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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교육 창간 19주년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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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교육>의 창간 19주년 기념 독자 선물 2탄입니다. 중학생 자녀를 둔

내 일 교 육
창

독자들을 위한 ‘중3이 알아야 할 고교정보’는 고교 선택 시 눈여겨봐야 할
5개 요소를 학교 알리미 공시 정보를 통해 가늠해 보는 법을 담았습니다.

간

대입 구조와 고교 학업·생활을 어떤 지점에 바라봐야 하는지를 담고, 공

기 념 특 집

시 정보를 찾아 적용·해석하는 법을 쉽게 풀었습니다. 2025년 외고·국
제고·자사고 일괄 폐지와 2023학년 정시 40% 확대 등으로 결정을 재고
하게 된 중3 학부모 독자들에게 통합본이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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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3이
알아야 할
고교 정보 1

학생 수·진학 실적

중등

#중3 #고교_선택 #학교_알리미 #내신 #학생_수

고교 선택 제1기준 학생 수와 진학 실적

학생 현황에서 뜯어보자

고등학교 선택을 앞두고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소는 무엇일까? 상당 수 학부모들은
대입 실적과 학생 수를 중요하게 살핀다. 진학 지도 전문가들도 마찬가지. 학생 수는 내신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대입 실적은 학교의 교육·진학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
학교 알리미에는 이 두 요소를 ‘학생 현황’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어떻게 찾아보고,
활용하는 지 짚어봤다.

학생 수
진학 실적
확인하기

취재 정나래 기자 lena@naeil.com 도움말 김용진 교사(서울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설여자고등학교)
우연철 평가팀장(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임태형 대표(학원멘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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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➌

➍

학교 알리미(www.schoolinfo.go.kr)에 접속,
검색창에 진학 희망 학교의 공식적인
명칭을 입력한다.

검색 목록에서 학교 이름을 확인하고,
전체 항목 열람을 클릭한다.

학생 수를 확인하고 싶다면, 열린 새 창에서
학생 현황 카테고리 내 ‘학교 현황’을 클릭한다.
‘입학생 현황’에 비해 학급 구성, 학급당 학생 수,
교원 수, 수업 교원 수 등의 세부 정보를 학교 정보를
전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추천한다. ‘성별 학생 수’
‘학년별·학급별 학생수’는 학교 재학생의 구성을,
‘전·출입 및 학업중단 학생 수’는 학기 중 학생의
이동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니 참고하자.

진학 실적을 확인하고 싶다면, 열린 새 창에서 학생 현황 카테고리 내
‘졸업생의 진로 현황’을 클릭한다.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면 국내와 해외 대학·전문대학
진학자 수와 취업, 기타 비율이 공시돼 있다. 하단에 해당 지역과 시·도, 전국의 항목별
평균 비율이 기재돼 있으니 함께 살펴보자.

naeil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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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변의 고교 선택 제1 기준
진학 실적과 학생 수
고등학교 진학 시 가장 고려하는 요소로 학부모들은 대입

‘학생
수·진학
실적’체크
따라잡기
‘교육과정
편성표’
포인트

실적을 꼽는다. 선배들의 진학 현황을 통해 재학생의 학업
역량이나 학교의 진학 지도가 어떻게 이뤄지는 지 가늠할

CHECK 1 1학년 학생 수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학생 수를 확인할 때 재학생 수와 함께 성비와 학급당

학생 수도 중요하게 살핀다. 학생 수에 따라 내신의 유불

학생 수를 본다. 여학생 비율이 높다면 학업 경쟁이 치

리가 갈린다는 믿음 때문이다. 고교는 중학교와 달리 내신

열하고, 학급당 학생 수가 적으면 교사가의 지도가 꼼꼼

성적을 상대평가로 산출한다. ‘상위 4%까지가 1등급’ ‘4%

하다는 믿음이 크다. 특목·자사고, 교육특구 학교는 중

초과~9% 미만은 2등급’처럼 전체 학생 수의 특정 비율로

도 이탈 학생이 많아 전학생이 적으면 학생 수가 줄어

등급을 계산하는 데, 분모인 학생 수가 많은 학교일수록

내신에 영향을 미친다. ‘전·출입 및 학업 중단 학생 수’에

더 많은 학생이 상위 등급을 확보할 수 있다. 학년당 100명

서 전출입 학생 규모를 알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와 함

이 정원인 학교에서 1등급은 4명뿐이지만, 400명이 입학

께 연도별 1학년 학생 수 변화를 점검하라고 당부한다.

한 학교에선 16명으로 늘어나는 식이다. 대입에서 수시,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우연철 평가팀장은 “최근 2 ~3

특히 학생부 중심 전형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내신’ 성적의

년간 고교 생 수가 급감했는데 같은 지역에서 1~2학년

영향력이 커졌고, 이에 중상위권에서 전략적으로 일반고

이 100명 정도 차이나는 학교가 있는 반면, 인원 변동이

를 선택하면서, 학생 수가 주의깊게 살피기 시작했다.

거의 없는 학교가 있다. 후자가 선호도가 높고, 면학 분

앞으로도 두 요소는 고교 선택 시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

위기나 대입 실적이 우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 정부가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확대 방침을 밝혀 대입
은 종전의 학생부 중심의 수시 확대 흐름에서 벗어나 다른
방향을 향하게 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대입 실적은 선

CHECK 2 졸업생의 진로 현황

호도 높은 대학에 진학한 재학생의 규모, 수시-정시 전형

학부모들이 고교에 대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대입 실

별 합격 규모는 각 전형에 대한 학교의 대응 여력을 살피는

적’ 이다. ‘졸업생의 진로 현황’ 에서 이를 대략 확인할 수

요소로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질 뿐, 입시 정책이 바뀌어도

있다. 연도별 졸업생의 4년제 대학, 전문대학, 국외 대학,

활용도는 여전하다.

취업까지 학생 수와 비율을 알려준다.

학생 수의 경우 재학생의 대입에서 교과 성적의 영향력은

이 항목에서는 ‘기타’와 ‘전문대’ 진학 현황을 살펴보면 좋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 관심도가 유지될 것으로 예

다. 알려졌다시피 기타는 현실적으로 재수생으로 보면 된

상된다. 중3이 지원할 2023 대입에서 수시 비중이 정시보

다. 재수는 의대나 서울권 주요 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

다 줄어들 가능성이 크지 않고, 정시의 주요 요소인 수능은

들의 선택지다. 기타 비율이 높다면, 재학생들의 대학 진

시험의 특성상 재학생보다는 N수생이 고득점을 받기 유리

학 눈높이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전문대 진학

하기 때문이다. 다만, 학생 수를 보는 시각은 다소 달라져

비율이 높다면 자유롭게 진로를 탐색하는 학생들이 많아

야 한다. 고교 과목 체계와 내신 산출 방법이 달라졌고, 계

경쟁은 덜하고, 좀더 실질적인 전문대학 진학 지도를 받

열 구분도 사라졌으며, 학령인구 자체가 계속 줄어드는 상

을 가능성이 있다. 단, 파악한 학교 상황은 반드시 자녀

황에서 입학 정원만 살폈다간 놓칠 요소가 있다.

성향과 함께 살펴야 진학 후 적응에 무리가 없다.

4

Weekly Education Magazine

학생 수와 진학 실적은 학교 알리미의 ‘학생 현황’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재학생 수를 학년·학급·성별로 나눠 확인할 수 있으며,
전·출입 또는 학업 중단 학생 수도 알 수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_

따라 해보기

계열 별 학생 수도 확인해야 할까?
➊ 학생 현황 카테고리의 ‘학교 현황’에서 1학년 학생 수만 확인한다.

