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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보컬
합격자 명단
2013학년도~2020학년도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2021학년도 오윤정 실용음악과 (편입)
2020학년도 박세교 실용음악과 (편입)
2020학년도 강서연 실용음악과
2020학년도 한지호 실용음악과
2020학년도 홍수민 실용음악과
2020학년도 김채연 실용음악과
2020학년도 이준희 실용음악과
2019학년도 이준형 실용음악과 (편입)
2019학년도 박서진 실용음악과 (편입)
2019학년도 동예원 실용음악과 (편입)
2019학년도 김현지 실용음악과 (편입)
2019학년도 조인선 실용음악과 (편입)
2019학년도 변지혜 실용음악과 (편입)
2019학년도 이거파 실용음악과 (편입)
2019학년도 최오현 실용음악과 (편입)
2019학년도 이다솔 실용음악과 (편입)
2019학년도 강도경 실용음악과
2019학년도 김수지 실용음악과
2019학년도 장다나 실용음악과
2019학년도 한해오름 실용음악과
2019학년도 김하늘 실용음악과
2019학년도 서채영 실용음악과
2019학년도 박지인 실용음악과
2018학년도 오다빈 실용음악과 (편입)
2018학년도 최하은 실용음악과 (편입)
2018학년도 박수민 실용음악과 (편입)
2018학년도 김가영 실용음악과 (편입)
2018학년도 성혜진 실용음악과 (편입)
2018학년도 박주원 실용음악과 (편입)
2018학년도 김수연 실용음악과
2018학년도 최 겸 실용음악과
2018학년도 김동후 실용음악과
2018학년도 유예성 실용음악과
2018학년도 김다은 실용음악과
2018학년도 이우선 실용음악과
2018학년도 안기현 실용음악과
2017학년도 최지수 실용음악과 (편입)
2017학년도 박수빈 실용음악과 (편입)
2017학년도 변하늘 실용음악과
2017학년도 최다슬 실용음악과
2017학년도 백서윤 실용음악과
2017학년도 정초현 실용음악과
2017학년도 김윤수 실용음악과
2017학년도 김예림 실용음악과
2017학년도 신설아 실용무용과
2016학년도 안지민 실용음악과
2016학년도 이승민 실용음악과
2016학년도 송혜민 실용무용과
2015학년도 김예은 실용음악과
2015학년도 김지은 실용음악과
2015학년도 이주환 실용음악과
2015학년도 이지현 실용음악과

2015학년도 전현주 실용음악과
2014학년도 강예빈 실용음악과
2014학년도 문유정 실용음악과
2014학년도 황은정 실용음악과
2013학년도 이가연 연기예술과
2013학년도 김예소 실용음악과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
2020학년도 권명현 연예과
2020학년도 이민준 실용음악과
2020학년도 이슬아 실용음악과
2020학년도 우수민 실용음악과
2020학년도 이준희 실용음악과
2019학년도 임성윤 실용음악과 (편입)
2019학년도 김민희 실용무용과
2019학년도 오강현 실용무용과
2019학년도 김태형 실용무용과
2019학년도 여준우 실용무용과
2019학년도 김나연 실용음악과
2019학년도 박동현 실용음악과
2019학년도 정승현 실용음악과
2019학년도 한해오름 실용음악과
2019학년도 백희성 실용음악과
2019학년도 홍수정 실용음악과
2019학년도 이다은 연예과
2019학년도 강 현 영상제작과
2019학년도 김은서 뮤지컬과
2018학년도 최 겸 실용음악과
2018학년도 김해나 실용무용과
2017학년도 장주영 실용음악과 (편입)
2017학년도 안여진 실용음악과 (편입)
2017학년도 소연주 실용음악과 (편입)
2017학년도 천민경 실용음악과
2017학년도 박나원 실용음악과
2017학년도 이고은 실용음악과
2016학년도 조승윤 실용음악과
2016학년도 지효선 실용음악과
2016학년도 황유비 실용음악과
2016학년도 김채리 실용무용과
2016학년도 전세은 실용무용과
2016학년도 조수민 뮤지컬과
2015학년도 신유정 실용음악과
2015학년도 이주안 뮤지컬과
2014학년도 임다빈 실용음악과
2014학년도 문수진 실용음악과
2014학년도 선정인 실용무용과
2013학년도 장경원 실용음악과
2013학년도 박소은 실용음악과
2013학년도 오주연 실용음악과
2013학년도 김소림 실용음악과
2013학년도 김한빛 실용음악과
2013학년도 이승훈 실용무용과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2020학년도 한지호 실용음악과
2020학년도 권민제 실용음악과
2019학년도 이승은 실용음악과
2019학년도 김가빈 실용음악과
2019학년도 김사랑 실용음악과
2019학년도 김연우 실용음악과
2018학년도 김수연 실용음악과
2018학년도 이다연 실용음악과
2018학년도 이서윤 뮤지컬과
2017학년도 이태의 뮤지컬과
2015학년도 이주환 실용음악과

아현산업정보학교 (위탁)
2020학년도 문지우 실용음악과
2020학년도 강민정 실용음악과
2020학년도 조명서 실용음악과
2020학년도 김용진 실용음악과
2020학년도 박예원 실용음악과
2020학년도 이유성 실용음악과
2020학년도 고다인 실용음악과
2020학년도 강주석 실용음악과
2019학년도 이가원 실용음악과
2019학년도 이정수 실용음악과
2018학년도 송지현 실용음악과
2018학년도 이예지 실용음악과
2018학년도 최수빈 실용음악과
2018학년도 신혜원 실용음악과
2017학년도 한유진 실용음악과
2017학년도 변지은 실용음악과
2017학년도 배유미 실용음악과
2017학년도 박민기 실용음악과
2017학년도 이소림 실용음악과
2017학년도 석원주 실용음악과
2017학년도 박예림 실용음악과
2016학년도 신예봄 실용음악과
2016학년도 조성빈 실용음악과
2016학년도 최성아 실용음악과
2016학년도 윤상희 실용음악과
2016학년도 박병준 실용음악과
2016학년도 조우리 실용음악과
2015학년도 권도준 실용음악과
2015학년도 조진선 실용음악과
2015학년도 김서영 실용음악과
2015학년도 최유진 실용음악과
2015학년도 이유리 실용음악과
2014학년도 임지영 실용음악과
2013학년도 신현우 실용음악과
2013학년도 최혜원 실용음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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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보컬
합격자 명단
2013학년도~2020학년도

