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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학교_검색  #고교_선택#학교_알리미 

학교 알리미로 
보는 고교 선택 01

학교 찾기   

줄임말’ NO 
검색은 공식 
교명으로!
취재 정나래 기자 lena@naeil.com

‘

요즘 고등학교는 개성이 강합니다. 교

과특성화(중점)학교, SW선도학교, AI

중점학교 등은 물론 선택 과목의 선택 폭, 자

율·동아리·진로 활동의 특색까지 다릅니다. 

수업·평가의 특징도 제각각이죠. 진학 전 학

교 알리미의 공시 정보로 알아보는 방법이 있

습니다. 고교 선택에 도움이 될 학교 알리미 

활용법, A부터 Z까지 안내합니다. _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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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등학교의 공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학교 구성원들의 숫자부터 예산 등 운영 현황을 알 수 있

는 지표는 물론, 학사 일정부터 교육과정 편제표나 동아

리 활동, 평가 계획, 학업 성취도 상황까지 확인할 수 있

다. 이를 활용하면 학교별 학생 수를 비교하는 것부터 개

별 학생이 흥미 있는 교과·활동을 더 많이 편성한 학교, 

취약 교과의 비중이 적은 학교를 찾아보거나 희망 전공

과 진로에 맞는 활동을 계획해볼 수 있다. 고교 진학 전 

꼭 한 번 들러봐야 할 사이트라는 평가다.   

학교 알리미란?

STEP 2     학교 이름 입력하기 

메인 페이지에 접속해 중간에 있

는 파란 검색창에 진학 희망 고등

학교를 써넣으세요.  

      관심 학교 페이지 띄우기MISSION 

학교 알리미 사용법은 간단한 편이지

만, 초보자들은 의외로 어려움을 겪는

다. 특히 ‘검색’에 발목 잡힌다. 

익숙한 포털이나 쇼핑 사이트에 비해 

좀 더 ‘정직’한 학교 알리미의 검색 로

직 때문이다. 한 큐에 원하는 학교 정

보 페이지를 띄우는 법, 따라 해보자. 

STEP 1     학교 알리미 접속하기 

QR코드 찍고 
학교 알리미 
사이트로 GO!  

포털 사이트에서 학교 알리미를 검색하거나 www.schoolinfo.go.kr을 입력하세요. 

내일고

학교 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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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NING!       검색이 안 된다?

 민사고  외대부고
 동대부여고

대학 부설·부속 등 학교 이름

이 길 경우, 00부고나 대표 단

어의 첫 글자만 따 조합하는 

등 축약해 부르는 경우가 많습

니다. 전국 단위 자사고인 민사

고나 외대부고가 대표적. 이 경

우 학교의 공식 교명을 적어주

면 좋아요. 단, 고등학교까지는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SOLUTION       공식 교명을 입력하세요! 

민사고  

동대부여고

외대부고, 용인외고  

인천영재

한세사이버고

검색 NG! 

민족사관(고등학교)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여자(고등학교)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한세사이버보안(고등학교) 

검색 OK! 

More info 1
검색되는 줄임말도 있다! 

모든 줄임말이 검색되지 않는 건 아니다. 

경기‘체고’ 대원‘외고’ 서울‘과고’ 혜원‘여고’와 같이 

공고 과고 농고 예고 체고 상고 등의 줄임말은

입력해도 검색 결과에 문제가 없다. 

More info 2
어떻게 해도 검색 안 되는 학교? 

한국과학영재학교는 교명을 제대로 적어도 검색이 

안 된다. 과기부 소속이라 교육부에 공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기 때문. 다른 7개 영재학교는 

학교 알리미에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