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학년도 경기 초수 합격수기 (모든 강의 직강으로 수강/직강생 스터디 참여)

안녕하세요~!^^ 올해 초수로 합격하여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 또한 합격생들의 수기를 여러 번 읽고, 영상도 보면서 올해 임용합격을 다짐했었습니다.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1. 마음가짐

1) 자기주문 – 반드시 긍정적인 생각 (나를 믿자!)
2) 스터디원에 대한 믿음 :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되새기며 함께 긍정적인 언
어로 이야기 할 것! 하지만 실질적인 공부는 내가 실천하는 것임을 잊지 말기! 
3) 성실함 + 체력 : 
- 스터디 플래너 활용, 공부시간 9시~11시까지 계획적으로 접근
- 지하철 통학 > 에스컬레이터 x 계단으로 다니기로 운동 + 요가(일주일에 1번)
4) 휴식 : 1~4월까지 매주 일요일 휴식 (국립중앙박물관 견학 2번, 전시회 관람) / 5~8월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휴식 / 오전에는 부족했던 공부, 모의고사 복습 / 공부 흐름 놓치지 않을 정도로 나만의 휴식방법, 스
트레스 푸는 방법 찾기^^

2. 교육학

- 꾸준한 오전 스터디 (월, 화 / 수업 전 1시간 반) > 스터디원들끼리 문제 내고 풀기 
- 당일 복습 반드시! (월, 화 / 4시~8시까지 공부 그 이후는 가능한 전공 공부 > 9월까지)
- 10월부터 일주일에 3일 / 11월은 매일 1시간~2시간씩 공부
- 기본이론서에 모두 필기
- 개념암기 > 인출바로 가능하도록! (이해>암기>인출이 한 세트입니다!! > 무한반복하기)
- 논술 양 중요 X, 정답에 대한 논리 타당한 정확한 접근이 중요!

 <<<< 실제 스터디 문제 참조
 월별로 단계적으로 접근이 중요!



3. 전공 (장지연쌤이 알려주신 공부방법으로 계획 세워서 실천하기!!)

- 직강스터디(복습, 질문공유 위주), 전화스터디(인출, 질문공유 위주) 적극 활용
  특히 직강수업 마친 후, 질문하는 시간에 무조건 질문하거나, 다른 사람이 질문하는 것 들으면서 내가 부
  족했던 것 파악하고 이해가 잘 안된 부분 체크하고 넘어가기!
  전화스터디를 통해서 이해>암기한 것 인출하며 서로 갖고 있는 자료 공유하기!
- 기본서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필기하고, 심화프린트도 함께 계속 찾아보며 회독! 
- 서브노트는 만들지 않음. / 부족한 부분 A4에 요약해서 자주 보기 + 암기한 것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 
  ★백지쓰기 무한 반복하기!!! 
- 왜? 질문던지기 > 참고서적 찾아보기(시간 짧게)
- 단어 의미 파악한 후 정확히 이해하고, 내용을 큰 틀로 구조화하기 !!
- 개념은 문장으로 외우기(반복중요!) 예) 급진적 디자인이란~ 서술할 수 있도록!
- 형광펜 컬러 지정 > 중요 키워드 가장 눈에 띄도록 하고, 포스트잇에 키워드 적어서 기본서에 붙이기!
- 교과서 도판중요!! (거의다삼 > 점심먹을 때 마다 잡지보듯 보면서 도판 익힘)
  ★특히, 심화! 더 알아가기! 파트에 나오는 개념 중요!!
- 스터디 > 1~6월 직강 복습스터디원들끼리 ‘빈칸채우기’ 문제공유 / 교육과정 암기, 인출반복
         > 7~9월 개념 숙지 + 문제풀이 연습 (모고 풀었던 것 > 2번씩 다시 풀어보기!!! 매우중요)
         > 10~11월 기출, 모의고사문제 최소 2번씩 반복 인출
         > 5~6월, 9~10월, 11월 문풀 문제 영역별로 따로 편집하여 제본 > 답지 이해하고 인출 반복

스터디플래너 활용 예시)



기본서 필기 예시) 모의고사, 기출에 나왔던 만큼 빨간 스티커, 별표 표시 
1) 미교론, 교육과정 > 장지연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공부방법 따라가면 됩니다^^



2) 표현파트 > 위상 선생님께 질문 꾸준히! 그리고 구조화 및 명칭 정확히 암기 중요! 



3) 서미사 & 동미사 > 시기별 흐름, 비교 중요!!! / 중요도판 위주로 큰 흐름 먼저 잡기!!



4) 중요한 부분, 안 외워지는 것 따로 정리(표/구조화 활용) + 인출내용 백지쓰기!!!



5) 기초, 응용디자인 파트 : 스터디원들과 분량 나눠서 기본서만 요약해서 정리 > 암기-인출에 활용!!!

6) 모든 영역 크게 구조화하여 큰 틀이 먼저 머릿속에 기억되도록 계속 꺼내 봄!!



4. 2차 수업시연&나눔

- 기출분석 너무너무 중요! > 귀납적 사고법 여러번 연습함
- 실제 교사에게 피드백 많이 받기 > 마지막에 한 피드백 실제 시험에서 써먹음!!
- 경기도는 15분 안에 하는 것 연습 매우중요! 
  (20분인 지역과 다르게 수업의 핵심포인트 집어주는 것에 집중할 것!)

- 시험당일
▶ 문제 꼼꼼히 읽기 > 도판, 준비물 확인
▶ 미술과 과학의 융합 > 처음, 딱 봐도 어려움 당황했지만 > 포인트 잡기!
▶ 도입> 동기유발 2가지(창의과학재단>>>작품 속에 펭수언급) / 학습목표 판서
▶ 전개> 작품에 대한 발문+학생답변으로 표 완성, 키워드만 작성! / “융합” 단어 먼저 

얘기했어도 나눔에서 잘 마무리!!
▶ 색연필, 재료 > 바구니 나눠주는 제스처 (나는 준비된 교사다!)
▶ 순회지도 2번함 (다양한 융합방안 > 자료탐색-태블릿pc / 아이디어스케치)
▶ 15분에 딱 끝냄 (이상입니다 못함 > 전혀상관없음)
▶ 다문화학생 이름 의미 있게 사용할 것! 그냥 부르는 것 의미 X

▶ 나눔은 면접 시간 신경쓰지 X 시간 안에만 답변하면 무리 없음
▶ 답변은 짧게 함. 
▶ 잘된 점에서 > 동기유발 시 현장체험학습 / 펭수 이야기할 때, 면접관이 웃으며 고개 끄덕임! 
▶ 아쉬운 점에서 > 융합 먼저 말한 것 이야기함

끝으로...

저는 기간제 경력이 3년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임했고 초심을 잃지 않고 행복한 미래를 
상상하며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정말로 진정성 있는 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 하나면 누구든지 할 수 있고, 
누구든지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제 합격수기가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ㅎㅎ 꾸준함과 성실함으로 2021학년도 합격을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