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제26회 1급 청소년지도사 국가자격시험

주관식 문제 최종정답

□ 청소년연구방법론(A형)

71 무작위(화)(randomization), 무선(화), 랜덤(random)

72

ㄱ: 연구(research), 대립(대안)(alternative), 실질적(substantive),

작업(working), 실험(experiment)

ㄴ: 영(null), 귀무
73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내용분석법

74 서스톤 척도(Thurston scale, Thurstone scale)

75
표집틀(sampling frame), 표본추출 프레임(sampling frame),

표본틀(sample frame)
76 눈덩이표집(snowball sampling), 누적표본추출법, 누적표집

□ 청소년 인권과 참여(A형)

77 옴부즈맨, 옴부즈맨 제도, 아동(권리)옴부즈맨(ombudsman)

78 청소년희망센터, 희망센터

79 참여

80 ㄱ: 인격체, ㄴ: 자율

81 자유

82 청소년기본법

□ 청소년정책론(A형)

83 ㄱ: 청소년지도사, ㄴ: 청소년이용권장시설

84 ㄱ: 9, ㄴ: 12, ㄷ: 15

85 ㄱ: 현재, ㄴ: 미래, ㄷ: 청소년

86 정책목표

87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

88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청소년기관 운영(A형)

89 과학적관리론, scientific management theory

90 쓰레기통(모형), 쓰레기통 과정모형, Garbage can model

91 시설 운영중지, 운영중지, 운영중지명령, 중지

92
ㄱ. 청소년문화의 집

ㄴ. 청소년 아카데미
93 국가균형발전

94 통상임금



□ 청소년지도자론(A형)

95 개념적(개념, 개념화)

96 민주적(형) 리더십(스타일), 민주주의형 리더십

97 특성(이론), 자질(이론), trait(이론)

98 ㄱ: 40, ㄴ: 20

99 전문(가)

100 공감(공감능력)

□ 청소년연구방법론(B형)

71 무작위(화)(randomization), 무선(화), 랜덤(random)

72 서스톤 척도(Thurston scale, Thurstone scale)

73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내용분석법

74
ㄱ: 연구(research), 대립(대안)(alternative), 실질적(substantive),

작업(working), 실험(experiment)

ㄴ: 영(null), 귀무

75
표집틀(sampling frame), 표본추출 프레임(sampling frame),

표본틀(sample frame)
76 눈덩이표집(snowball sampling), 누적표본추출법, 누적표집

□ 청소년 인권과 참여(B형)

77 옴부즈맨, 옴부즈맨 제도, 아동(권리)옴부즈맨(ombudsman)

78 청소년희망센터, 희망센터

79 자유

80 ㄱ: 인격체, ㄴ: 자율

81 참여

82 청소년기본법

□ 청소년정책론(B형)

83 정책목표

84 ㄱ: 9, ㄴ: 12, ㄷ: 15

85 ㄱ: 현재, ㄴ: 미래, ㄷ: 청소년

86 ㄱ: 청소년지도사, ㄴ: 청소년이용권장시설

87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

88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청소년기관 운영(B형)

89 시설 운영중지, 운영중지, 운영중지명령, 중지

90 쓰레기통(모형), 쓰레기통 과정모형, Garbage can model

91 과학적관리론, scientific management theory

92
ㄱ. 청소년문화의 집

ㄴ. 청소년 아카데미
93 국가균형발전

94 통상임금

□ 청소년지도자론(B형)

95 개념적(개념, 개념화)

96 특성(이론), 자질(이론), trait(이론)

97 민주적(형) 리더십(스타일), 민주주의형 리더십

98 ㄱ: 40, ㄴ: 20

99 전문(가)

100 공감(공감능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