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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목적 및 방침 (자율형공립고 포함)

1. 목적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의거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인 수원·

성남·안양권·고양·부천·광명·안산·의정부·용인 학군의 2020학년도 후기 

일반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합리적인 학생 배정 방법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정확

하게 배정함으로써 고교평준화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자 함.

2. 방침

  가. 배정 대상자 선발은 지원자 전체에 대하여 내신 성적(200점)으로 전형을 실시하여, 

해당 학군의 일반고등학교 총 정원에 해당하는 수만큼의 학생들을 우선 선발하고, 

선발된 학생들을 컴퓨터 배정 프로그램을 통하여 각 고등학교에 배정한다.

 나. 학생 배정은 학생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제출한 지망 순위를 바탕으로 각 고등

학교에 배정하는 선지원 후추첨 배정 방식에 의해 실시한다.

 다. 구역이 설정된 수원·성남·안양권·고양·안산·용인 학군은 학군내배정(1단계)과 

구역내배정(2단계) 2단계로 실시하며, 구역이 설정되지 않은 부천·광명·의정부 

학군은 학군내배정으로 전원 배정한다.

 라. 학군내배정(1단계) 비율은 수원·성남·고양·안산·용인 학군 50%, 안양권 학군 

40%, 부천·광명·의정부 학군 100%로 한다.

     [단, 영신여고, 수원여고, 고색고, 서천고는 80%] 

 마. 고등학교 수용 여건이 부족한 안양권의 1구역(안양시) 및 3구역(군포시), 고양의 

2구역(일산동·서구), 용인의 1구역(기흥구) 출신자는 희망에 따라 학생 수용 여건이 

좋은 구역으로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바. 초등학교에서 배정 받은 중학교를 적용하여 배정할 경우, 주소지와 다른 구역 

고등학교에 배정받게 되는 학생은 희망에 따라 출신 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사. 지망별 배정 시 해당 고등학교에 지망한 자가 배정해야 할 인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지망자를 수험번호 순으로 정렬하여 공개 추첨한 기점과 간격수를 적용하여 추첨 

배정하며, 지망한 자가 배정해야 할 인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추첨하지 않고 해당 

고등학교에 전원 배정한다. 

 아. 남녀 공학 고등학교는 남녀별 배정 정원을 각각 산출하여 추첨 배정한다.

 자. 외고, 국제고, 자사고 지원자 중 평준화학군에 지원하는 자는 1지망은 외고, 

국제고, 자사고로 하며, 2지망부터 학군내·구역내 추첨 배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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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학생 배정 방안

1. 일반고 지원 자격[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1조]

  가. 경기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나. 중학교 졸업자로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

  다. 중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중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

  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로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

  마. 타 시·도 소재 특성화중학교(전국단위모집 자율학교 포함) 졸업예정자 중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

    ※ 지원의 제한  

      1) 위 나~마항의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원서 접수일 현재 전 가족(보호자 

포함)이 경기도에 단독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의미한다.

      2) 평준화지역 내 중학교 졸업예정자는 당해 평준화지역에 지원하여야 하고, 위 

나~마항의 대상자 중 평준화지역 거주자는 당해 평준화지역에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평준화지역 내 거주자 또는 평준화지역 내 중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비평준화지역 소재 고등학교 응시자, 특수목적고·특성화고·자율형 사립고 

응시자, 체육특기자는 예외로 한다.

      3) 2020학년도 특수목적고(과학고, 마이스터고, 예술고, 체육고)와 특성화고 등 

전기학교에 합격한 자는 후기학교에 지원할 수 없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5조 제①항).

      4) 외고, 국제고, 자사고에 지원하는 자 중 평준화지역 일반고(자율형공립고 포함)에 

동시 지원하는 자는 1지망교를 외고, 국제고, 자사고로 하며, 학군내·구역내 모두 

2지망부터 추첨 배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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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고 배정 방법의 개요

 가. 배정 대상

   □ 교육감이 입학 전형을 실시하는 경기도 고등학교 평준화지역의 후기 일반고등학교 

신입생 전형에서 합격한 자
 

 나. 지망 순위 작성

   □ 학군내배정(1단계)을 위해 학군내 전체 고등학교 중 5개교(부천·광명·의정부

학군은 전체 고등학교)를 선택하여 배정받기를 희망하는 학교 순서대로 기재

      ※ <외고, 국제고, 자사고 지원자 중 평준화학군 지원자> 1지망에는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기입하고, 2지망부터 학군내 전체 고등학교 중 4개교(부천·광명·의정부

학군은 전체 고등학교)를 선택하여 배정받기를 희망하는 학교 순서대로 기재

   □ 구역내배정(2단계)을 위해 구역내 전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배정받기를 희망

하는 학교 순서대로 기재

      ※ <외고, 국제고, 자사고 지원자 중 평준화학군 지원자> 1지망에는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기입하고, 2지망부터 끝지망까지는 구역내 전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망순위 작성

 다. 배정 단계

   □ 학군내배정(1단계)과 구역내배정(2단계)에 의해 배정

   □ 구역이 없는 부천·광명·의정부 학군은 학군내배정(1단계)만 실시

 라. 학군내배정(1단계)

   □ 학군별로 정한 배정 비율에 해당하는 인원만큼 해당 고등학교에 지망한 자의 

순위를 반영하여 추첨 배정

   □ 학군내배정 비율

   

학군 수원 성남 안양권 부천 고양 광명 안산 의정부 용인
비율
(%)

정원의
50%

정원의
50%

정원의
40%

정원의
100%

정원의
50%

정원의
100%

정원의
50%

정원의
100%

정원의
50%

   ※ 수원학군 영신여고, 수원여고, 고색고와 용인학군 서천고는 정원의 80% 
      

 마. 구역내배정(2단계)

   □ 구역별로 배정해야 할 인원을 정하여 학군내 배정에서 학교를 배정받지 못한 자를 해당 

구역의 고등학교에 전원 배정하되, 해당 고등학교 지망 순위를 반영하여 추첨 배정



Ⅰ. 목적 및 방침

- 9 -

   □ 구역내배정을 위한 설정 구역

    

구분 수원학군 성남학군 안양권학군 부천학군 고양학군

1구역 수원 북부 수정 ․ 중원구 안양시 단일구역 덕양구

2구역 수원 남부   분당구 과천시 일산동 ․ 서구

3구역 군포시

4구역 의왕시
  

    

구분 광명학군 안산학군 의정부학군 용인학군

1구역 단일구역 안산 서부 단일구역 기흥구

2구역 안산 동부 수지구

3구역 처인구

 ※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도촌중학교는 성남학군 2구역에 편성

   □ 고등학교 학생 수용 여건이 부족한 일부 구역(안양권의 1구역 및 3구역, 고양의 

2구역, 용인의 1구역)의 출신자는 희망에 따라 학생 수용 여건이 여유가 있는 구역

으로 출신 구역을 변경할 수 있으나, 변경하고자 하는 구역의 인가된 학급당 학생수

(단, 정원에 미달한 경우 조정된 학급당 학생수)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허

용하고, 허용된 학생들은 변경된 구역의 고등학교 지망 순위를 반영하여 배정

   □ 초등학교에서 배정받은 중학교를 적용하여 배정할 경우, 주소지와 다른 구역의 

고등학교에 배정받게 되는 학생은 미리 신청을 받아 출신 구역을 조정한 후에 

조정된 구역의 고등학교 지망 순위를 반영하여 배정

바. 추첨 방식

   □ 해당 고등학교에 1지망한 자가 배정해야 할 인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지망자를 

수험번호 순으로 정렬하고, 해당 고등학교장이 추첨한 기점과 해당 고등학교

운영위원장이 추첨한 간격수를 적용하여 추첨

   □ 1지망자로 배정하지 못한 나머지 인원은 다음 순위 지망자로 추첨하여 배정하며, 

그래도 정원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다음다음 순위 지망자로 배정하는 방식으로 

정원이 충원될 때까지 배정하되, 학군내배정은 5지망까지, 구역내배정은 끝지망

까지 배정

   □ 해당 고등학교에 지망한 자가 배정해야 할 인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추첨하지 

않고 해당 고등학교에 전원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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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 배정의 과정

고등학교 지망순위 작성

원서 작성 시 원서 작성 시

고교 평준화지역 후기
일반고 신입생 전형 및 배정

학군내배정(1단계)용

고등학교 배정대상자 선발

내신성적(200점)

구역내배정(2단계)용

학군내

배정

구역내

배정
고등학교 추첨 배정

가. 학생 배정의 기본 사항

   1) 학군별 모집 정원

      2019년 10월 중 고교 평준화지역 후기 일반고등학교 신입생 전형 계획 발표 시 

모집 정원 확정 발표

  
   2) 학군별 설정 구역

    

구분 수원학군 성남학군 안양권학군 부천학군 고양학군

1구역 수원 북부 수정 ․ 중원구 안양시 단일구역 덕양구

2구역 수원 남부 분당구 과천시 일산동 ․ 서구

3구역 군포시

4구역 의왕시

    

구분 광명학군 안산학군 의정부학군 용인학군

1구역 단일구역 안산 서부 단일구역 기흥구

2구역 안산 동부 수지구

3구역 처인구

    ※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도촌중학교는 성남학군 2구역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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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학군별 배정 고교수

     

구분 수원학군 성남학군 안양권학군 부천학군 고양학군

공학 23 22 21 20 27

남 5 2 2 1 ․
여 4 3 3 2 ․
총계 32개교 27개교 26개교 23개교 27개교

     

구분 광명학군 안산학군 의정부학군 용인학군

공학 9 16 9 26

남 ․ ․ 2 1

여 ․ ․ 1 ․
총계 9개교 16개교 12개교 27개교

  

    ※ 배정 고교 수는 학과개편 및 신설고교의 개교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학군별 배정 비율

    

구분 수원학군 성남학군 안양권학군 고양학군 안산학군 용인학군

1단계
학군내배정 학군내배정 학군내배정 학군내배정 학군내배정 학군내배정

정원의50% 정원의50% 정원의40% 정원의50% 정원의50% 정원의50%

2단계
구역내배정 구역내배정 구역내배정 구역내배정 구역내배정 구역내배정

학군내배정 후 산출한 구역내배정 정원

    ※ 수원학군 영신여고, 수원여고, 고색고와 용인학군 서천고는 정원의 80%

    

구분 부천학군 광명학군 의정부학군

1단계
학군내배정 학군내배정 학군내배정

정원의100% 정원의100% 정원의100%

   5) 출신구역 조정

 □ 출신구역 조정 대상자

 ▪ 초등학교에서 배정 받은 중학교의 학군(학구)이 고등학교의 학생 배정을 위해 

설정한 2개 구역에 걸쳐 있기 때문에 출신 중학교를 적용하여 구역내배정(2단계)을 

할 경우, 주소가 등재되지 않은 구역의 고등학교에 배정을 받게 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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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학생 수용 여건이 부족한 학군(학구)에 속한 초등학교 출신자가 주소지와 

다른 학군(학구)에 있는 중학교에 배정되었기 때문에 출신 중학교를 적용하여 

구역내배정(2단계)을 할 경우, 주소가 등재되지 않은 구역의 고등학교에 배정 

받게 되는 자

 □ 학군별 해당 중학교

 

학군명 1구역 2구역 3구역

수원 창용중(수원 북부)
고색중, 동성중, 매향중,

삼일중(수원 남부)

고양 고양제일중(덕양구)

안산

단원중, 별망중, 와동중, 

안산해양중, 초지중

(안산 서부)

경수중, 광덕중, 안산부곡중,

성포중, 송호중, 양지중,

중앙중(안산 동부)

용인
소현중, 용인신촌중

(기흥구)

모현중

(처인구)

    ※ 용인학군 모현중은 학생 배치 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허용

 □ 출신구역 조정 방법

 ▪ 출신구역 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역의 교육장에게 신청한다.

 ▪ 교육장은 신청자에게 중학교 배정 사실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발급한다.

 ▪ 중학교 배정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 조정된 구역의 구역내배정용 지망 순위를 

작성한다.

   6) 출신구역 변경

 □ 출신구역 변경 허용자

▪ 안양권학군의 1구역(안양시) 및 3구역(군포시), 고양학군의 2구역(일산동 ․
서구), 용인학군의 1구역(기흥구)에 소재한 중학교 출신자

    

구분 출신구역(변경전) 수용구역(변경후) 비고

안양권
1구역(안양시) 2구역(과천시), 4구역(의왕시) 희망자 택1

3구역(군포시) 4구역(의왕시) 희망자

고양 2구역(일산동 ․ 서구) 1구역(덕양구) 희망자

용인 1구역(기흥구) 2구역(수지구) 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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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신구역 변경 방법

 ▪ 출신구역 변경을 희망하는 자는 출신 중학교가 소재한 출신구역과 변경하고자 

하는 수용구역의 구역내배정용 고등학교 지망순위를 각각 작성한다.

 ▪ 출신구역 변경을 희망하는 자가 학군내배정에서 고등학교를 배정 받지 못하면, 

수용구역의 인가된 학급당 학생수(단, 정원에 미달한 경우 조정된 학급당 학생수) 

이내에서 이를 허용하고, 수용 구역에 추첨 배정한다.

 ▪ 단, 출신구역 변경을 희망하는 자가 수용구역에서 허용할 인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인가된 학급당 학생수(단, 정원에 미달한 경우 조정된 학급당 학생수)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첨하여 허용한다.

 나. 고등학교 지망순위 작성

   1) 학군내배정(1단계)을 위한 지망순위

 □ 배정 받기를 희망하는 순서대로 학군의 전체 고등학교에서 선택한 고등학교를 

원서에 기재한다.

 

구분 수원학군 성남학군 안양권학군 고양학군 안산학군 용인학군

대상

학교

남 28개교 24개교 23개교 27개교 16개교 27개교

여 27개교 25개교 24개교 27개교 16개교 26개교

선택 지망 5개교 5개교 5개교 5개교 5개교 5개교

 

구분 부천학군 광명학군 의정부학군

대상

학교

남 21개교 9개교 11개교

여 22개교 9개교 10개교

선택 지망 전체 전체 전체

 ※ <외고, 국제고, 자사고 지원자 중 평준화학군 지원자> 1지망에는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기입하고, 2지망부터 학군내 전체 고등학교 중 4개교(부천·광명·의정부

학군은 전체 고등학교)를 선택하여 배정받기를 희망하는 학교 순서대로 기재

 ※ 대상 학교 수는 학과개편 및 신설교의 개교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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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구역내배정(2단계)을 위한 지망순위

 □ 남녀별로 배정 받기를 희망하는 순서대로 출신 구역내 전체 고등학교를 원서에 

기재한다.

□ 수원학군 구역별 지망 학교수

구분 1구역 출신자 2구역 출신자 비고
남 12개교 16개교
여 12개교 15개교

 □ 성남학군 구역별 지망 학교수

 

구분 1구역 출신자 2구역 출신자 비고
남 7개교 17개교
여 7개교 18개교

□ 안양권학군 구역별 지망 학교수

구분 1구역 출신자 2구역 출신자 3구역 출신자 4구역 출신자 비고
남 11개교 2개교 6개교 4개교
여 11개교 3개교 6개교 4개교

□ 고양학군 구역별 지망 학교수

구분 1구역 출신자 2구역 출신자 비고
남 11개교 16개교
여 11개교 16개교

□ 안산학군 구역별 지망 학교수

구분 1구역 출신자 2구역 출신자 비고
남 7개교 9개교
여 7개교 9개교

□ 용인학군 구역별 지망 학교수

구분 1구역 출신자 2구역 출신자 3구역 출신자 비고
남 12개교 10개교 5개교
여 12개교 10개교 4개교

    ※ <외고, 국제고, 자사고 지원자 중 평준화학군 지원자> 1지망에는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기입하고, 2지망부터 끝지망까지는 구역내 전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망순위 작성

 ※ 지망 학교수는 신설교의 개교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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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등학교 배정대상자[합격자] 선발

 1) 수험 번호 : 교육감이 부여

 2) 전형 기준 : 중학교 내신 성적(200점)

 3) 선발 인원 : 학군별 일반고등학교 신입생 모집 정원

 4) 합격 통지 :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출신 중학교별)

라. 고등학교별 학생 배정 방법

 1) 추첨 기준

  □ 학교 기점 : 해당 고등학교장이 공개 추첨

  □ 간격수 : 해당 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이 공개 추첨

  □ 최초 배정 출발점 : [학교 기점÷순위별 지망 인원]의 나머지 수

  

▪ 학교기점 - 해당 고등학교장이 2,500∼3,000 사이에서 추첨

▪ 지망인원 - 해당 고등학교에 지망한 자의 각 지망순위별 인원

▪ 예    시 - 고등학교의 추첨 기점이 2,905, 2지망한 자가 100명일 경우, 그 학교의 

2지망자를 배정하기 위한 출발점은 다섯 번째임

              (‘2,905 ÷ 100’의 나머지수 ‘5’)
    ☞ 해당 고등학교의 지망자를 지망순위별 수험번호순으로 정렬한 후에 

      ‘최초 배정 출발점+간격수(7∼30)’방식을 적용하여 해당자를 추첨 배정

 2) 학군내배정(1단계)

