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과 1로 만드는 새로운 세상”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소개 및 전형요약자료

                                (☎ 입학상담 031-363-7812 /  카카오톡 공식 1:1상담 ‘디미고 입학안내’)
교무지원부장 : 김성열 / 입학담당교사 : 정희범

1. 학교특징
 전국단위 모집, 전국 최초 IT분야 특성화고등학교(2002년 개교)
 전교생 기숙사 생활로 안정적인 학습 환경 제공 및 방과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전국 고교 중 최대 IT연구 및 창업동아리 활동과 창업 및 IT분야 경진대회 수상 실적
 국가 및 지방직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IT스타트업 등 우수기관·기업 취업
 전국 특성화고 중 최고의 학업 수준 및 대학 진학 성과 달성

2. 2022학년도 입학전형 주요사항 요약
1) 모집인원(전국단위모집 / 전교생 기숙사 생활)

전형구분 e-비즈니스과 디지털콘텐츠과 웹프로그래밍과 해킹방어과 합계 비고

진로적성
특별전형

대회입상자
9 9 22 22 62 ※ 정원 외 모집

- 특례입학대상자 3명 이내
- 국가유공자자녀 5명 이내
- 북한이탈주민 3명 이내
- 특수교육대상자 **명

자기추천자
창업특기자

일반전형 22 22 40 40 124
합계 31 31 62 62 186

2) 전형 주요사항 요약

전형구분

1단계 전형 2단계 전형(2배수)

합계교과점수
(국어,영어,수학) 활동증빙자료 자기소개서 학교생활기록부 소질·

적성검사 면접
2학년 3학년

진로적성
특별전형

대회입상자
36점 24점 60점 20점 20점 - 40점 200점자기추천자

창업특기자
일반전형 72점 48점 - - 20점 40점 20점 200점

※ 특별전형 원서입력 2021.11.03.(월) ~ 2021.11.09.(화) 17:00 까지 / 온라인 원서접수 11.05~11.09 09:00~17:00
※ 특별전형의 각종 제출서류는 10월 20일(수) 학교홈페이지 > 입학안내 > 입학공지사항을 통해 공개
※ 일반전형 원서입력 2021.11.17.(수) ~ 2021.11.23.(화) 17:00 까지 / 온라인 원서접수 11.22~11.23 09:00~17:00
※ 특별전형 불합격자는 일반전형에 다시 지원할 수 있음(일반전형 원서접수시스템에 다시 입력)

3) 학과별 평균 경쟁률 및 경쟁 가능 예상 교과점수, 합격자 생기부 평균점수

전형구분 e-비즈니스과 디지털콘텐츠과 웹프로그래밍과 해킹방어과

진로적성
특별전형

대회입상자
2.5~3:1 4.5~6:1자기추천자

창업특기자
일반전형 2.5~3:1 4~5:1

1단계 경쟁가능 교과점수 95~110(금년 예상) 100~110(금년 예상)

합격자 생기부 평균 점수

17점 내외
 ※ 최소 임원활동 1학기 이상, 독서활동 ․ 교내상 ․ 봉사활동 만점인 학생이 유리
 ※ 코로나19로 인하여 출결사항이 매우 큰 변수로 작용함.
    (온라인 수업시 무단 지각 ․ 결과 ․ 결석 등 탈락의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 )



3. 졸업생 진로 진학 현황(2021년 2월 졸업, 고3 198명 기준)
  1) 디미고의 취업

매년 정부에서는 국가직 9급 공채 선발을 하고 있으며, 본교에서는 일반행정, 회계, 세무, 관세, 전산 등 다양한 
직군에 선발되고 있습니다. 비즈쿨 특화학교 프로그램 운영의 일환으로 경제와 창업 마인드 그리고 기업가 
정신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창업 아이템을 개발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여 실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학교에 취업지도관이 상주하며 취업을 원하는 학생을 위해 우수 기업을 발굴하고, 다양한 기관 및 산업체와 
산학협약을 체결하여 취업을 지원하며, 졸업생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취업과 창업에 대한 멘토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는 창업특기자 학생들을 선발하여 체계적인 창업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실질적인 창업지원을 함으로써 미래의 창업가를 길러내고 있습니다.

