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예체능우수인재(연기) 1단계 실기고사 안내
※코로나19 및 본교 사정에 따라 전형 장소 및 세부사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admission.ssu.ac.kr)에 공지할 예정이니, 수시로 입학처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Ⅰ. 2023학년도 실기고사 주요내용(요약)
1. 2023학년도 단계별 실기고사 주요내용
단계

실시요령

반영비율

※비대면 평가(녹화 영상 온라인 제출)
1단계

지정연기(1분 내): 제시된 자료(이미지, 키워드,
등)로 이야기를 만들어 한 장면을 연기

실기(지정연기) 60%
+ 학생부 교과성적 40%

※대면 평가
2단계

지정연기(8분 내): 주어진 시나리오로 상대배우
(현장 추첨)와 함께 연기

비고
4배수 선발

실기(지정연기) 80%
+ 학생부 교과성적 20%

Ⅱ. 2023학년도 실기고사 1단계 실시요령 및 유의사항
구분

주요내용
1) 사전에 공지된 자료(이미지, 키워드 등) 확인

실시요령

2) 공지된 자료(이미지, 키워드 등) 로 이야기를 만들어 한 장면을 연기, 촬영(1분 내)
3) 동영상 파일을 지정된 기간 내에 업로드
2022.10.12(수) 10:00 부터 2022.10.13(목) 17:00 까지

동영상 제출 기간

※ 제출 기간 내에는 동영상 파일 수정 가능
※ 제출 기간 내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지 않을 경우 실기고사 결시로 불합격 처리

동영상 제출 방법

1) 동영상 파일 업로드 (※우편·방문 제출 불가)
2) 자세한 제출 방법은 수험생 유의사항 [2022.10.06.(목) 10:00]에 공지 예정
1) 사전에 공지된 자료(이미지, 키워드 등)를 조합하여 자신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캐
릭터를 자유롭게 연기

동영상 내용(분량)

※주요평가 내용: 수험생의 연기자로서 성품과 본능을 연기 실력보다 우선시함. 가급적 개
인 공간을 이용,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낼 수 있게 캐릭터와 사건을 만들어 연기
하면 유리. 단순한 감정의 폭발보다는 어떻게 감정을 처리하는지를 주요하게 평가

1

구분

주요내용
2) 동영상은 1분 이내이며, 본인의 ‘본교 수험번호’만 말하고 바로 연기 시작
※ 수험번호 외에 이름, 출신고교 등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사항 언급 불가
※ 1분 이후의 내용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3) 연기만 해야 함. 노래, 춤, 악기연주, 무술시연 등 특기사항 불가
1) 촬영기기: 휴대폰으로만 촬영하며 이외 기기 사용 불가
※디지털 카메라, 액션캠, 캠코더 등 기타 촬영장비 사용 불가

2) 기타 앱 사용, 편집, 필터링, 보정작업 등 불가
3) 동영상 시간 및 개수: 1분 이내의 1개의 파일
동영상 파일 사양

4) 파일형식: mp4(안드로이드 기반), mov(IOS 기반)
5) 파일명: 본교 수험번호_이름.mp4(mov) [예. 000000000_김숭실.mp4(mov)]
6) 해상도: 1080p 이상의 고화질로 촬영 권장
※안드로이드 기반: 카메라 → 카메라 설정 → (후면) 동영상 크기 → FHD 1920×1080 선
택 → 촬영
※IOS 기반: 카메라 → 비디오 녹화 → 1080p HD - 30fps 선택 → 촬영

1) 참고용 동영상: 숭실대학교 입학처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 가능
※ 샘플영상1 https://youtu.be/bgY2CjjWnV4
※ 샘플영상2 https://youtu.be/ntPJwCTafu4

2) 휴대폰은 고정된 상태에서 가로 촬영 권장
3) 전신 촬영을 기본으로 한 화면 프레임 안에서만 연기
4) 복장: 상의는 흰색 면 티셔츠(무늬 없는 라운드티셔츠), 하의는 청바지 착용
※ 마스크, 모자, 각종 액세서리 등 착용 금지

동영상 촬영
가이드라인

※ 화장 금지

5) 음악, 효과음 등 사용 불가 (※동영상에는 수험생 본인 음성만 나와야 함)
6) 동영상은 시작부터 끝까지 중간에 끊지 않고 한 번의 컷으로만 촬영하는 ‘원 테이
크’만을 허용
7) 신분 노출이 가능한 배경 및 기타 소품 배치 불가
8) 개인 방 혹은 이에 준하는 실내 공간에서 촬영(단색 배경 권장)
9) 조명은 기본 실내조명(백열등, 형광등)으로 하며 실루엣만 촬영하는 방식 금지
10) 의자 사용 가능하며 이외의 일체 소품 사용 불가
1) 제출한 동영상 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수험생 본인에게 있음. 반드시 동
영상을 사전 확인 후 업로드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유의사항

2) 제출 기간 내에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 하지 않을 경우 실기고사 결시로 불합격 처
리 합니다.
3) 제출 마감시각에 접속자가 몰릴 수 있으니 사전에 여유 있게 업로드 하시기를 권
장합니다.
2

구분

주요내용
4) 동영상 촬영 가이드라인 등 본교 안내사항과 다르게 촬영된 영상은 평가에 불이익
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수험번호 외에 이름, 출신 고교 등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사항 언급 할 경우 평
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전문 업체의 도움을 받아 촬영한 영상은 평가에서 배제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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