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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고교유형 및 학교 현황
 1. 고교유형 전체 요약
 2. 각 학교별 법적 근거와 관련 내용
  1) 영재학교
  2) 특수목적고등학교
  3) 자율고
  4) 특성화고
  5) 일반고
  참고1) 기숙형 고교
  참고2) 대안학교
  참고3) 창의경영학교
  참고4) 자율학교
  참고5) 혁신학교
 3. 개선이 필요한 사항
  1) 특목고, 자율고, 자율학교의 법적 근거에서 개념이 모호하고 정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2) 고등학교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중첩되어 너무 복잡하다.
  3) 자율고의 설립 목적은 매우 불분명하다.

Ⅱ. 2014학년도 고교입학전형 시기별 현황
 1. 고교입학전형 시기별 현황 전체 요약
 2. 각 시기별 전형 방법 
  1) 영재학교
  2) 전기학교
  3) 후기학교
 3. 개선이 필요한 사항
  1) 일반고 선발 시기의 불공정성
  2) 일반고 안에서의 차별성
  3) 일반고 신입생의 박탈감

Ⅲ. 2014학년도 고교유형별 입학전형 현황
 1. 고교유형별 입학전형 현황 전체 요약
 2. 각 고교유형별 전형 방법
  1) 영재학교
  2) 외국어고/국제고 : 자기주도학습전형Ⅰ
  3) 과학고 : 자기주도학습전형Ⅱ 
  4) 자율형사립고 : 자기주도학습전형Ⅲ
  5) 자율형사립고 : 자기주도학습전형이 아닌 경우
  6) 자율형공립고 

복잡하고 불공정한 고교입학전형과 이로 인해 서열화 된 고교체제의 문제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안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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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일반고
 3. 개선이 필요한 사항
  1) 고등학교 입시에서 성적을 반영하므로 중학교 교육, 특히 평가의 개선을 가로막고 있다.
  2) 학교별 성적 반영 선발 방식은 고교 서열화 체제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

Ⅳ. 고교 서열화 체제
 1. 고교 입학시 중학교 내신 성적 비교
 2. 일반고와 자율형사립고에 진학한 학생간의 학업성취도 차이
 3. 2013학년도 수능 개인별 성적 비교

※ 첨부자료
 1. 고교유형 및 학교 현황
 2. 일반고 과학중점학교 100개
 3. 전국 기숙형고교 150개
 4. 2014학년도 전국 과학고등학교 입학 전형 
 5. 2014학년도 시도교육청별 고교입학전형 일정과 방법 

Ⅰ. 고교유형 및 학교 현황

1. 고교유형 전체 요약

2013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전체 고교 2,318개를 크게 일반고, 자율고, 특수목적고(이하 특목고), 특성화고의 4가지 
체제로 나눌 수 있다. 학교 수로는 일반고 1,524개(65.7%), 자율고 165개(7.1%), 특목고 135개(5.8%), 특성화고 
494개(21.3%) 이다. 학생 수로는 일반고 71.5%, 자율고 7.9%, 특목고 3.5%, 특성화고 17.1% 이다. 

                                      <표1. 고교 유형별 현황>                     기준 : 2013년 5월 1일

구분 계
일반고 자율고 특목고 특성화고

소계 일반고 종합고 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소계 국제

고
외국
어고

과학
고

예술
고

체육
고

마이스
터고

직업
교육

대안
교육

학교수
(교)

2,318 1,524 1,389 135 116 49 135 7 31 21 27 14 35 473 21
% 65.7 59.9 5.8 5.0 2.1 5.8 0.3 1.3 0.9 1.2 0.6 1.5 20.4 0.9

학생수
(명)

1,888,484 1,350,486 99,913 49,599 65,913 322,573
% 71.5 5.3 2.6 3.5 17.1

 자료: 교육부
※ 첨부자료 1에 각 고교유형별 학교가 정리되어 있음.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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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영재학교의 지정·설립과 운영) 
① 국가는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 중 일부학교를 지정하여 영재학교로 운영하거나 영재학
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재학교의 지정·설립 기준 및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표2. 지역별 고교 유형 현황>                     기준 : 2013년 5월 1일

시도 총계
일반고

소계
자율고

소계
특목고

소계
특성화고

소계일반1 일반2(종합고) 사립 공립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 직업 대안
서울 317 183 1 184 25 19 44 2 6 1 6 1 3 19 70 　 70 
부산 143 77 2 79 2 13 15 2 3 1 2 1 3 12 36 1 37 
대구 91 50 　 50 4 13 17 1 1 　 1 1 1 5 18 1 19 
인천 122 79 　 79 1 6 7 2 2 1 1 1 2 9 26 1 27 
광주 66 45 　 45 2 3 5  　 　 1 1 1 3 12 1 13 
대전 62 37 　 37 3 6 9 1 1 　 1 1 1 5 11 　 11 
울산 53 35 　 35 2 2 4 1 1 　 1 　 2 5 9 　 9 
세종 7 3 1 4 　 1 1 　 　 1 　 　 　 1 1 　 1 
경기 445 287 57 344 2 11 13 2 8 3 4 1 2 20 64 4 68 
강원 117 77 11 88 1 　 1 1 1 　 1 1 2 6 20 2　 22 
충북 83 45 1 46 　 6 6 1 1 　 1 1 3 7 23 1 24 
충남 114 60 11 71 1 7 8 1 1 　 2 1 3 8 25 2 27
전북 132 73 18 91 3 2 5 1 1 　 1 1 3 7 26 3 29 
전남 153 86 4 90 1 7 8 1 1 　 2 1 3 8 47 　 47 
경북 193 106 18 124 2 9 11 2 1 　 2 1 4 10 47 1 48 
경남 190 129 8 137 　 10 10 2 2 　 1 1 2 8 31 4 35 
제주 30 17 3 20 　 1 1 1 1 　 　 　 　 2 7 　 7 
합계 2,318 1,389 135 1,524 49 116 165 21 31 7 27 14 35 135 473 21 494
비율 100 59.9 5.8 65.7 2.1 5.0 7.1 0.9 1.3 0.3 1.2 0.6 1.5 5.8 20.4 0.9 21.3

자료: 교육부

2. 각 학교별 법적근거와 관련 내용 

1) 영재학교
[법적근거]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

영재학교는 전국에 6개가 있으며 학생 모집단위는 전국이다. 
※ 서울(서울과학고), 경기(경기과학고), 부산(한국과학영재학교), 대구(대구과학고), 대전(대전과학고), 광주(광
주과학고) 

2) 특목고
[법적근거] 초중등교육법 제61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 2, 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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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학교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1항·제24조제1항·제26조제1항·제29조제1항·제31조·제39조·제42조 및 제
46조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원과 학생 등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76조의2(고등학교의 구분) 고등학교는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의 자율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학교로 구분한다.  <개정 
2011.12.30>
2.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중에서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
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다만, 제10호의 학교 중 국립의 고등학교는 교육
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개정 2001.1.29, 2001.3.2, 2007.5.16, 2010.6.29, 2013.3.23>
5.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계열의 고등학교
6.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와 국제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계열의 고등학교
7. 예술인 양성을 위한 예술계열의 고등학교와 체육인 양성을 위한 체육계열의 고등학교
10.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이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라 한다)

④ 교육감은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지정한 경우에는 5년마다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6.29, 2011.6.7, 
2013.3.23>

⑤ 교육감이 제1항 제5호, 제6호 및 제10호(공립·사립의 고등학교만 해당한다)의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1.6.7, 2013.3.23>

① 국제고
: 국제 관계에 전문성을 갖춘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는 학교이다. 국제고에는 외국어고와 같이 특정 외국어 전공학과는 
없으며, 영어를 기본으로 국제정치, 국제문화, 국제법 등 국제계열 전문교과를 가르친다. 5개 지역에 7개의 학교가 있
으며, 청심국제고만 사립이고 나머지는 공립이며 학생 모집단위는 광역이다.

※ 서울(서울국제고 ․ 공립), 부산(부산국제고 ․ 공립), 인천(인천국제고 ․ 공립), 경기(고양국제고 ․ 공립, 청심국
제고 ․ 사립, 동탄국제고 ․ 공립), 세종(세종국제고 ․ 공립)

② 외국어고
: 외국어고등학교는 특수목적고등학교 가운데에서도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로 대부분 사립학
교이다. 1992년에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전환되었다. 2011년부터 외국어고는 영어 내신만으로 학생을 선출, 한 학급 당 
인원 수 25명 제한, 영어와 전공 외국어 전문 교과 단위 수 최소 80단위 이상을 편성하도록 하였다.

③ 과학고
: 과학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한 고등학교를 말한다. 1983년 경기과학고등학교부터 시작되었으며 1992년에는 모든 과학
고등학교가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되었다. 전국적으로 21개 학교가 있으며 모집단위는 광역이다.

④ 예술고 ․ 체육고
: 예술고등학교는 음악, 미술, 무용, 연기 등 예술 인재 양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고등학교를 말한다. 그리고 체육
고등학교는 육상, 체조, 수영, 양궁, 태권도 등의 체육 분야에 소질이 있는 우수한 인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
학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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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학교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1항·제24조제1항·제26조제1항·제29조제1항·제31조·제39조·제42조 및 제
46조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원과 학생 등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76조의2(고등학교의 구분) 고등학교는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의 자율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학교로 구분한다.  <개정 
2011.12.30>
4. 자율고등학교(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사립고등학교 및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공립고등학교를 말한다)

제91조의3(자율형사립고등학교)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립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법 제61조에 따
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고등학교(이하 "자율형사립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다
만, 제77조 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고등학교를 자율형사립고등학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2013.3.2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교직원 인건비(교원의 명예퇴직 수당은 제외
한다) 및 학교·교육과정운영비를 지급받지 아니할 것
2.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전입금기준 및 교육과정운영기준을 충족할 것

④ 교육감은 자율형사립고등학교를 지정한 경우에는 5년마다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의 운영 성과 등
을 평가하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6.7.>

⑤ 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1.6.7, 
2013.3.23>

제91조의4(자율형공립고등학교) ① 교육감은 공립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고등학교(이하 "자율형공립고등학교"라 한다)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자율형공립고등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운영하되,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자율형공립고등학교의 특성화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교원 연수 등을 위하여 자율형공립고
등학교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13.3.23>

⑤ 마이스터고(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의 취업역량을 기르는 학교로, 졸업 후 100% 우선 취업과 기술명장으로
의 계속 성장을 지원한다. 취업 후에는 재직자 특별전형 등 후진학 제도를 통해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배려한
다. 

3) 자율고
[법적근거] 초중등교육법 제61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 2, 제91조의 3, 4 

① 자율형사립고
: 자율형사립고는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학교이다. 자율형사립고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기존 ‘자립형 사립고’로 운영되어 오다가, 자립형 사립고 근거법이 없어지면서 
된 ‘자율형사립고’와 기존 일반계 고등학교가 전환된 ‘자율형사립고’이다. 전자가 전국단위 모집 자율형사립고에 해당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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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2(고등학교의 구분) 고등학교는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의 자율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학교로 구분한다.  <개정 
2011.12.30>
3.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제91조(특성화고등학교) ① 교육감은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1.10.20>

제76조의2(고등학교의 구분) 고등학교는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의 자율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학교로 구분한다.  <개정 
2011.12.30>
1. 일반고등학교(특정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일반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말하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해당하지 않는 고등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전국단위 자율형사립고 : 서울(하나고), 인천(하늘고), 울산(현대청운고), 강원(민족사관고), 경기(용인외국어
고), 충남(북일고), 전북(상산고), 전남(광양제철고), 경북(김천고, 포항제철고)

② 자율형공립고
: 자율형공립고는 교육과정과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전인교육을 구현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 학교이다. 

4) 특성화고( VERITASα “대안학교의 모든 것... 진정한 대안되려면 신중한 선택” 2013. 7. 8 참조)
[법적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 2, 제91조

특성화고등학교는 직업교육 분야와 대안교육 분야로 나뉜다. 이 중 전자를 흔히 특성화고등학교로 특정 분야의 인재와 
전문 직업인 양성을 위한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 기존 실업계 고등학교의 대안적인 학교모형
으로 만화와 애니메이션, 요리, 영상 제작, 관광, 통역, 금은 보석 세공, 인터넷, 멀티미디어, 원예, 골프, 공예, 디
자인, 도예, 승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과 소질이 있는 학생들에게 맞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이다.

대안교육 특성화고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인성 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학교이다. 대안학교의 한 갈래
로써 2012년 말 정부에서는 대안교육 특성화고를 ‘자율형 대안고’로 개편하겠다는 논의가 있었다. 당시 교육과학기술
부(현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당시 법제처의 반대로 시행령 개정 추진이 중
단되었다. 현재 전국에 21개의 학교가 있고 자체적 전형을 진행한다. 
※ 대안교육 특성화고 : 부산(지구촌고・사립), 대구(달구벌고・사립), 인천(산마을고・사립), 광주(동명고・사립), 경
기(두레자연고・사립, 경기대명고・공립, 이우고・사립, 한겨레고・사립), 강원(전인고・사립, 팔렬고・사립), 충북(양업
고・사립), 충남(한마음고・사립, 공동체비전고・사립), 전북(세인고・사립, 푸른꿈고・사립, 지평선고・사립), 경북(경
주화랑고・사립), 경남(간디고・사립, 원경고・사립, 지리산고・사립, 태봉고・공립)

5) 일반고
[법적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 2

※ 과학/예술/체육 중점학교 (창의경영학교 중 교육혁신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음.)
: 일반고에서 해당 분야 인재 육성을 위해 특정 교육과정을 강화한 학교를 말한다. 과학/예술/체육 중점학교가 있고, 
중점학교의 중점학급은 일반고보다 앞선 학생 선발권을 부여하였다. 과학중점학교는 고교 3년간 총 교과 이수 단위의 
45% 이상을 과학·수학 교과에 할당하며, 과학 중점과정을 선택한 학생은 일반고와 달리 과학 8개 과목 외에 고급 수
학·과학, 물리·화학 실험 같은 과학융합 전문교과 3개 과목을 추가로 이수하게 된다. 전국에 100개가 있다.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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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에 학교 현황 있음)

예술・체육 중점학교는 일반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 중 예술ㆍ체육에 소질과 적성이 있는 학생에게 특성화된 교육을 실시
하기 위하여 예술・체육 중점과정을 설치하고, 심화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 음악, 미술, 체육, 공연영상의 네 
가지 분야가 있다.

<표3. 예술・체육 중점학교 현황>

[ 베리타스 알파, “예고・체고의 대안은?예술・체육 중점학교에서”, 2012.5.4.]
 
참고1) 기숙형 고교
: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08년도부터 전국 농산어촌 지역 거점고를 중심으로 150개교를 선정하여 전
국 86개 군지역중 7개 군을 제외한 79개 군에서 학교가 선정되었다. (※ 첨부자료 3에 학교 현황 있음.) 

예) 대구 포산고 : 비평준화 선지원 자율형공립고 & 기숙형 고교 & 농산어촌 자율학교
예) 경기 양평고・경남 함양고 : 기숙형 고교 & 전국단위 자율학교

참고2) 대안학교
[법적근거]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3

제60조의3(대안학교)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
(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의4부터 
제30조의7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대안학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대안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3.21]

대안학교는 대안교육 특성화고 보다 더 큰 개념의 학교로써 과거 대안학교라고 하면 일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
생들이 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요즘은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인생을 개척할 수 있게 하며, 체험과 인성 위주
의 교육을 하는 학교’로 정의 되며 다양한 종류가 있다. 먼저 학력을 인정해주는 인가형 학교와 미인가형 학교로 나누
어 구분할 수 있다.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인가형 학교로는 대안교육 특성화고와 각종학교로 분류되는 대안학교, 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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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을 위한 대안교육 특성화중학교 등이 있다. 

