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삼성고등학교의 교육적 가치는 

입니다. 

 이에 충남삼성고등학교의 가치에 맞는 

                                            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신체가 건강하며 자율적 의지와 열정이 있는 학생 

현재의 자신, 자연, 국가와 세계에 대하여 잘 이해하는 학생

미래의 자신, 자연, 국가와 세계를 위한 큰 꿈을 갖고 있는 학생 

자신을 잘 관리하며 남을 배려할 줄 아는 품격을 갖추고 있는 학생 

과학적으로 사고하며 학문과 생활에 관련된 기능과 기술을 갖추고 있는 학생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으며 예술을 감상하고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학생 

진리에 대한 겸손한 태도를 갖고 있으며 공부하는 이유와 방법을 알고 있는 학생 

自律 • 創意 • 品格
자율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품격있는 사람

부모님의 도움으로부터 
독립하여 내 삶의 주인공이 

되는 것

자유롭게 상상하고 호기심을 
가지며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

윤리의식을 가지고 예의바르며 
문화 감수성을 가지는 것 

2020 충남삼성고 신입생(7기)이 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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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모집 정원
 1. 모집 시기 : 후기 모집

 2. 모집 지역 : 광역단위 모집(충청남도)

 3. 모집 방법 : 자기주도학습전형

 4. 모집 인원 : 12학급 360명(남·녀 구분 없음)

구 분 전 형 정 원 비 율

정원내

충남 미래인재 전형 36명 10% 

사회통합 전형 72명 20% 

임직원자녀 전형

A 234명 

70%

B 18명

합계 360명 100% 

정원외

국가유공 전형 10명 3%

특례입학 전형 10명 3%

Ⅱ  지원 자격 
 1. 공통 지원 자격

구 분 지원 자격

모든 전형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충청남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② 중학교 졸업자로서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자

 ③ 타 시도 특성화 중학교 및 자율학교로 지정받은 중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자

 ④『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자

   ※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자’란 ‘원서 접수일 기준’ 전 가족이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거주하는 자를 뜻함

 2. 충남 미래인재 전형 지원 자격

    : 공통 지원 자격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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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회통합 전형 지원 자격

  1) 기회 균등 전형

대상자 지원 자격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법정 차상위계층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에  

   등록된 가구의 학생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자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학생으로 가구의 최근  

   6개월<6월~11월>간 건강보험료 평균 납부액이 일정액     

   이하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자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학생으로 가구의 최근  

   6개월<6월~11월>간 건강보험료 평균 납부액이 일정액     

   이하인 가구

학교장 추천자  ○ 생계가 극히 곤란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하여 추천한 자

 ※ 세부 지원 자격 안내

    (1)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표

구 분 소득기준 직 장 지 역 혼 합 비 고

1인 836,000 27,572 4,704 28,497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건강보험료의 

7.38%) 미포함

2인 1,424,000 44,445 17,355 45,137 

3인 1,842,000 58,049 34,209 58,731 

4인 2,260,000 71,374 59,490 71,788 

5인 2,678,000 84,229 84,091 84,887 

6인 3,096,000 97,687 103,841 98,878 

7인 3,514,000 110,096 122,508 111,500 

8인 3,932,000 122,690 139,394 124,326 

9인 4,350,000 137,557 156,996 139,572 

10인 4,768,000 149,745 170,039 15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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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표

구 분 소득기준 직 장 지 역 혼 합 비 고

1인 1,003,000 31,599 7,946 33,048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건강보험료의 

7.38%) 미포함

2인 1,708,000 53,474 27,773 54,093

3인 2,210,000 69,711 56,874 70,459

4인 2,712,000 84,887 85,412 85,881

5인 3,213,000 100,955 108,657 102,190

6인 3,715,000 116,936 131,825 118,354

7인 4,216,000 131,976 150,960 133,811

8인 4,718,000 147,490 167,711 149,745

9인 5,220,000 163,172 184,310 165,762

10인 5,721,000 179,545 200,975 182,496

① 가구원 수 산정 시 유의사항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해당 학생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 부·모 및 2촌 

