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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모집요강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전통예술 인재 육성

http://kugak-am.sen.h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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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안전관리 방안

2023학년도 신입학전형 전기고등학교 이중지원 금지

01.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02. 세부 전공별 모집인원

03. 지원 자격

04. 전형 일정 및 원서 접수

05. 제출 서류

06. 전형 방법

07. 세부 전공별 실기고사

08. 동점자 처리 기준

09. 합격 배제 조건

10. 합격자 발표

11. 기타 유의사항

C O N T E N T S

National High School of Traditional Korean Arts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2023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안전관리 방안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학생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형 운영목      적

기본방침

안전관리 방안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시험 방역관리 안내」(‘22.6.) 적용)

코로나19 지역 확진자 급증 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 교육청 협의에 따라 전형일,

전형방법 등 입학전형 변경

※ 접수기간 이후 방역상황에 따라 전형방법 변경 등을 홈페이지에 안내할 수 있음.

1. 응시자의 코로나19 격리 사전 신고

2. 코로나19 관리 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가. 교육부-교육청-학교 간 비상대응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지자체-보건소-의료기관) 구성

나. 시험장(학교) 감염관리책임자 및 감염병관리전담자 지정

다. 응시자 및 시험감독관 전원에 대해 유증상자 해당 여부 확인

3. 안전한 전형 운영을 위한「안전관리계획」수립 및 추진(별도 공고)

1. 격리자: 확진 또는 격리 통보를 받은 즉시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해야 함

2. 신고 방법: 유선전화 후 관련 서류 메일로 제출

유선전화: 02-6488-3512  메일: leejs1208@korea.kr

세부사항은 홈페이지-[입학안내]-[신입생 입학전형 관련 공지사항] 메뉴 참고

3. 관련서류: ① 실기시험 응시 사전 신청서 : 본교 양식

② 격리통지서

③ 외출 허가서: 보건소 발급(격리자), 병원 주치의 발급(입원치료자)

※ 격리 현황 미통보 또는 거짓통보가 확인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격리자, 입원치료자) 사전 외출 허가를 받아 신고한 경우 별도시험실 응시 가능

(유증상자) 시험 당일 유증상자는 별도 지정된 예비시험실 응시 가능  

(응시자 / 시험관리자)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체크, 전원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 응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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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장

3. 전기고등학교에 합격(합격 후 등록하지 않은 자 포함)한 자가 학교의 입학을 포기한 경우

2023학년도에 다른 학교에 지원 불가

- 접수일자 및 전형시기, 합격여부와 관계없이 적용

- 전기고등학교에 지원하여 불합격한 자는 관악예술과 정시모집에 지원 불가

(단, 관악예술과 추가모집 지원은 가능)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84조, 제85조, 제86조 

 (개념) 

 (적용 범위) 서울특별시 관내 고등학교는 물론 다른 시·도 소재 모든 고등학교에도 적용

☞ 서류 제출 전이라도, 다른 전기고등학교에 지원(전형료 결제)할 경우  이중지원에 해당됨.

온라인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원서접수 및 전형료 결제를 마치면 접수 완료로 간주되며 취소 불가함.

1. 전국 소재 전기고등학교(관악예술과 포함) 중에서 1개 학교만 지원 가능

2. 전기고등학교 합격자는 전기고등학교 추가모집 및 후기고등학교에 지원 불가

 2023학년도 신입학전형 

전기고등학교 이중지원 금지

모집학과 한국음악과 무용과 음악연극과 계

학급수 4학급 1학급 1학급 6학급

정원 내 일반전형 124명 25명 31명 180명

정원 외

보훈자 자녀(3% 이내) 3명 1명 1명 5명

고입 특례대상자(2% 이내) 1명 1명 1명 3명

특수교육대상자(3% 이내) 3명 1명 1명 5명

 ※ 지원은 1개 학과에 한함

 ※ 일반전형 지원자 중 학과별 모집인원 10% 이내에서 실기우수자를 우선선발할 수 있음. 

학과 세부전공 모집인원(단위:명)

한국음악과

가야금·거문고 18 ~ 30

대금·피리 16 ~ 26

해금·아쟁 13 ~ 22

작곡·국악이론 3 ~ 12

판소리·정가 10 ~ 20

민요·가야금병창 8 ~ 20

타악(장단·연희) 14 ~ 25

무용과 한국무용 25

음악연극과 음악연극 31

합계 180명

※ 세부 전공별 최종 모집인원은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실기고사 결시 및 합격 배제 조건(p.15 참조) 등의 이유로 세부 전공별 모집인원이 채워지지 않을 경우, 동일 학과 지원자 중에서 전공과 

관계없이 입시 총점 순으로 충원하며, 이때 충원되는 전공의 모집인원은 해당 전공의 최대 모집인원을 초과할 수 있다.

