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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모집단위 공통소양 문제

공통소양

· 학부(과) 지원 동기를 말해보고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 자신은 어떤 경우에 스트레스를 받는가? 그리고 이를 어떻게 해소 하는지 말해보시오.

· 정보화 사회에 심각해지고 있는 윤리적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와 관련하여 대처

방안을 제시해 보시오.

·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해보시오.

· 자신의 가장 큰 장점이나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디자인학부
전공기초
· 현대 디자인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디자인의 보편적인 개념과 전문적인 개념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 디자인과 순수예술의 차이점을 설명하세요.
·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하여 문화적 활동과 경제적 활동 측면에서 설명하시오.
· 가장 닮고 싶은 디자이너는 누구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1920년대 바우하우스 디자인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설명하세요.
· 포스트모더니즘 디자인이 과거의 디자인과 다른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디자인의 사회적 역할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십시오.
· 디자인에서 창의성이 왜 중요할까요?
· 우리의 전통 문화(재) 중 디자인이 잘 되었다고 생각되는 것을 하나 추천하고, 왜 잘 되었다
고 생각하는지 본인의 생각을 밝히시오.
· 현재 디자인 분야의 트랜드나 키워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경호전공
전공기초

· 경호원이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소양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설명하시오.
· 대인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 향후 전망이 밝은 직종으로서의 경호원에 대한 기대는?

패션디자인학과
전공기초
· 졸업 후 패션의 어떤 아이템에서 종사하고 싶은지 설명해 보세요.
· 패션의 범주(범위)에 대하여 설명해 보세요.
· 리사이클 패션에 대하여 예를 들어 설명해 보세요.
· 스마트 패션에 대하여 예를 들어 설명해 보세요.
· 우리나라 전통문양을 이용하여 현대의 패션에 적용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 패션아이템 개발에 있어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 현재 가장 관심있는 분야는 어떤 종류입니까.
· 졸업 전까지 전공 관련 스펙을 쌓기 위해 어떠한 노력과 계획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
야기해 보세요.
· 청바지의 역사에 대하여 설명해 보세요.
· 명품브랜드 운동화와 일반 마트에서 파는 운동화의 품질(디자인, 제작상)의 차이에 대하여
설명해 보세요.

레포츠과학부
전공기초
· 스포츠의 발전 방향에 대해 설명하시오
· 부산 지역 스포츠 장단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 스포츠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소양은 무엇인가요?
· 스포츠이벤트, 스포츠용품에 대해 아는데로 설명하세요?
· 스포츠 활동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시오
· 운동처방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시오 ?
· 레저스포츠산업의 전망에 대해 설명하시오
· 여가와 스포츠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시오 ?
· 스포츠 관련 국가 자격증의 종류에 대해 설명하시오
· 스포츠행정 단체에는 어떤 단체들이 있는가?

영화과
전공기초
· 2015년 극장에 개봉하여 흥행에 크게 성공한 한국 영화 1편을 들어 그 영화가 흥행에 성
공한 요인을 아는 대로 말하시오.
· 영화 장르의 종류를 열거하고 그 중 한 장르를 들어 장르에 고유한 특성과 관습을 설명하시
오.
· 좋은 시나리오를 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 세 가지를 우선순위 별로 말한다면? 그 이
유는?
·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영화 예술의 발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의 장점과 단점을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 디지털 카메라의 종류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하고, 즐겨 사용해 본 적이 있는 카메라의 구
조와 성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영화 제작에 필요한 역할(예를 들어 감독)들을 모두 열거하고 그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말
하시오. 그 이유를 말하시오.
· 현재 영화관 외에 영화가 상영/송신되는 플랫폼 또는 매체를 열거하고 그 중 가장 전망이
밝은 매체를 말하시오. 그 이유는?
· 단편 영화에 적합한 스토리나 아이디어, 트리트먼트를 생각해본 것이 있다면 말하시오.

뮤지컬과
전공기초
· 연극의 3요소는 무엇입니까?
· 뮤지컬의 역사에 대해 설명하시오.
· 뮤지컬과 오페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 세계 4대 뮤지컬로 일컬어지는 작품은 무엇입니까?
· 자신이 좋아하는 뮤지컬과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 말해보시오.
· 자신이 좋아하는 뮤지컬배우와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 말해보시오.
· 뮤지컬의 구성요소에 대해 설명하시오.
· 뮤지컬의 종류에 대해 설명하시오.
· 뮤지컬과 관련하여 배우 외에 진출할 수 있는 분야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현재 한국 뮤지컬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연기과
전공기초
· 문화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시오.
· 연극이 포함하고 있는 분야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미술과 관련된 요소는 어떠한 것이 있는
지 설명하시오.
· 사람의 공명 기관은 무엇으로 구성 되며 음의 높이에 따라 울리는 신체사용공간은 어디인지
설명하시오.
· 문화의 기능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하시오.
· 공연예술 분야로써 퍼포먼스(performance)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시오.
· 19세기 전반에 낭만주의의 발단 계기와 특징 및 각 예술 활동의 대표적 인물을 말하시오.
· 르네상스의 탄생 배경과 특징을 설명하시오.
· 무대미술에 대한 개념과 목적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시오.
· 대중문화란 무엇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하시오.
· 현대 드라마의 발단계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설명하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