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공통_사회학개론] 평가영역 예시문제
1. 집합의식(集合意識)은 개인의식의 종합으로 이루어지지만 그것을 개인의식으로 환원할 수 없다
고 보아, 사회실재론(社會實在論)을 주장한 학자는?
① 콩트(A. Comte)

② 뒤르켐(E. Durkheim)

③ 베버(M. Weber)

④ 스펜서(H. Spencer)

[정답] ②
2. 관료제의 역기능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인간이 만들어 낸 가장 비효율적 조직 형태이다.
② 조직 원들 간의 의사소통이 때로는 원활하지 않을 수 있 다.
③ 규칙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은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이에 대처하기 어렵다.
④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규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규칙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경우도 있다.
[정답] ①
3. 집단 또는 개인의 사회적 지위의 변화를 가리키는 것은?
① 사회변동

② 사회발전

③ 사회이동

④ 사회운동

[정답] ③
4. ‘공동의 이익과 관심을 가지는 흩어져 있는 사람들의 집단’으로, 여론 형성의 주체가 되는 것은?
① 공중(公衆)

② 군중(群衆)

③ 관중(觀衆)

④ 폭중(暴衆)

[정답] ①
5. 다음은 사회규범 중 어느 것에 가장 가까운가?
ο 애국심

ο 종교의례

① 민습
[정답] ②

② 원규

ο 간통 및 근친상간 금기
③ 법률

6. 계층을 보는 관점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① 인간은
② 의사나
③ 능력의
④ 어려운
[정답] ④

이기적
구급차
차이는
기능을

존재가 아니다.
운전자나 모두 중요한 사람이다.
사회의 불평등 구조에서 생기는 것이다.
훈련하기 위해서는 금전적, 시간적 노력을 들여야 한다.

④ 유행

7. (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에릭슨(Erikson)이 주장하는 자아발달 8단계 이론에서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것은 (
이다.
① 자율성과 의구심
③ 신뢰감과 불신감
[정답] ③

)단계

② 진취성과 죄의식
④ 근면성과 열등감

8. 하위문화(또는 부분문화)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정답] 사회의 부분들이 갖는, 다른 부분들과 구분되는 생활양식. 예컨대, 청소년 문화, 도시 문
화 등.
9. 일탈행동에 있어서 일탈이 상대적이라는 의미는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정답] 일탈행동이란 사회규범으로부터 이탈되는 행동을 뜻한다. 달리 표현한다면, 사회적 지위와
역할 속에 내재하는 역할기대를 어기는 행동이다. 일탈 여부를 규정하는 것은 그 행동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맥락이 중요하다. 예컨대, 해수욕장 근처에서 수영복 차림으로 거리를 걷는 것은 일탈행동으로 간주되지
않으나, 도심 거리에서 그렇게 하면 일탈행동으로 여겨진다.
10. 미드(Mead)의 ‘중요한 타자’(significant others)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정답] 자아개념(과 자아정체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