  □ 배정 대상 : 학군별 일반고등학교 입학 전형에서 합격한 자

  □ 배정 고교 : 학군내배정(1단계)을 위한 지망순위를 반영하여 추첨 배정한 1개교

  □ 배정 방법

   ① 해당 고등학교의 1지망자로 그 학교의 학군내배정(1단계) 비율에 해당하는 

인원만큼 추첨 배정

  

학군 수원 성남 안양권 부천 고양

비율(%) 정원의50% 정원의50% 정원의40% 정원의100% 정원의50%

  

학군 광명 안산 의정부 용인

비율(%) 정원의100% 정원의50% 정원의100% 정원의50%

  ※ 수원학군 영신여고, 수원여고, 고색고, 용인학군 서천고는 정원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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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해당 고등학교의 1지망자가 학군내배정 비율에 해당하는 인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추첨하지 않고 전원 배정. 단, 해당 고등학교에 배정하지 못한 나머지 인원은 

다음 순위 지망자로 추첨 배정

 ③ 해당 고등학교의 지망자가 부족하여 학군내배정(1단계) 비율에 해당하는 인원을 

배정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구역내배정(2단계)에서 그 학교의 지망자로 추첨 배정

 ④ 공학 고등학교는 남녀별 배정 정원을 각각 산출하여 추첨 배정

(학군의 남자 배정대상자 총수－학군의 남자 고등학교 배정 정원 총계) : 

(학군의 여자 배정대상자 총수－학군의 여자 고등학교 배정 정원 총계)의 남녀 비율 

× 해당 고등학교의 학군내배정 정원

   3) 구역내배정(2단계)

 □ 배정 대상 : 학군내배정(1단계)에서 고등학교를 배정 받지 못한 자

 □ 배정 고교 : 구역내배정(2단계)을 위한 지망순위를 반영하여 추첨 배정한 1개교

  

구분 수원학군 성남학군 안양권학군 고양학군 안산학군 용인학군

1구역 수원 북부 수정 ․중원구 안양시 덕양구 안산 서부 기흥구

2구역 수원 남부 분당구 과천시 일산동 ․서구 안산 동부 수지구

3구역 군포시 처인구

4구역 의왕시

  ※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도촌중은 성남학군 2구역 편성

 ▪ 학군내 졸업예정자 : 중학교가 소재한 구역의 고등학교에 배정

 ▪ 학군내 주소가 등재된 중졸검정고시합격자, 졸업자, 특성화중학교 출신자 : 

   주소가 등재된 구역의 고등학교에 배정

   - 단, 학군내 중학교 졸업자는 선택에 의해 출신 중학교가 소재한 구역의 고등

학교에 배정

 ▪ 출신구역 조정자 : 승인된 조정구역의 고등학교에 배정

 ▪ 출신구역 변경자 : 변경된 수용구역의 고등학교에 배정

                    (단, 수용여건 상 변경 전 구역에 배정가능함에 유의)

 ▪ 비평준화지역 졸업예정자 : 학생 수용 여건이 좋은 구역의 고등학교에 배정

 ▪ 학군내 주소가 등재되지 않은 중졸검정고시합격자, 졸업자, 특성화중학교 출신자 : 

비평준화지역 졸업예정자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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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등학교별 학생 배정 원칙

  ① 해당 고등학교 1지망자로 그 학교의 구역내배정 정원만큼 추첨 배정

▪ 구역별 학군내배정된 인원(A) 집계

▪ 구역별 구역내배정할 대상자(B) 집계

▪ 구역별 최종 배정 인원(C) 계산 :

 【구역별 학군내배정된 인원(A) + 구역별 구역내배정할 대상자(B)】

▪ 구역별 학급당 학생수(D) 계산 :

 【구역별 최종 배정 인원(C) ÷ 구역별 고등학교 편성학급 총수】

 ▪ 고등학교별 최종 배정자수(E) 계산 :

 【구역별 학급당 학생수(D)× 고등학교별 승인된 편성학급수】

▪ 고등학교별 구역내배정 인원(F) 계산 :

 【고등학교별 최종 배정자수(E)－고등학교별 학군내배정된 인원】

 ※ 단, 동일구역내 급당 인원이 다른 학교는 해당 학교의 인가정원을 고정하여 

별도로 구역내배정 인원을 계산함

※ 고등학교별 편성학급 및 정원 승인 

              = 고등학교별 학군내배정 인원 + 고등학교별 구역내배정 인원(F)

 ② 해당 고등학교의 1지망자가 그 학교의 구역내배정 인원(F)보다 적을 경우에는 

추첨하지 않고 전원 배정. 단, 해당 고등학교에 배정하지 못한 나머지 인원은 

다음 순위 지망자로 추첨 배정

  ③ 공학 고등학교는 남녀별 배정 정원을 각각 산출하여 추첨 배정

 (구역의 남자 배정대상자 총수－구역의 남자 고등학교 구역내배정 정원 총계) :

 (구역의 여자 배정대상자 총수－구역의 여자 고등학교 구역내배정 정원 총계)의

 남녀 비율 ×  해당 고등학교의 최종 배정자수(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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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자별 지망 및 배정 방법

가. 평준화지역 졸업예정자

 □ 학군내배정(1단계)을 위한 고등학교 지망순위를 작성한다.

 □ 구역내배정(2단계)을 위한 고등학교 지망순위를 작성한다.

▪ 해당구역 출신자 : 해당 출신구역의 지망순위 작성

▪ 출신구역 조정자 : 승인된 조정구역의 지망순위 작성

▪ 출신구역 변경자 : 변경 전 출신구역과 허용된 수용구역의 지망순위 각각 작성

 □ 출신구역 변경을 수용구역으로 허용받은 자는 수용구역의 고등학교 지망순위를 

반영하여 추첨 배정한다.

 □ 고등학교 평준화가 시행되는 타 학군의 고입 전형에는 지원할 수 없다. 

    (체육특기자는 제외)

나. 비평준화지역 졸업예정자

 □ 학군내배정(1단계)을 위한 고등학교 지망순위를 작성한다.

 □ 구역내배정(2단계)을 위한 고등학교 지망순위를 작성한다.

▪ 수원학군 : 1구역, 2구역의 지망순위 각각 작성

▪ 성남학군 : 1구역, 2구역의 지망순위 각각 작성

▪ 안양권학군 :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의 지망순위 각각 작성

▪ 고양학군 : 1구역, 2구역의 지망순위 각각 작성

▪ 안산학군 : 1구역, 2구역의 지망순위 각각 작성

▪ 용인학군 : 1구역, 2구역, 3구역의 지망순위 각각 작성 

 □ 학군내배정(1단계)에서 고등학교를 배정 받지 못한 자는 학생 수용 여건이 가장 

좋은 구역으로 배분하여 배정한다.

다. 중졸검정고시합격자, 졸업자, 특성화중학교출신자

 □ 학군내배정(1단계)을 위한 고등학교 지망순위를 작성한다.

 □ 구역내배정(2단계)을 위한 고등학교 지망순위를 작성한다.

 ▪ 학군내 주소가 등재된 자 : 주소가 등재된 구역의 지망순위 작성

 ▪ 학군내 주소가 등재되지 않은 자 : 비평준화지역 출신자와 동일하게 작성

 □ 학교 배정은 학군내 주소가 등재된 자는 평준화지역 졸업예정자와 동일하며, 

주소가 등재되지 않은 자는 비평준화지역 졸업예정자와 동일하다.

 ※ 학군내 중학교 졸업자는 선택에 의해 출신 중학교가 소재한 구역에 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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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가유공자자녀[교육지원대상자]

 □ 학군내배정(1단계)을 위한 고등학교 지망순위만 작성한다.

□ 학군별 고등학교 정원의 3% 범위에서 선발하여 정원외로 배정한다.

 □ 학군내배정(1단계)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학교 정원의 3%만큼 학군내 배정한다.

마. 체육특기자

□ 해당 학군 내 고등학교 중 1개교를 선택하여 지망순위를 작성한다.

□ 고등학교 신입생 모집정원의 3% 범위에서 해당 학교에 정원내로 학군내 배정한다.

□ 대상자가 1지망한 고등학교에 선배정한다.

바. 지체부자유자

□ 학교장이 지체부자유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추천한 자(희귀·난치 질환 포함) 

중 교육지원청 지체부자유자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학군내 

고등학교 중 거주지에서 가까운 1개교를 선택하여 지망순위를 작성한다.

□ 학군내배정 대상자로 선발된 경우 해당 고등학교에 정원내로 선배정한다.

사. 쌍둥이 학생

□ 동일교 배정을 희망하는 쌍둥이 학생(공학으로만 구성된 고양, 광명, 안산학군은 

남녀쌍둥이도 포함)은 학군내지망과 구역내지망 순위를 맏이의 지망순위와 일치

하게 작성한다.

□ 쌍둥이 모두 합격할 경우 맏이의 지망순위로 모두 배정한다. 

 □ 쌍둥이 중 맏이가 불합격할 경우 동생의 지망순위로 동생만 배정한다. 

 □ 쌍둥이 중 동생이 불합격할 경우 동생은 배정하지 않는다.

 □ 세 쌍둥이 이상일 경우 쌍둥이와 동일한 배정 방법을 적용하되 첫째, 둘째 순으로 

기준을 정하여 배정한다. 

 □ 기타 쌍둥이는 배정 결과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배정한다. 

 ▪ 남녀쌍둥이로서 동일교로 배정받기를 희망할 경우 학군내지망과 구역내지망 

순위를 맏이의 지망순위와 일치하게 작성한다.(단, 순수 남고와 여고가 있는 

학군은 순수 남고와 여고를 끝지망에 작성한다.)

  - 남녀 중 1명이 공학 학교로 배정되었을 경우 해당 공학 학교로 배정하고, 남녀 

각각 다른 공학 학교로 배정되었을 경우 맏이의 학교로 배정하며, 순수 남녀 

학교로 각각 배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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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체부자유자와 동일교로 배정받기를 희망하는 쌍둥이 학생은 지체부자유자의 

학군내 1지망교와 동일하게 작성하고 그 외 학군내 및 구역내지망 순위를 작성한다.

  - 지체부자유자와 다르게 배정되었을 경우 지체부자유자 학생과 동일교로 배정하고, 

지체부자유자가 불합격하였을 경우 해당 쌍둥이 학생의 지망 순위로 배정한다.

아. 3연년생 학생

□ 각각 3개 고등학교에 재학 ․ 배정된 3연년생(쌍둥이를 포함하여 2020년 3월 고등

학교에 3명의 형제 ․ 자매가 재학중일 경우도 해당) 중 동일교 배정을 희망하는 

막내(4연년생일 경우는 셋째부터)는 2020학년도 고입 배정 발표 후 별도 신청을 

받아 바로 위 학생의 고등학교에 배정한다.

□ 바로 위 학생이 순수 남녀 학교 또는 일반계 외 학교에 재학하는 등의 사유로 

배정이 불가할 경우 첫째 학생의 학교에 배정한다.

자. 교직원자녀 학생

□ 자녀의 부 또는 모가 자녀와 동일 학군에 근무하는 교직원으로서 교직원자녀 

타교 배정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은 지망정보 작성 시 구역내 끝지망에 부 또는 

모의 소속 학교를 지망하고, 끝지망에 배정되었을 시 바로 직전 순위 학교에 

배정한다.(단, 부천, 광명, 의정부 학군은 학군내 끝지망에 부 또는 모의 소속 

학교를 지망)

□ 부 ․ 모 모두가 자녀와 동일 학군에 근무하는 교직원으로서 교직원자녀 타교 배정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은 지망정보 작성 시 구역내 끝지망과 직전 끝지망에 부 ․
모의 소속 학교를 각각 지망하고, 끝지망과 직전 끝지망에 배정되었을 시 바로 

직전 순위 학교에 배정한다.(단, 부천, 광명, 의정부 학군은 학군내 끝지망, 직전 

끝지망에 부 ․ 모의 소속 학교를 각각 지망)

차. 학교폭력(강제전학) 관련 학생

□ 학교폭력으로 강제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경우,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 각각 다른 학교에 배정하되, 피해학생을 우선적

으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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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군별 학생 배정 방법

수 원 학 군

구역별 중․고등학교

1구역(수원 북부)

구분 출신 중학교명 고등학교명

공  학

구운중, 능실중. 대평중, 명인중,

상촌중, 서호중, 송원중, 

수원북중, 수원제일중, 숙지중,

율전중, 율현중, 이목중, 정천중,

조원중, 창용중, 천천중, 칠보중,

호매실중, 경기체육중

대평고, 수원칠보고,

수일고, 숙지고, 영생고,

율천고, 장안고, 조원고,

천천고, 호매실고

남학교 수성중, 수일중 동원고, 수성고

여학교 수일여중, 영복여중 동우여고, 영복여고

계 24개교(공학20, 남2, 여2) 14개교(공학10, 남2, 여2)

2구역(수원 남부)

구분 출신 중학교명 고등학교명

공  학

고색중, 곡반중, 곡선중, 광교중, 

권선중, 남수원중, 동성중, 

동수원중, 망포중, 매원중, 

매탄중, 매향중, 매현중, 산남중,

삼일중, 세류중, 수원다산중,

수원원일중, 수원중, 연무중, 

영덕중, 영동중, 영신중, 영일중,

영통중, 원천중, 이의중, 잠원중,

청명중, 태장중, 화홍중,

중앙기독중

곡정고, 광교고, 권선고,   

망포고, 매원고, 매탄고,

영덕고, 이의고, 창현고,   

청명고, 태장고, 화홍고,   

효원고

남학교  · 고색고, 수원고, 유신고

여학교  · 수원여고, 영신여고

계 32개교(공학32) 18개교(공학13, 남3, 여2)

※ 자율형공립고(고색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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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구역 조정 신청

  

출신구역 1구역 2구역

대상 학교  창용중 고색중, 동성중, 매향중, 삼일중 

조정 구역 2구역 1구역

출신구역 변경 허용

  

구분 출신 구역 변경 구역

구역명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고등학교지망순위작성

□ 학군내배정(1단계)을 위해 학군내에서 선택한 5개 고등학교 지망순위 작성

    ※ <외고, 국제고, 자사고 지원자 중 평준화학군 지원자> 1지망에는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기입하고, 2지망부터 5지망까지는 학군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망순위 

작성

□ 구역내배정(2단계)을 위해 해당 구역에 있는 전체 고등학교 지망순위 작성

 ▪ 1구역 졸업예정자 : 1구역의 지망순위 작성(남 12지망, 여 12지망)

 ▪ 2구역 졸업예정자 : 2구역의 지망순위 작성(남 16지망, 여 15지망)

 ▪ 학군내 주소가 등재된 중졸검정고시합격자, 졸업자, 특성화중학교 출신자 : 주소가 

등재된 구역의 지망 순위 작성(학군내 중학교 졸업자는 선택에 의해 출신중학교가 

소재한 구역의 지망순위 작성)

 ▪ 출신구역 조정자 : 승인된 조정구역의 지망순위 작성

 ▪ 출신구역 변경자 : 해당자 없음

 ▪ 비평준화지역 졸업예정자 : 1구역, 2구역의 지망순위 각각 작성

 ▪ 학군내 주소가 등재되지 않은 중졸검정고시합격자, 졸업자, 특성화중학교 출신자 : 

비평준화지역 졸업예정자와 동일

    ※ <외고, 국제고, 자사고 지원자 중 평준화학군 지원자> 1지망에는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기입하고, 2지망부터 끝지망까지는 구역내 전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망순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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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배 정

□ 배정 대상 : 체육특기자, 지체부자유자(희귀·난치질환 포함)

□ 배정 고교 : 개인의 제1지망 고등학교

□ 배정 방법 : 학군별 정원내에서 해당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

구분 체육특기자 지체부자유자 비고

배정 인원
평준화지역 모집 

정원의 3% 이내

선배정 신청 후

승인자 전원

(합격자에 한함)

학교별 학군내배정 

인원에 포함

쌍둥이 학생 배정

□ 배정 대상 : 일반지원자와 국가유공자 중, 출신 중학교가 동일 구역내에 있고, 

학군내지망과 구역내지망 순위를 일치하게 작성한 쌍둥이 학생으로서, 

해당 학군 고입 전형에 응시하여 합격선 안에 든 자

□ 배정 고교 : 학군내배정(1단계) 및 구역내배정(2단계)을 위한 지망 순위를 반영

하여 추첨 배정한 1개교

□ 배정 방법 

  ① 쌍둥이 중 맏이의 지망순위로 배정

  ② 학군내와 구역내 지망순위를 동일하게 작성한 남녀쌍둥이는 남녀 중 1명이 공학 

학교로 배정되었을 경우 해당 공학 학교로 배정하고, 남녀 각각 다른 공학 학교로 

배정되었을 경우 맏이의 학교로 배정하며, 순수 남녀 학교로 각각 배정된 경우는 

제외  

  ③ 지체부자유자와 1지망을 동일하게 작성한 쌍둥이 학생이 서로 다르게 배정되어 

동일교 배정을 희망할 경우 지체부자유자 학생의 학교로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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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년생 학생 배정

□ 배정 대상 : 2020학년도 고입 배정을 받은 자 중에서 동일교 배정을 희망하는 

3연년생 또는 2020년 3월 3명의 형제·자매가 고등학교에 재학하게 

되는 막내 학생(4연년생일 경우는 셋째부터)

