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특기·적성 영역 (음악)
특별전형 신입생 전형 안내
1. 선발인원 : 10명 (악기분야 - 건반악기,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2. 전형 일정
구

분

일

시

장소 (방법)

비고

원서 교부

2021. 11. 22.(월) ~ 12. 1.(수)

본교 홈페이지

원서 접수

2021. 11. 29.(월) ~ 12. 1.(수)

비전관 제1교무실

실기전형/면접

2021. 12. 6.(월) 13:30

본교 오케스트라 실

합격자 발표

2021. 12. 8.(수) 15:00

개별 통보

직접 제출
마감시간 엄수

※ 2022학년도 입학전형 일정은 학교 소재지 내 감염병 유행 시 교육청과 협의 후 전형일 및 전형 방법이 조정될 수 있음
※ 면접이나 실기 등의 진행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 운영하며, 면접이나 실기 등의 전형이 취소될 경우, 대체 방안을
수립하여 추후 공지 예정

3. 지원 자격
가) 음악 악기 분야의 도 대회급 이상의 입상 실적이 있는 자
나) 추천 등에 의한 특기·적성 영역 우수자
음악인으로서 장래성이 있다고 해당 악기 분야의 공인된 전문 연주가가
인정하여 출신 중학교장이 추천한 자
4. 전형 방법
가) 실기 시험 : 가창, 악기, 시창, 청음, 면접
나) 중학교 내신 : 미반영
다) 본교 특기·적성 영역(음악) 특별 전형 선발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확정
※ 합격자는 아래 악기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필수적으로 전공 하여야 함.
피아노,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색소폰, 트럼펫, 트롬본, 호른, 튜바, 마림바, 팀파니, 스네어 드럼
※ 특기·적성 영역(음악) 특별 전형 지원자는 원서 접수 전에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사전 면담을 반드시
요함 (전화 예약 후 상담)

< 특별전형 관련 문의 >
음악과 대표전화 ☎ 031-551-0527,

070-5118-6546,

070-5118-6410

Dream Passion Hope
동화고등학교 음악 예술반 교육 프로그램
2018년 교육부 음악 예술중점학교 지정

예술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음악 전문교과 선택, 시수 확보

개인 1악기 전공 선택 개인별 악기 선정, 1:1 개인지도를 받아 대학진학과 연주가의 꿈을 펼칠 수 있습니다.
실기와 이론교육

실기와 이론 교육을 병행하여 음악가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과 능력을 배양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연주회를 통한 실전 연주 경험

향상음악회, 정기연주회, 사제동행음악회, 지역교회 봉사 연주, 신입생 환영음악
회, 졸업연주회, 예술제 연주회, 다문화가정 학생들과 함께하는 연주회 등을 통해 다양한 무대연주 경험 및 실전 연주 경험을 쌓
고 이를 통해 유능한 음악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최첨단 시설

개인 연습실 및 합주실, 실내악실, 타악기실을 갖추고 있으며, 전용 연습실을 상시 개방하고

있습니다.

동화고의 자랑 라온 오케스트라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주1회 악기별 전문 강사가 학교를 방문하여 실기 레슨 및 합
주를 통해 예술적 재능, 감수성, 창의성을 키워주며,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학생들이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경험하고 배운 것들
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재능기부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