이내의 형제·자매

  ▪ 단,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 또는 미혼인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하고, 부·

모가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해 조부·조모를, 조부·조모도 없는 경우에 외조부·외조모를 가구원에 포함

② 건강보험료 확인 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에 부·모 중 1명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제출)에 부모가 모두 있는데 건강보험증 사본에 학생만 있거나 부·모 중 한명만 있는 경우 반

드시 다른 한 명의 건강보험료 금액을 확인하여 부·모의 건강보험료 합산

  ▪ 지원자가 직장에 다니는 형제·자매의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모의 납부실적까지 제출

③ 산정 및 적용 사례

  ▪ (산정) 건강보험증에 부양자로 등록된 부·모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합산한 금액(단, 노인장

기요양보험료는 제외)

    ※ 부·모 중 한 쪽이 피부양자인 경우 피부양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지 않도록 주의

  ▪ (적용) 부·모가 각각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와 모의 건강보험료를 합산 적용

    - 부·모가 각각 지역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지역보험료 기준 적용

    - 부·모가 각각 다른 직장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직장보험료 기준 적용

    - 부·모가 각각 지역보험과 직장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혼합보험료 기준 적용

  ▪ (사례) 아버지는 직장건강보험 부양자로 3만원 납부하고, 어머니는 지역건강보험 부양자로 2만 

2천원 납부하는 4인가구의 경우

    : 3만원(부) + 2만2천원(모) ⇒ 가구 건강보험료(5만2천원) ⇒ 혼합보험표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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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회 다양성 전형

    : 지원 자격을 소득 8분위 이하 가정의 자녀로 제한하고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된 모든 가족 구성  

      원의 건강보험료 합산 금액으로 확인

   

구 분 지원 자격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자녀
 ○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대상자로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제출(교육지원대상자가 아닌자)

 다문화가정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 해당자

 북한이탈주민 또는 자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해당자

 도서·벽지 거주 학생
 ○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거주자로

    해당지역 중학교에 1년이상 재학

 아동복지시설 수용자
 ○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소년·소녀 가장  ○ 소년·소녀 가장인 학생

 순직 군경·소방관·교원·공무원 자녀  ○ 순직 군경·순직 소방관·순직 교원·순직 공무원의 자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자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자녀(장애등급이 1급~3급 장애인  

    자녀)

 농어가 자녀  ○ 농·어촌의 읍면 거주자로 읍면 지역 중학교에 1년 이상 재학한 자

 장교·준사관 ·부사관 군인의 자녀  ○ 10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자녀

 세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자녀  ○ 첫째 자녀부터 가능

 한부모가정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5호 해당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증명서 미발급자)

 산업재해근로자 자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해당자

 의사상자 또는 자녀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교육보호)에

    따른 등급 제1급~제6급 해당자

 환경미화원 자녀  ○ 10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자녀

 우편집배원 자녀  ○ 10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자녀

 경찰관·소방관 자녀  ○ 10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자녀

 소규모학교졸업(예정)자  ○ 3학년이 1학급인 학교에서 두 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자녀 중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정원의 3%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함

분위 구분
소득기준

(분위 경계값)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미포함)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8분위 6,601,411 206,709 221,052 210,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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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직원자녀 전형 지원 자격

구 분 지원 자격

임직원자녀 A 대상자

 ○ 원서접수 시작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재직 중인 임직원으로서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에스디아이, 삼성전자(DS부문 온양/천안 사업장), 코닝정밀소재

에서 근무 중인 자의 자녀

 ○ 원서접수 시작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재직 중인 학교법인 충남삼성학원 및 산하 교육기관

교직원의 자녀

임직원자녀 B 대상자
○ 원서접수 시작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재직 중인 임직원으로서 ‘임직원자녀 전형 A’

   에 해당하지 않는 삼성 계열사 중 충남지역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자의 자녀

 5. (정원외) 국가유공 전형 지원 자격

구 분 지원 자격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자녀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3조①항』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자

