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대학교 2019학년도 편입학 실기고사

수험생 유의사항
                                

[미술학부] 한국화, 서양화

[디자인학부] 공예

※ 수험생은 수험생 유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미리 인쇄하여 확인 후 고사장 

  입실 시 까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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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유의사항

지원자 공통 유의사항

1. 수험생 유의사항 미숙지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책임입니다.

2. 수험표 및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만료 전 여권, 주민등록발급신청확인서

3. 수험생은 채점위원, 진행위원 및 본부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불응 시 퇴실 

및 결격조치 합니다.

4. 휴대폰,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의 사용 및 휴대를 금지합니다.

5. 고사장에서는 흡연을 금지하며 고사장 내 풍기문란자는 즉시 퇴실 조치합니다.

6. 본인 지원 모집단위(전공)의 수험생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집결 및 입실마감 시간

1. 수험생 입실 마감시간

  - 09:30 집결 후 각 고사장으로 이동[실기고사 장소 : 안성캠퍼스] 

   ※ 시험시작 이후(10:30) 어떤 이유로도 절대 입실 불가함

2. 실기고사 장소, 입실마감 시간, 집결시간, 실기고사 시작 시간을 반드시 확인

  후 입실 하시기 바랍니다.

2. 수험생 유의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실기고사 종료시간은 종료예상시간을 의미하며

  고사 당일 실제 고사 운영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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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전공

1. 시 험 일 자 : 2019.1.12.(토)

2. 실 기 장 소 : 안성캠퍼스 808관(조형관) - p.8 고사장 안내 참조

[상세주소] :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서동대로 4726 (구주소 : 안성시 대덕면 내리 72-1)

3. 실 기 과 제 : 수묵담채화(옥당지 반절 실제 그림 규격)

4. 시험시간 및 고사장

실기고사 전 대기 실기고사

장소 집결시간 고사시간 인원 수험번호 고사장 건물명

안성캠퍼스

808관(조형관)

앞 잔디밭

고사장

안내 피켓

09:30
10:30~14:30

(240분)
11 775700001-775700011 5102

안성캠퍼스

808관

(조형관)

※ 집결시간 이후 실기고사장으로 이동하며, 시험 시작 이후 입실 불가함

5. 한국화전공 수험생 유의사항

입실마감
가. 수험생은 지정된 실기고사 날짜, 지정시간까지 대기 장소에 집결

나. 시험 시작 이후 입실 불가함

진행방법

가. 집결 장소에서 실기고사장 이동, 가번호 추첨 후 실기고사실 입실(본인 추첨자리)

나. 감독위원 입실

다. 시험지 배부

라. 실기고사 시작 (시험 시작 후 입실 불가)

   - 정물공개 및 실기고사 시작

   ※ 실기고사실 입실 후 시험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화장실 이용은 진행위원

     안내에 따라 이용 가능함

마. 실기고사 종료

   - 감독위원 지시에 따라 본인 답안지와 물품을 그대로 두고 답안지가 모두 수거될 때

     까지 실기고사실 밖(복도)으로 퇴실 후 진행위원의 통제에 따라 대기함. 

   - 답안지 전체 수거 완료 후 수험생 실기고사실 재입실. 개인 소지품, 핸드폰 등을

     챙겨 고사장 밖으로 최종 퇴실

준비 및
유의사항

가. 개인준비물품 : 연필 / 물감 / 붓 / 물통 / 팔레트 등 채색도구 일체, 수험표, 신분증(사진포함)

나. 화판, 종이는 본교에서 제공함 (개인화판 사용 가능)

다. 제시된 실제 정물을 모두 그리되, 정물의 구도와 개체수는 자유롭게 표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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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행위
및 품목

가. 휴대폰, MP3, 카메라 및 기타 촬영장비등 외부와 통신이 가능한 전자기기 제품 소

지를 금하며, 실기고사 시작 후 소지 적발 시 퇴실 조치함

    ※ 착오로 고사장 내로 반입하였을 경우 실기고사 시작 전 진행위원의 안내에 따라

      제출해야함

나. 유인물(스케치 또는 사진자료, 패턴 등) 반입을 금하며, 실기고사 시작 후 소지 또는 

열람 적발 시 퇴실 조치함

    ※ 착오로 고사장 내로 반입하였을 경우 실기고사 시작 전 진행위원의 안내에 따라 

      제출해야함

다. 시험지 촬영을 금함.(휴대전화 및 기타 촬영장비등의 반입은 입실 전 제한되기에 시

험 종료 후의 촬영 또한 시험 감독관 및 진행위원의 안내에 불응한 것으로 간주함)

라. 실기고사실 입실 후 퇴실 불가함

마. 실기고사 시작 후 수험생 개인 지정 공간 외 이동을 금함

바. 타 수험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적발 시 퇴실 조치함

고사장
위치

전공명 시험일자 건물명 실기고사장 위치

한국화 2019.1.12.(토) 808관(조형관) 안성캠퍼스 808관(조형관)