리라아트고등학교
2020학년도 이예빈 음악컨텐츠과(편입)
2020학년도 이상훈 영상음악콘텐트과
2020학년도 김에스더 영상음악콘텐츠과
2020학년도 김민채 영상음악콘텐츠과
2020학년도 이유나 영상음악콘텐츠과
2020학년도 임송하 영상음악콘텐츠과
2020학년도 조민재 영상음악콘텐츠과
2020학년도 김서현 영상음악콘텐츠과
2020학년도 서준혁 영상음악콘텐츠과 (편입)
2019학년도 김연우 영상음악콘텐츠과
2019학년도 최윤서 영상음악콘텐츠과
2018학년도 허은서 영상음악콘텐츠과 (편입)
2018학년도 서민아 영상음악콘텐츠과 (편입)
2018학년도 김채은 영상음악콘텐츠과
2018학년도 조민서 영상음악콘텐츠과
2018학년도 한호정 영상음악콘텐츠과
2016학년도 박정익 실용음악과(작곡)
2016학년도 장혜령 실용음악과(작곡)
2016학년도 임지원 실용음악과
2015학년도 정도윤 실용음악과
2014학년도 김도훈 실용음악과
2014학년도 박순용 실용음악과

리라아트고등학교(위탁)

한국예술고등학교
2018학년도 이재빈 음악과 (편입)
2016학년도 박노아 실용댄스과
2016학년도 황유비 음악과
2016학년도 한단비 음악과
2015학년도 권소정 음악과
2015학년도 박재현 음악과
2015학년도 이서준 음악과
2014학년도 임희정 음악과
2014학년도 안지훈 음악과
2013학년도 장혜원 음악과
2013학년도 오주연 음악과
2013학년도 심지현 음악과

서초문화예술정보고등학교
2019학년도 윤정화 실용음악과
2018학년도 김여림 실용음악과
2018학년도 최유진 실용음악과
2018학년도 박수지 실용음악과
2017학년도 박수진 실용음악과(드럼)
2016학년도 박수민 실용음악과
2016학년도 나세희 실용음악과
2016학년도 박정원 실용음악과
2016학년도 김윤희 실용음악과(미디)

서일문화예술고등학교
2020학년도 박은수 뮤지컬연기과
2020학년도 한지희 뮤지컬연기과

포항예술고등학교
2019학년도 박현미 음악과(보컬)

경북예술고등학교
2016학년도 김민경 음악과

안양예술고등학교
2020학년도 이현지 실용음악과
2020학년도 김영진 실용음악과
2015학년도 박새연 연극영화과

서울디자인고등학교
2020학년도 공다감 사운드뮤직디자인과
2020학년도 김선민 사운드뮤직디자인과
2019학년도 김슬비 사운드뮤직디자인과
2019학년과 홍나현 사운드뮤직디자인과

서울아트학교
2015학년도 송연주 K-POP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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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김채영 실용음악과
2020학년도 이원석 실용음악과
2019학년도 박주찬 실용음악과
2019학년도 신채원 실용음악과
2019학년도 양진규 실용음악과
2019학년도 김보민 실용음악과
2019학년도 전선영 실용음악과
2018학년도 홍지우 실용음악과
2018학년도 이승희 실용음악과
2018학년도 남승현 실용음악과
2018학년도 오동헌 실용음악과
2018학년도 유 리 실용음악과
2018학년도 양민영 실용음악과
2018학년도 허동영 실용음악과
2018학년도 이율빈 실용음악과
2017학년도 나누리 실용음악과
2017학년도 박진영 실용음악과
2017학년도 이동익 실용음악과
2016학년도 오진서 실용음악과
2016학년도 황채연 실용음악과
2016학년도 강서린 실용음악과
2015학년도 장 선 실용음악과

금천문화예술정보학교

2020학년도 황소윤 실용음악과
2018학년도 이지민 실용음악과
2017학년도 박지호 실용음악과(기타)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

2019학년도 엄기은 실용음악과 (편입)
2019학년도 송민영 실용음악과
2013학년도 유태양 실용음악과

명지전문대학 일반고(위탁)
2020학년도 송한균 실용음악과정
2020학년도 김민제 실용음악과정
2020학년도 박영진 실용음악과정
2020학년도 박종윤 실용음악과정
2020학년도 남세현 실용음악과정
2020학년도 박민희 실용음악과정
2020학년도 진유성 실용음악과정
2020학년도 김주원 실용음악과정
2019학년도 신정섭 실용음악과정
2019학년도 민형홍 실용음악과정
2018학년도 윤예진 실용음악과정
2018학년도 이도연 실용음악과정
2017학년도 김경환 실용음악과정

서울방송고등학교

2019학년도 김예은 방송연예과
2013학년도 박해성 방송연예과

동산정보산업고등학교

2020학년도 김민영 음악영상콘텐츠과

드림보컬 예고입시반 커리큘럼소개

1:1 담임제
보컬레슨,학원생활,연습지도, 모든 입시 케어!

입시 모의실기고사
매달 본인의 전공을 시험장과
똑같은 환경에서 테스트, 피드백 받는 수업

입시곡 모의실기고사
(서공예,한림,서실음 선생님이 직접 심사)
본인의 전공을 시험장과 똑같은 환경에서 테스트, 피드백 받는 수업
예고 출강 중인 선생님께서 직접 피드백!