<그림1. 대안학교 구조도>

대안학교 인가형 학교 대안교육 특성화고

각종학교

대안교육 특성화중학교
미인가형 학교

각종학교 중 정부가 정식 인가한 학교는 14개교로 국어와 사회과목을 50%만 이수하면 되고 나머지는 모두 학교 자율
이다. 대안교육 특성화고보다 제약이 적고, 각종학교를 졸업해도 정식 학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 각종학교(대안학교) : 서울(서울실용음악학교(고)・사립, 여명학교(고)・사립, 지구촌학교(초)・사립, 서울다솜학
교(고)・공립), 경기(은혜학교(중고통합)・사립, 화요일아침예술학교(고)・사립, 쉐마기독학교(초중고통합)・사립, 
TLBU글로벌학교(초중통합)・사립), 인천(인천청담학교(고)・사립, 인천해밀학교(중고통합)・공립, 인천한누리학교(초
중고통합)・공립), 대전(그라시아스음악학교(고)・사립, 요재미학교(초)・사립), 충북(글로벌선진학교(중고통합)・사립, 
한국폴리텍다솜학교(고)・사립), 충남(여해학교(중)・공립), 경북(한동글로벌학교(초중고통합)・사립)

참고3) 창의경영학교
<그림2. 창의경영학교 소개>

[ 교육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참고4) 자율학교
[법적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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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립·공립·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법 제61조에 따
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립학교 
및 제77조 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후기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1.1.17 제22625호(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법 제28조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2. 개별학생의 적성·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3. 학생의 창의력 계발 또는 인성함양 등을 목적으로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4. 특성화중학교
5.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
7. 그 밖에 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학생의 학력향상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립학교를 직권으로 자율학교로 지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을 받은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자율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운영하되,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 운영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자율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자율학교는 학사운영과 교육과정을, 비교적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로써 모든 국공사립 초등학교, 중학교, 고
등학교가 자율학교 지정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특히 수업일수/학년제/교과서 선택권 등에서 일반학교들에 비해 많은 
자율권을 부여 받았다. 자율학교는 주로 농/산/어촌 등 교육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교육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정
된 경우가 많다. 그렇다보니 자율학교에는 학생선발의 자율권이 추가로 주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자율학교 중에서는 전
국단위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학교들이 많다. 현재 전국단위 모집학교로써 약 50개, 지역단위 모집학교로 약 800
개가 선정되어 있다. 
※ 대표적인 전국단위 자율학교 : 경기(양평고), 충북(보은고), 충남(한일고, 공주대부속고, 부여고), 경북
(안동풍산고, 영양여고), 경남(거창고, 거창대성고, 남해해성고), 전북(익산고) 등

참고5) 혁신학교
: 혁신학교는 ‘민주적 자치공동체와 전문적 학습공동체에 의한 창의지성교육을 실현하는 공교육 혁신의 모델이 되는 
학교’로 정의할 수 있다. 학급 인원이 25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로 운영하고, 학교 운영과 교육 과정 운영에서 자율성
을 가지며, 교직원의 안정적인 근무와 행정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이 지원되는 형태의 학교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강원행복더하기학교, 빛고을혁신학교, 서울형혁신학교, 무지개학교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 전국 혁신 고등학교 현황(총 53개교)
경기(26개): 진접고, 이우고, 신천고, 광덕고, 경기창조고, 흥덕고, 복정고, 인창고, 포곡고, 발곡고, 운산고, 매화고, 동패고, 마석고, 운천고, 양
평고, 여주고, 조종고, 발안바이오과학고, 율천고, 의정부광동고, 포천고, 양곡고, 도농고, 범밥고, 지평고
서울(10개): 선사고, 삼각산고, 인헌고, 효문고, 휘봉고, 잠일고, 금옥여고, 배화여고, 신현고, 중화고
강원(6개): 주문진고등학교, 묵호고등학교, 태백기계공업고등학교, 강원생활과학고등학교, 대화고등학교, 함백여자고등학교
전북(4개): 금산고, 고산고, 성일고, 신흥고
전남(5개): 도화고, 영광고, 전남제일고, 여남중고, 벌교여고
광주(2개): 성덕고, 동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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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교 다양화란?
다양하고 좋은 학교를 만들어 학생·학부모 등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획일화 된 교육에서 벗어나 학교가 학생들의 다양한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글로벌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시스템입니다.

나. 고교 다양화는 왜 필요한가요?
고교 다양화는 자율성 보장을 통해 교육의 다양성을 구현합니다. 
고교 다양화는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학교 선택권을 부여 합니다. 
고교 다양화는 입시 경쟁에서 교육경쟁으로 전환시켜 줍니다. 

3. 개선이 필요한 사항

1) 특목고, 자율고, 자율학교의 법적 근거에서 개념이 모호하고 정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특목고, 자율고, 자율학교의 법적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제61조를 보면 ‘학교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
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1항·제24조제1항·제
26조제1항·제29조제1항·제31조·제39조·제42조 및 제46조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
영’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라는 목적 자체가 개념이 모호하다. 또한 한시적
이라는 표현도 어느 정도가 한시적인지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여 이에 대한 시행령를 
예상할 수 있어야 하는 통상적인 법적 근거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내용이 시행령으로 넘어가 규정
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2) 고등학교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중첩되어 너무 복잡하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기본적으로 학교는 영재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목고, 특성화고로 나뉘지만 여기에 자율학
교, 기숙사형 고교, 창의경영학교, 혁신학교, 대안학교, 중점학교, 거점학교 등의 지정이 중첩되어 일어나다보니 학교
들의 종류가 매우 복잡해졌다. 이는 기본적으로 일반고의 여러 가지 문제를 일반고 안에서 풀려고 하기보다는, 새로운 
학교를 만들거나 일부의 학교에게 특혜를 주면서 특별한 학교로 지정하는데 일반고에는 파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고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되지 못했었다. 그리고 다음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런 새로운 학교나 특별한 학교를 
키우기 위해 선발 시기를 일반고보다 앞서거나 선발 방식에서 성적을 반영하게 함으로써 일반고와의 격차를 
만들어 내게 되었다. 그래서 일반고의 상황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3) 자율고의 설립 목적은 매우 불분명하다.

대부분의 고교유형이 초중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속에 학교의 목적이 짧게 나마 나타난 것에 비하여 
자율고의 설립 목적은 거의 나타나있지 않다. 단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 3을 보면 ‘교육과정을 자율
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고등학교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고만 밝히고 있다. 일부에서는 자율고가 수월성 교육
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는 고교 다양화 300 정책을 추
진하며 자율고 정책을 추진하였다. 즉, 획일적인 고등학교 체제를 개선하여 다양한 학생의 능력을 살리기 위하
여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부여한 자율고를 만든 것이다. 이에 관한 당시 교과부이 만든  간단
한 도표에도 이런 내용이 잘 나타나 있다.

<그림4. 고등학교 다양화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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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교 다양화로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이 확대되었습니다.

[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중에서 ]

문제는 교육과정의 자율성은 일반고도 모두 추구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중요한 가치라는 점이다. 특정 학교에만 과
도하게 허용하고, 학생 선발권을 부여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부여한 자율
고는 그 취지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국영수 중심의 더 치중된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일반고는 선발 
시기와 선발 방식에서 모두 피해를 받으며 더욱 황폐화되어 지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과정의 자율성은 모든 학교가 추
구하게 하고, 특별히 교육과정의 자율성이 더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지금과 같이 자율학교의 개념을 적용하면 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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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14학년도 고교입학전형 시기별 현황

1. 고교입학전형 시기에 따른 방법 전체 요약

<그림5. 고교입학전형 시기에 따른 분류> 
[전기학교] [후기학교]

영재
학교 ⇒

특수목적고
특성
화고

자율형
사립고 ⇒

전국
단위
자율
학교

⇒
예술
체육
중점
학교

⇒ 자율형
공립고 ⇒

과학
중점
학교

⇒ 일반고과학
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
터고

외국어고
국제고

[1번] [2번] [3번]
※ 마이스터고 불합격자는 특성화고 지원이 가능하다.
※ 자율형공립고와 과학중점학교는 중복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2. 각 시기별 전형 방법 

1) 영재학교
: 영재학교에 지원해서 불합격되어도 전기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2) 전기학교
① 전기학교는 시/도 구분 없이 1개 학교만 지원이 가능하다. 
② 전기학교 합격자는 후기학교에 지원할 수 없다. 

3) 후기학교
①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자율학교는 전기모집 선발 이후 후기모집보다 먼저 학생 선발이 이루어진다.
② 예술·체육 중점학교 모집이 전기고와 후기고 전형 사이에 이뤄진다. 후기 고교 중 예술·체육 중점학교의 중점과정 
학급은 일반고에 앞서 학생을 선발한다. 불합격자는 후기학교 지원이 가능하다.
③ 우선선발권을 가진 자율형공립고와 과학 중점학교의 중점과정 학급은 일반고에 앞서 학생을 배정한다. 즉 후기 고
교는 지원 여부에 따라 ‘자율형공립고-과학중점학교-일반고’ 순으로 추첨, 배정된다. 

참고) 이중지원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 학교
①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고등학교
②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 의해 설치된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진주)
③ 미인가 대안학교

3. 개선이 필요한 사항

1) 일반고 선발 시기의 불공정성
: 영재학교, 특목고, 자율형공립고는 모두 일반고에 비해 지원도 많이 받고, 뒤에 살펴보겠지만 선발 방식에 있어서도 
더 유리하다. 그런데도 선발 시기까지 일반고보다 모두 먼저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지나치게 불합리하다. 사실 중점학
교의 과학 중점학급은 성적을 보지 않고 우선선발하기만 하는 데도 일반학급과 큰 차이를 보인다. 그렇기에 일반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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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있는 차별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 이 구조에서 다른 유형의 학교만큼의 성과를 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2) 일반고 안에서의 차별성
: 일반고는 다른 유형의 학교에 대해서만 차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반고 안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 예술/체육/과학 
중점학교와 같은 중점학교의 중점학급이나 각종 학교장 선발 후기고, 일부 학교는 전국단위 자율학교로 편성이 되면서 
학교별 선발권이나 우선 선발권을 받는다. 그래서 일반고 안에서도 그나마 이렇게 구제를 받은 학교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고, 이마저도 못 받은 학교들은 더 어려움을 겪게 된다. 

3) 일반고 신입생의 박탈감
: 고교입학전형이 시기별로 나뉘어 있어 일반고가 받는 피해 중 가장 큰 문제는 일반고 신입생의 박탈감이다.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는 일반고를 처음부터 생각해서 진학한 학생도 다른 유형의 학교에 갈 실력이 못되거나 또는 불합격해서 
밀려온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크다. 즉, 일반고에 진학하는 것 자체가 고입에서 실패한 것으로 잘못 인식 될 위험이 
큰 것이다. 실제로 일반고에 진학한 학생 중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에 대해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이미 대학입시에서 
도 불리하거나 실패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학생들도 적지 않게 있다. 그리고 일반고 교사의 입장에서도 이런 구조속
에서 해마다 학생의 입학 성적이 계속 떨어지고 기본적인 생활 습관조차 되어 있지 않아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가 심해지면서 이미 신입생을 받을 때 안 좋은 선입견을 가지게 된다. 이런 선입견은 낙인 효과가 되어 교육 활동
에 많은 지장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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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14학년도 고교유형별 입학전형 현황

1. 고교유형별 입학전형 현황 전체 요약

<표5. 2014학년도 고교유형별 입학전형 현황>

전기

학교종류 전형방법
영재학교 학교별 자율

특목고

외국어고/국제고
자기주도학습전형Ⅰ
1단계 : 영어내신(160)+출결(감점)
2단계 : 1단계 성적(160)+면접(40)

과학고
자기주도학습전형Ⅱ
1단계 : 제출 서류 평가
2단계 : 면접(학교별 자율적 실시)

예술고 내신+면접+실기(학교별 자율)체육고
마이스터고 정원 외 학교별 자율 + 일반전형

특성
화고

직업교육 학교별 자율
대안교육 학교별 자율

자율형사립고
(49개교)

자기주도학습전형Ⅲ : 19개교
자기주도학습전형Ⅲ이 아닌 경우
1)내신 50% 이내 학생 중 공개 추첨:26개교
2)내신 30% 이내 학생 중 공개 추첨:2개교
3)내신 성적순 선발:1개교
4)자기주도전형3단계:1개교

후기

학교종류 전형방법
자율
학교

충남 한일고, 전북 익산고, 
경남 거창고, 충남 공주대부속고 자기주도학습전형Ⅲ

평준화 지역 내신 및 선발시험

자율형
공립고

비평준화 지역 자기주도학습전형Ⅲ 또는 학교별 자율(필기고사금지)
우선선발 또는 일반선발

평준화 지역 선지원 후추첨(평준화 지역 일반고와 동일)
우선배정 또는 일반배정

일반고

과학 중점학교 1단계) 학교 소속 학군 50% 추첨
2단계) 탈락자+타학군 50% 추첨

예술/체육 중점학교 1단계) 서류전형
2단계) 면접

비평준화 자기주도학습전형Ⅲ 또는 내신+선발고사

평준화
선지원 후추첨
1단계) 단일학교군
2단계) 일반학교군
3단계) 통합학교군

2. 각 고교유형별 전형 방법

1) 영재학교

: 영재학교는 과학고와는 달리 서류평가에서 교외 수상실적 등 다양한 실적 및 활동을 평가할 수 있다. 과학고 경우 
일체의 경시대회 수상 실적과 자격증 및 영재교육원 교육 여부를 기재할 수 없고 오히려 평가과정에서 감점을 받게 되
는데 영재학교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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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한국과학영재학교
학생기록물평가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입증자료 통한 
영재성 평가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
-수학, 과학 분야 

영재성 다면평가
- 영재성 입증 위한 창의력 
및 잠재력 평가

경기과학고
서류평가
-학교생활기록부, 자기
소개서, 추천서, 영재
성입증자료 평가

기초영재성검사
-중학교 교육과정의 수학, 과
학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창의적 사고에 대한 잠재성 
및 영재성 검사함

개인연구주제발표 또는 창의
영재성캠프
-개인연구주제발표: 연구계
획서 작성 및 발표
-창의영재성캠프: 창의연구
설계, 인성및리더십활동, 창
의지성면접

대구과학고
서류평가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영재성 입증자
료 요약서 평가

수학능력검사
-창의성 및 수학능력 등 평가

과학창의성캠프
-과학적탐구수행능력과 창의
성, 잠재력 및 인성적 특성, 
수학과 과학에 대한 열정, 
협동성, 발표력 등 종합 평
가 

소집면접
-입학 후 수학 
가능성 및 진학의
지 등에 대한 검
증

서울과학고
학생기록물평가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평가

영재성 및 창의적문제해결력 
평가
- 영재성 검사, 창의적 문제
해결력 평가

과학캠프
-과제수행능력평가, 심층면
접, 인성평가 

< 표6. 2013학년도 전국 영재학교 전형 방법 >

2) 외국어고/국제고 : 자기주도학습전형Ⅰ
<1단계>

영어 내신 성적 + 출결
정원의 1.5 ~ 2배수 선발

➡⇒
<2단계>

1단계 성적 + 면접
최종 합격자 선발

① 1단계 : '영어 내신 성적(160) + 출결(감점)'로 선발
영어 내신 성적 = 4개 학기(중 2, 3학년) 영어 환산점수의 합

- 학기별 영어 내신 성적 환산방식 (9등급제)
등급 석차 백분율(대상 인원) 환산점수

1 ~ 4%이하(4%) 40.0
2 4% 초과 ~ 11%이하(7%) 38.4
3 11% 초과 ~ 23%이하(12%) 35.6
4 23%초과 ~ 40%이하(17%) 30.8
5 40%초과 ~ 60%이하(20%) 24.0
6 60%초과 ~ 77%이하(17%) 16.0
7 77%초과 ~ 89%이하(12%) 9.2
8 89%초과 ~ 96%이하(7%) 4.4
9 96%초과 ~ 100%이하(4%) 1.6

- 영어성적환산식 : 환산점수는 = 40- (0.4×급간별 상위 백분율 기준)
 <예시> 석차 누적비율이 17%인 경우 : 40 -  (0.4 × 11) = 40 -  4.4 = 35.6
- 등급별 누적 학생수는 이수자와 누적 등급비율을 곱한 값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 동점자(동석차)의 경우 중간석차를 적용하여 등급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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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석차 = 석차 + (동석차 인원수 -  1) / 2) 
- 출결 상황 산출 방식

출결 = - (무단결석일수×가중치*)
* 가중치는 학교별 자율 결정

② 2단계 :‘1단계 성적 + 면접(40)’으로 선발
- 자기주도 학습전형의 면접점수 산출 방식

면접 〓 자기주도학습 영역 + 인성 영역
- 면접 내용 중 자기주도학습 영역
 ․ 자기주도학습 과정 : 학습에 대해 주도적으로 목표 설정․계획 후 학습 및 그 결과 평가까지의 전 과정
 ․ 진로계획 및 지원동기 : 진학 이후 학습 및 진로계획, 전공 외국어(또는 국제 전문 분야)에 관심을 가진 계기와 준

비
 ․ 독서활동 : 자기개발계획서에 기재된 중학교 동안의 교과․진로․교양관련 2권의 독서 및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독

서 결과와 이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
 ※ 독서경험은 학생이 읽은 책 중 중요하게 생각하는 2권을 선정하여 작성
- 면접 내용 중 인성 영역
 ․ 자기개발계획서에 기재된 핵심인성요소에 대한 중학교 활동 실적 및 이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 등
 ․ 학교생활기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교사추천서에 기록된 핵심인성요소 등

 【핵심인성요소란?】
  핵심인성요소는 봉사·체험활동을 포함한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갈등관리, 관계지향성, 규칙준수 등 학생의 

