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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싶은고등학교,가고싶은고등학교

이제,걱정말고차분히선택하세요.

어떤고등학교가있는지,어떻게선발하는지

꼭,필요한정보와입시전형을소개하여

고등학교선택과진학에도움을드립니다.

대한민국학생모두의길잡이가될

고등학교입학전형가이드북-

이한권에대한민국고등학교의

모든길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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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유형

•고등학교입학전형

완전정복1
고등학교유형및입학전형알기

고등학교유형

완전정복 1. 고등학교유형및입학전형알기 / 고등학교유형

고등학교유형!

일반계열고등학교, 
어떤학교를말할까요?

우리나라고등학교는설립목적과고등학교2, 3학년때교육과정*이어떻게운영

하는지에따라크게일반계열과전문계열로나눌수있습니다.

일반계열은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등

일반적으로우리가알고있는보통교과중심으로가르치는학교를말합니다.

우리가알고있는대부분의일반계고등학교가모두포함됩니다. 자율형사립

고등학교, 개방형자율학교등은이러한일반계고등학교중에서도교육과정을

조금더자유롭게운영할수있도록허용된학교를말합니다.

*교육과정이란?
교육목적과교육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국가에서제시된내용과기준을말합니다.
국어, 도덕등교과목과특별활동으로구성되어있으며, 우리나라는초·중·고등학교에서
배워야할교과목및시간수가정해져있습니다. 현행교육과정에의하면초등학교1학년
부터고등학교1학년까지10년은‘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으로정해져, 모든학생들이동일한
교과를배우도록하고있으며, 고등학교2, 3학년은‘선택중심교육과정’으로학생들의진로에
따라배울과목을선택하도록하고있습니다. 

일반계열고등학교

일반계고 (대부분고교, 1,450여 개교)

자립형사립고 (민족사관고등학교등 6개교)

자율형사립고 (안산동산고등 20개교)

개방형자율학교 (서울구현고등 10개교)

고등학교입학전형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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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정복 1. 고등학교유형및입학전형알기 / 고등학교유형

*전문교과란?
농생명산업, 공업, 상업정보, 수산·해운, 가사·실업, 과학, 체육, 예술, 외국어, 국제등10개
계열로나눠져있습니다.

고등학교유형!

전문계열고등학교, 
어떤학교를말할까요?

전문계열은농생명산업, 공업, 과학, 체육·예술, 외국어등보다전문적인

분야의교과(전문교과*)를배울수있는학교를말합니다. 

이중에는직업인력양성을목적으로설립된전문계고등학교가대표적입니다.

아울러,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가여기에해당

됩니다.  

특수목적고에는전문계고등학교인농업고, 공업고, 수산고, 해양고외에외국어고,

과학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가있는데, 이들학교에서도교육과정상전문

교과를운영하게돼있다는점에서전문계열로분류할수있습니다.

전문계열고등학교

전문계고 (690여 개교)

마이스터고 (수도전기공고등 21개교)

특수목적고 (과고, 외고 등 9개계열)

특성화고 (전문계특성화고, 대안교육특성화고)

일반적인학교와는조금다른형태의학교도알아두세요!
일반적인 학교와는 조금 다른 형태의 학교로는 과학·수학 등 특수 분야에 재능이
뛰어난학생을양성하는영재학교가있습니다. 이외에고등학교에준하는외국인학교와
대안학교가 있으며,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완전정복 1. 고등학교유형및입학전형알기 / 고등학교유형

시·도
일반계 전문계

총합
국·공립 사립 합계 국·공립 사립 합계

서울 84 141 225 19 58 77 302

부산 50 47 97 13 30 43 140

대구 31 38 69 9 11 20 89

인천 58 22 80 20 9 29 109

광주 14 35 49 6 7 13 62

대전 26 22 48 6 6 12 60

울산 25 11 36 10 2 12 48

경기 177 79 256 68 56 124 380

강원 53 14 67 41 6 47 114

충북 37 15 52 24 6 30 82

충남 53 28 81 27 8 35 116

전북 29 46 75 35 20 55 130

전남 55 35 90 51 12 63 153

경북 59 64 123 44 27 71 194

경남 76 51 127 28 26 54 181

제주 11 7 18 10 2 12 30

합계 838 655 1,493 411 286 697 2,190

【전국고등학교현황 (2008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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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정복 1. 고등학교유형및입학전형알기 / 고등학교입학전형

고등학교입학전형!

꼭기억하세요, 
선발시기!

고등학고입학전형은선발시기에따라전기와후기가있고, 전기전형학교와

후기전형학교가서로구분됩니다.

●전기전형

전기전형학교에는전문계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마이스터고, 자율형사립고와

자립형사립고가있습니다.

●후기전형

후기전형학교에는우리가일반계고로알고있는대부분의학교가해당됩니다.

개방형자율고중일부학교는후기에조금앞서전형하는경우도있습니다.

원칙적으로전기에1회, 후기에1회만지원할수있습니다.

예컨데전기에외국어고, 과학고와같은특수목적고와자율형사립고를동시에

지원할수없습니다. 

전기전형학교에합격하면후기전형에지원할수없으며, 전기전형학교에

불합격한경우에는후기전형학교에다시지원할수있습니다. 

예외적인경우도있습니다. 예를들어마이스터고는다른전기전형학교보다

전형이빠르며지원하여불합격한경우에도다른전문계열고등학교에지원이

가능한데자세한사항은시·도별로조금씩다릅니다. 또한영재학교는다른

학교와중복지원이가능합니다.

고등학교입학전형

완전정복 1. 고등학교유형및입학전형알기 / 고등학교입학전형

고등학교입학전형!

꼭이해하세요,
모집단위!

고등학교입학전형의모집단위는광역(시·도)단위선발과전국단위선발로

나눌수있습니다.

●광역(시·도)단위선발

대부분고등학교는광역단위로학생을선발하고있습니다. 이는중학교가있는광역

시·도내의고등학교에만지원할수있다는뜻입니다.

●전국단위선발

마이스터고, 농업·공업·수산·해양·예체능계열특수목적고와일부특성화고, 영재

학교는일부학교를제외하고대부분전국단위로선발하고있습니다. 

단, 중학교가속한광역시·도내에외국어고나국제고가없는경우에는전국에

있는외국어고와국제고에지원이가능합니다. 

고등학교입학전형!

꼭알아두세요, 
전형자료!

고등학교입학전형의기본전형자료는학교생활기록부와선발고사입니다. 전기

학교는여기에실기고사, 적성검사, 실험·실습및면접등을추가로반영할수

있습니다. 

고등학교입학전형은시·도별, 지역별, 학교별로다르기때문에구체적인사항은

각시·도및학교의전형계획을반드시확인해야합니다. 



•일반계고등학교
- 학생과학부모, 학교가함께만들어가는자율형사립고등학교

- 자율적이고다양한교육과정을배우는자립형사립고등학교

완전정복2
일반계열고등학교특성알기

완전정복 2. 일반계열고등학교특성알기 / 일반계고등학교

완전하게정의하자!

일반계고, 
어떤학교인가요?

일반계고*란흔히인문계고등학교로불리는학교로특정분야의전문적인교육

보다일반교과목위주로가르치는학교를말합니다.일반계고는전국고등학교의

약66%인 1,450여개학교가있습니다. 

유형별로는일반고, 자율형사립고, 자립형사립고, 개방형자율학교가있습니다.

혼동하기쉬운자율형사립고, 자립형사립고, 개방형자율학교는학교에서교육

과정을어느정도자율적으로운영할수있다는점에서는일반고와 다소차이가

있지만, 특정전문분야교육을목적으로하지않기때문에크게보면일반계고에

해당된다고할수있습니다.

일반적인교육과정을통해인재를양성하는,일반계고등학교

고등학교입학전형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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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정복 2. 일반계열고등학교특성알기 / 일반계고등학교

완전하게이해하자!

일반계고, 
어떻게선발하나요?

일반계고는후기전형에서학생을선발합니다. 

전형방법은지역별로차이가있습니다. 평준화지역은추첨또는배정방식으로

선발하는것이원칙이지만, 학생이가고싶은학교를먼저지원한후추첨또는

배정하기도합니다. 

비평준화지역은교육감의승인을받아학교에서자율적으로선발합니다. 학생

들은자신이재학하고있는중학교가있는지역또는거주하고있는지역의고등

학교에지원합니다. 

예) 일반계고지원자격 (경기도) 
①경기도내중학교졸업예정자
②중학교졸업자로서경기도내거주자*
③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합격자중경기도내거주자
④중학교졸업자와동등이상의학력이있다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인정하는자로서
경기도내거주자

⑤타시·도에있는특성화중학교또는자율학교졸업예정자중경기도내거주자

*거주자란?
거주자라함은원서접수일현재전가족(보호자포함)이경기도내에거주하고있는자를
말합니다.

일반계고중교육과정이자율화된학교의선발방법은조금달라요!
자율학교중2009년3월27일이전에지정된학교와개방형자율학교는시·도에따라
전기선발이후에후기보다앞서선발할수있습니다. 

2009년3월27일이전에지정된자율학교에한해서는타시·도에있는학교에지원
하는것도가능하며, 시·도또는학교별로입학전형방식이다릅니다. 

