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학년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대학원 전기모집 평가 일정 사전 안내

2022학년도 대학원 전기모집 평가일정을 사전 안내드리니 대학원 후기모집 지원예정자
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1단계 전형 합격자 발표
  가. 일시: 2021. 10. 20.(수) 18:00 예정
    ※ 1단계 전형이 있는 모집단위만 해당(석사과정 서양화과 서양화전공, 판화전공, 협동과정 

미술경영 전공, 박사과정 미술학과 서양화·판화 전공, 협동과정 미술경영 전공)
2. 면접 및 구술고사
  가. 시행일시: 2021. 10. 21.(목) ~ 10. 28.(목) 
  나. 시행방식: 대면 또는 비대면 
    ※ 모집단위별 상세 일정 및 장소, 시행방식은 2021. 10. 13.(수) 공지 예정
    ※ 1단계 전형이 있는 모집단위(석사과정 서양화과 서양화전공, 판화전공, 협동과정 미술

경영 전공, 박사과정 미술학과 서양화·판화 전공, 협동과정 미술경영 전공)는 1단계 전형 
합격자만 응시 가능

3. 전공필답고사 및 제2외국어시험
  가. 시행일시: 2021. 10. 23.(토) 
  나. 시행장소: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내 현장 시험 응시
    ※ 모집단위별 상세 일정 및 수험생별 고사장소는 2021. 10. 13.(수) 공지 예정
    ※ 1단계 전형이 있는 모집단위(석사과정 서양화과 서양화전공, 판화전공, 협동과정 미술

경영 전공, 박사과정 미술학과 서양화·판화 전공, 협동과정 미술경영 전공)는 1단계 전형 
합격자만 응시 가능

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 예방 관련 사전 안내사항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 예방 및 수험생 보호를 위하여 면접 및 구술고사, 전공

필답고사 및 제2외국어 시험에 응시하는 모든 지원자는 평가 당일 미술대학의 감염 예방 
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 예방 관련 지원자 준수사항>

  

ü 손소독제 사용

ü 마스크 미착용 시 입실 불가, 고사장 내 마스크 상시 착용(코·입 노출 금지)

※ 전형 시작 후 감독관이 실시하는 본인 확인 시에는 마스크를 잠깐 내리고 본인여부 확인에 협조

※ 마스크 분실 및 사용 중 훼손 등에 대비하여 마스크 여분 소지 권장

ü 발열 체크 및 호흡기 증상 확인, 문진표 작성

ü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미술대학 고사관리위원에게 고지

ü 입실 및 퇴실, 화장실 이동, 응시 대기 중 지원자 간격 확보

ü 유증상자[37.5℃ 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등을 보이는 지원자]는 

별도의 고사장과 화장실 이용

ü 전형 종료 후 고사관리위원의 안내에 따라 순차적 퇴실



  나.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지원자의 경우 고사장 출입이 불가합니다.

    <고사장 출입 금지 대상>

  

ü 환자, 의사환자, 감염병의심자 등 현재 입원치료통지서(또는 자가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 중인 자

※ 관련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 제3항

5. 유의사항
  가. 1단계 전형을 진행하는 모집단위에 지원하는 모든 지원자는 단계별 전형 방법 

및 1단계 합격자 발표 일정 등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1단계 전형 모집단위
     - 석사과정: 서양화과 서양화 전공, 서양화과 판화 전공, 협동과정 미술경영전공
     - 박사과정: 서양화과 서양화·판화 전공, 협동과정 미술경영전공

6. 문의처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교무행정실(TEL: 02-880-7454 / E-MAIL: art@sn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