인성을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의미

③ 제출 서류 : 자기계발계획서, 교사 추천서, 학생생활기록부

3) 과학고 : 자기주도학습전형Ⅱ

<1단계>
중학교장 추천 ⇒

<입학담당관 활동>
2～3개월 내외로 자료 검증, 

추가 자료 확보 및 면접 대상자 
확정 등

⇒
<2단계>

면접결과와 내신 성적
으로 합격자 선발

① 1단계
- 입학담당관의 충실한 활동이 가능한 규모로 과학고별로 추천 인원 결정
- 추천 범위 내에서 중학교 학교장이 학생 추천

 
<과학고>

중학교별 추천 인원과 자격 제시 ⇒ <중학교>
추천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추천

 ※ 중학교별 추천 인원 및 자격은 과학고가 자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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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입학담당관 활동
- 전문성을 갖춘 입학담당관들이 2～3개월 내외로 활동
○ 학생 등이 제출한 서류 검증ㆍ확인
○ 중학교 방문 또는 면담 등을 통해 추가 자료 확보
○ 2단계 면접 대상자들을 확정 (유형 예시 참조)
- 입학담당관 활동 결과 자료는 2단계 면접에서 활용
※ 제출 서류 진위 여부 분석 자료, 교사(교장, 담임, 수학ㆍ과학) 및 학생(지원자, 동료) 면담 결과, 중학교 교육운
영 분석 자료 등

③ 2단계
- 자기개발계획서, 교사 추천서, 학교생활기록부 등 제출 서류와 입학담당관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면접 실시

  면접 〓  자기주도 학습 및 계획 ＋ 봉사ㆍ탐구ㆍ체험활동 ＋ 독서활동 + 핵심인성요소 관련 활동
* 자기주도 학습 및 계획 : 수학ㆍ과학 분야의 관심과 흥미를 가진 계기와 그 동안의 활동, 진학 이후 학습계획 및 장
래 희망 등
* 봉사ㆍ탐구ㆍ체험활동 : 과학적(수학․과학) 탐구활동과 지역사회에서의 봉사활동 등의 결과와 느낀 점 
* 독서활동 : 수학ㆍ과학, 진로, 교양 관련 독서 결과 및 느낀 점
* 핵심인성요소 관련 활동: 배려, 나눔, 협력, 타인존중, 갈등관리, 관계지향성, 규칙준수 등 핵심인성요소 관련한 활
동 및 느낀 점
※ 과학고별로 면접 위원 선정과 면접 방식(개인, 집단, 토론 등) 결정
- 면접결과와 내신 성적으로 최종 합격자 선발
※내신 반영과목, 과목별 비중, 성적 산출방식은 시ㆍ도교육청이 결정하되, 반영과목은 가급적 수학ㆍ과학 등으로 최
소화
※ 면접결과와 내신 성적의 반영 방법은 과학고별로 결정
※ 첨부자료 4에 학교 2014학년도 전국 과학고등학교 2014학년도 입학 전형 있음. 

4) 자율형사립고 : 자기주도학습전형Ⅲ

① 대상 학교 

- 추첨 이외의 학교별 전형을 실시하는 자율형사립고등학교 : 19개교
- 학교별 선발을 실시하는 자율형공립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 일부 전국돤위 자율학교 : 충남 한일고 및 공주대부설고, 전북 익산고, 경남 거창고

② 전형 절차 및 방법
<1단계>

중학교 내신 성적 + 출결(감점)
정원의 1.5 ~ 2배수 선발

➡
<2단계>

1단계 성적 + 면접
최종 합격자 선발

㈎ 1단계 : '내신 성적 + 출결(감점)'로 선발
- 내신 성적 반영 비율 및 산출방식은 학교 자율 선택

출결 = - (무단결석일수×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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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명 소재지 학교명 모집단위 구분 선발방식

서울(25교)

동대문구 경희고 광역 평준화 1 내신50%이내 추첨종로구 동성고 광역 평준화 1 내신50%이내 추첨강동구 배재고 광역 평준화 1 내신50%이내 추첨서초구 세화고 광역 평준화 1 내신50%이내 추첨마포구 숭문고 광역 평준화 1 내신50%이내 추첨강북구 신일고 광역 평준화 1 내신50%이내 추첨구로구 우신고 광역 평준화 1 내신50%이내 추첨서대문구 이대부고 광역 평준화 1 내신50%이내 추첨중 구 이화여고 광역 평준화 1 내신50%이내 추첨강남구 중동고 광역 평준화 1 내신50%이내 추첨종로구 중앙고 광역 평준화 1 내신50%이내 추첨양천구 한가람고 광역 평준화 1 내신50%이내 추첨성동구 한양부고 광역 평준화 1 내신50%이내 추첨동작구 경문고 광역 평준화 1 내신50%이내 추첨동대문구 대광고 광역 평준화 1 내신50%이내 추첨은평구 대성고 광역 평준화 1 내신50%이내 추첨송파구 보인고 광역 평준화 1 내신50%이내 추첨강남구 현대고 광역 평준화 1 내신50%이내 추첨강남구 휘문고 광역 평준화 1 내신50%이내 추첨
강서구 동양고(지정취소) 평준화

- 출결 상황 산출 방식
*가중치는 학교별 자율 결정

㈏ 2단계 :‘1단계 성적 + 면접’으로 선발
- 자기주도 학습전형의 면접점수 산출 방식

면접 〓 자기주도학습 영역 + 인성 영역
- 면접 내용 중 자기주도학습 영역
 ․ 자기주도학습 과정 : 학습에 대해 주도적으로 목표 설정․계획 후 학습 및 그 결과 평가까지의 전 과정
 ․ 진로계획 및 지원동기 : 진학 이후 학습 및 진로계획, 해당학교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 운영과 연계한 지원 동기
 ․ 독서활동 : 자기개발계획서에 기재된 중학교 동안의 교과․진로․교양관련 2권의 독서 및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독

서 결과와 이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
 ※ 독서경험은 학생이 읽은 책 중 중요하게 생각하는 2권을 선정하여 작성
- 면접 내용 중 인성 영역
 ․ 자기개발계획서에 기재된 핵심인성요소에 대한 중학교 활동 실적 및 이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 등
 ․ 학교생활기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교사추천서에 기록된 핵심인성요소 등

 【핵심인성요소란?】
  핵심인성요소는 봉사·체험활동을 포함한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갈등관리, 관계지향성, 규칙준수 등 학생의 

인성을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의미

③ 제출 서류 : 자기계발계획서, 교사 추천서, 학생생활기록부

5) 자율형사립고 : 자기주도학습전형Ⅲ이 아닌 경우

① 내신 50% 이내 학생 중 공개 추첨 : 26개교
② 내신 30% 이내 학생 중 공개 추첨 : 2개교(광주 남구 송원고, 광주 광산구 숭덕고)
③ 내신 성적순 선발 : 1개교(부산 금정구 동래여고)
④ 자기주도전형 3단계 : 1개교(서울 은평구 하나고)
방법) 1단계 : 자기주도학습전형, 2단계 : 면접, 체력검사, 3단계 : 신체검사

< 표7. 2014학년도 자율형사립고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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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학교명 시군구 학생 선발․모집방법 선발방식 유형분류모집방법 세부내용

서울(19교)

구현고 구로구 평준화 우선배정 선지원 후추첨 1
당곡고 관악구 평준화 우선배정 선지원 후추첨 1
도봉고 도봉구 평준화 우선배정 선지원 후추첨 1
등촌고 강서구 평준화 우선배정 선지원 후추첨 1
성동고 중구 평준화 우선배정 선지원 후추첨 1
수락고 노원구 평준화 우선배정 선지원 후추첨 1
원묵고 중랑구 평준화 우선배정 선지원 후추첨 1
경동고 성북구 평준화 우선배정 선지원 후추첨 1
경일고 성동구 평준화 우선배정 선지원 후추첨 1
고척고 구로구 평준화 우선배정 선지원 후추첨 1
금천고 금천구 평준화 우선배정 선지원 후추첨 1
대영고 영등포구 평준화 우선배정 선지원 후추첨 1
면목고 중랑구 평준화 우선배정 선지원 후추첨 1
미양고 강북구 평준화 우선배정 선지원 후추첨 1
상암고 마포구 평준화 우선배정 선지원 후추첨 1
중경고 용산구 평준화 우선배정 선지원 후추첨 1
청량고 동대문구 평준화 우선배정 선지원 후추첨 1
광양고 광진구 평준화 우선배정 선지원 후추첨 1

서울여고 마포구 평준화 우선배정 선지원 후추첨 1

시도명 소재지 학교명 모집단위 구분 선발방식관악구 미림여고 광역 평준화 1 내신50%이내 추첨도봉구 선덕고 광역 평준화 1 내신50%이내 추첨서초구 세화여고 광역 평준화 1 내신50%이내 추첨성북구 용문고(지정취소) 평준화양천구 양정고 광역 평준화 1 내신50%이내 추첨영등포구 장훈고 광역 평준화 1 내신50%이내 추첨은평구 하나고 전국20%, 광역80% 평준화(구자립형) 자기주도전형3단계
부산(2교) 해운대구 해운대고 광역 평준화 3 자기주도학습전형금정구 동래여고 광역 평준화 내신
대구(4교)

중구 계성고 광역 평준화 3 자기주도학습전형수성구 경신고 광역 평준화 3 자기주도학습전형남구 경일여고 광역 평준화 3 자기주도학습전형달서구 대건고 광역 평준화 3 자기주도학습전형인천(1교) 영종도 하늘고 전국9%, 광역91% 비평준화 3 자기주도학습전형
광주(2교) 남구 송원고 광역 평준화 2 내신30%이내 추첨광산구 숭덕고 광역 평준화 2 내신30%이내 추첨광산구 보문고(지정취소) 평준화
대전(3교) 중구 대성고 광역 평준화 3 자기주도학습전형서구 서대전여고 광역 평준화 3 자기주도학습전형서구 대신고 광역 평준화 3 자기주도학습전형
울산(2교) 동구 현대청운고 전국100% 평준화(구자립형) 3 자기주도학습전형중구 성신고 광역 평준화 3 자기주도학습전형강원(1교) 횡성 민족사관고 전국100% 비평준화(구자립형) 3 자기주도학습전형
경기(2교) 안산 안산동산고 광역 평준화 3 자기주도학습전형용인 용인외국어고 전국70%, 용인30% 비평준화 3 자기주도학습전형충남(1교) 천안 북일고 전국50%, 광역50% 비평준화 3 자기주도학습전형
전북(3교) 군산 군산중앙고 광역 평준화 1 내신50%이내 추첨익산 남성고 광역 평준화 1 내신50%이내 추첨전주 상산고 전국100% 평준화(구자립형) 3 자기주도학습전형전남(1교) 광양 광양제철고 전국30%, 광양70% 비평준화(구자립형) 3 자기주도학습전형
경북(2교) 김천 김천고 전국80%, 광역20% 비평준화 3 자기주도학습전형포항 포항제철고 전국35%, 광역65% 평준화(구자립형) 3 자기주도학습전형

6) 자율형공립고

① 평준화 + 우선배정 + 선지원 후추첨 : 33개교
② 평준화 + 선지원 후추첨 : 43개교
③ 비평준화 + 우선선발 + 자기주도학습전형 : 5개교
④ 비평준화 + 자기주도학습전형 : 35개교

< 표8. 2014학년도 자율형공립고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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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학교명 시군구 학생 선발․모집방법 선발방식 유형분류모집방법 세부내용

부산(13교)

경남여고 동구 평준화 　 선지원 후추첨 2
낙동고 북구 평준화 　 선지원 후추첨 2

부산남고 영도구 평준화 　 선지원 후추첨 2
사상고 사상구 평준화 　 선지원 후추첨 2
금정고 동래구 평준화 　 선지원 후추첨 2

부산중앙고 남구 평준화 　 선지원 후추첨 2
부산진고 부산진구 평준화 　 선지원 후추첨 2
영도여고 영도구 평준화 　 선지원 후추첨 2
주례여고 사상구 평준화 　 선지원 후추첨 2
개성고 진  구 평준화 　 선지원 후추첨 2

부산여고 사하구 평준화 　 선지원 후추첨 2
연제고 연제구 평준화 　 선지원 후추첨 2
경남고 서구 평준화 　 선지원 후추첨 2

대구(13교)

강동고 동구 평준화 　 선지원 후추첨 2
경북여고 중구 평준화 　 선지원 후추첨 2
구암고 북구 평준화 　 선지원 후추첨 2
달성고 서구 평준화 　 선지원 후추첨 2
대구고 남구 평준화 　 선지원 후추첨 2
상인고 달서구 평준화 　 선지원 후추첨 2
학남고 북구 평준화 　 선지원 후추첨 2
호산고 달서구 평준화 　 선지원 후추첨 2

대구서부고 서구 평준화 　 선지원 후추첨 2
대진고 달서구 평준화 　 선지원 후추첨 2
수성고 수성구 평준화 　 선지원 후추첨 2
칠성고 북구 평준화 　 선지원 후추첨 2
포산고 달성군 비평준화 　 자기주도학습전형 4

인천(6교)

인천신현고 서구 평준화 　 선지원 후추첨 2
인천예일고 계양구 평준화 　 선지원 후추첨 2
동인천고 남동구 평준화 　 선지원 후추첨 2

인천공항고 중구 평준화 　 선지원 후추첨 2
인천상정고 부평구 평준화 　 선지원 후추첨 2

강화고 강화군 비평준화 　 자기주도학습전형 4
광주(3교)

상일여고 서구 평준화 　 선지원 후추첨 2
광주고 동구 평준화 　 선지원 후추첨 2

광주제일고 북구 평준화 　 선지원 후추첨 2

대전(6교)

대전송촌고 대덕구 평준화 우선배정 선지원 후추첨　 1
동신고 동구 평준화 우선배정 선지원 후추첨　 1
대전고 중구 평준화 우선배정 선지원 후추첨　 1

대전여고 동구 평준화 우선배정 선지원 후추첨　 1
충남고 서구 평준화 우선배정 선지원 후추첨　 1

대전노은고 유성구 평준화 우선배정 선지원 후추첨　 1
울산(2교) 문현고 동구 평준화 우선배정 선지원 후추첨　 1

약사고 중구 평준화 우선배정 선지원 후추첨　 1
세종(1교) 한솔고 세종시 비평준화 우선선발 자기주도학습전형　 3

경기(11교)

와부고 남양주시 비평준화 　 자기주도학습전형 4
세마고 오산시 비평준화 　 자기주도학습전형 4
충현고 광명시 평준화 우선배정 선지원 후추첨 1
함현고 시흥시 비평준화 　 자기주도학습전형 4
양주고 양주시 비평준화 　 자기주도학습전형 4
저현고 고양시 평준화 우선배정 선지원 후추첨 1
고색고 수원시 평준화 우선배정 선지원 후추첨 1
의왕고 의왕시 평준화 우선배정 선지원 후추첨 1
청학고 남양주시 비평준화 　 자기주도학습전형 4

부곡중앙고 군포시 평준화 우선배정 선지원 후추첨 1
운정고 파주시 비평준화 　 자기주도학습전형 4

충북(6교)

청원고 청원군 비평준화 우선선발　 자기주도학습전형　 3
충주예성여고 충주시 비평준화 우선선발　 자기주도학습전형　 3

청주고 청주시 평준화 우선배정 선지원 후추첨　 1
오송고 청원군 비평준화 　 자기주도학습전형 4
충주고 충주시 비평준화 　 자기주도학습전형 4
단양고 단양군 비평준화 우선선발　 자기주도학습전형　 3



- 21 -

평준화/비평
준화 여부 지역 지원방법

평준화 서울

-1단계(단일학교군) : 서울시 전역 소재 고등학교 중에서 서로 다른 2개교 선택 ․ 지원
(학교별 모집 정원의 20%(중부60%)를 추첨 배정)
-2단계(일반학교군) : 거주지 일반학교군 소속 고등학교 중에서 서로 다른 2개교 선택 ․ 지원
(학교별 모집 정원의 40%를 전산 추첨 배정)

*추가 추첨 배정 : 1․2단계 배정 과정에서 지원자가 한 단계는 정원을 초과하고, 다른 단계는 정원에 미달된 경우 
3단계 배정 이전에 지원자가 초과된 단계에서 탈락된 학생들로 미달된 단계의 부족 정원만큼 추첨 배정

시/도 학교명 시군구 학생 선발․모집방법 선발방식 유형분류모집방법 세부내용

충남(7교)

대산고 서산시 비평준화 자기주도학습전형 4
용남고 계룡시 비평준화 자기주도학습전형 4
강경고 논산시 비평준화 자기주도학습전형 4
덕산고 예산시 비평준화 자기주도학습전형 4

천안업성고 천안시 비평준화 자기주도학습전형 4
서천여고 서천군 비평준화 자기주도학습전형 4
논산고 논산시 비평준화 자기주도학습전형 4

전북(2교) 군산고 군산시 평준화 　 선지원 후추첨 2
정읍고 정읍시 비평준화 　 자기주도학습전형 4

전남(7교)

목포고 목포시 평준화 　 선지원 후추첨 2
순천고 순천시 평준화 　 선지원 후추첨 2
여수고 여수시 평준화 　 선지원 후추첨 2
나주고 나주시 비평준화 　 자기주도학습전형 4
남악고 무안군 비평준화 　 자기주도학습전형 4
광양고 광양시 비평준화 　 자기주도학습전형 4
해남고 해남군 비평준화 　 자기주도학습전형 4

경북(9교)

인동고 구미시 비평준화 　 자기주도학습전형 4
상주여고 상주시 비평준화 　 자기주도학습전형 4

영주제일고 영주시 비평준화 　 자기주도학습전형 4
북삼고 칠곡군 비평준화 　 자기주도학습전형 4
경산고 경산시 비평준화 　 자기주도학습전형 4
안동고 안동시 비평준화 　 자기주도학습전형 4
울진고 울진군 비평준화 　 자기주도학습전형 4
점촌고 문경시 비평준화 　 자기주도학습전형 4
봉화고 봉화군 비평준화 　 자기주도학습전형 4

경남(10교)

거제제일고 거제시 비평준화 　 자기주도학습전형 4
양산고 양산시 비평준화 　 자기주도학습전형 4
진양고 진주시 비평준화 　 자기주도학습전형 4
웅천고 창원시 비평준화 　 자기주도학습전형 4
김해고 김해시 평준화 　 선지원 후추첨 2

김해제일고 김해시 평준화 　 선지원 후추첨 2
마산고 창원시 평준화 　 선지원 후추첨 2
진주고 진주시 평준화 　 선지원 후추첨 2

창원중앙고 창원시 평준화 　 선지원 후추첨 2
김해경원고 김해시 평준화 　 선지원 후추첨 2

제주(1교) 서귀포여고 서귀포 비평준화 우선선발 자기주도학습전형 3

7) 일반고

① 과학중점학교 
1단계) 학교 소속 일반학교군 거주 지원자 중 과학중점과정 모집 정원의 50%를 추첨하여 배정한다. 
2단계) 1단계 탈락자를 포함하여, 타 학교군 거주 지원자 중 과학중점과정 모집 정원의 50%를 추첨하여 배정한다. 