예고 실기 리허설
예고 입시생이 입시에 대한 기본 개념이 잡힌 후
실기고사 환경에 익숙해지기 위한 수업

D R E A M VO CA L
무대연주 & DA N C E
가 입시 곡으로 실기장과 같은 분위기 조성으로 진행하는 수업

매달 팀 또는 솔로로 공연하는 수업

200석 규모의 전문 공연장에서 공연!

멘토특강 / 입시 설명회
예고재학생 공연 및 Q&A
가고 싶었던 예고 재학생들의 공연을 볼 수 있는 수업
평소에 궁금했던 내용을 재학생에게 직접 물어 볼 수 있는 수업

수도권
실용음악
주요예고
위치

동산정보산업고등학교

아현산업정보학교

서울디자인고등학교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리라아트고등학교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

성남시 분당구
계원예술고등학교

수도권 실용음악 주요 예고 주소 및 연락처 안내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리라아트고등학교

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 22나길 16-26
전화번호 : 02) 3281-9760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2길 24
전화번호 02) 775-6541~6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88가 8우)100-818
전화번호 : 02) 2231-5210

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궁골길 109-1
전화번호 : 02) 2613-5273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 (위탁교육)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172
전화번호 : 02) 490-3021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7길 69
전화번호 : 02) 3488-5200

아현산업정보학교 (위탁교육)

계원예술고등학교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249
전화번호 : 02) 390-5824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3동 불정로 100
전화번호 : 031) 710-8500

서울디자인고등학교

동산정보산업고등학교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139
전화번호 : 02) 715-2261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257
전화번호 : 02) 97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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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진학이 일반고 진학에 비해
입시&오디션에 유리한 점?

예고 진학이
일반고 진학에
비해 음악인의
꿈을 이루는데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학교측의 배려
예체능 전공생들은 실기 연습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일반고의 경우
야간 자율학습을 실행하는 학교들도 많으며, 인문, 이공계열의 특성상
예체능 학생들의 입시 준비 과정을 잘 알지 못하여, 편의를 봐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전공학과 진학에 대한 지도
일반고의 경우 예체능 학과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예대 진학에 대한 정보전달 및 지도가 부족합니다.
셋째, 실기수업의 비율
예고의 경우 전체 수업의 약70%가 실기 수업에 비중을 두는 반면
일반고의 경우 음악전공 수업이 따로 없습니다.
즉, 예고에서는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통한 학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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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정보의 공유

현재 음악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 중에 예고, 예대 출신이 많고
이들과 음악적, 비즈니스적 교류를 나눌 수 있습니다.
동기들과는 서로 긍정적인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고,
선후배간의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고와 일반고의 수업 커리큘럼 비교
A예고 시간표
월

화

수

목

금

1 교시

세계사

미술

국어

과학

실용영어

2 교시

과학

한국지리

과학

이론

한국지리

3 교시

수학

운동

실용영어

이론

국어

4 교시

스타일

공연제작실습

운동

운동

피아노

5 교시

스타일

공연제작실습

수학

수학

피아노

6 교시

스타일

공연제작실습

동아리

음악

창체

실용영어

동아리

월

화

수

목

금

1 교시

생과

창체

문학

정보

중국어

2 교시

중국어

수학

문학

세계사

창체

3 교시

영어

세계사

수학

수학

체육

4 교시

정보

영어

생과

문학

문학

5 교시

수학

생과

중국어

영어

문학

6 교시

영어

생과

체육

영어

법정

문학

법정

7 교시

창체

B일반고 시간표

7 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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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도 일반고와 마찬가지로 수능주요과목(국어,영어,수학,과학,사회)에 대한 수업이 진행됩니다.
위에 예시된 A예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예고들은 총 수업시간의 약 60%이상이
예체능 및 창의 수업 시간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반면, 일반고의 경우 예체능 수업은 총 수업시간의 1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참고)
아현고는 직업학교 특성상 음악수업 외에 다른 수업은 전혀 들어가있지 않음
서울공연예고나 한림예고의 경우 아이돌이 많이 나온 학교이기 때문에
스타일 수업이나 중국어,영어 수업의 비중이 큼.

금

예고 수업료 현황
수도권 주요 예고의 수업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명

납부 분기

금액

서울공연예술고

4분기

입학금 : 900,000(1번) / 등록금 : 1,320,000원

한림연예예술고

4분기

입학금 : 900,000(1번) / 등록금 : 1,216,600원

계원예술고

4분기

약 1,500,000원

서서울생활과학고

4분기

입학금 : 14,100원(1번) / 등록금 : 446,700원

리라아트고

4분기

육성회비 10~110,000원

서울실용음악고

4분기

약 2,500,000원

아현산업고

4분기

본교에서 내는 등록금에 모두 포함되어 있음.
과에 따라 재료비는 있을 수 있음.

서초문화예술정보고

4분기

본교에서 내는 등록금에 모두 포함되어 있음.
급식비, 앨범비, 방과후 수업비만 납부.