   

취업처 인원 비고
국가직 9급 공무원 1 특성화고 전형

공기업 3 금융감독원, 한국전력, KOICA
신한은행 1 ICT 분야
IT 기업 6 클래스 101, 이스트소프트, 씨앤소프트, StartupBay 등

취업약정
계약학과 진학

1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1 한양대 에리카 스마트ICT융합
3 가천대 게임영상, 미래자동차

사업자 등록 및 진학
(창업자) 5 세종대 1, 숭실대 1, 인천대 1, 한신대 1, 한양대 에리카 1

  2) 디미고의 진학
특성화고 특별전형(구 동일계 특별전형)은 특성화고교 출신자에게만 지원자격이 부여되는 특별전형으로 연세대·
고려대·성균관대 등 대부분의 대학에서 특성화고교 출신자 특별전형을 대학 정원 외 1.5% 이내의 범위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선발 시기에 따라 수시와 정시로 나뉘며, 전형에 따라서는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수능 성적 전형 등 다양한 형태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수능시 직업탐구영역을 선택할 수 
있으며, 고등학교에서 배운 전공학과의 기준학과를 인정하는 동일 계열로의 진학이 가능합니다.

     

대학명 1~12회
누적

13회
(2017)

14회
(2018)

15회
(2019)

16회
(2020)

17회
(2021) 합계

서울대학교 4 1 0 1 1 3 10
KAIST 10 1 0 0 2 1 14
연세대학교(서울) 117 3 9 10 2 14 155
고려대학교(서울) 120 14 4 1 5 6 150
성균관대학교 148 2 8 9 3 2 172
이화여자대학교 20 7 10 11 11 9 68
서강대학교 63 7 1 1 2 0 75
한양대학교(서울) 112 21 25 20 22 20 220
중앙대학교 87 12 17 8 15 9 148
경희대학교 131 2 2 1 1 0 137
서울시립대학교 51 12 10 4 8 4 89
해외유학 31 1 1 0 1 0 34
그 외 대학 815 101 94 90 116 94 1,310
졸업인원 1,916 215 209 197 214 198 2,949

     - 진학 유형 분석(2021년 2월 졸업자 중 진학한 162명 기준)

구분 비율
전형유형 일반전형 17%, 특성화고 특별전형 83%

수시․정시 구분 수시 14%, 정시 86%
대학소재지 서울 62%(KAIST 포함), 경기․인천 33%, 그 외 지역 5%



4. 2022학년도 입학생 계열 및 학과별 교육과정 소개
 1) 비즈니스계열
   e-비즈니스과(1학급, 31명)
     가. 학과 목표 : 빅데이터 기반 글로벌 경영·경제 분야 전문가 양성
     나. 진로진학 분야 : 경상계열, 사회과학계열, 정보·컴퓨터 및 공학계열 등 
     다. 교육과정 편제

보통교과 전문 교과
필수 선택(택1) 계열 공통 계열 선택(각각 택1)

국어, 문학, 고전읽기, 수학, 수학I, 
수학II, 영어, 영어I,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중국어I, 음악, 미술, 체육,
운동과 건강

1. 확률과 통계, 미적분
2. 실용 통계, 미적분

성공적인직업생활, 금융일반, 
상업경제, 회계원리, 컴퓨터그래픽, 
마케팅과 광고, 비즈니스영어, 
회계실무, 애니메이션콘텐츠제작, 
수출입 관리

1. 프로그래밍 / 광고콘텐츠제작
2. 정보처리와 관리 / 음악콘텐츠제작
3. 빅데이터 분석 / 방송콘텐츠제작
4.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 
  스마트 문화 앱 콘텐츠 제작

   디지털콘텐츠과(1학급, 31명)
     가. 학과 목표 : 디자인·영상·문화콘텐츠 분야 전문가 양성
     나. 진로진학 분야 : 경상계열, 사회과학계열, 디자인 계열, 미디어 계열 등 
     다. 교육과정 편제

보통교과 전문 교과
필수 계열 공통 계열 선택(각 항목별 택1)

국어, 문학, 고전읽기, 수학, 수학I, 수학II, 확률과 통계, 실용 통계, 
영어, 영어I,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중국어I, 음악, 미술, 
체육, 운동과 건강

성공적인직업생활, 금융일반, 
상업경제, 회계원리, 컴퓨터그래픽, 
마케팅과 광고, 비즈니스영어, 
회계실무, 애니메이션콘텐츠제작, 
수출입 관리

1. 프로그래밍 / 광고콘텐츠제작
2. 정보처리와 관리 / 음악콘텐츠제작
3. 빅데이터 분석 / 방송콘텐츠제작
4.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 
  스마트 문화 앱 콘텐츠 제작

 2) 소프트웨어계열
   웹프로그래밍과(2학급, 62명)
     가. 학과 목표 : 소프트웨어·네트워크 분야 전문가 양성
     나. 진로진학 분야 : 정보·컴퓨터(프로그래밍 개발), 전기전자, 기계, 화공, 미디어 등 공과 계열
     다. 교육과정 편제

보통교과
전문 교과

계열 공통 계열 선택(택1)
코스 선택(코스 중 택1)