완전정복 2. 일반계열고등학교특성알기 / 일반계고등학교

|평준화·비평준화지역이모두있는시·도 |

【일반계고입학전형방법】

시·도

경기

평준화지역

●학군내선지원후추첨
※학군 : 수원, 부천, 안양권 (안양, 과천,
군포, 의왕), 성남, 고양 5개학군

추첨방식 입학전형

●학생부성적
(중학교 1~3학년
교과·비교과, 67%) 
+ 선발고사(33%)

●경합지역 (의정부, 광명, 안산, 
남양주, 구리) : 내신(200)
+ 선발고사(100)으로선발

●비경합지역 (경합지역외) : 
내신으로선발하되, 교육감
승인학교(128교)는선발고사
점수합산가능

●평준화지역학생은
비평준화지역학교
지원가능 (평준화
지역내타학군학교는
지원불가)

●비평준화지역학생은
평준화지역학교
지원가능

충북

●선지원(5개교) 후추첨

●1단계배정에서지망학교에배정되지
않으면미달학교무작위추첨(거주지
인근학교배정을위한추가 2개학교
지망가능)

●학생부성적
100%(중학교 1~3
학년교과·비교과)

●좌동
●평준화-비평준화
지역간교차지원
가능

전북
●선지원(학군내모든학교) 후추첨배정 : 
100%

●학생부성적 (중학교
1~3학년교과·
비교과, 72%) 
+ 선발고사(28%)

●좌동
●평준화-비평준화
지역간교차지원
가능

전남
●선지원(학군내모든학교) 후추첨배정 : 
100%

●학생부성적 (중학교
1~3학년교과·
비교과, 70%) 
+ 선발고사(30%)

●좌동
●평준화-비평준화
지역간교차지원
가능

경북
●선지원(학군내모든학교, 최대 6개교까지
신청) 후추첨배정 : 100%

●학생부성적 (중학교
1~3학년교과·
비교과, 53%) 
+ 선발고사(47%)

●학생부성적(300점) 
+ 논술(20점)

●평준화-비평준화
지역간교차지원
가능

경남
●선지원(학군내모든학교) 후추첨배정 : 
100%

●학생부성적
100%(중학교 2~3
학년교과·비교과)

●학생부성적 100%(중학교
2~3학년교과·비교과)

●평준화-비평준화
지역간교차지원
가능

제주 ●선지원(5개교) 후추첨 : 100%

●학생부성적 (중학교
1~3학년교과·
비교과, 50%) 
+ 선발고사(50%)

●학생부성적 + 선발고사
●평준화-비평준화
지역간교차지원
가능

비평준화지역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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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정복 2. 일반계열고등학교특성알기 / 일반계고등학교

|평준화지역만있는시·도 |

|비평준화지역만있는시·도 |

서울

●제1단계 : 서울시전역단일학교군에서 2개교지원
(학교정원의 20%)

●제2단계 : 일반학교군(관할지역교육청내)에서 2개교지원
(학교정원의 40%)

●통합학군내추첨 : 1·2지망탈락학생대상으로추첨·배정

●학생부성적 100%
(중학교 1~3학년비교과, 
2~3학년교과성적합산)

부산

●제1선지망 : 광역학군(시내전역)에서 2개교지원(학교정원의 40%)

●제2선지망 : 주소지지역학군내 2개교지원(학교정원의 20%)

●통합학군내추첨 : 1·2지망탈락학생대상으로지리정보시스템이용
배정

●학생부성적 100%
(중학교 1~3학년비교과, 
2~3학년교과성적합산)

대구
●선지원(2개교) 후추첨 : 40%

●학군내추첨 : 60%, 지리정보시스템이용배정

●학생부성적 100%
(중학교 1~3학년교과·비교과)

인천

●선지원(학군내모든학교) 후추첨 : 100%

▶평준화지역내특수지학교 : 강화, 옹진, 영종지역내고등학교는
내신과면접으로별도선발

●학생부성적 100%
(중학교 1~3학년교과·비교과)

광주
●선지원(2개교) 후추첨 : 40%

●학군내추첨(5개교) : 60%, 지리정보시스템

●학생부성적 100%
(중학교 1~3학년교과·비교과)

대전
●선지원(5개교) 후추첨 : 60%

●학군내추첨 : 40%, 지리정보시스템

●학생부성적 100%
(중학교 1~3학년교과·비교과)

울산

●1단계 : 연합학군(2개교) 선지원후추첨

●2단계 : 일반학군(2개교) 선지원후추첨

●3단계 : 1·2지망탈락자중근거리배정

●선발고사(100%)

시·도 추첨방식 입학전형 비고

시·도 전형방법 비고

강원 ●학생부성적 (70%) + 선발고사(30%)

충남 ●학생부성적 (69%) + 선발고사(31%)

완전정복 2. 일반계열고등학교특성알기 / 일반계고등학교

자율학교란일반학교에비해교육과정의자율성을확대하는학교를말합니다.초·중·고등
학교모두적용하고있습니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은 20~35%까지자율, 선택중심교육과정은 100% 자율적으로운영
할수있습니다. 학생선발방식에있어2009. 3. 27. 이전에지정받은학교는자율적으로
선발하고있으데, 그이후에지정받은학교는일반고등학교와동일하게선발하게됩니다.
단, 필기고사는금지하고있습니다.
(※2009. 3. 27. 이전에지정받은학교는학생선발방식을학교에서자율적으로결정합니다.)

| 자율학교|

개방형자율학교란혁신적인교장을공모하여학교운영의자율성과책무성을대폭확대한
학교를말합니다. 주로공립고등학교를대상으로2007년 3월부터2011년 2월까지시범적
으로운영됩니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은35%까지자율, 선택중심교육과정은100% 자율적으로운영할수
있으며, 학생선발은후기일반계고와동일하게이뤄집니다. 평준화지역은선지원후추첨,
비평준화지역은학교자율적으로선발하여필기고사는금지하고있습니다.
(※서울: 구현고·원묵고, 부산: 경남여고·부산남고, 인천: 신현고, 경기: 와부고, 
충북: 청원고, 전북: 군산고·정읍고, 경남: 창신고)

| 개방형자율학교|

기숙형고란농산어촌등교육여건이열악한지역에최첨단기숙시설을갖추고, 학생들의
통학불편을 해소하며, 다양하고 질 높은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교육여건을 크게
개선한농산어촌명품학교를말합니다. 

현재전국에기숙형고교82개교가지정되어있으며, 3,173억원의예산을지원하였습니다.
2009년에는68개를추가로지정하여150개학교를운영합니다. 기숙형고는별도의학교
유형이 아니라 기숙사를 갖춘 일반계고를 의미하므로, 일반계고 학생선발 방식과동일
합니다. 

| 기숙형고등학교|

일반계고중다양하고참신한제도와프로그램을운영하는학교에대해조금

더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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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없는고등학교란특화된정규교육프로그램과학생개인의학습능력에맞는수업을
수준별수업등우수한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는학교를말합니다. 특히사교육부담을
덜어주기위해질높고다양한방과후프로그램을운영합니다.

2009년에전국적으로457개학교를선정하여학교당평균 1.3억원씩총600억원을지원
하였습니다. 형편이어려운가정이모여있는도시지역이나농산어촌과같은교육적소외
지역에‘사교육없는학교’가운영됩니다. 

| 사교육없는고등학교|

과학중점고란고교 3년간 이수하는 교과목의 40~50%(수업시간 기준)를 과학·수학으로
편성하여과학적소양이풍부한각분야의인재를길러내기위한학교를말합니다.과학
중점고는2010년부터운영됩니다. 

학생들은 일반계고 전형을 통해 진학하고, 2·3학년 진급시 일반과정(현재 일반계고
교육과정)과과학중점과정중하나를선택할수있습니다.

| 과학중점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모든학생공통
(수학·과학심화학습, 융합과목 1과목, 연 60시간과학체험활동)

일반과정개설과목
선택학생군

(수학 2과목또는수학 4과목, 
과학 6과목)

과학중점과정개설과목
선택학생군

(수학 4과목, 과학 8과목, 
과학전문·융합과목 3과목)

완전정복 2. 일반계열고등학교특성알기 / 일반계고등학교

완전하게정의하자!

자율형사립고, 
어떤학교인가요?

자율형사립고란학교의건학이념에따라다양하고특화된프로그램을제공할수

있도록교육과정·학사운영등을자율적으로운영하는새로운형태의학교를

말합니다.

자율형사립고는기숙형고, 마이스터고와함께<고교다양화300 프로젝트> 중

하나로서2009년에처음25개학교가지정되었고, 그중20개교가2010년부터

운영됩니다. 2011년까지전국적으로수를확대해나갈계획입니다. 

또한교육청으로부터일반적인재정지원을받지않기때문에학비를학교에서

결정하게되며, 대부분일반고등학교학비(연간110~150만원)의약3배내외

에서결정됩니다. 

학생과학부모, 학교가함께만들어가는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완전정복 2. 일반계열고등학교특성알기 / 일반계고등학교

완전하게알아두자!

자율형사립고, 
교육과정은
어떻게되나요?

자율형사립고는1학년때배우는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50%까지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2~3학년 때 배우는 선택중심교육과정은

100% 자율적으로운영할수있습니다.  

따라서새로운학과나교과의설치가활발해집니다. 획일적인학년제의틀에서

벗어나학생의학습능력에맞춰학년을자유롭게선택할수있는무학년제와

정규학기외에여름·겨울방학동안수업을들을수있는계절학기제를운영

합니다. 또한대학수준의과목을학습하고그결과를대학입학후학점등의

방식으로인증받을수있는학점이수제등학생의수요에부응하는교육이가능

합니다.

최근에지정된자율형사립고, 이렇게알아두자!
서울에서자율형사립고로지정된학교를보면, 무학년제와계절학기제를도입하는학교
(한가람고), 예비신학자과정을설치하는학교(동성고), 과학아카데미를설치하는학교
(중앙고), 소수자희망과목및어학전문과정을개설하는학교등다양한교육과정을운영
합니다. 



고등학교입학전형가이드북
20
21

완전정복 2. 일반계열고등학교특성알기 / 일반계고등학교

완전하게이해하자!

자율형사립고, 
어떻게선발하나요?

자율형사립고는전기에학생을선발하며, 광역단위로학생을모집하고있습니다.

다만, 일부학교는일정비율내에서전국단위선발이가능합니다. 

예) 충남북일고
50%이내에서전국단위로학생을모집합니다.

전형방식은일반전형과특별전형으로나누어집니다.

정원의80%를선발하는일반전형의경우,  평준화지역은추첨으로선발하거나

내신과면접점수등을반영한추첨방식으로선발합니다.비평준화지역은학교가

정한방식으로선발하게됩니다. 평준화, 비평준화지역모두필기고사는금지

됩니다.

정원의20%이상은사회적배려대상자*로선발하여야하는데, 학교별로독자적인

선발기준에따라학생의잠재력등을고려하여선발하게됩니다. 이렇게입학한

학생들에대해서는소득계층에따라학비를전액또는부분적으로지원합니다.