서울디자인고

4분기

수업료: 약 362,700원 / 운영비: 약 84,000원

* 실제 금액과 조사한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별 출신 연예인
학교명
리라아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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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연예인

, 루아(위키미키), 휴닝카이(TXT)

서울공연예술고
도겸(세븐틴), 재현(NCT), 박지훈, 이대휘, 최유정(위키미키)

서서울생활과학고

, 태양(SF9), 태일(NCT)

한림예술고
, 옹성우, 우지(세븐틴), 이새롬(프로미스나인), 차은우(아스트로), 다현(트와이스), 예리(레드벨벳)

서울실용음악고
한국예술고
아현산업정보학교

유승우, 종현, 지코, 뮤지(UV), 양요섭(하이라이트),
이기광(하이라이트), 임현제(혁오 밴드), 이인우(혁오 밴드), 우예린
김현아 ( 포미닛 ), 선예 ( 원더걸스 ), 조권 (2AM), 찬성 (2PM), JOO,
세린 , 강민희 , 윤수민 , 엘조 , 김건 ,
소유 ( 씨스타 ) , 윤보미(에이핑크), 노태현(핫샷), 박우진, 렌(뉴이스트), 뷔(방탄소년단), 지민(방탄소년단), 수진(아이들)

,

드림보컬이 추천하는
2월~3월
예고접수 시작 및 시험을 위한 리허설
서울공연 예술고등학교 실기시작
서울실용 음악고등학교 실기시작

월
예고실기 시작
위탁학교 실기시작
한림예고, 서울실용음악고 특기 준비 시작

예고실기 리허설 진행(격주로 매달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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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와 한림예술고는 보통13: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체능

실기고사·면접질문 리스트
합격자 입시곡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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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별 실기고사 면접 질문 리스트

학교별 합격자 입시곡 리스트

학교별 합격자 입시곡 리스트
2019학년도 서울공연예술고 합격자 입시곡 리스트
가수
Whitney Houston
신기남
정키
김연우
소향
정인
Jessie J
Zara Larsson
Chrisette Michele
sting
Adele
Laura lzibor
에스나(eSHa)

제목
I have nothing
기다린다
바라지 않아
후회왕
나 이제 떠날거야
UUU
Sexy silk
Rooftop
Like a Dream
Englishman In New York
When We Were Young
Gracefully
Attention

2019학년도 한림예고 합격자 입시곡 리스트
가수
Ray Charles
박원
15&
John Legend
Adele
Little Mix
sting
Justin Bieber
로시

제목
Hit The Road Jack
노력
Rain&Cry
Soul joint
When We Were Young
How Ya Doin'?
Englishman In New York
Boyfriend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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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서울실용음악고 합격자 입시곡 리스트
가수
Ella Fitzgerald
폴킴
태연
James Bay
Chrisette Michele
김동률
이적
Nikki Yanofsky
Alessia Cara
김연우

제목
Give me the simple life
비
Rain
Slide
Like a dream
jump
빨래
Knock Knock
How Far I'll Go
후회왕

2020학년도 주요 예고 신입학 입시전형

사립 고등학교(정식학교)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
리라아트고등학교
계원예술고등학교
서울디자인고등학교
동산정보산업고등학교

학력인정고등학교 (대안학교)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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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

*

실용음악관련 “정식학교”와 “대안학교”의 차이점?

일부의 대안학교는 학력 인정이 되지 않으나, 주요 실용음악 학교들은 자체 학력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일반 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자체적으로 졸업이 인정됩니다. (검정고시를 치르지 않아도 됨)
하지만, 입학과 전학에서의 차이가 있는데,
입학 시 정식학교는 이중지원이 불가능하며 대안학교는 이중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식학교에서 대안학교로의 전학은 가능하지만, 대안학교에서 정식학교로의 전학은 불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EX 1) 서공예고등학교(정식) + 서실음고등학교(학력 인정) + 한림예고(학력 인정) = 총 3개 학교 지원 가능
EX 2) 서공예고등학교(정식) +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정식) = 지원 불가능

2021학년도 예고 신입학 전형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22나길 16-26
1. 모 집 인 원
실용음악과( 2학급)

실용무용과( 1학급)

보컬

연주

36 ~ 40명

32 ~ 36명

현대·실용무용
36명

2. 전 형 일 정
구분
원
서
접
수

인터넷
서류제출

예비소집일
실기고사
합격자발표

일시
2020.10.26(월)
~10.29(목)

장소

비고

본교 홈페이지에 링크
본교 아트홀
본교 강당

2020.11.02.(월) 14:00
2020.11.03.(화)
~11.04.(수)

각 전공별 실기실

2020.11.06.(금) 17:00

실기고사 후 면접

본교 홈페이지

3. 전 형 요 소 및 반 영 비 율 : 교과성적 32% + 출결 4% + 봉사 4% + 실기 60%
4. 실 기 고 사
내

연주

◀ 공통 : 자유곡 1곡 연주 (2분 이내)
◀ 그 외 실기 고사 내용
- 초견, 즉흥 연주 및 청음 테스트
- 기초 이론 테스트

용

- 자유곡
200점
-초견,
즉홍연주
청음,
기초이론
100점

- 초견 연주는 당일 주어지는 악보
(8마디)를 보고 연주
- 개인악기 지참 (피아노, 드럼제외)
- MR은 USB로 준비(USB 이외 불가,
확장자가 mp3인 파일로 저장하여 고사 당일 제출.)
- 곡 전체에 코러스 삽입 불가
- 기악지원자 반주자 대동은 1명만
가능(본인 전공 악기 반주는 불가)
- 본교 재학생 및 본교 출강 강사는
반주자로 대동 불가
- 이펙터 및 페달 사용 불가

D R E A M VO CA L
& DA N C E

◀ 시험관 지시에 따라 추가곡 연주를
할 수 있음

실
용
음
악
과

보컬

◀ 자유곡 1곡 부르기
◀ 그 외 실기 고사 내용
- 시창 및 기초 이론 테스트
◀ 시험관 지시에 따라 추가곡을 부를
수 있음

실용무용과

◀ 개인작품(전공) : 현대무용, 발레, 째
즈, 코레오, 한국무용, 댄스스포츠 중 선
택 1 (2분 이내)
◀ 시험관 지시에 따라 즉흥 테스트 있
을 수 있음

- 자유곡
200점
-시창,
기초이론
100점

300점

- 시창은 당일 주어지는 악보를 보고
진행
- MR은 USB로 준비(USB이외 불가,
확장자가 mp3인 파일로 저장하여
고사 당일 제출.)
- 곡 전체에 코러스 삽입 불가
(반주자 동반 가능-피아노 반주 권고)
- 마이크,앰프는 학교에서 준비함.

