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2월 일반이론 과정 (13) 올 칼라 교재 사용

이론 공부를 하면서 문제적 감각을 깨우기 위한 쪽지 테스트와 그룹 스터디 지원

3, 4월 심화이론 과정 (12) 칼라 특수 자료 제공

일반 이론서를 반복하지 않고 응용 및 구조화된 새로운 자료게 제공되며, 1997-2008, 2014~ 

2017 서답형 기출을 각 이론 영역에 포함하여 이론과 함께 분석하게 된다.

4개월간의 이론 점검을 위한 모의고사 실시

5, 6월 
개정 교과서 심층 분석반

 서술 및 논술 첨삭+기출 분석반
특수 프린트 및 칼라 

도판 제공

출제의 근거가 되는 중 고등학교 교과서를 모두 칼라 자료화하여 교과서 구입 없이 분석 진행

합격의 열쇠는 논술 문항 20점을 정복하기 위한 논술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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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년간 영역형 기출문제 분석반

영역+광역형 첨삭 문제풀이반
특수 프린트 및
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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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형 첨삭 모의평가 
특수 프린트 및
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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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간 합격을 지원합니다. 

최다 합격 !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

¢ [위상미술] 2018년 연간 합격 플랜 안내



월  별 강  좌  명 개  강  일

1~2월 일반 이론 강의 1월 6일(토요일)

특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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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뀐 수험 경향에 따라 2개월 13주 과정으로 진행되는 강좌입니다.

학원가 최초의 풀 컬러 교재와 특수 자료 제공

교 재 일반 이론반 : 2017년판 풀 컬러 위상미술이론(上下) + 특수 자료

3~4월
심화 이론 강의

제 31회 공개 모의고사

3월 3일(토요일)

4월 22일(일요일)

특 징

2개월 12주의 응용형 강좌로서 합격을 위한 강좌입니다.

팀티칭에 의한 영역별 전문화를 실현하여 영역별로 책임지는 강좌로 진행합니다.

서브노트로 사용되는 풀 컬러 수업자료 무료 제공

교 재 심화 이론반 : 전 영역 올 컬러 특수 자료 무료 제공 - 교재 불필요

5~6월

개정 중 고등학교 교과서 심층 분석반

서술 및 논술 첨삭+기출 분석반

제 32회 공개 모의고사 겸 희소 전국모의고사 실시

5월 4일(금요일)

5월 5일(토요일)

6월 17일(일요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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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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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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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월
최근 9년간 영역형 기출문제 분석반

영역+광역형 첨삭 문제풀이반

7월 6일(금요일)

7월 7일(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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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 특수 프린트 및 칼라 도판으로 진행 및 직 인강 첨삭 지도 

9~10월 통합형 첨삭 모의평가반  9월 1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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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주 6일간의 이론 최종 정리 및 모의평가 11월 2일(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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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 특수 프린트 제공

12월 2차 3670 만점 첨삭 반 12월 07 /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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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 특수 프린트 제공

■ 연간 계획 안내 - 서울 희소고시학원 기준



고통을 견디어 낸 만큼 합격은 빠르다
다이어트에 명약은 없다. 먹고 싶은 고통을 참아가면서 운동하는 것

이다. 운동이 무엇인가? 지방질 많은 흐리멍텅한 근육을 잘게 찢어가

는 고통 속에 다듬어지는 것이다. 공부도 그렇다. 단 몇 페이지만 읽

고 가서 100점 맞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서 가르칠 중학교 미술 시험

에서나 있는 것이다. 친구만나고 놀 것 다 놀고 쉴 것 다 쉬고 합격

하겠는가? 알바하고 기간제 해가면서 공부해 합격하겠는가?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몰라서가 아니다. 그리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돈은 빌릴 수 

있지만 기회와 인생은 허망하게 지나가는 것이다. 스스로 영재가 아니라면 경쟁

자보다는 더 많이 공부해야 합격한다. 적어도 위상은 그 어떤 강사보다 [위상미

술]을 수강하였을 때 더 빠르게 합격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 그 다음은 여러분

의 몫이다. 철저히 외롭고 철저히 고통에 스스로를 내놓고 빨리 끝내야 한다. 칠

흑같이 어두운 새벽에도 해는 뜬다.

합격할 공부를 하라고 했더니 묻더라 그게 뭐냐고 -

스마트폰 1년 동안 없다고 죽는 것 아니다. 거기에 쓴 시간 중 30분씩만 공부에 

집중하면 2~3점 못 올리겠는가? 점심 시간으로 준 1시간 동안 오직 밥만 먹는

가? 그 시간을 왜 수다로 날려버리는 가? 이때라도 쉬고 싶은가? 그렇다면 그대

는 그 쉼과 합격을 맞바꾸는 것이다. 쉬고자 하는 고통을 견

디어 내라. 전철과 버스 안에서 왜 유행가를 듣는가? 암기할 

것이 넘쳐나는데 그걸 외워야하지 않겠는가? 남친이 그리운

가? 외로운가? 이 강의를 10년째 해오면서 오매불망 그리워

하면서 사랑하던 그 남친과 합격해서도 결혼한 경우는 단언

컨대 나는 한 사람도 본적이 없다.

합격하고 싶다면 그 고통을 즐기고 최선을 다하라.

고작 8 : 1의 싸움이다. 

이게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가?

그럼 꺼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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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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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3777-7234 입니다.

[위상미술]은 합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