 6. (정원외) 특례입학 전형 지원 자격

구 분 지원 자격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1학년 2학기

시작일 이후 전학 또는 

재취학(편입학)한 자

 ○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 

 ○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함)

 ○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외국에서 9년 이상

학교교육과정 이수자

 ○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거나, 초·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북한이탈주민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보호

    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 학력심의위원회에서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③항』 및 『충청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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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전형 일정 및 장소 

구 분 전형 일정 비 고

1단계

원서(인터넷) 접수  12.09.(월) 09:00 ~ 12.12.(목) 17:00 

 ○ 인터넷 접수

 ○ 자기소개서 작성

   (사이트 추후공지)

원서(출력물) 제출  12.10.(화) 09:00 ~ 12.12.(목) 18:00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우편접수는 12.12.(목) 18시 

도착분으로 한함

1단계 합격자 발표  12.17.(화) 18:00  ○ 본교 홈페이지

2단계 면접 12.28.(토)  ○ 본교

최종 합격자 발표 2020.01.03.(금) 18:00  ○ 본교 홈페이지

전체 소집일 2020.01.07.(화)  ○ 본교

합격자 등록 2020.01.14.(화) ~ 2020.01.15.(수)  ○ 은행업무 마감 시까지

추가

모집

원서 접수기간 2020.01.20.(월) ~ 2020.01.21.(화)  ○ 본교 직접방문 제출

면접일 2020.01.22.(수)  ○ 본교

합격자 발표 2020.01.23.(목) 09:00  ○ 본교 홈페이지

합격자 등록 2020.01.29.(수) ~ 2020.01.30.(목)  ○ 은행업무 마감 시까지

 ※ 기간 내에 전형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서류 미제출, 면접 불참 시에는 불합격 처리됨

 ※ 원서접수는 출력물이 접수된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인터넷으로 원서 접수 및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반드시 원서와 자기소개서를 출력하여 제출해야 함

Ⅳ  전형 방법
 1. 전형 단계 및 배점

단 계 전형요소 및 전형 방법 선 발

1단계 중학교 교과 성적(250) + 출결(감점) 정원의 2배수 선발

2단계 1단계성적(250) + 면접(100) = 총점(350) 모집 정원 최종 선발



- 7 -

 2. 1단계 전형 방법

  1) 합격자 사정

    : 중학교 교과 성적(250점) 및 출결(감점)로 각 전형별 성적순으로 정원의 2배수 선발

  2) 배점

   (1) 반영 과목 및 과목별 배점

과목

학기 반영 과목 평균 반영 과목

총 점

수학 과학 국어 영어 도덕 사회 역사
기술∙

가정
음악 미술 체육

배점 50 37.5 37.5 37.5 12.5 12.5 12.5 12.5 12.5 12.5 12.5 250

   (2) 성취도에 따른 점수 배점

성취도 A B C D E

환산점수 5 4.75 3.75 1.75 0.75

  3) 교과 성적 산출 방법

   - 학기 반영 과목과 평균 반영 과목의 성적을 산출하여 합산

   (1) 학기 반영 과목

     ① 해당 과목 : 수학, 과학, 국어, 영어

     ② 반영 방법 : 학기별 반영 비율을 적용하여 점수가 환산됨

     ③ 학기별 반영 비율

반영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반영비율 20% 20% 30% 30%

   (2) 평균 반영 과목

     ① 해당 과목 : 도덕, 사회, 역사, 기술∙가정, 음악, 미술, 체육

     ② 반영 방법 : 학기별 반영 비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과목 성적이 존재하는 학기들의 성적 평균값을 반영함

       예시) ‘도덕’과목의 성적이 다음과 같은 경우, 도덕 과목의 반영 점수는 A, C, A의 평균값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A 없음 C A

※ 내신 성적 산출기준일 : 2019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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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성적이 일부 없는 경우의 성적 산출 방법

   (1) 학기 반영 과목 중 특정 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의 반영 방법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과목 내신 성적 반영 방법