문의 및
연락처

고사일 전 031)670-3094 고사 당일 031)670-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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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화전공

1. 시 험 일 자 : 2019.1.12.(토)

2. 시 험 장 소 : 안성캠퍼스 808관(조형관) - p.8 고사장 안내 참조

[상세주소] :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서동대로 4726 (구주소 : 안성시 대덕면 내리 72-1)

3. 실 기 과 제 : 인체수채화 + 정물

4. 시험시간 및 고사장

실기고사 전 대기 실기고사

장소 집결시간 고사시간 인원 수험번호 고사장 건물명

안성캠퍼스

808관(조형관)

앞 잔디밭

고사장

안내 피켓

09:30
10:30~14:30

(240분)

14 785700001-785700014 5201

안성캠퍼스
808관

(조형관)
16 785700015-785700030 5202

※ 집결시간 이후 실기고사장으로 이동하며, 시험 시작 이후 입실 불가함

5. 서양화전공 수험생 유의사항

입실마감
가. 수험생은 지정된 실기고사 날짜, 지정시간까지 대기 장소에 집결

나. 시험 시작 이후 입실 불가함

진행방법

가. 수험생은 지정된 실기고사 날짜, 지정시간까지 대기 장소에 집결하여 대기, 진행위

원의 인원확인 후 인솔에 따라 각 실기고사장 내 실기고사실 이동

나. 실기고사실 입실 전 핸드폰 및 기타 전자기기 등 금지 품목은 진행위원에게 제출

다. 가번호 추첨, 실기고사실 입실(본인 추첨자리) 및 수험생 실기고사 준비

라. 감독위원 입실 후 실기고사 시험지배부 및 정물 배치대기 및 인체 포즈 대기

마. 지정시간 실기고사 실시(정물 배치 및 인체 포즈 실시)

    * 실기고사실 입실 후 화장실 이용은 진행위원 안내에 따라 이용 가능함

바. 실기고사가 종료되면 감독위원 지시에 따라 본인의 답안지와 물품을 그대로 두고 

    답안지가 모두 수거될 때 까지 고사실 밖(복도)으로 퇴실 후 진행위원의 통제에 따라 대기

사. 답안지 전체 수거 완료 후 수험생은 실기고사실  재입실 후 개인 소지품과 핸드폰

   등을 챙겨서 실기고사장 밖으로 최종 퇴실

준비 및
유의사항

가. 개인준비물품 : 소묘 및 채색도구 일체, 수험표, 신분증(사진포함)

   ※ 수채화 재료로 인정되는 도구만 사용 가능함(아래 ‘사용금지 품목’ 참조)

나. 화판, 종이(답안지), 이젤, 이젤꽂이는 본교에서 제공함(개인화판 사용 불가)

다. 최초 배치된 정물을 임의로 이동시킬 수 없음

라. 제시된 정물 수량을 준수할 것(수량 추가 불가)

마. 모델이 착석한 의자는 수험생이 답안지에 자율적으로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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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행위
및 품목

가. 사용금지 품목 (본교기준)

- 아크릴, 과슈, 흰색(White) 수채용 물감은 수용성이라도 사용 불가함

- 연필, 지우개 이외의 소묘도구는 사용 불가함

나. 수험생은 지정된 자리 외 이동 불허함

다. 답안지를 접거나 구기는 등 원형 훼손 행위, 낙서 또는 표식 행위를 금함

마. 휴대폰, MP3, 카메라 및 기타 촬영장비등 외부와 통신이 가능한 전자기기 제품 소

지를 금하며, 실기고사 시작 후 소지 적발 시 퇴실 조치함

    ※ 착오로 고사장 내로 반입하였을 경우 실기고사 시작 전 진행위원의 안내에 따라  

   고사 종료 시 까지 제출 해야함

바. 유인물(스케치 또는 사진자료, 패턴 등) 반입을 금하며, 실기고사 시작 후 소지 또는 

열람 적발 시 퇴실 조치함

    ※ 착오로 고사장 내로 반입하였을 경우 실기고사 시작 전 진행위원의 안내에 따라

      제출 해야함

사. 시험지 촬영을 금함(휴대전화 및 기타 촬영장비등의 반입은 입실 전 제한되기에 시

험 종료 후의 촬영 또한 시험 감독관 및 진행위원의 안내에 불응한 것으로 간주함)

아. 타 수험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적발 시 퇴실 조치함

고사장
위치

전공명 시험일자 건물명 실기고사장 위치

서양화 2019.1.12.(토) 808관(조형관) 안성캠퍼스 808관(조형관)

문의 및
연락처

고사일 전 031) 670-3099 고사 당일 031) 670-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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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

1. 시 험 일 자 : 2019.1.12.(토)

2. 실 기 장 소 : 안성캠퍼스 808관(조형관) - p.8 고사장 안내 참조

[상세주소] :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서동대로 4726 (구주소 : 안성시 대덕면 내리 72-1)

3. 실 기 과 제 : 연필정밀묘사 (3절, 가로방향)

