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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없다? 

대입 전형 변화 따른 고교 유형별 유불리

WEEKLY THEME 
#2022_정시_확대 #2022_대입_개편

#고교_유형_유불리 

2022 대입 개편안에 따라 수능 정시 모집 비중이 

30% 이상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시가 확대되면 특목고나 

자사고의 인기가 다시 오를 것으로 전망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일반고보다 수능에서 강세를 보이는 자사고나 특목고에 진학하는 

게 수능 준비에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시각이죠. 정말 대입 

전형이 변하면 일반고, 특목·자사고 등 고교 유형에 따라 유불리가 

나타날까요? 특정 전형에 유리한 고교 유형은 따로 있을까요? 

대입 개편안에 따른 고입 경쟁률 변화 추이와 고교 유형별 대학 

진학률 등 데이터를 분석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취재 홍정아 리포터 jahong@naeil.com  사진 전호성
도움말 오종운 평가이사(종로학원하늘교육)·우연철 평가팀장(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이해웅 소장(타임교육입시연구소)·전천석 교사(경기 고양외국어고등학교)
채용석 교사(서울 배명고등학교)·최이권 교사(서울 언주중학교) 
참고 ‘학생부 종합 전형 3년의 성과와 고교 교육의 변화’ ‘2016~2018 중학교 졸업자 고교 진학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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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고 경쟁률 반등, 

정시 확대와 연계 해석은 무리?

과고 경쟁률은 최근 꾸준히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원서 접수를 마친 2019학년에는 전년 대비 지원자가 741명 

증가해 2017학년 경쟁률에 근접할 정도였다(그래프 2). 일반

적으로 지역별 중3 학생의 1.1% 안팎이 과고에 지원한다. 

오 평가이사는 “올해부터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후기고 전

형으로 모집 시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상 전기고 선택지

가 과학고로 제한돼 지원자가 몰렸다. 올해 중3 학생 수가 지

난해보다 8천900여 명 늘어난 것도 원인이다.”라고 해석했

다. 정시 확대 개편안의 영향이라기보다 전·후기고 개편과 

학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자연 증가분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

이다. 

하지만, 정시 확대가 과고 학생들에게 직접적이진 않아도 영

향을 미쳤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개편안 발표 이후 

특목·자사고 지원 문의가 늘어났다는 게 중학교 진학 담당 

교사들의 전언이다. 또 한성과고처럼 개편안 발표 이후 모집 

경쟁률이 크게 오른 학교가 눈길을 끈다(표 2). 

작년 졸업생 기준 일반·특목·자율고 

비율 70.6 : 4.6 : 5.9

전체 고등학생 중 일반고와 특목·자사고, 특성화고 등 고교 

유형별로 학생 비율은 어떨까. 종로학원하늘교육이 분석한 

‘2016~2018년 중학교 졸업자 고등학교 진학 현황 분석’ 자료

에 따르면 지난 3월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의 70.6%가 일반고

에, 4.6%가 특목고에, 5.9%(사립고 3.0%, 공립고 2.9%)가 자

율고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화고는 17.9%로 나타났

다(그래프 1). 

지역별로 살펴보면 특목고 진학률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

(7.8%), 울산(7.1%), 세종(6.1%) 순이었다. 눈길을 끄는 대목

은 서울 지역의 자사고 진학률은 11%로 전국 평균인 3.0%보

다 월등히 높다는 것. 이에 대해 종로학원하늘교육 오종운 평

가이사는 “2017년 4월 기준으로 자사고 46개교 중 절반인 23

개교가 서울에 있고, 자사고 고등학교 전체 학생 수(4만6천

304명) 중 서울 소재 학생 수가 2만5천316명, 즉 54.7%로 절

반 이상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즉, 서울에 자사고가 많

으니 많이 간다는 얘기다. 참고로 현재 46개 자사고는 선발형

인 10개 전국 단위 자사고와 36개 광역 자사고로 구분된다. 

2016학년부터 2018학년까지 고교 졸업 인원의 고교 유형별 

비율도 비슷하다. 올해 고교를 졸업한 56만6천545명 중 일반

고는 40만7천600명(71.9%), 특목고는 2만2천818명(4.0%), 

자사고와 자공고를 합한 자율고는 4만4천241명(7.8%)으로 

나타났다.

