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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인성]

 ※ 다음 자료를 1분 정도 읽고 면접관의 질문에 답하시오.

A: 희들,길고양이들이 단체로 굶어죽은 이야기 들었니?

B:응?그게 무슨 이야기인데?

C:난 뉴스에서 봤어.아 트에서 지하실 문을 잠궈서 거기 살던 고양이들이 나오지 못하고 죽었다는

이야기지?

A:맞아.그 이야기 듣고 얼마나 슬 고 화가 나던지.....!길고양이들도 생명이잖아.그런데 어떻게 그 게

매정한 짓을 할 수 있지?

B:하지만 어차피 길고양이는 얼마 못 살잖아?

C:아무래도 사는 환경이 안 좋으니까,2,3년이라지.집고양이처럼 십 몇 년씩 살기는 어려워.

B:그 다고 나 내가 그 고양이들을 다 데려다 키울 수도 없잖아.그리고 아 트에서 사는 사람들 생각도

해 줘야지.발정기가 되면 울음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데?

A:그 다고 죽이거나 죽게 내버려두는 게 말이 돼?조 씩이라도 먹을 것을 주고,일단 붙잡아서 성화수술을

시켜 다시 놓아줘야 해.그러면 사람들에게 피해도 많이 주지 않으면서,숫자가 자꾸만 늘지도 않겠지.

그러면 되잖아?

B:난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세상에는 불 한 사람도 많잖아.다른 나라에는 굶어 죽는 사람도 많고.

그럴 여유가 있으면 불 한 사람부터 도와야지!사람보다 고양이가 요하다는 거니?

C:나는 성화수술을 시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종족번식은 생명체의 기본 인 본능이잖아?그걸 강제로

못하게 하면 되겠어?내가 고양이라면 차라리 얼마 덜 살고 말지, 성화수술은 거부할 거야.

질
문
단
계

① 지문을 읽고 가장 먼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을 간단히,있는 그 로 말해 보시오.

② 길고양이의 입장과 사람의 입장을 모두 고려할 때,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

이 가장 좋을까요?(A,B,C 선택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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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등교사로서 지녀야 할 사명감,교직에 한 이해,사회공헌의지,교사로서의 잠재

력 등을 통합 으로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한다.

․생명문제와 련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입장을 합리

으로 조직하여 제시하는 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한다.

․면 문항이 사교육을 유발하거나 교육과정을 벗어나 학교교육 정상화를 해하지는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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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 :태도가 진지하고 감성과 이성이 잘 조화된 안을 제시했을 경우

▸ 보통 :논리 으로 무난한 답을 했지만 문제를 자기 나름 로 진지하게 고민한 이

미흡한 경우

▸ 미흡 :설득력이나 실성, 는 감수성이 크게 떨어지는 답변을 했거나,문제를 피상

으로만 근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