가. 전국 소재 중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나. 중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단, 원서접수일 전(2022.10.13.(목)까지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자퇴가 확인된 자는

지원 가능함.(자퇴확인서 또는 제적증명서 제출)

02 세부 전공별 모집인원

01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6학급 180명)

03 지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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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제출 서류

 일반전형 l 졸업자

1) 공통 제출 서류

2) 학교생활기록부Ⅱ 출력물 1부 (※원본대조필, 간인, 학교장 직인)

3) 자퇴 확인서 또는 제적 증명서 1부

가) 국내 고등학교 재학 중이었다가 자퇴한 자만 제출

나) 해당 고등학교장 직인 날인, 자퇴 일자 명기

4) 미등록 확인서

가) 국내 고등학교 배정 후 등록하지 않은 자만 제출

나) 해당 고등학교장 직인 날인

전형별 제출 서류나

 일반전형 l 졸업예정자

1) 공통 제출 서류

2) 학교생활기록부Ⅱ 출력물 1부  

가) 출력 방법

- 출력 옵션에서 ‘서울 이외 방식 자사고·일반고 입시용’ 탭을 선택

나) 원본대조필, 간인, 학교장 직인이 모두 날인된 출력물에 한함.

다) 중학교 내신점수(교과학습발달상황, 출결, 봉사활동 등) 마감 기준일인 2022. 10. 04.(화)까지의 자료가 NEIS 학생부에 

반영된 출력물에 한함.

※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상황 특기사항란에 ‘2022. 10. 04.(화) 기준’이라고 기록하여 출력함.

•수상경력(3번) 제외

•교과학습발달상황(5번) 중 원점수, 과목평균(표준편차) 제외하고 성취도(수강자 수)만 포함

•교과학습발달상황(5번)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중 영재기록사항 제외

•교과학습발달상황(5번) 중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3학년 부분 제외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8번)의 3학년 부분 제외

1) 입학원서 1부, 수험표 1부

-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수험표를 출력함.

- 입학원서의 ‘교과 내신’ 및 ‘비교과 내신’란은 작성교사가 입력, 내용 확인 후 날인함.

- 입학원서 사진란에 출신 중학교장 직인을 날인함.

※ 인터넷 원서 접수 시 입학원서와 수험표에 최근 3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3×4cm)을 업로드한 다음 입학원서 사진란에 학교장 직인을 날인함. 

2) 전형료 : 50,000원(인터넷 접수 시 결제하며 인터넷 접수 대행 수수료는 별도임.)

공통 제출 서류가

구분 일정 장소

 인터넷 원서 접수 2022.10.14.(금) 09:00 ~ 2022.10.19.(수) 13:00까지 본교 홈페이지 

방문 원서 접수
(서류제출)

2022.10.17.(월) ~ 2022.10.19.(수) (09:00 ~ 17:00) 본교 원서접수처

온라인 예비소집 각 전공별 고사일정 및 고사장 안내 : 2022.10.21.(금) 15:00 예정 본교 홈페이지

실기고사 2022.10.24.(월) ~ 10.26.(수) 전공별 실기 시험실

합격자 발표 2022.10.28.(금), 16:00 본교 홈페이지

합격자 소집 2022.10.31.(월) 09:00 ~16:00 본교 교무실

합격자 등록 2023.01.17.(화) ~ 01.20.(금) 10:00~16:00 본교 교무실

1) 인터넷 원서접수 

가) 기간 : 2022. 10. 14.(금) 09:00 ~ 2022. 10. 19.(수) 13:00까지(기간 중 24시간) 

나) 장소 : 본교 홈페이지 (http://kugak-am.sen.hs.kr)

2) 방문 원서 접수 (서류 제출)

가) 기간 : 2022. 10. 17.(월) ~ 2022. 10. 19.(수) (09:00 ~ 17:00)

나) 장소 : 본교 원서접수처

※ 접수 완료된 입학원서를 출력하여 마감 시한까지 제출 서류와 함께 본교 접수처에 제출함.

※ 우편 접수는 허용하지 않으며(서류 분실 방지 및 서류 검토), 본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 미비로 불합격 처리됨.

