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격으로 끝나는 시작 [위상미술]

2019학년도 대비 전공 미술 문제 적중 출처

[위상미술]

£ 문제풀이 및 모의고사 적중 출처 

희소 전국모의고사 12회 A형 1번 출제 

p 이론서 및 심화 이론형 문제풀이 적중 출처

위상미술이론 상권 교육론 영역

심화이론 문제 교육론 영역

희소 전국모의고사 12회 A형 1번 출제



                                               [위상미술]

심화 이론 문제 | 표현 - 서예 46페이지

9~10월 2주 A형 11번 삼전법(삼절법) 출제

11월 파이널 2주 A형 7번

심화 이론 문제 | 표현 - 서예 46페이지



[위상미술]

11월 파이널 총정리 서양 미술사 9페이지 응용

9~10월 3주 A형 7번 응용 출제

위상미술이론 하권 서양 미술사 302페이지

위상미술이론 하권 서양 미술사 302페이지



[위상미술]

11월 파이널 서양 미술사 총정리 20페이지 문제

교과서 분석 2주 표현 회화 영역 29페이지 문제

심화이론 문제 회화 17페이지 문제

심화이론 문제 회화 27페이지



[위상미술]

디자인 공예 2017 기출 응용 출제

심화이론 문제 표현 - 디자인 76페이지 문제

교과서 심층 분석반 4주 디자인 44페이지



[위상미술]

£ 문제풀이 및 모의고사 적중 출처 

4월 공개 모의고사 B형 7번

7~8월 6주 A형 3번

9~10월 모의고사 2주 B형 7번

11월 파이널 코스 2주 A형 10번

p 이론서 및 심화 이론형 문제풀이 적중 출처

위상미술이론 하권 한국 미술사 영역 

심화이론 문제 표현 - 회화 39페이지 문제



[위상미술]

11월 파이널 2주 B형 5번

심화이론 문제 표현 - 조소 48페이지 문제



[위상미술]

£ 문제풀이 및 모의고사 적중 출처 

7~8월 영역별 문제풀이 1주 A형 11번

11월 파이널 코스 감동 한국사 32~33페이지 문제

p 이론서 및 심화 이론형 문제풀이 적중 출처

위상미술이론 하권 한국 미술사 영역 



[위상미술]

£ 문제풀이 및 모의고사 적중 출처 

7-8월 영역별 문제풀이 8주 A형 10번

p 이론서 및 심화 이론형 문제풀이 적중 출처

위상미술이론 상권 표현 - 회화 영역 

심화 이론 문제 | 표현 - 회화 24페이지 문제

교과서 분석반 2주 31페이지 문제



[위상미술]

£ 문제풀이 및 모의고사 적중 출처 

9~10월 3주 A형 2번 문제

9~10월 6주 A형 9번 성취 기준을 토대로 학습 목표 작성

9~10월 6주 B형 2번 내용 요소 작성 - 지문에 개념 제시

9~10월 7주 A형 9번 성취 기준을 토대로 학습 목표 작성 

7월 희소 공개모의고사 A형 2번

9~10월 모의고사 A형 1번

11월 파이널 코스 

1주 B형 8번

심화이론 문제 자료 7~8페이지



[위상미술]

심화 이론 문제 | 표현 - 디자인 32페이지 37페이지 문제

교과서 심층 분석 4주 디자인 문제 7~8페이지 문제

희소 전국 모의고사 13회 A형 4번 문제



7~8월 영역별 문제풀이 8주 A형 13번 문제

마중물 문제 120번 문제

심화 이론 문제 | 표현 - 디자인 5페이지 11페이지 문제

교과서 심층 분석반 4주 디자인 13페이지 문제

희소 전국모의고사 B형 2번 문제



[위상미술]

11월 2주 B형 2번 - 반문화 답 출제

5~6월 서술형, 논술형 기출 문제반

2주 서술형 3번 출제

9~10월 모의고사 6주 B형 4번 문제 - 현장 설명에서 출제될 것임을 안내함

교과서 분석 서양 미술사 영역



[위상미술]

5-6월 교과서 분석 감상, 동양, 한국 

회화사 13페이지 문제

7~8월 영역별 문제풀이 8주 B형 6번 - 자세

9~10월 모의고사 8주 B형 2번 문제

11월 파이널 코스 감동 한국사 11~12페이지 문제



[위상미술]

5-6월 서술 및 논술 기출 분석반, 5주 서술 4번 문제

9~10월 모의고사 3주 B형 2번 문제



[위상미술]

심화 이론 문제 | 표현 - 회화 13페이지 문제

9~10월 모의고사 3주 A형 14번 문제



11월 파이널 코스 서양 미술사 24페이지 문제

11월 파이널 2주 B형 4번 문제

9~10월 모의고사 6주 A형 14번 문제

11월 파이널 코스 서양 미술사 25페이지 문제

11월 파이널 코스

서양 미술사 26페이지 문제

11월 파이널 코스

서양 미술사 27페이지 문제



[위상미술]

심화 이론 문제 | 표현 - 종이 공예 36페이지 문제

교과서 심층 분석반 공예 영역 37페이지 문제

11월 마중물 문제 77번 문제

위상미술이론 상권 종이 공예 영역



[위상미술]

교과서 심층 분석반 조소 영역 34페이지 문제

교과서 심층 분석반 조소 영역 33페이지

교과서 심층 분석반 서양 미술사 영역 53페이지

위상미술이론 하권 서양 미술사 556페이지



[위상미술]

5~6월 서술 및 논술 기출 분석반 8주 서술 2번

9~10월 모의고사 7주 B형 2번

- 내세관

9~10월 모의고사 8주 A형 10번

- 천장의 형식



[위상미술]

7~8월 영역별 문제풀이 6주 15번 정선 - 시점

7~8월 영역별 문제풀이 8주 3번

변관식 - 표현 기법

9~10월 모의고사 A형 1주 8번

- 시점

9~10월 모의고사 A형 8주 2번

- 정선 준법 찾는 연습 11월 파이널 코스 

감동 한국사 36페이지 - 시점



[위상미술]

심화 이론 문제 | 표현

- 디자인 41페이지 42페이지

5~6월 서술 및 논술 기출 분석반

5주 논술 5번

교과서 심층 분석반 4주 디자인 16페이지 문제

5~6월 서술 및 논술 기출 분석반, 6주 논술 5번

7~8월 영역별 문제풀이 1주 A형 9번

유사 문제 - 인포 그래픽 장점

9-10월 3주 A형 9번, 비주얼 씽킹 장

점-인포 그래픽의 장점과 유사 답안

11월 파이널 교육론 17페이지 – 아이

스너 표상 형식

5~6월 서술 논술 기출 분석반, 6주 

논술 5번

수업 지도안의 모형 : 문제 기반 

학습(PBL)입니다. 

5~6월 서술 및 논술형 문제 해설 

23강 43 : 15초~ 44분에서 

2019학년도 기출문제 논술 8번 문제 

기반 학습 ㉡, ㉢ 불러줌

            

       

        PPL



7-8월 3주 교육과정 15번, 교과역량

가장 많은 적중을 할 수밖에 없는 두 전문가에 의한 팀티칭

그래서 [위상미술]은 합격이라고 합니다

[위상미술]

심화 이론형 문제 미술교육론 26페이지 기입형 문제

11월 파이널 코스 미술 교육론 17페이지 – 표상 형식

7~8월 영역별 문제풀이 3주 교육과정 15번 – 교과 역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