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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대학 – 수시모집_학생부종합전형(실기 미실시)

 개 요

   2020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실기고사를 실시하지 않고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전국 4년제 미술계열 대학의 전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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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기고사를 실시하지 않고 학생부종합전

형으로 선발하는 미술계열 학과를 정리한 자료이며, 정원외 전형이나 특별전형은 반

드시 각 대학별 모집요강을 확인하여야 함

  전형명 및 선발방법

대학명 모집단위/학과 전형명 선발방법 최저학력기준

가천대 패션디자인전공 가천바람개비1 1단계(4배수): 서류(학,자) 100%
2단계: 1단계 성적 50% + 면접 50%

강릉원주대 미술학과/패션디자인학과 해람인재 1단계(3배수):학생부(교과 및 비교과) 100%
2단계: 1단계성적 80% + 면접 20%

강원대 생태조경디자인학과 미래인재 1단계(3배수): 서류(학,자) 100%
2단계: 1단계 성적 70% + 면접 30%

건양대 의료공간디자인/시각디자인 건양사람 人 1단계(3배수): 서류(학,자) 100% 
2단계: 1단계성적 60% + 면접 40%

경기대 디자인비즈/서양화/미디어영상 KGU학생부종합 1단계(3배수): 서류(학,자) 100% 
2단계: 1단계성적 70% + 면접 30%

경북대 미술학과/섬유패션디자인 학생부종합 1단계(3배수): 서류(학,자) 100%
2단계: 1단계 성적 70% + 면접 30%

경성대 영상애니/패션/실내건축디자인 학교생활우수자 1단계(5배수): 학생부 100%
2단계: 1단계 성적 70% + 면접 30%

경일대 사진영상학부 학생부종합 학생부종합평가 70% + 면접 30%

경희대 디자인계열전모집단위 네오르네상스 1단계(3배수): 서류(학,자,추) 100%
2단계: 1단계 성적 70% + 면접 30%

경희대 디자인계열전모집단위 고교연계 학생부 교과30% + 서류(학,자,추) 70%

계명대 패션마케팅과 잠재능력우수자 1단계(3배수): 서류(학,자) 100%
2단계: 1단계 성적 80% + 면접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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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명 모집단위/학과 전형명 선발방법 최저학력기준

고신대 시각디자인학과 자기추천 1단계(5배수): 서류(학,자) 100%
2단계: 1단계 성적 50% + 면접 50%

공주대 미술교육/게임디자인/영상학 학생부종합 1단계(3배수): 서류(학,자,추) 100%
2단계: 1단계 성적 70% + 면접 30%

국민대 시각/공간/영상디자인 국민프런티어 1단계(3배수): 서류(학,자) 100%
2단계: 1단계 성적 70% + 면접 30%

대구대 패션디자인/실내건축디자인 학생부종합서류 학생부(교과 70%+출결30%) 70% + 면접30%

대구대 실내건축디자인 서류면접 1단계(5배수): 서류(학,자) 100%
2단계: 1단계 성적 70% + 면접 30%

대전대 패션디자인비즈니스 혜화인재 1단계(4배수): 서류(학,자) 100%
2단계: 1단계 성적 70% + 면접 30%

덕성여대 미술사학과/의상디자인 덕성인재 1단계(4배수): 서류(학,자) 100%
2단계: 1단계 성적 60% + 면접 40%

동국대 두드림 영화영상학과 1단계(3배수): 서류(학,자) 100%
2단계: 1단계 성적 70% + 면접 30%

동덕여대 예술/디자인대학 전모집단위 동덕창의리더 1단계(3배수): 서류(학,자,활) 100%
2단계: 1단계 성적 60% + 면접 40%

동덕여대 회화과 동덕창의리더 1단계(5배수): 서류(학,자,활) 100%
2단계: 1단계 성적 60% + 면접 40%

동명대 산업디자인/패션디자인 교사추천 학생부교과 40% + 비교과 60%
동서대 디자인학부/패션/영상애니 자기추천 학생부교과 30% + 비교과 30% + 면접 40%

