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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391호)

공       고

  2023학년도 경기도 평준화 지역(수원 ․성남 ․안양권․부천․고양․광명․안산․의정부․
용인학군) 소재 후기 일반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2022.  9.  7.

경 기 도 교 육 감    임   태   희
  

1. 지원 자격

  가. 경기도 소재 중학교 졸업 예정자

  나. 중학교 졸업자로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

  다.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

로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

  라. 타 시․도 소재 특성화중학교(전국단위 모집 자율학교 포함) 졸업예정자 중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

  ※나~라항의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원서접수일 현재 전 가족(보호자 

포함)이 경기도에 단독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  외고, 국제고, 자사고 지원자는 희망에 따라 평준화 지역 일반고를 동시지원할 

수 있다.

  ※  2023학년도 전기학교 합격자는 지원할 수 없다. 

2. 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 교부 및 접수 기간 : 2022. 12. 9.(금) ~ 12. 15.(목) 17:00 까지

     ▶ 접수 시간 : 09:00 ~ 17:00 까지

 나. 원서접수 장소

지역 접수 장소 지역 접수 장소

수원학군 수원교육지원청 의정부학군 의정부교육지원청

부천학군 부천교육지원청 용인학군 용인교육지원청

고양학군 고양교육지원청 성남학군 성남교육지원청

광명학군 광명교육지원청 안양권학군

(안양, 과천, 군포, 의왕)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안산학군 안산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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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제출서류 

    1) 응시원서 

    2) 사진[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4cm, 타시·도 출신자 및 

검정고시 출신자는 사진파일(30kb이하) 제출]

    3) 체육특기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발행한 체육특기자 심사 결과 공문 사본 1부

    4) 검정고시 합격자는 검정고시 합격증서,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각 1부

    5) 졸업자, 검정고시 및 기타 자격자는 주민등록등본 1부

  라. 원서교부 방법

   ◦ 경기도 내 중학교 출신 학생은 재적교에서「고등학교 입학·전학 포털시스템」으로 작성

   ◦ 지원 자격 ‘나’~‘라’항의 해당 학생은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교부 및 접수

  

3. 전형료 : 없음

  

4. 예비소집 : 없음

   

5. 선발시험 : 없음

6. 모집정원 : 총 59,860명 [대부고(안산), 백송고(고양), 백암고(용인) 제외]

   
※ 안산지역 대부고 27명, 고양지역 백송고 135명, 용인지역 백암고 75명은 학교장 전형

으로 선발한다.

7. 전형 방법

  가. 중학교 내신성적 200점 만점으로 전형한다.

  나. 수원학군, 성남학군, 안양권학군, 부천학군, 고양학군, 광명학군, 안산학군, 의정부

학군, 용인학군 모두 전체 모집정원만큼 선발하여 선 복수지원 후 추첨 배정 방식에 

의해 지망 순위별, 학교별로 추첨 배정한다. 

  다. 고등학교 지원은 학군내 배정(1단계)을 위한 지망순위와 구역내 배정(2단계)을 위한 

지망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라. 외고, 국제고, 자사고 지원자 중 평준화지역 일반고에 동시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학군내·구역내 모두 2지망부터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다.

학군 모집정원 학군 모집정원 학군 모집정원

수원학군 10,004명 부천학군 5,787명 안산학군 4,869명

성남학군 7,252명 고양학군 8,436명 의정부학군 3,427명

안양권학군 7,639명 광명학군 2,580명 용인학군 9,86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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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군내배정을 위한 지망 학교수]

 

구  분 수원학군 성남학군 안양권학군 고양학군 안산학군 용인학군

선택지망 5개교 5개교 5개교 5개교 5개교 5개교

 

구  분 부천학군 광명학군 의정부학군

선택지망
남 21개교

여 22개교

남 9개교

여 9개교

남 11개교

여 10개교

 [구역내배정을 위한 지망 학교수]

 

구   분 수원학군 성남학군 고양학군 안산학군

남
1구역출신 12개교 7개교 12개교 7개교

2구역출신 16개교 17개교 16개교 9개교

여
1구역출신 12개교 7개교 12개교 7개교

2구역출신 15개교 18개교 16개교 9개교

 

구    분

안양권학군 구역별 지망 학교수

1구역출신
(안양시)

2구역출신
(과천시)

3구역출신
(군포시)

4구역출신
(의왕시)

남 11개교 2개교 6개교 4개교

여 11개교 3개교 6개교 4개교

 

구    분
용인학군 구역별 지망 학교수

1구역출신 2구역출신 3구역출신

남 12개교 10개교 5개교

여 12개교 10개교 4개교

8. 전형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배정 대상자 발표  2023. 1. 6.(금) 이내

  배정 학교 발표  2023. 1. 31.(화)

  배정 학교 등록기간  2023. 2. 1.(수) ~ 2. 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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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 평준화 지역 내 대부고(안산), 백송고(고양), 백암고(용인) 및 특목고․자사고․
특성화고는 학교별 전형 계획에 의거 시행한다.

  ◦ 중학교 내신성적은 『2023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 내신성적 반영지침』에 의거 처리한다.

  ◦ 기타 전형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정책과 또는 학군별 교육

지원청에 문의

  

학군명 교육지원청명 전화번호

수원학군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031-250-1385

성남학군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031-780-2672

안양권학군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031-380-7038

부천학군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070-7099-2179

고양학군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031-900-2876

광명학군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02-2610-1410

안산학군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031-412-4547

의정부학군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031-820-0043

용인학군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031-8020-9247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정책과 031-820-0612, 0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