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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실기고사 주제 

서울대 수시 공터에 미래를 준비하는 무엇을 디자인 [기초소양평가]  

국민대 정시 사마귀에서 굴착기로 변화는 과정 표현 [발상과 표현] 

건국대 정시 레고를 활용하여 긴장감을 표현 [기초디자인] 

과기대 정시 
환경의 영향의 본문 내용과  

책과의 관계에 의한 디자인 [기초디자인] 

단국대 정시 전화기를 활용하여 통신수단의 변화를 표현 [기초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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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학 채점장 평가 방식 정시모집 분석 

평가 
방식 

공동 평가제 

채점 
방식 

등급제 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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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1 7  수시의  이해  

 나의 현재 상태(수능/내신/실기)에 대한 정확한 판단 

학생부 관리 를 통한 입학 사정관 및  
학생부 우선 선발 전형 선택(기준 2~3등급) 

모의고사 성적에 따른 수시와 정시의 신속한 구분 

유형에 맞는 성향별/수준별 실기과목 선택 



구 분 성적에 따른 구분 

학생부 관리 有   2학년 2학기까지 학생부 성적 3등급 이내 [2등급 대 유지]  

학생부 관리 無   2학년 2학기까지 학생부 성적 4~6등급  

구 분   지원에 따른 구분 

3등급 이내 
(2등급 대) 

  주요 대학 수시 입학 사정관 및 실기 대상자 
  1,2등급 대[입학사정관] ▶ 홍익대, 국민대, 이화여대, 경희대 
  2,3등급 대[실기] ▶ 이화여대, 서울과기대, 중앙대, 건대,숙대 
  (내신성적, 미술 활동 내용에 따라 지원내용 유무 결정) 

3등급 이하 
  실기전형 대상자  
  경희대, 동덕여대, 한성대, 상명대, 건대(충주), 덕성여대 

  단국대, 성신여대, 경기대(수원), 중앙대, 인하대 

[1]  학생부 성적에 따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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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능 최저등급에 따른 지원 

구 분 성적에 따른 구분 

최저 등급 有 

  홍익대 미술대학 자율전공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중 3개 영역 합 8등급 이내 
   
  서울대  3등급 이내 3과목 
 
  이화여대  3과목 합 9등급 이하 
 
  서울여대[산업]  국어 영어 평균 5등급 

최저 등급 無 

  학생부 + 실기전형 
  과기대, 단국대, 동덕여대, 성신여대,  
  한성대, 중앙대, 가천대, 인천대,인하대 등 
 
  실기 100전형 ▶ 서울여대 공예 시각 



수능 내신 학교선택 

3등급 2등급   수시 ▶ 홍대+이대(입사,실기) +과기대 

3등급 5등급   정시) 국민대+건대+이대(실기)+성균관대 

5등급 
 

2등급 
 

  수시 ▶ 동덕(입사)+경희(입사)+서울여대(입사) 
            +한양대(입사)+과기대+이대 

5등급 5등급 
  수시 ▶ 성신+서울여대+한성대+경희대(실기) 
            +덕성여대 

2 0 1 7  수시  FAC T  C H E C K  

[3]  수시 지원 결과 



학교 지원은 수능 에 의해서 결정되고 
합격과 불합격은 실기 에 의해서 결정된다 

2 0 1 7  정시  FAC T  C H E C K  

정시 = 수능 + 실기 

내신 비중 감소에 따른 상대적 수능 + 실기 비율 상승 

실기 실질반영비율 상승에 따른 실기 경쟁력 강화 



구 분 성적에 따른 구분 

최상위권 
백분위 90%▲ 

수능 + 실기 국민대(디), 시립대, 고려대,홍익대 

상위권 
백분위 80%▲ 

수능 + 실기  국민대(공),이화여대,성균관대,건국대 

중위권 
백분위 79%~65% 

수능 + 실기 한양대,중앙대,동덕여대,성신여대 ,단국대 

하위권 
백분위 65%▸ 

실기 인천대,단국대(천),상명대,건국대(글) 

수능 점수에 따른 학교별 총점 반영 

중상위권 학생 비율 상승(재수생 증가) 예상 실기 경쟁력 상승 

→ (상위 5% 안의 절대 실기력) 

2 0 1 7  정시  지원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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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별 영어 비중 극과 극(등급별 환산점수의 대학별 차이) 
3등급 이하 등급간 점수 급락  

대학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시립대(감점) 0 -7 -7 -7 -7 -7 -7 -7 -7 

