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에서의 팁 정리
-해요체 절대 no! 비격식체임. 물론 크게 신경 안 쓰시는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괜히
까일만한 여지가 있는 행동은 안 하는 게 좋겠죠? 면접 수업 하면서 학생들이 정말 해요체를
많이 써요. 현실에서 거의 쓰이지 않으니까 체화가 안 되었다는 거겠죠? 당시에 저는 학생들
에게 손윗사람에게는 모두 하십시오 쓰는 연습을 해라 할 정도로 강조했습니다. 또한 제가 가
르쳤던 학생 중 서울교대를 준비했던 x연 학생은 현역시절 춘천 교대 면접장에서 말도 정말
잘 했고 입실 때 분위기도 좋았는데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해요체만 구사했었다고. 그 이유인 것 같다고 하면서요! 최대한 지양합시다. 하십시오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연습!
-면접에서 주로 나오는 유형은 두부류. 답정너 질문or가치판단질문.
예를 들어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질문 같은 경우 어린이 cctv 설치
가 있습니다. 이는 보통 교대 준비생이라면 찬성을 해야겠죠. 가장 큰 논거는 다른 무엇보다
어린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사의 인권이 침해되고 수업에 방해받을 여지
가 있더라도 혹시나 일어날지 모를 1퍼센트의 사고를 위해 cctv설치는 필요하다. 라고 말 하
면서 말이에요. 보통의 교대생들에게 요구하는 답변이 있고 주장 자체보다는 논거를 잘 펼쳐
야하는 질문이 답정너 질문입니다.
반대로 창의성이 더 중요하냐 사회성이 더 중요하냐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는 답이 정해진
질문이 아닌 가치 판단의 질문입니다. 즉 어떤 대답을 선택하든 상관이 없는 질문
을 가치판단 질문이라고 (저는) 부릅니다.
답정너 질문 해결 루트-정해진 답을 한다. 그래야 하는 당위성을 제시한다. 끝.
이러면 떨어집니다... 정해진 답을 제시한다. 그래야 하는 당위성을 제시한다. 반박 의견을 제
시 하면서 나도 그러한 반박 의견이 알고 있음을 언급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장이 더
가치 있음을 피력or반박 의견이 제시한 내 주장의 허점에서 이런 점을 ~한 방식으로 해결하
면 문제없다고 생각한다. 하면서 마칩니다.
ex)저는 어린이집 cctv설치에 찬성합니다. 어린이집 아이들은 대부분 의사표현에 서툴러서 사
고가 일어나도 그에 대한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어떤 것 보
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들의 안전이기 때문에 1%라도 안전상의 위험이 있다면 cctv를 설
치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의견에는
교사의 인권문제, 수업 방해와 같은 불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사의 인권이나 원
활한 수업 또한 어린이집에서 지켜져야 하겠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논점은 어린이들의 안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cctv설치가 아이들의 안전 때문이지 교사를 감시하기 위함이 아님을 교사들에게 인지시키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 교사에게 적절한 보상의 피드백을 교사에게 정부적 차원에서 제공한다
면 cctv 설치로 인한 우려 또한 자연히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