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예술학부 1차 실기고사 FAQ

1. Q: 실기 고사(1단계) 자유연기 때, 노래나 춤 등의 특기를 보여드려도 되나요?
A: 노래나 춤 등의 특기가 아닌 연기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2. Q: 영화예술전공 1차 자유연기 때, 희곡을 해야 하나요, 영화 연기를 해야 하나요?
A: 국내외에서 상영된 영화 중 한 장면을 선정하여 연기를 하시면 됩니다. 연기 후 지원자께서 선정한 영화 및
캐릭터 등에 관하여 심사위원들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비슷한 영화의 비슷한 장면을 연기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자신이 좋아하는 이유가 분명한 ‘영화’속 ‘캐릭터’를 연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3. Q; 화장을 해도 되나요?
A: 화장 및 분장이나, 액세서리 착용을 금지합니다. 이를 어길 시 현장에서 지원자에게 ‘세안’ 및 ‘액세서리 제
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Q: 복장은 어떻게 갖춰야 하나요?
A: 상의는 흰색 면 티셔츠(무늬 없는 라운드티셔츠), 하의는 청바지, 신발은 굽 없는 운동화를 착용해야 합니다.
5. Q: 화장을 하거나 또는 복장을 위반했을 시 어떻게 되나요?
A: 위반 시 지원자에게 감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지정된 사항을 준수하여 시험에 응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Q: 음악이나 소품 사용이 가능할까요?
A: 안 됩니다. 음악과 모든 소품의 휴대 및 사용을 금지합니다.
7. Q: 시험 날짜 및 시간 변경이 가능한가요?
A: 개인에게 지정된 시험 일시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8. Q: 지각 또는 미응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고사 시작 시간 이후에는 고사장 입실이 불가합니다. 평가를 치르지 못할 경우 0점 처리되므로, 지원자께서는
필히 시간적 여유를 두고 고사장에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Q: 평가실에 들어가기 전에 연습 시간이 주어지나요?
A: 네. 평가가 시작되기 전, 준비실에서 약 10분 이내의 연습 시간이 주어집니다.
10. Q: 자유연기를 하다가 1분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A: 평가실에 시계가 있으며, 1분이 초과되면 면접 및 평가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11. Q: 2015년 2월 이전 졸업자나, 검정고시자는 지원할 수 없나요?
A: 네. 2015년 2월 이전 졸업자나, 검정고시자는 본 전형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12. Q: 하루에 몇 명 시험 보나요?
A: 접수 마감 후에, 응시 인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13. Q: 평가실 내에서 특별히 주의할 점 있나요?
A: 과격하거나 위험한 연기 및 행동(아크로바틱 등)은 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