□ 배정 고교 : 바로 위 학생의 고등학교

□ 배정 방법 : 바로 위 학생이 순수 남녀 학교 또는 일반계고 외 학교에 재학하는 등의 

사유로 배정이 불가할 경우 첫째 학생의 학교에 배정

학군내배정(1단계)

□ 배정 대상 : 학군의 일반계 고등학교 신입생 전형에서 합격한 자

□ 배정 고교 : 학군내배정(1단계)을 위한 지망순위를 반영하여 추첨 배정한 1개교

□ 배정 인원 : 고등학교별 모집 정원의 50%(선배정자 포함)

               - 단, 영신여고, 수원여고, 고색고는 모집 정원의 80%

□ 고등학교별 학생 배정 원칙

  ① 해당 고등학교의 1지망자로 그 학교의 모집 정원 50%를 추첨 배정

  ② 해당 고등학교의 1지망자가 그 학교의 모집 정원 50%를 넘지 않을 경우에는 추첨

하지 않고 해당 고등학교에 전원 배정

 ③ 단, 해당 고등학교의 모집 정원의 50%(영신여고, 수원여고, 고색고는 80%)를 

1지망자로 배정하지 못하면 2지망자로, 2지망자로도 배정하지 못하면 3지망자로, 

3지망자로도 배정하지 못하면 4지망자로, 4지망자로도 배정하지 못하면 5지망

자로 배정

 ④ 해당 고등학교의 지망자가 부족하여 모집 정원의 50%(영신여고, 수원여고, 

고색고는 80%)를 다 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역내배정(2단계)에서 그 학교의 

지망자로 추첨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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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내배정(2단계)

 □ 배정 대상 : 학군내배정(1단계)에서 고등학교를 배정 받지 못한 자

 □ 배정 고교 : 구역내배정(2단계)을 위한 지망순위를 반영하여 추첨 배정한 1개교

 ▪ 1구역 졸업예정자 : 1구역의 고등학교에 배정

 ▪ 2구역 졸업예정자 : 2구역의 고등학교에 배정

 ▪ 학군내 주소가 등재된 중졸검정고시합격자, 졸업자, 특성화중학교 출신자 : 주소가 

등재된 구역의 고등학교에 배정(학군내 졸업자는 선택에 의해 출신중학교가 소재한 

구역에 배정)

 ▪ 출신구역 조정자 : 승인된 조정구역의 고등학교에 배정

 ▪ 출신구역 변경자 : 해당자 없음

 ▪ 비평준화지역 졸업예정자 : 학생 수용 여건이 좋은 구역의 고등학교에 배정

 ▪ 학군내 주소가 등재되지 않은 중졸검정고시합격자, 졸업자, 특성화중학교 출신자 : 

비평준화지역 졸업예정자와 동일

 □ 배정 인원 : 고등학교별 구역내배정(2단계) 정원

□ 고등학교별 학생 배정 원칙

  ① 해당 고등학교의 1지망자로 그 학교의 구역내배정(2단계) 정원만큼 추첨 배정

 ② 해당 고등학교의 1지망자가 그 학교의 구역내배정(2단계) 정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추첨하지 않고 전원 배정

 ③ 단, 해당 고등학교의 구역내배정(2단계) 정원을 1지망자로 배정하지 못하면 

2지망자로, 2지망자로도 배정하지 못하면 3지망자로, 3지망자로도 배정하지 

못하면 4지망자로, 4지망자로도 배정하지 못하면 5지망자로 배정한다. 이와 

같은 방식을 끝 지망자까지 적용하되, 그 학교의 구역내배정(2단계) 정원이 

충원될 때까지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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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남 학 군

구역별 중․고등학교

1구역(수정․중원구)

구분 출신 중학교명 고등학교명

공  학

금광중, 대원중, 동광중, 

성남동중, 성남중, 성일중, 

수진중, 은행중, 위례중앙중, 

위례한빛중, 창성중, 태평중, 

하늘꿈학교

동광고, 복정고, 위례한빛고, 

풍생고, 효성고

남학교
 성남문원중, 성남서중, 영성중,

 풍생중
성남고, 성일고

여학교  상원여중, 성남여중, 숭신여중 성남여고, 숭신여고

계 20개교(공학13, 남4, 여3) 9개교(공학5, 남2, 여2)

2구역(분당구)

구분 출신 중학교명 고등학교명

공  학

구미중, 낙원중, 내정중,

늘푸른중, 도촌중, 매송중,

백현중, 보평중, 분당중, 불곡중,

삼평중, 샛별중, 서현중, 송림중,

수내중, 신백현중, 야탑중, 

양영중, 운중중, 이매중, 장안중,

정자중, 청솔중, 판교중,

하탑중, 이우중

낙생고, 늘푸른고, 돌마고,

보평고, 분당고, 분당대진고,

분당중앙고, 불곡고, 서현고,

송림고, 수내고, 야탑고,

운중고, 이매고, 태원고,

판교고, 한솔고

남학교 ․ ․

여학교 ․ 분당영덕여고

계 26개교(공학26) 18개교(공학17, 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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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구역 조정 신청

  

출신구역 1구역 2구역

대상 학교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출신구역 변경 허용

  

구분 출신 구역 변경 구역

구역명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고등학교 지망순위 작성

□ 학군내배정(1단계)을 위해 학군내에서 선택한 5개 고등학교 지망순위 작성

    ※ <외고, 국제고, 자사고 지원자 중 평준화학군 지원자> 1지망에는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기입하고, 2지망부터 5지망까지는 학군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망순위 

작성

□ 구역내배정(2단계)을 위해 해당 구역에 있는 전체 고등학교 지망순위 작성

 ▪ 1구역 졸업예정자 : 1구역의 지망순위 작성(남 7지망, 여 7지망)

 ▪ 2구역 졸업예정자 : 2구역의 지망순위 작성(남 17지망, 여 18지망)

 ▪ 학군내 주소가 등재된 중졸검정고시합격자, 졸업자, 특성화중학교 출신자 : 주소가 

등재된 구역의 지망 순위 작성(학군내 졸업자는 선택에 의해 출신중학교가 소재한 

구역의 지망순위 작성)

 ▪ 출신구역 조정자 : 해당자 없음

 ▪ 출신구역 변경자 : 해당자 없음

 ▪ 비평준화지역 졸업예정자 : 1구역, 2구역의 지망순위 각각 작성

    ※ 신현중학교 출신자는 광주오포지역 고교 설립 때까지 한시적으로 2구역의 지망

순위 작성(남 17지망, 여 18지망)

 ▪ 학군내 주소가 등재되지 않은 중졸검정고시합격자, 졸업자, 특성화중학교 출신자 : 

비평준화지역 졸업예정자와 동일

    ※ <외고, 국제고, 자사고 지원자 중 평준화학군 지원자> 1지망에는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기입하고, 2지망부터 끝지망까지는 구역내 전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망순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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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배 정

□ 배정 대상 : 체육특기자, 지체부자유자(희귀·난치질환 포함)

□ 배정 고교 : 개인의 제1지망 고등학교

□ 배정 방법 : 학군별 정원내에서 해당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

구 분 체육특기자 지체부자유자 비고

배정 인원
평준화 지역 모집 

정원의 3% 이내

선배정 신청 후

승인자 전원

(합격자에 한함)

학교별 학군내배정 

인원에 포함

쌍둥이 학생 배정

□ 배정 대상 : 일반지원자와 국가유공자 중, 출신 중학교가 동일 구역내에 있고, 

학군내지망과 구역내지망 순위를 일치하게 작성한 쌍둥이 학생으로서, 

해당 학군 고입 전형에 응시하여 합격선 안에 든 자

□ 배정 고교 : 학군내배정(1단계) 및 구역내배정(2단계)을 위한 지망 순위를 반영

하여 추첨 배정한 1개교

□ 배정 방법 

  ① 쌍둥이 중 맏이의 지망순위로 배정

  ② 학군내와 구역내 지망순위를 동일하게 작성한 남녀쌍둥이는 남녀 중 1명이 공학 

학교로 배정되었을 경우 해당 공학 학교로 배정하고, 남녀 각각 다른 공학 학교로 

배정되었을 경우 맏이의 학교로 배정하며, 순수 남녀 학교로 각각 배정된 경우는 

제외 

  ③ 지체부자유자와 1지망을 동일하게 작성한 쌍둥이 학생이 서로 다르게 배정되어 

동일교 배정을 희망할 경우 지체부자유자 학생의 학교로 배정



Ⅱ. 성남학군 학생 배정 방법

- 29 -

3연년생 학생 배정

□ 배정 대상 : 2020학년도 고입 배정을 받은 자 중에서 동일교 배정을 희망하는 

3연년생 또는 2020년 3월 3명의 형제·자매가 고등학교에 재학하게 

되는 막내 학생(4연년생일 경우는 셋째부터)

□ 배정 고교 : 바로 위 학생의 고등학교

□ 배정 방법 : 바로 위 학생이 순수 남녀 학교 또는 일반계고 외 학교에 재학하는 등의 

사유로 배정이 불가할 경우 첫째 학생의 학교에 배정

학군내배정(1단계)

□ 배정 대상 : 학군의 일반계 고등학교 신입생 전형에서 합격한 자

□ 배정 고교 : 학군내배정(1단계)을 위한 지망순위를 반영하여 추첨 배정한 1개교

□ 배정 인원 : 고등학교별 모집 정원의 50%(선배정자 포함)

□ 고등학교별 학생 배정 원칙

  ① 해당 고등학교의 1지망자로 그 학교의 모집 정원 50%를 추첨 배정

  ② 해당 고등학교의 1지망자가 그 학교의 모집 정원 50%를 넘지 않을 경우에는 

추첨하지 않고 해당 고등학교에 전원 배정

  ③ 단, 해당 고등학교의 모집 정원의 50%를 1지망자로 배정하지 못하면 2지망자로, 

2지망자로도 배정하지 못하면 3지망자로, 3지망자로도 배정하지 못하면 4지망자로, 

4지망자로도 배정하지 못하면 5지망자로 배정

  ④ 해당 고등학교의 지망자가 부족하여 모집 정원의 50%를 다 배정하지 못한 경우

에는 구역내배정(2단계)에서 그 학교의 지망자로 추첨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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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내배정(2단계)

 □ 배정 대상 : 학군내배정(1단계)에서 고등학교를 배정 받지 못한 자

 □ 배정 고교 : 구역내배정(2단계)을 위한 지망순위를 반영하여 추첨 배정한 1개교

 ▪ 1구역 졸업예정자 : 1구역의 고등학교에 배정

 ▪ 2구역 졸업예정자 : 2구역의 고등학교에 배정

 ▪ 학군내 주소가 등재된 중졸검정고시합격자, 졸업자, 특성화중학교 출신자 : 주소가 

등재된 구역의 고등학교에 배정(학군내 졸업자는 선택에 의해 출신중학교가 소재한 

구역에 배정)

 ▪ 출신구역 조정자 : 해당자 없음

 ▪ 출신구역 변경자 : 해당자 없음

 ▪ 비평준화지역 졸업예정자 : 학생 수용 여건이 좋은 구역의 고등학교에 배정

    ※ 신현중학교 출신자는 광주오포지역 고교 설립 때까지 한시적으로 2구역의 고등

학교에 배정

 ▪ 학군내 주소가 등재되지 않은 중졸검정고시합격자, 졸업자, 특성화중학교 출신자 : 

비평준화지역 졸업예정자와 동일

  □ 배정 인원 : 고등학교별 구역내배정(2단계) 정원

 □ 고등학교별 학생 배정 원칙

  ① 해당 고등학교의 1지망자로 그 학교의 구역내배정(2단계) 정원만큼 추첨 배정

 ② 해당 고등학교의 1지망자가 그 학교의 구역내배정(2단계) 정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추첨하지 않고 전원 배정

 ③ 단, 해당 고등학교의 구역내배정(2단계) 정원을 1지망자로 배정하지 못하면 2지망자로, 

2지망자로도 배정하지 못하면 3지망자로, 3지망자로도 배정하지 못하면 4지망자로, 

4지망자로도 배정하지 못하면 5지망자로 배정한다. 이와 같은 방식을 끝 지망자까지 

적용하되, 그 학교의 구역내배정(2단계) 정원이 충원될 때까지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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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권 학군

구역별 중․고등학교

1구역(안양시)

구분 출신 중학교명 고등학교명

공  학

관양중, 귀인중, 근명중, 박달중,

범계중, 부림중, 부안중, 비산중,

성문중, 신기중, 신성중, 신안중, 

안양부흥중, 안양서중, 안양중,

연현중, 인덕원중, 임곡중,

평촌중, 호계중, 호성중

관양고, 동안고, 백영고,

부흥고, 성문고, 안양고,

인덕원고, 충훈고, 평촌고 

남학교 대안중 신성고, 양명고

여학교 대안여중, 안양여중 안양여고, 양명여고

계 24개교(공학21, 남1, 여2) 13개교(공학9, 남2, 여2)

2구역(과천시)

구분 출신 중학교명 고등학교명

공  학 과천문원중, 과천중 과천고, 과천중앙고

여학교 ․ 과천여고

계 2개교(공학2) 3개교(공학2, 여1)

3구역(군포시)

구분 출신 중학교명 고등학교명

공  학

곡란중, 군포중, 궁내중, 금정중,

당동중, 당정중, 도장중, 부곡중앙중, 

산본중, 수리중, 용호중, 흥진중 

군포고, 군포중앙고, 산본고,

수리고, 용호고, 흥진고

계 12개교(공학12) 6개교(공학6)

4구역(의왕시)

구분 출신 중학교명 고등학교명

공  학
갈뫼중, 고천중, 덕장중, 모락중,

백운중, 의왕부곡중, 의왕중

모락고, 백운고, 우성고, 

의왕고

계 7개교(공학7) 4개교(공학4)

 ※ 자율형공립고(군포중앙고, 의왕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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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구역 조정 신청

  

출신구역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대상 학교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출신구역 변경 허용

역

  

구분 출신 구역 변경 구역 허용 대상

구역명
1구역(안양시)

2구역(과천시)

4구역(의왕시) 희망자
3구역(군포시) 4구역(의왕시)

고등학교 지망순위 작성

 □ 학군내배정(1단계)을 위해 학군내에서 선택한 5개 고등학교의 지망순위 작성

    ※ <외고, 국제고, 자사고 지원자 중 평준화학군 지원자> 1지망에는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기입하고, 2지망부터 5지망까지는 학군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망순위 

작성

 □ 구역내배정(2단계)을 위해 해당 구역에 있는 전체 고등학교의 지망순위 작성

 ▪ 1구역 졸업예정자 : 1구역의 지망순위 작성(남 11지망, 여 11지망)

 ▪ 2구역 졸업예정자 : 2구역의 지망순위 작성(남  2지망, 여  3지망)

 ▪ 3구역 졸업예정자 : 3구역의 지망순위 작성(남  6지망, 여  6지망)

 ▪ 4구역 졸업예정자 : 4구역의 지망순위 작성(남  4지망, 여  4지망)

 ▪ 학군내 주소가 등재된 중졸검정고시합격자, 졸업자, 특성화중학교 출신자 : 주소가 

등재된 구역의 지망순위 작성(학군내 졸업자는 선택에 의해 출신중학교가 소재한 

구역의 지망순위 작성)

 ▪ 출신구역 조정자 : 해당자 없음

 ▪ 출신구역 변경자 : 출신구역(1구역 또는 3구역)과 수용구역(2구역 또는 4구역)의 

지망순위 각각 작성

 ▪ 비평준화지역 졸업예정자 : 안양권학군에 설정된 4개 구역의 지망순위 각각 작성

 ▪ 학군내 주소가 등재되지 않은 중졸검정고시합격자, 졸업자, 특성화중학교 출신자 : 

비평준화지역 졸업예정자와 동일

    ※ <외고, 국제고, 자사고 지원자 중 평준화학군 지원자> 1지망에는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기입하고, 2지망부터 끝지망까지는 구역내 전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망순위 작성



Ⅱ. 안양권학군 학생 배정 방법

- 33 -

선 배 정

□ 배정 대상 : 체육특기자, 지체부자유자(희귀·난치질환 포함)

□ 배정 고교 : 개인의 제1지망 고등학교

□ 배정 방법 : 학군별 정원내에서 해당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

구 분 체육특기자 지체부자유자 비고

배정 인원
평준화 지역 모집 

정원의 3% 이내

선배정 신청 후

승인자 전원

(합격자에 한함)

학교별 학군내배정 

인원에 포함

쌍둥이 학생 배정

□ 배정 대상 : 일반지원자와 국가유공자 중, 출신 중학교가 동일 구역내에 있고, 

학군내지망과 구역내지망 순위를 일치하게 작성한 쌍둥이 학생으로서, 

해당 학군 고입 전형에 응시하여 합격선 안에 든 자

□ 배정 고교 : 학군내배정(1단계) 및 구역내배정(2단계)을 위한 지망 순위를 반영하여 

추첨 배정한 1개교

□ 배정 방법 

  ① 쌍둥이 중 맏이의 지망순위로 배정

  ② 학군내와 구역내 지망순위를 동일하게 작성한 남녀쌍둥이는 남녀 중 1명이 공학 

학교로 배정되었을 경우 해당 공학 학교로 배정하고, 남녀 각각 다른 공학 학교로 

배정되었을 경우 맏이의 학교로 배정하며, 순수 남녀 학교로 각각 배정된 경우는 

제외 

  ③ 지체부자유자와 1지망을 동일하게 작성한 쌍둥이 학생이 서로 다르게 배정되어 

동일교 배정을 희망할 경우 지체부자유자 학생의 학교로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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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년생 학생 배정