X O O O 2-2학기 과목 성적으로 대체

O X O O 2-1학기 과목 성적으로 대체

O O X O 3-2학기 과목 성적으로 대체

O O O X 3-1학기 과목 성적으로 대체

X X O O
3-1학기 과목 성적으로 2-1학기 과목 성적 대체
3-2학기 과목 성적으로 2-2학기 과목 성적 대체

O O X X
2-1학기 과목 성적으로 3-1학기 과목 성적 대체
2-2학기 과목 성적으로 3-2학기 과목 성적 대체

O X O X
2-1학기 과목 성적으로 2-2학기 과목 성적 대체
3-1학기 과목 성적으로 3-2학기 과목 성적 대체

X O X O
2-2학기 과목 성적으로 2-1학기 과목 성적 대체
3-2학기 과목 성적으로 3-1학기 과목 성적 대체

O X X O
2-1학기 과목 성적으로 2-2학기 과목 성적 대체
3-2학기 과목 성적으로 3-1학기 과목 성적 대체

X O O X
2-2학기 과목 성적으로 2-1학기 과목 성적 대체
3-1학기 과목 성적으로 3-2학기 과목 성적 대체

X X X O 3-2학기 과목 성적으로 전체 대체

X X O X 3-1학기 과목 성적으로 전체 대체

X O X X 2-2학기 과목 성적으로 전체 대체

O X X X 2-1학기 과목 성적으로 전체 대체

 

   (2) 평균 반영 과목 중 특정 과목의 성적이 네 개 학기 모두 없는 경우, 나머지 평균 반영 과목들의 

평균 점수로 대체됨

  ※ 다음 중 한 항목이라도 해당되는 경우, 자기주도학습 전형 대상자에서 제외됨

    - 학기 반영 과목 중 특정 과목의 성적이 네 개 학기 모두 없는 경우

    - 평균 반영 과목에 해당되는 모든 과목의 네 개 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

  ※ 중학교 졸업자 중 과목별 성취등급이 없는 경우의 성적 반영 방법

    - 고정분할방식(90점 이상 A, 80점 이상 B, 70점 이상 C, 60점 이상 D, 59점 이하 E)에 따라 성  

 취도를 산출하여 반영함

  5)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의 성적 반영 방법

    - 6개 과목(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도덕) 획득점수의 평균이 80점(총점 48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6개 교과목의 총점을 아래 조정표에 의거 교과 성적 산정

검 정
고 시
점 수

600
594이상

~
600미만

588이상
~

594미만

582이상
~

588미만

576이상
~

582미만

570이상
~

576미만

564이상
~

570미만

558이상
~

564미만

552이상
~

558미만

546이상
~

552미만

480이상
~

546미만

조정
내신
점수

250 240 230 220 210 200 190 180 170 160 150

    - 출결 성적은 충청남도교육청 2020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의거 반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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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출결 성적 산출 방법

미인정결석일수 0일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이상

점수 0 -0.5 -1.0 -1.5 -2.0 -2.5 -3.0

    (1) 출결 점수는 중학교 재학 기간 중 미인정결석 횟수를 합산하여 결석일수에 해당되는 점수만큼 

교과 성적에서 감점처리

    (2) 미인정지각, 미인정조퇴, 미인정결과는 그 횟수를 합산하여 3회를 미인정결석 1일로 계산

        (2회 이하는 버림)

    (3) 질병 및 기타로 인한 결석, 지각, 조퇴, 결과는 포함하지 않음

    (4) 동일한 학기 수업 일수가 중복되는 경우 이전 결석일수는 제외

 3. 2단계 전형 방법

    - 평가 방법 : 1단계 성적(250) + 면접 평가(100)