② 예술/체육 중점학교 
1단계) 서류전형 : 중점과정 관련 교과성적 + 비교과성적 + 학업계획서
2단계) 면접(단, 체육중점학교 중점과정은 잠재적 역량평가 포함) : 자기주도학습전형의 면접점수 산출 방식 적용

③ 평준화 / 비평준화 여부
< 표9. 2014학년도 일반고 평준화/비평준화 입학전형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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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통합학교군) : 1 ․ 2단계에서 추첨 배정되지 않은 40%(중부 제외)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합학
교군 범위 내에서 추첨 배정

※ 학교장 선발 후기고
1. 한광고 : 중학교 석차연명부 석차 백분율을 적용한 순위에 의거 선발
2. 한국삼육고 : 학생부300+면접(50) 성적순으로

부산
선지원 후추첨제 : 학교 선택은 광역학군에서 2개교, 지역학군에서 2개교를 선택
-1단계(광역학군 배정) : 제 1지망에서 정원의 40%를 배정
-2단계(지역학군 배정) : 학교별 정원의 20%를 배정
-3단계(통제학군 배정) : 지역학군 간 7개 통합학군 운영 40% 배정

대구

선지원 일반고 추첨배정 일반고
-지역우선전형 : 학군에 제한 없이 선지원 일반고 
중 1개교에 지원하여 중학교 내신 성적으로 선발

-일반전형 : 학군에 제한 없이 선지원 일반고 중 1
개교에 지원

※ 지역우선전형과 일반전형의 모집 비율은 학교 
자율로 정함

-1단계(단일학교군) : 대구광역시 소재 추첨배정 
일반고 및 자율형공립고 중 서로 다른 2개교 선택 
․ 지원

-2단계(일반학교군) : 거주지 일반학교군 소속 추
첨배정 일반고 및 자율형공립고 중 서로 다른 2개
교 선택 ․ 지원

-3단계 : 1,2단계에서 추첨 배정되지 않은 학생들
을 대상으로 재배정

인천 -선지원 후추첨제(100%)
※ 특수지(강화, 옹진, 영종) 일반고는 중학교 내신 성적과 면접으로 선발

광주

-선지원 추첨배정(40%) : 2개교 선택 후 성적등급별 추첨 배정
-후지원 추첨배정(60%) : 배정가능고교 중 최대 9개교(60%)에 해당하는 학교 선택. 단 출신중학교에서 
배정가능고교가 5~9개교인 경우에는 5개교를 선택하며, 5개교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특수지 고등학교와 호남삼육고의 경우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학교장 자율적으로 전형 실시 가능하되, 
선발고사는 실시 불가하며 내신 성적으로 선발할 경우 평준화지역 일반고 전형을 위한  성적 산출 지침
을 따름

대전 5개 희망 학교 선지원 후추첨(60%)
희망과 관계없이 지리정보 활용 추첨(40%)

울산 내신성적(50%)과 선발고사(50%)를 합산한 총점에 의하여 남녀 구분 없이 모집정원의 100%를 선발
- 선지원 후추첨제, 다군과 라군으로 나누어 실시

평준화
+

비평준화

경기

평준화 지역 비평준화 지역추첨 방식 입학 전형
학군내 배정을 위한 지망 순위와 구역*내 배정
을 위한 지망 순위를 반영하여  선복수지원 후
추첨
-학군 : 수원, 성남, 안양권(안양, 과천, 군포, 
의왕), 부천, 고양, 광명, 안산, 의정부

중학교 내신 성적 좌와 동일

충북 학군내 배정을 위한 4개교 선지망 후 
지망순위를 반영한 무작위 배정

중학교 내신 성적(300점) + 
선발고사(120점) 좌와 동일

전북 학군 내 선지원 후추첨
-학군 : 전주, 군산, 익산

중학교 내신 성적(28%) + 
선발고사(72%), 250점 만점

중학교 내신 성적으로만 
선발 또는 좌와 동일

전남 학군 내 선지원 후추첨
-학군 : 목포, 여수, 순천

중학교 내신 성적(70%) + 
선발고사(30%), 300점 만점

중학교 내신 성적으로만 
선발 또는 좌와 동일

경북 학군 내 선지원 후추첨
-학군 : 포항

중학교 내신 성적(300점) + 
선발고사(270점)

중학교 내신 성적으로만 
선발 또는 좌와 동일

경남 학군 내 선지원 후추첨
-학군 : 창원, 진주, 김해 중학교 내신 성적 좌와 동일

강원 학군 내 추첨 임의 배정
-학군 : 충청, 원주, 강릉 중학교 내신 성적 좌와 동일

제주 선지원 후추첨 중학교 내신 성적(180점) + 
선발고사(180점) 좌와 동일

비평준화

충남
후기 1차 후기 2차

자기주도학습전형Ⅲ
내신 반영 과목, 학년별 반영 비율, 내신과 면접 반
영 비율 등은 교육감의 승인
*자율형사립고 자기주도학습전형과 동일

중학교 내신 성적(69%, 200점) + 선발고사 
성적(31%, 90점)

세종

우선전형 일반전형
-중학교장 추천
(신입생 모집 정원의 30% 이내)

-중학교 내신 성적 선발
(우선전형 모집 정원의 50% 이내)

-내신 선발 이외 분야의 실시 여부, 모집분야, 인
원 등은 학교 자율

중학교 내신 성적(69%, 200점) + 선발고사 
성적(31%, 9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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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느꼈던 성취평가제 3학기 적용의 실제

 한성준 (사단법인 좋은교사운동 좋은학교만들기위원회 위원)

(윗부분 생략) 그리고 상위권에 있는 학생의 학부모들이 평가의 변별력을 강조하는 것도 문제다. 상대평가로 정상분포 곡선이 
그려진다면 성취평가로는 오른쪽으로 쏠린 분포곡선이 그려지는 것이 보통이다. 이렇게 되면 학부모들은 상위 학생들 사이의 
평가 변별력을 높일 것을 학교에 요구한다. 그리고 학교가 그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절대평가를 하면서도 상대평가식 정상분포 
곡선을 그리는 기형적인 평가만 남게 될 것이다.

   학부모의 이런 요구는 현실적이다. 현재 중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려면 석차연명부를 작성해 전교 1등에서 전교 꼴찌
까지 석차를 정해 그 순서대로 학교에 진학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등학교마다 대략적인 커트라인이 존재하므로 1학년에서 3학
년까지 ‘수-우-미-양-가’가 아닌 ‘A-B-C-D-E’로 평가했다 한들 제일 중요한 고등학교 진학 문턱에서는 다시 ‘1등부터 
100등’까지의 석차가 조명된다. 그러니 학부모들은 평가의 변별력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이하 생략)

3. 개선이 필요한 사항

1) 고등학교 입시에서 성적을 반영하므로 중학교 교육, 특히 평가의 개선을 가로막고 있다.
: 올 해 이미 성취평가제는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행이 되었다. 성취평가제는 학생들을 서열화 시키지 않고 모든 
학생이 완전학습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바른 평가방식이다. 그런데 이런 성취평가제가 중학교에서 제대로 뿌리내
리지 못하고 그 시행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고등학교 입시에서 중학
교 내신 성적을 반영하는 학교들이 있어 이 학교들의 입시를 위해 학생을 서열화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고등학교 입
시가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 성취평가를 가로막는 것이다. 실제로 고등학교 입시에 민감한 지역에서는 학부모가 교사
의 논서술형 평가나 다양한 평가를 싫어하고 반대한다고 한다. 이런 익숙하지 않은 시험에서 자신의 자녀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려면 고등학교 입시에서 중학교 내신 성적 반영을 금해
야 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배정은 학생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따라 지원하고 추첨하는 방식이 적용되어야 
한다.  

2) 학교별 성적 반영 선발 방식은 고교 서열화 체제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
: 앞서 살펴본 시기별 입학 전형이 다른 것도 고교 서열화 체제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지만, 같은 시기안에서도 반영
하는 성적 기준에 따라 서열화 체제가 더 심해지고 있다. 지원하는 기준은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이미 학교 유형
별로 합격하는 기준이 있으므로 예상보다 서열화는 분명하였다. 그리고 이런 입학 성적의 차이는 교육부의 학교별 재
정 지원의 차이와 교육환경의 차이로 더욱 심해지고, 심지어 대학입시에서도 일부 차별받는 구조속에서 서열화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Ⅳ영역에서 몇가지 지표로 살펴 볼 것이고 후속 토론회를 통해 계속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 첨부자료 5에 2014학년도 시도교육청별 고교입학전형 일정과 방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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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교 서열화 체제

1. 고교 입학시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 성적 비교(일반고와 자사고)

2012년 말,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유기홍 국회의원실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일반고 신입생 
중학교 내신 성적’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자율형사립고를 도입한 이후, 자율형사립고의 ‘선발효과’로 인해 일반고의 
학력저하 현상이 뚜렷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율형사립고의 도입으로 입학생 성적에 따른 고교서열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참고로 서울 지역의 자율형사립고는 일반고와는 달리 일반전
형에서 중학교 내신 성적이 50% 이상인 학생을 대상으로 추첨선발을 한다.

분석 결과를 보면, 2012학년도 자율형사립고 신입생 가운데 중학교 내신 성적이 상위 20%인 학생은 전체의 49.7%인 
반면 하위 50%인 학생은 5.1%에 불과했다. 반대로 일반고의 경우에는 중학교 내신 성적이 상위 20%인 학생은 
18.1%로 자율형사립고의 절반에도 못 미쳤지만, 하위 50%인 학생은 50.7%에 달해 중하위권 학생의 일반고 쏠림 현
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자율형사립고와 일반고의 이와 같은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다. 자율형사립고가 도입되기 전인 2009년 서울지역 
일반고 신입생 가운데 중학교 내신 성적 상위 20% 학생 비율은 21.9%에 달했지만, 자율형사립고가 도입된 2010년에
는 20.2%, 2011년에는 17.9%, 2012년 18.1%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반면 일반고 신입생 가운데 중학교 내신 성적
이 하위 20%인 학생 비율은 2009년 14.1%에서, 2010년 15.2%, 2011년 18%, 2012년에는 18.5%로 해마다 늘었
다.

< 표10. 일반고와 자율형사립고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 성적 비교 > (단위: %, 명)  
구분 전체 0 - 10% 11 -  20% 21 -  30% 31 -  40% 41 -  50% 51 -  60% 61 -  70% 71 -  80% 81 -  90% 91 - 100%

일
반
고

2009 73,508 10.1 7,413 11.8 8,668 11.7 8,598 11.4 8,415 11.1 8,160 10.5 7,699 10.0 7,331 9.3 6,814 8.6 6,348 5.5 4,062 
2010 76,108 9.2 7,014 11.0 8,368 11.2 8,494 11.1 8,415 11.1 8,420 11.0 8,334 10.5 8,002 9.8 7,484 9.1 6,931 6.1 4,646 
2011 75,626 8.1 6,136 9.8 7,448 10.4 7,832 10.7 8,113 10.6 7,999 11.3 8,522 10.7 8,121 10.4 7,881 10.1 7,622 7.9 5,952 
2012 72,291 8.3 5,983 9.8 7,102 10.4 7,489 10.3 7,452 10.6 7,640 11.2 8,085 10.7 7,730 10.3 7,459 10.1 7,300 8.4 6,051 

자
사
고

2011 9,799 23.8 2,328 24.0 2,352 19.7 1,931 15.6 1,533 11.5 1,130 5.4  525 
(※ 2011년 자율형사립고 자료는 51 - 100% 값을 통합하여 제출)

2012 9,060 25.1 2,274 24.6 2,228 18.5 1,676 15.5 1,401 11.2 1,017 1.0 95 0.8 70 0.6 58 0.6 55 2.1 186 
자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유기홍 국회의원실

< 표11. 2011,2012년 일반고와 자율형사립고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 성적 비교 > (단위: %, 명)
구분 0 - 20% 51 - 100%

일반고
2011

17.9 13,584 50.4 38,098

자율형사립고 47.8 4,680 5.4 525

일반고
2012

18.1 13,085 50.7 36,625

자율형사립고 49.7 4,502 5.1 464

자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유기홍 국회의원실

이런 결과는 자율형사립고가 위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더욱 두드러진다. [표 11]는 2011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자율형사립고인 A학교와 인근의 일반계 사립고등학교인 B, C, D학교의 성적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것이다. A학교가 자
율형사립고 지정 이후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 성적 상위 20%인 학생 비율이 2011년 49.9%, 2012년에는 54.3%로 상
승한데 비하여 일반계 사립고등학교인 B, C, D학교의 경우에는 내신 성적 상위 20% 학생 비율은 하락하고 하위 
20% 학생의 비율은 증가하였다. 특히 D학교는 고교선택제가 도입된 이후 이 지역에서 가장 경쟁률이 높은 학교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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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불구하고 상위 20%인 학생 비율이 인근의 A학교가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하기 이전인 2010년 17.3%였던 것에 
비하여 2012년에는 14.4%로 줄었다. 이는 올해 일반고 중학교 내신 성적 상위 20% 학생 비율 평균인 18.1%에도 
못 미치는 수치이다. 반면 하위 20% 학생 비율은 같은 기간 13.5%에서 18.3%로 늘었다. 

< 표12. 자율형사립고인 A학교와 인근 일반계 사립고의 신입생 중학교 내신 성적 비교 >
학교명

입학

년도
지원률

모집

정원
학생수

0 – 10% 11 – 20% 81 – 90% 91 – 100%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A고
2011 455 21.3 97 28.6 130 50% 이하 비율 0.4%

2012 453 23.0 104 31.3 142 50% 이하 비율 3.1%

B고

2010 3.4 684 627 9.1 57 9.4 59 9.1 57 6.5 41

2011 3.4 630 597 4.7 28 5.9 35 15.1 90 9.2 55

2012 　 612 583 7.0 41 6.3 37 11.7 68 11.8 69

C고

2010 5.8 693 650 10.6 69 9.7 63 9.4 61 7.7 50

2011 5.8 620 592 5.9 35 8.3 49 13.9 82 12.0 71

2012 　 678 654 4.6 30 11.0 72 11.8 77 9.5 62

D고

2010 9.3 532 509 7.3 37 10.0 51 9.0 46 4.5 23

2011 9.3 490 469 4.9 23 7.7 36 9.4 44 7.2 34

2012 　 504 492 5.5 27 8.9 44 12.6 62 5.7 28

자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유기홍 국회의원실

2. 일반고와 자율형사립고에 진학한 학생간의 학업성취도 차이

지난 4월 2일 교육정보 공시서비스인 학교알리미에 공개된 서울 시내 192개 일반계 고교별 고2년생의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2012년 6월 기준, 신설고 제외)를 비교한 결과, 과목별 향상도 평균치는 국어 0.02%, 수학 –0.65%, 영어 –
1.27%로 집계됐다. 반면 27개 자율형사립고의 과목별 향상도 평균치는 국어 1.95%, 수학 2.40%, 영어 0.84%로 
일반고보다 높게 나타났다. 2011년부터 학교별로 공시된 학업성취도 향상도는 해당 학교 학생들이 입학 당시에 비해 
학업성취가 어느 정도 향상됐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다.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기대점수보다 더 높게 나온 학교는 
양(+)의 값을 보이며, 기대되는 점수보다 낮게 나온 학교는 음(-)의 값을 가진다. 일반고 학생들의 수학과 영어 향상
도가 음의 값이 나온 것은 입학 전(중3 기준) 기대됐던 성취도 수준에 훨씬 못 미친다는 얘기로써 일반고와 자율형사
립고에 진학한 학생간의 학업성취도 차이가 고교 입학 후 더 벌어진 것을 의미한다. 

