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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28회 1급 청소년지도사 국가자격시험

주관식 문제 최종정답

□ 청소년연구방법론(A형)

71 삼각화, 삼각화 기법, 삼각검증, 삼각검증법, triangulation

72 조절변인, 중재변인, 상황변인, moderator, moderating variable

73 변별타당도, 차별타당도, 판별타당도, discriminant validity

74 편상관분석, Partial Correlation Analysis

75 사회성 측정, 사회성측정법, sociometry

76 검사-재검사 신뢰도, 재검사 신뢰도, test-retest reliability

□ 청소년 인권과 참여(A형)

77 18

78 ㄱ: 9, ㄴ: 18

79 5

80 헌법

81 권리

82 참여

□ 청소년정책론(A형)

83 ㄱ. 청소년보호위원회, ㄴ. 위원장(위원장, 보호위원장, 청소년보호위원장)

84 ㄱ. 청소년자립지원관, ㄴ.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순서무관)

85 청소년 주도

86 ㄱ. 근로 청소년, ㄴ. 교육

87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88 ㄱ. 예방적, ㄴ. 회복적 (순서무관)

□ 청소년기관 운영(A형)

89 명목집단법, 명목법, 명목집단기법, nominal group technique

90 청소년의 달

91 3

92 애드호크라시(Adhocracy), 애드호크라시 구조

93 product, 상품, 제품 / place, 장소 / promotion, 촉진 / price, 가격 (순서무관)

94 인증제, 인증위원회

□ 청소년지도자론(A형)

95 임파워먼트, empowerment, 권한 위임, 권한위임, 권한 이양, 권한이양, 위임

96 청소년지도위원

97 행위(이)론, 행동(이)론, Behavioral theory

98 온라인교육, 원격(통신)교육, 비대면(언텍트)교육, 사이버교육

99 ㄱ. 청소년수련원, ㄴ. 청소년야영장

100 역할연기(role play), 역할놀이(role playing), 역할활동, 역할극, 상황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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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연구방법론(B형)

71 삼각화, 삼각화 기법, 삼각검증, 삼각검증법, triangulation

72 변별타당도, 차별타당도, 판별타당도, discriminant validity

73 조절변인, 중재변인, 상황변인, moderator, moderating variable

74 편상관분석, Partial Correlation Analysis

75 사회성 측정, 사회성측정법, sociometry

76 검사-재검사 신뢰도, 재검사 신뢰도, test-retest reliability

□ 청소년 인권과 참여(B형)

77 18

78 ㄱ: 9, ㄴ: 18

79 헌법

80 5

81 권리

82 참여

□ 청소년정책론(B형)

83 ㄱ. 청소년보호위원회, ㄴ. 위원장(위원장, 보호위원장, 청소년보호위원장)

84 청소년 주도

85 ㄱ. 청소년자립지원관, ㄴ.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순서무관)

86 ㄱ. 근로 청소년, ㄴ. 교육

87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88 ㄱ. 예방적, ㄴ. 회복적 (순서무관)

□ 청소년기관 운영(B형)

89 명목집단법, 명목법, 명목집단기법, nominal group technique

90 청소년의 달

91 애드호크라시(Adhocracy), 애드호크라시 구조

92 3

93 product, 상품, 제품 / place, 장소 / promotion, 촉진 / price, 가격 (순서무관)

94 인증제, 인증위원회

□ 청소년지도자론(B형)

95 임파워먼트, empowerment, 권한 위임, 권한위임, 권한 이양, 권한이양, 위임

96 행위(이)론, 행동(이)론, Behavioral theory

97 청소년지도위원

98 온라인교육, 원격(통신)교육, 비대면(언텍트)교육, 사이버교육

99 ㄱ. 청소년수련원, ㄴ. 청소년야영장

100 역할연기(role play), 역할놀이(role playing), 역할활동, 역할극, 상황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