3) 유의사항

가) 본교는 전기고에 해당하며 이중지원이 금지됨. 접수 일자, 전형 시기,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소재 전기고등학교

(관악예술과 포함) 중 1개 학교에만 지원 가능함

- 인터넷 원서접수 및 전형료 결제를 마치면 접수가 완료되어 취소 및 수정할 수 없음.

- 예술고에 온라인 원서접수 및 전형료 결제를 마친 자는 다른 예술고에 지원 불가

나) 본교 합격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시·도 교육청 시행 2023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전형(추가 전형 포함)에

응시할 수 없음.

다) 서류 미비인 경우나, 제출된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입학원서 작성
(사진은 파일로 업로드)

및 전형료 결제

팝업창 또는
입학 안내에 링크된

‘원서 접수 바로가기’ 클릭

원서접수 사이트
(유웨이어플라이(http://

www.uwayapply.com))에
지원자의 이름으로 회원 가입

입학원서,
수험표 출력

작성 교사가 입학원서 확인 후 날인,
입학원서에 출신중학교장 직인 날인

학교생활기록부Ⅱ 출력하여 원본대조필, 간인, 학교장 직인 날인

본교에 방문하여
원서접수처에 서류 제출
<5항의 제출서류 참조>

본교 홈페이
(http://kugak-am.sen

hs.kr) 접속

전형 일정가

원서 접수나

04 전형 일정 및 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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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도 평균 점수 성취도 평균 점수 성취도 평균 점수 성취도 평균 점수

4.800이상 5.000이하 160점 3.800이상 4.000미만 152점 2.800이상 3.000미만 136점 1.800이상 2.000미만 112점

4.600이상 4.800미만 159점 3.600이상 3.800미만 149점 2.600이상 2.800미만 132점 1.600이상 1.800미만 107점

4.400이상 4.600미만 158점 3.400이상 3.600미만 146점 2.400이상 2.600미만 127점 1.400이상 1.600미만 103점

4.200이상 4.400미만 156점 3.200이상 3.400미만 143점 2.200이상 2.400미만 122점 1.200이상 1.400미만 101점

4.000이상 4.200미만 154점 3.000이상 3.200미만 140점 2.000이상 2.200미만 117점 1.000이상 1.200미만 100점

<표1> 성취도 환산 평균에 따른 점수 기준표

 출결 점수 및 봉사활동 점수가 있는 지원자의 내신 점수 산출

가) 교과 점수 산출 방법

(1) 졸업예정자 (학력인정 각종학교 포함)

중학교 교과 성취도를 아래의 평정 점수로 환산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교과 점수를 산출하며, 교과 점수 총점은 160점으로 한다. 

(자유학기제 이수 등으로 교과 점수가 없는 학기가 있는 경우, 교과를 이수한 학기의 과목만으로 환산 평균 점수를 산출한다.)

※  점수 반영 교과는 성취도가 산출된 모든 과목으로 한다. 단, 예술계 중학교(특성화 중학교, 각종 학교)와 예술 중점학교의 예술 관련 

전문교과는 제외함.

❷ 성적 산출 방법 

                 

☞ 성취도 환산 평균 점수를 구한 후 소수점 아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구한 후, 아래 <표1>에 따라 점수를 반영한다.

구분 5단계 평가교과(체육, 음악, 미술 제외) 3단계 평가교과(체육, 음악, 미술)

성취도 A B C D E A B C

평정 점수 5 4 3 2 1 5 4 3

❶ 성취도에 따른 평정 점수

2학년 1학기 ~ 3학년 1학기 과목별 평정 점수의 합

2학년 1학기 ~ 3학년 1학기까지의 총 과목수
성취도 환산 평균 점수 =

06 전형 방법 전형은 일반 전형, 보훈자 자녀 전형, 고입 특례대상자 전형,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으로 구분하며, 실기우수자 우선선발은 일반 전형에만 적용한다.

가)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

         내용
배점

중학교 내신 점수

실기점수 계
교과 점수

비교과 점수
소계

출결 봉사활동

점수(점) 160점 30점 10점 200점 300점 500점

비율(%) 32% 6% 2% 40% 60% 100%

나) 교과 점수 반영 교과 : 성취도가 산출된 모든 교과(선택 및 재량교과 포함). 단, 예술계 중학교와 예술 중점학교의

예술 관련 전문교과는 제외함.

다)  실기우수자 우선선발 : 일반 전형 지원자 중, 정원 내 학과별 모집인원 10% 이내에서 실기우수자를 심의하여 중학교 

내신 점수에 관계없이 우선 선발할 수 있다.

