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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23일 교육청 공고>

신규교사시험을 위한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유치, 초등) 
교육과정 시험 유형[기입형, 서술형] 예시(안)

□ 시문항 [1]

1. 다음은 최 교사가 ‘민주주의와 정치생활’에서 정치 개념을 지도하는 과정을 개략 으로 나

타낸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단 계 학습 내용

문제제기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의사결정과정도 정치와 련될까? 

(가)

정치 상의 특징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말해보도록 한다.

정치 상의 여러 특징을 검토한 후 정치 개념은 ‘어떤 사회 인 일에 한 여러 사람들

의 의견차이가 있고, (          ㉠           )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음을 확인하게 

한다.

(나)
정치 개념 이해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보여주고, 사례들이 정치에 해당

하는지 단하도록 한다.

개념분석

㉡정치가 이루어지는 다양한 방식을 정치의 역사  발 과정을 통해 간단하게 제시하고, 

㉢민주정치, 왕정, 귀족정치와 같은 다양한 정치 방식들 상호간, 그리고 이들과 정치 개

념의 계를 그림으로 구조화하여 이해하도록 한다.

련 문제 

검토

최근 민주정치에서 요한 참여 방법인 선거에서 투표율이 낮아지고 있는 문제에 한 

의견을 말해보도록 한다.

(1) 최 교사가 이 수업에서 활용한 개념학습 모형의 종류를 쓰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가)단계에서 정치 개념이 성립되기 해 ㉠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쓰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나) 단계의 학습에서 최 교사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활용하 다. 사례가 ‘ ’ 혹은 ‘비

’인지를 단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시오.

[사례] 정우네 반 학생들은 인터넷을 통해 국회의 정치  역할을 조사하여 발표하 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개념분석 단계에서 ㉡과 ㉢에 제시된 개념들 간의 계를 개념의 계를 나타내는 용

어를 사용하여 설명하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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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문항 [2]

1. 다음은 6학년 ‘날씨의 변화’ 단원의 일부 차시 수업의 개 을 나타낸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수업 A]

단 계 주요 활동  유의

<가>

∙차가운 얼음물이 담긴 둥근 라스크를 뜨거운 물이 담긴 비커 에 올려놓은 상황 제시

하기

∙비커 안, 라스크 겉면, 라스크 아랫면에는 각각 어떤 변화가 생길지 상하기

<나>

∙검은색 도화지를 고 비커 안, 라스크 겉면, 라스크 아랫면에는 각각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찰하기

※ 비커 안의 변화가 잘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향 연기를 조  넣어 다.

[수업 B]

단 계 주요 활동  유의

<가>

∙ 류 상자 속 한 쪽에는 뜨거운 모래를, 반  편 한 쪽에는 차가운 얼음을 놓고, 가운데에

서 향을 피우는 상황 제시하기 

∙ 류 상자 속에서 향 연기의 움직임 상하기

<나> ∙ 류 상자 속에서 향 연기의 움직임 찰하기

⑴ 의 두 수업은 모두 특정한 과학 교수․학습 모형을 사용한 수업니다. <가>, <나>에 들

어갈 교수․학습 모형의 단계를 쓰시오.

   <가> _____________             <나> _____________ 

(2) 다음 문장의 호 안의 ㉠과 ㉡에 들어갈 한 단어를 쓰시오.

 수업 A에서 ‘비커 안’에서 찰하고자 하는 것에 응되는 자연 상은 (   ㉠    )이다. 

이때, 비커 안의 변화가 잘 나타나지 않을 때에 향 연기를 조  넣어주면 변화가 좀 더 잘 나

타나는데, 이는 향 연기 입자가 (   ㉡    )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 _____________             ㉡ _____________ 

(3) 의 두 수업은 모두 자연 상에 한 모형을 사용하여 실험을 하고 있다. 모형을 사

용하여 자연을 탐구할 때에 주의할 과 그 까닭에 해 쓰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