그래프 1_ 2018학년 중학교 졸업자의 고교 유형별 진학률 

중학교 
졸업자

457,120

70.6%
일반고 

특성화고

17.9% 자율고

(사립고+공립고) 

5.9%

특목고 4.6%

기타 진학률 0.7%

정시 확대에 따른 

고입 지형 변화, 

어떻게 볼까?

PAR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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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6일부터 20일까지 서류를 접수한 한성과고의 일자별 경

쟁률을 살펴보면 개편안 발표가 있던 2일 차(8월 17일)에 지원

자가 증가했다. 대체로 1일 차보다는 2일 차에 지원자가 많긴 

하지만, 전년 일자별 경쟁률과 비교해도 올해 한성과고 2일 

차의 지원자 증가 현상은 이례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우연철 평가팀장은 “이는 16일까지 

지원을 관망하던 수험생들이 17일 오전 교육부 발표 이후 결

정을 내린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특히 3일 차에도 251명이 

지원했는데, 전년도 3일 차 지원 인원에 비해 약 63% 증가한 

것으로 교육부의 발표가 학생들의 고교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풀이했다. 

올 하반기 고입 관전 포인트, 

외고·자사고 경쟁률은? 

2019학년 외고·자사고의 경쟁률은 이번 대입 개편안 정시 확

대에 얼마나 영향을 받을까? 오 평가이사는 “외고를 포함한 

특목·자사고 학생의 경우 모의고사 대비 내신 등급이 낮아 

수시로는 눈높이에 맞는 대학을 지원하기 어려웠다. 이번 개

편안으로 정시 인원이 늘면 서울 소재 주요 대학 진학의 길이 

다소 넓어지는 셈”이라고 전했다. 

이를 반영하듯 실제 중학교 현장에서도 외고·자사고 진학 상

담 요청이 급증했다. 서울 언주중 최이권 교사는 “서울의 경

우 탈락 시 타 시도에 비해 배정 불이익이 거의 없는 편이라,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외고·자사고 지원율이 지난해보다 

오를 것이다. 중3 영어 성적을 성취평가로 바꾼 외고나 서울 

강남권의 자사고, 남부 지역의 전국 단위 자사고에 대한 관심

이 늘었다”고 전했다. 고입이나 대입에서의 불리함이 일부 사

라지면서 지역 일반고에서 내신 최상위권을 장담할 수 없는 

학생들이 기숙 생활을 전제로 면학 분위기를 갖춘 선발고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시 확대에 대해 특목·자사고의 유불리를 재단하기 어렵다

는 의견도 있다. 타임교육입시연구소 이해웅 소장은 “과고, 

영재학교, 외고, 국제고 등 특목고도 학교마다 교육과정이 다

르다. 각기 특화·분화돼온 만큼 저마다의 입시 경향성이 있

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정시 확대는 특목고임에도 불구, 교

육과정 상 수능 대비가 어려운 영재학교와 과고, 민사고, 하

나고 등에는 악재임에 분명하다. 특목·자사고를 통으로 묶어 

특정 전형에 불리하다 유리하다 따지기가 어려운 만큼 개별 

학교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표 1_ 한성과고 2018~2019학년 일자별 경쟁률 변화 비교

원서접수 2018학년 2019학년

지원자
전일 대비 

증감 인원
지원자

전일 대비 

증감 인원

1일차 125 - 40 -

2일차 278 153 304 264

3일차 154 -124 251 -53

계 557 595

자료 한성과고 홈페이지(2018년 9월 기준)

과고, 영재학교, 외고, 국제고 등 특목고도 

학교마다 교육과정이 다르다. 각기 

특화·분화돼온 만큼 저마다의 입시 경향성이 

있다. 특목·자사고를 통으로 묶어 특정 전형에 

불리하다 유리하다 따지기 어려운 만큼 개별 

학교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래프 2_ 2016~2019학년 과학고 경쟁률 추이

2016 2017 2018 2019

1,626 1,626 1,638 1,638

 모집  지원  경쟁률

자료 각 고교 홈페이지 

6,290

3.87
3.60

3.09
3.54

5,861
5,062

5,802

그래프 3_ 최근 3년간 서울 지역 외고 경쟁률 추이

2016 2017 2018 2019

1,400 1,400 1,400 1,400

 모집  지원  경쟁률

자료 각 고교 홈페이지 

2,120
1.88

1.44
1.5 

?2,043 
1,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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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30% 확대 시 2019학년 대비 

주요 10개 대학 기준 2천 명 늘어

대입 개편안의 ‘정시 확대’ 발표는 작게나마 2019 고입 지형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수능을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정시

가 늘면, 재학생들의 수능 점수가 높은 특목·자사고가 대입에

서 유리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교육부는 대학에 정시 수능 위

주 전형 비율을 30% 이상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특목·자사고 

학생이 진학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은 

10여 개 정도다. 그렇다면 이들 대학의 2022학년 정시 인원은 

실제로 얼마나 늘어날까? 

