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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구작품 및 연구성과물 제출 안내

(디자인 전공)

□ 제출방법(석사, 박사)
 1. 포트폴리오(작품15~20점)는 1개의 PDF파일(PC용)로 병합하여, USB에 저장하여 제출. 
 2. 영상관련 작품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 제출가능. 
  1)  *.AVI 파일(PC용)로 작성하여 제출.
  2) 제출하는 작품의 총 개수는 영상작업을 포함하여 20개로 제한함.  
 3. 석사학위논문(박사과정 지원자에 한함)
 4. 최근 3년간 발표한 연구실적 및 논문, 학회(공인) 발표논문, 저서 등(박사과정 지원자에 한함)
 ※ 2,4번 항목은 해당자만 제출.

□ 포트폴리오 제출규정
  1. 제출매체 
  - USB에 이미지는 PDF파일(PC용)로 동영상은 AVI파일(PC용)로 제작하여 제출.
  - 모든 이미지 파일은 하나의 PDF로 병합하여 반드시 1개의 PDF파일만 최종 제출.   
  - 제출하는 모든 데이터는 하나의 폴더에 수록하며, 폴더명에 본인의 접수번호를 기재함.
  - 제출하는 USB는 봉투에 넣고, 네임펜 등을 사용하여 지원과정, 지원전공, 성명을 봉투에 기재함.

  2. 구성방법 
  - 첨부된 표지양식에 세부전공을 작성하여 포트폴리오 1면에 추가. 
    * 본인의 과정, 접수번호, 세부전공(디자인역사문화전공, 산업디자인전공, 시각디자인전공 중 1 택)작성
      ex_박사과정 디자인역사문화전공
  - 각 전공에 해당하는 작품, 혹은 디자인 작업의 결과물로 구성함.
  - 수학계획서의 내용을 1~2페이지 내외로 요약하여 PDF 마지막 페이지에 함께 구성(필수)
  - 각 페이지는 작품의 제목, 공동프로젝트의 경우 소속그룹과 담당역할, 크기, 재료(매체), 제작년도가 

포함되어야 함. 
  - 15~20점의 개인 연구 작품으로 구성하며 40페이지 이내로 제한.
  - 작성자의 성명이나 작성자를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을 파일에 넣지 말 것. 
  - 최종파일을 반드시 PDF로 변환하여 제출 할 것. 
  - 동영상은 제목, 제작년도, 상영시간 등을 영상에 기록한 후 파일명으로도 기재하여 USB에 저장.
  * 전공과 관련하여, 개인의 창조적 활동에 의하여 작업한 연구보고서, 논문, 특허 등을 첨가할 수 있음. 

  3. 파일형식 
 - PC시스템에서 지원하는 형식의 파일만 사용. 
 - 동영상 지원 코덱 
    s음성: AC3로 통일할 것.
    s영상: Xvid, DIV6 이하 또는 H264 지원
 - 인터넷을 통한 Online 링크는 지원하지 않음.

  4. 기타 유의사항 
 - 본인이 제출한 PDF 파일을 고사장에서 직접 구동함. 
 - 컴퓨터 파일의 이상여부에 대해서는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 USB를 반드시 컴퓨터에서 구동여부 확인 후 제출 바람. 
 - 제출된 포트폴리오는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술대학 교무행정실(02-880-7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