그간 입학 정원만큼 계열별 학생 수도 중요하게 살폈다. 계

➋ 상단 전체항목 열람하기 앞에 있는 ‘년도’를 이전 년도로 조정해

열이 같으면 배우는 과목도 유사한데, 동일 계열 학생이 많

1학년 학생 수를 살핀다.

을수록 관련 과목 상위 내신 등급 확보 인원이 늘어나기 때

➌ 다른 학교와 차이를 확인한다.

문. 계열 구분이 없는 현재도 확인해야 할까? 고교 교사들
은 학교에 따라 영향력이 다르다고 말한다. 성향 혹은 계열

표 1_ A·B고 2016~2019년 1학년 학생 수
구분
A고(명)
B고(명)

2016년
595
517

2017년
470
412

2018년
369
357

2019년
387
377

증감폭
-208
-140

에 따른 선호도가 다른 과목 두 개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
는 학교는 계열에 따라 특정 과목을 고를 수밖에 없어 과
목별 수강 인원을 예측할 수 있지만, 개방형 학교는 예단

서울 지역 동일 학군 내 두 학교의 1학년 학생 수를 비교했다. 학군에 따라 학생 수 변동폭
이 다르고, 2~3학년은 전출입 학생이 발생해, 같은 학군의 신입생 수로 보는 것이 좋다.

이 어렵기 때문. 서울 동대부여고 김용진 교사는 “<미적분>

▶▶▶ 2019년 1학년 학생 수는 A고가 B고보다 10명 많다. 하지만 두 개 학급 인

수강생 전체를 평가하다보니 자연 계열 성향 학생 규모를

원(78명)이 많았던 2016년에 비해 학교 간 학생 수 차이가 크게 줄었다. 서울시교

궁금해 할 수 있다. 2학년 <물리학Ⅰ> <화학Ⅰ> <기하>를 선

육청 학생배정팀 관계자는 “고교 정원 조정은 분산이 원칙이다. 다만 학생 편의성

택한 학생 수를 살피면 대략 가늠할 수 있다. 다만 해마다

등도 중요해 일괄적으로 적용하긴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분산 원칙 외에 여

입학생들의 성향이 달라 절대적 지표가 아니라 교육과정

러 요소들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선호도가 높은 학교라면 학생들의 고

등 다른 지표와 아울러 학교 현황·특성을 파악하는 정도로

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정원이 덜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활용하길 권한다”고 조언했다.

따라 해보기

<확률과 통계> 등 수학 일반 선택 과목도 계열 구분 없이

▶▶▶ 5개 학교 중 대학 진학률은 B고, 전문대학 진학률은 E고, 기타 비
율은 C고가 가장 높다. 이때 구체적인 진학 대학의 이름이나 대학별 진학자
수는 공시정보 대상이 아니라, 학교 설명회나 상담에서 확인할 수 있다.

➊ 진학 희망 학교의 ‘졸업생의 진로 현황’을 클릭한다.

학원멘토 임태형 대표는 “기타 비율이 높은 학교는 학교 관계자들의 교육

➋ 항목별 진학 비율을 파악한다.

열도 강하고, 평균적인 학업 역량도 상당한 학생들이 몰려 있을 가능성이

➌ 다른 학교와 차이를 확인한다.

높다. 상위권 성적대가 촘촘해 내신 3등급 초반을 사수하기가 어렵다. 서울
주요 대학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마지노선보다 약간 낮은
수치다. 눈높이에 맞는 대학 진학이 어렵고, 수능에서 N수생에게 밀려 정시
도전도 여의치 않아 재수를 택하는 수순이 많다. 교내 면학 분위기는 좋지

표 2_ A·B·C고 졸업생 진로 현황(%)
A고

B고

C고

D고

E고

서울 평균

만, 치열한 경쟁을 감내할 수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전문대 진학 비율

48

59.9

40.5

42.1

34.7

41.4

도 살펴볼 만 한데, 수치가 높다면 상대적으로 중상위권 학생들이 상위 등

10.8

9.4

15.7

21.2

22.1

17.8

급을 획득하기는 유리한 지점이 있다. 다만, 공부에 몰입하는 분위기는 약

0.5

0

0.5

0.5

0.5

0.5

할 수 있다. 경쟁적인 환경에 부담을 느끼지만, 자기주도적 학습 습관이 있

59.3

69.4

56.2

63.7

57.3

59.6

는 학생에겐 좋은 선택지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취업

2.2

0

0.4

0

1.5

1.6

이를 참고하면, 대학 진학에 대한 열망이 높다면 A·B고, 분위기에 잘 휩쓸

기타

38.5

30.7

43.4

36.3

41.2

38.8

리고 경쟁을 즐긴다면 C고, 경쟁을 부담스러워 하고, 다양한 진로를 모색해

졸업자수(명)

548

584

484

416

403

-

구분
대학
진 전문대
학 해외 대학
소계

동일 학군 내 5개 고등학교의 진학 비율을 하나의 표로 정리했다. 해외 전문대 항목도 있
지만, 진학자가 없어 제외했다. 학교마다 학생 수 차이가 있어 항목별 진학자 수보다 진
학 비율로 봐야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표 아래 쪽에 해당 학군, 시·도, 전국의
항목별 평균 비율도 알려주니 함께 살펴보자.

보고 싶다면 대학·전문대·취업 등 다양한 진학 실적을 보인 E고가 더 적합
하다고 볼 수 있다.

naeil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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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호

EDUCATION

중3이
알아야 할
고교 정보 2

교육과정

중등

#중3 #고교_선택 #학교_알리미 #교육과정 #선택_과목

원하는 공부 가능한 ‘과목 선택 폭 넓은’ 학교

학교 교육과정 편성표에서 가늠하라

최근 잇따라 열리는 교육청 단위의 후기고 설명회에서는 ‘교육과정’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다.
고2 때부터 배워야 할 과목을 학생이 직접 선택하게 되면서 고등학교 입학 후 학습은 물론
진로·진학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부모 세대에게는 낯선 용어와 개념이라
이해가 쉽지 않다. 고교 선택 시 교육과정을 어떻게 읽을지 안내한다.

교육과정
확인하기

취재 정나래 기자 lena@naeil.com
도움말 김용진 교사(서울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설여자고등학교)
참고 <2019년 선택 과목 안내서·개방형 교육과정 편성·운영 매뉴얼(서울시교육청교육정보연구원)>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교생활 가이드북(서울대학교)>

➊

학교 알리미(www.schoolinfo.go.kr)에 접속,
검색창에 진학 희망 학교의 공식적인
명칭을 입력한다.

➋

➌

열린 새 창에서 교육 활동 카테고리 내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클릭한다.

검색 목록에서 학교 이름을 확인하고,
전체 항목 열람을 클릭한다.

➍

스크롤을 내려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평가 계획’ 파일을 클릭, 저장한다.