□ 배정 대상 : 2020학년도 고입 배정을 받은 자 중에서 동일교 배정을 희망하는 

3연년생 또는 2020년 3월 3명의 형제·자매가 고등학교에 재학하게 

되는 막내 학생(4연년생일 경우는 셋째부터)

□ 배정 고교 : 바로 위 학생의 고등학교

□ 배정 방법 : 바로 위 학생이 순수 남녀 학교 또는 일반계고 외 학교에 재학하는 등의 

사유로 배정이 불가할 경우 첫째 학생의 학교에 배정

학군내배정(1단계)

□ 배정 대상 : 학군의 일반계 고등학교 신입생 전형에서 합격한 자

□ 배정 고교 : 학군내배정(1단계)을 위한 지망순위를 반영하여 추첨 배정한 1개교

□ 배정 인원 : 고등학교별 모집 정원의 40%(선배정자 포함)

□ 고등학교별 학생 배정 원칙

  ① 해당 고등학교의 1지망자로 그 학교의 모집 정원의 40%를 추첨 배정

  ② 해당 고등학교의 1지망자가 그 학교의 모집 정원의 40%를 넘지 않을 경우에는 

추첨하지 않고 해당 고등학교에 전원 배정

 ③ 단, 해당 고등학교의 모집 정원의 40%를 1지망자로 배정하지 못하면 2지망자로, 

2지망자로도 배정하지 못하면 3지망자로, 3지망자로도 배정하지 못하면 4지망자로, 

4지망자로도 배정하지 못하면 5지망자로 배정

 ④ 해당 고등학교의 지망자가 부족하여 모집 정원의 40%를 다 배정하지 못한 경우

에는 구역내배정(2단계)에서 그 학교의 지망자로 추첨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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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내배정(2단계)

  □ 배정 대상 : 학군내배정(1단계)에서 고등학교를 배정 받지 못한 자

 □ 배정 고교 : 구역내배정(2단계)을 위한 지망순위를 반영하여 추첨 배정한 1개교

 ▪ 1구역 졸업예정자 : 1구역의 고등학교에 배정

 ▪ 2구역 졸업예정자 : 2구역의 고등학교에 배정

 ▪ 3구역 졸업예정자 : 3구역의 고등학교에 배정

 ▪ 4구역 졸업예정자 : 4구역의 고등학교에 배정

 ▪ 학군내 주소가 등재된 중졸검정고시합격자, 졸업자, 특성화중학교 출신자 : 주소가 

등재된 구역의 고등학교에 배정(학군내 졸업자는 선택에 의해 출신중학교가 소재한 

구역에 배정)

 ▪ 출신구역 조정자 : 해당자 없음

 ▪ 출신구역 변경자 : 변경된 수용구역의 고등학교에 배정(단, 수용여건에  따라 출신

구역에 배정될 수도 있음)

 ▪ 비평준화지역 졸업예정자 : 학생 수용 여건이 좋은 구역의 고등학교에 배정

 ▪ 학군내 주소가 등재되지 않은 중졸검정고시합격자, 졸업자, 특성화중학교 출신자 : 

비평준화지역 졸업예정자와 동일

 □ 배정 인원 : 고등학교별 구역내배정(2단계) 정원

 □ 고등학교별 학생 배정 원칙

  ① 해당 고등학교의 1지망자로 그 학교의 구역내배정(2단계) 정원만큼 추첨 배정

 ② 해당 고등학교의 1지망자가 그 학교의 구역내배정(2단계) 정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추첨하지 않고 해당 고등학교에 전원 배정

 ③ 단, 해당 고등학교의 구역내배정(2단계) 정원을 1지망자로 배정하지 못하면 

2지망자로, 2지망자로도 배정하지 못하면 3지망자로, 3지망자로도 배정하지 못하면 

4지망자로, 4지망자로도 배정하지 못하면 5지망자로 배정한다. 이와 같은 방식을 

끝 지망자까지 적용하되, 그 학교의 구역내배정(2단계) 정원이 충원될 때까지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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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천 학 군

학군내 중․고등학교

부천 학군

구분 출신 중학교명 고등학교명

공  학

계남중, 까치울중, 내동중, 덕산중,

도당중, 부명중, 부인중, 부일중, 

부천남중, 부천부곡중, 부천부흥중, 

부천여월중, 부천일신중, 부천중, 

상도중, 상동중, 상일중, 석천중, 

성곡중, 성주중, 소사중, 수주중, 

심원중, 옥길중, 역곡중, 원미중, 

중원중, 중흥중

계남고, 덕산고, 도당고,

범박고, 부명고, 부천북고,

상동고, 상원고, 상일고,

소사고, 송내고, 수주고,

시온고, 심원고, 역곡고,

원미고, 원종고, 정명고,

중원고, 중흥고

남학교 부천동중 부천고

여학교 부천동여중, 부천여중, 소명여중 부천여고, 소명여고

계 32개교(공학28, 남1, 여3) 23개교(공학20, 남1, 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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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지망순위 작성

 □ 학군내배정(1단계)을 위해 학군에 있는 전체 고등학교의 지망순위 작성

 ▪ 해당 학군 졸업예정자 : 남자 21지망, 여자 22지망

 ▪ 비평준화지역 출신자, 중졸검정고시합격자, 졸업자, 특성화중학교 출신자 : 해당 

학군 졸업예정자와 동일

    ※ <외고, 국제고, 자사고 지원자 중 평준화학군 지원자> 1지망에는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기입하고, 2지망부터 끝지망까지는 학군내 전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망순위 작성

선 배 정

 □ 배정 대상 : 체육특기자, 지체부자유자(희귀·난치질환 포함)

 □ 배정 고교 : 개인의 제1지망 고등학교

 □ 배정 방법 : 학군별 정원내에서 해당 학교에 지정 배정

 

구분 체육특기자 지체부자유자 비고

배정 인원
평준화 지역 모집

정원의 3% 이내

선배정 신청 후

승인자 전원

(합격자에 한함)

학교별 학군내배정 

인원에 포함

쌍둥이 학생 배정

□ 배정 대상 : 일반지원자와 국가유공자 중, 출신 중학교가 동일 학군내에 있고, 

학군내 지망순위를 일치하게 작성한 쌍둥이 학생으로서, 해당 학군 

고입 전형에 응시하여 합격선 안에 든 자

□ 배정 고교 : 학군내배정(1단계)을 위한 지망 순위를 반영하여 추첨 배정한 1개교

□ 배정 방법 

  ① 쌍둥이 중 맏이의 지망순위로 배정

  ② 학군내 지망순위를 동일하게 작성한 남녀쌍둥이는 남녀 중 1명이 공학 학교로 

배정되었을 경우 해당 공학 학교로 배정하고, 남녀 각각 다른 공학 학교로 배정

되었을 경우 맏이의 학교로 배정하며, 순수 남녀 학교로 각각 배정된 경우는 제외 

  ③ 지체부자유자와 1지망을 동일하게 작성한 쌍둥이 학생이 서로 다르게 배정되어 

동일교 배정을 희망할 경우 지체부자유자 학생의 학교로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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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년생 학생 배정

□ 배정 대상 : 2020학년도 고입 배정을 받은 자 중에서 동일교 배정을 희망하는 

3연년생 또는 2020년 3월 3명의 형제·자매가 고등학교에 재학하게 

되는 막내 학생(4연년생일 경우는 셋째부터)

□ 배정 고교 : 바로 위 학생의 고등학교

□ 배정 방법 : 바로 위 학생이 순수 남녀 학교 또는 일반계고 외 학교에 재학하는 등의 

사유로 배정이 불가할 경우 첫째 학생의 학교에 배정

학군내배정(1단계)

 □ 배정 대상 : 학군의 일반계 고등학교 신입생 전형에서 합격한 자

 □ 배정 고교 : 학군내배정(1단계)을 위한 지망순위를 반영하여 추첨 배정한 1개교

 □ 배정 인원 : 고등학교별 모집 정원의 100%(선배정자 포함)

 □ 고등학교별 학생 배정 원칙

  ① 해당 고등학교의 1지망자로 그 학교의 모집 정원의 100%를 추첨 배정

  ② 해당 고등학교의 1지망자가 그 학교의 모집 정원의 100%보다 적을 경우에는 

추첨하지 않고 해당 고등학교에 전원 배정

 ③ 단, 해당 고등학교의 모집 정원 100%를 1지망자로 배정하지 못하면 2지망자로, 

2지망자로도 배정하지 못하면 3지망자로, 3지망자로도 배정하지 못하면 4지망자로, 

4지망자로도 배정하지 못하면 5지망자로 배정한다. 이와 같은 방식을 끝 지망자

까지 적용하되, 그 학교의 모집 정원이 충원될 때까지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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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양 학 군

구역별 중․고등학교

1구역(덕양구)

구분 출신 중학교명 고등학교명

공  학

가람중, 고양중, 고양제일중,

능곡중, 덕양중, 도래울중,

목암중, 무원중, 백양중, 서정중,

성사중, 신능중, 신원중, 원당중,

지도중, 행신중, 화수중, 화정중,

티엘비유글로벌학교

고양동산고, 고양일고,

능곡고, 도래울고, 무원고,

백양고, 서정고, 성사고, 

행신고, 화수고, 화정고

남학교 ․ ․

여학교 ․ ․

계 19개교(공학19) 11개교(공학11)

2구역(일산동․서구)

구분 출신 중학교명 고등학교명

공  학

고양송산중, 대송중, 대화중,

덕이중, 발산중, 백마중, 백석중,

백신중, 신일중, 안곡중, 오마중,

일산동중, 일산양일중, 일산중, 

장성중, 저동중, 정발중, 중산중,

풍동중, 풍산중, 한수중, 현산중,

호곡중, 광성드림학교

가좌고, 대화고, 덕이고,

백마고, 백석고, 백신고,

세원고, 안곡고, 일산대진고,

일산동고, 저동고, 저현고,

정발고, 주엽고, 중산고,

풍동고

남학교 ․ ․

여학교 ․ ․

계 24개교(공학24) 16개교(공학16)

 ※ 자율형공립고(저현고) 포함, 백송고는 특수지로 평준화 비적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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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구역 조정 신청

  

출신구역 1구역 2구역

대상 학교 고양제일중  해당 없음

조정 구역 2구역 ․

출신구역 변경 허용    

  

구분 출신 구역 변경 구역

구역명 2구역 1구역

고등학교 지망순위 작성

□ 학군내배정(1단계)을 위해 학군내에서 선택한 5개 고등학교 지망순위 작성

    ※ <외고, 국제고, 자사고 지원자 중 평준화학군 지원자> 1지망에는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기입하고, 2지망부터 5지망까지는 학군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망순위 

작성

□ 구역내배정(2단계)을 위해 해당 구역에 있는 전체 고등학교 지망순위 작성

 ▪ 1구역 졸업예정자 : 1구역의 지망순위 작성(남 11지망, 여 11지망)

 ▪ 2구역 졸업예정자 : 2구역의 지망순위 작성(남 16지망, 여 16지망)

 ▪ 학군내 주소가 등재된 중졸검정고시합격자, 졸업자, 특성화중학교 출신자 : 주소가 

등재된 구역의 지망 순위 작성(학군내 졸업자는 선택에 의해 출신중학교가 소재한 

구역의 지망순위 작성)

 ▪ 출신구역 조정자 : 승인된 조정구역의 지망순위 작성

 ▪ 출신구역 변경자 : 2구역, 1구역(수용구역)의 지망순위 각각 작성

 ▪ 비평준화지역 졸업예정자 : 1구역, 2구역의 지망순위 각각 작성

 ▪ 학군내 주소가 등재되지 않은 중졸검정고시합격자, 졸업자, 특성화중학교 출신자 : 

비평준화지역 졸업예정자와 동일

    ※ <외고, 국제고, 자사고 지원자 중 평준화학군 지원자> 1지망에는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기입하고, 2지망부터 끝지망까지는 구역내 전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망순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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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배 정

 □ 배정 대상 : 체육특기자, 지체부자유자(희귀·난치질환 포함)

□ 배정 고교 : 개인의 제1지망 고등학교

□ 배정 방법 : 학군별 정원내에서 해당 학교에 지정 배정

구분 체육특기자 지체부자유자 비고

배정 인원
평준화지역 모집 

정원의 3% 이내

선배정 신청 후

승인자 전원

(합격자에 한함)

학교별 학군내배정 

인원에 포함

쌍둥이 학생 배정

□ 배정 대상 : 일반지원자와 국가유공자 중, 출신 중학교가 동일 구역내에 있고, 

학군내지망과 구역내지망 순위를 일치하게 작성한 쌍둥이 학생으로서, 

해당 학군 고입 전형에 응시하여 합격선 안에 든 자

□ 배정 고교 : 학군내배정(1단계) 및 구역내배정(2단계)을 위한 지망 순위를 반영하여 

추첨 배정한 1개교

□ 배정 방법 

  ① 쌍둥이 중 맏이의 지망순위로 배정

  ② 지체부자유자와 1지망을 동일하게 작성한 쌍둥이 학생이 서로 다르게 배정되어 

동일교 배정을 희망할 경우 지체부자유자 학생의 학교로 배정  

3연년생 학생 배정

□ 배정 대상 : 2020학년도 고입 배정을 받은 자 중에서 동일교 배정을 희망하는 

3연년생 또는 2020년 3월 3명의 형제·자매가 고등학교에 재학하게 

되는 막내 학생(4연년생일 경우는 셋째부터)

□ 배정 고교 : 바로 위 학생의 고등학교

□ 배정 방법 : 바로 위 학생이 순수 남녀 학교 또는 일반계고 외 학교에 재학하는 등의 

사유로 배정이 불가할 경우 첫째 학생의 학교에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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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군내배정(1단계)

□ 배정 대상 : 학군의 일반계 고등학교 신입생 전형에서 합격한 자

□ 배정 고교 : 학군내배정(1단계)을 위한 지망순위를 반영하여 추첨 배정한 1개교

□ 배정 인원 : 고등학교별 모집 정원의 50%(선배정자 포함)

□ 고등학교별 학생 배정 원칙

  ① 해당 고등학교의 1지망자로 그 학교의 모집 정원의 50%를 추첨 배정

 ② 해당 고등학교의 1지망자가 그 학교의 모집 정원의 50%를 넘지 않을 경우에는 

추첨하지 않고 해당 고등학교에 전원 배정

 ③ 단, 해당 고등학교의 1지망자로 모집 정원 50%를 배정하지 못하면 2지망자로, 

2지망자로도 배정하지 못하면 3지망자로, 3지망자로도 배정하지 못하면 4지망자로, 

4지망자로도 배정하지 못하면 5지망자로 배정

 ④ 해당 고등학교의 지망자가 부족하여 모집 정원의 50%를 다 배정하지 못한 경우

에는 구역내배정(2단계)에서 그 학교의 지망자로 추첨 배정

구역내배정(2단계)

□ 배정 대상 : 학군내배정(1단계)에서 고등학교를 배정 받지 못한 자

□ 배정 고교 : 구역내배정(2단계)을 위한 지망순위를 반영하여 추첨 배정한 1개교

 ▪ 1구역 졸업예정자 : 1구역의 고등학교에 배정

 ▪ 2구역 졸업예정자 : 2구역의 고등학교에 배정

 ▪ 학군내 주소가 등재된 중졸검정고시합격자, 졸업자, 특성화중학교 출신자 : 주소가 

등재된 구역의 고등학교에 배정(학군내 졸업자는 선택에 의해 출신중학교가 소재한 

구역에 배정)

 ▪ 출신구역 조정자 : 승인된 조정구역의 고등학교에 배정

 ▪ 출신구역 변경자 : 변경된 수용구역의 고등학교에 배정(단, 수용 여건에 따라 

출신구역에 배정될 수도 있음)

 ▪ 비평준화지역 졸업예정자 : 학생 수용 여건이 좋은 구역의 고등학교에 배정

 ▪ 학군내 주소가 등재되지 않은 중졸검정고시합격자, 졸업자, 특성화중학교 출신자 : 

비평준화지역 졸업예정자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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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정 인원 : 고등학교별 구역내배정(2단계) 정원

□ 고등학교별 학생 배정 원칙

  ① 해당 고등학교의 1지망자로 그 학교의 구역내배정(2단계) 정원만큼 추첨 배정

 ② 해당 고등학교의 1지망자가 그 학교의 구역내배정(2단계) 정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추첨하지 않고 해당 고등학교에 전원 배정

 ③ 단, 해당 고등학교의 1지망자로 구역내배정(2단계) 정원을 배정하지 못하면 

2지망자로, 2지망자로도 배정하지 못하면 3지망자로, 3지망자로도 배정하지 못하면 

4지망자로, 4지망자로도 배정하지 못하면 5지망자로 배정한다. 이와 같은 방식을 

끝 지망자까지 적용하되, 그 학교의 구역내배정(2단계) 정원이 충원될 때까지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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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명 학 군

