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기고사 진행관련 학과(전공)별 수험생 안내사항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수험생들의 응시기회 확보를 위해 아래와 같이 2022학년도 정시모집 실기
고사 진행 학과(전공)별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아래 안내된 수험생 유의사항 이외에 실기고사 내
용은 정시모집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모든 수험생과 반주자는 마스크(KF94이상)를 착용하고 실기시험에 응시합니다.
(KF94 마스크 미착용시 대학 출입 불가 및 시험응시 불가)
■ QR인증 등 우리대학 방역 절차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기고사 일정은 원서접수 순으로 일괄배정하며, 배정받은 실기고사 시간 이외에는 출입이 불가능 하고,
일정 변경은 불가합니다.
■ 교육부 방역지침에 의거 외부인(학부모, 가족 포함) 출입을 전면 통제 합니다.(차량출입불가)
■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 대상자의 경우 실기고사 대면 응시가 불가하며, 관련서류 제출시 비대면 시험
또는 전형료 환불처리 진행하오니, 입학관리팀(☎031-670-661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

수험생 유의사항
1. 의자 사용 불가

공연예술계열
연극

2. 대사 연습은 2차 대기실에서 지정연기 연습시에만 가능하며,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
로 작은 목소리로 실시해야 함
3. 교내에서 환복 불가하므로 입시 복장은 착용 후 교내 진입

공연예술계열
뮤지컬
공연예술계열
연희연기

1. 의자 사용 불가
2. 실내(대기실 포함) 입장 후 가창 워밍업(목풀기) 불가능
3. 교내에서 환복 불가하므로 입시 복장은 착용 후 교내 진입
1. 의자 사용 불가
2. 교내에서 환복 불가하므로 입시 복장은 착용 후 교내 진입
1. 의자 사용 가능(사용 후 소독)

방송영화연기과

2. 음원(반주 및 MR)은 USB만 가능
3. 교내에서 환복 불가하므로 입시 복장은 착용 후 교내 진입
1. 의자 사용 가능(사용 후 소독)
2. 마이크 사용 불가

K-POP과

3. 피아노 자가 반주 가능, 반주자 대동 불가능
4. 기타 사용시 스트랩 필수 준비
5. 음원(MR)은 USB만 가능
6. 교내에서 환복 불가하므로 입시 복장은 착용 후 교내 진입

전공

수험생 유의사항
1. 1단계, 2단계 모두 악보 미제출

실용음악계열
기악

2. 관악기 연주자 워밍업 불가
3. 관악기 연주자를 반주자로 사용할 수 없음
4. 반주자의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소지자에 한하여 출입 가능
1. 악보 및 포트폴리오는 USB에 저장하여 제출

실용음악계열
작곡

- JPG 또는 PDF 포맷으로 저장 후 제출
- 1개의 USB에 악보, 포트폴리오, 반주 모두 저장하여 지참 가능
2. 실내(대기실 포함) 입장 후 가창 워밍업(목풀기) 불가
3. 반주자의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소지자에 한하여 출입 가능
1. 1단계, 2단계 모두 악보 미제출
2. 마이크 사용 여부
① 1단계 - 마이크 미사용
단, 심사에 필요한 경우 마이크를 사용하여 특정 부분을 다시 가창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닐장갑 및 마이크 커버 제공
② 2단계 - 마이크 사용(제공되는 비닐장갑과 마이크 커버를 필히 사용)
3. 실내(대기실 포함) 입장 후 가창 워밍업(목풀기) 불가
4. 반주자 대동 불가능, 자가반주 or MR(USB) 사용가능
5. 2단계 응시자(1단계 합격자) 추가 제출 사항
※ 심사위원의 정확한 평가를 위해 2단계 응시 수험생은 입시곡 3곡 중 1곡을 미리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별도의 USB에 저장하여 고사 당일 제출
① 동영상 파일형식 : mp4 형식(이외의 형식 불가)
② 영상 제출의 목적 : 입시 현장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없으므로, 마스크를 벗고

실용음악계열
성악(보컬)

가창하는 모습(표현력)을 참고하기 위함
③ 영상 확인 방법 : 2단계 시험 현장에서 가창 전 고사장 모니터를 통해 확인
④ 유의사항 : 영상은 영상과 노래를 동시에 찍고 그 어떤 사후 편집이나 수정
이 없어야 함
⑤ 2단계 제출 영상 촬영 방법
- 조용한 공간에서, 정면으로 상반신 혹은 전신이 나오도록 촬영
※ 개인의 신상정보(이름. 나이 등 신상파악 가능한 정보) 언급 절대 불가
- 핸드폰이나 카메라로 원테이크 촬영(음원과 영상 모두 사후 보정과 편집이 없는
원테이크 영상이어야 함)
- 영상 촬영기기의 "내장마이크"로 촬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촬영
시 마이크와 앰프 사용가능(음원과 영상 따로 녹음/녹화 하여 결합 불가)
- 파일은 mp4 형식으로 변환하여 입시곡 MR 파일들과 함께 USB에 저장하여 고사
당일 제출
- 영상 촬영 시, MR 혹은 반주 악기와의 볼륨을 잘 조절하여 노래가 잘 들리도록
해야 함(지나친 Reverb 사용은 보컬 역량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