*사회적배려대상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자및교육감이정하는자를말합니다.

【전국시·도별자율형사립고입학전형방식】

시·도 학교수 학생모집지역 입학전형방법

서울

●13개교 (경희고, 동성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우신고, 이대부고, 이화여고, 중동고, 중앙고, 
한가람고, 한양부고) - 2011년 5개교추가개교예정

●서울전역
●내신일정기준이내학생중추첨
(일정기준은 50~100%중학교가선택)

부산 ●2개교 (해운대고, 동래여고) ●부산 ●1단계(내신으로 2배수선발) → 2단계추첨

대구 ●1개교 (계성고) ●대구
●1단계(내신으로 5배수선발) 
→ 2단계(면접으로 2배수선발) → 3단계추첨

광주 ●1개교 (송원고) ●광주
●내신일정기준이내학생중추첨
(일정기준은 30~100%중학교가선택)

경기 ●1개교 (안산동산고) ●경기 ●비평준화지역학교(학교자율, 필기고사금지)

충남 ●1개교 (북일고)
●전국 50%
●충남 50%

●비평준화지역학교(학교자율, 필기고사금지)

경북 ●1개교 (김천고)

계 20개교

●경북 ●비평준화지역학교(학교자율, 필기고사금지)

특수목적고란어학영재, 과학영재등국가에필요한특수분야영재육성을위한학교를
말해요. 특수목적고는전문교육위주로구성되어교육과정상자율성은적어요. 

반면, 자율형사립고는자율적인교육과정으로학생개개인의개성을살리면서맞춤형
으로교육을할수있다는점에서차이가있답니다. 

<자율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는어떻게다른가요?Q.1

A.1

개방형자율학교란 혁신의지가 강한 교장을 공모하여 대폭적인 자율과 책무를 부여
하고,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등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학교라고 할 수
있답니다. 주로공립학교의자율성을확대하는데그목적이있어요.

자율형사립고에비해교육과정의자율성은높지만학생선발은후기에실시하고, 평준화
지역은선지원후추첨,비평준화지역은학교가자율적으로선발한다는점에서차이가
있답니다.

<자율형사립고>와 <개방형자율학교>는어떻게다른가요?Q.2

A.2

완전정복 2. 일반계열고등학교특성알기 / 일반계고등학교



고등학교입학전형가이드북
22
23

완전정복 2. 일반계열고등학교특성알기 / 일반계고등학교완전정복 2. 일반계열고등학교특성알기 / 일반계고등학교

완전하게정의하자!

자립형사립고, 
어떤학교인가요?

자립형사립고란사립학교에보다많은자율권을주기위한방안으로2002년

부터시험적으로운영된학교를말합니다. 2010년2월까지시험운영됩니다.

현재부산해운대고가자립형사립고에서자율형사립고로전환함에따라전국에

5개학교가있습니다. 아울러2010년서울에하나고가개교할예정입니다.

완전하게알아두자!

자립형사립고, 
교육과정은
어떻게되나요?

자립형사립고는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은다른학교와동일하게운영되고있으며,

선택중심교육과정은학교가100% 자율적으로운영할수있습니다. 

자율적이고다양한교육과정을배우는

자립형사립고등학교

시·도 학교명 비고주소

서울 하나고(2010개교예정) 사립서울시은평구진관동

울산 현대청운고 사립울산동구방어진순환도로

강원 민족사관고 사립강원횡성군안흥면

전북 전주상산고 사립전북전주시완산구효자동

경북 포항제철고 사립경북포항시남구자곡동

전남 광양제철고 사립전남광양시마로니에길

【자립형사립고등학교현황】
자립형사립고는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다양한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시도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사교육비를 유발하는 입시와 저소득층의
입학비율저조등이문제점으로지적되어왔어요.

그에 반해 자율형사립고는 이러한 자립형사립고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학교운영의
자율성을강화하고, 학생선발의폭을확대하는등장점은살리고, 문제점은최소화한
학교형태라고할수있답니다. 

<자립형사립고>와 <자율형사립고>는어떻게다른가요?Q.1

A.1

완전하게이해하자!

자립형사립고, 
어떻게선발하나요?

자립형사립고는전기에선발합니다. 모집단위는학교마다차이가있는데, 현대

청운고와민족사관고는전국단위, 포항제철고와광양제철고광역시·도단위로

선발하며, 하나고와전주상산고는전국단위선발과광역시·도단위선발을병행

하고있습니다.

학교가학생선발방법을자율적으로결정하므로구체적인선발절차나평가항목

등은학교마다차이가있습니다.



•전문계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  세계적인우수과학인재를키우는과학고등학교
-  외국어중심의차별화된인재교육을위한외국어고등학교
-  글로벌시대경쟁력있는인재를발굴하는국제고등학교
-  예술분야인재육성을위한예술고등학교
-  체육특기적성자를양성하는체육고등학교
-  특수영역별인재육성을위한농업·공업·수산·해양계열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  특정분야의전문가를키워내는전문계특성화고등학교
-  체험위주의다양한전인교육을위한대안교육특성화고등학교

완전정복3
전문계열고등학교특성알기

완전하게정의하자!

전문계고, 
어떤학교인가요?

전문계고란농업, 공업, 상업, 임업, 정보통신, 수산해운, 가사실업등의특정한

전문분야의교육을목적으로교육과정을운영하는고등학교를말합니다. 

마이스터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등도특정한전문분야교육을목적으로

하는전문계고등학교입니다. 

완전하게알아두자!

전문계고,
교육과정은
어떻게되나요?

전문계고는전공학과에따라교육과정을달리하며, 해당분야의이론과실습에

많은시간을할애하고있습니다. 일부학과의경우재학중해당분야자격증

취득을권장하고있습니다.

1학년은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운영하므로일반계고와비슷합니다. 2~3

학년과정에서는전문분야와관련된전문교과를중심으로운영되며(55% 이상),

학과별로다양한전문교과를이수할수있습니다.

완전하게이해하자!

전문계고, 
어떻게선발하나요?

전문계고는학생이재학한중학교가있는지역또는거주지내고등학교에지원

하는것이일반적입니다. 

주로학과단위로학생을선발하며, 일부학교는통합단위로선발하기도합니다.

선발시기는11~12월에실시하는전기전형으로일반계고에앞서선발합니다.  

특정전문분야교육으로전문가를양성하는,전문계고등학교

완전정복 3. 전문계열고등학교특성알기 / 전문계고등학교

전문계고졸업후, 진로는어떻게되나요?
전문계고졸업후진로는해당전공과관련된산업체로취업할수있으며, 학교는취업을
위한각종교육활동을운영·지원합니다. 

뿐만아니라졸업후대학으로진학할수있으며, 취업후에대학에진학을하고자하는
경우에는전문계고출신자만을대상으로하는산업체재직자특별전형등을통해진학
할수있습니다.

고등학교입학전형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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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정복 3. 전문계열고등학교특성알기 / 전문계고등학교

전문계고등학교는 학생이 살고 있는 지역 내의 학교에 지원할 수 있으므로, 인천
지역 외의전문계고는입학전형을지원할수없어요. 다만, 서울의 전문계특성화고
중인천지역을모집대상으로포함하고있는학교에는지원할수있답니다.

인천에살고있는중학교 3학년학생인데, 서울에있는디자인관련전문계
고등학교에진학하려고합니다. 진학이가능한지요?

Q.1

A.1

기본적으로일반계고와같이년150만원내외이나, 약65%의전문계고학생이장학금
수혜또는수업료감면혜택을받고있으며, 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습니다.

그럼, 일반계고와비교하여학비는어떻게되나요?Q.2

A.2

완전정복 3. 전문계열고등학교특성알기 / 마이스터고등학교

완전하게정의하자!

마이스터고, 
어떤학교인가요?

마이스터고의정식명칭은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입니다. 

학비면제와실무외국어교육, 해외연수및취업을지원하며, 자율학교로지정

하여교육과정에자율성을보장하는대표적인전문계고를말합니다. 

현재21개교가선정되었고2010년부터운영할예정입니다. 우리나라최고의

기술명장(Meister) 육성을목적으로20명내외의소수정예학급으로운영되며

학생들은희망에따라최신기숙사생활을할수있습니다. 

완전하게알아두자!

마이스터고, 
교육과정은
어떻게되나요?

마이스터고는해당분야의산업수요맞춤형교육과정과교과서등을산업체와

학교가공동으로개발하여운영하게됩니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1/2까지

감축운영할수있으며, 나머지시간은학교재량으로전문교과와보통교과를

자율적으로편성합니다. 

산업체전문가가교원으로참여하는산학연계현장실습과연수, 직업소양교육을

실시하며, 이와연계된방과후학교나동아리활동등다양한프로그램도제공

합니다.

대학졸업장보다대우받는기술인,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후진로는어떻게되나요?
졸업 후에는 학교와 연계된 우수기업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군입대 연기와
함께직장과병행한대학교육등의경력관리가가능해서산업현장의중견기술인으로
일찍성장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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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정복 3. 전문계열고등학교특성알기 / 마이스터고등학교

완전하게이해하자!

마이스터고, 
어떻게선발하나요?

마이스터고학생선발은주로10~11월에이루어지고학생모집은전국단위로

실시하고있습니다. 전형방법은크게일반전형과특별전형으로구분되며, 특별

전형은사회적배려대상,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자녀등을대상으로합니다.

또한특화된분야의기술명장육성을위해학교별로전형을달리하고있습니다.

마이스터고는졸업후우선취업을하여일과학습을병행하면서기술명장

으로의성장가능성이높은학생을선발하고있습니다. 