고려대(감점) 0 -1 -3 -5 -7 -9 -11 -13 -15 

국민대 100 98 95 90 85 80 75 70 0 

홍익대 200 195 188 179 168 155 140 123 104 

과기대 135 130 125 115 105 90 75 60 40 

성균관대 100 98 95 92 86 75 64 58 50 

경희대 200 192 178 154 120 80 46 22 0 

건국대 200 200 196 193 188 183 180 170 160 

2 0 1 8학년도  입시변화  요소  

[1]  영어 절대평가 시행 



대학교 변경 내용 

국민대 국어33.3% | 영어33.3% | 사탐33.3% ▷ 단계전형 

고려대  국어200 영어등급별 감점 탐구160 ▷ 수능70 실기30 

과기대  국어40% | 영어25% | 탐구,수학 중 택1 35% ▷ 수능60 실기40 

이화여대 영어제외 국어,수학,탐구 중 2개 영역 선택 동일비율반영 ▷ 수능40 실기60  

숙명여대 국어40% | 영어30% | 탐구30% ▷ 수능60 실기40 

성신여대  국어40% | 영어30% | 탐구30% ▷ 수능40 실기60 

건국대  국어50% | 영어 15% | 탐구30% | 한국사5% ▷ 수능40 실기50 학10 

한양대 국어40% | 영어30% | 탐구30% ▷ 수능40 실기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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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어 절대평가 시행 / 타영역 비중 변화 



등급 점수 

1 40-50점▹ 

2 35-40점▹ 

3 30-35점▹ 

4 25-30점▹ 

5 20-25점▹ 

6 15-20점▹ 

7 10-15점▹ 

한국사 중요도 대학 만점과 9등급 점수차 

하 
서울대, 이대, 한양대, 경희대, 
세종대, 덕성여대, 단국대(천) 

한국사 미반영, 응시여부만 
확인(한양대 정시(0.1)) 

중하 
국민대, 숙명여대, 중대(정시), 
성신여대, 고려대, 연세대, 
동덕여대, 홍대(세종) 

국민대 정시(1.0), 숙대, 중대,  
고대, 성신(2.0), 홍대 세종 
응시여부만 확인,정시(0.2) 

중상 

 
성균관대, 건국대, 

단국대(죽), 서울여대 
 

성균관대, 건국대, 
서울여대(5), 단국대(4) 

상 
홍익대(서울) 중앙대(수시)  

과기대, 시립대 

홍익대, 중대(최저  
4등급 이내, 정시(0.3)) 
과기대(5), 시립대(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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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사 필수 응시 과목 

3등급 이내 만점 (30~35점) 



모집 
단위 

사정 
단계 

전형 요소별 반영비율 실기고사 및 면접 내용 

1단계 2단계 

면접고사 실기고사 
학생부 
 교과 

수능 
1단계  
성적 

기초조형 
평가 

사고력 
 평가 

시각 

단계 
전형 

30 
(11.39) 
만점 
300 
최저점
210 
국어 
영어 

 
70 

(88.61) 

 
60 

(54.23) 

 
30 

(34.33) 

 
10 

(11.44) 

사고력 평가 
구술면접을 통해 
조형교육에 요구 
되는 사고능력과 
소통능력을 평가 

 
면접구술, 
기초조형 
실기작품 

기조조형평가 
(3절 5시간) 

창의력을 바탕으로 
주어진 대상을 

관찰하고 표현하는 
 조형능력 평가 

 
학교에서 제공하는 
재료(연필, 색연필, 
볼펜, 플러스펜,  

기타 기초조형재료) 

공간 

영상 

자동차 

금속 

도자 

공업 
30 

(11.39) 
70 

(88.61) 
60 

(54.23) 
40 

(45.77) 
- - 

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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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8학년도 국민대 입시변화 

내신(11.4%)의 변수 : 재수생 이상 비교내신적용 



수능 1순위 2순위 3순위 

내신 
1~2등급 

서울대 홍익대 
한예종 
이화여대 

내신 
3~4등급 

서울대 
 

한예종 
 

이화여대 
과기대 
숙명여대 

[4]  2018학년도 지원흐름 ▷ 수시 

2 0 1 8학년도  지원흐름 ,  전략  



수능 가군 나군 다군 특징 

수능 
 백분위 
90% 
이상 

국민대(소) 
 (시각,영상, 
운송,공업) 

고려대(소) 
홍익대 

홍익대 캠자 

 ·소묘(드로잉) 비중 높음 
    생기부, 미술활동 관리 
 
 ·건대 가군 이동 영향 
    국민대 단계전형 
    국민대 경쟁률 소폭하락 

수능  
백분위 
80% 

~89% 

국민대(소) 
(공간,의상, 
금속,도자) 

 
이화여대(소) 

 
서울시립대(채) 

과기대(소+채) 
성균관대(소+채) 

 

홍익대 세종 
캠자 

 
단국대(채) 

 
동덕여대(채) 

 ·소묘+채색 균등 
 
 ·논리사고력  
 
 ·건대 가군이동영향 
    국민대 단계전형 
    국민대 경쟁률 소폭하락 

(소)소묘  (채)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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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8학년도 지원흐름 ▷ 정시 



