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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제의도] 관광 산업의 종류를 탐색한다.
(가)는 관광객 이용 시설업, (나)는 카지노업, (다)는 
국제회의업이다.
[오답풀이] 국제회의업의 종류로는 국제회의 시설업, 
국제회의 기획업이 있고, (가)~(다)는 영리 목적의 
관광 산업이다.

2. [출제의도] 전통문화 관련 직업의 특징을 분석한다.
㉮는 관광 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 해설을 제공하
고, ㉯는 한식 목공을 총관리하며, ㉰는 한식을 조리
한다.
[오답풀이] 도편수는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이고, 한식 조리사는 ‘서비스 종사자’ 이다.

3. [출제의도] 특수 분장사 직업의 특징을 이해한다.
제시문의 직업은 특수 분장사이다.
[오답풀이] 스톤테라피 능력은 피부 관리사에게 필수
적이고, 특수 분장사는 ‘서비스 종사자’ 에 속한다.

4. [출제의도] 리테일 머천다이저 직업의 업무 내용을 
일반화한다.
선배의 직업은 리테일 머천다이저이다.

5. [출제의도] 전통 음식 제조원에 속하는 여러 직업을 
알고 특징을 이해한다.
A 씨는 떡 제조원, B 씨는 김치 및 밑반찬 제조 종
사원이다.
[오답풀이] 훈제원은 정육원의 직업 예시이고, A 씨
와 B 씨는 ‘식품 가공 관련 기능 종사자’ 이다.

6. [출제의도] 회의를 통해 판매 전략을 분석한다.
㉮는 매체 광고, ㉯는 응용 소프트웨어이다. ㉰는 장
문의 메시지 및 소리와 동영상을 전달할 수 있다. ㉱
는 소비자의 8대 권리 중 알 권리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직접 광고의 종류로는 전단지가 있고 컴
퓨터 운영체제의 종류로는 윈도, 리눅스가 있다.

7. [출제의도] 체크리스트 평가 문항을 통해 미용사 직
업의 특징을 이해한다.
제시문은 미용사의 직무 수행 능력 체크리스트이다.

8. [출제의도] 사회보험제도의 종류와 특징을 이해한다.
학생 A는 국민연금, 학생 B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오답풀이] 국민연금과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는 
사회보험제도이다.

9. [출제의도] 요양보호사 직업의 특징을 이해한다.
(가)는 요양보호사이다.
[오답풀이] ① 수급자의 일상 업무를 대행한다. ②는 
간호조무사의 업무이다. ③ 학력에는 제한이 없다. ④
는 의무 기록사의 업무이다.

10. [출제의도] 주생활 서비스 분야 직업의 종류를 알
고 특징을 파악한다.
(가)는 건물 도장원, (나)는 배관원이다.
[오답풀이] 도배원은 벽지나 장판지를 건축 구조물의 
벽과 천장, 바닥에 부착하는 일을 한다. 거푸집 및 지
주를 제거하는 일은 목공의 업무이다.

11. [출제의도] 직조기 및 편직기 조작원과 식품 등급
원 및 검사원의 업무를 이해한다.
(가)는 직조기 및 편직기 조작원, (나)는 식품 등급
원 및 검사원이다.
[오답풀이] 실을 제조하는 직업은 섬유 제조원이고, 
검단기를 사용하는 직업은 섬유 검사원이다.

12. [출제의도] 여행 안내원 직업의 특징 및 요건을 파
악한다.
제시문은 여행 안내원의 일과를 나타내고 있다.
[오답풀이] 여행 안내원은 관광 산업 분류 중 ‘여행
업’에 속한다.

13. [출제의도] 글에 나타난 패션 산업 트렌드를 일반
화한다.
제시문은 가상 디지털 기술을 패션에 융합ㆍ활용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다.
[오답풀이] ②, ③, ④, ⑤번 내용은 패션과 IT의 융
합과 관련이 없다.

14. [출제의도] 패턴사와 패션 디자이너의 업무 및 구
직자 훈련 제도의 의미를 명료화한다.
㉯의 종류로는 내일배움카드제가 있다. ㉰는 디자인
을 구상하여 디자인을 일러스트화 한다.
[오답풀이] ㉮는 패턴사의 업무이고, 재단사는 직물
을 재단하는 사람이다. 패션 디자이너의 직업 예시로
는 직물 디자이너 등이 있다.

15. [출제의도] 랜섬웨어 피해 예방책을 탐색한다.
제시문은 랜섬웨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답풀이]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공공장소에
서 무선 공유기를 사용해서는 안되고, P2P 서비스를 
통해 파일을 다운로드 받지 않아야 한다.

16. [출제의도] 간호조무사 직업의 특징을 이해한다.
제시문의 직업은 간호조무사이다.
[오답풀이] 간호조무사 자격은 의료법, 간호조무사 
및 의료 유사 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에 규정되어 있
다.

17. [출제의도] 식생활 서비스 분야 직업의 특징을 이
해한다.
(가)는 푸드 코디네이터, (나)는 정육원이다.
[오답풀이] 호텔의 매출을 총괄ㆍ관리하는 사람은 호
텔 식음업장 지배인이고, 정육원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에 속한다.

18. [출제의도] 주생활 서비스 분야 직업의 종류를 탐
색한다.
(가)는 단열원, (나)는 바닥재 시공원, (다)는 건축 
설비 기술자이다.
[오답풀이] 대목장의 보조원으로 들어가 도제 형태로 
일을 배우는 직업은 목공이고, (가), (나)는 ‘건축 마
감 관련 기능 종사자’이고, (다)는 ‘건축 및 토목 공
학 기술자 및 시험원’이다.

19. [출제의도] 직업 상담사 직업의 특징과 근로기준법
의 특징을 명료화한다.
직업 상담사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속하고, 근
로기준법은 근로자 보호를 총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법이다.
[오답풀이] 직업 상담사의 직무는 구직자들에게 직업 
선택에 관한 조언을 해 주는 것이다. 기업체에서 노
동자들의 문제 해결을 수행하는 사람은 산업 사회 복
지사이다.

20. [출제의도] 바텐더의 업무를 탐색한다.
바텐더는 여러 가지 맛과 향의 칵테일을 만든다.
[오답풀이] ①은 브루마스터, ②는 제과사, ③은 바리
스타, ⑤는 쇼콜라티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