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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초특 임용 기출 때려잡기]

  기출은 기출로              

           때려잡는다!!!!
위재권 편저 

직강·인강 및 교재 문의

  www.wesae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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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 모형(상황모형) 1사회
2018 초등 특수 기출 (상황모형) 정답 쪽 2014 기출 (상황모형) 정답 쪽



2017·2018학년도 기출 때려 잡기                [초등]:  http://band.us/@wesaem1ta3pi               [초특]: http://band.us/@wesaemspecial1ta3pi                위쌤닷컴(www.wesaem.com)

교수·학습 방법(탐구학습모형 + 모형) 2과학
2018 초등 특수 기출 (탐구학습모형+모형) 정답 쪽 2008 기출 (모형) 정답 쪽 2006 기출 (탐구학습모형) 정답 쪽



2017·2018학년도 기출 때려 잡기                [초등]:  http://band.us/@wesaem1ta3pi               [초특]: http://band.us/@wesaemspecial1ta3pi                위쌤닷컴(www.wesaem.com)

교수·학습 방법 3미술
2018 초등 특수 기출 (교수·학습 방법) 정답 쪽 2013 추시 초등 특수 기출 (교수·학습 운용) 정답 쪽



2017·2018학년도 기출 때려 잡기                [초등]:  http://band.us/@wesaem1ta3pi               [초특]: http://band.us/@wesaemspecial1ta3pi                위쌤닷컴(www.wesaem.com)

모둠 편성 시 유의점 4체육
2018 초등 특수 기출 (모둠 편성 시 유의점) 정답 쪽 2016 기출 (모둠 편성 시 유의점) 정답 쪽



2017·2018학년도 기출 때려 잡기                [초등]:  http://band.us/@wesaem1ta3pi               [초특]: http://band.us/@wesaemspecial1ta3pi                위쌤닷컴(www.wesaem.com)

과정 중심 쓰기 5국어

2018 초등 특수 기출 (과정 중심 쓰기) 정답 쪽 2015 초등 특수 기출 (과정 중심 쓰기) 정답 쪽



2017·2018학년도 기출 때려 잡기                [초등]:  http://band.us/@wesaem1ta3pi               [초특]: http://band.us/@wesaemspecial1ta3pi                위쌤닷컴(www.wesaem.com)

역사 6사회
2018 초등 특수 기출 (역사) 정답 쪽 2010 기출 (역사) 정답 쪽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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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7국어

2018 초등 특수 기출 (평가) 정답 쪽 2014 초등 특수 기출 (평가) 정답 쪽



2017·2018학년도 기출 때려 잡기                [초등]:  http://band.us/@wesaem1ta3pi               [초특]: http://band.us/@wesaemspecial1ta3pi                위쌤닷컴(www.wesaem.com)

단명수·복명수 + 평가 + 측정(길이) 8수학

2018 초등 특수 기출 (단명수·복명수+평가) 정답 쪽 2009 모의평가 (길이) 정답 쪽 2009 기출 (평가) 정답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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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실습형 모형(홈 프로젝트) 9실과
2018 초등 특수 기출 (가정실습형 모형(홈 프로젝트)) 정답 쪽 2013 추시 초등 특수 기출 (가정실습형 모형(홈 프로젝트)) 정답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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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와 연산 10수학
2018 초등 특수 기출 (분수의 덧셈과 뺄셈) 정답 쪽 2009 기출 (분수 덧셈) 정답 쪽



2017·2018학년도 기출 때려 잡기                [초등]:  http://band.us/@wesaem1ta3pi               [초특]: http://band.us/@wesaemspecial1ta3pi                위쌤닷컴(www.wesaem.com)

교수·학습 방법(탐구과정) 11과학
2018 초등 특수 기출 (탐구과정) 정답 쪽 2008 기출 (탐구과정) 정답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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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교육과정 12총론

2017 초등 특수 기출 정답 쪽 2013 추시 초등 특수 기출 (특수교육 교육과정) 정답 쪽 2015 초등 특수 기출 정답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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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교육과정 13국어
2017 초등 특수 기출 (교수·학습 운용) 정답 2015 초등 특수 기출 (평가 운용)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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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참조교수 14사회·수학

2017 초등 특수 기출 (지역사회 참조교수) 정답 쪽 2013 초등 특수 기출 (지역사회 참조교수) 정답 쪽



2017·2018학년도 기출 때려 잡기                [초등]:  http://band.us/@wesaem1ta3pi               [초특]: http://band.us/@wesaemspecial1ta3pi                위쌤닷컴(www.wesaem.com)

측정 (길이) 15수학
2017 초등 특수 기출 (길이) 정답 쪽 2002 초등 특수 기출 (길이) 정답 쪽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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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 모형 16사회

2017 초등 특수 기출 (의사결정 모형) 정답 쪽 2013추시 초등 특수 기출 정답 쪽 2016 초등 기출(의사결정 모형) 정답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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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학습모형 · 탐구과정 17과학

2017 초등 특수 기출 (탐구과정) 정답 쪽 2010 초등 특수 기출 정답 쪽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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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 모형 (경험학습모형) 18과학
2017 초등 특수 기출 (경험학습모형) 정답 쪽 2013 기출 (경험학습모형) 정답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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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체험 · 표현 · 감상] 19미술

2017 초등 특수 기출 (내용) 정답 쪽 2003 초등 특수 기출 (내용) 정답 쪽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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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교과 20통합
2017 초등 특수 기출 (성격+교수·학습 방법) 정답 쪽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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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닉스 21영어
2017 초등 특수 기출 (파닉스) 정답 쪽 2011 초등 기출 (파닉스) 정답 쪽 MEM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