동아대 산업/패션/미술학/공예 잠재능력우수자 1단계(3배수): 서류(학생부) 100%
2단계: 1단계 성적 50% + 면접 50%

동아대 패션디자인 학교생활우수자 서류(학생부) 100%

동의대 디자인공학/디지털콘텐츠게임
애니메이션/패션디자인 학교생활우수자 1단계(3배수): 서류(학생부) 100%

2단계: 1단계 성적 70% + 면접 30%

명지대 미술사학/디지털콘텐츠/건축학부 명지인재 1단계(3배수): 서류(학생부) 100%
2단계: 1단계 성적 70% + 면접 30%

목원대 미술교육과 목원사랑 1단계(5배수): 학생부(교과20%+비교과80%) 100%
2단계: 1단계 성적 50% + 면접 50%

목포대 패션의류/미술학과 학생부종합 1단계(3배수): 서류(학생부) 100%
2단계: 1단계 성적 80% + 면접 20%

배재대 광고사진영상/의류패션 배양영재 1단계(3배수): 서류(학생부) 100%
2단계: 1단계 성적 60% + 면접 40%

부경대 패션디자인 학교생활우수 1단계(3배수): 서류(학,자) 100%
2단계: 1단계 성적 80% + 면접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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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명 모집단위/학과 전형명 선발방법 최저학력기준

상명대(서) 조형예술/생활예술 상명인재 1단계(3배수): 서류(학,자) 100%
2단계: 1단계 성적 70% + 면접 30%

상명대(천) 디자인/예술대학 전모집단위 상명인재 1단계(3배수): 서류(학,자) 100%
2단계: 1단계 성적 70% + 면접 30%

상지대 생활조형디자인학과 학생부종합 학생부(교과30%+비교과60%+출결10%) 100%
서강대 아트앤테크놀로지 종합형 서류(학,자,추) 100% 

서울과기대 도예학과 학교생활우수 1단계(3배수): 서류(학,자) 100%
2단계: 1단계 성적 70% + 면접 30%

서울여대 패션/산업/현대미술/시각/공예 바롬/플러스인재 1단계(4배수): 서류(학,자) 100%
2단계: 1단계 성적 60% + 면접 40%

선문대 시각디자인학과 선문인재 1단계(3배수): 서류(학,자) 100%
2단계: 1단계 성적 60% + 면접 40%

성균관대 영상학 글로벌인재 1단계(3배수): 서류(학,자,포폴) 100%
2단계: 1단계 성적 80% + 면접 20%

성균관대 의상학 글로벌인재 서류(학,자,추) 100%

성신여대 의류산업/뷰티산업/서비스디자인 학교생활우수자 1단계(3배수): 서류(학,자) 100%
2단계: 1단계 성적 60% + 면접 40%

성신여대 의류산업/뷰티산업/서비스디자인 자기주도인재 1단계(3배수): 서류(학,자) 100%
2단계: 1단계 성적 60% + 면접 40%

세종대 디자인이노메이션/만화애니 창의인재 1단계(3배수): 서류(학,자) 100%
2단계: 1단계 성적 60% + 면접 40%

세한대 디자인학과/만화애니메이션 학생부종합 학생부 57.1% + 면접 42.9%

순천대 사진예술/영상/패션 SCNU창의인재 1단계(5배수): 학생부 100% (교과 50%+ 비교과50%)
2단계: 1단계 점수 200점 + 면접 100점