학군내 중․고등학교

  

광명 학군

구분 출신 중학교명 고등학교명

공  학

가림중, 광남중, 광명북중,

광명중, 광문중, 소하중, 안서중,

철산중, 충현중, 하안북중, 하안중

광명고, 광명북고, 광문고,

광휘고, 명문고, 소하고,

운산고, 진성고, 충현고

남학교 ㆍ ㆍ

여학교 ㆍ ㆍ

계 11개교(공학11) 9개교(공학9)

  ※ 자율형공립고(충현고) 포함

고등학교 지망순위 작성

 □ 학군내배정(1단계)을 위해 학군에 있는 전체 고등학교의 지망순위 작성

 ▪ 해당 학군 졸업예정자 : 남자 9지망, 여자 9지망

 ▪ 비평준화지역 출신자, 중졸검정고시합격자, 졸업자, 특성화중학교 출신자 : 해당 

학군 졸업예정자와 동일

    ※ <외고, 국제고, 자사고 지원자 중 평준화학군 지원자> 1지망에는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기입하고, 2지망부터 끝지망까지는 학군내 전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망순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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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배 정

 □ 배정 대상 : 체육특기자, 지체부자유자(희귀·난치질환 포함)

 □ 배정 고교 : 개인의 제1지망 고등학교

 □ 배정 방법 : 학군별 정원내에서 해당 학교에 지정 배정

구 분 체육특기자 지체부자유자 비고

배정 인원
평준화 지역 모집

정원의 3% 이내

선배정 신청 후
승인자 전원

(합격자에 한함)

학교별 학군내배정 

인원에 포함

쌍둥이 학생 배정

□ 배정 대상 : 일반지원자와 국가유공자 중, 출신 중학교가 동일 학군내에 있고, 

학군내 지망순위를 일치하게 작성한 쌍둥이 학생으로서, 해당 학군 

고입 전형에 응시하여 합격선 안에 든 자

□ 배정 고교 : 학군내배정(1단계)을 위한 지망 순위를 반영하여 추첨 배정한 1개교

□ 배정 방법 

  ① 쌍둥이 중 맏이의 지망순위로 배정

  ② 지체부자유자와 1지망을 동일하게 작성한 쌍둥이 학생이 서로 다르게 배정되어 

동일교 배정을 희망할 경우 지체부자유자 학생의 학교로 배정  

  

3연년생 학생 배정

□ 배정 대상 : 2020학년도 고입 배정을 받은 자 중에서 동일교 배정을 희망하는 

3연년생 또는 2020년 3월 3명의 형제·자매가 고등학교에 재학하게 

되는 막내 학생(4연년생일 경우는 셋째부터)

□ 배정 고교 : 바로 위 학생의 고등학교

□ 배정 방법 : 바로 위 학생이 순수 남녀 학교 또는 일반계고 외 학교에 재학하는 등의 

사유로 배정이 불가할 경우 첫째 학생의 학교에 배정



- 46 -

학군내배정(1단계)

 □ 배정 대상 : 학군의 일반계 고등학교 신입생 전형에서 합격한 자

 □ 배정 고교 : 학군내배정(1단계)을 위한 지망순위를 반영하여 추첨 배정한 1개교

 □ 배정 인원 : 고등학교별 모집 정원의 100%(선배정자 포함)

 □ 고등학교별 학생 배정 원칙

  ① 해당 고등학교의 1지망자로 그 학교의 모집 정원의 100%를 추첨 배정

  ② 해당 고등학교의 1지망자가 그 학교의 모집 정원의 100%보다 적을 경우에는 

추첨하지 않고 해당 고등학교에 전원 배정

 ③ 단, 해당 고등학교의 모집 정원 100%를 1지망자로 배정하지 못하면 2지망자로, 

2지망자로도 배정하지 못하면 3지망자로, 3지망자로도 배정하지 못하면 4지망자로, 

4지망자로도 배정하지 못하면 5지망자로 배정한다. 이와 같은 방식을 끝 지망자

까지 적용하되, 그 학교의 모집 정원이 충원될 때까지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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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산 학 군

구역별 중․고등학교

1구역(안산 서부)

구분 출신 중학교명 고등학교명

공  학

관산중, 단원중, 대부중, 별망중,

석수중, 선부중, 선일중, 신길중,

안산해양중, 와동중, 원곡중, 

원일중, 초지중

단원고, 선부고, 신길고,

안산강서고, 양지고,

원곡고, 초지고

남학교 ․ ․
여학교 ․ ․
계 13개교(공학13) 7개교(공학7)

2구역(안산 동부)

구분 출신 중학교명 고등학교명

공  학

경수중, 광덕중, 반월중, 본오중,

상록중, 석호중, 성안중, 성포중,

송호중, 시곡중, 안산부곡중,

안산성호중, 안산중, 양지중, 

이호중, 중앙중

경안고, 고잔고, 광덕고,

부곡고, 상록고, 성안고,

성포고, 송호고, 안산고

남학교 ․ ․

여학교 ․ ․
계 16개교(공학16) 9개교(공학9)

 ※ 안산동산고는 자율형사립고

 ※ 대부고는 특수지로서 평준화 비적용 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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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구역 조정 신청

출신구역 1구역(서부) 2구역(동부) 비고

대상 학교

 단원중, 별망중, 

 안산해양중, 와동중

 초지중

 경수중, 광덕중, 성포중

 송호중, 안산부곡중

 양지중, 중앙중

희망자

조정 구역 2구역 1구역

출신구역 변경 허용

구분 출신 구역 변경 구역

구역명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고등학교지망순위작성

□ 학군내배정(1단계)을 위해 학군내에서 선택한 5개 고등학교 지망순위 작성

    ※ <외고, 국제고, 자사고 지원자 중 평준화학군 지원자> 1지망에는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기입하고, 2지망부터 5지망까지는 학군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망순위 

작성

□ 구역내배정(2단계)을 위해 해당 구역에 있는 전체 고등학교 지망순위 작성

 ▪ 1구역 졸업예정자 : 1구역의 지망순위 작성(남 7지망, 여 7지망)

 ▪ 2구역 졸업예정자 : 2구역의 지망순위 작성(남 9지망, 여 9지망)

 ▪ 학군내 주소가 등재된 중졸검정고시합격자, 졸업자, 특성화중학교 출신자 : 주소가 

등재된 구역의 지망 순위 작성(학군내 중학교 졸업자는 선택에 의해 출신중학교가 

소재한 구역의 지망순위 작성)

 ▪ 출신구역 조정자 : 승인된 조정구역의 지망순위 작성

 ▪ 출신구역 변경자 : 해당자 없음

 ▪ 비평준화지역 졸업예정자 : 1구역, 2구역의 지망순위 각각 작성

 ▪ 학군내 주소가 등재되지 않은 중졸검정고시합격자, 졸업자, 특성화중학교 출신자 : 

비평준화지역 졸업예정자와 동일

    ※ <외고, 국제고, 자사고 지원자 중 평준화학군 지원자> 1지망에는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기입하고, 2지망부터 끝지망까지는 구역내 전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망순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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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배 정

□ 배정 대상 : 체육특기자, 지체부자유자(희귀·난치질환 포함)

□ 배정 고교 : 개인의 제1지망 고등학교

□ 배정 방법 : 학군별 정원내에서 해당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

구 분 체육특기자 지체부자유자 비고

배정 인원
평준화지역 모집 

정원의 3% 이내

선배정 신청 후
승인자 전원

(합격자에 한함)

학교별 학군내배정 

인원에 포함

쌍둥이 학생 배정

□ 배정 대상 : 일반지원자와 국가유공자 중, 출신 중학교가 동일 구역내에 있고, 

학군내지망과 구역내지망 순위를 일치하게 작성한 쌍둥이 학생으로서, 

해당 학군 고입 전형에 응시하여 합격선 안에 든 자

□ 배정 고교 : 학군내배정(1단계) 및 구역내배정(2단계)을 위한 지망 순위를 반영하여 

추첨 배정한 1개교

□ 배정 방법 

  ① 쌍둥이 중 맏이의 지망순위로 배정

  ② 지체부자유자와 1지망을 동일하게 작성한 쌍둥이 학생이 서로 다르게 배정되어 

동일교 배정을 희망할 경우 지체부자유자 학생의 학교로 배정

 

3연년생 학생 배정

□ 배정 대상 : 2020학년도 고입 배정을 받은 자 중에서 동일교 배정을 희망하는 

3연년생 또는 2020년 3월 3명의 형제·자매가 고등학교에 재학하게 

되는 막내 학생(4연년생일 경우는 셋째부터)

□ 배정 고교 : 바로 위 학생의 고등학교

□ 배정 방법 : 바로 위 학생이 순수 남녀 학교 또는 일반계고 외 학교에 재학하는 등의 

사유로 배정이 불가할 경우 첫째 학생의 학교에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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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군내배정(1단계)

□ 배정 대상 : 학군의 일반계 고등학교 신입생 전형에서 합격한 자

□ 배정 고교 : 학군내배정(1단계)을 위한 지망순위를 반영하여 추첨 배정한 1개교

□ 배정 인원 : 고등학교별 모집 정원의 50%(선배정자 포함)

□ 고등학교별 학생 배정 원칙

  ① 해당 고등학교의 1지망자로 그 학교의 모집 정원의 50%를 추첨 배정

  ② 해당 고등학교의 1지망자가 그 학교의 모집 정원의 50%를 넘지 않을 경우에는 

추첨하지 않고 해당 고등학교에 전원 배정

 ③ 단, 해당 고등학교의 모집 정원 50%를 1지망자로 배정하지 못하면 2지망자로, 

2지망자로도 배정하지 못하면 3지망자로, 3지망자로도 배정하지 못하면 4지망자로, 

4지망자로도 배정하지 못하면 5지망자로 배정

 ④ 해당 고등학교의 지망자가 부족하여 모집 정원의 50%를 다 배정하지 못한 경우

에는 구역내배정(2단계)에서 그 학교의 지망자로 추첨 배정

구역내배정(2단계)

 □ 배정 대상 : 학군내배정(1단계)에서 고등학교를 배정 받지 못한 자

 □ 배정 고교 : 구역내배정(2단계)을 위한 지망순위를 반영하여 추첨 배정한 1개교

 ▪ 1구역 졸업예정자 : 1구역의 고등학교에 배정

 ▪ 2구역 졸업예정자 : 2구역의 고등학교에 배정

 ▪ 학군내 주소가 등재된 중졸검정고시합격자, 졸업자, 특성화중학교 출신자 : 주소가 

등재된 구역의 고등학교에 배정(학군내 졸업자는 선택에 의해 출신중학교가 소재한 

구역에 배정)

 ▪ 출신구역 조정자 : 승인된 조정구역의 고등학교에 배정

 ▪ 출신구역 변경자 : 해당자 없음

 ▪ 비평준화지역 졸업예정자 : 학생 수용 여건이 좋은 구역의 고등학교에 배정

 ▪ 학군내 주소가 등재되지 않은 중졸검정고시합격자, 졸업자, 특성화중학교 출신자 : 

비평준화지역 졸업예정자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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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정 인원 : 고등학교별 구역내배정(2단계) 정원

□ 고등학교별 학생 배정 원칙

  ① 해당 고등학교의 1지망자로 그 학교의 구역내배정(2단계) 정원만큼 추첨 배정

 ② 해당 고등학교의 1지망자가 그 학교의 구역내배정(2단계) 정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추첨하지 않고 전원 배정

 ③ 단, 해당 고등학교의 구역내배정(2단계) 정원을 1지망자로 배정하지 못하면 

2지망자로, 2지망자로도 배정하지 못하면 3지망자로, 3지망자로도 배정하지 

못하면 4지망자로, 4지망자로도 배정하지 못하면 5지망자로 배정한다. 이와 같은 

방식을 끝 지망자까지 적용하되, 그 학교의 구역내배정(2단계) 정원이 충원될 

때까지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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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학군

헉군내 중․고등학교

 

의정부 학군

구분 출신 중학교명 고등학교명

공  학

금오중, 녹양중, 다온중, 동암중,

민락중, 발곡중, 부용중, 솔뫼중,

송양중, 신곡중, 천보중, 충의중,

호원중, 회룡중, 효자중 

경민고, 발곡고, 부용고,

상우고, 송양고, 송현고,

의정부광동고, 호원고,

효자고

남학교 경민중, 의정부중 동국대부속영석고, 의정부고

여학교 경민여중, 의정부여중 의정부여고

계 19개교(공학15, 남2, 여2) 12개교(공학9, 남2, 여1)

고등학교 지망순위 작성

□ 학군내배정(1단계)을 위해 학군에 있는 전체 고등학교의 지망순위 작성

 ▪ 해당 학군 졸업예정자 : 남자 11지망, 여자 10지망

 ▪ 비평준화지역 출신자, 중졸검정고시합격자, 졸업자, 특성화중학교 출신자 : 해당 

학군 졸업예정자와 동일

    ※ <외고, 국제고, 자사고 지원자 중 평준화학군 지원자> 1지망에는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기입하고, 2지망부터 끝지망까지는 학군내 전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망순위 작성



Ⅱ. 의정부학군 학생 배정 방법

- 53 -

선 배 정

 □ 배정 대상 : 체육특기자, 지체부자유자(희귀·난치질환 포함)

 □ 배정 고교 : 개인의 제1지망 고등학교

 □ 배정 방법 : 학군별 정원내에서 해당 학교에 지정 배정

 

구 분 체육특기자 지체부자유자 비고

배정 인원
평준화 지역 모집

정원의 3% 이내

선배정 신청 후

승인자 전원

(합격자에 한함)

학교별 학군내배정 

인원에 포함

쌍둥이 학생 배정

 □ 배정 대상 : 일반지원자와 국가유공자 중, 출신 중학교가 동일 학군 내에 있고, 

학군내 지망 순위를 일치하게 작성한 쌍둥이 학생으로서, 해당 학군 

고입 전형에 응시하여 합격선 안에 든 자

 □ 배정 고교 : 학군내배정(1단계)을 위한 지망 순위를 반영하여 추첨 배정한 1개교

 □ 배정 방법 

  ① 쌍둥이 중 맏이의 지망순위로 배정

  ② 학군내 지망 순위를 동일하게 작성한 남녀쌍둥이는 남녀 중 1명이 공학 학교로 

배정되었을 경우 해당 공학 학교로 배정하고, 남녀 각각 다른 공학 학교로 배정

되었을 경우 맏이의 학교로 배정하며, 순수 남녀 학교로 각각 배정된 경우는 제외 

  ③ 지체부자유자와 1지망을 동일하게 작성한 쌍둥이 학생이 서로 다르게 배정되어 

동일교 배정을 희망할 경우 지체부자유자 학생의 학교로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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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년생 학생 배정

 □ 배정 대상 : 2020학년도 고입 배정을 받은 자 중에서 동일교 배정을 희망하는 

3연년생 또는 2020년 3월 3명의 형제·자매가 고등학교에 재학하게 

되는 막내 학생(4연년생일 경우는 셋째부터)

 □ 배정 고교 : 바로 위 학생의 고등학교

 □ 배정 방법 : 바로 위 학생이 순수 남녀 학교 또는 일반계고 외 학교에 재학하는 등의 

사유로 배정이 불가할 경우 첫째 학생의 학교에 배정

학군내배정(1단계)

 □ 배정 대상 : 학군의 일반계 고등학교 신입생 전형에서 합격한 자

 □ 배정 고교 : 학군내배정(1단계)을 위한 지망순위를 반영하여 추첨 배정한 1개교

 □ 배정 인원 : 고등학교별 모집 정원의 100%(선배정자 포함)

 □ 고등학교별 학생 배정 원칙

  ① 해당 고등학교의 1지망자로 그 학교의 모집 정원의 100%를 추첨 배정

  ② 해당 고등학교의 1지망자가 그 학교의 모집 정원의 100%보다 적을 경우에는 

추첨하지 않고 해당 고등학교에 전원 배정

 ③ 단, 해당 고등학교의 모집 정원의 100%를 1지망자로 배정하지 못하면 2지망자로, 

2지망자로도 배정하지 못하면 3지망자로, 3지망자로도 배정하지 못하면 4지망자로, 

4지망자로도 배정하지 못하면 5지망자로 배정한다. 이와 같은 방식을 끝 지망자

까지 적용하되, 그 학교의 모집 정원이 충원될 때까지 배정



Ⅱ. 용인학군 학생 배정 방법

- 55 -

용 인 학 군

구역별 중․고등학교

1구역(기흥구)

구분 출신 중학교명 고등학교명

공  학

구갈중, 구성중, 나곡중, 동백중,

보라중, 상갈중, 상하중, 서천중,

성지중, 소현중, 신갈중, 어정중,

언동중, 용인백현중, 용인신릉중,

용인신촌중, 청덕중, 초당중, 흥덕중 

구성고, 기흥고, 동백고,

보라고, 보정고, 서천고,

성지고, 신갈고,

용인백현고, 청덕고,

초당고, 흥덕고

남학교 ․ ․
여학교 ․ ․
계 19개교(공학19) 12개교(공학12)

2구역(수지구)

