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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적성



영상미디어전공

지원 전공에 대한 흥미 동기 이해도 등 지원 전공 관련 준비 노력 및 역량1) , , / 2) 

Set 1.
1) 영상미디어 전공은 방송영상 디지털영화 뉴미디어 등 가지 세부전공이 있습니다, , 3 . 
  그 가지를 아는대로 말하고  이 중에 입학 후에 가장 공부하고 싶은 세부전공 분야에 대해 구술하시오 3 .

영상미디어 전공에 대한 사전지식과 관심 그리고 자신의 적성과 소신에 대한 (check point)  , 
가능성과 태도 등에 대한 평가              

2) 년에 방영된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인상에 남거나 흥미롭게 본 프로그램을 간단히 소2013~4 TV
개하고 이 프로그램의 장단점을 말해보시오 단 드라마는 제외, .( . )

미디어에 이해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과 프로그램의 장단점에  (check point) . TV 
대한 분석력과 통찰력 등에 대한 평가               

Set 2.
1) 영상미디어전공에서 제공하는 수업 또는 프로그램 활동 중에 가장 흥미를 가지고 있는 분야를 /
하나 선택하고 그 이유와 이와 관련된 본인의 경험 활동내역 등을 말하시오  , , 

영상미디어전공에 대한 이해도 홈페이지 등을 통한 와 적성부합도를 평가  (check point) ( )
지금까지 시청한 다큐멘터리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을 하나 지정하고 그 이유를 구술하시오2) , .

다큐의 가치 즉 진실과 제작자의 재해석에 대한 올바른 평가  (check point) 

Set 3.
영화 방송 광고 뮤직비디오 중 가장 흥미로운 분야에 대해 논하고  그 이유를 구술하시오1) , , , .

  (check point)영화 방송 광고 뮤비 등, , , 
2) 영상미디어전공에 대해  아는 대로 구술하고 입학 후 년 동안 배우고 싶은 학업 계획을 구술하시오4 . 
 (check point)학과에 대해 사전 조사가 얼마나 되었는가를 체크

Set 4.
영상 제작 과정 중 가장 관심이 가는 분야에 대해 구술하시오1) .

   (check point)기획 시나리오 촬영 편집 조명 등
2)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 중 영상미디어 분야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되는 것에 대해 설명하라.
  (check point)전공에 대한 관심과 감수성 체크

Set 5.
1) 영상미디어전공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영상미디어전공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말하시오.

영상을 통한 자신의 영화에 대한 인생관 가치관 열정 등을 정리 이해 평가  (check point)  , , , . 
2) 최근 많은 관객이 동원된 영화 중  한 작품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영화의  흥행 요인을 논하고 
그 이유를 간략하게 말하시오.

영화에 이해 영화의 사회적 문화적 기능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해  (check point) . , .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과 프로그램의 장단점에 대한 분석력과 통찰력 평가   

Set 6.
1) 영상미디어전공을 선택하기 위해  동기 부여된 감독 작품에 대해 논하고 그 이유를 간략하게 구술하시오, .

영상에 대한 가치관 영상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력과 통찰력 평가   (check point) . 
2) 영화 방송영상 멀티미디어에 대해 비교하고 그중 자신이 전공하고픈 분야에 대해 학업 계획을 구술 하시오, , .

학과 적성데 대한 이해 영상에 대한 지식 평가   (check point) , 



문화기획학과

지원 전공에 대한 흥미 동기 이해도 등 지원 전공 관련 준비 노력 및 역량1) , , / 2) 

Set 1.

1) 문화기획학과에 대해 아는 대로 설명해 보시오

2) 오늘날 문화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문화상품을 만드는데 문화기획자의 역할이 무엇인. 

지 말해 보시오

Set 2.

1) 문화기획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보시오

2) 지방자치단체들이 앞 다투어 펼치는 지역 축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가 필요한지 설명

해 보시오

Set 3.

1) 문화기획의 여러 분야 가운데 자신이 관심을 갖는 분야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해 보시오

2) 문화상품이란 무엇이며 문화산업이란 무엇인지 설명해 보시오

Set 4.

1) 최근 자신이 본 축제 공연 영화 전시 등의 문화 행사 가운데 어떤 계기로 어떤 것을 보았는지 , , , 

말해 보시오

2) 문화기획이란 무엇이며 문화기획자의 역할은 무엇인지 말해 보시오

Set 5.

1) 장래 자신의 희망이 무엇이며 그 희망 분야가 어떤 내용인지를 설명하시오

2) 전통문화를 문화상품으로 되살려 낸 예를 들어 설명해 보시오

Set 6.

1) 고등학교 시절 문화기획학과와 관련된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해 보시오

2) 졸업 후 자신의 희망이 무엇이며 그 희망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말해 보시오.



문화콘텐츠창작전공

지원 전공에 대한 흥미 동기 이해도 등 지원 전공 관련 준비 노력 및 역량1) , , / 2) 

Set 1.

1) 현대 사회에서 문화콘텐츠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시오.

2) 최근에 경험한 대중문화 가령 영화 연극 애니메이션 게임 축제 등 에 관해 말해보시오( , , , , ) .

Set 2.

1) 문화콘텐츠에는 어떤 분야들이 있는지 언급하고 그 분야들에 관해 간단히 설명하시오.

2) 문화콘텐츠창작전공에 입학하기 위해서 한 노력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노력이 있다면 그것은 , 

무엇인지 말해보시오.

Set 3.

1) 어떤 직업을 갖기 위해서 문화콘텐츠창작전공에 지원했는지 말해보시오.

2) 문화콘텐츠창작전공과 부합되는 역량이 자신에게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것은 무엇인지 말해보시오.

Set 4.

1) 문화콘텐츠창작전공에서 배우고 싶은 과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해보시오.

2) 중고교 시절 문화콘텐츠와 관련된 일 또는 경험 학내외 모두 가능 을 해본 적이 있는지 말해보시오( ) .

Set 5.

1) 문화콘텐츠창작전공의 졸업 후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진로에 관하여 말해보시오.

2) 문화콘텐츠창작전공과 부합되는 자신의 역량과 취미에 관해 말해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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