- 복장 : 자유(화장, 장식 금지)
- 머리는 뒤로 넘겨 올려 묶을 것
※ 고사에 필요한 소품 및 반주 음반
본인 준비(CD 준비)

5. 제출서류
①입학원서 1부, 접수증1부, 수험표1부, 전형료 50,000원((인터넷 접수 시 결제하며 인터넷 접수 수수료는 별도)
②학교생활기록부Ⅱ 출력물
③졸업증명서 1부
(자퇴확인서 또는 제적증명서 1부 : 국내 고등학교 재학 중이였던 자로 자퇴한 자만 제출)

2021학년도 예고 신입학 전형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 1355-10

1. 모집인원
실용음악과(1학급)
(전공구분없음)

22
2. 전형일정

구분

일시

장소

원서접수

11.26(목)~11.27(금)
(09:00~17:00)

본교 국제관 4층

(방문접수)

영상
제출

보컬
악기

합격자발표

비고

11.28(토)~12.01(화)
(12월 1일 이메일 접수마감)

12.2(수) 10:00

본교 강당 및 홈페이지

3.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 연주력(영상) 80점 만점 + 면접 10점 만점 + 중학교 출결

4. 실기고사

내 용
실
용
음
악
과

공통

D R E A M VO CA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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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컬 - 자유곡 2곡(팝/가요),마이크 사용금지
반주/무반주 가능(코러스 들어있는 MR금지)
피아노- 무조건 업라이트만 가능

5. 제출서류
- 입학원서(온라인 접수, 사진부착)
- 실기전형응시확인서(사진부착) -직접제출
- 학교생활기록부Ⅱ(교과성적 및 교과관련 수상경력 제외) 출력물
- 최근 3개월 이내의 영상 (이메일로 제출)

5 분 내외

-최근 3개월 연주력을 평가할 수 있는 영상
이메일로 제출
(영상 촬영법은 홈페이지 꼭 필독)
-얼굴 식별이 가능하여야함
-피아노(건반)은 연주자 오른측에서 촬영
-악기파트는 정면에서 연주

2021학년도 예고 신입학 전형

리라아트고등학교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2길
1. 모집인원

영상음악콘텐츠과(4학급)
보컬

기악

연기

미래인재

일반전형

8

24

28

22

6

2. 전형일정

구분

일시

비고

11.26(목)~11.27(금)
09:00~17:00

(특별전형만 해당, 미래인재 포함)

특별전형 1차 합격자 발표

11.29(일) 15:00~

학교 홈페이지 게시

면접 및 실기(특별전형)

11.30(월) 09:00~

본교 4층 회의실

합격자 발표

12.2 (수) 14:00

합격자 개별통보, 학교 홈페이지 게시

12.08(화)~12.09(수)
09:00~17:00

합격자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원서 접수일

추가모집

3.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 ①실기고사 전형 -입시곡 70점 + 출결 30점 = 100점
②미래인재 전형 -봉사 20 + 출결 30 + 자소서 및 학업계획서 영상30 + 개인별석차 20 = 100점

4. 실기고사

내 용

보컬

영
상
음
악
콘
텐
츠
과

1차 -영상 제출
자신의 수험번호 말한 후 2분이내 자신있는 부분
연주 및 가창(원곡 또는 편곡 가능)
전신촬영이 기본이며 의자 사용 가능)

- 시험당일 악보1부 제출(처음 연주하거
나 부를 노래 1곡만 준비)
- MR 반주 사용 가능(보컬은 사용불가,
악기는 본인의 악기 연주가 없는 MR)
- MR 음원은 USB 또는 CD 로 제출가능
하며, 휴대폰·MP3 플레이어 등의 재생
장치는 불가함.
- 실기고사장에서 음원에 이상이 발생시
에는 수험생 본인의 책임이므로 꼭 여분
을 준비하고, 음원 재생이 불가능시 무
반주로 실기를 진행함.
- 반주자는 대동 불가.
- 동점자 처리기준 :
보컬 : 출결-곡해석력-음정-발성 순
기악 : 출결-창의성-연주기술-라둠 순

D R E A M VO CA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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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악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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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 영상제출
자신의 수헙번호와 작품명 및 배역 말한 후
연기 시작(1분 이상 1분 30초 이내)
전신촬영이 기본이며 움직임 가능

연기

- 자유연기
- 자유 연기 후 심사위원 재량으로 추가
질문을 할 수 있음.
- MR이나 음악은 사용할 수 없음.

5 분이내

- 시험 당일 자유연기 대본 3부 제출
- 동점자 처리 기준
1)출결
2)대사 전달력 및 이해도
3)특기
4)표현력 순

2021학년도 예고 신입학
L 전형

계원예술고등학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3동 불정로100
1. 모집인원

실용음악과 ('음악과'에 포함)
보컬

베이스

일렉기타

건반

드럼

실용작곡

실용관악

3 명이내

3 명이내

3 명이내

4 명이내

3 명이내

3 명이내

4 명이내

2. 전형일정

구분

일시

장소

비고

원서접수
(방문접수)

2020년 11월 5일(목)~
11월 10일(화) 오후 5시까지

http://www.uwayapply.com

입학원서(중학교장직인및담임교사날인)와 접수증,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각1부와 학교생활기록부Ⅱ를 본교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기간에 제출.
우편은 11월 10일(화) 등기우편소인까지 유효함

예비 소집

2020년 11월 12일(목)
오후 2시

본교 벽강 예술관

(대중교통 이용 요망)

실기전형

2020년 11월 13일(금)~
14일(토)

본교

(시험장 추후 안내)

합격자 발표

2020년 11월 18일(수)
17:00이내

본교 홈페이지

3.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 교과성적 32% + 출석 4% + 봉사4% + 실기고사60%
4. 실기고사