➎

파일을 열어 2019학년
입학생들의 교육과정
편성표를 확인한다.

naeil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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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생이 선택한 과목과 상황 평가
교육과정이란 학생이 3년간 공부할 과목을 나열한 시간
표다. 그간 학교가 시간표를 정해줘 학생 간 차이가 거의

‘교육과정 편성표’ 체크 포인트

없었지만, 지금은 다르다. 직접 공부할 과목을 고를 수 있
고, 배울 수 있는 과목도 다양하다.
이는 특히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주목하는 요소다. 대학
의 종합 전형 평가 기준에는 학업 역량, 자기 주도성, 전공

CHECK 1 학교가 지정한 과목 수
중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는 교육과정은 현재 고1 학생의 것이다. 선택 중에 있어
실제 2~3학년 선택 과목이 어떻게 개설될지 알기 어렵다. 자신이 입학했을 때
현재의 교육과정이 그대로 적용되리란 보장도 없다. 개별 선택 과목의 면면과

적합성 등이 공통적으로 포함돼 있다. 성적은 물론 ‘희망

의미를 확인하기도 어렵고, 적용하기에 변수도 많다는 뜻. 따라서 고교 진학에

전공(계열)과 관련된 기본 과목은 어느 정도나 자기 주도

참고할 용도로 교육과정을 확인할 때는 학교가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얼마나
보장하는지에 초점을 두면 된다. 비교적 손쉬운 방법이 있다. ‘학교 지정’ 부분의

적으로 선택해 이수했는지’ ‘희망 전공과 관련해 도전적인

과목 수를 세보는 것. 김 교사는 “일반적으로 학교가 지정한 과목이 적을수록 좋

과제나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따져

다고 평가한다. 학생에게 선택권을 많이 줬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본다. 학생이 배운 과목과 상황을 평가에 반영한다는 말

반면 학교 지정 과목이 많으면 학교 중심의 수업이 진행될 수 있고, 특히 2·3학
년에 국어 영어 수학 교과 선택 과목을 학교가 다수 지정했다면 수능 학습에 수

이다.

월한 구조로 왜곡될 여지도 있다.

계열의 벽이 사라지고, 학교 안팎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

따라 해보기

는 지금은 어렵더라도 대학 전공의 기초가 되거나 연계성
이 큰 과목을 충분히 공부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학

➊ 교육과정 편성표를 열어 ‘2019학년 입학생의 교육과정 단위 배당

교에 없는 과목을 학교 밖 연합·개방형 교육과정에서 찾

➋ 학교 지정 과목에 해당하는 부분의 과목 수를 센다.

아 이수한 학생과 포기한 학생이 나타나고, 이에 따라 평

➌ 다른 학교의 학교 지정 과목 수와 비교해본다.

표’ 부분을 찾는다.

가의 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학교에 따라 학생들의 시간표가 영향
을 받는다는 데 있다. 학생만큼 고등학교도 수업을 보다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 학교마다 배울

CHECK 2 ‘택 1+택 1+택 1’과 ‘택 3’
편성표에서 ‘2학년 선택’ 또는 ‘3학년 선택’ 부분을 보면 ‘택 1’ ‘택 2’ ‘택 3’ 등의 단

수 있는 과목의 수나 범위가 달라졌다. A고는 국어·영어,

어가 보인다. 해당 칸에 묶인 과목 중에서 ‘택’ 뒤의 숫자만큼 학생이 원하는 과

B고는 수학·미술 등 특정 교과목을 좀 더 다양하게 제공

목을 골라 들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학교에 따라 묶은 과목의 범위와 선택할 수 있

하면서 학교별 특성이 강화됐다. 학생의 관심 분야나 희
망 전공 분야 과목을 많이 제공하는 학교에 진학한다면
그만큼 학업과 입시에 도움이 된다. 이와 달리 성향이 다

는 과목의 수가 제각각인데, 이를 통해서도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유추할 수 있
다.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의 숫자는 클수록, 묶여 있는 과목은 다양할수록 선택 폭
이 넓다고 본다.
김 교사는 “예를 들어 9개 과목을 터서 ‘택 3’을 하라고 한 학교가 있고, 3개 과목
의 칸을 없애 ‘택 1’ 하도록 한 선택지 3번 배치한 학교가 있다. 해당 학기에 학생

른 과목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해 사실상 계열에 따라 학생

이 선택해 배우는 과목은 3개로 같지만, 학생의 자유도는 9개를 묶어 ‘택 3’을 하

의 선택이 갈리도록 유도한 학교도 일부 있다. 과목을 다

라고 한 학교가 훨씬 높다. 표에서 ‘칸막이 없이’ 뚫린 칸이 큰 학교들을 눈여겨

양하게 개설했지만, 선택 과목 안내가 부족해 학생들이
충분히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다. 이 경우 학생들은

보라”고 조언했다.

따라 해보기

과목 선택에 제약을 받고, 대입에서 불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 고교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보라’ 고 목소리를 높이
는 현실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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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교육과정 편성표에서 ‘택 N’을 찾는다.
➋ 묶인 과목들의 개수와 선택할 수 있는 과목 수를 점검한다.
➌ 학교 간 차이를 확인한다.

개별 학교의 교육과정은 학교 알리미나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된 ‘교육과정 운영 계획’ ‘교육과정 운영 편성’ 등의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 학부모가 편성표를 보고 해석하기란 너무 어렵다. 교육과정 ‘깜깜이’라도 따라 해볼 만할 포인트를
서울 동대부여고 김용진 교사의 도움을 받아 짚어봤다.

표 1_ A고의 학교 지정 과목 일부 현황
교과 영역

교과(군)
국어

표 2_ B고의 학교 지정 과목 일부 현황

과목 유형
공통

국어

일반

문학/화법과 작문
독서/언어와 매체

공통
수학

일반

기초

영어

세부 교과목

교과 영역

교과(군)

과목 유형
국어

일반

문학

일반

독서

공통

수학

일반

수학Ⅰ

일반

수학Ⅱ

일반

확률과 통계

공통

영어

일반

영어Ⅰ

일반

영어Ⅱ

한국사

공통

한국사

교양

일반

국어

수학
수학 I·II
확률과 통계

공통

영어

일반

영어 독해와 작문

진로

영어권 문화

전문

심화 영어 I
심화 영어 독해 I

총 학교 지정 과목 수

수학

기초

영어

생활·교양

세부 교과목

공통

논술

총 학교 지정 과목 합계

24개

21개

▶▶▶ A고의 학교 지정 과목은 24개, B고의 학교 지정 과목은 21개다. 특히 A고는 국어에서 일반선택 과목 4개 모두를, 영어는 난도 높은 전문 교과도 2개까지 편성하는 등
두 교과 영역에서만 10개 과목을 지정했다. 사실상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국어 영어 과목이 없는 셈.
반면 B고는 같은 교과군에서 공통 과목 1개와 일반선택 과목 2개씩 총 6개만 지정했다. ‘2·3학년 선택’에 <고전 읽기>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심화국어> <영어권문화>
<영어회화> <영어독해와 작문> <영미문학 읽기> <실용 영어> <진로영어>를 배치해, 학생이 고를 수 있게 했다.

