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수시모집 실기/실적(실기우수자전형)
공연예술학과 실기(연기1차) 영상 제출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해 연기 1차 실기고사의 방식을 기존 대면 방식에서 비대면
(영상 제출)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수험생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한 결정인 만큼 너른 양해 바랍니다.

□ 동영상 촬영 시 유의사항
1. 동영상 촬영은 휴대폰으로만 촬영이 허용되며 휴대폰 외의 기기 사용불가
- 캠코더, 태블릿, 디지털 카메라, 액션 캠, 외부 마이크, 외부 렌즈 등 기타 촬영장비 불가
- 카메라 기본 기능 및 애플리케이션 사용, 별도 애플리케이션, 편집, 필터링, 보정 등 불가
2. 동영상은 휴대폰에서 바로 업로드
3. 휴대폰은 고정된 상태에서 가로 촬영이 기본이며, 세로 촬영 불가(전신이 나오도록 촬영)
가로 촬영(O)

세로 촬영(X)

□ 제출대상: 2021학년도 수시모집 실기/실적(실기우수자전형) 공연예술학과-연기 지원자(연기 1차)
□ 제출기간(한국 시간 기준): 2020. 10. 27.(화) 10:00~10. 28.(수) 11:00
4. 실내 촬영을 준수하고, 거울 및 신분 노출이 가능한 배경 요소 배제
□ 제출방법(상기 제출기간에만 가능)
1. 제출 영상 파일(최대 용량 500MB) 준비

5. 조명은 기본 실내조명(백열등 및 형광등)을 사용
6. 영상 중간 편집 없이 한 번의 컷으로만 촬영해야 함(원 테이크만 인정)

2. 진학어플라이(apply.jinhakapply.com) 접속 후 로그인→[내 원서 보관함]→[출력물 리스트] 중 [업로드] 클릭하여 영상 업로드

7. 색조 화장 금지, 액세서리 착용 금지, 위험한 소품 사용 불가
- 미용렌즈 금지(시력보정용도로 렌즈를 착용하는 경우 보통의 소프트/하드렌즈를 착용)
- 비비크림과 색상이 없는 립밤은 허용
- 위험한 소품은 연기를 시연하는 중 상해를 입힐 수 있는 것을 위험한 소품으로 간주
8. 동영상 촬영의 화질은 1080p이상의 고화질로 촬영(파일 형식은 mov 또는 mp4만 가능)
- 휴대폰 운영체제별 동영상 화질 설정 방법 예시
∙ iOS: 설정 → 카메라 → 비디오 녹화 → 1080p HD – 30fps 선택 → 촬영
∙ 안드로이드(택1)
∘ 카메라 → 카메라 설정 → 후면 동영상 크기 → FHD 1920×1080 선택 → 촬영
∘ 카메라 → 카메라 설정 → 동영상 크기 → FHD 1920×1080 선택 → 촬영
9. 배경음악 또는 반주 없이 영상 촬영
10. 영상 내에 수험생을 제외한 타인의 출연을 금하며 음성 출연도 불가
□ 동영상의 구성
1. (5초 내외: 신분확인) 본인 확인을 위해 얼굴 전체가 잘 나오도록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촬영
2. 이후 전신이 나오도록 촬영하며 아래 “가.”, “나.”의 구성으로 총 2분 이내로 영상 촬영
가. (1분 40초 내외: 자유연기) “○○○작품의 ○○역할입니다.”를 언급한 후 즉시 자유연기 시작
나. (20초 내외: 질의응답) 아래 ①, ② 중 택1하여 응답
① 본교 지원 이유는?
② 본인이 가장 해보고 싶은 작품은?
※ 블라인드 평가 원칙에 따라 성명, 출신지역, 출신고교, 수험번호, 나이, 지원자의 신분을 유추할 수 있는
복장(학원명이 들어간 의상, 특정 직업과 관련된 의상 등) 등 개인정보 표현 또는 언급 시 실격
상기 내용 미숙지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반드시 숙지하시고 제출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