【마이스터고학교리스트 (일반계고, 전문계고는생략) 】

학교명 분야시·도 모집인원 비고

수도전기공고 에너지
서울

200 사립

미림여자정보과학고 뉴미디어콘텐츠 120 사립

부산자동차고 자동차
부산

120 공립

부산기계공고 기계 300 국립

경북기계공고 메카트로닉스대구 300 공립

인천전자공고 전자·통신인천 160 공립

광주정보고 자동화설비광주 90 공립

대전동아공고 전자기계산업대전 200 사립

울산정보통신고 기계·자동화울산 120 공립

수원하이텍고 메카트로닉스
경기

160 공립

평택기계공고 자동차·기계 160 공립

원주정보공고 의료기기강원 160 공립

충북반도체고 반도체장비충북 100 공립

합덕제철고 철강충남 120 공립

군산기계공고 조선·기계
전북

180 공립

전북기계공고 산업기계 300 국립

한국항만물류고 항안물류전남 120 공립

구미전자공고 전자 280 국립

금오공고 모바일제품
경북

200 공립

거제공고 조선
경남

160 공립

삼천포공고 항공·조선 100 공립

합계 15개 지역 21개교(국립3교, 사립3교, 공립15교), 신입생정원 : 3,650명

완전정복 3. 전문계열고등학교특성알기 / 마이스터고등학교

학교별로 차이가 있어요. 일반전형의 경우는 중학교 교과성적이 50%이하로 반영
되며, 특별전형의경우는 30%이하로반영된답니다.

중학교내신은일반적으로전교과를반영하지만, 일부학교에는교과가중치(기술·가정
교과를필수로3교과이내반영)를적용하는학교도있으니, 꼭확인하고지원을해야
해요.

마이스터고전형에중학교성적이얼마나반영되나요?Q.1

A.1

마이스터고는대학진학이아니라기능·기술인으로서성장하기위해소신지원하는
고등학교이므로다른전문계고보다우선하여선발해요. 

그러니까불합격시다른전문계고에지원하여전문교육을받을수있답니다.

그럼, 마이스터고에불합격시다른전문계고에지원할수있나요?Q.2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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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정복 3. 전문계열고등학교특성알기 /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정전문분야교육으로인재를양성하는,특수목적고등학교

완전하게정의하자!

특목고, 
어떤학교인가요?

특수목적고란특정분야의전문인재양성을목적으로설립된학교를말합니다.

특정분야란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지정한과학, 외국어, 국제관계, 예술,

체육, 공업, 농업, 수산, 해양분야가있습니다. 이에따라외국어고, 과학고,

국제고, 체육고, 수산고, 해양고, 공업고, 농업고, 예술고가특수목적고로지정

받아운영되고있습니다. 다만예술고, 공업고, 농업고등의학교중에는특수

목적고로지정받지않은학교도있으므로지정여부를확인하시기바랍니다.

혼동하지마세요!
교육과정운영에 자율성을 보장받는 자립형사립고(민족사관고등학교, 전주상산고,
포항제철고등), 2010년부터개교하는자율형사립고, 영재학교는특수목적고라할수
없습니다.  

완전정복 3. 전문계열고등학교특성알기 / 특수목적고등학교

완전하게정의하자!

과학고, 
어떤학교인가요?

과학고란과학분야의특수목적고로서세계적인우수과학인재양성을위해

수학·과학분야를중심으로전문적인교육을하는학교를말합니다. 

이를위해학년당40~160명소규모의깊이있는연구·실험·탐구학습을수행

합니다. 1983년경기과학고(수원) 개교를시작으로현재16개광역시·도마다

1~2개교씩총 19개교가있으며, 191학급3,457명이재학중입니다. 학생들은

모두기숙사생활을하고있습니다.

세계적인우수과학인재를키우는

과학고등학교

완전하게알아두자!

과학고,
교육과정은
어떻게되나요?

과학고는일반고등학교에서배우는과목의거의대부분을보통교과를통해

배우고, 추가로수학·과학분야위주의전문교과를배우게됩니다. 

일반고에비해깊이있는수학, 과학분야고급과목을비롯해탐구과제, 연구

대회, R&E(Research & Education, 연구활동을통한교육) 과제등다양한

프로그램을제공합니다.

과학고졸업후, 진로는어떻게되나요?
과학고 졸업 후에는 이공계 대학으로 진학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2009년 졸업생의
경우95.2%가이공계대학으로진학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 80%의 학생이 2학년을 마치고 조기졸업하여 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등에 별도전형으로 진학하거나, 일반대학 수시모집으로 진학
하고있습니다. 

일부는3학년졸업후수시전형및수능을통해국내대학에진학하거나외국대학으로
유학을가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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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정복 3. 전문계열고등학교특성알기 / 특수목적고등학교

완전하게이해하자!

과학고, 
어떻게선발하나요?

과학고는광역시·도단위로선발합니다. 따라서, 학생이다니고있는중학교가

있는광역시·도내에있는과학고에만지원할수있고, 다른전기학교와동시에

지원할수없습니다.

2010학년도까지는10~12월경에특별전형과일반전형의2가지방식으로선발

하게 되는데, 2011학년도부터는 7~10월경에 입학사정관전형*, 10~12월경

과학창의성전형*을통해선발할예정입니다.

*입학사정관전형이란?
현재일부대학에서시행되고있는입학사정관제도를도입한것으로학생들의수학·과학
분야창의성, 잠재력과흥미, 관심도등을종합고려하여선발하는것을말합니다.

*과학창의성전형이란?
실험·탐구수행, 과제발표, 학생주도형면접, 그룹토의등을실시하는과학캠프를통해
학생들의창의성과문제발견·해결력등을측정하여선발하는것을말합니다.

완전정복 3. 전문계열고등학교특성알기 / 특수목적고등학교

2011학년도 입시부터 그렇게 된답니다. 과도한 선행학습이나 사교육을 유발하는
올림피아드등경시대회의성적은반영하지않고, 입학사정관전형과과학창의성전형을
통해창의성과잠재력이있는학생들을선발할예정이에요.

앞으로과학고입시에올림피아드등경시대회성적이반영되지않나요?Q.1

A.1

교육과정이수학·과학분야에심층적으로짜여있을뿐, 선행학습이반드시필요한
것은아니므로부담갖지않아도되요. 

과학고로진학하려면선행학습이반드시필요한건가요?Q.2

A.2

입학사정관들은학생들의학업성취, 성장과정과배경, 수학·과학분야관심과흥미,
잠재력, 동기와 열정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 고려하여 선발해요. 그러므로 특별한
준비보다수학·과학에관심을가지고학교생활에충실하면되요.

과학고입학사정관전형을위해서어떤준비를해야하나요?Q.3

A.3

두 학교는 수학·과학 분야의 우수 인재를 양성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목적을 가진
학교지만, 교육방법이나 운영 면에서 차이가 있어요. 학생선발 단위도 과학고는
광역단위, 과학영재학교는전국단위를기본으로하고있답니다. 

과학고와과학영재학교의차이점은뭔가요?Q.4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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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정복 3. 전문계열고등학교특성알기 / 특수목적고등학교

【전국시·도별과학고등학교현황 】

시·도 학교명 주소

서울
한성과학고 서울시서대문구현저동

세종과학고 서울시구로구궁동

부산 장영실과학고 부산시연제구연산동

대구 대구과학고 (’11년영재학교전환) 대구시수성구황금동

인천 인천과학고 인천시중구운서동(영종도)

광주 광주과학고 광주시남구주월동

대전 대전과학고 대전시유성구구성동

울산 울산과학고 울산시울주군상북면

경기
경기과학고 (’10년영재학교전환) 경기도수원시장안구송죽동

경기북과학고 경기도의정부시녹양동

강원 강원과학고 강원도원주시태장동

충북 충북과학고 충청북도청원군가덕면

충남 충남과학고 충청남도공주시반포면

전북 전북과학고 전라북도익산시금마면

전남 전남과학고 전라남도나주시금천면

경북
경북과학고 경상북도포항시북구용흥동

경산과학고 경상북도경산시갑제동

경남
경남과학고 경상남도진주시진성면

창원과학고 (’11년개교예정) 경상남도창원시동읍

제주 제주과학고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오라동

완전정복 3. 전문계열고등학교특성알기 / 특수목적고등학교

외국어중심의차별화된인재교육을위한

외국어고등학교

완전하게정의하자!

외국어고, 
어떤학교인가요?

외국어고란외국어를중점적으로교육하는특수목적고를말합니다. 1984년에

대원외국어학교, 대일외국어학교가 각종학교로 개교하여, 1992년에 특수

목적고로지정을받은이래현재전국에30개교가설립·운영되고있습니다.  

30개교의절반이수도권에있고, 광주광역시·울산광역시·강원도에는없는데,

2010년에울산외국어고와강원외국어고가개교할예정입니다. 30개교중18

개교는사립이고, 12개교는공립입니다. 현재 25,761명의학생이재학중이고

1,552명의교사가지도하고있습니다

학비는공립의경우일반공립고수준이지만, 사립은일반공립고3배수준의

등록금을받는학교도있습니다. 

완전하게알아두자!

외국어고, 
교육과정은
어떻게되나요?

외국어고는각학급을영어과, 중국어과, 독일어과, 프랑스어과, 스페인어과,

일본어과등전공학과별나누어운영하고있습니다. 

1학년은국민공통기본교과중심으로배우게되는데, 2·3학년에서는전공언어별

심화학습·듣기·회화·문법·작문·전공언어권문화등의교과를선택적으로

학습하여총80단위이상의외국어전문교과를배우게됩니다.

외국어고졸업후, 진로는어떻게되나요?
외국어고졸업생의대부분은어문계열등대학에진학하고있습니다.

예컨대, 2009년외국어고등학교졸업생중83%가대학에진학하였습니다. 그중어문
계열에진학한학생은 25% 수준입니다. 의·약학계열진학비율은 2006년 6.1%에서
2009년0.9%로점차낮아지는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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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정복 3. 전문계열고등학교특성알기 / 특수목적고등학교

완전하게이해하자!

외국어고, 
어떻게선발하나요?

외국어고는광역시·도단위로선발합니다. 따라서학생이다니고있는중학교가

있는광역시·도내에있는외국어고만지원할수있습니다. 자신이속한광역

시·도에외국어고가없는경우에는다른지역외국어고에지원할수있으나

다른전기학교와동시에지원할수는없습니다.

선발방법은일반전형과외국어우수자·성적우수자·사회적배려대상자등을

위한특별전형등의다양한방식이있습니다. 주로내신·면접·듣기(영어및

기타외국어) 등을평가항목에반영하고지필고사는실시하지않는데, 구체적인

전형방법은학교마다차이가있습니다. 