표 3_ A고의 3학년 선택 과목 배치 현황
구분

교과
영역

기초

교과
(군)

수학
국어

3학년
선택

사회

탐구
과학

교과
유형

표 4_ B고의 3학년 선택 과목 배치 현황
3학년

세부 교과목

일반
미적분
진로
경제수학
진로
기하
진로(전문)
심화수학Ⅰ
진로
심화국어
진로
사회과제탐구
일반
사회·문화
…중략…
일반
세계지리
진로
물리학Ⅱ
진로
화학Ⅱ
…중략…
진로
융합과학
진로
과학사

1학기
택1

2학기

구분

교과
영역

국어

택1
기초

택1

택1

(8개 중)
택3

사회
탐구
과학
체육·예술

택1

택1

수학
영어

3학년
선택
(8개 중)
택3

교과
(군)

생활·교양

교과
유형
일반
일반
일반
일반
진로

예술
기술·가정
교양

세부 교과목

3학년
1학기

2학기

화법과 작문
…중략…
미적분
…중략…
영어회화
…중략…
(28개 중) (28개 중)
택7
택7
세계지리
…중략…
물리학Ⅱ
…중략…

일반
일반

환경
실용경제

택1

택1

▶▶▶ A고는 수학과 과학 등 성격이 유사한 영역에서 2~3개의 과목을 묶고 1개만 택하게 했다. 사회·과학탐구의 각 4과목, 총 8과목 중 3개를 선택하라는 건 다른 학교
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다. 반면 B고는 교양을 제외하고는 전 영역, 28개 과목 중 7개를 고를 수 있다. 한눈에 차이가 확인되며, 선택 과목 간 벽이 거의 없는 B고가
학생 선택권을 훨씬 더 보장하는 학교로 볼 수 있다.

naeil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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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중3이
알아야 할
고교 정보 3

교내 활동

교내활동
확인하기

중등

#중3 #고교_선택 #학교_알리미 #비교과 #동아리

학교별 활동 특색·지원 확인하려면

운영 예산·계열 현황 점검하라

지난 몇 년간 고교 선택 시 다양한 교내 활동을 보장하는 학교를 우선순위에 놓아야 한다고
강조됐다. 학교 생활을 다각도로 살피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확대되면서 시작된 현상이다.
중학교에서 자유학기를 통해 활동에 익숙해졌고, ‘수업 활동’이 강조된 교과서로 공부하게 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정시 확대와 더불어 종합 전형에서 동아리나 봉사 등은
물론 자기소개서까지 제외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고교 진학 시 교내 활동을 살필 필요성에
의문을 품는 이가 늘고 있다. 대입에서 교내 활동이 어떻게 평가될지,
학교별 교내 활동 현황을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봤다.
취재 정나래 기자 lena@naeil.com

➊

학교 알리미(www.schoolinfo.go.kr)에 접속,
검색창에 진학 희망 학교의 공식적인
명칭을 입력한다.

➋

➌

열린 새 창에서 교육 활동 카테고리 내 ‘동아리 활동
현황’을 클릭한다.

➎

검색 목록에서 학교 이름을 확인하고,
전체 항목 열람을 클릭한다.

➍

스크롤을 내리면 ①동아리 활동 현황에서 창의적
체험 활동 동아리·학생 자율 동아리로 구분해 기초
정보를 표로 안내하고 있다. 창의적 체험 활동 동아리
는 수업 시간에 활동하는 학교 정규 동아리다.

② 동아리 운영 계획서 및 동아리별
운영 현황에 첨부된 파일을
내려받으면, 올해 어떤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naeil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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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동아리는 불필요?
수업의 연장선, 역할 여전해!
대통령이 “정시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공언하면서 고교 선

‘교내 활동’ 체크 포인트

택을 앞둔 학부모들의 혼란이 커졌다. 공정성 확보에 초점
을 두면, 대입에서 수능이나 내신 등 성적이 주된 요소가

CHECK 1 동아리 운영 예산

되고, 동아리나 진로 등 활동 영역은 입지가 크게 줄 수 있

동아리 수와 예산 지원 현황으로 학교의 지원 의지를 가

다. 고교 진학 시 다양한 교내 활동을 고려할 필요성에 의

늠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치가 클수록 동아리가 활

문을 제기하는 이유다. 고교 교사와 대입 전문가들은 “대

성화돼 있고, 학교 지원도 풍부한 것으로 해석한다. 예산

입에서 교외 활동은 대부분 전형에서 기재가 금지된 지 오

을 확인할 때 동아리·학생 수로 나눠 1인당 지원액을 따

래며, 교내 활동 역시 기록이 간소화돼왔다. 활동의 영향

져보면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모집 정원 차이

력이 앞으로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로 총액과 학생에게 실제 돌아가는 혜택이 달라지기 때문

다만, 필요성은 다른 얘기라고 입을 모아 강조한다. 고등

이다. 또 외부 강사 수가 많다면, 교내에서 소화하기 어려

학교와 대학 모두가 강조하는 ‘수업’의 연장선상에 교내 활

운 분야의 강사를 초청했을 가능성이 높다. 학생 수요를

동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고등학교는 학생이 수업을 선

소화하기 위한 학교의 노력으로도 볼 수 있어 훑어볼 만

택하며 수업 내에서도 과제 탐구나 실험 등 활동이 강화됐

한 요소다. 단, 자율동아리는 말 그대로 학생이 자율적으

다. 하지만 수업 안에서 원하는 만큼 탐구·실험을 시도하

로 개설하는 만큼 변수가 많다. 동아리·학생 수로 활성화

거나 관심 분야를 파고들기에는 제약이 있다. 교내 활동

정도만 점검해두길 권한다. 오른쪽 따라 해보기를 참고해

은 이런 아쉬움을 해소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다. 특히

진학 희망 고등학교의 동아리 상황을 확인해 보자.

창의적 체험 활동(창·체)은 고등학교에서 전체 수업의 약
10%를 이수해야 하기도 해, 정규 수업에서 자유롭게 원하
는 활동을 하기 좋다. 이는 대학이 가장 주목하는 학업 ‘역

CHECK 2 동아리 목록, 계열로 파악하라

량’을 높이고 드러내는 매개체가 되기도 한다.

학교에 따라 강점이 있는, 활성화된 분야가 달라 알아두

비상교육 이치우 입시평가실장은 “대입에서 비교과 요소

면 고교 진학 후 활용도가 높다. 최근 일반고에서도 과학

축소는 불가피하나, ‘만들어진’ 기록이 평가받기 어려워

중점 혹은 미술 중점 등 특수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진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 교내 활동인 창·체는 의무

‘STEAM 학술 동아리’ ‘미술연구반’ 등 관련 동아리가 늘

이수 시간을 정했을 정도로 교육적인 필요성이 여전하다.

었다. ‘패션’ ‘스마트테크연구’ ‘창업’과 같이 정규 교과에서

특히 지금 고교 수업이 많이 바뀌었다. 교내 활동을 잘 구

접하기 어렵거나 ‘○○강 생태연구’ ‘○○거리 경제탐구’

축한 학교는 바뀐 환경에 잘 대처할 수 있는 학교로 즉 수

등 지역 사회와 연계된 내용을 다루기도 한다. 고입을 준

업 선택권이 넓고 다양한 수업-활동을 연계해 가르칠 역

비 한다면 자기소개서의 학업 계획에 동아리 활동과 접목

량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대입에서 타인

해 고교에서의 학습·활동계획을 담을 수도 있다.

의 개입 요소를 줄인다는 것은 학생의 학교생활 자체를

단, 소수의 특정 동아리만 확인하기보다 계열을 기준으로

더 보겠다는 의미다. 어떻게 볼지는 대학의 과제로, 학생

활동의 규모나 성격을 파악해두길 권한다. 정규 동아리는

들은 큰 흐름을 알고 나를 잘 기록해줄 학교보다 내가 원

인원 제한이 있어 진입이 어려울 수 있다. 원하는 계열에

하는 과목·활동을 제공해주는 학교를 찾아보면 된다”고

심화 탐구는 물론 토론이나 현장 연구 등 다양한 활동 방식

말했다.

의 동아리가 여럿 있으면, 진학 후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12

Weekly Education Magazine

교내 활동은 학교 알리미에서 비교적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인 교내 활동인 동아리는 항목이 따로 마련돼 있고,
현황부터 계획까지 탑재돼 있다. 공시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안내한다.

따라 해보기
▶▶▶ 학교 알리미에 공시된 수치만 정리하면 창·체, 자

➊ 동아리 활동 현황에 공시된 동아리 수와 참가 학생 수, 지원 예산을 각각
확인한다.
➋ 예산액을 참가 학생 수, 동아리 수로 나눠본다.
➌ 다른 학교와 차이를 확인한다.

