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이론 수강 안내

        

희소 & 쌤플러스        아트패스       

[위상미술]의 2024학년도 대비 합격 세우기 



합격으로 끝나는 시작

[위상미술]



■ 희소고시학원 1월 일반이론반 개강 안내

2023학년도 최다적중의 신화  
누구나 적중 적중하는데 누가 적중할 강의를 제대로 하는지 보십시오

¢ 강의 세부 일정 / 2개월 8주 14일 강좌 

¢ 위상미술만의 특징이자 장점인 질의 응답 안내

서울 직강은 수업 종료 후 무한 질의 응답 시간을 갖습니다.

그날 배운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코로나 19로 직강이 불가능한 경우나 인강생의 질문은 쌤플러스 게시판(인강생)과 아트패스 

게시판(직강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수천 가지의 질문에 쌓여 있으니 먼저 키워드 검색을 

해서 찾으시고, 없으면 게시판에 올리시면 답해드립니다.

¢ 직강생 결석 보충 강의 안내

직강생의 경우 2개월 과정 중에 결석 등의 사유로 직강을 못듣게 된 부분에 대해 2일 과정에 

대해서는 인터넷 보충 강의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 쌤플러스 보충 강의실을 참조하세요.

 강의일 대 영역 중 영역 소 영역 담당 교수

1월 06일

교과

교육학

교육론
미술 교육론(Ⅰ) 장지연 교수

1월 07일 미술 교육론(Ⅱ) 장지연 교수

1월 13일
교육과정

미술 교육과정(Ⅰ) 장지연 교수

1월 14일 미술 교육과정(Ⅱ) 장지연 교수

1월 27일

교과

내용학

체험

표현

회화 위상 선생

1월 28일 판화와 조소 위상 선생

1월 03일 디자인 위상 선생

1월 04일 공예와 서예 위상 선생

2월 10일

감상

감상 및 동양 미술사 장지연 교수

2월 11일 한국 미술사 Ⅰ 장지연 교수

2월 17일 한국 미술사 Ⅱ 위상 선생

2월 18일 서양 미술사 Ⅰ 위상 선생

2월 24일 서양 미술사 Ⅱ 위상 선생

2월 25일 서양 미술사 Ⅲ 위상 선생



¢ 연간 합격 플랜                  비용을 줄이는 연간 패키지 전환 추천 

1, 2월 일반이론 과정 (14) 올 컬러 일반 교재 사용

풍부한 설명으로 철저한 이해식 이론 공부를 하면서 무한 질의 응답과 그룹 스터디 지원

3, 4월 심화이론 과정 (14) 올 컬러 심화 교재 사용

일반 이론서를 반복하지 않고 응용 및 구조화된 새로운 풀 컬러 교재를 쓰며, 1997~2008, 

2014~2022 서답형 기출을 각 이론 영역에 포함하여 이론과 함께 문제적 분석을 하게 된다.

4개월간의 이론 점검을 위한 모의평가 실시

5, 6월 
출제의 근거 - 교과서 40권 심층 분석반

 서술 및 기출문제 분석 첨삭반
엄선된 문항 및 컬러 도판

올 컬러 특수 프린트 제공

출제의 근거가 되는 중 고등학교 교과서 40권 모두 컬러 자료화하여 교과서 구입 없이 분석 진행

합격의 열쇠인 서술 문항을 정복하기 위해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을 길러주는 강의로 진행

6개월간의 이론 점검을 위한 모의고사 실시

이론의 정복이 결국 합격입니다. 이론을 정복하기 위해 총 6개월간 3번을 반복 

심화하는 과정으로 이론이 정리되는 시기입니다.

7, 8월
최근 15년간 영역별 기출문제 분석반

영역별 예상문제 첨삭 문제풀이반
특수 프린트 및
컬러 도판 제공

본격적인 문제풀이 시즌으로 6개월간의 이론 정리를 토대로 각 영역별로 출제 예상되는 문항을 

풀어보면서 이론 재정리는 물론 문제적 접근도 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또한 영역별 기출 문제를 심층 분석해서 출제 의도를 들여다보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9, 10월 실전형 첨삭 모의평가반
특수 프린트 및
컬러 도판 제공

실제 시험과 흡사하게 진행되면서 매주 첨삭 채점을 통해 문제적 접근을 심화시켜 가게 되는 

과정입니다.

11월 파이널 X 파일 정리+최종 모의평가 특수 프린트 제공

4개월 동안 문제풀이를 해오면서 흐릿해진 이론 체계를 5일 동안 흐름 위주의 문제적 접근으로 

다잡으면서 시뮬레이션식 최종 모의평가로 8일간 합격을 지원합니다. 

최다 합격 !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



■ 서울 희소고시학원 직강과 쌤플러스 인강 연간 강의 안내

월별 강좌명 개강일

1~2월 일반 이론 강의 1월 6일(금요일)

특징 

2개월 8주 8일의 수박겉핥기식 강좌로는 바뀐 시험 경향에 대비할 수 없습니다. 

바뀐 수험 경향에 따라 2개월 8주 14일 과정으로 진행되는 강좌입니다.

