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수시모집 만화애니메이션학부
실기고사 문제은행 공고
2021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만화애니메이션학부 실기고사 과제별 문제은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실기전형 / 지역인재실기전형 지원자 전원
▣ 일 시 : 코로나-19로 인해 실기 일정은 앞뒤로 하루씩 추가 될 수도 있음 (고사 시간 추후 공지)
- 실기전형 : 2020. 10. 31(토)
- 지역인재실기전형 : 2020. 10. 30(금)

▣ 아래 과제별 3문제 중 고사 당일 1문제를 추첨하여 출제
과 제 명

절지

준비물

고사시간

문제
인형탈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휴식 중인 남녀

상황표현

4절지

색채도구
일체

4시간

코로나로 인해 VR로 진행되는 수업을 듣는 학생

새로운 요리를 개발 중인 초보 요리사
전 우주를 대상으로 스트리밍 방송을 진행하는
외계인 스트리머의 하루

칸만화

4절지

색채도구
일체

4시간

최첨단 인공지능 로봇 애완동물을 선물 받았다.
그리고 나의 생활은 180도 바뀌었다.
밤마다 옆집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려오고....
옆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알아내야겠다.
<적막>
대학 도서관, 시험 기간이 코앞인지라 모두 공부에 집중하고
있다. 적막한 분위기 속에 도서관에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의 연필 소리, 책장 넘기는 소리만이 들린다. 그때 한 학생이
책을 잔뜩 든 채 자리를 잡으려 두리번거리면 걷다 실수로 책

이미지보드

4절지

색채도구
일체

4시간

을 쏟으며 넘어진다. 우당탕하는 소리에 도서관의 적막은 깨지
고 모든 사람이 그 학생을 노려본다. 넘어진 학생의 눈에는 사
람들의 눈빛이 공포로 느껴진다. 재빨리 책들을 들고 다시 일
어나는 학생과 다시 공부에 매진하는 학생들. 도서관은 다시
적막감이 흐른다.
(넘어진 학생의 눈에 비친 타인들의 눈빛과 학생이 느낀 공포
를 극대화하여 표현하시오.)

과 제 명

절지

준비물

고사시간

문제
<출근시간>
이른 아침 기차를 타고 출근을 하는 남자. 어제 밤늦은 시간까
지 일한 탓인지 피로가 채 가시지도 않았지만, 오늘도 아침 일
찍 일어나 회사로 향하고 있다. 기차 안의 사람들은 모두 고개
를 숙인 채 작은 핸드폰 화면만 바라보고 있다. 멍하니 다른
승객들을 바라보던 남자가 고개를 들어 기차 안 광고를 바라
본다.
눈에 띄는 한 광고문구.
“새로운 인생을 바란다면 당신이 지금 가장 바라는 것을 적어
아래 번호로 문자를 보내세요. ◯◯◯ - ◯◯◯◯”
남자는 뭔가에 홀린 듯 광고에 소개된 번호로 문자를 전송한

이미지보드

4절지

색채도구
일체

4시간

다. 갑자기 회색 도시였던 기차 밖이 총천연색의 아름다운 풍
경으로 변한다.
<청소>
오랫동안 비워뒀던 창고를 청소하는 여자, 창고 안 가득 쌓여
있던 짐을 정리하고 물걸레로 바닥도 깨끗하게 청소를 마쳤는
데,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난 벌레 한 마리. 깨끗해진 창고에
벌레를 용납할 수 없는 그녀. 벌레를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지
만, 그 작은 녀석이 얼마나 재빠른지 쉽사리 잡히질 않는다.
그렇게 한참 후 바라본 창고는 다시 처음처럼 엉망이 되어있
고 여자는 주저앉아버린다. 그때 또다시 어디선가 나타나 여자
를 놀리듯 유유히 기어가는 벌레
(여자의 표정 변화를 생생하게 표현하시오.)
무인도를 주제로 공룡이 살고 있는 무인도에 탈출하는 게임을
포스터로 제작해 주세요. 게임의 제목과 함께 캐릭터 3인 이상
등장하고 각각의 캐릭터가 특성이 잘 나타나도록 표현해 주세요.

게임포스터

4절지

색채도구
일체

RPG 귀여운 마녀들 게임을 포스터로 제작해 주세요. 게임의
4시간

제목과 함께 캐릭터 3인 이상 등장하고 각각의 캐릭터가 특성
이 잘 나타나도록 표현해 주세요.
미래 로봇을 주제로 로봇 야구 게임을 포스터로 제작해 주세요.
게임의 제목과 함께 캐릭터 3인 이상 등장하고 각각의 캐릭터가
특성이 잘 나타나도록 표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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