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상미술]의 소중한 가치, 그것은 오직 수강생들의 최종 합격입니다.   

(총 6면 중 1면) 쌤플러스 ssamplus.com                        미술 임용의 모든 것  아트패스 art-pass.com

※ [위상미술]은 영역별 책임제 전문화된 팀티칭 강좌로, 체계적 접근에 의한 가장 높은 적중률과 합격률을 자랑하는 선택률 1위의 강좌입니다.

1. 다음 2가지 비평 모델을 참고하여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2. 다음 작품을 참고하여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별첨 컬러 도판 참고]

2019학년도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미 술
수험 번호 : ( ) 성 명 : ( )

1차 시험 3교시 전공 B 8문항 40점 시험 시간 90분

◦ 문제지 전체 면수가 맞는지 확인하시오. 

◦ 모든 문항에는 배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펠드먼(E. Feldman)의

미술 비평 모델

앤더슨(T. Anderson)의

분석적 모델

 <작성 방법>

◦ ㉠ 기술 단계와 ㉢ 기술 단계를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2가지 서술할 것.

◦ ㉡에 해당하는 명칭을 쓸 것.

◦ 앤더슨의 분석적 모델의 ‘평가’ 단계에서 ㉡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서술할 것.

작 품

뭉크(E. Munch), <월광> 뷰익(T. Bewick), <뉴 사우스 웨일즈 울프>(부분)

목판화 종류 ㉠ ㉡

 <작성 방법>

◦ ㉠, ㉡에 해당하는 명칭을 각각 쓸 것.

◦ ㉠, ㉡의 표현 특징을 목재의 제판 형식과 강도를 중심으로 각각 서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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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 (나)에서 서양 회화의 전통이 어떻게 수용되고 부정되는지 각각 서술하시오. [4점]                 [별첨 컬러 도판 참고]

[위상미술]

(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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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은 수제 종이 만들기 수업의 교수ㆍ학습 활동 상황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위상미술]

교 사 :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전통 한지 제작 기법에 대해 배웠죠?

제시된 자료에서 전통 한지 제작 과정의 ㉠, ㉡ 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을 학습지에 작성하고 모둠별로 확인해 보세요.

교 사 : 이제 폐지를 이용해서 직접 수제 종이를 제작해 봅시다.

학 생 : 선생님, 떠 낸 종이에 물기도 많고 두께가 일정하지 않아 울퉁불퉁해요.

교 사 : ( ㉢ )

이 단계 다음에는 건조대에 잘 널어놓도록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작한 종이에 ㉣사이징(sizing) 처리를 하고 채색화 실습을 할 계획이에요.

활동 : 전통 한지 제작 과정 확인

활동 : 수제 종이 제작 과정 실습

 <작성 방법>

◦ ㉠, ㉡에 해당하는 한지 제작 과정의 단계를 순서대로 서술할 것.

◦ 학생이 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 단계의 내용을 서술할 것.

◦ ㉣의 목적을 서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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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가), (나)에 사용된 재료의 주제 표현 효과를 설치된 공간과 관련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4점] [별첨 컬러 도판 참고]

6. 다음은 고구려 벽화 무덤의 평면도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5점]

[위상미술]

(가) 카푸어(A.  Kapoor), <구름 문> (나) 쿤스(J. Koons), <풍선 개(마젠타)>

(가) (나) (다)

 <작성 방법>

◦ (가), (나), (다)의 석실 구조를 참고하여 먼저 조성된 벽화 무덤부터 순서대로 배열할 것.

◦ (가), (나), (다)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천정 구조의 명칭을 쓰고, 그 축조 방식을 서술할 것.

◦ (다)의 회랑에 그려진 벽화의 내용을 쓰고, 이에 나타난 내세관을 서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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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은 전통 미술 수업을 위한 감상 카드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5점]

 <작성 방법>

◦ ㉠에 해당하는 (가) 작품의 특징을 시점과 준법을 중심으로 서술할 것. 

◦ ㉡에 해당하는 (나) 작품의 특징을 시점과 바위의 표현 기법을 중심으로 서술할 것. 

◦ (가), (나)에 등장하는 점경 인물의 화면상 표현 효과를 서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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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은 김 교사의 수업 설계와 교사 성찰 일지이다. (가), (나)를 참고하여 <작성 방법>에 따라 논술하시오. [10점]

 (가) 수업 설계

(나) 교사 성찰 일지

<수고하셨습니다.>

학습 제재 인포그래픽 제작하기 학 년 중학교 3학년

교수ㆍ학습 방법 문제중심학습(PBL)
2015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 

미술 교과 역량
㉠ 시각적 소통 능력, 창의ㆍ융합 능력

  학교 도서관 시스템이 새롭게 정비되면서 학생들이 도서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술 시간에 도서

관 이용 매뉴얼을 인포그래픽으로 제작해 보기로 했다. 이 수업에서 문제중심학습(Problem-Based Learning)을 활용하면 학생들의 

시각적 소통 능력과 창의ㆍ융합 능력 신장에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했다. 처음 문제에 직면한 학생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해 할 

것 같아 배로스와 마이어스(H. Barrows & A. Myers)의 문제중심학습(PBL) 모형에 제시된 수행 계획의 4가지 항목을 활용하여 

수행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 (하략)… 

 <작성 방법>

◦ 김 교사가 선택한 ㉠의 내용을 문제중심학습(PBL)과 관련지어 각각 서술할 것.

◦ 수행 계획서에 제시된 ㉡, ㉢의 명칭을 쓰고, 해당 항목을 작성하도록 하는 목적을 각각 서술할 것.

◦ 아이스너(E. Eisner)가 제시한 표상 형식(forms of representation)의 개념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된 인포그래픽의 장점을 2가지 

논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