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duler



9 September

드림보컬 2020학년도
9월 예고입시 스케줄러 



10 October

드림보컬 2020학년도
10월 예고입시 스케줄러



10 October 11November

드림보컬 2020학년도
11월 예고입시 스케줄러



12December

드림보컬 2020학년도
12월 예고입시 스케줄러



December



































2. 전형일정

보컬

악기

4. 실기고사

실
용
음
악
과

내  용

3.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 연주력80점 만점 + 면접10점 만점 + 중학교 출결10점 만점

자유곡 1곡_무반주공통

장소

5. 제출서류
- 입학원서(온라인 접수, 사진부착)
- 실기전형응시확인서(사진부착)
- 학교생활기록부Ⅱ(교과성적 및 교과관련 수상경력 제외) 출력물
- 자유곡 1곡에 대한 악보 1부

 - 악기전공은 개인악기를 필히 지참하고
   반주자 동반가능 함.(MR반주는 CD에
   WAVE형식만가능)
 - 드럼과 건반은 악기 지참할 필요 없음.
   (건반은 업라이트로만 연주)
 - 노래는 무반주임.

2분 내외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 1355-10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

비고일시구분

24

(전공구분없음)

2020학년도 예고 신입학 전형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11.29(금) 오후2시합격자발표

11.28(악기) 09시~
본교 시청각실

11.27(보컬) 10시~
실기
고사

실용음악과(1학급)

1. 모집인원

11.25(월)~26(화)
(09:00~17:00)

원서접수
(방문 접수)



연기

24

2. 전형일정

4. 실기고사

5. 제출서류
 - 입학원서(온라인 접수, 사진 포함)
 - 모집지역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주민등록등본, 학력증빙서류(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등 )
 - 실기 전형 : 학교생활기록부 Ⅱ(교과성적 및 교과관련 수상경력 제외) 출력물, 악보 1부 (기악, 보컬) (실기고사 당일 제출)
 - 미래인재 전형 : 학교생활기록부Ⅱ(교과성적 및 교과관련 수상경력 제외) 출력물, 포트폴리오(면접당일 제출)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면접 당일 면접 장소에서 본인이 자필로 직접 작성)

연기

- 지정연기
: 지정 연기에 필요한 대사는 실기 고사 당일 순번
추첨 후 본교에서 배부
- 지정 연기 후 심사위원 재량으로 추가 질문을 할
수 있음.
- MR이나 음악은 사용할 수 없음.

 - 실기곡은 2곡이상 준비
   자신있는 곡 1곡을 먼저 실시(보컬, 기악)
   후 1곡 더 시켜볼 수도 있음.
 - 1인당 실기 고사 시간은 5분이 넘지 않
   는 범위로 실기 예정
 - 준비하는 곡들은 장르나 분위기가 다르
   게 준비할 것.
 
   악기 예) R&B 1곡, ROCK 1곡
   보컬 예) 가요 1곡(필수), 팝송 1곡

영
상
음
악
콘
텐
츠
과

보컬

5분이내

 - 시험당일 악보3부 제출
   (처음 연주하거나 부를 노래
     1곡만 준비)
 - MR 반주 사용 가능
   (보컬은 사용불가,악기는 본인의
    악기 연주가 없는 MR)
 - MR 음원은 USB 또는 CD 로
    제출가능하며, 휴대폰·MP3
    플레이어 등의 재생장치는 불가함.
 - 실기고사장에서 음원에 이상이
    발생시에는 수험생 본인의
    책임이므로 꼭 여분을 준비하고,
    음원 재생이 불가능시
    무반주로 실기를 진행함.
 - 반주자는 대동 불가.
 - 동점자 처리기준 :
   내신성적 – 생년월일 연소자
   순으로 선발.

내  용

합격자 개별통보, 학교 홈페이지 게시

본교 4층 회의실

12.04.(수) ~ 12.05.(목)
09:00~17:00

기악

본교 4층 회의실

3.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 ① 실기고사 전형 - 입시곡 70점 + 출결 30점 = 100점
                                        ② 미래인재 전형 - 봉사 10점 + 자소서 및 학업계획서 20점 + 면점 40점 = 100점

추가모집

11.39.(금) 14:00합격자 발표

11.27.(수) 09:00 ~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2길

리라아트고등학교
2020학년도 예고 신입학 전형 

(특별전형만 해당, 미래인재 포함)
11.25.(월) ~ 11.26.(화)

09:00~17:00
원서접수일

비고일시구분

10262412

일반전형미래인재기악보컬

영상음악콘텐츠과(4학급)

1. 모집인원

면접 및 실기
(특별전형)



2. 전형일정

4. 실기고사

5. 제출서류
① 입학원서(온라인접수) (사진 부착)
② 모집지역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주민등록등본, 학력 증빙서류(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등)
③ 학교생활기록부Ⅱ(교과성적 및 교과관련 수상경력 제외) 출력물
④ 입시지원동의서 1부 (실기고사 당일 제출), 실기 전형곡 악보 1부 (실기고사 당일 제출)

기악 (피아노[실용음악], 기타, 베이스, 드럼) 일반전형

1018

*모든 전공
보컬

피아노
기타

베이스
드럼

자유곡 1곡 2분 이내
(MR 파일은 USB에 준비)

내  용

사
운
드
뮤
직
디
자
인
과

* 무반주가능, MR 반주(USB 형태), 반주자 1인 동
반 가능
* 악보 1부 제출
* 피아노, 드럼, 엠프, 마이크 이외의 악기는 본인
지참
* 실기 특별전형은 전공 1개만 지원 가능 실기고사
이후 면접고사 실시

합격자 발표 2018년 11월 29일(금) 14:00 학교 홈페이지 게시

3.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 면접 10% + 출석 20% + 실기고사 70%

비고

원서접수
(방문 접수)

2019년 11월 25일 (월) ~
11월 26일(화)

면접/실기
(특별전형)

2019년 11월 27일(수) ~
11월 28일(목) 13:00 시작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139

1. 모집인원

사운드뮤직디자인과 (실용음악과)

보컬

20

구분 일시 장소

2020학년도 예고 신입학 전형 

각과 실습실(추후 공지)

서울디자인고등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