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학년도 서울대학교 대학 신입학생 정시모집
일반전형 동양화과 1단계 합격자 포트폴리오 제출안내

1. 제출기간: 2022. 1. 12.(수) ~ 1. 13.(목) 10:00~18:00

2. 제출방법: 우편, 택배 또는 방문 제출

  ※ 서류제출 마감일자 우편 및 택배 소인까지 유효

3. 제출장소 

   가. 방문 접수: 서울대학교 입학본부 150동 4층

   나. 우편, 택배 접수: 우)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입학본부 150동 401호

4. 제출목록: 포트폴리오, 작품해설, 서약서

   가. 포트폴리오 작성 안내

     1) 대상: 평소 자신이 제작한 다양한 형태의 작품과 예술적 체험의 결과물을 디지털 파일로 USB에 

저장하여 제출(평면, 입체조형물, 동영상 작품 포함 가능)

     2) 작품수량: 15점 이내

     3) 제작방법

       가) 이미지 파일 제작 (평면 및 입체작품)

          - jpeg 포맷으로 제작

          - 이미지 크기 1024×768 픽셀 이내의 사이즈로 제작

       나) 동영상 파일 제작

          - avi, mp4, mov 중 하나의 포맷으로 제작

          - 제출하는 동영상 파일 편수에 상관없이 총 재생시간이 3분 이내가 되도록 제작

     4) 제출방법

       가) 제작한 모든 이미지 파일과 동영상 파일을 하나의 폴더에 담아 일련번호(001~015)로 정렬

(일련번호 외에 지원자 성명, 학교명 등 인적사항이나 기타 방식으로 파일명을 붙일 때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나) “가)”의 파일을 담은 폴더의 명칭으로 접수번호를 사용

(접수번호 외에 지원자 성명, 학교명 등 인적사항이나 기타 방식으로 파일명을 붙일 때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 제출 파일이 들어있는 폴더를 USB에 저장하여 제출

       라) USB의 데이터 이상 유무를 지원자가 직접 확인 후 제출



       마) USB는 별도의 봉투에 넣고 겉면에 모집단위, 접수번호, 지원자 성명을 기재

<예시3: USB 제출 봉투 기재사항>

     5) 작품 이미지 또는 영상에 성명(서명, 낙관 포함), 학교명 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함. 이를 위반할 때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6) 포트폴리오로 제출된 작품 중 5점 이내(평면작업 109.1cm × 78.8cm 이내, 전지크기)를   

면접 시 지참할 수 있음

     7) 제출된 포트폴리오는 반환하지 않음

   나. 작품해설 작성 안내

     - 작성방법: 작품명, 재료 및 기법, 작품규격, 제작연도, 작품해설요약은 작품 파일 순서대로 

첨부된 작품해설 양식에 작성 후 6부 출력하여 제출

   다. 서약서 작성 안내

     - 작성방법: 본인이 제작하였음을 확인하는 서약서 원본을 1부 출력하여 서명한 후 제출

※ 붙임  작품해설 양식 1부(2페이지), 서약서 1부(1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