현재 광주에 외국어고가 없으므로 2010년에는 전국의 외국어고 중 한 학교를 선택
하여지원할수있어요.

현재외국어고가없는광주광역시에있는중학교졸업생이 2010년에 다른
광역시·도에있는외국어고를지원할수있나요?

Q.1

A.1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유학을 했다는 이유로 특별전형에 혜택을 주진 않아요. 특별
전형중외국어우수자전형등에지원하여에세이, 면접등학교별전형기준을통과
해야한답니다. 

외국에서2년동안유학을하였습니다. 외국어고특별전형에혜택이없나요?Q.2

A.2

완전정복 3. 전문계열고등학교특성알기 / 특수목적고등학교

【전국시·도별외국어고등학교현황】

시·도 학교명 학급수 학생수 교사수 비고

서울외국어고 30 1,084 49 사립

이화여자외국어 18 651 33 사립

한영외국어고 30 1,095 49 사립

명덕외국어고 36 1,304 65 사립

대원외국어고 36 1,305 57 사립

대일외국어고 36 1,306 53 사립

부산외국어고 30 1,204 60 사립

부일외국어고 24 802 48 사립

부산국제외국어고 24 814 48 사립

대구외국어고 18 530 46 공립

인천외국어고 30 1,047 65 사립

대전외국어고 30 997 65 공립

수원외국어고 24 761 52 공립

성남외국어고 24 743 53 공립

동두천외국어고 24 738 57 공립

과천외국어고 36 1,310 87 사립

안양외국어고 30 1,235 59 사립

경기외국어고 24 1,041 55 사립

김포외국어고 23 834 38 사립

한국외대부속용인외고 30 1,083 82 사립

고양외국어고 36 1,521 77 사립

청주외국어고 24 540 51 공립

중산외국어고 24 829 44 사립

충남외국어고 12 356 31 공립

전북외국어고 18 342 42 공립

전남외국어고 14 382 37 공립

경북외국어고 15 448 40 공립

김해외국어고 15 457 39 공립

경남외국어고 21 710 43 사립

제주외국어고 12 292 27 공립

서울

(6개)

경기

(9개)

인천

부산

경남

대구

대전

충남

전북

전남

제주

합계 30 748 25,761 1,552

충북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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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정복 3. 전문계열고등학교특성알기 / 특수목적고등학교

완전하게정의하자!

국제고, 
어떤학교인가요?

국제고란국제화·정보화시대를대비한글로벌인재양성을목적으로, 국제

정치, 국제경제, 국제법, 외국문화, 외국어등을중점적으로교육하는특수

목적고를말합니다. 

아직역사가짧아학교와학생수는적은편입니다. 1998년부산국제고를시작

으로현재서울, 부산, 인천, 경기지역총4개학교에1,400여명의학생이재학

중이고, 170여명의교사가지도하고있습니다. 

학비는공립학교인서울·부산·인천국제고의경우일반공립고수준이며,

사립학교인청심국제고는일반공립고의3배이내에서결정됩니다. 4개학교모두

기숙사를운영하고있습니다.

글로벌시대경쟁력있는인재를발굴하는

국제고등학교

완전정복 3. 전문계열고등학교특성알기 / 특수목적고등학교

완전하게이해하자!

국제고, 
어떻게선발하나요?

국제고는원칙적으로광역시·도단위로선발합니다. 따라서학생이다니는

중학교가있는광역시·도내의국제고만지원할수있습니다. 자신이속한광역

시·도에국제고가없는경우에는다른지역국제고에지원할수있습니다.

그러나다른전기학교와동시에지원할수는없습니다.

국제고선발방법은일반전형과학교장추천자, 외국어또는성적우수자, 사회적

배려대상자전형등의다양한방식이있습니다. 주로내신·면접·듣기(영어

및기타외국어) 등을평가항목에반영하며지필고사는실시하지않습니다.

구체적인전형방법은학교마다차이가있습니다. 

완전하게알아두자!

국제고, 
교육과정은
어떻게되나요?

국제고는외국어고와달리전공학과별로나누어운영하지는않습니다. 1학년은

국민공통기본교과중심으로배우게되고, 2·3학년에서는선택중심의보통

교과와전문교과를주로공부하게됩니다. 

보통교과는국어, 도덕, 사회, 수학등이며전문교과는영어심화과정(듣기·

강독·회화), 국제정치, 국제경제, 국제법, 지역의이해등국제관련분야로구성

됩니다. 

그밖에제2외국어, 과제연구, 국제이해등학생자신의판단과생각에따라

스스로공부하는재량활동을운영하기도합니다. 세부적인사항은학교별로

차이가있습니다.

국제고졸업후, 진로는어떻게되나요?
국제고는 졸업생의 대부분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전공은 인문·사회 계열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2009년졸업생중 73%가대학에진학했는데(그 중국외대학
17.9%) 인문·사회계열진학학생이94%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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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정복 3. 전문계열고등학교특성알기 / 특수목적고등학교

영어듣기평가는 중학교 교육과정 수준에서 출제 된답니다. TOEFL, TEPS,
TOEIC 등과 같은 다른 영어공인시험 점수는 일반 입학전형에서 점수에 반영
하지않아요.  

학생선발시영어듣기평가는어떻게실시하나요? 혹시영어공인시험점수가
성적에반영되나요?

Q.1

A.1

【전국시·도별국제고등학교현황 】

국제고는국제정치나외교분야전문가양성을설립목적으로하고있는데반해, 
외국어고는외국어분야의어학전문가를양성하는데목적이있답니다.  

국제고와외국어고는어떻게다른가요?Q.2

A.2

완전하게정의하자!

예술고, 
어떤학교인가요?

예술고란예술분야에소질이있는학생들의교육을위한학교를말합니다.

1974년도부터설립되기시작하여, 1992년에특수목적고도입을계기로대부분의

예술고가특수목적고로지정되었습니다. 

현재전국에25개교가있으며, 서울에6개교, 부산에2개교, 경기도에4개교등

제주를제외한모든광역시·도에예술고가있습니다.  

학비는사립예술고의경우자율화되어있고실습비등이추가로부담됩니다.

완전하게알아두자!

예술고, 
교육과정은
어떻게되나요?

예술고는각학급을음악과, 미술과, 무용과, 연극영화과, 사진과등으로나누어

운영하고있습니다. 

교과는보통교과와전문교과로나눌수있는데, 1~3학년동안보통교과와전문

교과를병행하여학습하게됩니다. 보통교과는국민공통기본교과에바탕을둔

국어, 외국어, 수학, 사회등일반적인교과목이며, 전문교과는전공별깊이있는

학습을위한필기및실기과목인데자세한내용은학교마다차이가있습니다.

졸업생은대부분전공분야대학에진학하고있습니다. 

완전하게이해하자!

예술고, 
어떻게선발하나요?

예술고는원칙적으로전국단위선발이나학교별로선발요강을정하므로확인이

필요합니다.

선발방식은크게일반전형과특별전형등으로나눌수있습니다. 일반전형은

실기(약60%)와내신(약40%)이큰비중을차지하며특별전형의경우실기나내신

우수자를대상으로하는데구체적인사항은학교마다차이가있습니다.

예술분야인재육성을위한

예술고등학교

완전정복 3. 전문계열고등학교특성알기 / 특수목적고등학교

시·도 학교명 학급수 학생수 교사수 비교

서울 서울국제고등학교 12 298 39 공립

부산 부산국제고등학교 24 506 60 공립

인천 인천국제고등학교 11 277 31 공립

경기 청심국제고등학교 12 300 41 사립



고등학교입학전형가이드북
42
43

완전정복 3. 전문계열고등학교특성알기 / 특수목적고등학교

서울미술고는 특수목적고가 아니지만, 예술계고등학교로서 자율학교로 지정되어
미술계열교육과정을운영하고있어요. 학생선발도전기에실시한답니다.

서울미술고는예술고인가요?Q.1

A.1

【전국시·도별예술고등학교현황】

시·도 학교명 학급수 학생수 교사수 비교

서울

국악고 15 447 41 국립

전통예고 18 800 27 국립

덕원예고 15 747 33 사립

서울예고 24 1,044 50 사립

선화예고 24 1,145 42 사립

서울공연예고 7(1학년) 213 40 사립

부산예고 30 1,190 44 사립

브니엘예고 15 590 27 사립

경북예고 34 1,536 59 사립

인천예고 15 437 38 공립

광주예고 15 462 36 공립

대전예고 15 618 25 사립

울산예고 11 251 27 사립

경기예고 15 592 34 공립

계원예고 24 975 45 사립

안양예고 24 947 44 사립

고양예고 18 716 32 사립

강원예고 9 280 328 공립

충북예고 12 338 32 공립

충남예고 15 464 38 공립

전주예고 21 811 43 사립

전남예고 15 482 30 사립

김천예고 9 356 16 사립

포항예고 12 473 16 사립

경남예고 12 287 23 사립

25 417 15,988 1,130

완전정복 3. 전문계열고등학교특성알기 / 특수목적고등학교

완전하게정의하자!

체육고, 
어떤학교인가요?

체육고란체육에소질이있는학생들의교육을위한학교를말합니다. 1974년도

부터 설립되기 시작하여, 1992년 특수목적고 도입을 계기로 전국의 모든

체육고가특수목적고로지정되었습니다. 

울산과제주를제외한14개광역시·도에1개씩총14개교가있으며, 모두공립

학교입니다. 총3,500명가량의학생이재학중이고, 400여명의교사가지도하고

있습니다. 

공립학교이므로학비는일반고등학교수준이지만, 면제범위가넓어많은학생

들이혜택을보고있습니다.

완전하게알아두자!

체육고, 
교육과정은
어떻게되나요?

체육고는국민공통기본교과에바탕을둔보통교과와스포츠개론등의기초

이론에서부터종목별로실기를다루는전문과목등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아울러육상·수영·태권도·레슬링·양궁등종목별특성을살린재량활동을

운영합니다. 졸업생의대부분(약80%)이체육분야대학에진학하고있습니다. 

완전하게이해하자!

체육고, 
어떻게선발하나요?