율동아리 모두 A고가 더 활성화됐다고 판단하기 쉽다. 하
지만 좀 더 들여다보면 학생 수의 영향이 크다. 의무 사항
인 창·체 동아리 특성상 참여 학생 수가 전교생 수인데, A
고가 약 250명 많다. 이를 인지하고 보면 동아리 수나 참
여 비율은 큰 차이가 없다. B고는 창·체 동아리 수보다 지
도 교사 수가 많은데, 일부 동아리를 복수의 교사가 담당
한다고 유추된다. 외부 강사도 2명 초빙한 것에서 학생들
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이 엿보인다. 예산은 총액
은 B고가 적지만, 학생 1인당 투자액이나 자율동아리 지

표 1_ A·B고의 동아리 운영 현황
구분
동아리 수(개)
참여 학생 수(명)
참여율(%)
지도 교사 수(명)
외부 강사 수(명)
지원 예산(원)
동아리당
학생 1인당

창·체 동아리
A고
B고
50
40
893
641
100
100
50
43
0
2
2천513만
1천50만
50만2천600
26만2천500
약 1만3천
약 1만6천

자율동아리
A고
B고
78
51
703
312
78.7
34.9
78
51
0
0
150만
400만
약 1만9천230
약 7만8천430
-

원은 A고보다 높다. 학교 차원의 동아리 활동 지원은 B고
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숫자로 파악한 만큼 현실은 다를 수 있다. 최근 학교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이나 학교생활 관련 카테고리에서
동아리를 비롯해 교내 활동을 사진으로 올리는 곳이 많
다. 또 관내 중학생 대상 설명회, 교내 개방 프로그램도 자
주 개최한다. 학교 알리미 정보는 참고 사항으로 알아두
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교의 활동 상
황을 확인하길 추천한다.

따라 해보기
▶▶▶ C고의 교과 관련 동아리들은 이름과 소개만 보면
전반적으로 심화 성격이 강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과학

➊ 교육과정 편성표에서 ‘택 N’을 찾는다.
➋ 묶인 과목들의 개수와 선택할 수 있는 과목 수를 점검한다.

분야에서 과목별로 심화 실험·탐구 동아리를 운영하고,
IOT 등 소프트웨어 관련 동아리도 상대적으로 많이 개설

➌ 학교 간 차이를 확인한다.

된 편이다. 반면 어문·사회 계열이나 예술 관련 동아리는
적다. 해당 계열에 흥미가 있는 학생이라면, 진학 후 선택
의 폭이 넓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표 2_ C·D고 주요 교과 영역 관련 동아리 현황

과학

수학
어문·
사회

예술

C고
애플(코딩)/ IOT스토리(사물인터넷)/
세미클론(아두이노)/ 휴머노이드(로봇)/
과학융합과제(심화 과학 탐구)/
슈바이처(생명과학 심화)/
아인슈타인(물리학 심화)/ 퀴리(화학 심화)/
허블(지구과학 심화)
루트(수학 심화 과제 탐구)/ 수학사 탐구반
사회현상연구반/ 프로파일반(심리학)/
영자신문반/ 모의UN반/ 시장경제연구반/
방송반/ 신문반/ 교지반

다큐로(인문 다큐 제작)/ 미술반

D고
스마트테크(소프트웨어)/
과학 과제 탐구/ 과학 실험/
과학 영화 감상/ 생활 속 공학/
우리 동네 둘러보기(생태)
필드(수학사 연구)/ 수학 과제 탐구반
시사 독서/ 현대 소설 읽기/ 고전 읽기/
독서 토론/ 세계 영화 감상·토론/
원서 읽기/ 사회문화 탐구/ 신문 읽기/
사회과제연구/ 글로벌문화연구부/ 방송반/
신문반
미술진로탐색/ 미술진로탐구/
미술연구반/ 아트홀릭(미술관 탐방·토론)/
미술반/ 코코(패션반)/ 현대예술이해반/
대중문화이해반

D고는 C고와 비교했을 때 교과 성격이 강한 동아리라도
난도나 활동 방법이 다양하다. 특히 생활 속에서 교과 내
용을 접목해 실험하거나 탐구하는 활동이 다수 눈에 띈다.
계열로 보면, 어문·사회도 수학·과학의 규모와 비슷한데,
책·영화·신문을 활용한 활동이 많다는 특징이 있다. 예술
계열은 미술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이 이뤄진다.
소프트웨어나 과학 심화 실험·탐구 활동네 관심이 많다면
C고, 일반고에서 미술 관련 활동을 하고 싶거나 배운 내용
을 어렵지 않게 탐구해보고 싶은 학생이라면 D고로 진학
하면 좋다고 볼 수 있다.

naeil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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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

자녀의 중간고사 성적이 불만이시죠?
공부 방법이 문제입니다!!

평균 5개월 만에 수강생 5명중 4명의 성적을 올린!
쓰리제이M이 100% 무료 공부법 상담을 진행합니다!!
연�매출
400억

누적�성장률
4,344%

누적�수강생
10만명

이 모든 것을 단 7년 만에!! 달성한 (주)쓰리제이에서
만든 초·중등 영어전문학원 쓰리제이M!!
무엇이 다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Q. 왜 영어학원에서 공부법 상담을 하냐구요?
A : 영어만 잘하는 것은 편식이기 때문입니다.
우수한 영어성적은 국어와 수학과 같은 중요 과목들의
성적이 좋을 때 빛을 발합니다. 그래서 이미 재원생들
대상으로는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기회를 더욱 더 많은 학생들에게 제공해드리려 합니다.
쓰리제이엠�대표강사 John

지역

지�점

N
E
W

안산고잔

서울

대치

경
기

초·중등�영어�전문

주 소

번�호

분당

경기도�성남시�분당구�수내동 33-2 궁전프라자 3동 4층

031)703-5466

청주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개신동 700 대상마스터즈빌딩 5층

043)233-5468

광명

경기도�광명시�하안동 34-10 삼성빌딩 3층

02)899-5466

수원천천

경기도�안산시�단원구�광덕서로 54 5층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 929-11 대치빌딩 5층
경기도�수원시�장안구�천천동 524-4 3층

031)411-5466
02)539-5466

031)269-5466

지역

경
기

지�점

시흥은행

주 소

경기도�시흥시�은행로 265 2층

031)313-5466

경기도�안산시�단원구�선부로 195 4층

031)402-5467

안산본오

경기도�안산시�상록구�본오동 960-15 4층

안산초지

경기도�안산시�단원구�초지동 729-2 4층

안산선부
용인수지
평촌

번�호

경기도�용인시�수지구�풍덕천동 714-5 7층
경기도�안양시�동안구�평촌대로 107 6층

※ 상담스케줄�조절이�필요하기�때문에�방문�전�꼭�연락�주시기�바랍니다!!

031)502-5466
031)403-5466
031)272-5466
031)388-5466

EDUCATION

중3이
알아야 할
고교 정보 4

학업 성취도

중등

#중3 #고교_선택 #학교_알리미 #성취도 #표준편차

부담 덜고 장점 더할 학업 환경

교과별 학업 성취도로 찾아보자

후기고 원서 접수가 코앞이다. 특목·자사고 일괄 폐지, 정시 확대 등 고교·대입 환경의
변화가 예고되면서 학부모들은 성적에 더 주목하고 있다. 학교 알리미에 학년·교과별 학업 성취도가
공개돼 있다 보니, 이를 바탕으로 학교별 시험 난도나 성적대를 유추하려는 시도가 많다.
문제는 변수가 매우 다양하다는 것. 이를 외면한 채 숫자만 살필 경우 중요한 정보를 놓치기 쉽다.
학교 알리미의 학업 성취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해야 하는지 알아봤다.
취재 정나래 기자 lena@naeil.com

학업 성취도

확인하기

➊

➋

➌

➍

스크롤을 내리면 숫자 창이 보인다.
일종의 보안장치로, 창 안에 있는 숫자를 아래 빈칸에 입력해야
정보가 제공된다.

