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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대학 – 수시모집_학생부교과 위주(실기 미실시)전형

 개 요

   2020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실기고사를 실시하지 않고 학생부교과 위주로 선발하는 

  전국 4년제 미술계열 대학의 전형을 가나다 순(대학명)으로 정리함.

 유의사항

   - 대학별 세부 지원 자격과 모집인원은 구조조정 등에 의해 변경가능하므로, 지원 전

     대학별 수시 모집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해당 자료는 수시모집 정원내 전형 중에서 실기고사를 실시하지 않고 학생부교과위

주 전형으로 선발하는 미술계열 학과를 정리한 자료이며, 정원외 전형이나 특별전형

은 반드시 각 대학별 모집요강을 확인하여야 함

 전형요소 및 전형방법

대학명 모집단위/학과 전형명 선발방법 최저학력기준

가천대 패션디자인전공 학생부우수자  학생부교과 80% + 비교과(출결,봉사) 20%  2합 6

가천대 패션디자인전공 가천바람개비2 1단계(6배수): 학생부교과 100%
2단계: 1단계성적 60% + 면접 40%

가톨릭관동대 CG디자인학과 교과일반 학생부교과 100%
강릉원주대 미술학과/패션디자인학과 학생부교과 학생부교과 100%

강원대 생태조경디자인학과 교과우수자 학생부교과 100% 2합 7
건양대 의료공간/시각/융합디자인 학생부교과 학생부교과 100%
경기대 서양화미술경영/미디어영상 교과성적우수자 학생부(교과 80% + 출결20%) 100% 2합 7
경남대 산업디자인학과 학생부교과 학생부(교과 90% + 출결 10%) 100%

경남대 미술교육과/산업디자인학과 한마안재 1단계(5배수): 학생부(교과90%+출결10%)
2단계: 1단계성적 60% + 면접 40%

경동대 디자인학과 일반학생  학생부 100%
경북대 섬유패션디자인(섬유공학) 학생부교과 학생부교과 90% + 출결,봉사 10% 2합 9

경성대 영상애니/패션/실내건축디자인 일반계고면접 1단계(5배수): 학생부교과 100%
2단계: 1단계성적 90% + 면접 10%

경성대 영상애니/패션/실내건축디자인 일반계고교과 학생부교과 100%
경일대 만화애니/디지털미디어 교과일반 학생부(교과 90% + 출결 10%) 100%
경일대 사진영상/만화애니/디지털미디어 교과면접 학생부(교과 90%+출결 10%) 70% + 면접30%
경주대 융합시각예술디자인 학생부교과 학생부 교과 100%
게명대 패션마케팅과 학생부교과 학생부교과 100% 3합 15
고신대 시각디자인학과 학생부교과  학생부교과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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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명 모집단위/학과 전형명 선발방법 최저학력기준

공주대 게임디자인/영상학과 학생부교과 학생부(교과 90% + 출결 10%) 100% 3합 14
광주여대 실내디자인학과 일반학생 학생부교과 70.1% + 면접 29.9%

대구예술대 시각영상/시각/k-패션디자인 교과면접 학생부교과 70% + 면접 30%*
대구한의대 미술치료학/실내디자인 교과일반 학생부 교과 100%

대구한의대 미술치료학/실내디자인 교과면접 1단계(10배수): 학생부교과 80% + 출결 20%
2단계: 1단계성적 60% + 면접 40%

대전대 패션디자인비즈니스 교과일반 1단계(5배수): 학생부(교과90%+출결10%) 100%
2단계: 학생부(교과90%+출결10%) 70%+면접30%

대전대 패션디자인비즈니스 교과우수자 학생부(교과90%+출결10%) 100%
덕성여대 의상디자인 교과100% 학생부교과 100% 2합 6
동덕여대 큐레이터학과 교과우수자 학생부교과 100% 2합 6
동명대 산업디자인/패션디자인 일반고면접 학생부교과 90% + 면접 10%
동명대 산업디자인/패션디자인 일반고교과우수자 학생부교과 100%
동서대 디자인학부/패션/만화애니 교사추천 학생부교과 70% + 면접 30%
동서대 디자인학부/패션/만화애니 교과성적 학생부교과 100%
동아대 패션디자인 교과성적우수자 학생부교과 100% 2합 8
동양대 디자인학부 학생부면접 학생부(교과 54%+비교과 6%) + 면접 40%

동의대 디자인공학/디지털콘텐츠게임
애니메이션/패션디자인 일반고교과 학생부 교과 100%

명지대 미술사학/디지털콘텐츠디자인 학생부교과 학생부교과 100%

명지대 미술사학/디지털콘텐츠/건축학부 교과면접 1단계(5배수): 학생부교과 100%
2단계: 1단계성적 70% + 면접 30%

목포대 패션의류/미술학과 학생부교과 학생부(교과 90% + 출결 10%) 100%
배재대 광고사진영상/의류패션 학생부교과 학생부교과 100%
부경대 패션디자인 교과성적우수1 학생부(교과90%+출결10%) 100% 3합 10
부경대 패션디자인 교과성적우수2 학생부(교과90%+출결10%) 100% 2합7,영3