내 용

보컬

건반
일렉기타
베이스
실용관악

실
용
음
악
과

실용작곡

드럼

① 서로 다른 템포의 가요 1곡, 팝 1곡 가창

D R E A M VO CA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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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유곡 1곡
② 8마디 악보 초견

① 피아노 자유곡 1곡
② 고사장에서 제시되는 2마디 동기에 8마디
멜로디 작곡 후 피아노로 연주

① 자유곡(장르가 다른) 2곡 연주

* 심사위원용 악보 5부 제출
* 일렉기타와 베이스기타의 경우 이펙트 사용불가
* MR에 지원하는 전공의 악기 소리와 메트로놈 클릭
(예비박만 허용)이 있으면 안 됨
* 피아노, 드럼세트, 기타앰프, 베이스앰프 이외의
악기는 본인 준비

5. 제출서류
①입학원서와 접수증 각 1부
②학교생활기록부Ⅱ 사본 (학교장 직인으로 원본대조필) 1부
③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인터넷 접수 후 출력물) 1부

※ 모든 곡은 암보로 연주함
※ 반주자는 개인적으로 동반해야 하며 반주자(여러 명을 반주하는)로 인
해 시험이 지체될 경우 실격될 수 있음
※ 건반과 실용작곡은 반주자 동반 불가이며 피아노로 연주할 것
※ 일렉기타, 베이스기타, 실용관악, 드럼, 보컬은 무반주나 반주용
MR(USB에 MP3 파일형식으로 저장) 또는 반주자 1인 동반 가능함
※ 하프 조율은 입시생이 직접 해야 함

2021학년도 예고 신입학 전형

서울디자인고등학교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139
1. 모집인원

사운드뮤직디자인과 (실용음악과)
보컬

기악 (피아노[실용음악], 기타, 베이스, 드럼)

일반전형

16

18

10

2. 전형일정

구분

일시

원서접수
(방문접수)

11.26(목)~11.27(금)

면접/실기
(특별전형)

11.30(월)~12.1(화)

합격자 발표

12.2(수) 10:00

장소

비고
* 지원자격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본교에 등하교가 가능한 거리)

실시간 온라인평가 사이트 주소 추후 공지

학교 홈페이지 게시

3.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 실기 70% + 출결 20% + 개인별 석차백분율 10%
4. 실기고사

내 용

사
운
드
뮤
직
디
자
인
과

*모든 전공
보컬
피아노
기타
베이스
드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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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곡 1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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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모집 12.8(화)~12.9(수)

2021학년도 예고 신입학 전형

동산정보산업고등학교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257
1. 모집인원

음악영상콘텐츠과
일반전형

특별전형(미래인재)

2

46

2. 전형일정

구분

일시

원서접수
(방문접수)

11.26(목)~11.27(금)
(09:00~17:00)

면접/실기
(특별전형)

20.11.30.(월)~12.01.(화)
(10:00)

합격자 발표

20.12.02.(수) 14:00

장소

비고
(추가모집)
12.08.(화) ~ 12.09.(수)
(09:00 ~ 17:00)

합격자 개별통보
학교홈페이지 게시

3.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 내신60%(출20+봉20+자소서20) + 실기고사 40%(실기30 + 면접10)

내 용
4. 실기고사

음악영상
콘텐츠과

D R E A M VO CA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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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전공
보컬
피아노
작곡
기타
베이스
드럼

자유곡 1곡 2분 이내

5. 제출서류
가. 공통서류
1) 입학원서(온라인접수, 사진 포함)
가) 서울시 중학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학생: 해당 중학교에서 작성 제출
나) 검정고시, 다른 시도 학생: 특성화고등학교에 수기(종이)원서 제출
2) 검정고시 합격자: 합격증(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미래인재전형 제외)

※ MR 사용 가능
※ MR 편집 가능
- 모든 실기평가는 암보를 기본으로 함
- MR 사용
가) MR제출 일까지 E-MAIL로 제출한 MR만 사용 가능
나) MP3 파일만 제출 가능
다) 2분 이내로 편집 완료된 파일로 제출
라) 파일명은 ‘ㅇㅇ중학교 홍길동’으로 제출
- 일렉기타, 베이스기타 지원자는 개인악기를 지참하지 않으면
실기평가에 응시할 수 없음
※ MR제출 일 및 E-MAIL은 추후 공지
※ 오디션(실기 평가) 실시 장소: 본교 1층 거점학교
실용음악과 교실

2021학년도 예고 신입학 전형

안양예술고등학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 25번길 40
1. 모집인원

음악과(1학급)

무용과(1학급)

연극영화과(2학급)

보컬/기악/관악/작곡

ㅡ

ㅡ

40 명

40 명

80 명

2. 전형일정

구분

일시

장소

비고

원서접수
(방문접수)

20.11.05(목)~11.10(화)
(오후 5시까지)

http://anyangart.hs.kr
또는 본교 방문접수

연극영화과 모집정원
-연극(40~60)/뮤지컬(1~30)/영화(1~30)

면접/실기
(특별전형)

20.11.12(목)~11.13(금)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합격자 발표

20.11.18(수)

본교 홈페이지 통해 개별 확인

음악과 모집정원
피아노(20~40)/오르간(1~5)/성악(1~5)
작곡(1~8)/현악(6~39)/관악(9~46)
타악(1~3)/보컬(1~5)/실용작곡(1~5)

3.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 내신40%(출4+봉4+교과32) + 실기고사 60%
4. 실기고사

내 용
연극

1. 연기 : 당일 배부되는 문장 분석 후 연기
2. 특기 : 자유연기, 움직임 뮤지컬 노래 중 택1

MR 본인이 CD준비(필수사항아님)