구분 출신 중학교명 고등학교명

공  학

대지중, 문정중, 상현중, 서원중,

성복중, 성서중, 손곡중, 수지중,

신봉중, 용인대덕중, 용인한빛중,

이현중, 정평중, 죽전중, 현암중,

홍천중

대지고, 상현고, 서원고,

성복고, 수지고, 신봉고,

죽전고, 풍덕고, 현암고,

홍천고

남학교 ․ ․
여학교 ․ ․
계 16개교(공학16) 10개교(공학10)

3구역(처인구)

구분 출신 중학교명 고등학교명

공  학

고림중, 남사중, 모현중, 백암중,

송전중, 영문중, 용동중, 용신중,

용인중, 용천중, 원삼중, 포곡중,

한숲중, 헌산중

고림고, 용인고,

용인삼계고, 포곡고

남학교 태성중 태성고

여학교 ․ ․
계 15개교(공학14, 남1) 5개교(공학4,남1)

 ※ 용인한국외국어대부설고는 자율형사립고, 백암고는 특수지로서 평준화 비적용 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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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구역 조정 신청

  

출신구역 1구역 2구역 3구역 비 고

대상 학교 소현중, 용인신촌중 해당없음 모현중 희망자

조정 구역 2구역 해당없음 1구역, 2구역

※ 모현중은 학생 배치 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허용

출신구역 변경 허용

역

구분 출신 구역 변경 구역 비고

구역명 1구역(기흥구) 2구역(수지구) 희망자

고등학교 지망순위 작성

 □ 학군내배정(1단계)을 위해 학군내에서 선택한 5개 고등학교의 지망순위 작성

    ※ <외고, 국제고, 자사고 지원자 중 평준화학군 지원자> 1지망에는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기입하고, 2지망부터 5지망까지는 학군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망순위 작성

 □ 구역내배정(2단계)을 위해 해당 구역에 있는 전체 고등학교의 지망순위 작성

 ▪ 1구역 졸업예정자 : 1구역의 지망순위 작성(남 12지망, 여 12지망)

 ▪ 2구역 졸업예정자 : 2구역의 지망순위 작성(남 10지망, 여 10지망)

 ▪ 3구역 졸업예정자 : 3구역의 지망순위 작성(남  5지망, 여  4지망)

 ▪ 학군내 주소가 등재된 중졸검정고시합격자, 졸업자, 특성화중학교 출신자 : 주소가 

등재된 구역의 지망순위 작성(학군내 졸업자는 선택에 의해 출신중학교가 소재한 

구역의 지망순위 작성)

 ▪ 출신구역 조정자 : 승인된 조정구역의 지망순위 작성

 ▪ 출신구역 변경자 : 출신구역(1구역)과 수용구역(2구역)의 지망순위 각각 작성

 ▪ 비평준화지역 졸업예정자 : 용인학군에 설정된 3개 구역의 지망순위 각각 작성

 ▪ 학군내 주소가 등재되지 않은 중졸검정고시합격자, 졸업자, 특성화중학교 출신자 : 

비평준화지역 졸업예정자와 동일

    ※ <외고, 국제고, 자사고 지원자 중 평준화학군 지원자> 1지망에는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기입하고, 2지망부터 끝지망까지는 구역내 전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망순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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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배 정

□ 배정 대상 : 체육특기자, 지체부자유자(희귀·난치질환 포함)

□ 배정 고교 : 개인의 제1지망 고등학교

□ 배정 방법 : 학군별 정원내에서 해당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

구 분 체육특기자 지체부자유자 비고

배정 인원
평준화 지역 모집 

정원의 3% 이내

선배정 신청 후

승인자 전원

(합격자에 한함)

학교별 학군내배정 

인원에 포함

쌍둥이 학생 배정

□ 배정 대상 : 일반지원자와 국가유공자 중, 출신 중학교가 동일 구역내에 있고, 

학군내지망과 구역내지망 순위를 일치하게 작성한 쌍둥이 학생으로서, 

해당 학군 고입 전형에 응시하여 합격선 안에 든 자

□ 배정 고교 : 학군내배정(1단계) 및 구역내배정(2단계)을 위한 지망 순위를 반영하여 

추첨 배정한 1개교

□ 배정 방법 

  ① 쌍둥이 중 맏이의 지망순위로 배정

  ② 학군내와 구역내 지망순위를 동일하게 작성한 남녀쌍둥이는 남녀 중 1명이 공학 

학교로 배정되었을 경우 해당 공학 학교로 배정하고, 남녀 각각 다른 공학 학교로 

배정되었을 경우 맏이의 학교로 배정하며, 순수 남녀 학교로 각각 배정된 경우는 

제외 

  ③ 지체부자유자와 1지망을 동일하게 작성한 쌍둥이 학생이 서로 다르게 배정되어 

동일교 배정을 희망할 경우 지체부자유자 학생의 학교로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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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년생 학생 배정

□ 배정 대상 : 2020학년도 고입 배정을 받은 자 중에서 동일교 배정을 희망하는 

3연년생 또는 2020년 3월 3명의 형제·자매가 고등학교에 재학하게 

되는 막내 학생(4연년생일 경우는 셋째부터)

□ 배정 고교 : 바로 위 학생의 고등학교

□ 배정 방법 : 바로 위 학생이 순수 남녀 학교 또는 일반계고 외 학교에 재학하는 등의 

사유로 배정이 불가할 경우 첫째 학생의 학교에 배정

학군내배정(1단계)

□ 배정 대상 : 학군의 일반계 고등학교 신입생 전형에서 합격한 자

□ 배정 고교 : 학군내배정(1단계)을 위한 지망순위를 반영하여 추첨 배정한 1개교

□ 배정 인원 : 고등학교별 모집 정원의 50%(선배정자 포함)

               - 단, 서천고는 모집정원의 80%

□ 고등학교별 학생 배정 원칙

  ① 해당 고등학교의 1지망자로 그 학교의 모집 정원의 50%를 추첨 배정

  ② 해당 고등학교의 1지망자가 그 학교의 모집 정원의 50%를 넘지 않을 경우에는 

추첨하지 않고 해당 고등학교에 전원 배정

 ③ 단, 해당 고등학교의 모집 정원의 50%(서천고는 80%)를 1지망자로 배정하지 못하면 

2지망자로, 2지망자로도 배정하지 못하면 3지망자로, 3지망자로도 배정하지 못하면 

4지망자로, 4지망자로도 배정하지 못하면 5지망자로 배정

 ④ 해당 고등학교의 지망자가 부족하여 모집 정원의 50%(서천고는 80%)를 다 배정

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역내배정(2단계)에서 그 학교의 지망자로 추첨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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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내배정(2단계)

  □ 배정 대상 : 학군내배정(1단계)에서 고등학교를 배정 받지 못한 자

 □ 배정 고교 : 구역내배정(2단계)을 위한 지망순위를 반영하여 추첨 배정한 1개교

 ▪ 1구역 졸업예정자 : 1구역의 고등학교에 배정

 ▪ 2구역 졸업예정자 : 2구역의 고등학교에 배정

 ▪ 3구역 졸업예정자 : 3구역의 고등학교에 배정

 ▪ 학군내 주소가 등재된 중졸검정고시합격자, 졸업자, 특성화중학교 출신자 : 주소가 

등재된 구역의 고등학교에 배정(학군내 졸업자는 선택에 의해 출신중학교가 소재한 

구역에 배정)

 ▪ 출신구역 조정자 : 승인된 조정구역의 고등학교에 배정

 ▪ 출신구역 변경자 : 변경된 수용구역의 고등학교에 배정(단, 수용여건에 따라 

출신구역에 배정될 수도 있음)

 ▪ 비평준화지역 졸업예정자 : 학생 수용 여건이 좋은 구역의 고등학교에 배정

 ▪ 학군내 주소가 등재되지 않은 중졸검정고시합격자, 졸업자, 특성화중학교 출신자 : 

비평준화지역 졸업예정자와 동일

 □ 배정 인원 : 고등학교별 구역내배정(2단계) 정원

 □ 고등학교별 학생 배정 원칙

  ① 해당 고등학교의 1지망자로 그 학교의 구역내배정(2단계) 정원만큼 추첨 배정

 ② 해당 고등학교의 1지망자가 그 학교의 구역내배정(2단계) 정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추첨하지 않고 해당 고등학교에 전원 배정

 ③ 단, 해당 고등학교의 구역내배정(2단계) 정원을 1지망자로 배정하지 못하면 2지망자로, 

2지망자로도 배정하지 못하면 3지망자로, 3지망자로도 배정하지 못하면 4지망자로, 

4지망자로도 배정하지 못하면 5지망자로 배정한다. 이와 같은 방식을 끝 지망자

까지 적용하되, 그 학교의 구역내배정(2단계) 정원이 충원될 때까지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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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상담 안내

□ 질의

고교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답변

○ 고교 평준화 지역은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가 시행되는 지역으로 교육감이 일반계 

고등학교의 입학 전형을 실시합니다. 경기도에는 수원시(수원학군), 성남시(성남

학군), 안양권(안양권학군 : 안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부천시(부천학군),

고양시(고양학군), 광명시(광명학군), 안산시(안산학군), 의정부시(의정부학군),

용인시(용인학군) 등 9개학군 12개 지역이 있습니다.

○ 고교 비평준화 지역은 이들 12개 지역을 제외한 경기도의 모든 시․군 지역을 의미

하며, 이 지역은 고등학교장이 입학 전형을 직접 실시합니다. 예를 들면 광주하남․

김포․시흥․파주․화성오산․동두천양주․포천지역 등은 고등학교장이 학교별로 

입학 전형을 실시하는 고교 비평준화지역입니다.

□ 질의

교육감이 일반계 고등학교 입학 전형을 실시하는 고교 평준화 지역에 누가 

지원할 수 있는가?

답변

○ 경기도 내 고교 평준화 지역 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 경기도 내 고교 비평준화 지역 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 타 시․도 중학교 졸업자로서 경기도 내에 전 가족이 거주하고 주민등록상에 주소가 

등재된 자

○ 중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중 경기도 내에 전 가족이 거주하고 주민등록상에 

주소가 등재된 자

○ 중학교 졸업과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자로서 경기도 내에 

전 가족이 거주하고, 주민등록상에 주소가 등재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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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고교 평준화 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에 배정해야 할 대상자는 어떻게 선발

하는가?

답변

○ 학군의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려면 모든 지원자는 원서에 학군내배정(1단계)과 

구역내배정(2단계)을 위한 지망순위를 기재하여 해당지역 교육지원청에 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 합격자 전형 기준은 중학교 3개 학년의 내신 성적 200점이며, 남녀 구분하지 않고 

해당 학군의 모집 정원만큼 선발하게 됩니다.

□ 질의

학군별로 고입 전형을 통해 배정 대상자로 선발되면, 어떤 과정을 거쳐 고등

학교를 배정 받게 되는가?

답변

○ 수원․성남․안양권․고양․안산․용인 학군의 학생 배정은 학군내배정(1단계)과 

구역내배정(2단계), 두 단계로 이루어지며, 부천․광명․의정부 학군은 학군내배정

(1단계)만 실시합니다.

○ 학군내배정(1단계)은 지원자가 학군내에 소재한 5개 고등학교(부천․광명․의정부

학군은 전체 고등학교)를 선택하여 지망한 순위를 반영하여 학교별 정원의 일정 

비율(수원․성남․고양․안산․용인 학군 50%, 안양권 학군 40%, 부천․광명․

의정부학군 100%)만큼을 배정합니다. 단, 수원학군 영신여고, 수원여고, 고색고와 

용인학군 서천고는 80%를 배정합니다.

○ 구역내배정(2단계)은 학군내배정을 받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출신 중학

교가 소재한 구역의 전체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자의 지망 순위를 반영하여 학군

내배정(1단계) 후 산출한 정원만큼, 출신 구역의 고등학교 중 1개교에 추첨 배정

합니다.



Ⅲ. 상담 안내

- 63 -

□ 질의

수원 ․ 성남 ․ 안양권 ․ 고양 ․ 안산 ․ 용인 학군은 1단계 배정인 학군내배정과 2단계 

배정인 구역내배정으로 나누어 배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

○ 경기도 고교 평준화 지역 학생 배정은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출신 중학교가 소재한 구역에 배정하기 위해 두 단계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 1단계 배정인 학군내배정은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존중하는 데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2단계인 구역내 배정의 경우처럼 출신 중학교 소재 구역별로 배정

한다면, 자신이 배정 받기를 희망하는 고등학교가 다른 구역에 있을 경우에는 그 

학교에 배정 받을 기회를 가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지원자에게 배정의 기회를 

주고자 출신 중학교가 어떤 구역이든 상관없이 학군내에 소재한 전체 고등학교 

중 5개교를 선택하여 지망 순위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반영하여 추첨 배정을 하는 

것입니다.

○ 2단계 배정인 구역내배정은 지나치게 넓은 학군을 2～4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출신 

중학교가 소재한 구역의 고등학교 중 1개교에 배정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원거리 

통학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질의

경기도 고교 평준화 지역의 학생 배정 방식이 학생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가까운 

고등학교에 배정하거나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가까이 사는 학생을 배정하는 근거리 

배정 방식이 아닌가?

답변

○ 아닙니다. 경기도 고교 평준화 지역의 학생 배정은 통학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군을 2～4개의 구역(부천․광명․의정부 학군은 단일 구역)으로 나눈 후,

2단계 배정인 구역내 배정에서는 출신 중학교가 소재한 구역의 고등학교 중 1개

교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 학생의 주소는 고려하지 않으며, 학생들이 지망한 고등학교 지망 순위만을 토대로 

해당 고등학교장이 추첨한 기점과 해당 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추첨한 

간격수를 적용하여 배정합니다. 따라서 동일 구역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주소지로

부터 원거리에 있는 학교에 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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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다른 학교와는 달리 수원학군의 영신여고, 수원여고, 고색고와 용인학군의 

서천고 학군내배정 비율을 모집 정원의 80%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

○ 수원학군을 2개 구역으로 설정하여 구역내배정을 하는 것은 제한적으로나마 통학이 

용이한 근거리 학교에 배정해 주기 위함입니다.

○ 수원 지역은 구역을 처음 설정할 당시보다 택지 개발에 따른 도시팽창으로 인하여 

현행 구역 설정은 원래 취지와는 달리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 영신여고, 수원여고, 고색고는 수원학군 2구역(수원 남부) 내에 소재하는 고교이지만 

1구역(수원 북부)의 경계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동일 구역의 영통·매탄 지역

보다 1구역 지역이 상대적으로 근거리에 있고, 통학이 용이합니다.

   영신여고, 수원여고, 고색고에 배정을 받고자 학군내 지망을 했던 1구역 소재 

중학교 학생들이 50%라는 학군내배정 비율로 인하여 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합니다.

   아울러 동일 구역이지만 상대적으로 원거리에 위치한 영통·매탄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영신여고, 수원여고, 고색고에 배정을 받게 되어 통학 불편의 어려움이 

따르기도 합니다.

○ 따라서 상대적 근거리에 위치한 수원 1구역 거주 학생들의 배정 기회를 넓혀주고 

2구역 학생들의 원거리 강제 배정을 예방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영신여고, 

수원여고, 고색고의 학군내배정 비율을 확대하게 된 것입니다.

○ 용인학군 서천고는 1구역(기흥구)을 중심으로 외곽에 위치해 있고 화성시와 인접해 

있습니다. 따라서 학군내 배정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수용율을 높여 1구역 학생들의 

원거리 배정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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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1지망 고등학교에 배정되지 않으면 2지망이나 3지망 고등학교에 배정되어야 

하는데, 끝지망에서 배정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

○ 제1지망에 추첨 배정되지 않을 경우 제2지망에 추첨되어야 하나, 제2지망 학교가 

그 학교를 제1지망으로 지원한 학생들로 채워졌을 경우에는 추첨의 기회가 주어

지지 않습니다.

○ 제3지망 학교는 그 학교를 1, 2지망으로 지망한 학생들로 채워지지 않을 때에만 

추첨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또한 4지망 학교는 그 학교를 1, 2, 3지망으로 지망한 

학생들로 채워지지 않을 때, 5지망 학교는 그 학교를 1, 2, 3, 4지망으로 지망한 

학생들로 채워지지 않을 경우에만 추첨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 즉 2지망 이후는 해당 고등학교가 바로 직전의 지망배정에서 할당된 정원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만 추첨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1지망에 배정되지 않았을 

경우, 2지망 이후는 상대적으로 배정될 확률이 줄어들며, 끝지망의 고등학교에도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질의

왜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고등학교를 배정해 주지 못하는가?

답변

○ 물론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은 모든 학생들을 

자신이 선호하는 학교에 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생마다 선호하는 학교는 

다르겠으나, 대다수의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는 학군내에 그리 많지 않을 수 

있으며, 고등학교별로 정해진 정원 범위 내에서 배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모든 학생

들을 선호하는 학교에 배정할 수가 없습니다.

○ 학생들을 선호하는 학교만 배정할 경우, 고등학교의 선호도가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학교간의 서열화를 완화시키기 위한 평준화 제도의 도입 취지가 퇴색하게 됩니다.