2019학년 기준 전체 모집 인원에 따른 비율 증가로 단순히 따

져본다면 2천 명 정도다(표 2). 

2022학년 상위권 대학 입시에서 이 2천 명은 어떤 영향을 미

칠까? 오 이사는 “30% 확대이긴 하지만, 올해 고2가 치르는 

2020학년 대입 전형에서 정시 수능 비중이 어느 정도 상향 조

정되기 때문에 대학에 따라 인원 증가 폭이 크지 않을 수 있

다. 입시의 큰 틀이 여전히 수시를 기조로 하는 만큼, 정시 확

대가 특목·자사고에 ‘약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본다. 서

울대와 고려대를 제외하면 2020학년 모집 전형에 비해 정시 

인원이 5~10% 늘어나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다”고 조언했다.

 

특정 유형의 고교가 강한 특정 전형이 있다?

‘일반고는 수시에 유리하다’ ‘특목·자사고는 정시에 유리하다’ 

‘정시 확대로 특목·자사고는 양날개를 달았다’는 등의 얘기는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 학교 구성원이나 교육과정 등 학교가 

처한 상황이나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기 때문에 고교 유형에 

따라 이를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또 개인의 성적이 

중요한 입시에서 소속 학교의 영향을 일반화하는 것도 맞지 

않다. 하지만 고려대·연세대·한양대 등 서울 지역 10개 대학

의 최근 3년간 입시 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고교 유형

에 따라 상대적으로 강점을 보이는 전형이 있는 것만은 분명

해 보인다. 

경희대·고려대·서강대·서울여대·성균관대·숙명여대·연세

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 등 서울 지역 10개 사립대학은 

‘학생부 종합 전형 3년의 성과와 고교 교육의 변화 심포지엄’

에서 각 대학의 전형별 입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10개 대학의 2017학년 학생부 종합 전형의 입

학생 비율은 일반고(자공고 포함) 63.5%, 특목고 15.5%, 자사

고 8.3%였다(그래프 4). 내신 성적 위주로 뽑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일반고 비율이 92%나 됐고 특목고와 자사고는 

각각 1.3%, 0.2%에 불과했다. 반면 특목·자사고가 강한 전형

은 정시로 일반고 61.6%, 특목고 13.7%, 자사고 16.9%였다. 

특히 자사고 비율은 종합 전형의 두 배가 넘었다. 이와 관련

해 이 소장은 “자사고의 경우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므로 특목

고처럼 내신 경쟁이 치열하다. 높은 내신 등급을 받기가 어려

운 구조다. 학생들의 선호도 역시 종합 전형 중심의 수시보다

는 수능 중심의 정시가 높다. 정시 지원자 비율이 높은 만큼 

표 2_ 정시 30% 선발 시 2022학년 주요 대학 정시 모집 인원 변화 

대학

수시 정시 합계

정시 30% 

선발 시 

모집 인원 

변화

모집

인원
비율

모집

인원
비율

모집

인원

누적

인원

증가

인원

전체

누적

인원

서울대 2,232 77.1 662 22.9 2,894 2,894 206 206

연세대 2,301 72.1 891 27.9 3,192 6,086 67 273

고려대 3,132 85.7 523 14.3 3,655 9,741 574 847

서강대 1,178 78.6 320 21.4 1,498 11,239 129 976

성균관대 2,481 80.1 618 19.9 3,099 14,338 312 1,288

한양대 1,715 70.4 720 29.6 2,435 16,773 11 1,299

이화여대 2,043 82.5 433 17.5 2,476 19,249 310 1,609

중앙대

(서울)
2,360 77.5 684 22.5 3,044 22,293 229 1,838

경희대 1,438 72.7 540 27.3 1,978 24,271 53 1,891

경희대(국제) 1,178 70.6 490 29.4 1,668 25,939 10 1,901

한국외대

(서울)
1,109 68.3 514 31.7 1,623 27,562 - 1,901

서울시립대 893 63.6 512 36.4 1,405 28,967 - 1,901

* 각 대학 2019학년 모집 전형 대비 예측 수치임

대입 전형 

변화에 따른 

고교 유형별 유불리, 

있다 VS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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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를 띠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당사자인 학생들의 생각은 어떨까. 각 고교 유형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고교 유형에 따른 대입 준비 