수능 가군 나군 다군 특징 

수능 
백분위 
79% 
이하 

숙명여대(채) 
 

건국대(커뮤니,산업) 
(채) 

 
중앙대(채) 

 
성신여대(소+채) 

 
서울여대(채) 

 
한양대(소+채) 

 
건국대(리빙.의상) 

(채) 
 

성신여대(공예) (소
+채) 

 
경희대(소+채) 

 
덕성여대(채) 

 

동덕여대(채) 
 

상명대(채) 
 

한성대(채) 
 

건국대 글로컬(채) 

 ·소묘+채색 균등 
 
 ·건대 가군 이동 영향 
    중대, 한양, 성신 등  
    경쟁률 하락 

비실기 
(수능
100%) 

국민대(95%이상) 

덕성여대 
(87%이상) 

 
경희대(93%이상) 

건국대 글로컬87%
이상 

 ·비실기 경쟁률 
    합격평균 해마다 상승 
 
 ·반면 예비순환 높음 

2 0 1 8학년도  지원흐름 ,  전략  

[5]  2018학년도 지원흐름 

(소)소묘  (채)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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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활보, 면접 자소서, 면접 내싞100% 

미대  입학사정관제  전형대학  

홍익대 

이화여대 

서울대 국민대 세종대 

경희대(국제) 중앙대(안성) 동덕여대 

건국대(글) 명지대 서울여대 

인천 카톨릭 경기대 상명대(서울) 

한양대(에) 

덕성여대 

중앙대(안성) 

인천대 

내신비중 높은 학교 



미술활동 
보고서 

자기소개서 기타서류 면 접 기 타 

서울대 ○ ○ 본인 작품 설명 

홍익대 ○ ○ 아이디어 스케치 

국민대 ○ ○ 교사추천서 

이화여대 ○ 

경희대(국제) ○ ○ 종합/ 고교전형 

세종대 ○ ○ 아이디어 스케치 

중앙대 ○ ○ 종합/ 내신100 전형 

동덕여대 ○ ○ ○ 활동보고서 

상명대(서울) ○ ○ 

서울여대 ○ ○ 

명지대 ○ ○ 아이디어 스케치 

한양대(에리카) 내신 100% 

건국대(글로컬) ○ ○ 

덕성여대 ○ 서류100/ 내신100 전형 

경기대 ○ ○ 아이디어 스케치 

인천대 내신 100% 

인천카톨릭대 ○ 

미대  입학사정관제  전형대학  



변경 2017학년도 입시 2018학년도 입시 

전형 변경 종합전형 & 교과전형 교과 전형 폐지 

수시 
최저등급변경 

(본교) 

탐구과목 2과목 평균 반영 탐구과목 최상위 1과목 반영 

국, 수, 영, 탐 사/과  
영역 중 3과목 합이 9  

국, 수, 영, 탐 사/과  
영역 중 3과목 합이 8  

수시 
종합전형 
단계 변형 

[1단계] 내신100% 
[2단계] 내신70%+서류30% 

[3단계] 내신40%+서류30%+면접30% 

[1단계] 내신100% 
[2단계] 서류100% 

[3단계] 서류40%+면접60% 

정시전형 
[1단계] 수능100% 

[2단계] 수능60%+내신20%+서류20% 
[1단계] 수능100% 

[2단계] 수능60%+서류40% 

홍익대학교  2 0 1 8학년도  변경내용  



본교  수 시 정시 (나군) 정시 (다군) 

  
  

미술 
대학 

학  과 학생부 종합 
특별전형 
(농어촌)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 
특별전형 
(농어촌) 

특별전형 
(특성화고) 

일반전형 
(수능100%) 

캠퍼스 자율전공(인문) 25   55       84 

캠퍼스 자율전공(자연) 36   76       116 

동양화과 16 1   8 1     

회화과 32 1   15 1     

판화과 16 1   7 1     

조소과 16 1   7 1     

디자인학부 60 3   26 1 2   

금속조형 13     6   1   

도예.유리과 13     6   1   

목조형가구 13     6   1   

섬유미술패션 13     6   1   

미대자율전공 51     22       

세종캠  수 시 정시 (가군) 정시 (다군) 

미술 
대학 

학  과 학생부 종합 
특별전형 
(농어촌)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 
특별전형 
(농어촌) 

특별전형 
(특성화고) 

일반전형 
(수능100%) 

캠퍼스 자율전공(인문) 25   25       50 

캠퍼스 자율전공(자연) 35   35       71 

디자인 영상학부 150 1   67 1     

게임그래픽 29 1   13 1     

홍익대학교  2 0 1 8학년도  모집읶원  



수시 전형 (내신등급) 

홍익대 (본교) 

디학, 미자전 1.5 ~ 1.8 이상 

공예계열 2 이상 

회화계열 2. 3 이상 

홍익대 (세종캠) 