학원가 최초의 풀 컬러 교재와 특수 자료 제공

교재 일반 이론반 : 올 컬러 위상미술이론(上下) + 특수 자료

3~4월
심화 이론 강의

제 41회 공개 모의고사

3월 3일(금요일)

4월 23일(일요일)

특징

2개월 8주 14일의 응용형 강좌로서 합격을 위한 강좌입니다.

팀티칭에 의한 영역별 전문화를 실현하여 영역별로 책임지는 강좌로 진행합니다.

별도의 서브 노트가 필요 없는 올 컬러 심화 교재

교재 심화 이론반 : 2022년 출판 / 전 영역 올 컬러 심화이론 교재 사용 

5~6월

출제의 근거 - 중 고등학교 교과서 심층 분석반

서술형 첨삭+기출 분석반

제 42회 공개 모의고사 겸 희소 전국모의고사 실시

5월 5일(금요일)

5월 6일(토요일)

6월 예정

특징

교과서는 출제의 근거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분석하여야 하는 과정인데, 교과서나 교사용 

지도서를 별도로 구매할 필요 없이 모두 철저히 분석하여 정리된 컬러 자료를 제공하고 

수업합니다. 

교재 서술형 문항 첨삭 문제풀이반 - 특수 문제자료 제공 및 직 인강 첨삭 지도 

7~8월
최근 15년간 영역별 기출문제 분석반

영역별 예상문제 첨삭 문제풀이반

7월 7일(금요일)

7월 8일(토요일)

특징 1차 대비 문제풀이반은 영역별+광역형 문제로 진행되면서 구조화하는 단계입니다.

교재 특수 프린트 및 컬러 도판으로 진행 및 직 인강 첨삭 지도 

9~10월 실전형 첨삭 모의평가반  9월 2일(토요일)

특징

적중률을 고려한 실전 모의고사형으로 진행됩니다. 

전년 대비 가장 많은 적중률과 유사 적중을 일궈낸 강좌로서 어떠한 문제가 출제되어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철저한 대비를 하는 강좌입니다.

교재 특수 프린트로 진행 및 직 인강 첨삭 지도 

11월 최종 파이널 특강 - 2주 8일간의 이론 최종 정리 및 모의평가 11월 4일(토요일)

특징 문제풀이 위주로만 진행되었던 공부 습관에서 이론 5대 영역 최종 정리를 통한 합격 다지기

교재 특수 프린트 제공

12월 2차 3670 만점 첨삭 반 추후 공지

특징 수업 지도안, 수업 실연, 면접 만점 도전 - 지도안 첨삭 진행

교재 특수 프린트 제공



위상미술 필독서 목록 안내 ※반드시 구입할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위상미술]에서는 2개월 8주 14일의 체계적이고 풍부한 강의와 심화 이론으로 연계되는 강의의 특성상 

꼭 필요한 것으로만 필독서를 한정하였지만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공부는 수험생이 하는 것이지만 수험생이 학원 강의를 선택한 것은 적은 시간을 들여 효율성을 극대

화하여 합격에 이르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많은 영역의 방대한 이론서를 수강생들에게 필독서라고 떠

넘기는 것이 아니라 강사 스스로 구입하여 공부하고 수업 내용과 문제풀이에 반영해야 하는 것입니

다. [위상미술]에서는 영역별 책임제 강의를 실현하기에 대부분의 매년 관련 분야 신규 도서를 구입

하여 합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업 내용으로 이해가 어려운 미술 교육론과 비평 영역, 흐름 

이해에 필요한 미술사 부분에 대해서는 수강생이 꼭 보셔야 합니다. 

1. 미술 교육학(제3판), 교육과학사, 서울교대미술교육연구회

2. 미술 감상과 미술 비평, 시공사, 박휘락

3. 중국 회화 이론사, 미진사, 갈로 

4. 한권으로 읽는 20세기 디자인, 시공사, 정무환 역

5. 서양 미술사, 미진사, 잰슨

6. 20세기 시각 예술, 예경, 에드워드루시스미스

7. 20세기의 미술, 예경, 노버트린튼

8. 클릭 서양 미술사, 예경, 캐롤 스트릭랜드 

9. 한국 미술 문화의 이해(개정판), 예경, 김원용 외 

10. 한국 미술의 역사, 시공사, 안휘준 김원용

11. 한국 회화사 연구, 시공사, 안휘준 

¢ 커뮤니티 : 아트패스(art-pass.com) : 미술임용고시 최초의 사이트로 각종 이론 자료 제

시와 임용고시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창구 역할을 합니다. 

수강생은 수강 Q&A와 수강 자료실이 별도로 운영 중입니다.

 - 위상메일(apass@naver.com)로도 임용 상담 및 강좌 문의가 가능합니다.  

 - 위상 전화는 010-3777-7234입니다.

¢ 쌤플러스 인강생 특전 - 2개월 강의 중 직강 청강 참여 안내

[위상미술] 2개월 강좌 중 재충전을 위한 직강 체험이나 지방에서 해당 날짜에 서울 직강일일 경우 

참여가 가능합니다. 

인강생으로 서울(금토) 직강에 참석을 원하는 인강생은 위상의 전화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위상미술]은 합격입니다

위상미술에서는 
필독서를 위상과 장지연 
선생이 직접 사서 보고 
이론서와 보충자료, 수업에 
반영하며, 문풀에서는 
문제로 내어서
다뤄드리는 방식입니다.

mailto:apas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