일반 전형가

1) 전형 요소

※ 중학교 내신 점수(교과 및 비교과 점수)는 해당 항목별로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단, 아래 내신 점수 산출 방법에 적용이 

되지 않는 자의 점수는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점수를 별도로 산출한다.

2) 내신 성적 산출 방법

 일반전형 l 일반 귀국자

 일반전형 l 중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보훈자 자녀 전형

 고입 특례대상자 전형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1) 공통 제출 서류

2) 국내 재학 학교(또는 최종학교) 학교생활기록부Ⅱ 출력물 1부 (※원본대조필, 간인, 학교장 직인)

3) 재학한 외국학교의 모든 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영사 확인(아포스티유) 및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한 서류이어야 함.

4) 지원자의 출입국 사실 증명서 1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학생의 입국 일자 명기)

5) 전 가족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1부 (※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

6) 국내 최종 학교의 졸업증명서 1부 (※국내 학교 졸업자의 경우에 한함)

1) 공통 제출 서류

가) 출력한 원서의 작성자(작성교사)란은 보호자가 서명 후 날인(도장)

나) 출력한 원서의 사진 아래, 출신 학교장 직인란은 날인하지 않음.

다) 방문 접수 시, 사진란에 학교장 직인 대신 접수자가 확인 날인함.

2) 중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증서 사본 1부 또는 검정고시 합격 증명서 원본(교육지원청 발급) 1부

3) 중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부. (※ 해당 지역 검정고시위원회 위원장 또는 교부기관장 직인 날인)

1) 공통 제출 서류

2) 학교생활기록부Ⅱ 출력물 1부

- 일반전형(졸업예정자, 졸업자) 서류 2)번 내용과 동일

3) 교육지원대상자 확인서(해당 중학교장 발행) 또는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관할 보훈지청 발행) 1부

1) 공통 제출 서류

2) 학교생활기록부Ⅱ 출력물 1부

- 일반전형(졸업예정자, 졸업자)서류 2)번 내용과 동일

3) 고입 특례대상자 확인서(출신학교장 또는 소속 교육(지원)청 발급)

※ 특례입학 대상자이나, 고입 특례대상자 확인서가 없는 경우는 본교 입학처에 문의

1) 공통 제출 서류

2) 학교생활기록부Ⅱ 출력물 1부

- 일반전형(졸업예정자, 졸업자) 서류 2)번의 내용 동일

3)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통지서 1부

- 소속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발행 

※ 지원 당시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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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출결 점수 산출 방법

(1) 전 학년의 미인정결석 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표2>에 따라 점수를 반영한다.

(단, 미인정지각, 미인정조퇴, 미인정결과를 합산하여 3회를 미인정결석 1회로 간주하고, 나머지 2회 이하는 버림.)

(2) 졸업예정자는 2022년 10월 4일(화)을 기준으로 한다

미인정 결석 총 일수 =
국내 학교 재학 중 미인정 결석일 수 총합

국내 학교에 재학한 학기 수 총합
) x 6(

<표2> 출결 점수 평가 기준표

 미인정 결석일수 0일 1 ~ 2일 3 ~ 4일 5 ~ 6일 7일 이상

출결 점수 30 28 24 18 12

(3) 일반귀국자 중 국내 학교 교과 점수가 일부 있는 자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예정)자의 미인정결석일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소수점 아래를 버린 일수로 한다. 

 출결 점수 및 봉사활동 점수가 없는 지원자의 내신 점수 산출

가) 졸업자 중 출결 및 봉사활동 점수가 없는 자

3개 학년 전 교과 성취도를 평정 점수로 환산하여 성취도 평균을 산출한 후, <표4>에 따라 점수를 반영하며 내신점수 

총점을 200점으로 한다. 단, 점수 반영 교과는 전문교과를 제외한 성취도가 산출된 모든 과목으로 한다. 

구분 5단계 평가교과(체육, 음악, 미술 제외) 3단계 평가교과(체육, 음악, 미술)

성취도 A(수) B(우) C(미) D(양) E(가) A(우수) B(보통) C(미흡)

평정 점수 5 4 3 2 1 5 4 3

※ 점수 반영교과는 성취도가 산출된 모든 과목임. 단, 예술계 중학교와 예술 중점학교의 예술 관련 전문교과는 제외함.

❷ 성적 산출 방법 

 ☞  성취도 환산 평균 점수를 구한 후 소수점 아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구한 후, 아래 <표4>에 따라 점수를 

반영한다.