유불리는 그리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진학사가 2019학년 

대입 수시 모집에 지원한 고3 학생 1천694명(일반고 1천428

명, 특목고 71명, 자사고 38명, 기타 157명)을 대상으로 진행

한 설문조사에서 ‘자신이 재학 중인 고교 유형이 수시 준비에 

도움이 됐느냐’는 물음에 일반고(56.9%, 813명), 특목고(69%, 

49명), 자사고(60.5%, 23명) 3개 고교 유형 재학생의 과반수

가 ‘그렇다’는 응답을 보였다. 

자신이 재학 중인 고교가 수시 준비에 도움이 된 이유에 대해 

일반고(38.4%, 312명), 특목고(53.1%, 26명), 자사고(56.5%, 

13명) 모두 ‘수시 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

고 있어서’라는 응답을 가장 많이 택했다. 이는 고교 유형보

다 자신의 성향과 진로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고교를 선택하는 것이 대입 준비 과정에서도 만족도가 높다

는 사실을 보여준다. 

경기 고양외고 전천석 교사는 “각 학교의 구성원과 

교육과정 등을 들여다보면 특정 학교에서 특정 전

형 비율이 높은 것에 수긍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경쟁이 치열한 과고와 영재학교 등 특목고에서

는 당연히 내신 경쟁 위주로 뽑는 교과 전형

에 지원할 수 없다. 일반고에서는 교과 전형 

비율이 압도적이라는 통계 역시 이런 식으로 

접근해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정 전형

에 강점이 없는 학생이 그 전형에 강점을 가진 특정 유형의 고

교에 입학한다고 ‘없던 강점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뜻이다.

그래프 4_ 2017학년 서울 10개 대학 신입생 출신 고교 유형

학생부 종합 전형(수시) 논술 위주(수시) 수능 위주(정시)

단위 %

63.5 
68.9

15.5 
8.3

15.1
9.6 13.7 16.9

61.6

 일반고  특목고  자사고

대학마다 선호하는 고교 유형이 있다?

10개 대학의 전형별 신입생 출신 고교를 살펴보면 모두 일반

고 출신 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3). 93.9%의 서울여대 논술 전

형부터 42.6%의 서강대 학생부 종합 전형까지 다양했다. 종

합 전형은 대학에서 어떤 지원자를 우수하게 평가하는지 미

뤄 짐작할 수 있는 전형이다. 대학의 주관적 평가 요소가 개

입하기 어려운 논술 전형과 수능 전형에 비해 대학의 지원자 

선호 요소가 드러나기 때문. 종합 전형만 놓고 보면 서강대, 

성균관대, 한국외대 등은 특목·자사고 비중이 각각 54.8%, 

39.1%, 34.5%로 다른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정 

대학이 특정 유형 고교 출신 학생을 선호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반론도 있다. 특정 대학이 특정 고교 유형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각 대학의 전형 설계나 특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앙대의 경우 

종합 전형 중 하나인 탐구형 인재 전형이 일반고 학생들에게

는 다소 부담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 한국외대의 

경우도 어학 관련 학과 비중이 높다는 대학 자체의 특성이 외

고 출신 비율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 배명고 채용석 교사는 “대학이 특정 고교 유형을 선호한

다고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대학은 고교 유형을 떠나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자 한다. 전형 설계와 그에 반응하는 

학생들의 환경, 대학의 특수성 등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한 결

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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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_ 서울대·고려대·연세대의 최근 4년간 신입생 고교 유형 