<표13. 일반계고와 자율형사립고의 학업성취도 향상도> (단위 : %)
국어 수학 영어

일반계고 0.02 -0.65 -1.27
자율형사립고 1.95 2.40 0.84

자료: 학교알리미
<그림6. 일반계고와 자율형사립고의 학업성취도 향상도>

자료: 경향신문, 일반고 입학성적·경쟁력 뚝… 교사 87% “격차 개선 안될 것”, 20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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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 결과에 따르면 분석 대상 192개 일반계고 가운데 과목별 성취도가 올라간 학교는 국어 105개교(54%), 수학 62
개교(32%), 영어 49개교(26%)에 불과했다. 반면 자율고는 27개교 중 성취도가 떨어진 곳이 국어 1개교(4%), 수학 
3개교(11%), 영어 5개교(19%)뿐이었다. 

<표14. 과목별 성취도 향상 학교>
국어 수학 영어

일반고
192개

학교수(개) 105 62 49
비율(%) 54 32 49

자율형사립고
27개

학교수(개) 26 24 22
비율(%) 96 89 81

자료: 학교알리미

3. 2013학년도 수능 개인별 성적 비교

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ㆍ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학년도 수학능력시험 개인별 
성적자료》를 제출받아 상위1% 학생들의 분포도를 분석한 결과, 학생 수는 일반고(3,306명), 외국어고(2,690명), 자
율형사립고(550명)순으로 많았다. 그러나 이를 수능 응시생수로 나눈 학생 비율로 나타내면 국제고는 664명중에 157
명이 수능 상위 1%에 해당되어 23.6%를 기록하였고, 외국어고는 20.2%, 영재학교는 5%를 기록하였다. 이는 일반
고의 0.57%와 비교하면 국제고는 41.4배, 외국어고는 35.4배, 영재학교는 8.8배 높은 비율이다. 그 밖에도 전문계고
와 예술/체육고를 제외하면 모두 일반고보다 높고 학교간 차이를 뚜렷이 보였다. 이를 통해 고교서열화 체제의 한 단
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15. 2013학년도 수능 고교 유형별 학생수와 상위 1%수> 
구분 일반고 전문계고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예술/체육
고

자율형
공립고 과학고 국제고 영재학교 계

수능
응시

학생
수 577,939 27,547 13,512 13,348 8,294 7,079 1,529 664 261 650,173

비율
% 88.9 4.3 2.1 2.1 1.3 1.1 0.2 0.1 0.04 100

상위
1%

학생
수 3,306 4 550 2,690 2 39 25 157 13 6,786

비율
% 48.7 0.06 8.1 39.6 0.03 0.6 0.4 2.3 0.2 100

해당 학생
비율 0.57 0.01 4.1 20.2 0.02 0.55 1.64 23.6 5.0

자료 : 박홍근 국회의원실 
※ 일반고에는 종합고 포함
※ 해당학생 비율 = 상위1% 학생수 ÷ 수능응시 학생수 × 100

<표16. 2013학년도 수능 고교 유형별 상위 1% 해당학생 비율> 
구분 일반고 자율형공립고 과학고 자율형사립고 영재학교 외국어고 국제고

해당학생 비율 0.57 0.55 1.64 4.1 5.0 20.2 23.6
일반고를 1로 기준 1 1.0 2.9 7.2 8.8 35.4 41.4

※ 과학고는 조기졸업 &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없는 특기자 전형으로 다수 진학하여 수능 비중이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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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종류(수) 시도 학교명 모집단위 모집인원

영재학교(6개교)

서울 서울과학고 전국
경기 경기과학고 전국
부산 한국과학영재학교 전국
대구 대구과학고 전국
대전 대전과학고 전국
광주 광주과학고 전국

특목고

외국어고(31개교)

서울

대원외국어고 광역
대일외국어고 광역
명덕외국어고 광역
서울외국어고 광역

이화여자외국어고 광역
한영외국어고 광역

부산
부산국제외국어고 광역

부산외국어고 광역
부일외국어고 광역

대구 대구외국어고 광역
인천 미추홀외국어고 광역

인천외국어고 광역
대전 대전외국어고 광역
울산 울산외국어고 광역

경기

경기외국어고 광역
고양외국어고 광역
과천외국어고 광역
김포외국어고 광역

동두천외국어고 광역
성남외국어고 광역
수원외국어고 광역
안양외국어고 광역

강원 강원외국어고 광역
충북 청주외국어고 광역
충남 충남외국어고 광역
전북 전북외국어고 광역
전남 전남외국어고 광역
경북 경북외국어고 광역
경남 경남외국어고 광역

김해외국어고 광역
제주 제주외국어고 광역

국제고(7개교)

서울 서울국제고 광역
부산 부산국제고 광역
인천 인천국제고 광역
경기

고양국제고 광역
청심국제고 광역
동탄국제고 광역

세종 세종국제고 광역

과학고(21개교)

서울 세종과학고 광역
한성과학고 광역

부산 부산과학고 광역
부산일과학고 광역

대구 대구일과학고 광역
인천 인천과학고 광역

인천진산과학고 광역
대전 대전동신과학고 광역
울산 울산과학고 광역
경기 경기북과학고 광역
강원 강원과학고 광역
충북 충북과학고 광역
충남 충남과학고 광역
전북 전북과학고 광역
전남 전남과학고 광역
광주 광주과학고 광역
경북 경북과학고 광역

경산과학고 광역
경남 경남과학고 광역

※ 첨부자료

1. 고교유형 및 학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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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과학고 광역
제주 제주과학고 광역

예술고(27개교)
체육고(14개교)

마이스터고(35개교)
특성화고(494개교)

자율형사립고(49개교)

서울

경문고 광역
경희고 광역
대광고 광역
대성고 광역
동성고 광역

미림여자고 광역
배재고 광역
보인고 광역
선덕고 광역
세화고 광역

세화여자고 광역
숭문고 광역
신일고 광역
양정고 광역
우신고 광역

이화여자고 광역
이대사대부고 광역

장훈고 광역
중동고 광역
중앙고 광역
하나고 전국 20%, 광역 80%

한가람고 광역
한대사대부고 광역

현대고 광역
휘문고 광역

부산 동래여자고 광역
해운대고 광역

대구
경신고 광역

경일여자고 광역
계성고 광역
대건고 광역

인천 인천하늘고 전국 9%, 광역 91%
광주 송원고 광역

숭덕고 광역
대전

대성고 광역
대신고 광역

서대전여자고 광역
울산 성신고 광역

현대청운고 전국 100%
강원 민족사관고 전국 100%
경기 안산동산고 광역

용인외국어고 광역
충남 북일고 전국 50%, 광역 50%
전북

군산중앙고 광역
남성고 광역
상산고 전국 100%

전남 광양제철고 전국 30%, 광양시 70%
경북 김천고 광역

포항제철고 전국 35%, 광역 65%
자율형공립고(116개교)

일반고(1524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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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고 과학중점학교 100개
번호 해당시도교육청 구·군 고등학교명 번호 해당시도교육청 구·군 고등학교명

1 강원 속초시 속초고 51 부산 중구 혜광고
2 강원 원주시 원주고 52 서울 강동구 강일고
3 경기 과천시 과천중앙고 53 서울 강남구 경기고
4 경기 광명시 광명북고 54 서울 노원구 대진고
5 경기 구리시 구리고 55 서울 강서구 마포고
6 경기 의왕시 백운고 56 서울 강서구 명덕고
7 경기 성남시 보평고 57 서울 강북구 미양고
8 경기 안양시 부흥고 58 서울 서초구 반포고
9 경기 성남시 분당중앙고 59 서울 송파구 방산고 
10 경기 용인시 수지고 60 서울 서초구 서울고
11 경기 시흥시 시흥매화고 61 서울 은평구 선정고
12 경기 양평군 양일고 62 서울 관악구 성보고
13 경기 안산시 양지고 63 서울 동작구 숭의여고
14 경기 군포시 용호고 64 서울 구로구 신도림고
15 경기 구리시 인창고 65 서울 영등포 여의도고
16 경기 고양시 일산동고 66 서울 용산구 용산고
17 경기 고양시 주엽고 67 서울 송파구 잠신고
18 경기 용인시 초당고 68 서울 도봉구 창동고
19 경기 수원시 태장고 69 서울 중랑구 혜원여고
20 경기 남양주 평내고 70 서울 동대문 휘경여고
21 경기 성남시 풍생고 71 울산 동구 방어진고
22 경기 이천시 효양고 72 울산 남구 울산강남고
23 경기 수원시 효원고 73 울산 중구 울산중앙고
24 경남 김해시 김해분성고 74 인천 서구 가림고
25 경남 진주시 명신고 75 인천 연수구 송도고
26 경남 진주시 진주여고 76 인천 남구 인명여고
27 경남 진주시 진주제일여고 77 인천 남동구 인천남동고
28 경남 창원시 창원남산고 78 인천 부평구 인천산곡고
29 경남 창원시 창원여고 79 인천 연수구 인천여고
30 경북 경주시 계림고 80 인천 서구 인천원당고
31 경북 구미시 구미고 81 인천 부평구 인천진산고
32 경북 김천시 김천여고 82 전남 광양시 광양백운고
33 경북 영주시 대영고 83 전남 여수시 여수고
34 경북 문경시 문경여고 84 전남 해남군 해남고
35 경북 포항시 포항고 85 전남 영광군 해룡고
36 경북 포항시 포항이동고 86 전북 군산시 군산제일고
37 광주 동구 조선대여고 87 전북 익산시 이리고
38 대구 북구 경상고 88 전북 전주시 전주제일고
39 대구 달서구 경원고 89 제주 제주시 남녕고
40 대구 달서구 도원고 90 제주 제주시 대기고
41 대구 남구 심인고 91 제주 제주시 제주여고
42 대구 북구 함지고 92 충남 서산시 서령고
43 대전 유성구 대덕고 93 충남 아산시 온양여고
44 대전 중구 대전동산고 94 충남 천안시 천안쌍용고
45 대전 동구 동신고 95 충남 천안시 천안중앙고
46 부산 동구 부산고 96 충북 청주시 금천고
47 부산 기장군 부산장안고 97 충북 청주시 세광고
48 부산 사상구 사상고 98 충북 영동군 영동고
49 부산 사하구 삼성여고 99 충북 청주시 청주고
50 부산 동래구 용인고 100 충북 충주시 충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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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주소 학교명 계열 학급수 학생
일반 전문 계 남 여 계

부산 기장군 기장읍 기장고 일반계 30 - 30 616 604 1,220
대구 달성군 다사읍 다사고 일반계 17 - 15 261 292 553

달성군 다사읍 포산고 일반계 9 - 9 79 233 312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강화고 일반계 19 - 19 624 - 624
강화군 강화읍 강화여고 일반계 18 - 18 - 606 606
강화군 내가면 삼량고 일반계 9 - 9 139 118 257

울산 울주군 온양읍 남창고 일반계 24 - 24 486 423 909
세종 세종시 조치원읍 세종고 일반계 24 - 24 807 - 807

경기

가평군 가평읍 가평고 종합고 15 13 28 512 436 948
양평군 양평읍 양평고 종합고 18 3 21 281 319 600
여주군 여주읍 세종고 종합고 21 3 24 101 583 684
연천군 전곡읍 전곡고 종합고 30 1 31 550 462 1,012
화성시 향남읍 화성고 종합고 22 5 27 510 470 980
용인시 백암면 백암고 종합고 9 3 12 242 183 425
김포시 하성면 하성고 종합고 9 6 15 198 143 341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고 일반계 38 - 38 711 625 1,336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고 일반계 30 - 30 611 539 1,150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고 종합고 21 1 22 356 321 677
포천시 군내면 포천일고 종합고 33 5 38 656 435 1,091
평택시 세교동 평택여고 종합고 36 3 34 - 1,391 1,391
광주시 역동 광주중앙고 종합고 40 3 43 926 674 1,600

양주시 덕계동 덕계고 일반계 22 2 24 451 467 918

강원

양양군 양양읍 양양고 일반계 10 1 11 328 - 328
홍천군 홍천읍 홍천고 일반계 21 - 21 698 - 698
횡성군 횡성읍 횡성고 일반계 15 1 16 453 - 453
영월군 영월읍 영월고 일반계 12 - 12 357 - 357
평창군 평창읍 평창고 일반계 11 1 12 173 161 334
정선군 정선읍 정선고 일반계 12 - 12 168 181 349
철원군 철원읍 철원고 일반계 12 - 12 413 - 413
화천군 하남면 화천고 일반계 6 - 6 64 116 180
양구군 양구읍 양구고 종합고 9 1 10 297 - 297
인제군 인제읍 인제고 종합고 9   9 143 109 252
고성군 간성읍 고성고 일반계 12 1 13 181 170 351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고 종합고 14 1 15 215 220 435
홍천군 홍천읍 홍천여고 일반계 21 1 22 - 726 726
인제군 북면 원통고 일반계 9 - 9 180 161 341

횡성군 횡성읍 횡성여고 종합고 21 1 22 - 504 504
양구군 양구읍 양구여고 종합고 12 0 12 - 276 276
철원군 서면 김화고 일반계 9 - 9 119 134 253

홍천군 서석면 서석고 일반계 6 - 6 61 49 110

충북

청원군 오창읍 청원고 일반계 24 - 24 267 443 710
옥천군 옥천읍 옥천고 일반계 24 - 24 433 372 805
영동군 영동읍 영동고 일반계 18 1 19 291 315 606
진천군 진천읍 진천고 일반계 21 - 21 358 338 696
괴산군 괴산읍 괴산고 일반계 12 1 13 195 203 398
음성군 음성읍 음성고 일반계 30 2 32 500 505 1,005
단양군 단양읍 단양고 일반계 15 1 16 251 239 490
충주시 용산동 충주여고 일반계 30 - 30 - 1,002 1,002
제천시 서부동 제천여고 일반계 30 - 30 - 999 999
증평군 증평읍 형석고 일반계 12 - 12 251 144 395
보은군 보은읍 보은고 일반계 12 - 12 261 148 406
제천시 동현동 제천제일고 종합계 21 3 24 430 282 712
충주시 엄정면 충원고 일반계 12 - 12 230 124 354

충남

금산군 금산읍 금산고 일반계 18 - 18 540 - 540
부여군 부여읍 부여고 일반계 27 - 27 791 　 791
서천군 서천읍 서천고 일반계 18 2 20 504 - 504
홍성군 홍성읍 홍성고 일반계 22 2 24 720 - 720
예산군 예산읍 예산여고 일반계 22 - 22 - 616 616
태안군 태안읍 태안고 일반계 20 2 22 292 255 547
당진군 당진읍 당진고 일반계 24 1 25 390 490 880
청양군 청양읍 청양고 종합고 21 1 22 296 267 563
천안시 성환읍 성환고 일반계 21 1 22 383 382 765
공주시 중학동 공주고 일반계 27 - 27 945 - 945
논산시 양촌면 건양고 일반계 12 - 12 206 146 352
아산시 풍기동 온양여고 일반계 34 - 34 - 1,306 1,306
금산군 금산읍 금산여고 일반계 15 - 15 - 450 450

3. 전국 기숙형 고교 1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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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정산면 정산고 일반계 12 1 13 192 147 360
홍성군 홍성읍 홍성여고 일반계 18 1 19 - 540 540
서천군 서천읍 서천여고 일반계 12 1 13 - 338 338

전북

완주군 삼례읍 한별고 일반계 18 - 18 - 495 495
진안군 진안읍 진안제일고 일반계 6 1 7 90 84 174
무주군 무주읍 무주고 종합고 12 1 13 165 146 311
장수군 장수읍 장수고 종합고 12 0 12 187 107 294
임실군 임실읍 임실고 종합고 6 3 9 130 126 256
순창군 순창읍 순창제일고 종합고 12 1 13 194 118 312
고창군 고창읍 고창고 일반계 24 - 24 661 - 661
부안군 부안읍 부안고 종합고 15 3 18 491 - 491
정읍시 시기3동 호남고 일반계 21 - 21 620 - 620
남원시 향교동 남원고 일반계 18 - 18 548 - 548
정읍시 시기3동 정읍고 일반계 15 - 15 438 - 438
김제시 신풍동 김제여고 종합고 21 1 22 - 612 612
남원시 왕정동 성원고 일반계 15 - 15 438 - 438

