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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III. 실기고사

등급 등급별 배점 등급별 배정비율
(모집단위별 응시인원 기준)

A 700 ~ 661 10%

B 660 ~ 616 15%

C 615 ~ 576 20%

D 575 ~ 531 25%

E 530 ~ 491 15%

F 490 ~ 446 10%

G 445 ~ 420 5%

실기고사
대상자

• 일반전형 [가구·패션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시각영상디자인학과, 체육학전공, 태권도학전공,
    생활체육학전공 지원자 전원]                                       

실기고사
일정 및 장소

• 실기고사 일정       

구분 일정 비고

가구·패션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시각영상디자인학과
2023. 1. 7.(토) 필요 시 1.8.(일)까지

체육학부 체육학전공 2023. 1. 27.(금) 필요 시 1.28.(토)까지

체육학부 태권도학전공 2023. 1. 28.(토) 필요 시 1.29.(일)까지

※ 체육학부 생활체육학전공(야간) 실기고사는 체육학전공과 동일하게 시행
※ 실기고사 결시자는 불합격 처리
※ 구체적인 시간은 추후 입학 홈페이지 공지
※ 부득이한 경우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입학 홈페이지 공지 예정

• 실기고사 장소 : 모집단위별 지정된 장소 (추후 상지대학교 입학 홈페이지 공지)  

예능계
실기고사
관련사항

① 원서접수 시 다음 4개의 실기고사 종목 중 1개를 선택합니다.

종목명 화지 규격 고사 시간 준비물

발상과표현 4절지 4시간 자율재료

사고의전환 2절지 5시간 자율재료

기초디자인 4절지 5시간 자율재료

연필정밀묘사 4절지 4시간 연필류 (단, 색연필 제외)

    ※ 실기고사 문항(주제)는 고사 당일에 공개합니다.

② 실기고사 배점표

    ※ 등급별 배정비율은 응시인원 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실기고사 점수 산출방법

 - 평가위원 5인 평가 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합니다.
 - 평가위원의 평정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점수를 산출한 이후 실기고사 점수로 반영합니다.
 - 소수점 발생 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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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학전공
실기고사
배점표 및

점수산출방법

① 체육학전공 실기고사 종목 및 준비물

 - 평정종목: 윗몸 앞으로 굽히기, 윗몸 일으키기, 제자리 멀리뛰기, 10M 왕복 달리기
 - 준비물: 체육복, 운동화 등

② 실기고사 배점표

※ 파울 및 기권자는 최하위 점수로 평가합니다.

③ 실기고사 점수 산출방법

 - 종목별 취득점수를 합산한 이후 1.75를 곱한 값을 실기고사 점수로 반영합니다.
 - 환산 공식 = 종목별 취득점수 합산 값(400점 만점) × 1.75
 - 소수점 발생 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처리합니다.

태권도학전공
실기고사 
배점표 및 

점수산출방법

① 태권도학전공 실기고사 종목 및 준비물

 - 평정종목: 품새 (고려형, 태극6장) 또는 타겟 겨루기 (30초씩 2회전) 중 원서접수 시 선택합니다.
 - 준비물: 도복

② 실기고사 배점표

③ 실기고사 점수 산출방법

 - 평가위원 5인 평가 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합니다
 - 평가위원의 평정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점수를 산출한 이후 실기고사 점수로 반영합니다.
 - 소수점 발생 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처리합니다.

배점

남자 여자

윗몸
일으키기

(회)

제자리
멀리뛰기

(cm)

윗몸앞으로
굽히기
(cm)

10M
왕복달리기

(초)

윗몸
일으키기

(회)

제자리
멀리뛰기

(cm)

윗몸
앞으로
굽히기
(cm)

10M
왕복달리기

(초)

100 70 이상 280 이상 28 이상 8.50 이하 60 이상 230 이상 30 이상 9.50 이하

96 67~69 277~279 26~27.9 8.51~8.70 57~59 227~229 28~29.9 9.51~9.70

92 64~66 274~276 24~25.9 8.71~8.90 54~56 224~226 26~27.9 9.71~9.90

88 61~63 271~273 22~23.9 8.91~9.10 51~53 221~223 24~25.9 9.91~10.10

84 58~60 268~270 20~21.9 9.11~9.30 48~50 218~220 22~23.9 10.11~10.30

80 55~57 265~267 18~19.9 9.31~9.50 45~47 215~217 20~21.9 10.31~10.50

76 52~54 262~264 16~17.9 9.51~9.70 42~44 212~214 18~19.9 10.51~10.70

72 49~51 259~261 14~15.9 9.71~9.90 39~41 209~211 16~17.9 10.71~10.90

68 46~48 256~258 12~13.9 9.91~10.10 36~38 206~208 14~15.9 10.91~11.10

64 43~45 253~255 10~11.9 10.11~10.30 33~35 203~205 12~13.9 11.11~11.30

60 42 이하 252 이하 9.9 이하 10.31 이상 32 이하 202 이하 11.9 이하 11.31 이상

1등급(A) 2등급(B) 3등급(C) 4등급(D) 5등급(E) 6등급(F)

700 640 580 520 460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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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고사 당일 수험표(사진 부착) 및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여권, 운전면허증, 생년월일 및 사진이 부착된 학생증 등

• 고사 시작 30분 전까지 지정 고사실 또는 대기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수험생은 개인별로 입학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기고사 일정과 장소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부정행위자, 고사 진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자 및 결시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참고사항

• 예능계 실기고사 전년도 기출문제
 - 전년도 기출문제를 입학 홈페이지에 공지하오니 필요 시 다음의 경로를 통해서 확인 또는 QR코드를 활용하여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체능계 실기고사 안내영상
 - 체능계 실기고사 안내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공지하오니 필요 시 다음의 경로를 통해서 확인 또는 QR코드를                                                   
활용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학 홈페이지] ➞ 상단의 [입시정보]
➞ [공지사항] ➞ [2022학년도 예능계 
실기고사 기출문제 공지] 게시물

QR 코드 ▶

예능계 실기고사
기출문제

   
[유튜브] 접속 ➞ 
[상지대학교  실기고사 안내 영상] 검색 
➞ 영상 확인

QR 코드 ▶

체육학전공
실기고사 안내 영상

   
[유튜브] 접속 ➞ 
[상지대학교  실기고사 안내 영상] 검색 
➞ 영상 확인

QR 코드 ▶

태권도학전공
실기고사 안내 영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