○ 따라서 학생들로부터 고등학교에 대한 지망 순위를 받아 추첨 배정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학생과 학부모가 상대적으로 덜 선호하는 고등학교에도 배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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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수원 ․ 성남 ․ 안양권 ․ 고양 ․ 안산 ․ 용인 학군을 굳이 2~4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구

역내배정(2단계)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

○ 학군이란 교육감이 일반계 고등학교에 배정해야 할 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해 입학 

전형을 실시하는 고교 평준화 적용 지역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학군별 고입 전형에서 배정 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학군에 있는 1개교에 

추첨 배정을 받게 됩니다.

○ 그런데 배정 대상자의 지망 순위를 반영한다 하더라도 무작위 추첨으로 학교를 

배정하게 되므로 원거리 통학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 따라서, 면적이 지나치게 넓은 학군을 교통 여건과 중․고등학교 분포 등을 고려

하여 2～4개 구역으로 나누어 배정함으로써 원거리 통학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 질의

성남시의 도촌중학교는 중원구에 소재하고 있으면서도 2구역에 편성하여 구역내

배정하는 이유가 있는가?

답변

○ 성남시 도촌 지구는 분당생활권으로 1구역인 수정·중원구보다 분당으로의 통학

여건이 양호하여 중학교 입학 배정 시에도 도촌중학교는 분당학군에 포함하여 

배정하고 있습니다.

○ 도촌중 학생을 1구역에 편성하여 구역내배정을 할 경우 교통 여건상 2구역 내 고교 

앞을 경유하여 1구역 소재 고교로 통학을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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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고교 평준화 지역의 중학생들도 고교 비평준화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가?

답변

○ 고교 비평준화 지역 출신 중학생들이 고교 평준화 지역의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것처럼, 고교 평준화 지역 출신 중학생들도 고교 비평준화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 질의

원서를 작성하기 전에 수원 학군의 고색중, 삼일중, 매향중, 창용중, 동성중

학교, 고양 학군의 고양제일중학교, 안산학군의 단원중, 별망중, 와동중, 

안산해양중, 초지중, 경수중, 광덕중, 안산부곡중, 성포중, 송호중, 양지중, 

중앙중학교, 용인 학군의 소현중, 용인신촌중, 모현중학교 학생들에게만 

출신 구역을 조정해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

○ 첫째, 초등학교에서 배정 받은 중학교의 학군(학구)이 고등학교의 학생 배정을 위해 

설정한 2개 구역에 걸쳐 있기 때문에 출신 중학교를 적용하여 구역내배정(2단계)을 

할 경우, 본인의 주소지와 상반되는 구역의 고등학교에 배정되는 불이익을 해소시켜 

주기 위한 것입니다.

○ 둘째, 중학생 수용 여건이 부족한 학군(학구)에 속한 초등학교 출신자 또는 중학교 

전입학자가 주소지와 다른 학군(학구)에 있는 중학교에 배정되었기 때문에 출신 

중학교를 적용하여 구역내배정(2단계)을 할 경우, 본인의 의사와는 달리 주소지가 

아닌 구역의 고등학교에 배정되는 불이익을 해소시켜 주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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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출신 구역 변경을 안양권의 1구역(안양시) 및 3구역(군포시), 고양의 2구역

(일산동·서구), 용인의 1구역(기흥구) 출신 중학생들에게만 허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

○ 2단계 구역내배정은 학군내배정을 받지 못한 학생들을 출신 중학교가 있는 구역의 고

등학교에 학급당 학생수를 조정해서라도 전원 그 구역의 고등학교에 배정하게 됩니다.

○ 그런데 안양권의 1구역 및 3구역, 고양의 2구역, 용인의 1구역은 다른 학군의 구역

과는 달리, 그 구역의 고등학교 총 정원에 비해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 희망자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따라서 이 세 구역은 학생 배정이 모두 끝난 후에 정산한 학급당 학생수가 일정 

기준보다 증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그러므로 이들 구역은 학급당 학생수의 증원을 최소화해야 하고, 또 구역간의 

학급당 학생수의 격차를 좁혀야 하기 때문에 이 두 구역 출신 중학생들에게는 특별히 

수용 여건이 좋은 구역으로 희망할 경우 구역 변경을 허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 질의

구역내배정에서 출신 구역 변경을 신청한 학생이더라도 변경하고자 하는 구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전원 배정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답변 `

○ 원서를 작성할 때, 안양권의 1구역(안양시) 출신 중학생이 2구역(과천시)이나 4구역

(의왕시) 중 한 개 구역으로, 3구역(군포시) 출신 중학생이 4구역(의왕시)으로, 고양의 

2구역(일산동·서구) 출신 중학생이 1구역(덕양구)으로, 용인의 1구역(기흥구) 출신 

중학생이 2구역(수지구)으로 출신 구역을 변경하기 위해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들 학생 전원이 그 변경한 구역의 고등학교에 배정 받지 못한 경우도 발생합니다.

○ 왜냐하면, 출신 구역 변경을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학군내배정(1단계)을 받지 못한 

학생에게만 허용되는 것이고, 또 변경하고자 하는 구역의 인가된 학급당 학생수

(단, 정원에 미달한 경우 조정된 학급당 학생수)에서 부족한 정원만 추첨을 통해 

이를 허용하기 때문에 부족한 정원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일부 학생들은 

본래의 자기 구역으로 되돌아가 학교를 배정 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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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출신 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구역내배정(2단계)을 위한 지망 순위 

작성 시에 왜 변경 전의 출신 구역 지망 순위와 변경 후의 수용 구역 지망 

순위를 각각 작성해야 하는가?

답변

○ 출신 구역 변경은 학군내배정(1단계)이 끝난 후에야 그 허용 여부가 비로소 결정

됩니다. 즉, 학군내배정을 받지 못한 출신 구역 변경 신청자가 변경하고자 하는 

수용구역의 인가된 학급당 학생수(단, 정원에 미달한 경우 조정된 학급당 학생수)

안에 포함되었을 때에만 그 변경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 신청자가 수용 구역의 인가된 학급당 학생수(단, 정원에 미달한 경우 조정된 학급당 

학생수) 안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래의 출신 구역에서 구역내배정(2단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원자는 두 개 구역의 고등학교 지망 순위를 각각 작성

해야 합니다.

□ 질의

고교 비평준화지역 중학교 출신자들이 수원·성남·안양권·고양·안산·용인 

학군의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하고자 할 때, 평준화지역 중학교 출신자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답변

○ 화성, 시흥, 광주, 하남, 파주, 김포 등 고교 비평준화지역 중학생들도 고교 평준화 

제도가 시행되는 지역인 수원․성남․안양권․고양․안산․용인의 고입 전형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또 전형에서 배정 대상자로 선발되면, 고교 평준화 지역 출신자와 마찬가지로 

학군내배정(1단계)에서 자신이 선택한 5개 고등학교의 지망순위에 따라 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학군내배정(1단계)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출신 중학교가 학군 내에 없으므로 

학생 수용 여건이 좋은 구역으로 배분되어 구역내배정(2단계)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구역의 고등학교에 배정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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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외부 지역 출신자(고교 비평준화 지역 중학생, 학군에 주소가 등재되지 

않은 중졸검정고시 합격자와 중학교 졸업생, 특성화중학교출신자)는 구역

내배정(2단계)을 위한 지망순위를 평준화 지역 출신자처럼 1개 구역만 

작성하지 않고, 왜 그 학군에 있는 모든 구역의 고등학교에 대한 지망 

순위를 구역별로 각각 작성해야 하는가?

답변

○ 구역내배정(2단계)은 원거리 통학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하여 출신 중

학교가 소재한 구역의 고등학교에 학생을 배정하는 것입니다.

○ 외부 지역 출신자들도 학군내배정(1단계)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구역내배정(2단계)을 

받아야 하는데, 해당 학군 내에 출신 중학교가 없기 때문에 배정 구역을 미리 정할 

수가 없습니다.

○ 이들의 배정 구역은, 학군내배정(1단계)이 끝난 후에 구역별로 학생 수용 여건을 

산출하여 그 수용 여건이 가장 좋은 구역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서 작성 시

에는 학생 수용 여건이 좋은 구역을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구역의 고등

학교에 대한 지망 순위를 구역별로 각각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 질의

외부지역 출신자들은 구역내배정(2단계)에서 지원자가 원하는 구역의 고등

학교에 배정하지 않고, 왜 학생 수용 여건이 좋은 구역에 강제로 배분하여 

배정하는가?

답변

○ 구역내배정(2단계)은 학군내배정(1단계)을 받지 못한 학생을 자기의 출신 중학교가 

소재한 구역의 고등학교에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따라서 학군내배정(1단계)을 받지 못한 외부지역 출신자들은 출신 중학교가 학군

내에 없기 때문에 배정해야 할 구역이 없습니다. 또 이들이 원하는 구역에 모두 

배정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그 구역의 학생 수용 여건이 매우 악화될 것으로 예상

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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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학생 배정이 끝난 후에는 학군 내에서 학교 간 또는 구역 간에 전학을 허용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답변

○ 학생들은 전형 요강에서 발표한 배정 방법에 따라 학교를 배정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지원하였기 때문에 배정 받은 학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바꿔달라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를 이유로 전학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요구한다고 해도 허용할 수 

없습니다.

○ 그리고 평준화 학군에 인접한 고교 비평준화지역 출신 중학생들도 교통, 거리 등을 

핑계 삼아 가까운 곳으로 전학을 요구하는 경우도 예상되지만 이들은 처음부터 

가까이 있는 자기 고장의 고등학교에 진학을 포기하고, 원거리 학교로 배정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자원했기 때문에 전학이 불가능합니다.

□ 질의

학교 배정이 끝난 후에는 구역 변경이 왜 불가능한가?

답변

○ 출신 구역의 변경은 원서를 작성할 때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 배정이 끝난 

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 질의

  지원자별 지망 순위 작성 및 배정방법은?

답변

 ○ 평준화지역 졸업예정자

  ▸학군내배정(1단계)을 위한 고등학교 5개교(부천·광명·의정부 학군은 전체 고등

학교) 지망 순위를 작성합니다.

  ▸구역내배정(2단계)을 위한 구역내 전체 고등학교 지망 순위를 작성합니다.

  ▪해당 구역 졸업예정자 : 해당 출신구역의 지망 순위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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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신 구역 조정자 : 승인된 조정구역의 지망 순위를 작성합니다.

  ▪출신 구역 변경자 : 변경 전 출신구역과 허용된 수용 구역의 지망 순위를 각각 

작성합니다.

  ▸출신 구역 변경을 수용 구역으로 허용 받은 자는 인가된 학급당 학생수(단, 정원에 

미달한 경우 조정된 학급당 학생수)를 넘지 않도록 배분하여 수용 구역의 고등

학교 지망 순위를 반영하여 추첨 배정합니다.

  ▸고교 평준화가 시행되는 타 학군의 고입 전형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체육특기자 제외)

 ○ 비평준화지역 졸업예정자

  ▸학군내배정(1단계)을 위한 지망순위 작성은 평준화 지역 졸업예정자와 동일합니다.

  ▸구역내배정(2단계)을 위한 구역내 전체 고등학교 지망 순위를 작성합니다.

 ▪수원 학군 : 1구역, 2구역의 지망순위를 각각 작성합니다.

 ▪성남 학군 : 1구역, 2구역의 지망순위를 각각 작성합니다.

 ▪안양권 학군 :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의 지망순위를 각각 작성합니다.

 ▪고양 학군 : 1구역, 2구역의 지망순위를 각각 작성합니다.

 ▪안산 학군 : 1구역, 2구역의 지망순위를 각각 작성합니다.

 ▪용인 학군 : 1구역, 2구역, 3구역의 지망순위를 각각 작성합니다.

    ▸학군내배정(1단계)에서 고등학교를 배정 받지 못한 자는 학생 수용 여건이 가장 

좋은 구역으로 전원 배정합니다.

  ○ 중졸검정고시합격자, 졸업자, 특성화중학교 출신자

  ▸학군내배정(1단계)을 위한 지망순위 작성은 평준화 지역 졸업예정자와 동일합니다.

  ▸구역내배정(2단계)을 위한 구역내 전체 고등학교 지망 순위를 작성합니다.

  ▪학군내 주소가 등재된 자 : 주소가 등재된 구역의 지망 순위를 작성합니다.

    (학군내 중학교 졸업자는 선택에 따라 출신중학교가 소재한 구역의 지망순위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학군내 주소가 등재되지 아니한 자 : 비평준화지역 졸업예정자와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학군내 주소가 등재된 자는 평준화지역 졸업예정자와 동일하게 배정되며, 주소가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비평준화지역 졸업예정자와 동일하게 배정됩니다(학군내 

졸업자는 선택에 의해 출신중학교가 소재한 구역에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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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유공자 자녀(교육지원대상자)

 ▸학군내배정(1단계)을 위한 고등학교 5개교(부천·광명·의정부 학군은 전체 고등

학교) 지망순위만 작성합니다.

 ▸학군별 고등학교 정원의 3% 범위에서 선발하여 정원외로 배정합니다.

 ▸학군내배정(1단계)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학교 정원의 3%만큼 학군내배정

합니다.

  ○ 체육특기자

 ▸학군내배정(1단계)을 위한 고등학교 1개교 지망 순위만 작성합니다.

 ▸학군별 고등학교 정원의 3% 범위에서 해당 학교에 정원내로 배정합니다.

 ▸대상자가 1지망한 고등학교에 선배정합니다.

  ○ 지체부자유자

  ▸학교장이 지체부자유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추천한 자(희귀·난치 질환 포함) 

중 교육지원청 지체부자유자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학군 내 고등

학교 중 거주지에서 가까운 1개교를 선택하여 지망순위를 작성한다.

  ▸학군내배정 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해당 고등학교에 정원내로 선배정한다.

  ○ 동일교에 배정받기를 희망하는 쌍둥이 학생

 ▸학군내지망과 구역내지망 순위를 맏이의 지망순위와 일치하게 작성합니다. 

   (고양·안산·광명 학군은 공학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남녀쌍둥이도 학군내와 

구역내(광명학군 제외) 지망 순위를 맏이의 지망순위와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쌍둥이 모두 합격할 경우 맏이의 지망순위로 배정합니다. 

  ▸쌍둥이 중 맏이가 불합격할 경우 동생의 지망순위로 배정합니다. 

  ▸세 쌍둥이 이상일 경우 쌍둥이와 동일한 배정 방법을 적용하되 첫째, 둘째 순으로 

기준을 정하여 배정합니다. 

  ▸남녀 쌍둥이는 배정 결과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배정합니다. 

 ▪남녀 쌍둥이로서 동일교로 배정받기를 희망할 경우 학군내지망과 구역내지망 

순위를 맏이의 지망순위와 일치하게 작성합니다.(단, 순수 남고와 여고가 있는 

학군은 순수 남고와 여고를 끝지망에 작성한다.) 

 ▪남녀 중 1명이 공학 학교로 배정되었을 경우 해당 공학 학교로 배정하고, 남녀 

각각 다른 공학 학교로 배정되었을 경우 맏이의 학교로 배정하며, 순수 남녀 

학교로 각각 배정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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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연년생 학생

▸각각 3개 고등학교에 재학·배정된 3연년생(쌍둥이를 포함하여 2020년 3월 고등

학교에 3명의 형제·자매가 재학중일 경우도 해당) 중 동일교 배정을 희망하는 

막내(4연년생일 경우는 셋째부터)는 2020학년도 고입 배정 발표 후 바로 위 학생의 

고등학교에 배정합니다.

▸바로 위 학생이 순수 남녀 학교 또는 일반고등학교 외 학교에 재학하여 배정이 

불가할 경우 첫째 학생의 학교에 배정합니다.

□ 질의

고교 평준화 지역 졸업자 중 수원 1구역에서 졸업하였는데 현재 거주지는 2구역

이다. 구역내배정(2단계)에서 거주지가 속한 2구역에서 배정 받을 수 있는가?

답변

  ○ 거주지가 속한 2구역에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2009학년도부터 등재된 주소를 기준

으로 구역내배정을 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다만 학군내 중학교 졸업자의 경우 선택에 의해 종전과 같이 출신중학교가 속한 

구역에 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질의

현재 서울특별시 ○○ 중학교 3학년에 재학하고 있고, 2019학년도 9월 

중순경에 수원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게 될 경우, 중학교를 서울에서 졸업

하고 수원의 일반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가능한가?

답변

  ○ 타 시·도의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이 경기도 고교 평준화 지역의 일반

고등학교 입학 전형에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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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특성화중학교 졸업생 배정 방법은?

답변

  ○ 전국 단위 모집인 특성화중학교 출신의 경우 해당 중학교의 학군에 자신의 거주지가 

없는 학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을 현행 출신 중학교 중심 배정 방식으로 배정

하면 거주지가 없는 학군에 학생을 배정하는 모순이 발생하므로 특성화중학교 

출신자가 평준화 지역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 거주지 학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그런데 비평준화지역에 소재한 특성화중학교 출신자 중 평준화 지역에 거주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지 구역에 배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비평준화지역 출신자와 

동일하게 배정하는 것입니다.