1. 노래하기 : 뮤지컬 자유곡 1곡
2. 특기 : 자유연기, 움직임 중 택1

MR 본인이 CD준비(필수사항아님)
악보제공 없음, 암보 후 가창/한국어
가사 가창

연극
영화과
뮤지컬

무용과

여학생
상의-검은색 레오타드
하의-살구,핑크색 타이즈
남학생
상.하의-검은색 레오타드
공통
-머리망,무용슈즈 및 토슈즈
-레오타드 디자인 구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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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구분
없음

보컬

1. 다음중 택1
-한국무용,발레,현대무용,댄스스포트 전공별 작품평가(2분이내)
-실기동작 따라하기(전형일 당일 출제 및 연습)
2. 준비물 : 비고란참조(모등전공 동일)
3.음악은 CD 또는 USB

1. 가요 중 자유곡 1곡
2. 외국곡(팝송) 중 자유곡 1곡
*1,2를 모두 불러야함
*반주자 대동, 시험자 본인 직접 반주, MR
중 택일(반주악기는 피아노,어쿠스틱기차 중 택일)

음악과

실용작곡

1. 자작곡 1곡 연주(악기 자유 선택)
2. 코드초견 작곡(악기 자유 선택)
*1,2 모두 연주해야함(반영비율 각 50%)
*자작곡 악보제출, 자유악기에서 피아노를 제외한 악기 또는
앰프 본인 지참 MR 불가

5. 제출서류
가. 공통서류
1) 입학원서(온라인접수, 사진 포함)
가) 서울시 중학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학생: 해당 중학교에서 작성 제출
나) 검정고시, 다른 시도 학생: 특성화고등학교에 수기(종이)원서 제출
2) 검정고시 합격자: 합격증(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미래인재전형 제외)

※ 전년도 전형입니다
2019학년도 예고 신입학 전형

한림예술고등학교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172
1. 모집인원
실용음악과(2학급)

실용무용과(2학급)

연예과(2학급)

보컬/기악/관악/작곡

ㅡ

ㅡ

80명

80명

80명

2. 전형일정
구분

일시

장소

비고

원서접수
(인터넷 접수)

2018.11.5.(월) ~
2018.11.9.(금) 17:00까지
(인터넷 접수만 가능)

http://www.uwayapply.com

이중지원 허용
복수지원 가능
(전형료 별도)

실기고사

2018.11.19.(월)~11.23.(금)

각 전공별 일정은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추후 공지

합격자발표

2018.11.28.(수) 14:00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

충원 합격자 발표

2018.12.5.(수)~12.6.(목)

예비 합격 순으로 개별 연락

3.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 실기 100%
4. 실기고사
내 용

보컬

드럼
실
용
음
악
과

피아노
기타
베이스
관악기

작곡

실용무용과

1.자유곡 1곡 : 2분 이내-80점
2.특기 : 1분 이내-20점
-연기, 댄스 ,악기연주, 자작곡 등

1. 자유곡 1곡 : 2분 이내-80점
2. 드럼 악보 초견 연주-20점

1) 자유곡은 클래식을 제외한 모든 장르.
2) 코드악보 연주는 실기시험 당일 배부된 코드악보(8마디)를
보고 연주해야 함.
3) 모든 곡은 암보(暗譜)로 연주하여야 함.
4) 드럼, 키보드, 앰프, 마이크 외 모든 악기는 개인이 지참
5) MR은 CD만 가능(MP3 금지)
제출한 CD는 반환불가. 반주자 필요시 개인이 동반.
6) 작곡 전공은 자작곡에 대한 악보 및 작곡 작업
요약서(자유양식)을 각가 4부씩 제출
7) 모든 전공은 경우에 따라 즉홍 연주를 요청 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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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곡 1곡 : 2분 이내-80점
2. 코드악보 연주-20점

1. 자유곡 1곡 : 2분 이내-80점
2. 멜로디 초견 연주-20점

*실기전형 시 사용할 개인 악기(기타,베이스,관악기등)의 관리는
본인이 하여야 하며, 파손 및 분실 시
학교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자작곡 1곡 연주 : 2분 이내-40점
-작곡 작업 요약서 4부 지참
-전공악기를 반드시 선택하여 연주
(피아노, 기타, 베이스 등 택1)
2.자유곡 연주(전공악기) : 2분이내-40점
3.코드악보(피아노) 연주-20점

1. 전공 춤 : 1분 30초 이내(100점)
-모든 춤 가능.

1) 개인소품, 의상 및 음악CD 본인 준비
(MP3금지, 화장금지)
-음악 CD 오디오로 필히 재생확인, 재생이 안 될 시
무반주로 표현해야함 .

5. 실기고사 당일 제출 서류
①학교 생활 세부 사항 기록부(학교생활 기록부Ⅱ, 모든 항목 포함) 1부(2018.11.12(월)이후 일자 기준. 원본대조필 또는 학교장 직인 날인)
②추가 제출 서류(해당자) : 국가 유공자녀→교육보호(지원)대상자증명서(국가보훈처발행)
검정고시 합격자→검정고시 합격증명서
특례입학지원자→고입면제대상자확인서(교육처발행)

※ 전년도 전형입니다
2019학년도 예고 신입학 전형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88가길 8
1. 모집인원
실용음악과

뮤지컬과

보컬

관악

기타

드럼

미디작,편곡

베이스

피아노

뮤지컬

7~10내외

7~10내외

7~10내외

7~10내외

7~10내외

7~10내외

7~10내외

15~20내외

2. 전형일정
일시

장소

비고

원서접수
(방문 접수)

2019.10.14.(월)~10.18.(금)

본교 교무실

09:00~17:00
(12:30 ~ 13:40은
원서접수 불가)

필기 및 실기고사

2019.10.31.(목)~11.02.(토)

본교 전공별 실기고사장

시간 개별 통보

합격자 발표

2019.11.08.(금)