전남

담양군 담양읍 담양고 일반계 12 1 13 212 198 410
곡성군 곡성읍 곡성고 일반계 15 - 15 198 241 439
구례군 구례읍 구례고 일반계 15 - 15 167 223 390
고흥군 고흥읍 고흥고 일반계 12 - 12 176 182 358
보성군 보성읍 보성고 일반계 12 - 12 183 173 356
화순군 화순읍 화순고 일반계 27 - 27 414 516 930
장흥군 장흥읍 장흥고 일반계 18 - 18 267 262 529
강진군 강진읍 강진고 일반계 12 - 12 244 159 403
해남군 해남읍 해남고 일반계 24 - 24 417 418 835
영암군 영암읍 영암고 일반계 12 - 12 333 - 333
무안군 현경면 현경고 일반계 9 - 9 116 111 227
함평군 함평읍 함평여고 일반계 6 - 6 - 142 142
영광군 영광읍 영광고 일반계 15 - 15 213 249 462
장성군 장성읍 문향고 종합고 7 9 16 174 230 404
완도군 완도읍 완도고 일반계 13 - 13 239 193 432
신안군 도초면 도초고 일반계 6 - 6 88 62 150
여수시 화양면 여수화양고 일반계 15 - 15 237 172 409
나주시 교동 나주고 일반계 16 - 16 110 400 510

광양시 봉강면 광양고 일반계 23 - 23 844 - 844
진도군 진도읍 진도고 일반계 15 - 15 210 212 422
보성군 벌교읍 벌교고 일반계 15 - 15 250 211 461
영광군 영광읍 해룡고 일반계 24 - 24 401 339 740
화순군 능주면 능주고 일반계 18 - 18 304 309 613

경북

청도군 금천면 금천고 일반계 6 1 7 97 62 159
봉화군 봉화읍 봉화고 일반계 12 - 12 172 179 351
성주군 성주읍 성주고 일반계 12 1 13 346 - 346
칠곡군 양목면 약목고 일반계 12 1 13 143 206 349
영양군 영양읍 영양고 일반계 9 1 10 215 - 215
예천군 예천읍 예천여고 일반계 15 - 15 - 385 385
의성군 의성읍 의성여고 일반계 9 1 10 - 262 262
청송군 청송읍 청송고 일반계 3 - 3 86 - 86
울진군 울진읍 후포고 일반계 12 1 13 196 146 342
군위군 군위읍 군위고 일반계 13 1 14 164 196 360
울진군 울진읍 울진고 일반계 18 2 20 252 283 535
의성군 안계면 안계고 일반계 9 1 10 127 109 236
영덕군 영해면 영해고 종합고 12 - 12 166 140 306
구미시 도량1동 구미여고 일반계 36 - 36 - 1,301 1,301
영주시 하망동 영주여고 일반계 18 - 18 - 541 541
경주시 성건동 경주여고 일반계 27 - 27 - 800 800
김천시 양천동 김천중앙고 일반계 21 - 21 662 - 662
문경시 모전동 점촌고 일반계 18 - 18 289 232 521
상주시 함창읍 상지여고 종합고 9 9 18 - 463 463
구미시 선산읍 선산고 일반계 12 - 12 446 - 446
영주시 하망동 영주고 일반계 18 - 18 493 - 493
영천시 야사동 영천고 일반계 15 - 15 443 - 443
영천시 화룡동 영천여고 일반계 21 - 21 - 613 613
김천시 모암동 김천여고 일반계 21 - 21 - 653 653
문경시 흥덕동 문창고 일반계 21 - 21 621 - 621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창여고 일반계 15 - 15 - 403 403
고성군 고성읍 고성중앙고 일반계 18 - 18 247 239 486
남해군 남해읍 남해제일고 일반계 21 - 21 314 264 578
산청군 산청읍 산청고 종합고 5 7 12 164 135 299
창녕군 영산면 영산고 종합고 14 0 14 208 158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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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의령읍 의령고 종합고 9 1 10 244 - 244
하동군 하동읍 하동고 종합고 12 2 14 343 7 350
합천군 합천읍 합천고 일반계 9 - 9 254 - 254
함양군 함양읍 함양고 일반계 15 - 15 220 234 454
함안군 가야읍 함안고 종합고 15 - 15 317 189 506
창원시 대산면 창원대산고 일반계 21 - 21 368 313 681

진주시 일반성면 진주외국어고 일반계 15 - 15 254 126 380
진해시 여좌동 진해고 일반계 30 - 30 1,028 - 1,028
통영시 용남면 충렬여고 종합고 12 6 18 - 582 582
사천시 용현면 용남고 일반계 12 - 12 230 134 364
김해시 장유면 김해대청고 일반계 34 2 36 672 627 1,299

밀양시 삼랑진읍 삼랑진고 일반계 9 - 9 158 80 238
거제시 연초면 거제옥포고 일반계 34 3 37 673 653 1,326
양산시 삼호동 효암고 일반계 24 - 24 378 479 857
고성군 회화면 고성고 종합고 15 6 21 323 260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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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4학년도 전국 과학고등학교 2014학년도 입학 전형 
지역명 학교명 서류 면접 내신 성적 반영

서울
세종과학고 학교생활기록부Ⅱ, 자기계발계획서, 

추천서3종 방문 면접, 소집 면접, 이후 종합 평가 1단계:2-1/2-2/3-1
2단계:3-2추가

한성과학고 학교생활기록부Ⅱ, 자기계발계획서, 
추천서2종 방문 면접, 소집 면접, 이후 종합 평가 1단계:2-1/2-2/3-1

2단계:3-2추가

부산
부산과학고 학교생활기록부Ⅱ, 자기계발계획서, 

추천서2종 방문 면접, 소집 면접, 이후 종합 평가 3-1까지
부산일과학

고
학교생활기록부, 자기계발계획서, 

추천서2종 방문 면접, 소집 면접, 이후 종합 평가 3-1까지

대구 대구일과학
고

학교생활기록부Ⅱ, 자기계발계획서, 
추천서2종 소집 면접, (필요한 경우 방문면접) 기재X

인천
인천과학고 학교생활기록부Ⅱ, 자기계발계획서, 

추천서2종
개인 면접 및 집단 면접, 이후 종합 
평가

1단계:기재X
2단계:3-2추가

인천진산과
학고

학교생활기록부Ⅱ, 자기계발계획서, 
추천서2종 소집 면접, 이후 종합 평가 1단계:2-1/2-2/3-1

2단계:3-2추가

울산 울산과학고 학교생활기록부Ⅱ, 자기계발계획서, 
추천서2종　 소집 면접, 이후 종합 평가

교과성적(70%),서류평가(30%)
2-1(16%)/2-2(24%)/
3-1(40%)/3-2중간고사(20%), 
수학/과학 비율 동일

경기 경기북과학
고

학교생활기록부Ⅱ, 자기계발계획서, 
추천서2종

서류 검토 후 방문 면접, 
이후 소집 면접, 이후 종합 평가 기재X

강원 강원과학고 학교생활기록부Ⅱ, 자기계발계획서, 
추천서3종

서류 평가와 방문 면접 동시에 진행 
이후 소집 면접, 이후 종합 평가 2-1/2-2/3-1

충북 충북과학고 학교생활기록부Ⅱ, 자기계발계획서, 
추천서2종

인성 면접(방문 또는 소집 면접), 이
후 수학·과학 창의성 면접(소집 면접), 
이후 종합 평가

2-1(30%)/2-2(30%)/
3-1(40%)

충남 충남과학고 학교생활기록부,  자기계발계획서, 
추천서

잠재성 다면 평가(소집 면접), 이후 
종합 평가 3-2까지

전북 전북과학고 학교생활기록부,  자기계발계획서, 
추천서2종 소집 면접, 이후 종합 평가 1단계:3-1까지

2단계:3-2중간고사추가
전남 전남과학고 학교생활기록부Ⅱ, 자기계발계획서, 

추천서1종 면접. 이후 종합 평가 3-1까지

경북
경북과학고 학교생활기록부Ⅱ,  자기계발계획서, 

추천서1종 개별 면접, 이후 종합 평가 1단계:2-1/2-2/3-1
2단계:3-2일부 추가

경산과학고 학교생활기록부Ⅱ, 자기계발계획서, 
추천서2종 소집 면접, 이후 종합 평가 1단계:2-1/2-2/3-1

2단계:3-2일부 추가

경남
경남과학고 학교생활기록부,  자기계발계획서, 

추천서, 탐구·체험 제출자료
유형별 소집 면접(인성면접, 창의·인성
면접), 이후 종합 평가

2-1(20%)/2-2(30%)/
3-1(50%)이며, 
수학/과학 비율 동일

창원과학고
학교생활기록부Ⅱ, 자기계발계획서, 

추천서2종, 
우수성 입증자료 목록과 자료 각 1부　

소집 면접, 이후 종합 평가 2-1/2-2/3-1

제주 제주과학고 학교생활기록부Ⅱ, 자기계발계획서, 
추천서2종 개별 및 심층 면접 이후 종합 평가 1단계:2-1/2-2/3-1

2단계:3-2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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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4학년도 시도교육청별 고교입학전형 일정과 방법

1) 서울특별시
업무 내용 2014학년도

전형요강 공고(과학고) 4.25(목)
전형요강 공고(과학고 제외) 8.1(목)

과학고 입학원서 접수 7.30(화)~8.1(목)
합격자 발표 12.6(금)

예술계고, 서울체고 입학원서 접수 10.21(월)~10.24(목)
합격자 발표 11.4(월)

하나고(자율형사립고) 입학원서 접수 11.4(월)~11.6(수)
합격자 발표 11.29(금)

산업수요맞춤형고
입학원서 접수 특별 10.14(월)~10.18(금)

일반 10.14(월)~10.18(금)
입학전형 특별 10.21(월)~10.30(수)

일반 10.21(월)~10.30(수)
합격자발표 10.31(목)

특성화고
입학원서 접수 특별 11.28(목)

일반 12.2(월)~12.4(수)
합격자 발표 특별 12.2(월)

일반 12.6(금)
외국어고, 국제고 입학원서 접수 11.25(월)~11.27(수)

합격자 발표 12.4(수)
자율형사립고 입학원서 접수 11.27(수)~11.29(금)

합격자 발표 12.6(금)
전기고 추가모집 입학원서 접수 12.9(월)~12.10(화)

합격자 발표 12.11(수)
학교장 선발 후기고

(한광고, 한국삼육고, 예술․체육중점학교)
입학원서 접수 12.9(월)~12.11(수)
합격자 발표 한광고, 삼육고 : 12.12(목)

예술체육중점 : 12.24(화)
후기고 모집 입학원서 접수 12.16(월)~12.18(수)

배정예정자 발표 12.31(화)
전기고 합격자 입학신고 및 등록 2014.1.2(목)~1.6(월)

학교장 선발 후기고 추가모집
(한광고, 한국삼육고)

입학원서 접수 2014.1.13(월)~1.15(수)
합격자 발표 2014.1.17(금)

후기고 결과 발표 배정학교 발표 2014.2.7(금)
입학신고 및 등록 2014.2.10(월)~2.12(수)

2) 부산광역시

구분

전   기   고 후  기  고
전기고 및 

학교장전형고
추가모집과학고 부산체육고

마이스터고/
예술고

외국어고/국제고/

자사고
특성화고

체육중점학교/
학교장전형고

평준화
적용고

원서교부 
및 접수

'13.7.17.(수)
~7.19.(금)

'13.9.3.(화)
~9.6.(금)

'13.10.14.(월)
~10.17.(목)

'13.11.26.(화)

~11.28.(목)

'13.11.29.(금)

~12.3.(화)

'13.12.11.(수)
~12.13.(금)

'13.12.11.(수)
~12.13.(금)

'14.1.13(월)
~1.15.(수)

전   형
'13.7.22.(월)
~12.5.(목)

'13.9.9.(월)
~9.13.(금)

'13.10.21.(월)

~10.25.(금)

'13.11.29.(금)
~12.6.(금)

13.12.4.(수)
~12.6.(금)

'13.12.17.(화)
~12.18.(수)

서류 전형 '14.1.16.(목)

합격자발표 '13.12.6.(금) '13.9.27.(금) '13.10.31.(목) '13.12.9.(월) '13.12.20.(금) '13.12.27.(금) '14.1.17.(금)

학교배정 '14.1.29.(수)

입학등록
'14.1.6.(월)
~1.10.(금)

'14.1.6.(월)
~1.10.(금)

'14.1.6.(월)
~1.10.(금)

'14.1.6.(월)
~1.10.(금)

'14.1.6.(월)
~1.10.(금)

'14.2.3.(월)
~2.7.(금)

'14.1.20.(월)
~1.23.(목)

정원미달교 
보충모집

'14.2.17(월) ~ 3.31(월), 학교 자체 계획에 의거 모집(평준화적용고는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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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구광역시
학교 구분 원서접수 전형 합격자발표

전
기

특수
목적고

 체육고 1 : 대구체육고 2013.9.2.(월)~9.6.(금) 2013.9.13.(금) 2013.9.25.(수)
 산업수요형맞춤고(마이스터고) 1 :  

경북기계공고 2013.10.14.(월)~10.18.(금) 2013.10.24.(목) 2013.10.31.(목)
 예술고 1 : 경북예술고 2013.10.21.(월)~10.25.(금) 2013.10.28.(월) 2013.10.31.(목)

 과학고 1
 대구일과학고

1단계 2013.8.26(월)~8.28.(수) 2013.11.1.(금)
2단계 2013.11.1(금)~11.30.(토) 2013.12.9.(월)

 외국어고 1
 대구외국어고

1단계 2013.11.18.(월)~11.20.(수) 2013.11.23.(금)
2단계 2013.12.7.(토) 2013.12.9.(월)

자율고  자율형사립고 4
 경신고, 경일여고, 계성고, 대건고

1단계 2013.11.18.(월)~11.20.(수) 2013.11.23.(금)
2단계 2013.12.7.(토) 2013.12.9.(월)

일반고 중
예․체능계

 미술중점과정 1 
대구제일고등학교

1단계 2013.11.18.(월)~11.20.(수) 2013.11.23.(금)
2단계 2013.11.30.(토) 2013.12.9.(월)

특성화고  대안교육 1 : 달구벌고 2013.10.21.(월)~11.6.(수) 2013.11.14.(목)~11.16.(토) 2013.11.20.(수)
 직업교육 18 2013.12.2.(월)~12.4.(수) 2013.12.6.(금) 2013.12.9.(월)

추가모집(Ⅰ)  전기고(특성화고 제외) 2013.12.10.(화)~12.11.(수) 2013.12.12.(목) 2013.12.12.(목)

후
기

일반고

 선지원 자율형공립고 1
 포산고

1단계 2013.12.12.(목)~12.16.(월) 2013.12.19.(목)
2단계 2013.12.24.(화) 2013.12.27.(금)

 선지원 일반고 4
 다사고, 현풍고, 달서고, 대구중앙고 2013.12.12.(목)~12.16.(월)

2013.12.27.(금)
 추첨배정 일반고 46 2013.12.27.(금)

(합격(배정예정)자 발표)
2014.2.5.(수)
(배정교 발표)자율고  자율형공립고 12

추가모집(Ⅱ)  전기고 및 선지원 일반고 2014.1.20.(월)~1.22.(수) 2014.1.23.(목) 2014.1.24.(금)

4) 인천광역시
학교별 전형업무 2014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기본계획 발표 ‘13. 03. 29(금)
중학교 석차연명부 작성 기준일 ‘13. 12. 03(화)

특성화고

원서 접수 특별전형 ‘13. 12. 09(월)
일반전형 ‘13. 12. 12(목)

입학 전형 특별전형 ‘13. 12. 10(화)
일반전형 ‘13. 12. 13(금)

합격자 
발표

특별전형 ‘13. 12. 11(수)
일반전형 ‘13. 12. 16(월)

특수지 일반고

원서 접수 특별전형 ‘13. 12. 17(화)
일반전형 ‘13. 12. 20(금)

입학 전형 특별전형 ‘13. 12. 18(수)
일반전형 ‘13. 12. 23(월)

합격자 
발표

특별전형 ‘13. 12. 19(목)
일반전형 ‘13. 12. 24(화)

후기 고등학교
원서 접수 ‘13. 12. 26(목) 

~13. 12. 27(금)
배정예정자 발표 ‘14. 01. 13(월)
배정학교 발표 ‘14. 01. 24(금)

추가모집 원서 접수 ‘14. 01. 27(월)
~‘14. 01. 28(화)

합격자 발표 ‘14. 01. 3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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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구분

전    기    고 후기고

특성화고

자율형사립고 특 수 목 적 고
자율형
공립고

일반고
대성고, 

서대전여고
대전대신고

동아
마이스터고

대전
체육고

대전
예술고

대전동신
과학고

대전
외국어고

원서 
교부

특별전형
2013.11. 22.(금)

일반전형
2013.11.27.(수)～11.29.(금)

2013.
10.30.(수)

～
11. 1.(금)

특별전형,일반전형
2013.