❶ 성취도에 따른 평정 점수

3개 학년의 과목별 평정점수의 총합

3개 학년 총 과목 수
성취도 환산 평균 점수 =

다) 봉사활동 점수 산출 방법

(1) 전 학년의 봉사활동 총 시수를 계산하여 <표3>에 따라 점수를 반영한다.

(2) 졸업예정자는 2022년 10월 4일(화)을 기준으로 한다.

<표3> 봉사활동 점수 평가 기준표

졸업예정자
총 시수(시간) 15이상 14 ~ 13 12 ~ 11 10 ~ 9 8이하

봉사활동 점수 2023학년도 서울별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근거 시수와 상관없이 10점

2022년 졸업자
총 시수(시간) 15이상 14 ~ 13 12 ~ 11 10 ~ 9 8이하

봉사활동 점수 10 9 8 6 4

2021년 졸업자
총 시수(시간) 30이상 29~25 24~20 19~15 14미만

봉사활동 점수 10 9 8 6 4

2020년
이전 졸업자

(~2020.2월 졸업자)

총 시수(시간) 40이상 35 ~39 30 ~ 34 25 ~ 29 24이하

봉사활동 점수 10 9 8 6 4

        봉사활동 시수 =
국내 중학교 재학 중 봉사활동 시수

국내 학교에 재학한 학기 수 총합
) x 6(

    (3)  일반 귀국자 중 국내 학교 교과 점수가 일부 있는 자와 조기진급·조기졸업(예정)자의 봉사활동 시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소수점 아래에서 반올림한다.

(2) 졸업자

중학교 교과 성취도 ‘A,B,C,D,E’또는 ‘수,우,미,양,가’를 평정 점수로 환산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교과 점수를 산출

하며 교과 점수 총점은 160점으로 한다. 

※  점수 반영교과는 성취도가 산출된 모든 과목으로 한다. 단, 예술계 중학교(특성화 중학교, 각종 학교)와 예술 중점학교의 예술 관련 

전문교과는 제외함.

❷ 성적 산출 방법 

 ☞ 성취도 환산 평균 점수를 구한 후 소수점 아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구한 후, <표1>에 따라 점수를 반영한다.

구분 5단계 평가교과(체육, 음악, 미술 제외) 3단계 평가교과(체육, 음악, 미술)

성취도 A(수) B(우) C(미) D(양) E(가) A(우수) B(보통) C(미흡)

평정 점수 5 4 3 2 1 5 4 3

❶ 성취도에 따른 평정 점수

2학년 1학기 ~ 3학년 2학기 과목별 평정 점수의 합

2학년 1학기 ~ 3학년 2학기까지의 총 과목수
성취도 환산 평균 점수 =

(3)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예정)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최종학년(조기이수 프로그램에 의한 이수 학년 제외)의 교과 점수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성취도 

평균을 산출한 후, <표1>에 따라 점수를 반영한다.

※  점수 반영 교과는 성취도가 산출된 모든 과목으로 한다. 단, 예술계 중학교(특성화 중학교, 각종 학교)와 예술 중점학교의 예술 관련 

전문교과는 제외함.

❷ 성적 산출 방법 

☞  중학교 2학년 1학기 이후 이수한 교과 성취도를 ①평정 점수로 환산하여 ②성취도 환산 평균 점수를 산출하고 소수점 아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구한 후, p.9 <표1>에 따라 점수를 반영한다.

❶ 성취도에 따른 평정 점수

성취도 A B C D E

평정 점수 5 4 3 2 1

내신점수로 반영되는 학기의 과목별 평정 점수의 총합

내신점수로 반영되는 총 과목 수
성취도 환산 평균 점수 =

(4) 일반 귀국자 중 국내 학교 교과 점수 일부만 있는 자

 일반 귀국자 중, 중학교 2학년 및 3학년 1학기 교과 점수의 일부만 있는 경우, 각 교과 점수(국내에서의 교과 점수만 반영하고 외국 

학교 교과 점수는 반영하지 않음)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성취도 환산 평균 점수를 산출하여 <표1>에 따라 점수를 반영한다.

❶ 성취도에 따른 평정 점수

성취도 A B C D E

평정 점수 5 4 3 2 1

※  점수 반영 교과는 성취도가 산출된 모든 과목으로 한다. 단, 예술계 중학교(특성화 중학교, 각종 학교)와 예술 중점학교의 예술 관련 

전문교과는 제외함.