체육고는원칙적으로전국단위선발이나학교별로선발요강을정하므로확인이

필요합니다.

선발방식은크게일반전형과특별전형등으로나눌수있습니다. 일반전형은

종목별전문기능(입상실적등), 체력·체격검사, 내신등으로평가하고, 특별

전형의경우전국대회입상자를대상으로선발합니다. 구체적인사항은학교

마다차이가있습니다. 

체육특기적성자를양성하는

체육고등학교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계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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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정복 3. 전문계열고등학교특성알기 / 특수목적고등학교

일반전형으로 지원은 가능하나 전형시 종목별 체력·체격검사와 전문기능검사를
실시하고 있어요. 아울러 경기 실적이 있거나 해당 종목에 소질이있는자를우선
선발하므로다소진학에어려움이있을수도있답니다.

초·중학교시절운동선수로활동한경험이없더라도체육고등학교에진학이
가능한가요?

Q.1

A.1

【전국시·도별체육고등학교현황】

시·도 학교명 학급수 학생수 교사수 비교

서울 서울체고 12 400 41 공립

부산 부산체고 9 258 27 공립

대구 대구체고 6 168 24 공립

인천 인천체고 9 241 27 공립

광주 광주체고 9 246 27 공립

대전 대전체고 9 252 31 공립

경기 경기체고 9 292 32 공립

강원 강원체고 6 187 25 공립

충북 충북체고 9 253 27 공립

충남 충남체고 6 168 28 공립

전북 전북체고 9 227 26 공립

전남 전남체고 6 172 22 공립

경북 경북체고 9 236 32 공립

경남 경남체고 9 258 30 공립

기타 제주남녕고 3 105 7 공립

계 14(1) 120 3,441 406

완전정복 3. 전문계열고등학교특성알기 / 특수목적고등학교

완전하게정의하자!

전문계열특수목적고,
어떤학교인가요?

전문계열특수목적고란일반고등학교에서소화하기어려운전문교육을목적

으로하는고등학교를말합니다. 쉽게말해공업·농업·수산·해양분야국가

기간산업에필요한전문인력을양성하는학교입니다.

현재전국적으로41개교가있으며, 계열별로는공업22개교, 농업10개교, 수산

6개교, 해양3개교가있습니다. 공업계열학교중8개교는마이스터고로지정

되어2010년부터특수목적고이면서마이스터고로운영됩니다.

학교마다다양한형태의장학금이지원되고있습니다.

완전하게알아두자!

전문계열특수목적고,
교육과정은
어떻게되나요?

전문계열특수목적고는각계열(공업·농업·수산·해양) 별로특화된교육

과정을운영하는데, 보통국민공통기본교과, 선택교과, 전문교과및재량활동

교과등으로구성됩니다.

국민공통기본교과와선택교과는국어, 외국어, 수학, 사회등일반적인과목

이며1학년에서주로배우게됩니다. 2학년부터는전문교과위주로학습하게

되는데전공이론에서부터실습과목까지다양하게배웁니다. 

특수영역별인재육성을위한

농업·공업·수산·해양계열고등학교

전문계열특수목적고졸업후, 진로는어떻게되나요?
전문계열특수목적고는현재졸업후에기능사자격증등을가지고관련분야기업에
취업하는 학생과,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의 수가 비슷한 정도인데, 학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마이스터고로지정된 8개 학교에서는해당분야의좋은기업에우선
취업한후근무하면서동시에대학교육을받을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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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하게이해하자!

전문계열특수목적고,
어떻게선발하나요?

전문계열특수목적고는전기학교이며, 대부분전국단위로선발하는데, 일부

학교는지역을제한하는경우도있습니다. 

선발방식은학교마다차이가있으므로확인해야합니다. 보통학과별로인원을

정하여모집하는데, 일반학생을대상으로내신과면접중심으로평가하는일반

전형이있고, 학교장추천자·자격소지자·사회적배려대상자등을대상으로하는

특별전형이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 전체가 아닌 일부 학과만 특수목적 전형이
적용됨에따라학교별로반드시확인해야한답니다. 

직업교육분야특수목적고의모든학과가특수목적전형인가요?Q.1

A.1

그렇진 않고, 국립고, 농업계열 및 수산계열 학교 등 일부 학교에서만 수업료 면제,
기숙사비면제등의혜택이있어요.

그럼, 직업교육분야특수목적고는모두학비면제를받나요?Q.2

A.2

완전정복 3. 전문계열고등학교특성알기 / 특수목적고등학교

【전국시·도별전문계열특수목적고등학교현황】

공업계열 주소 연락처 홈페이지 비고

경기기계공업고 서울노원구하계동 78 02-970-8956 www.ggmt.hs.kr 공립

대중금속공업고 대구시달성군가창면 053-768-1877 www.daejung.hs.kr 사립

인천기계공업고 인천남구한나루길 032-852-9801~6 www.ingigong.hs.kr 공립

정석항공공업고 인천남구용현3동 253 032-866-8478 www.jungseok-at.hs.kr 사립

충남기계공업고 대전광역시중구문화2동 042-583-9350 www.chungnam-mh.hs.kr 공립

대덕전자기계고 대전광역시유성구장동 042-866-8822 www.ddm.hs.kr 공립

청주기계공업고 충북청주시상당구영동 043-229-5300 www.ck.hs.kr 공립

연무대기계공업고 충남논산시연무읍 041-742-7302 www.yeonmutech.hs.kr 공립

전주공업고 전북전주시덕진구 063-210-9330~3 www.jt.hs.kr 공립

포항제철공업고 경북포항시남구지곡동 054-279-4607 www.pocheoltech.hs.kr 사립

창원기계공업고 경남창원시중앙동 106-3 055-282-5081 www.yongzi.hs.kr 공립

진주기계공업고 경남진주시상평동 055-752-1803 www.jinju-mt.hs.kr 공립

김해건설공업고 경남김해시구산동 055-336-4081 www.maehwa.hs.kr 공립

경남항공고 경남고성군고성읍 055-673-4563 www.hanggong.hs.kr 공립

수도전기공업고 강남구개포동 02-575-2136 www.sudo.hs.kr 마이

부산기계공업고 부산광역시해운대구 051-410-2061 www.bmt.hs.kr 마이

경북기계공업고 대구광역시달서구상인동 053-640-1200 www.kbgigong.hs.kr 마이

울산정보통신고 울산광역시동구방어동 052-201-0413 www.uichs.hs.kr 마이

전북기계공업고 전북익산시남중동 063-840-5333 www.cmt.or.kr 마이

군산기계공업고 전북군산시송풍동 063-468-7814 www.kunsan-mh.hs.kr 마이

구미전자공업고 경북구미시임수동 054-470-3702 www.gnet.hs.kr 마이

금오공업고 경북구미시공단동 054-461-1684 www.koths.or.kr 마이

(※ 마이 : 마이스터고로지정된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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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자영농업고 경기도여주군여주읍 031-883-2843 www.farms.or.kr 공립

춘천농공업고 강원도춘천시심일로 033-258-5888 www.ccat.hs.kr 공립

주천고 강원도영월군주천면 033-372-8555 www.jucheon.hs.kr 공립

홍천농업고 강원도홍천군홍천읍 033-434-2736 www.hongnong.hs.kr 공립

보은자영고 충북보은군보은읍 043-543-1106 www.bounjayeong.hs.kr 공립

김제자영고 전북김제시신풍동 063-546-5312 www.kjah.hs.kr 공립

전남생명과학고 전남강진군강진읍 061-432-9671~2 www.jn-life.hs.kr 공립

한국생명과학고 경북안동시옥동 054-852-3164 www.annong.hs.kr 공립

경남자영고 경남사천시정동면 055-855-0223 www.jayoung.hs.kr 공립

서귀포산업과학고 서귀포시상효동 064-733-8766 www.sis.hs.kr 공립

농업계열 주소 연락처 홈페이지 비고

수산계열 주소 연락처 홈페이지 비고

인천해양과학고 인천연수구옥련동 194-86 032-833-0477 www.mars.hs.kr 공립

완도수산고 전남완도군완도읍 061-552-3371 www.wandosugo.hs.kr 공립

압해고 전남신안군압해면 061-271-4161 www.aphae.hs.kr 공립

포항해양과학고 경북포항시북구여남동 054-252-0111 www.pomash.hs.kr 공립

경남해양과학고 경남남해군삼동면 055-867-0225 www.namhaesusan.hs.kr 공립

여천실업고 전남여수시돌산읍 061-644-0268 www.yochon.cschool.net 공립

해양계열 주소 연락처 홈페이지 비고

부산해사고 부산광역시영도구 051-410-2001 www.maritime.hs.kr 국립

인천해사고 인천중구북성동 1가 032-770-1004 www.inm.hs.kr 국립

완도수산고 전남완도군완도읍 061-552-3372 www.wandosugo.hs.kr 공립

완전하게정의하자!

전문계특성화고,
어떤학교인가요?

전문계특성화고란특정분야에소질과적성, 관심을가진학생들이해당분야의

전문가로성장해나갈수있도록기초적인전문교육을특성화하여자율적으로

실시하는학교를말합니다.

다만일반전문계고와비교할때국가적전략산업과연계된핵심기술인력을

양성하기위하여관련정부부처또는지자체및산업체등으로부터추가적인

지원을받아수요자의요구를적극적으로반영하는특성화된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한다는점에서차이가있습니다. 

1998년에도입된이후, 2009년현재전체전문계고의약35%인245개교가

전문계특성화고로지정되어운영되고있으며, 2010년까지300개교가지정될

예정입니다.

완전하게알아두자!

전문계특성화고,
교육과정은
어떻게되나요?

교육과정은1학년에는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운영하므로일반계고등학교와

비슷하지만 2~3학년에서는전문교과를중심으로운영되며(55%이상), 학과

별로다양한교과를배우게됩니다.

완전하게이해하자!

전문계특성화고,
어떻게선발하나요?

전문계 특성화고는 일반적으로 전문계고와 학생선발 방법이 동일하지만,

학교에따라전국단위또는광역단위로입학전형을실시하기도합니다. 

