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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대학 – 수시모집_단계별 선발 실기 전형 

 개 요

   2020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실기전형이지만 1단계에서 학생부(교과 또는 비교과)평가 또

는 실기평가를 실시한 후 2단계에서 실기평가 또는 학생부와 면접평가를 실시하는 단

계별 선발 실기전형 전국 4년제 미술계열 대학을 가나다 순(대학명)으로 정리함.

 유의사항

   - 대학별 세부 지원 자격과 모집인원은 구조조정 등에 의해 변경 가능하므로, 지원 전

     대학별 수시 모집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해당 자료는 수시모집 정원내 전형 중에서 실기전형이지만 1단계에서 학생부(교과 

또는 비교과)평가 또는 실기평가를 실시한 후 2단계에서 실기평가 또는 학생부와 면

접평가를 실시하여 선발하는 미술계열 학과를 정리한 자료이며, 정원외 전형이나 특

별전형은 반드시 각 대학별 모집요강을 확인하여야 함.

  전형명 및 선발방법

대학명 모집단위/학과 전형명
선발방법 학생부

반영교과1단계 선발배수 2단계

경희대(서) 미술학부(한국화/회화/조소) 실기우수자
입상실적70%+학생부

(교과+비교과)30% 10배 1단계10%+실기평가 90% 국,영
국민대 미술학부(회화) 실기우수자 실기 100% 5배 1단계 성적40%

+면접30% + 교과30% 국.영
단국대(죽) 도예/커뮤니케이션/패션 실기우수자 학생부교과 100% 30배 교과 30% + 실기70% 국,영,사
서울과기대 디자인/도예/금속공예/조형예술 실기 위주 학생부교과 100% 10배 교과 30% + 실기70% 국,영,사

서울대 디자인학부/동양화/서양화/조소 일반전형 통합실기 100% 5배 서류 60%+구술40% 전교과

서울시립대 시각디자인전공 실기전형 학생부교과 100% 10배
교과 50%+실기 50%

3단계: 교과35%
+실기35%+면접30%

국,영

서울시립대 공업디자인전공 실기전형 학생부교과 100% 25배
교과 50%+실기 50%

3단계: 교과35%
+실기35%+면접30%

국,영

성균관대 영상학 실기우수자 서류 100% 3배 1단계40%+면접,실기 60% 전교과
숙명여대 시각영상디자인학과 예능창의인재 학생부교과 100% 6배 면접30%+실기70% 국,영,사
숙명여대 산업디자인/환경디자인/공예 예능창의인재 학생부교과 100% 10배 실기 100%
숙명여대 회화과 예능창의인재 학생부교과 100% 30배 실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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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명 모집단위/학과 전형명
선발방법 학생부

반영교과1단계 선발배수 2단계

이화여대 동양화/서양화/조소
도자예술/섬유/패션디자인 예체능실기 학생부교과 100% 12배 교과20%+실기80% 국,영,수,

사,과,미

인천가톨릭대 회화/환경조각/시각디자인
환경디자인 실기우수자 학생부교과 100% 5배 교과30%+실기70% 국,영,수,

사,과
인천대 디자인학부 실기우수자 학생부교과 100% 5배 교과40%+실기60% 국,영,사
인하대 의류디자인학과 실기우수자 학생부교과 100% 20배 교과40%+실기60% 국,영,사

중앙대 한국화/서양화/조소
공예/산업디자인/시각디자인

실기형 교과75%+출,봉25% 20배 교과15%+출,봉5%
+실기80%

국,영,사

중앙대 공간연출전공 실기형 교과75%+출,봉25% 5배 교과15%+출,봉5%
+실기80%

국,영,수,사

추계예대 판화과 일반전형 학생부(교과+비교과)100% 5배 학생부30%+실기70% 전교과
한양대(서) 응용미술교육과 미술특기자 학생부종합 100% 20배 실기 100% 전교과

한예종(*) 영상원(애니메이션과) - 영어20점+실기50점+
고교내신30점 3배 실기 50점+구술50점 전교과

한예종(*) 미술원(조형예술) -
실기40점+언어능력평

가25점+영어25점
+고교내신10점

3배 실기1 30점+실기2 
30점+그룹토론40점

전교과

한예종(*) 미술원(디자인과) -
실기40점+언어능력평

가25점+영어25점
+고교내신10점

3배 실기1 30점+실기2 
30점+프리젠테이션40점

전교과

한예종(*) 미술원(건축과) -
수학20점+언어능력평

가20점+영어20점
+고교내신40점

3배 실기33점+작문33점
+구술34점

전교과

한예종(*) 미술원(미술이론과) -
언어능력평가25점

+영어25점
+고교내신10점

3배 논술50점+구술50점 전교과

한예종(*) 연극원(무대미술과) - 실기80점
+고교내신20점 10배 실기1 30점

+실기2 30점+구술40점
전교과

한국전통
문화대(*) 전통미술공예학과 일반전형 필기고사(국,영,史)

500점+실기200점 2배 1단계700점+학생부200
점+면접100점

전교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