 4. 최종합격자 사정

    - 1단계 선발에 반영된 중학교 교과 성적(250) + 출결(감점) 점수와 2단계 면접(100) 점수를 

합산하여 각 전형별 성적순으로 모집 정원의 인원 수 만큼 합격자 선발

    - 임직원자녀 전형 A, B는 미충원 시 상호 교차 충원 가능

 5. 동점자 처리규정

  1) 1단계 합격 당락선(커트라인)의 동점자는 전원 2단계 대상자로 선발

  2) 최종 합격 당락선의 동점자는 아래 항목 순으로 우선 선발

    (1) 1단계 교과 성적 상위자

    (2) 면접 점수 상위자

    (3) 면접평가 영역 중 인성영역의 성적 상위자

    (4)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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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제출 서류
 1. 공통 제출 서류

단 계      제출 서류

1단계

 ○ 입학원서(인터넷 접수 후 출력본) 1부

   - 인터넷 원서 접수 시 내신 과목 성적의 입력은 담임교사가 해야 하며, 출력된 입학 

원서는 기재된 내용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반드시 담임교사의 자필서명(또는 날

인)과 학교장의 직인을 찍어 제출해야 함(과목 성적란에 테이프 붙이지 않아도 됨)

   - 입학원서 업로드 사진은 최근 3개월 이내 탈모 상반신으로 촬영한 증명사진이어야 

하며, 원서 출력 후 반드시 해당 학교 철인 또는 직인으로 압인해야 함

 ○ 자기소개서(인터넷 접수 후 출력본) 1부

   - 인터넷 원서 접수 시 작성하여, 서류접수 시 출력본 제출

 ○ 학교생활기록부(Ⅱ) 원본 1부(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자 제외)

   - 학교생활기록부는 본인 확인용으로 반드시 학교장 직인을 받은 것으로 제출

   - 학교생활기록부는 단면으로 출력하고 클립으로 묶어 제출(스테이플러 사용금지)

   - 학교생활기록부 마감기준 : 2019년 11월 29일

   

※ 학교생활기록부(Ⅱ) 출력 옵션 중 ‘서울 이외 방식 자사고 입시용’ 탭을       

   선택하여 다음 사항들이 반영되도록 출력함

   - 수상경력(4번) 제외

   - 교과학습발달상황(7번)중 원점수, 과목평균(표준편차) 제외하고             

     성취도(수강자수)만 포함

   - 교과학습발달상황(7번)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중 영재기록사항 제외

   - 중학교 3학년의 교과학습발달상황(7번) 중 중학교 3학년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10번) 제외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인터넷 접수 후 출력본) 1부

  ※ 중학교 졸업자는 중학교 졸업증명서, 주민등록등본(부 또는 모 기준) 각 1부를 추가 제출함

  ※ 타 시도 특성화 중학교 및 자율학교로 지정받은 중학교 졸업예정자는 주민등록등본(부 또는 

모 기준) 1부를 추가 제출함

  ※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및 성적증명서 원본, 주민등록등본(부 또는 모 

기준) 각 1부를 추가 제출함

2단계  ○ 제출 서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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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충남 미래인재 전형 제출 서류

   : 공통 제출 서류와 동일

 3. 사회통합 전형 제출 서류

  1) 사회통합 전형 공통 제출 서류

구 분 제출 서류 발급처

사회통합 전형

공통 제출서류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학부모 기준) 1부
주민자치센터

 ○ 2020학년도 사회통합 전형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부모확인서

    (인터넷 접수 후 출력본) 1부

인터넷

원서 접수처

   (1) 기회균등 전형

구 분 제출 서류 발급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자녀  ○ 수급자증명서 

주민자치센터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

계층

차상위 자활대상자  ○ 자활급여 대상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의료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상위 장애수당대상자  ○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차상위 장애연금대상자  ○ 장애연금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자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자 확인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학생

 ○ 건강보험증 사본

    (원서접수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자료

    (최근 6개월<2019년 6월~11월>  평균 

납부액이 건강보험료 적용기준에 따라 

일정액 이하인 학생)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학생

학교장 추천자

 ○ 학교장추천서 <서식 4>

 ○ 경제적 형편이 곤란함을 증빙하는 객관적

    증빙 서류(국민건강보험공단)

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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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회다양성 전형