따라서 학교별입학전형을잘살펴보아야합니다. 선발 시기는일반적으로

11~12월(전기전형)에실시합니다. 

특정분야의전문가를키워내는

전문계특성화고등학교

완전정복 3. 전문계열고등학교특성알기 / 특성화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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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계 특성화고는 전국 단위로 선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학교가 전국 단위로
입학전형을실시하는경우에는진학이가능해요. 

따라서, 진학하고자하는학교가전국단위로입학전형을실시하는지를잘살펴보아야
한답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중학생인데, 부산에 있는 자동차 관련 전문계 특성화
고등학교에진학하려고합니다. 진학이가능한지요?

Q.1

A.1

【지역별전문계특성화고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계 41 22 14 14 11 8 5 34 14 10 17 10 15 16 7 7 245

완전하게이해하자!

대안교육특성화고, 
어떻게선발하나요?

대안교육특성화고는주로 10월말, 11월초에입학원서접수를시작하지만,

수시로학생을모집하는학교도있습니다. 공립학교인대명고는경기도지역

학생을선발하고, 이를제외한20개교는전국단위선발을합니다.

학생선발전형은일반적으로1차서류전형과2차면접전형으로나누어집니다.

자세한사항은각학교마다다르나, 1차서류전형에서는주로학생자기소개서,

학부모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적성검사, 글쓰기, 생활기록부(특히출결상황)

등으로평가합니다.

2차면접에서는학생과학부모를대상으로심층면접및인성검사를합니다.

조별프로젝트혹은1박2일캠프(한마음고, 원경고등)를통하여면접을실시하는

학교도있습니다. 

완전하게정의하자!

대안교육특성화고, 
어떤학교인가요?

대안교육특성화고란정규고등학교이나, 일반계고와는달리체험위주교육등

다양하고독특한교육과정을운영하는학교를말합니다.

현재전국에21개교가운영되고있습니다.

완전하게알아두자!

대안교육특성화고, 
교육과정은
어떻게되나요?

대안교육특성화고는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은 35% 범위내에서자율운영이

가능하고, 선택중심교육과정도자율적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그대신전인

교육·인성교육등을위주로한공동체교육, 자신에게주어진시간을본인

스스로관리하는자기주도학습, 자연친화적학습등에큰비중을두고있습니다.

대부분의학생들이대학에진학하고있으며, 학비는학교마다각각다르지만,

수업료및등록금의경우21개교평균130만원정도이며(’08년),그외별도의

체험학습비, 급식비, 기숙사비등의비용이듭니다.

※지리산고와한겨레고(북한이탈학생대상)의경우학비가전액무료입니다.

체험위주의다양한전인교육을위한

대안교육특성화고등학교

완전정복 3. 전문계열고등학교특성알기 / 특성화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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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별대안교육특성화고등학교현황】

시·도 학교명 주소 홈페이지 비고

부산 지구촌고 연제구거제1동 www.glovillhigh.org 사립

대구 달구벌고 동구덕곡동 www.dalgus.net 사립

인천 산마을고 강화군양도면 www.sanmaeul.org 사립

광주 동명고 광산구서봉동 www.kdm.hs.kr 사립

두레자연고 화성시우정읍 www.doorae.hs.kr 사립

경기대명고 수원시권선구 www.daemyoung.hs.kr 공립

이우고 성남시분당구 www.2woo.net 사립

한겨레고 안성시죽산면 www.han.hs.kr 사립

전인고 춘천시동산면 www.jeonin.hs.kr 사립

팔렬고 홍천군내촌면 www.kwhce.go.kr/pallyeolh 사립

충북 양업고 청원군옥산면 www.yangeob.hs.kr 사립

한마음고 천안시동면 www.hanmaeum.hs.kr 사립

공동체비전고 서천군서천읍 www.vision.hs.kr 사립

세인고 완주군화산면 www.seine.hs.kr 사립

푸른꿈고 무주군안성면 www.purunkum.hs.kr 사립

영산성지고 영광군백수읍 www.yssj.hs.kr 사립

한빛고 담양군대전면 www.hanbitschool.net 사립

경북 경주화랑고 경주시양북면 www.hwarang.hs.kr 사립

간디학교 산청군신안면 www.gandhischool.net 사립

원경고 합천군적중면 www.wonkyung.hs.kr 사립

지리산고 산청군단성면 www.jirisan.hs.kr 사립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완전정복 3. 전문계열고등학교특성알기 / 특성화고등학교

대안학교는서울실용음악학교와 TLBU글로벌학교 2곳을제외한모든기관이학력을
인정받지못하지만대안교육특성화고는정규고등학교에요. 쉽게 말해서 대안교육
특성화고는 교육과정 운영이 일반계고와 달리 체험위주로 운영되는 등 특성화된
학교랍니다. 

대안학교와대안교육특성화고는어떤차이가있나요?Q.1

A.1

- 특정한분야의재능이뛰어난영재를위한영재학교
- 외국인자녀와외국거주내국인귀국자를위한외국인학교
- 개인의특성에맞는교육을위한대안학교
- 성인및근로청소년들의학습기회제공을위한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완전정복4
기타



완전하게정의하자!

영재학교, 
어떤학교인가요?

영재학교란특정한분야에재능이뛰어난영재들을대상으로개인의능력과

소질에맞는교육내용과방법으로정규교육과정을 운영하는학교를말합니다.

현재2개고등학교가운영중인데, 2003년개교한KAIST 부설한국과학영재

학교(부산), 2009년개교한서울과학영재학교가있습니다. 2010년에경기과학

영재학교가, 2011년에는대구과학영재학교가개교하여, 총4개교가운영될예정

입니다.

완전하게알아두자!

영재학교, 
교육과정은
어떻게되나요?

교육과정은영재교육진흥법및동법시행령에따라학교자율로정해지므로학교

별로특색있게편성되며,학년제외에학점제를운영할수있습니다.현재운영

중인2개영재학교는무학년졸업학점제*를운영하고있어서, 학생들은자신의

관심과흥미, 적성등에따라교과목을선택하여배울수있습니다. 

수학·과학분야영재들의지적호기심을충족할수있도록다양한교과목들을

개설·운영하고있으며, 이공계대학과연계해서연구와실험위주의교육, 각종

탐구활동등을실시하고있습니다.

일반계고등학교나과학고등학교와같이국민공통교육과정을이수할의무는

없고대개영재학교에서1학년은필수교과중심, 2·3학년은심화과정인선택

교과중심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학교에따라서는학력우수자를위한AP제도*와PT제도*를운영하고있습니다.

특정한분야의재능이뛰어난영재를위한

영재학교

완전정복 4. 기타 / 영재학교

*무학년졸업학점제란?
학년구분없이학생이희망하는교과목을신청해필요학점을채우면졸업하는제도를
말합니다. 학년에관계없이필요학점을채우면조기졸업도가능합니다.

*AP제도란?
‘대학과목선이수’제도로고교에서대학과정을미리이수하고, 학점으로인정받는제도를
말합니다.

*PT제도란?
‘학점인정시험’제도로고교에서과목을이수하지않아도시험만통과하면학점을인정해
조기졸업이가능한제도를말합니다.

완전하게이해하자!

영재학교, 
어떻게선발하나요?

영재학교학생집은5~6월경모집하여, 6~8월에걸쳐입학전형을실시합니다.

모든영재학교는전국단위로학생들을모집하며, 3~4단계의전형을거쳐학생

들을선발합니다. 

또한, 입학사정관제에의한학생선발이2010학년도KAIST 부설한국과학영재

학교에서처음실시(30% 선발)되며, 앞으로선발비율이확대될예정입니다. 

서울·경기·대구과학영재학교또한입학사정관전형을도입하여운영할예정

입니다.

완전정복 4. 기타 / 영재학교

영재학교는학생들의영재성및잠재력등을종합고려하여선발한답니다. 이를위해
실험, 탐구, 면접등이포함된과학캠프를실시하고있어요.

영재학교는어떤학생들을선발하는건가요?Q.1

A.1

KAIST 등 일부 대학의 경우, 영재학교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전형을 두고 있어요.
그 외에는일반학생들과마찬가지로수능시험등정해진대입절차를거치며, 많은
영재학교졸업생들이수학ㆍ과학분야의역량을인정받을수있는전형들로대학에
진학하고있답니다.

그럼, 영재학교졸업후에진학은어떻게되나요?Q.2

A.2

고등학교입학전형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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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입학전형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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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하게정의하자!

외국인학교, 
어떤학교인가요?

외국인학교란국내에체류중인외국인자녀와외국에서일정기간거주하고

귀국한내국인에대한교육을위하여설립된학교를말합니다. 

국내외국인학교는영미계20교, 화교18교, 기타민족계교8교로총46개교에

11,000여명의학생이재학하고있습니다.

완전하게알아두자!

외국인학교, 
교육과정은
어떻게되나요?

교육과정은학교가본국의교육과정등을자율적으로운영하는것을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국내학교법인이설립하는학교는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인정

하는국제공인교육과정을반드시운영하여야합니다. 

아울러, 시·도교육청이국내학력인정학교로인정한외국인학교를졸업한

경우에만국내의초·중·고등학교를졸업한것과같은학력인증을받을수

있으므로, 학교별로국내학력인정여부를확인할필요가있습니다.

외국인자녀와외국거주내국인귀국자를위한

외국인학교

완전정복 4. 기타 / 외국인학교

완전하게이해하자!

외국인학교, 
어떻게선발하나요?

외국인학교입학자격은국내에체류중인외국인의자녀와외국에서총3년이상

거주한내국인을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정원의30%까지내국인이입학할수있으나, 교육감이시·도교육규칙으로

정하는경우정원의50%까지내국인비율을높일수있습니다. 

최근기업의해외지사등에서근무후귀국하는사람들이많아져외국인학교

입학경쟁이상승하는추세입니다.