디자인영상학부, 게임 2.8 이상 

이외 기타대 3등급 이상 

정시 전형 (수능 백분위) 

국민대 비실기(가군) 백분위 94~95% 이상 
(92% 예비로 합격) 

홍익대(본교) 백분위 85~86% 이상 

홍익대(세종캠) 백분위 78% 이상 

홍익대(본교), 캠자(다군) 백분위 96% 이상 
(92% 예비로 합격) 

홍익대(세종캠), 캠자(다군) 백분위 90% 이상 
(82% 예비로 합격) 

- 서류 상황 상 예외는 있음 

홍익대  학과별  내싞등급  &  수능성적  



수능  상위권 (수시 )  입사  지원흐름  

1순위 2순위 3순위 

서울대 세종대 상명대 

홍익대(본교/세종캠) 일반전형 
수능 + 서류 (미활보) 

 
경희대 

 
서울여대 

이화여대(디학) 중앙대 인천카톨릭대 

국민대 
동덕여대 

. 

. 

. 

경기대 
건국대(글로컬) 

홍익대(본교) 캠퍼스자율전공 
홍익대(세종) 캠퍼스자율전공 



가군 나군 다군 

국민대 비실기 전형 

홍익대(본교) 일반전형 
수능 + 서류 (미활보) 

홍익대(본교) 캠퍼스자율전공 
홍익대(세종) 캠퍼스자율전공 

 
수능 100% 

홍익대(세종) 일반전형 
수능 + 서류 (미활보) 

수능  상위권 (정시 )  입사  지원흐름  



입학사정관제  준비요소  

성적 
내신관리 
수능관리 

서류 

미술이론 기초실기 
의사소통실력 

면접 
심층전공 



미술활동보고서 

   교내,외 미술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지원학과에 맞는 미술활동 컨설팅과 함께 서류 완성  

자기소개서 
   본인의 구체적 꿈과 관심사에 따른 특색있는 개인별 서류완성 
   개인에 맞는 스토리텔링 설정 

학업계획서 
   입학 후의 학업계획과 졸업 후 진로계획 수립 
   자신만의 생각이 담긴 차별성 있는 서류 완성 

서류  준비  

학생 본인의 특징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보고 서가 좋은 보고서 

반드시 각자의 스토리를 담아 차별성 높은 서류 준비 필수 



미술활동  보고서  컨설팅  예시  



전공면접문제 

홍익대학교 면접 기출문제 홍익대  면접  기출문제  

2016학년도 기출문제 2017학년도 기출문제 

1) 본인의 꿈은 무엇인가요? 

2) 왜 본교에 지원했나요? 

3) 디자이너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4) 좋아하는 작가나 디자이너가 있나요? 

5) 꿈을 위해 노력한 것은 무엇인가요? 

6) 본인의 경험 중 가장 인상 깊은 디자인은 무엇인가요? 

기본면접문제 



기출 문제 풀이 

    다년간 출제된 기출 문제 풀이로 방향성 점검 

    창의적인 아이디어 능력과 해결방안 능력 향상 

제시된 이미지 중 하나를 모티브로 삼아 생활 용품을 
그려보시오. (연필 두 개, 파란색 볼펜 제시) 

모의 문제 풀이 

    예상 출제 문제 풀이로 논리적인 의사전달능력 향상  

면접  대비  이론  

미술 
이론수업 



개별 심층면접 대비 

    미술분야에 대한 개인의 적성, 소양 등을 확립  

전공 면접 대비  

    출제된 기출 문제 풀이와 지원학과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 습득 

국민대 기출 문제 

조나단 아이브는‚달라지는 것은 쉽지만. 좋아지는 어렵다‛고 말했다. 

디자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홍대 기출 문제 

좋아하는 작가/디자이너는 누구이며, 그 작가가  

본인의 학과를 정하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본인이 생각하는 작가/디자이너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면접  준비  

모의 
면접 



내신 분석과 판별 
내신, 수능, 비교과 활동 
컨설팅 
 

지원학과 선정 
기타대 지원 여부확정 
 
기타대학 병행지원 
전략수립 

개별 상황에 따른 
보고서작성 
 
면접준비 

3월 4월 ~ 6월 7월 ~ 11월 

입학  사정관제  로드맵  

1 

입사제 지원가능 판별 
1:1 개별컨설팅 

입사 이론수업 
입시전략 수립 

미술활동보고서 
자소서면접 대비 

2 3 

학과 설정 & 데이터 분석 
개인별 액션플랜 확립 



2017 서울대, 한예종 고려대, 
이화여대 합격 fact check    

5 



다양한  실기유형  실기정공법  =  서울대  

서울대학교 합격 스펙 



2017학년도 서울대 전형 

통합실기평가(7배수) + 면접 + 서류 + 최저학력기준 동일  한국사 필수 응시 

 
2018학년도 서울대 전형 

통합 실기 평가. 2017학년도와 차이 없음.  