구 분 제출 서류 발급처

사회다양성 전형

공통 제출서류

 ○ 건강보험증 사본

    (원서접수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자료

    (최근 6개월<2019년 6월~11월> 평균 납부액)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자녀

(교육비 비지원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증명서 

해당기관

다문화가정 자녀
 ○ 혼인관계증명서 

 ○ 귀화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또는 자녀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도서·벽지 거주 학생     

아동복지시설 수용자  ○ 수급자증명서

소년·소녀 가장  ○ 수급자증명서 

순직군경·소방관·교원·공무원자녀  ○ 순직확인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자녀
(장애등급이 1~3급 장애인 자녀)

 ○ 부모의 장애인 증명서

농어가 자녀
 ○ 농가 자녀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어가 자녀 : 선박허가증 또는 맨손어업허가증

장교·준사관 ·부사관 군인의 자녀  ○ 재직증명서

세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자녀      

한부모가정 자녀  ○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항 또는 사망사항 기재)

산업재해근로자 자녀  ○ 보험급여지급확인원

의사상자 또는 자녀  ○ 의사상자확인서

환경미화원 자녀  ○ 재직증명서

우편집배원 자녀  ○ 재직증명서

경찰관·소방관 자녀  ○ 재직증명서

소규모학교졸업(예정)자  ○ 학교장확인서 <서식 5>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자료(최근 6개월<2019년 6월~11월> 평균납부액)는 영수증, 고지서, 납부확인서 

중 택1 제출

※ 증빙서류는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 발급한 서류이어야 함(단, 증빙서류에 별도 유효기간이 설정된  

서류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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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임직원자녀 전형 제출 서류

구 분 제출 서류

임직원자녀 A·B 대상자

공통 제출서류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학부모기준) 1부

 ○ 재직증명서 (직급 삭제 후 제출) 1부

   ※ 재직증명서는 원서접수 시작일(2019.12.09)로부터 발급된 것을 인정함

   ※ 재직증명서에 재직 기간이 표기되어야 함

   ※ 재직증명서 내 근무 지역이 미표기될 경우 근무 지역이 표기된 

재직사실확인증명서(학교 홈페이지 참조) 추가 제출

 
 5. (정원외) 국가유공 전형 제출 서류

구 분 제출 서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자녀  ○ 국가보훈대상자 증빙 서류(교육지원대상자 확인서) 1부

 6. (정원외) 특례입학 전형 제출 서류

  ※ 제출서류 중 (○)는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함.

                      해당자별

 제출서류

외국에서초․중학교
과정을 모두 
이수한 학생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재학한 학생

과학기술자 및 
교수 요원의 자녀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
주민

외국학교 전학년의 재학사실증명 
및 성적증명 

○ ○ ○ ○

외국학교 초∙중학교 졸업증명서 (○)

출입국사실증명 ○
(학생)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학생)

가족관계증명서 (○) (○) ○

주민등록등본 ○ ○ ○
(○)

부모중 1인이 
한국인인 경우

○

∘ 국내거주사실증명
∘ 영주권(시민권)사본
∘ 말소된 주민등록
  등본(셋 중 하나)

(○)
(부,모)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체류기간 확인가능한 
증빙서류

○
(부,모,학생)

유치과학기술자, 교수요원의 
정부 초청 또는 추천서 사본

○

제3국 수학인정서 (○)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 또는 
외국인 등록증(우리나래에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기타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학생)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학력확인서 ○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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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정원 미달 및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 보충
1. 지원자가 모집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원 합격 처리함

2. 합격자의 미등록 또는 입학 전 타 시∙도 전출 등으로 인한 결원에 대해서는 추가 모집을 실시하지 

않으며, 입학 후 전입생 등으로 결원을 보충하지 않음

3. 추가 모집 전형 방법은 모집 정원 미달 시 자기주도학습 전형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함

Ⅶ  기타 사항
1. 미등록자 처리 방법 : 규정된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는 자는 합격이 취소되며, 입학 예정자로 입학을 

