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간 성장과 발달
Human Growth and Development

기본문제
다음 문제에서 가장 적합한 답을 고르시오.
1. 인간발달에 바탕을 두고 있는 대부분의 이론들이 우선시하여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A. 발달의 연속성
B. 발달의 불연속성
C.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개인적 특성의 지속성
D. 발달에 있어 맥락의 영향

2. 어린 아동에게“타임 아웃(time-out)”을 사용하는 것은 다음 중 무엇을 직접적으로 적용한 행동인가?

A. 조작적 조건화 (operant conditioning)
B. 고전적 조건화 (classical conditioning)
C. 분리 개체화 (separation-individuation)
D. 성숙적 강화 (maturational reinfor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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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태학적 개념에서 가족, 학교, 일차건강관리자 사이의 적절한 의사소통은 다음 중 무엇에 해당하는가?

A. 미세 조직 (micro system)
B. 중간 조직 (meso system)
C. 외부 조직 (Exo system)
D. 거대 조직 (macro system)

4. 비대칭적 자궁내성장지연과 가장 관련되어 있는 소견은 다음 중 무엇인가?

A. 3~5%백분율에 속하는 체중, 신장 및 머리둘레
B. 임신기간 동안의 어머니의 심각한 흡연
C. 3%백분율에 속하는 체중과 25%백분율에 속하는 신장
D. 임신성 당뇨

5. 생존과 관련이 있는 초기 반사 반응은 다음 중 무엇인가?

A. 바빈스키(babinski) 반사
B. 모로(moro) 반사
C. 수영(swimming) 반사
D. 근원(rooting) 반사

8. 성장지연(FTT)의 다요인적 원인을 가장 잘 설명하는 발달 이론은 다음 중 무엇인가?

A. 유기체-성숙 이론 (organismic-maturational theory)
B. 사회 학습 이론 (social learning theory)
C. 상호작용 이론 (transactional theory)
D. 정신분석 이론 (psychoanalytic theory)

9. 대부분의 건강한 영아가 기어서 작은 장난감이나 딸랑이를 움켜잡을 수 있는 연령은 다음 중 언제인가?

A. 2개월
B. 6개월
C. 8개월
D. 10개월

10. 핀셋 잡기는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을 이용하여 건포도나 시리얼 조각과 같은 작은 물체를 잡아 올리는
미세운동 기술이다. 일반적으로 이 핀셋 잡기를 숙련되게 할 수 있는 시기는 다음 중 언제인가?

A. 4개월
B. 6개월
C. 9개월
D. 16개월

6. 출생시 체중이 약 3kg 이었던 1세된 아동의 체중은 다음 중 어느 정도인가?

A. 약 9kg
B. 약 6kg
C. 약 12kg
D. 측정이 불가능하다.

11. 대부분의 아동이 걸음마를 하는 시기는 다음 중 언제인가?

A. 11개월
B. 12개월
C. 13개월
D. 14개월

7. 영아기 주요 정신사회적 과업 중 하나는 다음 중 무엇인가?

A. 안정적인 애착관계 발달
B. 분리-개체화
C. 공생
D. 조절

12. 어린아동이 첫 번째 치아 스크리닝을 해야 하는 시기는 다음 중 언제까지인가?

A. 2세
B. 3세
C. 4세
D. 학교 입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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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당신이 언어 발달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아동은 다음 중 누구인가?

A. 단순한 구(phrase)를 반복하는 32개월 아동
B. 흥분하거나 피곤한 경우 말더듬을 보이는 42개월 아동
C. 10단어를 말할 수 있는 12개월 아동
D. 이해할 수 없는 단어를 발음하는 36개월 아동

14. 가장 흔한 기질적 특성은 다음 중 무엇인가?

A. 쉬운
B. 어려운
C. 천천히 시작되는
D. 중간 정도의

18. 학령전기 연령에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행동은 다음 중 무엇인가?

A. 거칠고 파괴적인 놀이
B. 수단으로의 공격
C. 적의적 공격
D. 협동 놀이

19. 학령전기 아동이 하늘이 파란 이유가 자신이 좋아하는 색깔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설명하고 있는
개념은 다음 중 무엇인가?

A. 상징적 사고
B. 자아 중심성
C. 중심화
D. 상상청중

15. 불안정한 애착관계의 바닥에 깔려 있는 감정은 다음 중 무엇인가?

A. 양가감정
B. 상실
C. 분노
D. 조건적 사랑

20. 9세 남아의 과체중 관리 전략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다음 중 무엇인가?

A. 체중 감소를 위해 영양사에게 의뢰한다.
B. 신체 운동을 증가시킨다.
C.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행동 수정 전력 및/또는 관리 강화 계획
D. 관리 프로그램에 가족을 참여시킨다.

16. 인지발달단계에 있어 학령전기 아동의 사고방식의 특성으로 피아제가 서술한 것은 다음 중 무엇인가?

A. 전 조작기
B. 정신 결합기
C. 3차 순환기
D. 감각운동기

21. 학령기 아동과 관련된 문제 또는 개념은 다음 중 무엇인가?

A. 조작적 사고
B. 주도적인
C. 구체적 조작기
D. 분리-개체화

17. 부모가 별거중으로 이혼수속을 시작한 경우, 학령전기 아동의 반응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다음 중 무엇인가?

A. 자신의 나쁜 행실로 인해 부모가 이혼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B. 부모가 확실하게 해줄 때까지 임박한 부모의 이혼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C. 성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할 것이다.
D. 어느쪽 부모와 살기 원하는지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22. 여아의 제2차 성징을 나타내는 첫 번째 신체적 표시는 무엇인가?

A. 숱이 적고 가늘고, 옅은 색의 음모
B. 유방 몽우리
C. 초경
D. 최고조의 신장 증가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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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체중에 관심을 보이는 청소년에게 있어 큰 골격과 비만을 구별하는데 도움을 주는 소견은 다음 중 무엇인가?

A. 상완 피부주름 두께 측정
B. 신장과 체중의 비율
C. 체질량 지수
D. 이상 체중(ideal body weight)의 백분율

24. 소아과 외래에서 가장 흔히 관찰되는 아동학대의 형태는 다음 중 무엇인가?

A. 화상
B. 골절
C. 연조직 손상
D. 흔들린 아이 증후군(shaken baby syndrome)

25. 아동학대의 감별진단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다음 중 무엇인가?

A. 화상 흔적
B. 고의가 아닌 손상
C. 부적절한 양육
D. 프라더-윌리 증후군(prader-willi syndrome)

26.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를 갖고 있는 아동에게서 나타나는 증상 중 전형적 증상이 아닌 것은 다음 중
무엇인가?

A. 쉽게 주의가 산만해짐
B. 조용하게 놀기가 어려움
C. 명령을 따라 하지 못함
D. 쉽게 분노하고 분개함

27. 하제를 사용하는 섭식장애 시 나타나는 임상적 소견이 아닌 것은 다음 중 무엇인가?

A. 인후통
B. 손톱 취약증
C. 변비
D. 손가락의 굳은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