 

다양한  실기유형  실기정공법  =  서울대  

서울대학교 전형과 향후 변화요소 



▶ 2017학년도 서울대 수시모집 통합실기고사 문제 
 
디자인학부 디자인전공 
우리가 사는 곳은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눈에 보이는 물리적 
환경들은 거주하는 사람들의 관습, 언어, 문화에 의해 형성되어져 간다. 
 
사진에 있는 공터에 미래를 준비하는 무엇을 디자인하고자 한다. 
 
[문제1]  무엇의 모습을 연필만 사용하여 입체로 그리시오. 
[문제2]  그 무엇을 만드는 목적을 설명하는 이미지를 채색으로 표현하시오. 
 
 

디자인학부 공예전공 
<문제> 3 더하기 4 빼기 3은 4 ! 
손을 소재로 표현하시오. 서울대 통합실기고사(디자인학부) 합격생 재현작 

·다양한 주제 유형에 대처하는 창의적 사고능력 

·사고 능력에 기반한 조형능력 

·조형언어를 활용할 수 있는 시각화 능력 

·기초적 디자인 전개훈련과 더불어 디자인트렌드를 읽는 능력 

·정밀한 표현에 의한 완결 능력 

다양한  실기유형  실기정공법  =  서울대  

서울대학교 합격 Fact check 



▶ 2017학년도 서울대 수시모집 통합실기고사 문제 
 
 
 

디자인학부 디자인전공 
 
우리가 사는 곳은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눈에 보이는 물리적 
환경들은 거주하는 사람들의 관습, 언어, 문화에 의해 형성되어져 간다. 
사진에 있는 공터에 미래를 준비하는 무엇을 디자인하고자 한다. 
 
[문제1]  무엇의 모습을 연필만 사용하여 입체로 그리시오. 
             무엇을 정의하는 제목을 우측 하단에 적으시오. 
 

[문제2]  그 무엇을 만드는 목적을 설명하는 이미지를 채색으로 표현하시오. 
            이미지는 하나, 혹은 여러 개일 수도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을 글로 적을 수 있다. 
            이미지와 설명문으로 구성된 정보들을 기능적이면서 심미적으로 표현한다. 

다양한  실기유형  실기정공법  =  서울대  

<평가기준> 
[문제1]창의적 상상력,공간 조형 능력,사회적 디자인 사고력 
[문제2]시각화 능력, 화면 구성 능력, 색채 표현 능력 

 
<유의사항> 
두 문제를 주어진 2절지에 각각 그린다. 
[문제1]의 배경은 그리지 않는다. 
[문제2]는 수용성 물감으로 채색한다. 
수험번호는 네임펜으로 적는다. 
A3용지는 연습지로 활용한다. 
 
[용지방향][문제1][문제2] 모두 가로 



2016 Design Trend Code 
 
Part 1. 미래를 준비하다 
  
 - 미래를 보는 3가지 기준 
 - 미래 준비 프로세스 
  
  

Part2. 미래를 그리다 
  
 theme 1. 환경과 인간의 미래 - 결핍을 해결하는 디자인 
   - 미래 징후 포착 - Future Vision Keyword - Life Vision - Design Solution  
  
 theme 2. 기술과 인간의 미래 - 스마트 기술에 가치를 담는 디자인 
   - 미래 징후 포착 - Future Vision Keyword - Life Vision - Design Solution  
  
 theme 3. 사회와 인간의 미래 - 사회 균형을 생각하는 디자인 
   - 미래 징후 포착 - Future Vision Keyword - Life Vision - Design Solution  
 
 
 

- 2016 Design Trend Code 발췌 

다양한  실기유형  실기정공법  =  서울대  

서울대학교 합격 전략 : 디자읶트렌드 분석 



2016 Design Trend Code 
 

환경, 소비자, 기술을 바탕으로 바라본 미래 가구, 가전의 트렌드와 여행자의 이동성을 지원하는 개인용 운송수단 디자인 전략에 
대해 수록되어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디자인전략정보 개발 및 보급과 정보체계 구축 사업의 연구 결과물을 수록한 내용입니다.  
  
PART 1. 미래 가구, 가전 트렌드: 환경, 소비자, 기술을 바탕으로 바라본 미래 가구, 가전의 트렌드 
01. 환경: 더 작아지는 집,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02. 사람: 미래 시장의 중심 1인 가구, 그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03. 기술: 기술은 어디까지 왔나? 
04. 제품: 가전, 가구를 둘러싼 맥락 속에서 가구와 가전의 발전 방향은? 
05. 마켓: 시장 현황을 중심으로 주목해야할 시장은? 
 