  □ 질의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지원하여 불합격할 경우, 평준화학군 일반고

(자율형공립고 포함)에 배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 네. 외고, 국제고, 자사고에 지원하는 자는 희망에 따라 평준화학군 일반고(자율형

공립고 포함)를 동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고, 국제고, 자사고에 합격한 

경우에는 평준화학군 일반고(자율형 공립고 포함)에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하고, 불합격한 경우에만 평준화학군 일반고(자율형 공립고 포함) 전형에 합격한 

자에 한해 추첨 배정을 실시합니다. 고등학교 지망 순위 작성 시, 학군내ㆍ구역내 

모두 1지망은 외고, 국제고, 자사고로 하고, 2지망부터 학군내ㆍ구역내 고등학교를 

기재하므로, 외고, 국제고, 자사고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평준화학군 일반고(자율형

공립고 포함) 추첨 배정은 2지망부터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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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군별 고등학교 소재지 현황

□ 학군별 중 ․ 고등학교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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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군별 고등학교 소재지 현황

구역명 학 교 명 성 별 설립별 소     재     지 전화번호

1구역
(수원 
북부)

대평고 공학 공립 수원시 장안구 천천로 22번길 21 031-259-3831
동우여고 여자 사립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426-1 031-259-4201
동원고 남자 사립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426-1 031-259-4101
수성고 남자 공립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90길 39 031-259-1120
수원칠보고 공학 공립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127 031-8007-5810
수일고 공학 공립 수원시 장안구 수일로 233번길 59 031-8012-8150
숙지고 공학 공립 수원시 팔달구 수성로 182번길 100 031-259-9661
영복여고 여자 사립 수원시 팔달구 장안로 7번길 49-1 031-245-2512
영생고 공학 사립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98번길 22 031-259-9560
율천고 공학 공립 수원시 팔달구 일월로 50 031-299-3951

장안고 공학 공립 수원시 장안구 대평로 52길 12 031-269-8576

조원고 공학 공립 수원시 장안구 수일로 233번길 15 031-8012-1740

천천고 공학 공립 수원시 장안구 정자로 42번길 31 031-249-6711

호매실고 공학 공립 수원시 권선구 칠보로 142-1 031-547-6903

계 공학10
남2,여2

2구역
(수원 
남부)

고색고 남자 공립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7번길 32 031-8012-6881

곡정고 공학 공립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 1190번길 130 031-547-7010

광교고 공학 공립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89길 11 070-4600-7211

권선고 공학 공립 수원시 권선구 세권로 276 031-230-0163

망포고 공학 공립 수원시 영통구 동탄지성로 468 031-547-1610

매원고 공학 공립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213번길 120 031-218-1511

매탄고 공학 공립 수원시 영통구 매탄로 126번길 11 031-218-3012

수원고 남자 사립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666-10 031-300-3360

수원여고 여자 공립 수원시 팔달구 고등로 59번길 72 031-250-9151

영덕고 공학 공립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334 031-201-9241

영신여고 여자 사립 수원시 권선구 삼천병마로 1566번길 30 031-299-7005
유신고 남자 사립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216 031-547-4541

이의고 공학 공립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45   031-280-6500

창현고 공학 사립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216-2 031-548-5021

청명고 공학 공립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66 031-201-9601

태장고 공학 공립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50 031-201-4030

화홍고 공학 공립 수원시 권선구 세권로 331 031-220-3340

효원고 공학 공립 수원시 팔달구 동수원로 336 031-228-1509

계 공학13
남3,여2

수원 계 공학23
남5여4

[표1] 수원학군 일반고 및 자율형공립고 소재지 현황

 ※ 자율형공립고(고색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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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명 학 교 명 성 별 설립별 소    재    지 전화번호

1구역
 (수정구․
중원구)

동광고 공학 사립 성남시 중원구 원터로 84 031-754-4811
복정고 공학 공립 성남시 수정구 복정안골로 35 031-720-1722
성남고 남자 공립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 61 031-729-0321
성남여고 여자 공립 성남시 중원구 원터로 94번길 6 031-750-4416
성일고 남자 사립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 77번길 10 031-750-1811
숭신여고 여자 사립 성남시 중원구 황송로 77번길 34 031-746-9142
위례한빛고 공학 공립 성남시 수정구 위례동로 86 031-8038-1954
풍생고 공학 사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111 031-750-8410
효성고 공학 사립 성남시 수정구 심곡로 16 031-723-6240

계 공학5
남2,여2

2구역
(분당구)

낙생고 공학 사립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477 031-780-6320
늘푸른고 공학 공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407 031-726-4043
돌마고 공학 공립 성남시 분당구 이매로 105 031-780-7511
보평고 공학 공립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124 031-8017-0462
분당고 공학 공립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 165번길 31 031-710-7710
분당대진고 공학 사립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271 070-8620-9040
분당영덕여고 여자 사립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592번길 13 031-724-6020
분당중앙고 공학 공립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174 031-713-7116
불곡고 공학 공립 성남시 분당구 금곡로 149 031-710-2823
서현고 공학 공립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87 031-789-5311
송림고 공학 사립 성남시 분당구 이매로 100 070-7606-6161
수내고 공학 공립 성남시 분당구 발이봉북로 15 031-715-8277
야탑고 공학 사립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738 031-697-0204
운중고 공학 공립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95 031-8017-0593
이매고 공학 공립 성남시 분당구 탄천로 1 031-704-4041
판교고 공학 공립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257 031-8017-0844
태원고 공학 사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22 031-704-6602
한솔고 공학 공립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 70 031-710-1716

소계 공학17
여1

성남 계 공학22
남2,여3

[표2] 성남학군 일반고 소재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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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명 학 교 명 성 별 설립별 소    재    지 전화번호

1구역
(안양시)

관양고 공학 공립 안양시 동안구 일동로 115 031-382-3923
동안고 공학 공립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71 031-387-6105
백영고 공학 사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94 031-385-0510
부흥고 공학 공립 안양시 동안구 달안로 15 031-389-7310
성문고 공학 사립 안양시 만안구 성결대학로 64번길 9 031-446-6483
신성고 남자 사립 안양시 만안구 소곡로 93 031-469-1414
안양고 공학 공립 안양시 만안구 삼봉로 46 070-4334-4525
안양여고 여자 사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57 031-469-2018
양명고 남자 사립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001번길 184 031-470-3500
양명여고 여자 사립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001번길 150 031-470-3700
인덕원고 공학 공립 안양시 동안구 판교로 43 031-424-3092
충훈고 공학 공립 안양시 만안구 석수로 238 031-472-6952
평촌고 공학 공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80 031-383-4824

소계 공학9
남2,여2

2구역
(과천시)

과천고 공학 공립 과천시 꿈보람길 26 02-3419-9105
과천중앙고 공학 공립 과천시 교육원로 17 02-3677-1810
과천여고 여자 사립 과천시 희망길 36 02-502-3313

소계 공학2
여1

3구역
(군포시)

군포고 공학 사립 군포시 오금로 118 070-4322-0346
군포중앙고 공학 공립 군포시 송부로 239 070-4688-3511
산본고 공학 공립 군포시 산본로 451-12 031-390-8322
수리고 공학 공립 군포시 수리산로 39 031-390-1208
용호고 공학 공립 군포시 용호2로 10 031-390-4450
흥진고 공학 공립 군포시 오금로 54-17 031-390-4193

소계 공학6

4구역
(의왕시)

모락고 공학 공립 의왕시 모락로 134 031-428-2250
백운고 공학 공립 의왕시 내손․순환로 136 031-420-0212
우성고 공학 사립 의왕시 오전로 37 031-361-9219
의왕고 공학 공립 의왕시 덕영대로 115 031-462-9772

소계 공학4
안양권 계 공학21

남2,여3 

[표3] 안양권학군 일반고 및 자율형공립고 소재지 현황

※ 자율형공립고(부곡중앙고, 의왕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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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역 명 학 교 명 성 별 설립별 소     재     지 전화번호

부천시

계남고 공학 공립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261 032-717-7210
덕산고 공학 공립 부천시 오정구 오정로 266 032-684-0262
도당고 공학 공립 부천시 원미구 삼작로 256 032-680-8601
범박고 공학 공립 부천시 소사구 범박로 27-1 032-349-4623
부명고 공학 공립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 127 032-712-6140
부천고 남자 공립 부천시 소사구 경민로 92번길 70 032-611-9431
부천북고 공학 공립 부천시 원미구 삼작로 256번길 40 032-680-6811
부천여고 여자 공립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 16 032-654-1413
상동고 공학 공립 부천시 원미구 상이로 22 032-320-0502
상원고 공학 공립 부천시 원미구 상동로 10 070-4311-3013
상일고 공학 공립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13 032-714-5223
소명여고 여자 사립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571-84 070-7099-5464
소사고 공학 공립 부천시 소사구 소사로 78번길 22 032-720-7011
송내고 공학 공립 부천시 소사구 서촌로 20번길 13 032-664-2848
수주고 공학 공립 부천시 오정구 역곡로 531 070-7860-5611
시온고 공학 사립 부천시 소사구 은성로 172-20 032-340-0110
심원고 공학 공립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284 032-3209-170
역곡고 공학 공립 부천시 원미구 안곡로 322 032-340-6100
원미고 공학 공립 부천시 원미구 옥산로 48 032-722-6210
원종고 공학 공립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807번길 68 032-680-9310
정명고 공학 사립 부천시 소사구 심곡로 100 032-653-0181
중원고 공학 공립 부천시 원미구 도약로 111 032-320-5923
중흥고 공학 공립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171 032-722-3110

부천 계 공학20
남1,여2

[표4] 부천학군 일반고 소재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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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역 명 학 교 명 성 별 설립별 소    재    지 전화번호

1구역

(덕양구)

고양동산고 공학 공립  고양시 덕양구 동세로 20 02-381-0097

고양일고 공학 공립 고양시 덕양구 읍내로 13 031-969-6757

능곡고 공학 공립 고양시 덕양구 지도로 76 031-930-7911
도래울고 공학 공립 고양시 덕양구 도래울1로 67  031-968-9261

무원고 공학 공립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65 031-930-0706

백양고 공학 공립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199 031-978-8167

서정고 공학 공립  고양시 덕양구 서정마을2로 39 031-930-3909

성사고 공학 공립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869 031-960-9007

행신고 공학 공립 고양시 덕양구 소만로 36 031-970-9242

화수고 공학 공립 고양시 덕양구 화수로 51 031-960-4520

화정고 공학 공립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17 031-930-0620

소계 공학11  

2구역

(일산동․
서구)

가좌고 공학 공립 고양시 일산 서구 가좌1로 43 031-910-1903

대화고 공학 공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로 100 031-911-1963

덕이고 공학 공립  고양시 일산서구 하이파크1로 64 031-960-3614

백마고 공학 공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로 155 031-931-1720

백석고 공학 공립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15 031-920-0506

백신고 공학 공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로 8 031-903-4902

세원고 공학 사립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로 202 031-965-1303

안곡고 공학 공립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로 75 031-929-2826

일산대진고 공학 사립 고양시 일산서구 대산로 246 031-911-2477

일산동고 공학 공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로 100 031-915-0522

저동고 공학 공립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165 031-910-5814

저현고 공학 공립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 3로 37 031-960-1802

정발고 공학 공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185 031-904-2328

주엽고 공학 공립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341 031-910-3710

중산고 공학 공립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로 290 031-910-6500

풍동고 공학 공립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로 119 031-926-6011

소계 공학16

고양 계 공학27

[표5] 고양학군 일반고 및 자율형공립고 소재지 현황

 ※ 자율형공립고(저현고) 포함
 ※ 백송고는 특수지로 평준화 비적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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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광명학군 일반고 및 자율형공립고 소재지 현황

 ※ 자율형공립고(충현고) 포함

구 역 명 학 교 명 성 별 설립별 소     재     지 전화번호

광명시

광명고 공학 공립 광명시 오리로 876번길 17 02-2680-0580
광명북고 공학 공립 광명시 시청로 127 02-2067-0551
광문고 공학 공립 광명시 원광명안로 39 02-2610-2505
광휘고 공학 공립 광명시 서원로 41 070-4687-5742
명문고 공학 공립 광명시 광명로 812번길 16 02-2680-3705
소하고 공학 공립 광명시 소하일로 21 02-6331-1222
운산고 공학 공립 광명시 한내일로 17 02-2610-3010
진성고 공학 사립 광명시 철망산로 84 02-6204-3035
충현고 공학 공립 광명시 오리로 348번길 62 02-6922-6130

광명 계 공학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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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안산학군 일반고 소재지 현황 
구 역 명 학 교 명 성 별 설립별 소    재    지 전화번호

1구역

(서부)

단원고 공학 공립 안산시 단원구 단원로 55 031-488-0004

선부고 공학 공립 안산시 단원구 지곡로 138 031-495-2444

신길고 공학 공립 안산시 단원구 신길 185 031-599-9810

안산강서고 공학 사립 안산시 단원구 삼일로 367 031-485-9741

양지고 공학 공립 안산시 단원구 화정천동로 50 031-439-8302

원곡고 공학 공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15 031-8085-0011

초지고 공학 공립 안산시 단원구 광덕1로 13 031-412-8310

소계 공학7  

2구역

(동부)

경안고 공학 사립 안산시 단원구 당곡로 93 070-8282-8842 

고잔고 공학 공립 안산시 단원구 광덕2로 222 031-412-8601

광덕고 공학 공립 안산시 상록구 순환 532 031-8040-4602

부곡고 공학 공립 안산시 상록구 서남로 78 031-363-0204

상록고 공학 공립 안산시 상록구 반석로 4길 34 031-364-6700

성안고 공학 공립 안산시 상록구 사동 용신로 170 031-363-0510

성포고 공학 공립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538 031-599-9150

송호고 공학 공립 안산시 상록구 광덕3로 296 070-7605-7530

안산고 공학 사립 안산시 상록구 청룡4길 8 031-480-2293

소계 공학9

안산 계 공학16

 ※ 안산동산고는 자율형사립고
 ※ 대부고는 특수지로 평준화 비적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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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의정부학군 일반고 소재지 현황 
구 역 명 학 교 명 성 별 설립별 소     재     지 전화번호

의정부

시

경민고 공학 사립 의정부시 서부로 545 031-828-7801

동국대사대
부속영석고 남 사립 의정부시 시민로 363 031-846-4560

발곡고 공학 공립 의정부시 동일로 454-150 031-828-1500

부용고 공학 공립 의정부시 오목로 96 031-820-8500

상우고 공학 사립 의정부시 범골로 79 031-850-1300

송양고 공학 공립 의정부시 송양로 6 031-951-8800

송현고 공학 공립 의정부시 용민로 159 031-851-2982

의정부고 남 공립 의정부시 녹양로 29 031-874-4796

의정부
광동고 공학 사립 의정부시 서부로 691 031-849-5500

의정부여고 여 공립 의정부시 신흥로 365-10 031-876-4201

호원고 공학 공립 의정부시 망월로 56 031-822-2100

효자고 공학 공립 의정부시 부용로 165 031-853-0058

의정부 계
공학9
남2,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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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명 학 교 명 성 별 설립별 소    재    지 전화번호

1구역
(기흥구)

구성고 공학 공립 용인시 기흥구 연원로 42번길 47 031-284-1380
기흥고 공학 공립 용인시 기흥구 관곡로 20 031-679-1961
동백고 공학 공립 용인시 기흥구 동백7로 61 070-7609-4603
보라고 공학 공립 용인시 기흥구 한보라1로 43번길 7 031-8005-8780
보정고 공학 공립 용인시 기흥구 보정로 22 031-270-7251
서천고 공학 공립 용인시 기흥구 서천대로 125 031-546-7211
성지고 공학 공립 용인시 기흥구 갈곡로 12번길 13 031-547-3120
신갈고 공학 사립 용인시 기흥구 백남준로 13 031-281-7004
용인백현고 공학 공립 용인시 기흥구 동백7로 112 070-7609-7399
청덕고 공학 공립 용인시 기흥구 구성1로 21 031-546-2510
초당고 공학 공립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1 031-547-9201
흥덕고 공학 공립 용인시 기흥구 흥덕2로 36 031-218-0210

소계 공학12

2구역
(수지구)

대지고 공학 공립 용인시 수지구 동백죽전대로 1066 031-210-2850
상현고 공학 공립 용인시 수지구 법조로 222 031-547-7340
서원고 공학 공립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42번길 26-7 031-276-7022
성복고 공학 공립 용인시 수지구 도마치로 92 031-8008-1322
수지고 공학 공립 용인시 수지구 수풍로 73 031-260-5410
신봉고 공학 공립 용인시 수지구 신봉3로 45 031-8019-4902
죽전고 공학 공립 용인시 수지구 용구대로 2771번길 23 031-8006-0302
풍덕고 공학 공립 용인시 수지구 정평로 131번길 5 031-218-0520
현암고 공학 공립 용인시 수지구 디지털밸리로 17 031-896-5036
홍천고 공학 공립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 227번길 22 031-8008-1103

소계 공학10

3구역
(처인구)

고림고 공학 공립 용인시 처인구 고림로 165번길 031-525-0516
용인고 공학 공립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253번길 20-21 031-330-8305
용인삼계고 공학 공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백옥대로 1898번길 34-42  031-329-1044
포곡고 공학 공립 용인시 처인구 포곡로 210번길 26 031-329-3741
태성고 남자 사립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059-2 031-335-9182

소계 공학4남1
용인 계 공학26남1 

[표9] 용인학군 일반고 소재지 현황 

 ※ 용인한국외국어대부설고는 자율형사립고
 ※ 백암고는 특수지로 평준화 비적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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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권학군 중·고등학교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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