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편입학전형

2019학년도 편입학전형 수험생 유의사항
(미술대학 동양화과)
1. 실기고사 : 2019. 1. 29.(화)
장소 : 09:10까지 본교 수위실 옆 지사관 지하 학생식당에 집합하여 안내를
받을 것.
1) 시간을 엄수하기 바람.
2) 수험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함.
3) 주민등록증(또는 학생증)을 반드시 지참하기 바람.
4) 시험용지의 수험번호 기입란이 앞면 위쪽에 오도록 해야 함.
☞ 학과, 수험번호, 이름은 반드시 흑색 볼펜으로 기입할 것.
5) 시험용지는 반드시 집게로 고정시킨 상태로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퇴장해야 함.
6) 시험이 끝날 때까지 고사장을 나갈 수 없음.
☞ 단,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관의 허락을 받아야 함.
7) 시험장에는 정해진 준비물 이외의 참고사진이나 밑그림, 작품, 휴대전화 및
카메라를 지참할 수 없음. ☞ 지참 시 부정행위자로 간주함.
8) 시험용지 크기 / 화선지 2절–54.5cm x 79cm, 켄트지 2절– 54.5cm x 79cm
9) 소묘 응시학생은 연필 외 다른 모든 재료를 사용할 수 없음.
☞ 예- 흑연가루, 정착액 등
10)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함.
11) 실기시험 용지에 암시가 될 만한 일체의 표시를 하지 말 것.
☞ 표시로 인정되면 불합격 처리됨.
2. 포트폴리오 면접 : 2019. 1. 29.(화)
* 포트폴리오는 본인이 제작한 작품을 촬영하여 A4크기의 작품사진 10장과
캡션으로 구성하여 제작함.
* 수험번호 및 이름을 반드시 표기해야 함.
* 제출한 포트폴리오는 반환하지 않음.
* 면접시간 : 15:00 ~ <수험번호 순에 의함>
* 장소 : 추계기념관 203호
* 대기실 장소 : 추계기념관 302호 특별실
3. 합격자 발표 : 2019. 2. 1.(금) 14:00
가. 본교 홈페이지 (www.chugye.ac.kr)
나. 개별통보 안함.
4. 기타문의사항 : 동양화과 조교실 02-393-2601

2019학년도 편입학전형

2019학년도 편입학전형 실기시험 일정표
(미술대학 동양화과)
시험일

시간

수험번호

시험장소

준비물

09:10

집결(지사관 지하1층 학생식당)

09:40

입실
2019121001

* 공통

~

☞ 수험표, 신분증, 흑색볼펜

2019121015
실기고사
10:00 ~
13:00

* 수묵응시자

(일반)

☞ 시험용지, 이젤, 화판, 플라스틱
지사관 201호

의자 1개를 제외한 모든 재료

2019221001 (소묘/수묵 17명)
~

준비
* 소묘응시자

2019221002

☞ 시험용지, 이젤, 화판, 플라스틱

(학사)

의자 1개를 제외한 모든 재료
준비

1/29
(화) 13:00 ~
14:30

점심시간

14:30

집결(추계기념관 302호 특별실)

2019121001
~
2019121015
면접
15:00 ~

(일반)
2019221001
~
2019221002
(학사)

추계기념관
(203호)

수험표, 신분증, 포트폴리오지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