본교 홈페이지

합격자 등록

2019.12.16.(월) ~12.18.(수)
16:00 마감

구분

등록 기간 내에 등록금 납부

3.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 중학교 성적(30%) + 실기고사(60%) + 면접(10%)
4. 실기고사
내 용
1. 자유곡 1곡 : (300점)
2분 이내, 가요, 팝 무관 / 랩으로만 된 곡은 제외

보컬

(MR, 반주자 가능)
2. 자작곡은 반드시 본인이 연주하며
가창해야 함

기타
베이스
실
용
음
악
과

1. 자유곡 1곡
2. 스케일 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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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르별 즉흥연주

1. 자유곡 1곡

드럼

2. 악보 초견 및 시연
3. 장르별 즉흥연주

1. 자작곡 1곡

2. 악보 초견 및 시연

미디·작편곡

3. 스케일 연주

상세내용
홈페이지
참고

※ 미디작ㆍ편곡 전공 지원 시 전공 악기를 반드시
선택해야 하며, 전공 악기는 “피아노, 베이스, 기타”
중 한 가지여야 함

피아노

1. 자유곡 1곡
2. 악보 초견 및 시연, 3. 블루스 연주

1. 자유곡 1곡 - 뮤지컬 넘버 중 2분 내외

뮤
지
컬
과

2. 제시 대사 - 2분 내외

뮤지컬과

- 지원자 수에 따라 실기고사 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실기고
사 시간 변경 불가)
- 위에 기재된 내용 외에 추가적인 테스트를 요구할 수 있음
- 실용음악과 지원자 중 경향 실용음악 콩쿠르(중등부) 입상
자는 가산점이 부여됨 (본인이 받은 전공별 실기고사 점수
[300점 만점]의 5%를 가산점으로 부여)
- 모든 실기고사 자유곡, 자작곡은 암보로 연주 또는 가창하
여야 함
- 연주 또는 가창 중 평가교사가 충분히 들었다고 판단되면
임의로 중단시킬 수 있음
- 기악 지원자 반주자 대동은 본인 제외 1인만 가능하며 기
타 전공 지원자에 한해 2인까지 가능 (본인 전공 악기와 같은
악기는 반주로 참여 불가)
- 본교 재학생은 반주자로 대동할 수 없음
- 반주용 음원(MR) 준비 시 반드시 MP3 Player로 준비
(CD 불가)해야 하며 휴대폰 이용도 가능하나 연주 또는 가창
도중 벨소리가 울리게 되었을 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본인
에게 있음
- 피아노, 드럼 세트, 기타 앰프, 베이스 앰프 이외의 악기는
본인이 준비하여야 함
- 기타, 베이스 전공은 악기 라인과 스트랩을 반드시 준비하
여야 함
- 어떠한 종류의 이펙터 및 페달도 허용하지 않음
- 필기고사 시 연필과 지우개 필히 지참하여야 함
- 보컬과와 뮤지컬과 지원자는 키 체인지 시 악보 맨 앞면에
표시할 것(예: G → F)
- 보컬과와 뮤지컬과에 중복으로 지원하는 자는 원서 해당란
에 반드시 표시할 것
- 보컬과 자유곡 외에 필요에 따라 추가곡, 악기연주, 코드피
아노, 시창, 랩, 제시된 음악에 몸으로 리듬타기, 제시한 음악
을 듣고 장르 맞추기 등을 요청 할 수 있음

3. 움직임 - 한국무용, 현대무용, 재즈댄스, 탭댄스,
발레, 방송댄스, 아크로바틱, 마 임 등 장르 무관 2분 내외

5. 제출서류
①입학 지원서(본교 소정 양식) 1부 ②학생/학부모 질문지(본교 소정 양식) 1부 ③수험표(본교 소정 양식)
④실기고사 자유곡 악보 ⑤학교생활기록부Ⅱ 사본 1부

2021학년도 주요 위탁학교 입시전형

3학년 위탁학교

아현산업정보학교
리라아트고등학교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

명지전문대학교
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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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학교?

위탁학교 모집 시기는 2학년 학기 말(11월)입니다.
위탁학교에 합격하면 고등학교 3학년부터 1~2일은 본교로 등교하고,
나머지 요일은 위탁교육학교에 등교하며 실용음악에 관련된 수업들에만 참여하게 됩니다.

[ 시창 예시 문제 ]
※ 2020학년도부터 서공예 시창 시험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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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2019학년도

명예의 전당
(합격자 후기)

I NTRODUCE
DR E AM VOCA L & DA N CE
ABOU T U S
한국의 대중문화예술 분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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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변화하고있습니다.
아티스트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음악을 듣고
즐기는 대중들의 눈과 귀 역시 높은 수준에 올라 있기 때문에
변화하는 대중음악 분야의 흐름을 이해하고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저희 드림보컬은 국내 최대의 규모와 시설,
국내 최고의 강사진을 토대로 체계적인 수업과
학생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훈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력을 결과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연습실 녹음 시스템,
전용 공연장, 영상촬영 스튜디오 및 촬영팀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트레이닝부터 공연, 오디션, 그리고 미디어 노출까지
오디션에 필요한 모든 사이클을 경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드림보컬은 비교적 짧은 기간동안 한국 음악 교육 분야에서
주목할 만큼의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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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단순히 지나온 시간과 행운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끊임없는 연구와

좋은 환경을 구축하기위한 전폭적인 투자가 있었고,
무엇보다 함께 땀 흘리고 고생해온 드림의 강사 및 운영진의 노력,

그리고 학생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드림보컬은 학생들 뿐 아니라 교육과
운영하는 모든 이들이 꿈을 키워가는 곳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멈추지 않고 달려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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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보컬
예고입시
가이드북
2021학년도
입시전략 분석보고서

이 책의 저작권은 드림보컬에 있으며,
무단으로 배포 및 상업적 이용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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