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TOP 10 글로벌 명문대학 도약

가천대학교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학년도 가천대학교 예술영재교육원 신입생모집 홍보요청

1. 가천대학교 예술영재교육원은 경기도 지역 예술영재 발굴 및 육성을 하고자 초·중등 예술영재교육대상자를 선발
및 교육하는 경기도 지정 예술영재교육원입니다.
2. 제4차 영재진행계획에 맞추어 2022학년도 예술영재교육원 신입생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예술분야에 관심있는 학생들
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집요강, 포스터를 첨부하오니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 모집분야 및 정원 (B전형)

전형

전공

인원

음악

피아노, 현악, 관악, 타악, 성악

54명 내외

미술

전공 구분 없음

36명 내외

(전체 정원의 40% 이내에 해당하는 A전형은 사전 선발하여 모집이 완료되었음)

- 현악기 :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클래식 기타
- 관악기 :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바손, 색소폰, 호른, 트럼펫, 트롬본, 튜바
- 타익기 : 마림바, 스네어드럼, 팀파니, 세트 드럼

나. 선발 일정 및 선발 방법

일정

일자

시간

선발공고

12.03(금)

-

원서접수

12.04(토) ~ 12.09(목)

-

전형료 납부

12.04(토) ~ 12.09(목)

음악

장소

비고

GED 홈페이지
https://ged.kedi.re.kr/

GED 시스템

GED 선발 시스템

GED 선발시스템

https://ged.kedi.re.kr/

접수만 가능함

※5. 전형료 및 납입 방법 (계좌이체) 참조

전형

면접 및 실기
(영상제출)

12.11(토)

미술

포트폴리오 제
출

12.06(월) ~ 12.09(목)

심층면접

12.18(토)

추후 공지

비대면(ZOOM)

12.23(목)

17:00

개별 공지

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

추후 공지

비대면(ZOOM)
※ 등기우편제출 (12월14일 11시까지 도착분 한함)

다 . 지원자격 :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재학 중인 학생

라 . 문의처 : 가천대학교 예술영재교육원 T. 031-750-8895

붙임 : 1. 2022학년도 가천대학교 예술영재교육원 신입생 선발 선발 모집 포스터 1부.
2. 2022학년도 가천대학교 예술영재교육원 신입생 선발 모집요강 1부.
3. GED학생용 지원 매뉴얼 1부. 끝.

가천대학교총장

수신자

대우교수

가평북중학교장, 가평중학교장, 설악중학교장, 조종중학교장, 청평중학교장, 가람중학교장, 고양송산중학
교장, 고양중학교장, 능곡중학교장, 대송중학교장, 대화중학교장, 덕양중학교장, 덕이중학교장, 도래울중
학교장, 목암중학교장, 무원중학교장, 발산중학교장, 백마중학교장, 백석중학교장, 백신중학교장, 백양중
학교장, 서정중학교장, 성사중학교장, 신능중학교장, 신원중학교장, 신일중학교장, 안곡중학교장, 오마중
학교장, 원당중학교장, 일산동중학교장, 일산양일중학교장, 일산중학교장, 장성중학교장, 저동중학교장,
정발중학교장, 중산중학교장, 지도중학교장, 풍동중학교장, 풍산중학교장, 한수중학교장, 행신중학교장,
현산중학교장, 호곡중학교장, 화수중학교장, 화정중학교장, 고양제일중학교장, 과천문원중학교장, 과천중
학교장, 가림중학교장, 광남중학교장, 광명북중학교장, 광명중학교장, 광문중학교장, 소하중학교장, 안서
중학교장, 철산중학교장, 충현중학교장, 하안북중학교장, 하안중학교장, 경안중학교장, 곤지암중학교장,
광수중학교장, 광일중학교장, 광주광남중학교장, 광주중학교장, 매양중학교장, 신현중학교장, 초월중학교
장, 탄벌중학교장, 경화여자중학교장, 갈매중학교장, 교문중학교장, 구리여자중학교장, 구리중학교장, 동
구중학교장, 인창중학교장, 장자중학교장, 토평중학교장, 곡란중학교장, 군포중학교장, 궁내중학교장, 금
정중학교장, 당동중학교장, 도장중학교장, 부곡중앙중학교장, 산본중학교장, 수리중학교장, 용호중학교장,
흥진중학교장, 감정중학교장, 고창중학교장, 고촌중학교장, 금파중학교장, 김포신곡중학교장, 김포여자중
학교장, 김포중학교장, 김포한가람중학교장, 대곶중학교장, 마송중학교장, 신양중학교장, 양도중학교장,
운양중학교장, 은여울중학교장, 장기중학교장, 푸른솔중학교장, 풍무중학교장, 하늘빛중학교장, 하성중학
교장, 분진중학교장, 양곡중학교장, 통진중학교장, 가운중학교장, 광릉중학교장, 금곡중학교장, 덕소중학
교장, 도농중학교장, 마석중학교장, 미금중학교장, 별가람중학교장, 별내중학교장, 송라중학교장, 양오중
학교장, 어람중학교장, 예봉중학교장, 오남중학교장, 와부중학교장, 장내중학교장, 주곡중학교장, 진건중
학교장, 진접중학교장, 천마중학교장, 퇴계원중학교장, 판곡중학교장, 평내중학교장, 풍양중학교장, 한별
중학교장, 호평중학교장, 화광중학교장, 광동중학교장, 동화중학교장, 수동중학교장, 심석중학교장, 연세
중학교장, 생연중학교장, 송내중앙중학교장, 동두천여자중학교장, 동두천중학교장, 보영여자중학교장, 신
흥중학교장, 계남중학교장, 까치울중학교장, 내동중학교장, 덕산중학교장, 도당중학교장, 부명중학교장,
부인중학교장, 부일중학교장, 부천남중학교장, 부천동여자중학교장, 부천동중학교장, 부천부곡중학교장,
부천부흥중학교장, 부천여월중학교장, 부천여자중학교장, 부천일신중학교장, 부천중학교장, 상도중학교장,
상동중학교장, 상일중학교장, 석천중학교장, 성곡중학교장, 성주중학교장, 소사중학교장, 수주중학교장,
심원중학교장, 역곡중학교장, 옥길중학교장, 원미중학교장, 중원중학교장, 중흥중학교장, 소명여자중학교
장, 구미중학교장, 금광중학교장, 낙원중학교장, 내정중학교장, 늘푸른중학교장, 대원중학교장, 도촌중학
교장, 매송중학교장, 백현중학교장, 보평중학교장, 분당중학교장, 불곡중학교장, 삼평중학교장, 상원여자
중학교장, 샛별중학교장, 서현중학교장, 성남중학교장, 성남동중학교장, 성남서중학교장, 성남문원중학교
장, 성남여자중학교장, 수내중학교장, 수진중학교장, 신백현중학교장, 야탑중학교장, 양영중학교장, 영성
중학교장, 운중중학교장, 위례중앙중학교장, 위례한빛중학교장, 은행중학교장, 이매중학교장, 장안중학교
장, 정자중학교장, 창성중학교장, 청솔중학교장, 태평중학교장, 판교중학교장, 하탑중학교장, 동광중학교
장, 성일중학교장, 숭신여자중학교장, 이우중학교장, 풍생중학교장

김기선

원장

전결 12/05

박찬웅

협조자

시행 음악학부(기악)-10006
우 13120

( 2021. 12. 5.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42

전화 031-750-8896

/전송 (031)750-5114

접수 광주중학교-15087

( 2021. 12. 6. )

/ https://www.gachon.ac.kr
/ludwig@gachon.ac.kr

/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