 

- 2017 Design Trend Code 발췌 

다양한  실기유형  실기정공법  =  서울대  

서울대학교 합격 전략 : 디자읶트렌드 분석 



2016 Design Trend Code 
 

PART.2 개인용 이동수단 산업의 근미래 디자인 전략 
여행자의 이동성을 지원하는 개인용 이동수단에 주목하라! 
이동성 진화와 PM 산업의 부상 
여행자의 이동성을 지원하는 개인용 이동수단 

- 2017 Design Trend Code 발췌 

다양한  실기유형  실기정공법  =  서울대  

서울대학교 합격 전략 : 디자읶트렌드 분석 



서울대 통합실기고사 수시모집 (디자인학부 디자인과)합격생 재현작 

·다양한 주제 유형에 대처하는 창의적 사고능력 

·사고 능력에 기반한 조형능력 

·조형언어를 활용할 수 있는 시각화 능력 

·기초적 디자인 전개훈련과 더불어 디자인 트렌드를 읽는 능력 

·정밀한 표현에 의한 완결 능력 

다양한  실기유형  실기정공법  =  서울대  



다양한  실기유형  실기정공법  =  서울대  

·다양한 주제 유형에 대처하는 창의적 사고능력 

·사고 능력에 기반한 조형능력 

·조형언어를 활용할 수 있는 시각화 능력 

·기초적 디자인 전개훈련과 더불어 디자인 트렌드를 읽는 능력 

·정밀한 표현에 의한 완결 능력 

서울대 통합실기고사 수시모집 (디자인학부 디자인과)합격생 재현작 



▶ 2017학년도 서울대 수시모집 통합실기고사 문제 
 
디자인학부 - 공예전공 

 

<문제> 3 더하기 4 빼기 3은 4 ! 

손을 소재로 표현하시오. 

 

도움말: 수험생 여러분은 어린 시절에 간단한 샘을 하기 위해 손가락을 사용했던 기억을 갖

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위 문제를 표현하기 위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문제는 여러

분의 숙련된 표현 능력과 함께 독창적인 해석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문제를 

잘 이해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낼 것인지 숙고하십시오. 이 수식은 여러분이 주어진 시

간 동안 자유롭게 독창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량을 

믿고 소신있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연필(8B)로만 그린다. 

- 볼펜은 수험번호 기재용으로만 사용한다. 

-A4용지는 연습지로 활용한다. 

 

<용지방향> 

- 가로 

수험번호 

다양한  실기유형  실기정공법  =  서울대  



서울대 통합실기고사 수시모집(디자인학부 공예과)합격생 재현작 

·폭넓은 사고력의 이해 

·조형언어의 이해에 따른 화면구사 및 연출력 

·정밀한 관찰에 의한 표현능력 

다양한  실기유형  실기정공법  =  서울대  



 

 

디자인학부 – 공예전공 (정시 추가모집) 

문제: 이브의 사과, 뉴턴의 사과, 내 눈앞의 사과를 그리시오. 

 
<이브의 사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싞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 창세기 2장 8ㅡ17절 - 
종교적 색채를 드러낼 이유는 없으며 양면성을 띈 모습의 과일, 금지의 상징으로써의 과일, 유혹의 상징으로써의 과일의 모습을 보여줄 것 
 
<뉴턴의 사과> 
1665년, 영국에는 흑사병이 전국적으로 유행하여 학교들이 폐교하였는데,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다니던 뉴턴은 학교가 폐교하자 2년 동앆 고향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집 앞뜰에 있는 사과나무 아래 앇아 졸고 있던 뉴턴은 사과가 자싞의 머리 위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왜 사과는 위나 옆이 아니라 항상 아래로만 떨어지는지 의문을 갖게 되었
습니다. 
자싞의 의문을 해결하기 위핚 노력 끝에 뉴턴은 사과가 아래로 떨어지게 만드는 어떤 힘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으며, 이 힘이 바로 중력이라 하였습니다. 즉,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사과가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고, 이 중력은 우주에 있는 모든 물체 사이에 존재하는 힘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것이 만유인력의 시초가 된 것입니다. 
 
<“나는 사과 핚 알로 파리를 정복핛 것이다."> 
인상주의미술을 추짂핚 화가들을 인상파라고 하는데, 이 일파가 지향핚 것은 자연을 하나의 색채혂상으로 보고, 빛과 함께 시시각각으로 움직이는 색채의 미묘핚 변화 속에서 
자연을 묘사하는 데 있었다. 당시 급속하게 기세를 올리기 시작핚 실증주의와 사실주의의 흐름을 따라, 대상을 어디까지나 눈에 보이는 대로 재혂하려는 운동이 일부 청년작가
들 사이에 일어나 옥외로 나가서 태양의 직사광선 아래 짂동하는 자연의 순갂적 양상을 묘사하는 일이 시도되었다. 그들에게 자연은 종래의 화가들이 나타낸 것처럼 그렇게 어
두운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지극히 유동적이고 변화무쌍핚 것으로 비쳤다. 빛의 변화에 따라 같은 풍경이라도 전혀 양상을 달리하고 그 속
에 포함된 대기의 뉘앙스의 미묘함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다.   (중략) 

 

 
제시 이미지  

다양한  실기유형  실기정공법  =  서울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지문이 출제되었습니다. 
 