4. 시험시간 및 고사장

실기고사 전 대기 실기고사장

장소 집결시간 고사시간 인원 수험번호 고사장 건물명

안성캠퍼스

808관(조형관)

앞 잔디밭

고사장

안내 피켓

09:30
10:30~12:00

(90분)

30 815700001-815700030 5121

안성캠퍼스

808관

(조형관)

30 815700031-815700060 5122

37 815700061-815700097 5123

※ 집결시간 이후 실기고사장으로 이동하며, 시험 시작 이후 입실 불가함

5. 수험생 유의사항

입실마감
가. 수험생은 지정된 실기고사 날짜, 지정시간까지 대기 장소에 집결

나. 시험 시작 이후 입실 불가함

진행방법

가. 진행위원의 인솔에 따라 수험생 개인 실기고사실 입실 후 수험생 본인 실기고사 책상 착석

나. 진행위원의 안내에 따라 핸드폰 및 기타 전자기기 등 금지품목 제출

다. 수험생 실기고사 준비(개인화구)

라. 감독위원 입실,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 및 실기고사 문제지 및 답안지 등 배부

    *감독위원의 지정시간 문제지 열람 지시가 있기 전 까지 문제지 열람 절대 금지

마. 지정시간 실기고사 실시

   *실기고사실 입실 후 화장실 이용은 진행위원 안내에 따라 이용 가능함

바. 감독위원의 실기고사 종료가 안내 되면 지시에 따라 모든 수험생은 실기고사 책상 아래로 손을 내림

   *종료시간 이후 손을 내리지 않는 학생은 감독위원 지시 불이행으로 결격 처리함

사. 감독위원이 답안지를 모두 수거할 때 까지 모든 수험생 대기

아. 감독위원 문제지 및 고사물품 모두 수거 때 까지 모든 수험생 대기

자. 감독위원 전체 수거 완료 후 수험생은 개인 소지품과 핸드폰 등을 챙겨서 실기고사장 

   밖으로 최종 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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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및
유의사항

가. 개인준비물품 : 연필 / 지우개 등 연필정밀묘사에 필요한 재료 일체, 수험표, 신분증(사진포함)

나. 화판, 종이는 본교에서 제공함(개인화판 사용은 불가하며 이젤은 사용하지 않음)

다. 3절 가로방향으로 <연필정밀묘사>를 표현함

라. 답안지(종이)의 앞뒤는 수험생이 선택할 수 있음. 단, 종이를 접거나 구기는 등 원형 훼손 금지함

   ※ 수험생 인적사항(수험번호, 성명) 기입란을 왼쪽에 두고 정밀묘사 실시 할 것

마. 주어진 대상은 A4크기의 인쇄물 또는 실물로 3개 이내에서 혼용 또는 단독으로 출제될 수 있음

바. 실기고사 중 어떠한 경우에도 정착액(픽사티프-Fixatif)의 사용을 금지함

사. 각종 공모전 등 수상실적은 반영하지 않음

금지행위
및 품목

가. 답안지를 접거나 구기는 등 원형 훼손 행위, 낙서 또는 표식 행위 금지

나. 사용금지 품목 

마스킹테이프, 정착액(픽사티프-Fixatif), 자(자 대체용품 포함), 컴퍼스, 전자·전동기기, 호일, 

종이류 및 비닐류 일체 (예 : 포스트잇, 간지용 용지, 파레트 대체용 호일, 랩 등)

다. 유인물 반입을 금지하며, 실기고사 시작 후 소지 적발 시 퇴실 조치함

   ※ 착오로 고사장 내로 반입하였을 경우 실기고사 시작 전 진행위원의 안내에 따라 제출 해야함

라. 카메라 등의 촬영장비 지참을 금지함(촬영 및 카메라 기능이 있는 손목형 휴대폰(기어 등)도 

절대 금지함). 실기고사 시작 후 소지 적발 시 퇴실 조치함

   ※ 착오로 고사장 내로 반입하였을 경우 실기고사 시작 전 진행위원의 안내에 따라 제출 해야함

마. 실기고사 시작 후 지급된 문제지 및 물품은 퇴실 전 감독위원에게 모두 반납되어야 함(외부 반출 

절대금지, 미반납자 결격처리)

고사장
위치

전공명 시험일자 건물명 실기고사장 위치

공예 2019.1.12.(토) 808관(조형관) 안성캠퍼스 808관(조형관)

문의 및
연락처

고사일 전 031)670-3106 고사 당일
예술대학 교학지원팀

031)670-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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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건물 위치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서동대로 4726 (구주소: 안성시 대덕면 내리 72-1)

안성캠퍼스 808관(조형관)

◆ 교통편

▪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안성(평택) I.C에서 우회전 38번 국도 이용

▪ 고속버스 :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서울 ↔ 안성], 중앙대학교 정문 앞 하차

▪ 직행버스 : 서울 남부터미널에서 [서울 ↔ 안성], 중앙대학교 정문 앞 하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