AI(인공지능) 네트워크 멀티미디어
국어, 문학, 고전읽기, 수학, 
수학I, 수학II, 미적분, 영어, 
영어I,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물리학I, 화학I, 체육, 
운동과 건강, 중국어I

성공적인직업생활, 공업일반, 
프로그래밍, 비즈니스 영어, 
컴퓨터 시스템 일반, 공업 수학,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사물 인터넷 서비스 기획, 
공업 수학의 기초

1. 응용프로그래밍 화면 구현 
  / 정보 보호 관리 자료구조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과 미래사회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
테트워크 프로그래밍

자료구조 또는 정보통신
방송콘텐츠제작
음악콘텐츠제작
컴퓨터그래픽2. 응용 프로그래밍 개발 

  / 컴퓨터 보안

   해킹방어과(2학급, 62명)
     가. 학과 목표 : 해킹·보안 및 정보통신 분야 전문가 양성
     나. 진로진학 분야 : 정보·컴퓨터(정보보안), 전기전자, 기계, 화공, 미디어 등 공과 계열
     다. 교육과정 편제

보통교과
전문 교과

계열 공통 계열 선택(택1)
코스 선택(코스 중 택1)

AI(인공지능) 네트워크 멀티미디어
국어, 문학, 고전읽기, 수학, 
수학I, 수학II, 미적분, 영어, 
영어I,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물리학I, 화학I, 체육, 
운동과 건강, 중국어I

성공적인직업생활, 공업일반, 
프로그래밍, 비즈니스 영어, 
컴퓨터 시스템 일반, 공업 수학,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사물 인터넷 서비스 기획, 
공업 수학의 기초

1. 응용프로그래밍 화면 구현 
  / 정보 보호 관리 자료구조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과 미래사회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
테트워크 프로그래밍

자료구조 또는 정보통신
방송콘텐츠제작
음악콘텐츠제작
컴퓨터그래픽2. 응용 프로그래밍 개발 

  / 컴퓨터 보안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교육과정 특징 
1. 계열선택과목 교차 선택 이수제 운영 : 동일 계열 내에서 계열선택과목 교차 선택 이수 가능
2. 전공코스제 운영 : 소프트웨어계열 내 3개 전공코스(AI / 네트워크 / 멀티미디어) 교육과정 운영
3. 주문형강좌 운영 : 180단위 초과 이수 주문형강좌 운영(인간 발달, 생명공학 기술)



5. 일반전형 소질․적성검사 전년도 예시문제
[문제]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정답은 ②번 입니다.

<보 기>
                 

옷이나 시계, 안경처럼 자유롭게 몸에 착용할 수 있는 
컴퓨터로, 소형화·경량화되고 음성·동작 인식 등 다양한 
기술이 적용된다.

① 사물인터넷 ② 웨어러블 컴퓨터
③ 개인용 컴퓨터 ④ 슈퍼컴퓨터
⑤ 클라우드 컴퓨터

[문제] 다음 보기에서 하드웨어를 모두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정답은 ②번 입니다.

<보 기>
                 

ㄱ. RAM 
ㄷ. 운영체제          
ㅁ. CPU

ㄴ. 하드디스크  
ㄹ. 워드프로세서
ㅂ. 펌웨어

① ㄱ,ㄴ,ㄷ ② ㄱ,ㄴ,ㅁ
③ ㄱ,ㄴ,ㄷ,ㄹ ④ ㄱ,ㄴ,ㄷ,ㅂ
⑤ ㄱ,ㄴ,ㅁ,ㅂ

[문제] 다음은 아스키코드(ASCII)를 이용하여 문자를 표현한 것이다. 
십진법 65가 ‘A’, 97이 ‘a’일 때 다음 이진수를 문자로 표현한 것은? 정답은 ⑤번 입니다.

<보 기>
                 

01000100, 01101001, 01101110, 01101001

① Dimi ② Ejnj ③ Dinj
④ Ejmi ⑤ Dini

[문제] 달미와 도산이가 어느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였다. 
달미는 3일간 일하고 하루를 쉬고, 도산이는 토요일과 일요일만 쉬기로 하고 
두 사람 모두 어느 월요일에 처음 출근하였다. 
480일 동안 두 명 모두 쉬는 날은 며칠인가? 정답은 ③번 입니다.

① 32일 ② 33일 ③ 34일
④ 35일 ⑤ 36일

[문제] 다음 중 1바이트가 표현할 수 있는 정보의 개수는? 정답은 ⑤번 입니다.

① 8 ② 16 ③ 32
④ 64 ⑤ 256

이 외에도 중학교 학업을 기반한 창의력 문제가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