학교 알리미(www.schoolinfo.go.kr)에 접속,
검색창에 진학 희망 학교의 공식적인
명칭을 입력한다.

검색 목록에서 학교 이름을 확인하고,
전체 항목 열람을 클릭한다.

열린 새 창에서 학업 성취도 카테고리 내
‘교과별 학업 성취 사항’을 클릭한다.

➎

학년·학기·교과별로 평균 성적과 표준편차,
성취도별 분포가 표로 안내돼 있다.

naeil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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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많아 ‘참고용’으로 활용해야
고교 선택 시 학부모들의 최우선 기준은 면학 분위기와 내
신이다. 이를 파악할 때, 학교 알리미의 ‘교과별 학업 성취

‘학업 성취도’ 체크 포인트

사항’을 살핀다. 학년·교과별 평균 점수와 표준편차, 성취
도별 분포 비율에 대한 공시 정보인데, 이를 통해 재학생들

CHECK 1 교과별 평균 점수·표준편차

의 성적대와 내신 시험 난도를 유추할 수 있다고 여긴다.

학업 성취도를 보려면 표준편차부터 이해해야 한다. 성적

학업 성취도란 개별 학생의 과목별 성취 정도를 나타내는

의 분포도, 즉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학생들의 성적대가

것이다. 보통 A~E 5단계이나 예체능·전문 교과와 진로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다. 숫자가 크면

선택 과목은 A~C 3단계로, <환경> 등 일부 선택 교과는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학생들의 점수가 넓게 펼쳐져 있다

이수했음을 의미하는 P(PASS)로만 표기하기도 한다. ‘상

는 의미이고, 반대로 숫자가 작으면 평균 점수 앞뒤 좁은

위 4%까지는 1등급’ 등 상대적 서열에 기반한 ‘석차등급’과

범위에 재학생의 성적이 집중됐다고 여긴다. 대개 전자는

달리, 내 점수가 성취 기준에 맞는지에 따라 산출된다.

재학생 간 성적 차이가 있다고, 후자는 평균 점수까지 높

과목 성취도가 평균·표준편차가 함께 제공되면 평균 점수

을 때 학업 의지가 높은 학생이 몰려 있다고 해석한다. 해

로는 재학생의 교과 학업 역량을, 표준편차로 학생들의 성

당 학년 성적·성향을 유추할 수 있는 셈이다.

적 차를 유추하는 것이 가능하다. 학원가에서도 관내 고등

단, 학교·교사의 성향에 따라 시험 난도가 크게 달라지는

학교의 국어 수학 영어 교과 성취도와 표준편차, 평균 점

데, 평균 점수와 표준편차로는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수로 시험 난도와 재학생 학업 수준을 추정한다.

공시 정보만으로 예단해서는 안 된다. 학교·과목별 성향을

단, 이를 기준으로 학교의 학력을 서열화하거나, 시험 난

대략 가늠해보고, 실제 난도 등은 따로 확인해야 한다.

도를 규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같은 지역, 같은 학교
라 하더라도 재학생의 성향은 해마다 다르고, 교내 시험
난도에 따라 평균 또는 표준편차가 널뛰는 일도 흔하다.

CHECK 2 성취도별 분포 비율

특히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90점 이상은 A’와 같이 성취도

표준편차에 대해 어느 정도 감을 잡았다면, 학생의 전략·

를 분할하는 기준 범위를 특정 점수로 고정하지 않고, 학

취약 과목을 중심으로 살펴볼 차례다. 진학 희망 학교를 여

교·교과마다 다른 기준으로 성취도를 낸다. 시험 범위가

럿 정해, 전략·취약 교과에 해당하는 과목별 평균점수와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어 정답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면

표준편차, 그리고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확인해보는 것.

전용 프로그램으로 ‘70점 이상은 A’와 같이 조정하기 때

지역·학교에 따라 특정 교과에 강한 학생들이 몰리기도 하

문. 지역마다 적용 기준도 다르다. 조정된 성취 기준은 시

는데, 이 셋을 보면 학생의 특성이 좀 더 잘 발휘될 환경을

험 전 공지되는데, 학교 밖에서 파악하기는 어렵다.

가늠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수학은 뛰어나고 영어가 취

여기에 현재 중3은 고2 이후 과목을 선택하고, 진로선택

약한 학생이라면 수학 시험 난도가 높거나 우수한 학생이

교과는 3단계 성취도로 산출된다. 현재 고1부터 적용돼,

몰려 있어도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반면, 영어 시험이 어

결과가 반영된 학업성취도는 빨라야 내년 하반기에나 확

렵거나 영어를 잘하는 학생이 많으면 추후 성적을 올리는

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달라질 환경을 예측할 자료가 없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보통 성취도 A·B 비율의

다. 숫자로는 보이지 않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자

합이 40% 정도 되면 이상적이라고 보며, A 비율이 30%를

료와 교차 점검하며 자녀의 상황과 맞춰보는 ‘참고용’으로

넘으면 난도가 지나치게 평이했을 수 있어 다음 학기 해당

활용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과목 시험의 난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니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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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성취도는 학교 알리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다만 해석하고 활용하기는 까다롭다. 성취 기준, 표준편차, 성취도별 분포 비율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 성취도를 이해하는 법과 표준편차를 활용해 재학생들의 학업 특성을 유추하는 법을 안내한다.

따라 해보기
▶▶▶ 세 학교 중 ㄱ고는 표 1에 제시된 6과목 중 5과목
의 평균 점수가 80점을 넘고, 표준편차 역시 10~16 사

➊ 학업 성취 사항에 공시된 1학년 교과별 평균, 표준편차를 살핀다.
➋ 학교별 특성을 확인한다.

이로 매우 좁다. ㄴ고는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높고, 표
준편차가 15 ~ 20으로 ㄱ고에 비해 더 적당히 분산돼

➌ 다른 학교와 차이를 확인한다.

있다. 세 학교 중 과목 간 평균과 표준편차의 차이가 가
작 적어 재학생들의 교과 성적이 고르다고 볼 수 있다.

표 1_ ㄱ·ㄴ·ㄷ고의 1학년 일부 교과 학업 성취 사항
구분
과목(단위 수)
한국사(3)
국어(4)
수학(4)
영어(4)
통합사회(3)
통합과학(4)

평균
81.5
82
80.1
73.3
86.3
84.8

ㄱ고
표준편차
14.1
13.9
13.8
16.9
10.1
12.6

ㄷ고는 전반적으로 평균이 낮고 표준편차가 크다.
평균
72.9
73.9
67.9
71
79.1
77.8

ㄴ고
표준편차
19.8
15.4
18.5
18.1
16.9
17.6

평균
55.8
59.4
46.5
59.7
70.8
63.6

ㄷ고
표준편차
25.9
23.5
21
27.7
17.5
22.7

3개 일반고의 학교 알리미 공시 정보 중 고1 교과에서 성취도가 5단계로 산출되는 6개 과목의 평균과 표준편차
를 따로 표로 정리했다. 먼저 학교마다 과목별 평균과 표준편차로 특성을 파악한 뒤, 다른 학교와 차이점을 살
펴보는 식으로 활용한다.