포기한 자는 당해 학년도에는 응시 할 수 없음

2. 본교에 지원자는 희망에 따라 교육감전형에 동시지원 할 수 있으며, 교육감전형에 동시지원을 희망하지 

않는 불합격자는 학교장전형 미충원 학교의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음

3. 본교에 지원하여 합격한 자는 다른 학교에 이중 지원할 수 없음. 동일 전형 시기에 2개 이상의 학교

에 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출신 중학교장의 책임 하에 금지함

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해당하는 특수교육 대상자는 동법 제16조, 제17조에 의

거 정원 외로 지정 배치함

5. 제출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6. 사회통합 전형은 기회균등 전형 지원자를 모집 정원의 50% 이상으로 우선 선발하고 기회균등 탈락

자와 사회다양성 전형 지원자를 합하여 전형 실시. 기회균등전형 합격자가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

달 인원을 사회 다양성 전형에서 선발할 수 있음. 사회통합전형 지원자가 모집정원에 미달되더라도 

일반전형으로 충원할 수 없음.

7. 지원자 미충원 시, 전형 간 교차충원을 실시하지 않음

8. 면접 후 외부 전문기관(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설문조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함.

  - 고입정보포털사이트(http://www.hischool.go.kr)에서 온라인으로 실시

9. 자기소개서에 배제사항을 기재하거나, 증빙자료로 관련 내용을 제출하거나, 면접 시 관련 내용을 언

급하는 경우에는 입학전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점, 심사 제외 및 불합격 처리함

  - 자기소개서에 영어 등 각종 인증시험 점수, 교내·외 각종 대회 입상 실적 기재 시 영점 처리함

  -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암시 내용 등 기재 시 항목 배점의 10% 이상 감점 처리함

  - 대리작성, 허위작성 혹은 표절 시에는 사후에도 입학 취소 등 불이익을 부과함

http://www.hischoo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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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 작성시 배제 사항】

 ￭ TOEFLㆍTOEICㆍTEPSㆍTESLㆍTOSELㆍPELT, HSK, JLPT 등 각종 어학인증시험 점수, 한국어

(국어)ㆍ한자 등 능력시험 점수

 ￭ 교과목의 점수나 석차

 ￭ 교내ㆍ외 각종 대회 입상 실적, 자격증,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등

 ￭ 부모 및 친‧인척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

   예) 부모 및 친인척의 구체적인 직장명이나 직위, 소득수준, 고비용 취미활동(골프, 승마 등), 학교

에서 주관하지 않은 모둠 및 프로젝트 활동(사설 학원 및 기관에서 추진하는 교과 관련 활동) 등

 ￭ 지원자 본인을 알 수 있는 이름, 출신중학교 등 인적사항을 암시하는 내용

【잘못된 자기소개서의 작성 사례】

 ￭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TOEIC 시험에 응시해 450점을 받았습니다. 이후 영어공부에 매진한 결과 

850점을 얻으며 “노력은 결과를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 영어 성적이 100점이 되어 전교 1등이 되었습니다. 

 ￭ 중2 겨울방학 중 OOO에서 주최하는 OOOO 경시대회에 참가해 2위 입상이라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 어렸을 적부터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영어인증시험에서 최고 수준에 도달하였고, 전국 단위의 대회

에 출전하여 매우 우수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 OO지검 검사장이신 아버지를 따라 어렸을 때부터 법조인의 꿈을 키웠습니다.

 ￭ OO방송반에서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출신 중학교명을 암시하는 경우).

10.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충청남도 교육청의 <2020학년도 고등학  

 교입학전형 기본계획>, <2020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관리 시행지침>, <2020학년도 고등학교 사  

 회통합전형 추진 계획>, <2020학년도 고등학교 특례입학 업무처리 매뉴얼>에 근거하여 결정함

11. 1단계 전형료 : 9,000원(온라인 서류접수 수수료 5,000원 별도)

 □ 주소 : (31454)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삼성로 77 충남삼성고등학교

 □ 전화 : 041-339-3148 (입학홍보부)

 □ 홈페이지 : www.cnsa.hs.kr

2019 8.

