풀이] 리테일 머천다이저는 상품 기획과 마케
팅, 매출ㆍ재고 관리, 고객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다. (가)~(다)는 소재 개발과 제조 관련 직업이다.

13. [출제의도] 점두 광고의 사례를 일반화한다.
제시문의 설명은 점두 광고이다.
[오답풀이] ①과 ③은 직접 광고, ②와 ⑤는 매체 광
고이다.

14. [출제의도] 식품 검사원 직업의 주요 업무를 파악
하고 적용한다.
제시문의 (가)는 식품 검사원이다.
[오답풀이] 식품 검사원은 ‘식품 가공 관련 기능 종
사자’이며, 절단원과 살균원은 정육원 및 도축원의 관
련 직업이다.

15. [출제의도] 미용 서비스 종사자의 분류 및 자격 요
건을 탐색한다.
표에서 (가)는 미용사, (나)는 특수 분장사이다.
[오답풀이] 미용 서비스 종사자 중에서 미용사의 수
가 가장 많다.

16. [출제의도] 노동 3권을 분석하고 명료화한다.
제시문에서 ㉮는 단결권, ㉯는 단체 교섭권, ㉰는 단
체 행동권이다.
[오답풀이] 작업 중지권은 노동 3권이 아니다.

17. [출제의도] 관광 산업의 종류를 탐색한다.
제시문의 (가)는 의료 관광 산업, (나)는 마이스
(MICE) 산업이다.
[오답풀이] 레저 스포츠 산업은 마이스(MICE) 산업
에 해당되지 않으며, 의료 관광, 마이스(MICE) 산업 
둘 다 영리 목적의 관광 산업이다.

18. [출제의도] 산업 재해 보상 보험에 관해 탐색을 한
다.
제시문의 (가)는 산업 재해 보상 보험이다.
[오답풀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
하기 위한 보험은 고용 보험이다.

19. [출제의도] 보건 서비스 분야의 직업을 이해한다.
제시문의 (가)는 의무 기록사, (나)는 위생사, (다)는 
응급 구조사이다.
[오답풀이] 간호사의 대체 인력은 간호조무사이고, 
의무 기록사, 위생사, 응급 구조사는 시험을 보고 자
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20. [출제의도] 보건 서비스 산업에 관해 이해한다.
(가)~(다)가 공통적으로 속한 산업은 보건 서비스 
산업이다.
[오답풀이] 보육 교사는 복지 서비스 산업 직업이다. 
보건 서비스 산업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수요는 
늘어날 것이며, 공공재 성격으로 정부의 규제가 강한 
편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항목 중 ‘보건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에 속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