이때 수치만 보면 재학생의 학업 역량이 ㄷ고보다 ㄱ고
가 우수하다고 여길 수 있다. 하지만 ㄱ·ㄴ·ㄷ고는 같은
교육특구 내 일반고다. 지역 특성, 배정 방식을 고려하
면 입학생 역량 차보다 ㄷ고의 시험 난도가 매우 높다
고 추정하는 게 합리적이다. 학교 홈페이지나 학습 사
이트 등에서 해당 학교 기출문제를 구해보거나, 재학생
또는 재학생 학부모를 통해 얻은 정보로 실제 시험 난
도를 가늠해볼 수 있다.

따라 해보기
▶▶▶ <수학>만 보면 ㄱ고와 ㄴ고는 성취도 A·B 비율

➊ 학업 성취 사항에 공시된 교과별 평균, 표준편차를 1학년 부터 살핀다.
➋ 전략 과목과 취약 과목의 평균·표준편차·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따로 정리한다.

이 높다. 단 ㄴ고는 성취도 A 비율이 30%가 넘어 시험

➌ 다른 학교와 차이를 확인한다.

고 표준편차는 적은데. 시험 난도가 높아 재학생들이 고

난도가 다소 평이했을 가능성이 있다. ㄷ고는 평균이 낮
득점에 실패했거나 중하위층이 두터울 가능성이 모두
존재한다. <영어>는 세 학교의 평균 차이가 좁혀졌다. 성

표 2_ ㄱ·ㄴ·ㄷ고의 1학년 수학·영어 학업성취 사항
구분
평균 점수
표준편차
성취도별
분포 비율
(%)

A
B
C
D
E

ㄱ고
80.2
13.8
27.3
35.1
16.9
8.9
11.8

수학
ㄴ고
67.8
18.5
36.7
21.5
17.5
16.9
7.4

ㄷ고
46.6
21
7.9
27.3
18.6
23
23.3

ㄱ고
73.4
16.9
18.5
26.9
16.7
14
23.9

영어
ㄴ고
70.9
18.1
19.1
20.7
15.1
12.2
32.9

취도 A 비율은 ㄴ고가 ㄱ고보다 높고, 평균이 가장 낮은
ㄷ고
60.1
27.6
22.3
13.3
10.9
7.5
46

학생 특성을 고려해 특정 교과를 중심으로 학업 성취도 정보를 활용할 수도 있다. 3개 일반고의 1학년 <수학>과
<영어>교과의 평균과 표준편차, 성취도별 분포비율을 표로 정리하면, 학교 특성을 파악해 학생의 교과 특성이
나 학습 성향과 맞춰보기 수월하다.

ㄷ고가 성취도 A 비율이 가장 높다. 단, ㄷ고는 성취도 E
비율이 절반에 가까워, 소위 ‘영포(영어포기)자’ 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종합해보면 ㄱ고는 두 교과 모두 상위권이 촘촘하게 밀
집해 있으나, <수학>보다 <영어>에 취약한 경향이 엿보
인다. ㄴ고는 두 교과를 고르게 잘하는 학생이 다수이며,
ㄷ고는 <영어> 중위권층이 얇다. 수학을 잘하고 영어가 많
이 취약한 학생이라면, 수학 최상위층이 얇고 영어 중하
위층이 두터운 ㄷ고에서 더 강점을 보일 수 있다. 이때 학
생 성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두 교과가 모두 우수하나
실수가 잦다면 성적대가 촘촘한 ㄱ고에서는 실수로 인한
타격이 크다. 반면 <영어>가 뛰어나고 경쟁을 통해 성장하
는 성향이라면 ㄱ고에서 장점을 발휘할 수 있다.

naeil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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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대학가기’ 페이스북

오픈!

수시로 대학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가장 강력한 커뮤니티

931호

수시로 대학가는 꿀팁
** QR코드를 스캔 하시거나 페이스북에서 ‘수시로 대학가기’를 검색해 주세요

EDUCATION

중3이
알아야 할
고교 정보 5

학비

#중3 #고교_선택 #학교_알리미 #학비

중등

고교 입학 후 학비 궁금하다면?

학교 결산에 숨은
학부모 부담 확인하라

정부는 올해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차례로 도입한다. 사교육비 부담이 큰 고등학생 학부모에게는
희소식이지만, 아쉽게도 모든 학교·학생이 혜택을 받지는 못한다.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다. 고등학교 입학 후 학생이 부담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또 학교가
학생에게 투자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 이들을 위해 공시 정보로 살펴보는 법을 안내한다.

학비
확인하기

취재 정나래 기자 lena@naeil.com

➊

학교 알리미(www.schoolinfo.go.kr)에 접속,
검색창에 진학 희망 학교의 공식적인
명칭을 입력한다.

➋

➌

열린 새 창에서 예결산 현황 카테고리 내
‘학교 현황 예·결산서(국공립)’ 또는
‘사립학교 교비 현황 예·결산서’를 클릭한다.

➎

검색 목록에서 학교 이름을 확인하고,
전체 항목 열람을 클릭한다.

➍

스크롤을 내려 공시 연월 옆의 자세히 보기를 클릭한다.

아래쪽에 위치한 세입 결산 표에서
수익자 부담 항목을 찾는다.
방과 후 활동, 급식비, 기숙사비,
교복비 등이 안내돼 있는데,
지난해 해당 학생 수로 나누면
발생 비용을 대략 짐작할 수 있다.

naeil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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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영재학교·과고도 대상
중3 학부모가 자녀의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하는 고민
중 하나는 학비다. 사교육비는 물론 학교에 내는 금액까지

‘학비’ 체크 포인트

의무교육이었던 중학교에 비해 크기 때문이다. 정부의 고
교 무상교육 법안이 반가운 이유다. 하지만 적용 학년·학

CHECK 1 학부모 부담 수입

교·범위를 잘 따져봐야 한다.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정책이

학생이 학교에 내야 하는 금액은 학교 알리미의 예·결산 항

아니라서 고지서를 보고 실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목의 ‘세입 결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학부모 부담’ 부분에

우선 올해 중3은 고교 입학 후 바로 무상교육을 받지 못한

입학금·수업료·학교 운영 지원금·기숙사비·급식비·방과

다. 올해 2학기부터 시행하나 예산 등을 이유로 위 학년부

후 학교 활동비·현장 체험학습비 등 항목별 액수가 기재돼

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내년에는 고2~3학년, 2021년에

있다.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또한 혜택 항목도 입학금·수업료·

정부·지자체의 지원을 받지 않는 사립 특목·자사고는 자체

학교 운영 지원비·교과용 도서 구입비 등 4개다. 교복과 급

재정으로 운영하는 만큼 비용이 높다. 일반고도 국·공립과

식은 지자체 정책과 연동돼 거주지에 따라 비용을 부담해

사립의 수업료가 차이난다.

야 할 수도 있고, 방과 후 활동이나 체험학습, 기숙사 등의

따라 해보기

비용은 여전히 학부모 몫이다.
무상교육 대상 학교도 확인해야 한다. 일반고만 혜택을 받
는다고 알려졌는데, 사실과 다르다. 학교 유형이 아니라,
학교 운영 방식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린다. 제외되는 학

➊ 세입(결산) 표에서 학부모 부담 부분을 찾는다.
➋ 관심 항목의 액수를 지난해 학년 학생 수로 나눠 해당
항목의 1인당 연간 비용을 점검한다.
➌ 다른 학교와 차이를 확인한다.

교는 학교장이 수업료·입학금을 결정하고,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곳이다. 하나고, 서울 대원외고, 경기 청
심국제고, 서울예고 등이 대표적이다.