❷ 성적 산출 방법 

                   

☞  성취도 환산 평균 점수를 구한 후 소수점 아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구한 후, p.9 <표1>에 따라 점수를 반영한다.

내신점수로 반영되는 과목별 평정점수의 총합

내신점수로 반영되는 총 과목 수
성취도 환산 평균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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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자격

국가보훈처에서 교육지원대상자로 지정되거나 교육지원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2) 선발 방법

전체 모집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일반전형과 동일한 방법으로 내신점수와 실기점수를 합산한 후 정원 외로 선발한다.

3) 선발 인원

모집학과 한국음악과 무용과 음악연극과 계

선발인원 3명 1명 1명 5명

1) 지원 자격

 -「소속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

- 지원 당시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 

2) 선발 방법

 전체 모집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일반전형과 동일한 방법으로 내신점수와 실기점수를 합산한 후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지원자 간의 경쟁을 통하여 정원 외로 선발한다. 

3) 선발 인원 

모집학과 한국음악과 무용과 음악연극과 계

선발인원 3명 1명 1명 5명

보훈자 자녀 전형(정원 외)나

2) 선발 방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2호 각목 및 제3호 해당자인 고입 특례대상자(교육청의 확인을 받은 자)는 전체 

모집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일반전형과 동일한 방법으로 내신점수와 실기점수를 합산한 후 정원 외로 선발한다.

3) 정원 외 선발인원

모집학과 한국음악과 무용과 음악연극과 계

선발인원 1명 1명 1명 3명

1) 지원 자격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제3호에 의거 『시·도 고등학교 특례입학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선정되어 

통보된 자

구분 자  격  요  건

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제2호 가목)

국내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제2호 나목)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 요원의 자녀

외국인 학생
(제2호 다목)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북한 이탈 주민 등
(제3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하여 졸업한 자

고입 특례대상자 전형(정원 외)다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정원 외)라

성취도 평균 점수 성취도 평균 점수 성취도 평균 점수 성취도 평균 점수

4.800이상 5.000이하 200점 3.800이상 4.000미만 175점 2.800이상 3.000미만 164점 1.800이상 2.000미만 152점

4.600이상 4.800미만 191점 3.600이상 3.800미만 172점 2.600이상 2.800미만 162점 1.600이상 1.800미만 149점

4.400이상 4.600미만 186점 3.400이상 3.600미만 170점 2.400이상 2.600미만 160점 1.400이상 1.600미만 146점

4.200이상 4.400미만 181점 3.200이상 3.400미만 168점 2.200이상 2.400미만 158점 1.200이상 1.400미만 141점

4.000이상 4.200미만 178점 3.000이상 3.200미만 166점 2.000이상 2.200미만 155점 1.000이상 1.200미만 136점

<표4> 성취도 환산 평균에 따른 점수 기준표

나) 중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검정고시에 응시한 전 과목<총 6과목>의 평균 점수를 산출한 후, <표5>에 따라 점수를 반영하며 내신점수 총점은 

200점으로 한다.

전 과목 평균 점수 전 과목 평균 점수 전 과목 평균 점수 전 과목 평균 점수

99이상~100이하 200점 93이상~95미만 175점 83이상~85미만 164점 73이상~75미만 152점

98이상~99미만 191점 91이상~93미만 172점 81이상~83미만 162점 71이상~73미만 149점

97이상~98미만 186점 89이상~91미만 170점 79이상~81미만 160점 69이상~71미만 146점

96이상~97미만 181점 87이상~89미만 168점 77이상~79미만 158점 67이상~69미만 141점

95이상~96미만 178점 85이상~87미만 166점 75이상~77미만 155점 60이상~67미만 136점

 <표5> 검정고시 전 과목 평균에 의한 점수 기준표

다) 일반 귀국자 중 국내 학교 교과 점수가 전혀 없는 자

외국 학교 교과 점수 중 최종 학기의 점수를 다음과 같이 평정 점수로 바꾸어 성취도 평균을 구한 후 <표6>에 따라 

점수를 반영하며 내신 총점은 200점으로 한다.

※ 점수 반영 교과는 최종 학기의 교과목 점수만 반영한다. 

❷ 성적 산출 방법 

☞  성취도 환산 평균 점수를 구한 후 소수점 아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구한 후, 아래 <표6>에 따라 점수를 반영한다.

