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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안양예술고등학교 재능계발 영재학급 학생 모집 안내

1. 귀 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기도교육청 지정, 안양시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본교 예술영재학급의 2022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재능있는 학생들이 많이 응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가. 모집학과: 연극영화과, 음악과, 무용과, 미술과, 문예창작과
나. 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모집공고

2021년 10월 8일(금) ~ 10월 29일(금)

본교 홈페이지, GED

원서접수

2021년 10월 25일(월) ~ 10월 29일(금)

GED 인터넷접수

실기시험 안내 공지 2021년 11월 26일(금) 홈페이지 영재학급 공지사항

본교 홈페이지

수험번호 발급일 2021년 11월 26일(금)

GED시스템

교사추천버튼 클릭 2021년 10월 25일(월) ~ 11월 5일(금)

GED시스템

실기전형
합격자발표
합격자OT안내

2021년 12월 4일(토) 09:00 ~ 13:00
※ 단, 시험 일정은 코로나 확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과별 실기실

2021년 12월 21일(화)

GED시스템

※ 추후 공지

※ 본교 홈페이지: http://anyangart.hs.kr
GED 인터넷접수: https://ged.kedi.re.kr
다. 제출서류
1)학생을 추천해 주실 교사는 GED시스템에서 교사 추천 버튼을 눌러주셔야 지원 학생
정보가 안양예술고등학교 재능계발 영재학급 GED시스템에 전송됨
2)교사 추천 버튼 마감 기한: 2021.10.25.(월) ~ 11.5.(금)
(추천해주실 교사가 버튼 눌러주셔야 함)
3)학생 제출 서류
가)지원서 1부(GED시스템에서 작성 후 출력하여 교사에게 제출)

나)자기소개서 1부(GED시스템에서 작성)
다)사회배려자의 경우 증빙서류 1부 – 원본을 추천 교사에게 인편으로 제출(해당자만)
4)추천 교사 제출 서류(GED시스템에 원본 스캔파일 업로드)
가)교사 추천서 1부
※ 모집요강 <부록1>의 추천서 양식에 학교장 직인 날인 후 원본 스캔파일을
교사 추천 단계에서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사회통합 전형 해당자일 경우, 관련 증빙서류
(1)증빙서류 목록은 모집요강 <부록2> 8페이지 참고
(2)받으신 증빙서류의 원본 스캔파일을 교사 추천 단계에서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2 안양예술고등학교 재능계발 영재학급 신입생 모집요강 1부
2. GED 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 사용매뉴얼(학생용) 1부
3. GED 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 사용매뉴얼(추천교사용) 1부
4. 2022 안양예술고등학교 재능계발 영재학급 리플렛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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