부산대 실내환경/디자인학과
디자인앤테크/예술문화영상 학생부교과 학생부교과 100% 3합 7

상명대(천) 문화예술경영전공 교과우수자 학생부교과 100% 2합 9
서울여대 패션산업학과 교과우수자 학생부교과 100% 英포함 2합 5
서원대 패션의류학과 일반전형 학생부교과 80% + 출결 20%
서원대 뷰티학/융합디자인/패션의류 면접전형 학생부교과 60% + 면접 40%

성신여대 의류산업/서비스디자인공학 교과우수자 학생부(교과90%+출결10%) 100% 3합 8
세명대 디자인학부 학생부교과1 학생부교과 100%
순천대 영상디자인/패션디자인 성적우수자 학생부교과 250점 + 출결 50점
신라대 융합디자인학부 일반고면접 학생부교과 80% + 면접 20%
신라대 융합디자인학부 일반고교과 학생부교과 100%
신한대 디자인학부 학생부교과 학생부교과 70% + 면접 30%
신한대 디자인학부 학생부우수자 학생부교과 100%
안동대 의류학과/미술학과 일반학생 학생부 교과 100% 의류:2합10
안양대 디지털미디어/화장품발명디자인 아리학생부교과 학생부 교과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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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명 모집단위/학과 전형명 선발방법 최저학력기준

안양대 디지털미디어/화장품발명디자인 아리학생부면접 1단계(5배수): 학생부 교과 100%
2단계: 학생부교과 80% + 면접 20%

연세대(원) 디자인예술학부(인문,자연) 교과면접 1단계(4배수): 교과 60% + 비교과 40%
2단계: 1단계성적 70% + 면접 30%

영남대 의류패션학과 일반전형 학생부(교과 85%+출,봉 15%) 100% 3합 14

영남대 의류패션학과 창의인재 1단계(5배수): (교과 85%+출,봉 15%) 100%
2단계: 학생부 70% + 면접 30%

3합 14

영산대 디자인학부/패션디자인학과 일반고교과 학생부 교과 100%
예원예술대 뷰티패션디자인학과 교과위주 학생부(교과 90%+출결 10%) 100%

우석대 미디어영상/패션스타일링 교과일반 학생부교과 100%
원광대 미술과/패션디자인/뷰티 학생부교과 학생부(교과 93.3%+ 출결 6.7%) 100%
인천대 디자인학부 교과성적우수자 학생부 교과 100% 2합 6
인하대 의류디자인학과 학생부교과 학생부 교과 100% 3합 7
전남대 미술이론 전공 학생부교과 학생부(교과 90%+출결 10%) 100% 3합 10
전북대 산업디자인학과 학생부교과 학생부(교과 90%+출결 10%) 100% 3합 9
전주대 산업디자인/시각디자인 학생부교과 학생부교과 70% + 면접 30%
조선대 시각문화큐레이터 학생부교과 학생부(교과 90%+출결 10%) 100%
중앙대 실내환경디자인/패션디자인 학생부교과 학생부(교과 70%+출,봉 30%) 100% 2합 5, 史4
중원대 산업디자인학과 일반전형1 학생부 교과 100%
중원대 산업디자인학과 일반전형2 학생부교과 55% + 면접 45%+

한국교통대 디자인학부 학생부교과 학생부교과 100% 3합 15
한국기술교대 디자인공학 학생부교과 학생부교과 90% + 면접 10% 3합 10
한국산기대 디자인학부 학생부우수자 학생부교과 100% 2합 6

한남대 미디어영상전공 학생부교과 학생부교과 100% 
한서대 디자인융합/영화영상 학생부교과 학생부(교과 90%+출결 10%) 100%
한서대 디자인융합/영화영상 면접일반 학생부(교과 90%+출결 10%) 60% + 면접 40%
한성대 글로벌패션산업학부 교과성적우수자 학생부교과 100% 2합 6
한세대 시각정보/실내건축/섬유패션 학생부우수자 학생부교과 100% 

한양대(에) 디자인대학 전모집단위 학생부교과 학생부교과 100% 2합 6
호남대 예술대학 전모집단위 면접중심 교과 50% + 출결 10% + 면접 40%
호남대 예술대학 전모집단위 교과중심 학생부교과 70% + 출결 30%
호서대 실내디자인 학생부 학생부(교과 90%+출결 10%) 100%
호서대 첨단미디어 면접전형 학생부(교과 90%+출결 10%) 60% + 면접 40%

홍익대(서) 캠퍼스자율전공(인문,자연)/예술학과 교과우수자 학생부교과 100% 3합 6/3합 7
홍익대(세) 캠퍼스자율전공(인문,자연) 교과우수자 학생부교과 100% 3합 8/3합 9

청운대 미디어커뮤니/공간/무대예술/패션 학생부전형 학생부(교과 380점+출결20점) 100%
청운대 공간디자인/패션전공 진로인재 학생부 100% + 우대가산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