❶ 교과 점수에 따른 평정 점수

성취도 A이상 A미만 B이상 B미만 C이상 C미만 D이상 D미만

평정 점수 5 4 3 2 1

최종학기의 과목별 평정점수의 총합

최종학기의 총 과목 수
성취도 환산 평균 점수 =

성취도 평균 점수 성취도 평균 점수 성취도 평균 점수 성취도 평균 점수

4.800이상 5.000이하 200점 3.800이상 4.000미만 175점 2.800이상 3.000미만 164점 1.800이상 2.000미만 152점

4.600이상 4.800미만 191점 3.600이상 3.800미만 172점 2.600이상 2.800미만 162점 1.600이상 1.800미만 149점

4.400이상 4.600미만 186점 3.400이상 3.600미만 170점 2.400이상 2.600미만 160점 1.400이상 1.600미만 146점

4.200이상 4.400미만 181점 3.200이상 3.400미만 168점 2.200이상 2.400미만 158점 1.200이상 1.400미만 141점

4.000이상 4.200미만 178점 3.000이상 3.200미만 166점 2.000이상 2.200미만 155점 1.000이상 1.200미만 136점

<표6> 성취도 환산 평균에 따른 점수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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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전공 실기과제 배점

한
국
음
악
과

가야금
거문고 

대금,피리
해금,아쟁

1. 정악
- 가야금: 송구여지곡 1~3장
- 거문고 대금 피리 : 수연장지곡 1~3장
- 해금 아쟁 : 평조회상 중 세령산(1, 2장)

100

2. 산조(5분 이내) 200

타악
장단

1. 정악 장단: 평조회상 도드리, 타령장단 중 당일 제시(2분 내외) 100

2. 민속악 장단: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포함(3분 내외) 200

※ 당일 시험 시 본교에서 음원 제시

타악
연희

1. 선반: 자유곡(3분 내외)
- 다스름, 굿거리, 자진모리, 동살풀이, 휘모리 장단 등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성
- 꽹과리, 장구, 북 中 택일

200

2. 소고놀이: 자유곡(2분 내외)
- 필수: 사사, 나비상, 양상 - 택일: 연풍대, 자반뒤집기

100

※ 복장: 무늬 없는 검정색 티셔츠(라운드형), 검정색 바지, 연희용 슈즈 ※ 무반주 시험

국악작곡
국악이론

1. 음악이론 - 서양음악이론: 음정, 박자, 조성, 조옮김, 기보법, 음계, 조바꿈, 화음 150

2. 청음 20

3. 기악 또는 성악 실기 - 장르 및 악기 종류에 제한 없음. (3분 이내 자유곡)
※ 원서 접수 시 악보 5부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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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소리
판소리 다섯 마당 중 자유곡 5분 이내(아니리, 창조 생략) 300

※ 복장: 상의-무늬 없는 흰색 상의, 하의-무늬 없는 검은색 하의, 신발 자유 선택
※ 발림용 무늬없는 부채

정가
가곡, 가사, 시조, 고가신조 중 자유곡(단, 고가신조는 2곡) 300

※ 복장: 상의-무늬 없는 흰색 상의, 하의-무늬 없는 검은색 하의, 신발 자유 선택

민요
민요 또는 잡가 중 자유곡(5분 이내) 300

※ 복장: 상의-무늬 없는 흰색 상의, 하의-무늬 없는 검은색 하의, 신발 자유 선택

가야금
병창

단가 또는 판소리 5마당 중 자유곡 5분 이내(아니리, 창조 생략) 300

※ 복장: 상의-무늬 없는 흰색 상의, 하의-무늬 없는 검은색 하의, 신발 자유 선택

※ 한국음악과 유의사항
1. 실기과제 곡은 모두 암기하여 응시
2. 악기 개별지참

3. 복장 : 별도의 안내사항 없는 전공은 자유복(단, 교복, 한복, 단체복, 특정마크가 부착된 복장 등은 착용 금지)
4. 별도의 안내사항 없는 전공은 무반주 시험
5. 한국음악과 기악, 타악장단은 개인별로 ‘정악→민속악’ 순으로 연속하여 연주한 후 실기고사 종료함.
6. 타악연희는 개인별로 ‘선반→소고놀이’ 순으로 연속하여 연주한 후 실기고사 종료함.

