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과

문예창작과

Arts

Creative Writing

적성 맞춤형 교육과정 / 심층이론 & 창작활동 주력

청소년 문학 창작의 현장 / 미디어 리터러시 양성

2023학년도 학생 모집 요강

1. 모집학과 및 정원
학과

연극영화과

음악과

무용과

미술과

문예창작과

계

학 급 수

1

1

1

1

1

5

초6 ~ 중2

초5 ~ 중2

초5~중2

초5 ~ 중2

초6 ~ 중2

2022학년 기준

15

15

15

15

15

75

대

상

학급당 정원

경기도교육청/안양시 지정

2. 원서접수 및 실기전형
•모집공고 : 2022.9.30(금) ~ 10.30(일)
•원서접수 : <학생접수> 2022.10.31(월) ~ 11.04(금) <교사추천> 2022.11.07(월) ~ 11.11(금)
•실기전형 : 2022.12.03(토) 10:00 ~ 13:00(예정)
3. 지원 자격
2022학년도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경기도교육청 및 안양시가 지원하여 교육비는 전액 무료입니다.
■정규수업 이외의 체험학습, 봉사활동을 위한 비용은 전액 수익자 부담입니다.

교육중점

■전공별, 개인별 실기 능력 배양
■작품 전시회 등 다양한 체험 활동

교육중점

■예술인 초청세미나를 통한 진로탐색
실기고사
요강

■전공실기 사물 보고 그리기(소묘, 채색 중에서 택1)

실기고사
요강

■개성있는 작품창작 ■심미안, 통찰력, 비평 능력 향상
■문예 대회 참가를 통한 체험 학습 ■멘토와 함께 하는 창작 토의

나. 규 격 : 4절지

다. 시험시간 : 2시간

다. 시험시간 : 2시간

라. 원고매수 : 운문-제한 없음, 산문-4~5장(400자 원고지)

태양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세상을 그려라!

안양예술고등학교 찾아오시는 길

가. 주어진 조건(문장, 낱말, 영상, 그림, 음악자료)을 활용하여 운문 또는 산문 창작

가. 준비물 : 연필, 소묘재료, 채색재료(이젤, 화판, 화지 본교 준비)

피카소, 고흐... 그리고 우리..

www.anyangart.hs.kr

■전공실기 글쓰기
나. 부문 : 운문, 산문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한 편만 제출

■면접 전공과 관련된 적성 및 인성 파악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 안양예술고등학교 재능계발영재학급을 참고

■면접 전공과 관련된 적성 및 인성 파악

세상을 읽는 미래의 작가

단 하나 뿐인 나만의 이야기를 창조하라!

입학관련 문의처
연극영화과

031)441-8005

음악과

031)441-8007

무용과

031)441-8006

미술과

031)441-8004

문예창작과 031)441-8009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 25번길 40 (안양동) 031-466-8853~6

안양예술고등학교
재능계발 영재학급
2023 학생 모집 안내

연극영화과

교육중점

음악과

Drama & film

Music

Dance

최고의 전통과 명성 / 한류 문화 주역 양산

전문 연주자 양성 / 실기 & 이론 교육 병행

세계적인 무용가 다수 배출 / 창의력 있는 무용인 양성

■체계적이고 기본기에 충실한 실기 지도

교육중점

■기초이론 교육을 통한 예술인으로서의 소양 습득

■국내 최고의 전공실기 강사진

교육중점

■전공별 1:1의 내실있는 개인지도
■전공 발표회(영재학급 음악회)를 통한 무대 경험 제공

■다른 예술분야와 연계된 창작 활동

실기고사
요강

무용과

영재학급 입학식

영재학급 연극영화과 수업 모습

영재학급 입학식

영재학급 음악과 수업 모습

과별 오리엔테이션

영재학급 무용과 수업 모습

영재학급 미술과 수업 모습

영재학급 문예창작과 수업 모습

■전공별 실기 교육으로 전공수업 내실화
■우수 강사진 확보
■다양한 특강을 통해 실기 능력 향상

■콩쿠르 참여를 통한 음악적 견문 확대

■전공실기 <말하기, 특기>
가. 말하기 : 시험 당일 배부한 문장 낭송
나. 특 기 : 노래, 춤, 체조 등 학생이 할 수 있는 것 중 한 가지 선택

실기고사
요강

■전공실기

실기고사
요강

피아노 : 자유곡(빠른 악장 1곡)
성 악 : 초등(동요 또는 한국 가곡 1곡)

■면접 전공과 관련된 적성 및 인성 파악
똘똘 뭉친 끼와 재능으로 도전하라!

■전공실기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전공별 실기동작 실시하기
■면접 전공과 관련된 적성 및 인성 파악

중등(이태리 가곡 1곡 – 반복 없이 원어로)

내일의 스타 미래의 주인공!

재능계발 영재학급 이야기

■면접 전공과 관련된 적성 및 인성 파악

예술의 혼을 깨우는 전문적인 음악인!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다!

꿈꿔봐!!

열정의 몸짓으로 최고의 무대를 향해 비상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