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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

양극화 심화·동시 선발도 영향 
외고 인기 회복? 전국 평균 경쟁률 하락

2019 외고·국제고의 경쟁률 상승이 화제다. 지난해 반등 분위기를 이어갔다는 평가다. 하지만 조금 들여다보면 

이는 서울 지역의 이야기다. 전국 30개 외고의 평균 경쟁률은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했다. 인구 증가와 전형 방법 변화로 

지원 가능 인원이 늘었음에도 전체 지원자 수가 줄어든 것은 개별 학교 경쟁력에 따른 지원 양극화 심화, 일반고 동시 

선발에 따른 탈락 부담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올해 전국 외고·국제고의 원서 접수 결과와 그 원인을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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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고 선호·외고 양극화 추세 지속  

올해 고입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일반고와 함께 후기에 신입

생을 모집하는 외고·국제고·자사고에 얼마나 많은 학생이 

지원하느냐였다. 특히 외고·국제고의 경우 2018학년 중3 학

생 수는 감소에도 불구하고 반등의 가능성을 내비쳤던 만큼 

어떤 결과를 얻을지 관심이 컸다. 

접수 결과 서울 지역 6개 외고의 평균 경쟁률은 최근 3년 새 

가장 높은 1 .75:1을 기록했다. 서울국제고의 경쟁률도 과고 

수준인 3.3:1에 달했다. 이를 두고 후기고 전환에도 불구하고 

외고·국제고의 인기가 유지됐다는 평가가 쏟아졌다. 

하지만 전국으로 시야를 넓히고, 학교 유형별·개별 학교별 

경쟁률을 들여다보면 해석이 달라진다. 우선 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국 7개 국제고의 경쟁률은 2.46:1(일반 전형 기

준)로 소폭 상승했다(표 1). 종로학원하늘교육 오종운 평가이

사는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해의 경향과 유사하다. 국제고는 

공립이 많아 경제적이고 외고에 비해 전공 선택의 폭이 넓으

며, 신도시에 위치해 경쟁 학교가 적어 지역 내 인문사회 계

열 성향 최상위권 학생의 선호도가 유지됐다”고 분석했다.   

반면 전국 30개 외고는 지난해보다 지원자가 377명 줄어 경

쟁률도 1.50:1로 약간 하락했다(표 2). 올해부터 부산국제외

고가 일반고로 전환돼 전체 모집 정원이 160명 감소했음을 고

려해도 하락세가 눈에 띈다.

김학수입시연구소 김학수 소장은 “외고는 외고라는 유형보다 

개별 학교의 대입 역량에 따른 양극화 추세가 이어졌다. 서울

권 외고가 선전한 것 또한 서울 외 지역의 외고와 비교해 대

입 실적이 우수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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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고 동시 선발 영향 없다? 지역별 외고 희비 갈랐다!    

특히 외고 원서 접수 결과, 지역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특히 수도권으로 묶이는 서울과 경기가 

상반된 결과를 얻었다. 전문가들은 “탈락에 대한 부담의 차이 

때문” 이라고 분석한다. 탈락 시 일반고 배정 방식이 학생의 

지원 심리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

2019 외고·국제고·자사고 지원자들은 탈락하면 비평준화 지

역 거주 시 지역 전형 일정이 남은 일반고에 응시하면 되고, 

평준화 지역 거주 시에는 원서 제출 단계에서 일반고 배정 동

의서를 제출하면 2단계 혹은 2순위 배정부터 참여할 수 있다. 

한데 지역마다 배정 방법이 달라 학생들에 체감하는 제약의 

크기도 차이가 났다, 

서울 언주중 최이권 교사는 “일단 외고·국제고가 올해부터 

중학 영어 성적 평가 시 전부 성취평가제로 반영해 지원 가능 

학생 수가 늘었다. 또 서울은 1단계 배정 비율이 20%에 불과

하다. 선호 일반고나 교육특구 일반고는 경쟁이 심해 체감 확

률이 더 낮다. 학생 입장에선 외고·국제고에 지원해도 배정 

불이익이 크지 않다. 특목고 수요가 큰 서울에서 외고 지원자

의 증가는 예견됐던 일”이라고 전한다. 

