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점A>  
   

인류는 생존을 위해 자연을 이용하고 더 나아가 정복하게 되었으며 이제는 우주까지 넘볼 만

큼 진보와 발전을 거듭해 왔다. 그 결과 오늘날 인류는 자연의 지배자요 관리자로서 과거에는 경

험하지 못했던 물질적․정신적 풍요를 누리게 되었다. 이러한 인류 문명의 진보와 발전은 앞으로

도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인류는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받기 위해 첨단 과학기술을 지

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관점B>  
   

인류는 자연 정복과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물질적 풍요를 얻었지만, 대신 삶의 터전인 자연 

환경을 파괴하였다. 이로 인한 생태계 질서의 변형은 인간의 생존 조건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심화될 경우 인간과 자연의 공존 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인류는 영원한 생존과 참된 행복을 위해 자연을 동반자로 인식하여 시급히 상생

의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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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 번호 :                         성명 :

※ 다음에 제시된 두 자료를 읽고, 하나의 관점을 선택하여 다른 관점을 비판한 

다음, 선택한 관점을 근거로 하여 초등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시오.

▶ 지시 사항

1. 답안은 어문 규범을 지켜 원고용지 사용법에 맞게 작성하되, 제목이나 수험자 성명은 쓰지 않는다.

2. 고사 시간은 90분이며, 답안의 분량은 1,000자(± 40자 허용)를 기준으로 한다.

  1) 띄어쓰기로 인한 빈 칸, 단락 나누기로 인한 빈 칸, 마지막 단락 끝의 빈 칸, 표현 기법상의 빈 칸
은 글자로 인정한다.

  2) 퇴고 과정에서 한 곳에 20자 이상을 삽입한 것은 글자 수에 더하고, 한 곳에서 20자 이상을 삭제
한 것은 글자 수에서 뺀다. 20자 미만은 더하거나 빼지 않는다.

  3) 퇴고 과정에서 ‘단락 나누기’로 인하여 분량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은 글자 수의 변동으로 보
지 않는다.

3. 답안지에는 답안과 무관한 내용을 쓰거나 표시를 하지 않는다.

4. 답안 작성에는 우리 대학교에서 제공한 필기구와 답안지만 사용한다.

※ 위의 지시 사항을 어기면 0점으로 처리될 수 있다.

▶ 참고 사항

1. 답안지는 2단으로 되어 있으니 주의한다.

2. 연습지에도 우리 대학교에서 제공한 필기구만 사용한다.

3. 답안지와 연습지 오른쪽 끝에 표시된 숫자는 첫 칸부터 그 곳까지의 글자 수를 나타낸다.

4. 고사가 끝나면 연습지와 문제지도 답안지와 함께 제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