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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花요일아침예술학교’는 가정환경으로 인해 미술에 대한 꿈을 펼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고등학교 일반교육
과정과 함께 미술심화교육과정을 무상으로 운영하는 학력인정 대안학교[각종학교]입니다. 일반교과뿐만 아니라,
미술 중심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재능을 계발하고 앞으로의 삶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그 기회와 방법을 제공하고자 설립된 여자미술고등학교 과정의 ‘기숙형 대안학교’로서, (재)서울가톨릭청소년회 산하
기관입니다.

1. 교육과정

3. 전형 일정

학 년

교육 과정

1 학년

고등학교 일반교육과정 ＋ 미술 기초교양 교육과정

2, 3 학년

고등학교 일반교육과정 ＋ 미술 전공심화 교육과정

가. 원서교부 및 접수
접수기간: 2020. 10. 12. (월) ~ 11. 02. (월) 17:00
접수방법: 본교 홈페이지(www.flowerdaymorning.com) 소정
양식 사용, E-mail (flowerday91@hanmail.net) 접수 후
원서접수 마감일(소인)까지 입학원서 원본 우편 제출

가. 2·3학년 전공심화과정 운영을 통한 특기 적성에 맞는 진학 설계
나. 현장 체험, 실무 교과 편성 등 진로 프로그램 운영
다. 소수 학생 맞춤형 진로 진학 상담 및 지도
라. 진로, 진학에 따른 학생 자활을 위한 다양한 장학 지원
* 李스테파노, 피스메이커스, 꿈 사다리, 후원자 결연 장학금 등

나. 서류제출
제출기간: 2020. 10. 12. (월) ~ 11.02. (월) 17:00
다. 전형일정
1차 전형: 2020. 11. 04. (수) ~ 11. 06 (금) / 서류 전형
2차 전형: 2020. 11. 14. (토) / 실기, 면접 전형
라. 합격자 발표

2. 지원 자격
가. 기본자격

1차 합격자 발표: 2020. 11. 09. (월) / (개별통보, 홈페이지 공지)
최종 합격자 발표: 2020. 11. 27. (금) / (개별통보, 홈페이지 공지)

- 중학교 졸업예정자 혹은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검정
고시 등)이 있다고 인정된 자, 미술에 재능이 있는 자
나. 기본자격을 가진 대상자 중 해당유형별 대상지원자격

4. 문의
가. 교무실 / 070-8891-3831

- 가정형편이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법정 대상자, 보훈 자녀 등)

나. 행정실 / 031-832-9988

- 학교장 추천자(비 법정 대상자, 사회 다양성 대상자)

다. 주 소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양원로 268번길 106-125

※ 기숙사 공동생활이 가능하고 주말 귀가 가능한 자

FAX : 031-833-0090

화요일아침예술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