10.15.(화)
～

17.(목)

2013.
10.1.(화)

～
10.25.
(금)

특별전형
10. 7.(월)～
10.11.(금)
일반전형
10.21.(월)～
10.25.(금)

2013.
8.23.(금)

～
8.27.(화)

2013.
10.30.(수)

～
11. 1.(금)

2013.
12..10.(화)

～
12.13.(금)

2013.
12..10.(화)

～
12.13.(금)

원서 
접수

특별전형
2013.11. 22.(금)

일반전형
2013.11.27.(수)～

11.29.(금)

2013.
10.30.(수)

～
11. 1.(금)

특별전형,일반전형
10.15.(화)

～
17.(목)

2013.
10.1.(화)

～
10.25.
(금)

특별전형
10. 7(월)～10.11(금)

일반전형
10.21(월)～10.25(금)

2013.
8.23.(금)

～
8.27.(화)

2013.
10.30.(수)

～
11. 1.(금))

2013.
12..10.(화)

～
12.13.(금)

2013.
12..10.(화)

～
12.13.(금)

전형 
기간

특별전형
면접 : 2013.11.25.(월)

일반전형
2013.12.2.(월)～12.3.(화)

2013.
11. 4.(월)

～
11.26.(화)

면접: 11.22.(금)

특별전형,일반전형
2013.

10.25.(금)
～

11. 4.(목)

2013.
11.1.(금)

특별전형
면접 : 10.15.(화)
실기 : 10.15.(화)

일반전형
예비소집 : 
10.29.(화)

실기 : 10.30.(수)

2013.
8.29.(목)～
12.2.(월)

2013.
11. 4.(월)

～
11.26.(화)
면접: 

11.22.(금)

2013.
12.16.(월)

～
2014.
1.2.(목)

2013.
12.16.(월)

～
2014.
1.2.(목)

합격자 
발표

특별전형
2013. 11.26.(화)

일반전형 
2013.12. 5.(목)

2013.11.27.(
수)

특별전형,일반전형
2013.11.6.

(수)

2013.
11.6.
(수)

특별전형
 10.17.(목)
일반전형 
11. 1.(금)

2013.
12.3.(화)

2013.
11.28.(목)

2014.
1.3.(금)

2014.
1.3.(금)

5) 광주광역시
구분 과학

영재학교
전    기 후   기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 대안
특성화고 특성화고 자율형

공립고
과학

중점학교 일반계고

광주
과학고

광주
체육고

광주
예술고

산업수요
맞춤형고 송원고

숭덕고 동명고
특성화고,

숭의고(전문계
열), 서진여고
(전문계열)

광주고
광주제일고
상일여고

조대여고
(2학급)

평준화
지역고

기타학교 특수지고

호남삼육고
광일고

숭의고(보통과)
서진여고(보통과)

광주자동
화설비공

업고
모집
공고

13.03.05
(화)

13.7.17
(수)

13.7.17
(수)

13.7.17
(수)

13.08.14
(수)

13.08.14
(수)

13.08.14
(수)

13.08.14
(수)

13.08.14
(수)

13.08.14
(수)

13.08.14
(수)

13.08.14
(수)

내신
성적
산출

기준일
2학년 2학기

3학년2학기
중간고사

까지
13.11.01(금)

3학년2학기
중간고사

까지
13.11.01(금)

3학년1학
기

3학년2학기
중간고사

까지
13.11.01(금)

3학년2학기
중간고사

까지
13.11.01(금)

3학년2학기
중간고사

까지
13.11.01(금)

전학년성적
13.12.18

(수)

전학년성적
13.12.18

(수)

전학년성적
13.12.18

(수)

전학년성적
13.12.18

(수)

전학년성적
13.12.18

(수)
원서
접수

13.04.08
(월)~

13.04.12
(금)

13.11.04
(월)~

13.11.11
(월)

13.11.04
(월)~

13.11.11
(월)

13.10.14
(월)~

13.10.18
(금)

13.11.18
(월)~

13.11.22
(금)

13.11.18
(월)~

13.11.22
(금)

13.11.18
(월)~

13.11.22
(금)

13.12.20
(금)~

13.12.24
(화)

13.12.20
(금)~

13.12.24
(화)

13.12.20
(금)~

13.12.24
(화)

13.12.20
(금)~

13.12.24
(화)

13.12.20
(금)~

13.12.24
(화)

전형일

1단계:
13.04.22(월)∼

05.31(금)
2단계:

13.06.15(토)
3단계 :

13.07.13(토)∼
07.14(일)

13.11.11
(월)

특별전형
13.11.18

(월)
일반전형
13.11.20

(수)

13.10.21
(월)
~

13.10.31
(목)

사배자
서류심사 및 

면접
13.11.29

(금)

13.11.29
(금)

13.11.29
(금)

13.12.27
(금)

13.12.27
(금)

합격자
발표

1단계:
13.06.10(월)

2단계:
13.07.08(월)

3단계 :
13.07.31(수)

13.11.25
(월)

13.11.25
(월)

13.10.31
(목)

13.12.04
(수)

13.12.04
(수)

13.12.04
(수)

13.12.30
(월)

13.12.30
(월)

13.12.30
(월)

13.12.30
(월)

13.12.30
(월)

학교
배정
발표

14.01.29
(수)

14.01.29
(수)

14.01.29
(수)

등록
기간

13.08.26
(월)
~

13.08.30
(금)

13.11.25
(월)
~

13.11.29
(금)

13.11.25
(월)
~

13.11.29
(금)

13.10.31
(목)
~

13.11.04
(월)

13.12.04
(수)
~

13.12.10
(화)

13.12.04
(수)
~

13.12.10
(화)

13.12.04
(수)
~

13.12.10
(화)

14.01.29
(수)
~

14.02.06
(목)

14.01.29
(수)
~

14.02.06
(목)

14.01.29
(수)
~

14.02.06
(목)

14.01.02
(목)
 ~ 

14.01.09
(목)

14.01.02
(목)
 ~ 

14.01.09
(목)

6) 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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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울산광역시

구분

전기고등학교 후기고등학교
"가"群 "나"群 "다"群 "라"群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 특성화고 특성화고 <자율형공립고>

문현고

약사고

<과학중점학교>

방어진고

울산중앙고

울산강남고

<일반고교>

33교

울산

과학고

울산

외국어고

울산

예술고

울산

스포츠과학

고

울산

마이스터고

 

울산

에너지고

현대청운고

성신고

울산

애니원고

울산공고
울산인터넷고
울산여상
울산산업고
미용예술고
생활과학고
현대공고
경영정보고

자기주도
학습전형

자기주도
학습전형

자기주도
학습전형

실기고사

시행
공고

‘13.5.28
(화)이전

'13.7.1.(월) 이전
'13.8.1.(목) 

이전
'13.9.1.(일) 이전

원서 접수
ㆍ 
교부

'13.8.28.
(수)
～

8.30(금)

'13.10.7.
(월)
～

10.10.(목)

'13.10.7.
(월)
～

10.10.(목)

'13.10.14
.(월)
～

10.18.(금)

'13.10.7.
(월)
～

10.10.(목)

'13.10.30.
(수)
～

11.01(금)

'13.11.20.(수)
~

11.22(금)
'13.12.9.(월)～12.11(수)

전형
일자

학교별 전형일정에 따름
'13.11.27.

(수)
'13.12.20.(금)

합격자
발 표

'13.11.15.
(금)이전

'13.11.15.
(금)이전

'13.11.19.
(화)이전

'13.10.29
(화)이전

'13.11.15.
(금)이전

'13.11.19.
(화)이전

'13.12.4.
(수) 이전

'14. 1 3.(금) 이전

배정
발표

'14.1.15.(수) 
이전

'14.1.28.(화) 
이전

합격자
등록

'14.1.13(월) ~ 1.17(금) '14.1.29(수) ~ 2.7(금)

추
가
모
집

공고 '13.12.9(월)
접수 '14.1.6(월) ~ 1.8(수)
전형 '14.1.10(금)
발표 '14.1.13(월)
등록 '14.1.13(월) ~ 1.17(금)

8) 세종특별자치시

구 분

업무내용

전  형  일  정
전기학교 후기학교(1차) 후기학교(2차)

특수목적고,특성화고
일반고 특성화학과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일반고 자율학교

예술･체육 중점학교(해당학과)

일반고
일반고 자율학교

세종국제고
성남고(예술계열)

조치원여고(특성화계열)
세종하이텍고(특성화고)

세종고(자율학교)
한솔고(자율형공립고)

조치원여고(일반계열)
성남고(일반계열)

도담고

전형요강 제출
2013. 06. 07 2013. 06. 07

2013. 06. 07
*자기주도학습전형실시학교는 5.10(금)까지

전형요강 승인 2013. 06. 28

전형요강 공고 2013.07.31 이전 2013.08.30 이전 2013.08.30 이전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산출기준일 2013.11.25.

원서교부･접수 2013.11.26. - 11.27. 2013.12.09. - 12.10. 2013.12.16. - 12.17.

전형기간 2013.11.28. - 12.04.
(세종고)2013.12.11. - 12.12.
(한솔고)2013.12.11. - 12.14.

2013.12.20.(선발고사일)

합격자 발표일 2013.12.05. 2013.12.16. 12:00 이전 2013.12.30.

합격자 등록 2014.01.13. - 01.15.

후기학교 추가선발 전형 일정

원서교부･접수 2014.01.16. - 01.17.

전형일 2014.01.20

합격자 발표일 2014.01.22

합격자 등록 2014.01.27. -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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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경기도
구  분 업   무    내   용 2014학년도

전기학교

마이스터고
원서접수기간 2013.10.14(월)~10.18(금)

전형기간 2013.10.21(월)~10.30(수)
합격자 발표 2013.10.31(목)이내

예․체능계 특목고
원서접수기간 2013.10.21(월)~10.24(목)

전형기간 2013.10.25(금)~11.01(금)
합격자 발표 2013.11.04(월)이내

자기주도학습전형 실시교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사립고)

1단계
원서접수기간 2013.11.04(월)~11.08(금)

전형기간 2013.11.09(토)~11.12(화)
합격자 발표 2013.11.13(수)이내

2단계
서류접수기간 2013.11.13(수)~11.15(금)

전형기간 2013.11.16(토)~11.26(화)
합격자 발표 2013.11.27(수)이내

특성화고
(교육감지정 및 일반특성화고)

원서접수기간 2013.11.18(월)~11.21(목)
전형기간 2013.11.22(금)~11.26(화)

합격자 발표 2013.11.27(수)이내
전기학교 추가모집

원서접수기간 2013.11.28(목)~12.02(월)
전형기간 2013.12.03(화)

합격자 발표 2013.12.04(수)이내
 자기주도학습전형교 추가모집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사립고)
원서접수기간 2013.11.26(화)~11.28(목)

전형기간 2013.11.29(금)~12.03(화)
합격자 발표 2013.12.04(수)이내

후기학교

자율형공립고(자기주도학습전형 포함) 및
예술․체육중점과정학생 모집

원서접수기간 2013.12.04(수)~12.06(금)
전형기간 2013.12.07(토)~12.11(수)

합격자 발표 2013.12.12(목)이내

평준화지역
(일반고)

도교육청 요강 공고 2013.09.20(금)이내
원서 교부 및 접수 2013.12.16(월)~12.20(금)

전형기간 2013.12.23(월)~2014.01.03(금)
배정 예정자 발표 2014.01.06(월)이내
배정 학교 발표 2014.02.07(금)이내

등록 기간 2014.02.10(월)~02.13(목)
추가합격자 배정 및 발표 2014.02.19(수)이내

추가 배정학교 등록 2014.02.20(목)~02.21(금)

비평준화지역
(일반고)

학교 전형요항 공고 2013.09.20(금)이내
정시모집

원서교부 및 접수 2013.12.16(월)~12.20(금)
전형기간 2013.12.23(월)~12.24(화)

합격자 발표 2013.12.26(목)이내

추가모집
(특성화고 포함)

1 차
원서접수 2014.01.08(수)~01.10(금)
전형일 2014.01.13(월)

합격자발표 2014.01.14(화)이내
2 차

원서접수 2014.01.20(월)~01.22(수)
전형일 2014.01.23(목)

합격자발표 2014.01.24(금)이내

10) 강원도

구분
정시 모집

추가모집
(정원 미달고)

전기고 후기고
특목고

자율형사립고
산업수요
맞춤형고

특성화고
예술․체육중점고

일반고
기숙형고(일부) 비평준화 및

평준화 지역
시행공고 실시기일

3개월전
실시기일 
3개월전

2013. 9. 3(화) 
이전

2012. 9. 6(금) 
이전

2012. 9. 8(토) 
이전

2014. 1. 27(월)
이전

내신 성적
산출기준일 - - 2013.11.29(금) 2013.11.29(금) 2013.11.29(금) 2013.11.29(금)
원서접수 2013.9.02(월)

~ 10.15(화)
2013.10.10(목)
~ 10.15(화) 

2013.12.03(화)
~ 12.05(목)

2013.12.09(월)
~ 12.11(수)

2013.12.16(월)
~ 12.18(수)

2014.1.27(월)
~ 1.28(화)

전형일
(면접,

실기고사)
2013.10.16(수)
~ 11.19(화)

2013.10.21(월)
~ 10.23(수) 2013.12.06(금) 2013.12.13(금) -비평준화지역

  2013.12.20(금) 2014.1.29(수)

합격자
발  표

2013.11.22(금) 
이전

2013.10.28(월)
이전

2013.12.09(월)
이전

2013.12.16(월)
이전

-비평준화지역
  2013.12.23(월)

-평준화 지역
  2013.12.30(월)

2014.1.2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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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충청북도
학교

구분

전  기  고 후  기  고

•마이스터고 특목고 
(충북체육고)

(청주외국어고)
특성화고

자기주도학습전형 
일반고

(평준화 지역 및
비평준화지역)

분할모집(2기)비평준화지역
자율형공립고 
우선 전형

•충북예술고

시행공고 7. 10(수) 이전 8. 16(금) 이전 8. 16(금) 이전 8. 16(금) 이전 8. 16(금) 이전 ·

석차연명부 
작성기준일

8. 31.(토) 11. 18.(월) 11. 18.(월) 11. 18.(월) 11. 18.(월) 11. 18.(월)

원서접수
10. 14(월)
~10. 18(금)

11. 19(화)

～ 11. 21.(목)

11. 20.(수)

～11. 22.(금)

자기주도학습전형
11.28(목)~ 11.29(금) 12. 5(목)～12. 9(월)

2014.1.9.(목)～1. 10.(금)자율형공립고 전형
12. 4.(수)～12. 5.(목)

면접,
실기고사

10. 21.(월)

~10. 25.(금) 11. 25(월)

~ 11.26(화)
11. 26.(화)

자기주도학습전형
12. 2.(월) ~

12. 3(화)

선발시험
12. 20(금)10.29(화) ~

10.31(목)

합격자
발  표

10. 31.(목)

12. 3.(월)까지 11. 28(목)까지

자기주도학습전형
12.5(목) 12:00까지

비평준화
12. 30(월)까지

2014. 1. 14.(화)

11.6(수)
자율형공립고 전형

12. 6(금)
평준화

2014. 1. 7.(화)

학교배정
발 표

2014. 1. 17.(금)
(청주 일반고)

1차 추가모집
원서접수

추가
모집하지 않음

11. 29(금)
~ 12. 2.(월)

2014. 1. 22.(수)～ 23.(목)
(청주 평준화 
지역은 추가
모집하지 않음)

2014. 1. 22.(수)～23.(목)

1차 추가모집
면접

12. 3(화)

1차 추가모집
합격자발표

12. 4(수) 2014. 1. 24.(금) 2014. 1. 24.(금)

2차 추가모집
학교별 수시

2014. 1. 27.(월)～2. 19.(수)

학교별 수시
2014. 1. 27.(월)～ 2. 19.(수)

학교별 수시
2014. 1. 27.(월)～2. 19.(수)

입학확정자
보고

2014. 2. 21.(금) 2014. 2. 21.(금) 2014. 2. 21.(금) 2014. 2. 21.(금) 2014. 2. 21.(금) 2014. 2. 21.(금)