완전정복 4. 기타 / 외국인학교

시·도 학교명 주소 설립자국적

서울외국인학교 서대문구연희동 미국

서울일본인학교 강남구개포동 일본

한국한성화교중·고등학교 서대문구연희동 대만

영등포화교소학교 영등포구문래동 대만

서울독일학교 용산구한남동 독일

서울아카데미국제학교 강남구대치동 미국

한국켄트외국인학교 광진구구의동 미국

지구촌기독외국인학교 용산구한남동 미국

한국외국인학교 강남구개포동 미국

Centennial Christian School 용산구용산동 미국

한성화교소학교 중구명동 대만

서울용산국제학교 용산구한남동 미국

재한몽골학교 광진구광장동 몽골

레인보우외국인학교 서초구양재동 터키

아시아퍼시픽국제외국인학교 노원구월계2동 미국

서울프랑스학교 서초구반초4동 프랑스

하비에르국제학교 종로구구기동 프랑스

서울

【전국외국인학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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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정복 4. 기타 / 외국인학교

시·도 학교명 주소 설립자국적

부산외국인학교 해운대구좌동 미국

부산국제학교 해운대구중2동 노르웨이

부산화교소학교 동구초량동 대만

부산화교중·고등학교 동구초량1동 대만

부산일본인학교 수영구민락동 일본

한국대구화교초등학교 중구종로2가 대만

한국대구화교중·고등학교 남구봉덕동 대만

한국인천화교소, 중산중·고등학교 중구선린동 대한민국(귀화)

광주외국인학교 북구양산 대한민국(귀화)

대전국제학교 대덕구오정동 미국

현대외국인학교 동구서부동 영국

수원화교중정소학교 수원시팔달구교동 대만

한국외국인학교 성남시분당구백현동 미국

국제크리스천학교 의정부시녹양동 미국

경기수원외국인학교 수원시영통구영통동 미국

의정부화교소학교 의정부시가능1동 대만

서울국제학교 성남시수정구복정동 미국

인디안헤드외국인학교 의정부시호원동 미국

춘천화교소학교 춘천시옥천동 대만

원주화교소학교 원주시판부면 대만

청주화교소학교 청주시흥덕구사직동 대만

충주화교소학교 충주시교현1동 대만

제천화교소학교 제천시중앙로2가 대만

온양화교소학교 아산시모종동 대만

천안화교소학교 천안시봉명동 대만

군산화교소학교 군산시면산동 대만

옥포국제학교 거제시옥포1동 영국

경남국제외국인학교 사천시사남면월성리 미국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남

경기

완전정복 4. 기타 / 외국인학교

외국인학교입학자격은국내에체류중인외국인의자녀, 외국에서 3년이상거주한
내국인이므로, 종전에 외국거주 경험이 없는 영주권자나 이중국적 소지자는 원칙적
으로입학이불가능하답니다. 

따라서 영주권자나 이중국적 소지자일지라도 외국거주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험이
있어야해요.

영주권자나 이중국적 소지자가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나요?

Q.1

A.1

외국인학교의 입학전형은 해당학교별로 실시하기에 학교마다 차이가 있지만, 서류
심사와인터뷰를강조하는추세이며해당국가의교육풍토를반영하는경향이있어요. 

그럼. 외국인학교도입학시험이있나요?Q.2

A.2

외국인학교 중 국내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의 경우, 대학 진학에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학력인정이 되지 않는 외국인 학교의 경우,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진학에
필요한학력을취득해야만국내대학에진학할수있답니다.

졸업후국내대학진학에는어려움이없나요?Q.3

A.3

외국인학교는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과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내국인을 위한
학교로교육과정을비롯하여모든학사운영의자율성을최대한존중해주고있어요. 

하지만, 국제고의경우는특수목적고의한종류로국내학생들을입학대상으로삼아
국제관계또는외국의특정지역에관한글로벌인재양성을목적으로설립된학교라는
차이가있답니다.

외국인학교와국제고등학교는어떻게다른가요?Q.4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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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하게정의하자!

대안학교, 
어떤학교인가요?

대안학교란학업을중단하거나개인적특성에맞는교육을받고자하는학생을

대상으로현장실습등체험위주의교육, 인성위주의교육또는개인의소질·

적성개발위주의교육등다양한교육을실시하는학교를말합니다. 

완전하게알아두자!

대안학교, 
교육과정은
어떻게되나요?

교육과정에서학교장의자율권이비교적큰편입니다. 즉, 교육과정의50%내

에서자유로운교육활동이가능합니다. 2009년현재유일하게고등학교과정으로

인가받은대안학교인‘서울실용음악학교’의경우, 교과부장관이정한교육

과정외에전공별(피아노, 기타, 베이스, 드럼, 색소폰, 보컬, 미디작·편곡)로

전문교과수업및재량활동이이루어지고있습니다.

개인의특성에맞는교육을위한

대안학교

완전정복 4. 기타 / 대안학교

완전하게이해하자!

대안학교, 
어떻게선발하나요?

대안학교의입학전형은학교가자율적으로선발시기, 방법등을정하고있습니다.

학비역시학교자율적으로정하고있으며2009년현재유일한고등학교과정

으로인가받은대안학교인‘서울실용음악학교’의경우, 2009년1학기입학금은

70여만원, 수업료는월 30여만원이며, 급식비등학생부담경비는따로

책정되어있습니다. 
※2009년현재인가받은대안학교는초·중학교과정인TLBU글로벌학교를포함하여
총2개교입니다.

|서울실용음악학교현황 |

대상 개교 학생수 학급수 교원수 학력인정 설립자

실용음악
특기생

’09.3
60명

(급당20명)
3학급

18명
(시간제강사
12명 포함)

교육과정평가후
결정예정

기독교
대한감리회
예수마을교회

완전정복 4. 기타 / 대안학교

정식인가를받은대안학교는 2009년 8월 현재총 2개교(서울실용음악학교, TLBU
글로벌학교)입니다. 다른‘대안학교’라는명칭을사용하는교육시설은인가를받은정식
학교가아니랍니다.

전국에인가를받은대안학교는몇개교가있나요?Q.1

A.1

대안학교의학력인정은교육프로그램평가를통해이루어지고있으므로, 
입학전에학력인정여부를꼭확인하여야해요.

그럼, 대안학교는학력을인정받을수있나요?Q.2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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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하게정의하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어떤학교인가요?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이란경제적인이유등개인사정으로정규학교에진학을

하지못한성인및근로청소년등에게학습기회제공을위한학교를말합니다.

1986년에도입하였으며, 졸업시정규학력을인정받고있습니다.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은1년2학기제를운영하는학교의경우, 일반정규학교

운영과동일하나, 1년3학기제의경우2년만에졸업이가능하고, 1학기는3~6월,

2학기는7~10월, 3학기는11~다음해2월단위로운영됩니다.

전국에58개교(도립: 1개, 학교법인: 2개, 공익법인: 3개, 기타법인: 2개, 개인

: 50개)가있으며, 과정별로는90개교(초등과정: 6개, 중학과정: 32개, 고교

과정: 52개)가있습니다.

완전하게알아두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육과정은
어떻게되나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은 일반 정규학교와 동일하게 일반계와

전문계로나누어져있습니다.

1년2학기제(3년과정)의경우수업일수는3년간총660일이상이며, 교육과정

이수단위는3년간204단위입니다.

또한, 학령기를초과한성인등에한하여운영되는 1년 3학기제(2년과정)의

경우수업일수는매학기90일이상, 2년간총540일이상이며, 교육과정이수

단위는168단위입니다.

성인및근로청소년들의학습기회제공을위한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완전정복 4. 기타 /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완전하게이해하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어떻게선발하나요?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의학생모집은일반적으로특별전형과일반전형으로

나누어선발합니다. 특별전형은10월, 일반전형은11~12월에접수하여전형을

실시합니다. 학생모집에지역제한은없으며, 서류및면접(선착순모집), 실기

고사등을통해선발합니다. 

완전정복 4. 기타 /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입학자격은어떻게될까요?

●입학자격으로는고등학교의경우중학교를졸업한자

●법령에의하여이와동등이상의학력이있다고인정된자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에합격한자

●평생교육법에의한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에서중학교과정을졸업한자등

※현재연령제한이없기때문에학령기를초과한성인의비율이약47% 정도입니다.



완전정복 4. 기타 /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서류전형의경우학교교과성적, 출결등을확인하며, 면접은주로지원동기, 전공별
재능, 적성, 관심도, 졸업후장래희망등을확인한답니다.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의서류전형과면접은주로무엇을보나요?Q.1

A.1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은 1년 3학제등일반학교와상이한점이있으므로일반정규
학교로전학은할수없어요.

혹시,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에입학을한후일반정규학교로전학이가능
하나요?

Q.3

A.3

2004년도까지는정부에서직접지원을하였으나 2005년부터는각시ㆍ도교육청에서
학생들의수업료일부, 교직원인건비일부, 실험ㆍ실습기자재구입비등을예산범위
내에서지원을하고있어요.

일반 사립학교와 같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도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나요?

Q.4

A.4

일반 정규학교는 주로 학령기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어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에따라설치된시설로주로정규학교중도탈락학생, 산업체에근무하는
청소년, 성인등이재학하고있답니다. 

졸업 시 일반 정규학교와 동일하게 학력이 인정돼요. 또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시설명칭을“학력인정 ○○학교”로 사용하고 있으며, 성인 등을 대상으로 2년
(1년 3학기제)과정을운영하기도한답니다.

그럼, 일반정규학교와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의차이점은무엇인가요?Q.2

A.2

참고자료.

전국시·도별교육청홈페이지주소

시·도

서울특별시교육청 http://www.sen.go.kr

부산시교육청 http://www.pen.go.kr

대구시교육청 http://www.tge.go.kr

인천시교육청 http://www.ice.go.kr

광주시교육청 http://www.gen.go.kr

대전시교육청 http://www.dje.go.kr

울산시교육청 http://www.use.go.kr

경기도교육청 http://www.ken.go.kr

강원도교육청 http://www.kwe.go.kr

충청북도교육청 http://www.cbe.go.kr

충청남도교육청 http://www.cne.go.kr

전라북도교육청 http://www.jbe.go.kr

전라남도교육청 http://www.jne.go.kr

경상북도교육청 http://www.gbe.go.kr

경상남도교육청 http://www.gne.go.kr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http://www.jje.go.kr

홈페이지주소

●학교별입학전형은해당시·도교육청및학교홈페이지를반드시확인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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