무용과

1. 한국무용 - 기본 춤사위 따라하기(고사 전, 본교 홈페이지에 동영상 탑재) 200

2. 무용특기  - 발레 기본동작 따라하기(고사 전, 본교 홈페이지에 동영상 탑재) 100

※ 복장
- 여자: 검정 레오타드(긴팔), 검정 풀치마(소재: 몽탁, 길이: 무릎 밑), 분홍색 타이즈, 분홍색 발레슈즈
- 남자: 검정 레오타드(긴팔), 검정 각바지(본교 비치용 착용), 흰색 타이즈, 흰색 발레슈즈
※ 한국무용(코슈즈 착용)을 수험생 모두 고사 마친 후, 재입장하여 무용특기(발레슈즈 착용) 고사 실시함.
※ 화장 및 분장 절대 금지

음악연극과

1. 독백연기(당일 시험 시 대본 제시) 150

2. 특기표현(1분 30초 이내)
- 종합연기(가창이나 무용 등의 특기를 곁들인 연기), 무용, 노래 부르기 등의 특기
- 대중가요, 방송 댄스 등은 제외

150

※ 복장: 특기표현에 적합한 자유복

07 세부 전공별 실기고사 08 동점자 처리 기준

입시 총점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다음의 순서로 순위를 결정한다.

가. 실기고사 총점 고득점자 순.

나. 중학교 내신 점수 중 교과 점수 고득점자 순. 

다. 교과 점수가 같으면 3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순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과목 순서에 따른 

고득점자 순. (단, 검정고시 합격생의 경우 졸업예정자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과목 순서로 적용함.)

라. 위의 기준으로 동점자가 사정이 되지 않는 경우는 입학전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일반 전형, 보훈자 자녀 전형, 고입 특례대상자 전형,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모두 위의 동점자 처리 기준을 적용함.

09 합격 배제 조건

가. 일반전형, 보훈자 자녀 전형, 고입 특례대상자 전형

: 실기고사 점수가 만점(300점)의 70%(210점) 미만인 자는 합격에서 제외됨.

나.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 실기고사 점수가 만점(300점)의 60%(180점) 미만인 자는 합격에서 제외됨.

10 합격자 발표

가. 합격자 발표: 2022. 10. 28.(금) 16:00, 본교 홈페이지

나. 합격자 소집: 2022. 10. 31.(월) 09:00 ~16:00, 본교 교무실

※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11 기타 유의사항

가.  본교는 전기고이며, 접수일자 및 전형시기, 합격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소재 전기고(관악예술과 포함) 중 1개 학교에만 

지원할 수 있음. 단, 불합격자에 한해 전기고 추가모집 혹은 후기학교 전형에 지원할 수 있음.

나. 본교 합격자는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전국 시·도교육청 시행 2023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전형(추가전형 포함)에 응시할 수 없음. 

다. 예술고에 온라인 원서접수 및 전형료 결제를 마친 자는 다른 예술고에 지원 불가함.

라. 제출된 서류 및 전형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마. 서류 미비인 경우나 제출된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에는 입학한 후에도 합격 및 입학 취소할 수 있음.

바. 불법, 부정행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자는 입학한 후에도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할 수 있음

사. 본교는 전교생이 국비 장학생으로 수업료가 전액 면제됨. 

아. 입학원서에 기재된 개인정보는 신입생 입학 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따라 수집, 이용, 제공됨.

자. 2024학년도 입학전형은 실기고사 내용과 중학교 내신 점수 반영 교과목 및 반영 방법이 변경될 수 있음.

차. 본교 지원자의 입학 고사 점수는 공개하지 않음.

카.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위원회 결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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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08650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38길 62

☎입시문의. 02-6488-3503, 3512    팩스. 02-896-2343

홈페이지: http://kugak-am.sen.hs.kr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안내

본 입학원서에 기재된 지원자의 개인정보는 신입생 입학 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도록 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제공됩니다.

[개인정보 처리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제82조, 제98조, 

제104조의7, 제106조의3 및 본교 입학전형 실시 계획

(항목) - 지원자 :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력, 교과 및 비교과 점수, 증명사진

- 보호자 :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목적) 신입생 선발 및 입학 관리 업무

(근거) 초·중등교육법 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제82조, 제98조, 제104조의7, 제106조의3

1. 개인정보 수집·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학생 장애 정보(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중 해당자에 한함)

(목적) 신입생 선발 전형 중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지원 자격 확인

(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1조, 제82조, 제98조, 제104조의7, 제106조의3

2. 민감정보 수집·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공받는 기관) 출신 중학교,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제공받는 기관의 목적) 지원 자격·지원 결격사유 조회, 고등학교 이중지원 확인, 코로나 관리 대상자(확진자, 자가격리대상자) 확인

(제공 항목) 학생 이름, 반, 번호, 성별, 생년월일, 출신 학교명, 합격 학교명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제85조

 3. 제3자 제공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