12) 충청남도
           구 분

  업무내용

전기 학교 후기1차 학교 후기2차 학교
외국어고
과학고
체육고
예술고
자사고

산업수요 
맞춤형고

특성화고
일반고특성화학과

자기주도
학습전형

자율형공립고
일반고자율학교

('09.3.27.이전지정)

일반고
일반고자율학교

('09.3.28.이후지정)
특성화고보통과

전형요강 제출 6.14 이내 6.14 이내 6.28 이내
전형요강 공고 학교별 계획 6.30 이전 7.31 이전 8.31 이전 8.31 이전

학생부 성적산출기준일 학교별 계획 8.31 11.25 11.25 11.25
원서교부ㆍ접수 〃 10.14~10.18 11.26~11.27 12.05~12.06 12.09~12.10 12.16~12.17

전형기간 〃 10.19~10.30 11.28~12.04 12.07~12.12 12.11~12.12 12.20
(선발고사일)

합격자 발표 〃 10.31 12.05 12.13 12.30
합격자 등록 2014.01.13~01.15

추가선발 원서교부접수 학교별 계획 학교별 계획 2014.01.16~01.17
추가선발 전형일 〃 〃 2014.01.20

추가선발 합격자발표 〃 〃 2014.01.22
추가선발 합격자등록 〃 〃 2014.01.27~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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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전라북도

       학생
      모집군

 구 분

전기 고등학교 후기 고등학교
I형 전형군 II형 전형군

(자율고/자기주도학습전형) III형 전형군 IV형 전형군

산업수요
맞춤형고

(마이스터고) 
3교

특목고(4교),
특성화고(29교) 

자율형사립고(3교)
일반고(전문계열-16
교, 예체계열-4교)

자율형공립고 
(1교:정읍고)

일반계자율학교
(1교:익산고, 일반계열)

평준화지역
일반고교(35교)

비평준화지역
일반고교(53교)

기숙형고 (2교)
김제여고, 순창제일고

체육특기자
신청, 심의 '13.8.12(월)～10.4(금) 좌동 좌동 좌동

입학전형시행
계획 

승인신청
‘13.5.6(월)~’13.6.17(월)까지 ‘13.5.6(월)~’13.6.17

(월)까지
‘13.5.6(월)~’13.6.17

(월)까지
입학전형시행

계획 
승인,통보

‘13.5.20(월)~’13.7.8(월)까지 ‘13.5.20(월)~’13.7.15
(월)까지

‘13.5.20(월)~’13.7.15
(월)까지

원서 교부 
및 접수

‘13.10.14(월)
~10.18(금)

‘13.11.19(화)
~11.22(금)

‘13.11.29(금)
~12.3(화)

‘13.11.29(금)
~12.9(월) ‘13.11.29(금)~12.9(월)

예비 소집 (학교별) (학교별) '13.12.19(목) '13.12.19(목)
전형기간
(전형일)

'13.10.23(수)
~10.24목)

'13.11.28(목)
~11.29(금)

‘13.12.5(목)~12.6(금)
정읍고 자기주도학습전형 : 

[12.4(수)~12.5(목)]
'13.12.20(금) '13.12.20(금)

합 격 자
발    표

'13.10.31(목)
까지

'13.12..2(월)
10:00까지 ‘13.12.7(토) 12:00까지 '14.1.9(목)까지  ‘13.12.30(월)까지

학교배정
발    표 '14.1.17(금)까지 ․
등록기간 '14.1.23(목)～1.28(화) '14.1.23(목)～1.28(화)

비고 일반고 전문계열 전주22, 군산6, 익산7개교

추
가
모
집

원서
접수 ‘14.2.6(목)～2.10(월) ‘14.2.6(목)～2.10(월) ‘14.2.6(목)～2.10(월)

전형일 ‘14.2.11(화) ‘14.2.11(화) ‘14.2.11(화)
합격자
발표 ‘14.2.12(수)까지 ‘14.2.12(수)까지 ‘14.2.12(수)까지
등록
기간 ‘14.2.13(목)～2.14(금) ‘14.2.13(목)～2.14(금) ‘14.2.13(목)～2.14(금)

특기사항
 * 전북과학고 입학전형 일정 : 2013. 8. 19.부터 시작할 수 있음

 * 상산고 입학전형 일정 : 2013. 10.7.부터 시작할 수 있음
 * 고입선발시험 정답 확정발표 예정일 : 2013. 12. 27.(금)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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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전라남도

                      구분
   주요 내용

전기고 후기고
산업수요
맞춤형고

전라남도교육청
지원형

특성화고
일반

특성화고
비평준화지역 일반고 평준화지역

일반고자기주도
학습전형

일반
전형

❏ 2014 고입전형 기본계획 공고 2013. 3. 29.(금)
❏ 신입생 전형요강 승인신청 7.1.(월) 7.1.(월) 7.1.(월) 7.26.(금) 8.1.(목)
❏ 신입생 전형요강 승인 7.11.(목) 7.19.(금) 7.19.(금) 8.14.(수) 8.20.(화)
❏ 신입생 전형요강 공고 7.15.(월) 8.1.(목) 8.1.(목) 8.23.(금) 8.30.(금)
❏ 원서교부 및 접수 10.14.(월)~

10.18.(금)
10.30.(수)~

11.5.(화)
11.13.(수)~
11.19.(화)

11.28.(목)~ 
11.29.(금)

12.5.(목)~ 
12.11.(수)

❏ 예비소집 10.23.(수) 11.11.(월) 11.21.(목) 12.2.(월) 12.19.(목)
❏ 신입생 전형 10.24.(목) 11.12.(화) 11.22.(금) 12.3.(화) 12.20.(금)
❏ 합격자 발표 10.28.(월) 11.14.(목) 11.27.(수) 12.6.(금) 12.30.(월)
❏ 평준화지역 일반고 학생 배정 발표 ‘14.1.10.(금)
❏ 합격자 등록 2014.1.3.(금)이후 학교장이 결정
❏ 평준화지역 일반고 추가합격자 발표 및 등록 2014.2.5.(수)
❏ 추가 모집 2013.12.31.(화)이후 학교별 전형계획에 의거 모집

영역 학교명 지원가능 지역

특목고

예․체능 전남체육고, 전남예술고, 진도국악고
전국산업수요

맞춤형고 한국항만물류고, 여수석유화학고, 전남생명과학고, 완도수산고
과학 전남과학고 해당계열고교가 

없는 광역시․도외국어 전남외국어고

특
성
화
고

인성 한빛고, 영산성지고 전국
한울고 전남

교
육
청
지
정

특
성
화
고

농업 호남원예고, 한국말산업고 전국

공업
목포공고 전남, 광주
담양공고, 순천전자고, 순천공고 전국
나주공고 전남, 전북, 광주
해남공고 전남

상업
법성고 전남, 전북, 광주
목포여상고, 나주상고, 삼계고 전국
여수정보과학고, 순천효산고 전남, 광주

수산 신안해양과학고 전국
여수해양과학고 전남

가사 전남미용고 전국
실업

전남기술과학고 전남, 광주
장성실고 전남, 전북, 광주
순천청암고, 전남보건고 전국

                    구분
     주요 내용

자기주도학습전형
전남과학고 전남외국어고 광양제철고

❏ 2014 고입전형 기본계획 공고 2013. 3. 29.(금)
❏ 신입생 전형요강 승인신청 4.30.(화) 4.30.(화) 4.30.(화)
❏ 신입생 전형요강 승인 5.14(화) 5.14.(화) 5.14.(화)
❏ 신입생 전형요강 공고 5.16.(목) 5.16.(목) 5.16.(목)
❏ 원서교부 및 접수 8.26.(월)~8.30.(금) 10.25.(금)~10.31.(목) 10.28.(월)~11.1.(금)
❏ 면접대상자 발표 10.25.(금) 11.4.(월)
❏ 학습계획서 및 추천서 접수 11.5.(화)~11.11(월)
❏ 대상자 발표 10.31.(목) 11.5.(화)
❏ 면접 11.7.(목)~11.8.(금) 11.15.(금) A형:11.15.(금)~16.(토)

B형:11.22.(금)~23.(토)
❏ 최종합격자 발표 11.19.(화) 11.22.(금) A형:11.20.(수)

B형:11.26.(화)
❏ 합격자 등록 2014.1.3.(금)이후 학교장이 결정
❏ 추가 모집 2013.12.31.(화) 이후 학교별 전형계획에 의거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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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경상북도
           전형일정

  업무내용

전 기 고 등 학 교 후 기 고 등 학 교
산업수요
맞춤형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일반고 
특성화과 포함)

예술,체육고
외국어고
과학고

자율형사립고
비평준화 일반고

(자기주도학습전형)
비평준화
일반고

평준화
일반고

내신 성적작성기준일 3학년 1학기 ’13.10.25.(금) ’13.11.27.(수)
전형요강 승인신청 ’13.5.21.(화)- 5.25.(금)  ’13.7.15.(월)

   - 7.18.(목)

일반
전형

전형요강공고 ’13.7.8.(월) ’13.7.29.(월) ’13.9.4.(수)
원서교부ㆍ접수 ’13.10.14.(월)

  - 10.16.(수)
’13.10.29.(화)
- 10.31.(목)

’13.11.28.(목)
 - 12.2.(월)

’13.12.5.(목)
- 12.10.(화)

예비소집(학교별) ’13.12.19.(목)
신입생 전형 ’13.10.21.(월) ’13.11.5.(화) ’13.11.14.(목) ’13.12.5.(목)

12.6(금) 선발고사: ’13.12.20.(금)
합격자 발표 ’13.10.25.(금) ’13.11.11.(월) ’13.11.19.(화) ’13.12.9.(월) ’13.12.27.(금) ’13.12.30.(월)
학교배정발표 ’14.1.15(수)
합격자 등록 ’14.1.6.(월)- 1.9.(목) ’14.1.16.(목)- 1.22.(수)

추가합격자등록 ’14.1.13.(월)- 1.14.(화) ’14.1.23.(목)- 1.24.(금)

추가
모집

모집공고 ’13.11.26.(화) ’13.12.30.(월)
원서교부ㆍ접수 ’14.1.6.(월)- 1.7.(화) ’14.1.27.(월)- 1.28.(화)

신입생 전형 ’14.1.9.(목) ’14.2.3.(월)
합격자 발표 ’14.1.10.(금) ’14.2.5.(수)
합격자 등록 ’14.1.14.(화)- 1.16.(목) ’14.2.6.(목)- 2.7.(금)

16) 경상남도
시기 학교 구분 원서접수 전형일자 합격자발표 비고 

전기
(45)

특목고
(8)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2
(거제공고, 삼천포공고)(공군항공과학고-학교별도 전형)

2013.10.14(월)
- 10.18(금)

2013.10.21(월)
 - 10.25(금) 2013.10.31(목) (전국)

과학고 2 경남과학고, 창원과학고 자기주도학습전형
2013.9.2(월)
- 9.5(목)

2013.9.6(금)
- 12.2(월)  2013.12.3.(화)

경남
(전국)

외국어고 2 김해외국어고, 경남외국어고 2013.11.19(화)
- 11.22(금)

2013.11.25(월)
- 12.2.(월) 2013.12.3(화)

체육고1 (경남체육고) 2013.9.2(월)
- 9.5(목) 2013.9.13(금) 2013.9.27(금)

예술고1 (경남예술고) 2013.11.19(화)
- 11.22(금)

2013.11.25월)
- 12.2(월) 2013.12.3(화)

특성
화고
(37)

 특정분야 특성화고 33 2013.11.21(목) 
- 11.25(월) 2013.11.26(화)

 - 11.29(금)
2013.12.3(화) 경남

(전국) 체험위주교육전문 4 태봉고, (간디고, 지리산고, 원경고)
추가  전기 미달학교 2013.12.3(화)

- 12.4(수) 2013.12.5(목) 2013.12.6(금)

후기
(146)

일반고
-전국
모집-
(22)

자기주도학습전형 자율학교 일반고 1(거창고) 
자기주도학습전형 자율학교 기숙형고 4(거창여고, 고성중앙고, 산청고, 함양고)

2013.12.9(월)
- 12.11(수)

2013.12.12(목)
- 12.16(월) 2013.12.17(화)

(전국) 전국단위 모집 자율학교 (기·재지정) 17
(거창대성고,남해해성고, 세종고, 옥종고, 창녕고, 창녕대성고 창녕여고, 창녕옥
야고, 칠원고, 효암고) (남해제일고,영산고, 의령고, 진주외국어고, 하동고, 함안
고, 합천고) 

2013.12.9(월)
- 12.11(수)

2013.12.12(목)
- 12.16(월) 2013.12.17(화)

자율고
(4)

 비평준화지역 자율형공립고 4
웅천고,진양고,거제제일고,양산고 

자기주도학습전형 2013.12.9(월)
- 12.11(수)

2013.12.12(목)
- 12.16(월) 2013.12.17(화)

경남

일반전형 2013.12.16(월)
- 12.20(금) 2013.12.26(목) 2013.12.27(금)

일반고
(114)

 자기주도학습전형 자율학교 기숙형고 5
고성고,삼랑진고,진해고,창원대산고,용남고

자기주도학습전형 2013.12.9(월)
- 12.11(수)

2013.12.12(목)
- 12.16(월) 2013.12.17(화)

일반전형 2013.12.16(월)
- 12.20(금) 2013.12.26(목) 2013.12.27(금)

비평준화지역 자율학교 45
거제옥포고,거제중앙고,거창중앙고,경호고,곤양고,군북고,금남고,김해대청고,김해
삼문고,김해율하고,남해고,해성고,단성고,대곡고,동원고,물금고,밀양고,밀양동명고,
밀양여고,범어고,삼가고,삼천포고,삼천포여고,삼천포중앙고,생초고,서상고,서창고,
신등고,안의고,양산남부고,연초고,웅상고,장유고,진서고,진영고,진해용원고,진해여
고,철성고,충렬여고,충무고,통영고,통영여고,덕산고,밀성고,사천고

2013.12.16(월)
- 12.20(금) 2013.12.26(목) 2013.12.27(금)

비평준화지역 일반고 17
거제고,남지고,대성일고,마산삼진고,명덕고,보광고,아림고,야로고,양산여고,양산제
일고,의령여고,진교고,진해중앙고,창선고,하동여고,합천여고,거제상문고 평준화지역 일반고 47 2013.12.16(월)

- 12.20(금) ․ 2014.1.15(수) 
(배정발표) 경남자율고

(6)
 평준화지역 자율형공립고 6
마산고, 진주고, 김해고, 김해제일고, 창원중앙고, 김해경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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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주특별자치도

구  분
전기고등학교 후기고등학교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및 
 일반고 특성화과

평준화지역
일반고

비평준화지역 일반고
(보통과 포함)
자율형공립고

대상 학교
제주과학고
제주외국어고
남녕고(체육과)

제주고
한림공고
한국뷰티고
제주여상고
서귀산과학고
중문고
함덕고
성산고(특성화과)
영주고(특성화과)
제주중앙고(특성화과)

제주사대부설고
제주제일고
제주중앙여고
대기고
오현고
남녕고
제주여고
신성여고

서귀포고
남주고
삼성여고
대정고
대정여고
한림고
세화고
애월고
표선고
서귀포여고(자공고)
성산고(보통과)
영주고(보통과)
제주중앙고(보통과)

전형실시계획 승인요청 4월 말까지 6월 말까지 - 6월 말까지
(단, 서귀포여고는 4월 말까지)

전형실시계획공고 실시일 3개월 전까지 실시일 3개월 전까지 실시일 3개월 전까지 실시일 3개월 전까지

원서교부 및 접수 학교별 계획에 따름 '13. 11. 27.(수)
  ~ 11. 29.(금)

'13. 12. 9.(월)
  ~ 12. 12.(목)

‘13. 12. 9.(월)
  ~ 12. 12.(목)
(단, 서귀포여고 

자기주도학습전형은 학교별 
계획에 따름)

전형일
(면접, 신체검사 등) 학교별 계획에 따름 학교별 계획에 따름 ‘13. 12. 20.(금)

‘13. 12. 20.(금)
(단, 서귀포여고는 학교별 

계획에 따름)
합격자 발표 '13. 12. 6.(금)까지 '13. 12. 6.(금)까지 ‘14. 1. 10.(금)

‘13. 12. 30.(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정답 확정 

후 발표)
등  록

-평준화 지역 일반고 : 2014. 1. 13.(월) ~ 2014. 1. 17.(금)
-그 외 고등학교 : 학기 시작 전 50일 이내 징수 규정(｢제주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
례｣ 제5조 제2항) 준수

추가
모집

승인신청 학교별 계획에 따름 '14. 1. 10.(금)까지 추가모집 없음 '14. 1. 10.(금)까지
원서접수 〃 '14. 1. 22.(수)

  ~ 1. 24.(금) 〃 '14. 1. 22.(수)
  ~ 1. 24.(목)

합격발표 〃 '14. 1. 28.(화)까지 〃 '14. 1. 28.(화)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