순천향대 디지털애니메이션 학생부종합 1단계(3배수): 서류(학,자) 100%
2단계: 1단계 성적 70% + 면접 30%

신라대 융합디자인학부 자기추천자 학생부교과 30% + 비교과+서류(자소서) 70%

안동대 의류학과 ANU미래인재 1단계(3배수): 서류(학,자) 100%
2단계: 1단계 성적 70% + 면접 30%

안양대 디지털미디어/화장품발명디자인 아리학생부종합 1단계(5배수): 서류(학,자) 100%
2단계: 1단계 성적 70% + 면접 30%

연세대 생활디자인 면접형 1단계(3배수): 교과 40%+서류(학,자) 60%
2단계: 1단계 성적 40% + 면접 60%

연세대 생활디자인 활동우수형 1단계(3배수): 서류(학,자) 100%
2단계: 1단계 성적 60% + 면접 40%

연세대(원) 디자인예술학부(인문,자연) 학교생활우수자 서류(학,자,추) 100% 2합 7

영남대 의류패션학과 잠재능력우수자 1단계(4배수): 서류(학,자) 100%
2단계: 1단계 성적 70% + 면접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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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명 모집단위/학과 전형명 선발방법 최저학력기준

우석대 미디어영상/패션스타일링 학생부종합 1단계(5배수): 학생부 100%
2단계: 1단계 성적 60% + 면접 40%

울산대 제품디자인/디지털콘텐츠 학생부종합면접 1단계(3배수): 학생부 100%
2단계: 1단계 성적 50% + 면접 50%

원광대 귀금속공예/디자인학부/패션/뷰티 학생부종합 1단계(5배수): 학생부 100%
2단계: 1단계 성적 70% + 면접 30%

을지대 의료홍보디자인 EU자기추천 1단계(3배수): 학생부 100%
2단계: 1단계 성적 70% + 면접 30%

이화여대 디자인학부 예체능서류 서류(학생부,미활보,추) 100% 3합 8

인하대 의류디자인학과 인하미래인재 1단계(3배수): 서류(학,자) 100%
2단계: 1단계 성적 70% + 면접 30%

전주대 시각디자인학과 학생부종합 1단계(5배수): 학생부 100%
2단계: 1단계 성적 70% + 면접 30%

평택대 패션디자인브랜딩 PTU종합 1단계(3배수): 서류(학,자) 100%
2단계: 면접 100%

한경대 디자인학과 잠재력우수자 1단계(3배수): 서류(학생부) 100%
2단계: 1단계 성적 70% + 면접 30%

한국교통대 디자인학부 NAVI 1단계(3배수): 교과 50% + 서류(학,자) 50%
2단계: 1단계 성적 60% + 면접 40%

한국기술교대 디자인공학 창의인재 1단계(4배수): 서류(학,자) 100%
2단계: 1단계 성적 60% + 면접 40%

한국산기대 디자인학부 KPU인재 1단계(3배수): 서류(학,자) 100%
2단계: 1단계 성적 70% + 면접 30%

한남대 미디어영상전공 한남인재 1단계(3배수): 서류(학,자) 100%
2단계: 1단계 성적 50% + 면접 50%

한성대 글로벌패션산업학부 한성인재 학생부교과 40% + 서류(학,자) 40%
홍익대(서) 캠퍼스자율전공/예술학과 학교생활우수자 서류(학,자) 100% 3합 6/3합 7

홍익대(서) 미술대학 전모집단위 미술우수자
1단계(6배수): 학생부교과 100%

2단계(3배수): 서류(학생부,미활보) 100%
3단계: 2단계성적 40% + 면접 60%

3합 8

홍익대(세) 캠퍼스자율전공(인문,자연) 학교생활우수자 서류(학,자) 100% 2합 8/2합 9

홍익대(세) 디자인컨버전/영상애니/게임디자인 미술우수자
1단계(6배수): 학생부교과 100%

2단계(3배수): 서류(학생부,미활보) 100%
3단계: 2단계성적 40% + 면접 60%

2합 7

청운대 디자인컨버전/영상애니/게임디자인 청운리더스 1단계(4배수): 학생부 100%
2단계: 서류 40% + 면접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