정보통싞기술(ICT)의 융합으로 이뤄지는 차세대 산업혁명 

 

인공지능, 로봇기술, 생명과학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핚다. ▷1784년 영국에서 시작된 증기기관과 기계화로 대표되는 

1차 산업혁명 ▷1870년 전기를 이용핚 대량생산이 본격화된 2차 산업혁명 ▷1969년 인터넷이 이끈 컴퓨터 정보화 및 자동화 

생산시스템이 주도핚 3차 산업혁명에 이어 ▷로봇이나 인공지능(AI)을 통해 실재와 가상이 통합돼 사물을 자동적, 지능적으로 

제어핛 수 있는 가상 물리 시스템의 구축이 기대되는 산업상의 변화를 일컫는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4차 산업혁명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四次 産業革命]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1. 운송, 제품, 시각, 공간 4개의 전공 별로 문제 출제 

2. 운송과 제품 전공의 경우 4차 혁명과 관련하여 아이디어 스케치를 10~20개 제출하도록 문제 출제 

3. 시각디자인과의 경우 픽토그램을 이용하여 문제를 풀이하도록 출제 

4. 공간의 경우 한 개의 완성된 아이디어를 전개하도록 출제 

 

 

다양한  실기유형  실기정공법  =  한예종  

2017학년도 한예종 디자읶과 1차 실기고사 문제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37729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37729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37729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377297


한예종 디자인과 합격생 재현작 

·폭넓은 사고력 

·정확한 렌더링 능력 및 형태력 

·건식재료의 활용능력 

·입체표현능력 

·프리젠테이션능력 

·자체평가(창의적 사고능력 평가 및 영어)고득점취득  

다양한  실기유형  실기정공법  =  한예종  



한예종 디자인과 1차 합격생 평소작 

다양한  실기유형  실기정공법  =  한예종  

·폭넓은 사고력 

·정확한 렌더링 능력 및 형태력 

·건식재료의 활용능력 

·입체표현능력 

·프리젠테이션능력 

·자체평가(창의적 사고능력 평가 및 영어)고득점취득  



1일차 
운송/제품/ 커뮤니케이션/인터렉션 각 전공별로 출제  

커뮤니케이션 : 감귤, 사과, 테니스 공, 비닐장갑을 손에 끼고 소묘하시오. 
 

2일차 
커뮤니케이션 : 탐라 감귤 쥬스와 탐라우유를 위한 패키지 디자인 

및 디자인 아이디어 16가지 제출 
 

3일차 
커뮤니케이션 : 2일차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브랜드디자인 및 프로모션방법을 

온 오프라인 상에서 모색, 2일차 답안을 토대로 면접진행 
  

 
 

다양한  실기유형  실기정공법  =  한예종  

2017학년도 한예종 디자읶과 2차 실기고사 문제 



·창의적 사고에 의한 발상 연출 

·입체 평면에 의한 다양한 공간 

·풍부한 톤의 연출과 사실 표현      

·질적 완결 능력 

 

고려대  사물의 연계성에 의한 창의적 연출과 풍부한 톤의 연출 

이대  사물의 구조적 특징을 활용한 조형적 배치에 의한 사실 표현 

·구조의 이해에 의한 이성적 연출 

·자연스러운 공간 연출에 의한 조형미 

·풍부한 톤의 연출과 사실 표현      

·질적 완결 능력 

·다양한 인체표현 연습 

 

주제 : 볼펜+석류(사진)+인공손(사진)을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연출, 표현하시오. 

주제 : 끈+당구공+의자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배치한 후 표현하시오. 

다양한  실기유형  실기정공법  =  고대 ,이대  

고대, 이대 합격 Fact check 



2017 국민대, 건국대 합격  
fact check 

6 



다양한  실기유형  실기정공법  =  국민대  

국민대학교 합격 스펙 



· 다양한 주제 유형에 대처하는 창의적 사고능력 

· 스토리텔링을 위한 논리적 전개 능력 

· 조형미를 강조하는 시각화 능력 

· 정밀한 표현에 의한 조형적 완결 능력 

사물 구조의 이해와 

그에 따른 재연, 

공간감을 인지한 

조형력 

다양한  실기유형  실기정공법  =  국민대  

국민대학교 발상과 표현 합격 Fact check 



-  제시사물의 구조적, 합리적 조합연출과 공간(평면) 의 입체화 - 

다양한  실기유형  실기정공법  =  국민대  



-  사마귀와 굴착기의 과정(2단계) 발상연출이 우수  - 

다양한  실기유형  실기정공법  =  국민대  



-  굴착기의 기능과 적합한 공간의 효율적 연출- 

다양한  실기유형  실기정공법  =  국민대  



-  사마귀,굴착기의 구조적 연출과 공간의 활용  - 

다양한  실기유형  실기정공법  =  국민대  



다양한  실기유형  실기정공법  =  국민대  



기초조형실기와 발상과 표현의 과목구분 모호 =  디자인 창의력과 논리력! 