서울과 달리 경기는 거주 학군 내 진학 희망 학교를 지망 순

으로 지원하고, 이 순서에 따라 배정한다. 예를 들어 A고-B

고-C고 순으로 지망했다면 A고 배정부터 참여하며, 이때 희

망자가 정원보다 많으면 추첨 후 탈락자들은 다음 지망 학교 

배정에 참가한다. 단 B고가 1순위에서 정원을 채웠다면 3순

위 C고 잔여 모집 정원 배정에 참여하는 식으로 차순위를 건

너뛸 수 있다. 선호 학교는 보통 1지망에서 정원을 채우는 만

큼, 2지망 이후 참여하는 외고·국제고·자사고 학생들의 배정 

확률이 ‘0’에 수렴한다. ‘1지망 배정 제외’ 의 영향력이 큰 셈. 

실제 배정 방식이 경기와 유사한 충북·전남·전북·경남·경

북권 외고는 지원자가 줄었다.

오 이사는 “외고는 정부의 비우호적 정책, 적은 학생 수로 인

한 내신 문제 등으로 서울 외 지역에서는 인기가 하락하는 추

세다. 하지만 올해 중3 학생 수가 1만 명 가량 늘었고, 중학 내

신 평가 방식의 변화로 지원자 풀은 늘었다. 서울만큼 외고 

수요가 높은 경기권 외고의 모집 결과는 배정 방식으로 인해 

학생들이 지망을 기피했음을 보여준다. 동시 선발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표 1_ 2019·2018 전국 국제고 일반 전형 경쟁률

지역 학교
2019 2018

정원 지원자 경쟁률 정원 지원자 경쟁률

경기

고양국제고 120 299 2.49(▲) 120 288 2.40

동탄국제고 120 327 2.73 120 381 3.18

청심국제고 60 89 1.48(▲) 60 82 1.37

부산 부산국제고 128 305 2.38(▲) 128 257 2.01

서울 서울국제고 105 346 3.30(▲) 105 291 2.77

세종 세종국제고 80 213 2.66(▲) 80 204 2.55

인천 인천국제고 110 199 1.81 110 206 1.87

계 723 1,778 2.46(▲) 723 1,709 2.39

자료 종로학원하늘교육 

표 2_ 2019·2018 전국 외고 일반 전형 경쟁률

지역 학교
2019 2018

정원 지원자 경쟁률 정원 지원자 경쟁률

서울

대원외고 200 352 1.76 200 352 1.76

대일외고 200 406 2.03(▲) 200 354 1.77

명덕외고 200 431 2.16(▲) 200 302 1.51

서울외고 200 195 0.98 200 189 0.95

이화외고 120 173 1.44 120 181 1.51

한영외고 200 404 2.02(▲) 200 324 1.62

소계 1,120 1,961 1.75(▲) 1,120 1,702 1.52

경기

경기외고 160 290 1.81(▲) 160 277 1.73

고양외고 200 290 1.45(▲) 200 283 1.42

과천외고 200 199 0.99 200 287 1.44

김포외고 160 153 0.96 160 212 1.33

동두천외고 160 243 1.52(▲) 160 238 1.49

성남외고 160 235 1.47 160 358 2.24

수원외고 160 290 1.81 160 298 1.86

안양외고 200 310 1.55(▲) 200 244 1.22

소계 1,400 2,010 1.44 1,400 2,197 1.57

인천

미추홀외고 153 271 1.77 153 352 2.3

인천외고 200 191 0.96 200 217 1.09

소계 353 462 1.36 353 569 1.61

강원 강원외고 97 167 1.71 97 167 1.71

충북 청주외고 160 239 1.49(▲) 160 206 1.29

대전 대전외고 200 359 1.80 200 384 1.92

충남 충남외고 108 156 1.44 108 202 1.87

전북 전북외고 128 164 1.28 128 210 1.64

전남 전남외고 100 197 1.77 100 177 1.77

대구 대구외고 120 178 1.48 120 187 1.56

경북 경북외고 100 107 1.07 100 161 1.61

부산

부산국제외고* 0 　 　 160 169 1.06

부산외고 200 229 1.15 200 261 1.31

부일외고 160 242 1.51(▲) 160 179 1.12

소계 360 471 1.33 520 609 1.17

울산 울산외고 140 225 1.61 140 245 1.75

경남

경남외고 160 199 1.24 160 223 1.39

김해외고 100 151 1.51 100 162 1.62

소계 260 350 1.37 260 385 1.48

제주 제주외고 80 105 1.31 80 126 1.58

총계 30개교 4,726 7,151 1.50 4,886 7,528 1.54

자료 서울시교육청·각 학교 홈페이지  *부산국제외고는 2019학년부터 일반고 전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