대학 연도 전체
일반고

과고·

영재학교

외고·

국제고

자율고

(사립고+

공립고)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서울대

2015 3,321 1,667 50.2 308 9.3 391 11.8 655 19.7

2016 3,308 1,593 48.2 258 8.7 391 11.8 757 22.9

2017 3,353 1,608 48.0 330 9.8 397 11.8 747 22.3

2018 3,419 1,715 50.2 390 11.4 351 10.3 662 19.3

고려대

2015 4,417 2,416 54.7 197 4.5 580 13.1 774 17.5

2016 4,588 2,428 52.9 125 2.7 600 13.1 808 17.6

2017 4,608 2,517 54.6 207 4.5 573 12.4 703 15.3

2018 4,503 2,466 54.8 175 3.9 647 14.4 719 16.0

연세대

2015 3,941 2,037 51.7 170 4.3 577 14.6 465 11.8

2016 3,916 1,919 49.0 117 3.0 555 14.2 707 18.1

2017 3,889 1,838 47.3 194 5.0 530 13.6 731 18.8

2018 3,950 1,951 49.3 179 4.5 457 11.6 718 18.2

자료 타임교육입시연구소

표 3_ 2017학년 서울 10개 대학의 출신 고교 유형별·전형별 합격률 비교(단위: %)

대학 구분 학생부 종합 논술 수능

경희대

일반고 70.4 81.8 66.4

특목고 8.5 1.1 7.3

자사고 4.7 11.4 19.9

기타 16.4 5.7 6.4

고려대

일반고 67.0 67.8 58.2

특목고 17.0 11.1 14.8

자사고 7.6 16.4 20.1

기타 8.4 4.7 6.9

서강대

일반고 42.6 52.8 58.4

특목고 32.1 15.4 14.3

자사고 22.7 27.0 19.7

기타 2.6 4.8 7.6

서울여대

일반고 87.5 93.9 76.4

특목고 3.4 - 9.6

자사고 1.3 0.7 7.1

기타 7.8 5.4 6.9

성균관대

일반고 53.5 58.1 59.3

특목고 20.5 18.8 12.0

자사고 18.6 17.2 20.7

기타 7.4 5.9 8.0

숙명여대

일반고 76.8 88.8 67.6

특목고 3.9 0.9 10.5

자사고 2.2 3.6 14.0

기타 17.1 6.7 7.9

연세대

일반고 74.8 60.5 51.4

특목고 5.8 12.2 18.9

자사고 7.9 20.3 22.1

기타 11.5 7.0 7.6

중앙대

일반고 54.5 68.7 58.8

특목고 18.8 7.0 17.8

자사고 7.5 17.2 14.2

기타 19.2 7.1 9.2

한국외대

일반고 62.5 75.7 68.4

특목고 30.2 10.4 16.0

자사고 4.3 5.2 9.8

기타 3.0 8.7 5.8

한양대

일반고 59.3 66.4 56.1

특목고 16.1 6.0 11.8

자사고 6.5 19.3 20.9

기타 18.1 8.3 11.2

전형이 바뀌어도 갈 사람은 간다?

정시 확대 등으로 대입 제도가 바뀌어도 진학 실적이 최상

위권인 전국 단위 자사고나 서울 소재 명문 외고 등은 크

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고교 유형에 관계없

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대입에 성공하는 수험생은 분명 있

기 마련이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의 최근 4년간 신입생 

고교 유형을 분석했더니 서울대의 일반고 출신 신입생 비율

은 48.0~50.2%, 과고·영재학교는 8.7~11.4%, 외고·국제

고는 10.3~118%로 대체로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고려대와 연세대 역시 일반고는 최저 47.3%에서 최고 

54.8%, 과고·영재학교는 최저 2.7%에서 최고 5.0%, 외고·

국제고는 최저 11.6%에서 최고 14.6%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대입 전형의 변화와 고교 유형의 유불리 여부는 크게 상관없

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 

예를 들어 2018학년 입시에서 논술을 폐지하고 정시를 축소

하면서, 종합 전형을 대폭 늘려 ‘혁명적’ 으로 전형을 손질한 

고려대의 경우를 살펴보자. 2017학년과 2018학년을 비교하

면 일반고 신입생 비율이 54.6%에서 54.8%로 소폭 증가하긴 

했지만, 외고·국제고 비율 역시 12.4%에서 14.4%로, 자율고

도 15.3%에서 16.0%로 올랐다. 과고·영재학교만 4.5%에서 

3.9%로 소폭 하락했을 뿐이다. 

결과적으로 특목·자사고 학생들이 대입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는 것을 단순히 고교 유형에 따른 영향력 때문이라고 판

단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우 평가팀장은 “해당 고

교에 진학한 학생들은 학업적인 측면뿐 아니라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철저히 준비한 경우가 많다. 입학한 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자기 주도 학습을 실

천해온 결과가 우수한 성과로 이어지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특목·자사고 학생들이 

대입 실적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는 것을 

단순히 고교 유형에 따른 영향력 때문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