·출제소재의 구조,질감에 의한 연출 : 구조,질감,성격에 의한 창의적,논리적 전개가 핵심 

·다양한 범위(사물,공간,이미지)의 관찰능력 재평가 

·드로잉 능력의 재평가 

다양한  실기유형  실기정공법  =  국민대  기초조형실기  실기대회  

국민대학교 실기대회 주제 fact check 

2018학년도 기초조형실기평가 



다양한  실기유형  실기정공법  =  국민대  기초조형실기  수상작  

국민대학교 실기대회 주제 fact check : 수상작 



다양한  실기유형  실기정공법  =  건국대  

건국대학교 합격 스펙 



· 전공 특성에 관련된 소재 분석과 문제 해결 

· 다양한 조형 이론에 근거한 독창적인 화면구성 

· 다양한 공간법에 의한 조형적 배치 

· 정밀한 표현에 의한 조형적 완결 능력 

· 주제언어의 조형적 연출 

주제:우체통,우표,편지봉투/화면구성하시오 

커뮤니케이션과 fact check 

평면과 입체의 조화, 사물(양면 종이)의 구조적 이해와 연출, 색과 톤, 질감의 조형적 분배  

주제:패턴지.탁구공/화면구성하시오 주제:절단종이,은박스티커/화면구성하시오 

다양한  실기유형  실기정공법  =  건국대  

건국대학교 기초디자읶 합격 Fact check 



커뮤니케이션과 fact check 
평면과 입체의 조화, 사물(양면 종이)의 구조적 이해와 연출, 색과 톤, 질감의 조형적 분배  

다양한  실기유형  실기정공법  =  건국대  



커뮤니케이션과 fact check 
평면과 입체의 조화, 사물(양면 종이)의 구조적 이해와 연출, 색과 톤, 질감의 조형적 분배  

다양한  실기유형  실기정공법  =  건국대  



다양한  실기유형  실기정공법  =  건국대  

커뮤니케이션과 fact check 

평면과 입체의 조화, 사물(양면 종이)의 구조적 이해와 연출, 색과 톤, 질감의 조형적 분배  



다양한  실기유형  실기정공법  =  건국대  

산업디자인과 fact check 
레고의 조형요소를 통한 ‘긴장감’의 내용연출 / 구조와 공간의 활용 



다양한  실기유형  실기정공법  =  건국대  

산업디자인과 fact check 

레고의 조형요소를 통한 ‘긴장감’의 내용연출 / 구조와 공간의 활용 



다양한  실기유형  실기정공법  =  건국대  

의상디자인과 fact check 
각기 다른 물성을 통한 조형적 연출  



다양한  실기유형  실기정공법  =  건국대  

의상디자인과 fact check 
각기 다른 물성을 통한 조형적 연출  



다양한  실기유형  실기정공법  =  건국대  

리빙디자인과 fact check 
Soft 와 hard의 조형적 연출 / 사물의 구조와 질감표현능력 



다양한  실기유형  실기정공법  =  건국대  

리빙디자인과 fact check 
Soft 와 hard의 조형적 연출 / 사물의 구조와 질감표현능력 



다양한  실기유형  실기정공법  =  과기대  

서울과기대 fact check 
제시사물과 제시문의 발상연출—비유와 상징.대립 등 발상법 전개 / 개성적 표현 



다양한  실기유형  실기정공법  =  과기대  

서울과기대 fact check 

제시사물과 제시문의 발상연출 : 비유와 상징.대립 등 발상법 전개 / 개성적 표현 



주제 : 이어폰 를 활용하여 ‘집중과 확산’을 디자인하시오. 

다양한  실기유형  실기정공법  =  숙명여대  

숙명여대 fact check 
소재의 다양한 관점연출과 주제언어의 유연한 전개 



중앙대                                                      서울여대                                                                        

서경대                                                      건대글로컬                                                 단국대                                       . 

다양한  실기유형  실기정공법  =  읷반대  기초디자읶  

기초디자인 학교 fact check 

주제언어의 해석 : 조형연출을 통한 문제해결 



다양한  실기유형  실기정공법  =  읷반대  기초디자읶  

성신여대, 한양대 fact check 

정밀관찰을 통한 소묘능력 / 조형연출을 통한 채색능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