CHECK 2 1인당 교육비

반면 전국 28개 영재학교·과고와 서울국제고, 경기 수원

‘학생 1인당 교육비’ 는 학교가 1년간 학생 1명에게 교육에

외고, 인천예고와 같은 국·공립 특목고는 무상교육 대상

쓰는 금액을 의미한다. ‘세출(결산)’ 표의 총액을 학생 수로

이다. 종합해보면, 현재 중3은 내년에는 올해 고1처럼 학

나누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자사고나 사립 특목고 진학

비를 내야 하고, 학교 유형에 상관없이 국·공립고 또는 정

을 염두에 뒀다면, 꼭 확인해보길 권한다. 이때 교과 또는

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사립학교에 진학했을 때 고2 때부

창·체 활동 등 정규 수업에 쓰는 예산이 궁금하다면, ‘기본

터 수업료와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 구입비를 내지 않

적 교육 활동’ 항목을 살피면 좋다. 방과 후 학교나 국제 교

는다.

육·독서 등에 투자한 금액이 담긴 ‘선택적 교육 활동’은 개

입학 후 내야하는 비용은 학교 알리미에서 미리 가늠할 수

별 학교의 특색을 파악할 때 유용하다.

있다. 입학금·수업료는 물론 교복·급식·기숙사 등 관련 비

따라 해보기

용이 공시돼 예상 가능하다. 아울러 장학금이나 시설 개선
등 학교가 학생에게 투자하는 금액도 확인할 수 있다. 학
비가 높을 경우 이를 확인하면 학교가 재정을 학교 교육에
얼마나 투입하고 있는지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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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세출(결산) 표에서 ‘기본적 교육 활동’을 찾는다.
➋ 관심 항목의 액수를 지난해 재학생 수로 나눠 해당 항목의
1인당 연간 비용을 확인한다.
➌ 다른 학교와 차이를 살핀다.

학교 알리미에서 학비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예·결산 현황’이다. ‘세입’의 ‘학부모 부담 수입’에서 항목별로
재학생 학부모가 1년간 부담한 총액이 공개돼 있다. 교복·급식·기숙사비는 별도 항목에서 1인당 비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다섯 학교 중에서는 전국 단위 자사고인 하나고

표 1_ 서울 일부 후기고 2018년 연간 학부모 부담금
신도고

구분

선정고

하나고

공립 일반고 사립 일반고 자율형사립고

학부모 부담 수입(만 원)

대원외고

서울국제고

가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 총액이 가장 높다. 등록금

사립 외고

공립 국제고

도 높고,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만큼 기숙사비
와 급식비까지 추가되기 때문이다. 서울 대원외고는 총

107141

437657

946954

901598

362099

25677

224010

410633

643285

46828

입학금

0

0

867

17952

0

수업료

0

181786

263343

548641

0

등록금

액은 두 번째로 높지만, 등록금은 5개 학교 중 가장 비
싸다. 두 학교는 등록금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25677

42224

146422

76692

46828

정부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 재정으로 운영하다 보니

81463

213646

536321

258312

315270

높게 책정된다. 서울국제고는 특목고지만 공립이라 등

급식비

59931

124733

270556

85572

149592

록금이 적다. 학교 운영 지원금만 내면 돼, 수업료가 추

방과 후 학교

2304

26822

60970

35574

17270

가되는 사립 일반고보다 낮다. 하지만 수익자 부담이

현장 체험

8465

23614

18636

24744

82238

커 총액이 높다. 특히 세부 항목의 현장 체험학습비가 5

기숙사

0

19231

165377

0

54823

개 학교 중 가장 많은데, 해외 자매 학교 방문 등 국제

기타

0

237

1812

90832

3682

학생 수(명)

617

1268

620

789

448

교류·해외 탐방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서울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만 원)

174

345

1527

1143

808

등록금

42

177

662

815

105

수익자 부담

132

168

865

327

704

세
부
항
목

학교 운영 지원비
수익자 부담 수입
주
요
항
목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학생이 선택할 만한 일반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 5곳을 임의로 골라 각 학교의 세입 결산
중 학부모 부담 수입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결산 기준이 2018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인 만큼, 2018년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을 계산했다. 편의상 1만 원 이하는 반올림해 적용했다.
1년간 총액만 적혀 있어 재학생 인원으로 나눠야 학생당 비용을 추정할 수 있다. 2019년 9월 기준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역은 지난해 내용이니, 작년 학생 수를 기준으로 삼는 게 좋다.

하나고
1342531
2165

대원외고
1009478
1279

서울국제고
539548
1204

각 학교 2018년 세출 결산 표를 기준으로, 총액을 지난해 학생 수로 나눠 1인당 교육비를 계산했다.

가 일부 추가되기 때문이다.
참고로 학교 알리미에서는 당해 1인당 급식비와 교복
구입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개별 학교의 ‘교육 여건’
카테고리에서 ‘급식비 집행 실적’ 과 ‘교복 구매 유형과
단가’ 항목을 클릭하면 된다.

는 서울국제고다. 공립이라 교직원 보수가 하나고(약 40
억 원)·대원외고(약 35억 원)와 달리 0원으로 잡혔기 때
문. 총액 자체가 적어 교육비도 적게 계산됐다고 봐야 한
다. 실제 교육 활동 부분만 따로 떼어 보면, 창·체 및 교

표 3_ 서울 일부 특목·자사고 2018년 교육비 중 교육 활동 지출 액수
구분
기본적 교육 활동 결산액(만 원)
교과 활동

액이 두 배 가까이 차이 난다. 사립은 등록금에 수업료

▶▶▶ 세 학교 중 1인당 교육 투자비가 가장 낮은 학교

표 2_ 서울 일부 특목·자사고 2018년 교육비
구분
세출 결산 총액(만 원)
학생 1인당 교육비(만 원)

신도고·선정고는 같은 일반고지만, 1인당 학부모 부담

과 활동에 투자하는 ‘기본적 교육 활동’ 지출 금액은 서

하나고
33753
6558

대원외고
51647
12294

창·체 활동

27194

39353

98548

나고로 학부모 부담금이 높지만 그 이상으로 학생 교육

세출액 중 비율

2.5%

5.1%

26.7%

에 투자한다고 판단된다.

선택적 교육 활동(만 원)

73439

50081

30561

‘선택적 교육 활동’을 보면, 세 학교 모두 국제 교육 항목

방과 후 학교 운영

60970

35954

17509

국제 교육

6166

3402

2542

독서 활동

1303

0

4141

학생들의 국제 교류 활동이 활발해 예산이 많이 투입된

교기 육성

2595

0

0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국제고는 세 학교 중 독서 활동에

기타

2405

10725

6368

투자한 액수가 가장 많아 관련 활동이 활발할 것으로 추

세출액 중 비율

18.3%

20.2%

서울국제고
144111
45563

17.7%

각 학교 2018년 세출 결산에도 세부 내역이 있는데 ‘교육 활동’ 관련 항목을 따로 보면 학생들의 수업·활동에 직접
투자된 액수와 학교의 특색까지 파악할 수 있다. 총액 중 차지하는 비율을 추가로 계산해보면 더 직관적으로 확인
가능하다.

울국제고가 세 학교 중 가장 높다. 총액 대비 지출 비중
도 30%에 육박한다. 교육 투자비가 가장 많은 학교는 하

에 투자 비용이 많다. 하나고는 자사고지만 해외 탐방 등

측할 수 있다. 한편 장학금에 관심이 있다면, ‘학생 현황’
카테고리에서 장학금 수혜 현황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니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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