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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지 전체 면수가 맞는지 확인하시오.

다음은A고등학교의최교사가작성한성찰일지의일부이다.일지내용을바탕으로철수의학교부 응행동의원인을청소년비행이론에서

2가지만 선택하여 설명하고,철수의 학교생활 응을 향상시키기 한 상담 기법을 2가지 (① 행동 심 상담,② 인간 심 상담)에서

각각 2가지씩만 논하시오.그리고 최 교사가 수업 효과성을 높이기 하여 선택한 2가지 방안(① 학문 심교육과정 이론에 근거한 수업

략,② 장학 활동)에 하여 각각 논하시오.

일지 #12014년 4월 ○○일 ○요일

우리 반 철수가 의외로 반 아이들과 잘 지내지 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쓰인다.철수와 1학년 때부터 친하게 지냈다는 학 회장을

불러서 이야기를 해 보니 그 지 않아도 철수가 요즘 거칠어 보이는 동네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어 학 회장도

걱정을 하던 이라고 했다.그런 데다 철수가 반 아이들에게 괜히 시비를 걸어 싸움이 나게 되면,그럴 때마다 아이들이 철수를 문제아

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들은 철수가 더욱 더 아이들과 멀어지고 제멋 로 행동한다고 한다.오늘도 아이들과 사소한 일로 다투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고는 교실에서 나가 버렸다고 한다.행동이 좋지 않은 친구들과 몰려다니며 그 아이들의 행동을 따라 해서

철수의 행동이 더 거칠어진 걸까?1학년 때 담임 선생님 말로는 가정 형편이 그리 하지 않고 부모님이 철수에게 신경을 쓰지 못함

에도 불구하고 행실이 바른 아이 다고 하던데,철수가 왜 변하는 걸까?아무래도 간고사 이후에 진행하려고 했던 개별 상담을

당장 시작해야겠다.그런데 철수를 어떻게 상담하면 좋을까?

일지 #22014년 5월 ○○일 ○요일

간고사 성 이 나왔는데 희를 포함하여 몇 명의 수가 매우 낮아서 답안지를 확인해 보았다.OMR카드에는 답이 기입되어

있지 않거나 한 번호에만 일 기입되어 있었다.아이들이 시험 자체를 무성의하게 본 것이다. 심시간에 그 아이들을 불러 이야기를

해 보니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학 진학을 하지 않고 취업할 본인들에게는 쓸모없이 느껴진다고 했다.특히 오늘 내 수업 시간에

휴 화만 보고 있어서 주의를 받았던 희의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 는 애견 미용사가 되려고 하는데,생물학 지식 같은

걸 배워서뭐 해요?내신 리를 해야 하는아이들조차 어디 써먹을지도 모르는개념을 외우기만 하려니까 지겹다고하던데, 는 얼마나

더 지겹겠어요.”라고 말하는 것이었다.학교에서 배우는 기 지식이나 원리가 직업 활동의 근간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아이들이

깨닫게 할 수 있을까?내가 일일이 다 설명해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스스로 교과의 기본 원리를 찾을수 있게 하려면 어떤종류의 과제와

활동이 좋을까?이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하던 에,오후에 있었던 교과 의회에서 수업 문성 개발을 한 장학 활동을 몇 가지

소개받았다.이제 내 수업에 해 차근차근 검해 야겠다.

<배 >

◦답안의 논리 구성 표 [총 5 ]

◦논술의 내용 [총 15 ]

-청소년 비행이론 에서의 설명 [3 ]

-행동 심 상담 에서의 기법 논의 [3 ]

-인간 심 상담 에서의 기법 논의 [3 ]

-학문 심교육과정 이론에 근거한 수업 략 논의 [3 ]

-교사 문성 개발을 한 장학 활동 논의 [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