충남삼성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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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충남삼성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원서

※ 표시는 작성하지 않음
접수번호 ※ 수험번호 ※ 접수대조필 ※

지 
원
자

성 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

영문 성별 남 ․ 여
연락처

본  인 ☏

주 소
우편번호:

보호자 ☏

학 력 년   월     중학교    학년   반   번 [ 졸업예정( )․졸업( )․검정고시합격( ) ]

전형구분

충남 미래
인재 전형 사회통합 전형

임직원 자녀 전형 국가유공
전형

특례입학
전형A B

회 사 명 부서명 성  명 사원번호 근무지역

교과 및 출결상황 성적 확인

출결(1~3학년) 미인정 결석 ( )회 미인정 지각, 조퇴, 결과 ( )회

학년 학기 국어 도덕 사회 역사 수학 과학 기·가 영어 체육 미술 음악

2 1

2 2

3 1

3 2

담임교사
성적확인

( )학년  ( )반 담임교사 : (자필서명 또는 인)

          위 학생은 2020학년도 충남삼성고등학교 신입생 선발 전형에 
          응시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2019  년     월     일

                                    지원자 :                    (인/서명)

                                    보호자 :                    (인/서명)

        충남삼성고등학교장 귀하

사진 (3㎝×4㎝)

최근 3개월 이내

탈모 상반신 촬영

출신중학교장

직인

       위의 기재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증명하며, 위 학생이 귀교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에 추천합니다.

2019  년     월     일

(            ) 중학교장  (직인)

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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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Ο   면접관련 안내사항

  ① 2단계 면접일 : 2019년 12월 28일(토)

  ② 2단계 면접시간 및 면접장소는 12월 23일(월) 

오후5시 이후 학교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③ 면접 시 복장은 자유복장입니다.

      (단, 교복 착용 금지)

  ④ 당일 교통혼잡이 예상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 수험표는 2단계 면접 시 사용함

수 험 표

수험번호

성    명

사  진

(3cm×4cm)

최근 3개월 이내

충남삼성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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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삼성고등학교

2020학년도 자기주도학습전형

자기소개서 ＊수험번호 견   본

 지원자 기재 사항

성        명   성별 남ㆍ여 주민등록번호 -

연   락   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 형 구 분 충남미래인재 □ / 사회통합 □ / 임직원(A:□,B:□) / 국가유공 □ / 특례 □

<자기소개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자기소개서는 평가를 위한 중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사실에 입각하여 정직하

게 학교 특성과 연계한 지원동기,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계획, 진로계획 등을 기술함

2. 자기소개서에 배제사항을 기재하거나, 증빙자료로 관련 내용을 제출하거나, 면접 시 관련 내용을 급

하는 경우에는 입학전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점, 심사 제외 및 불합격 처리함

  - 자기소개서에 영어 등 각종 인증시험 점수, 교내․외 각종 대회 입상 실적 기재 시 영점 처리함

  -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암시 내용 등 기재 시 항목 배점의 10% 이상 감점 처리함

  - 대리작성, 허위작성 혹은 표절 시에는 사후에도 입학 취소 등 불이익을 부과함

3. 띄어쓰기를 제외하고 제시된 문항별로 지정된 분량 내에서 작성함

4. 자기소개서는 입학전형 및 입학 후 학생 지도 자료로 활용되며, 비공개 문서로 관리될 것임

   1. 본인은 자기소개서를 사실에 입각하여 직접 작성하였음 □

   2. 본인은 자기소개서에 허위사실 기재나 대리 작성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불합격, 합격취소 또는

      입학허가 취소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임 □

   3. 본인은 자기소개서와 관련하여 귀교가 내용 확인을 요청할 경우 협조할 것임 □

   위의 사항에 대해 확인 서약합니다. □   (항목별 √ 표시)

2019년     월     일

지원자 : __________________

충남삼성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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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서 페이지 중 2페이지> ＊수험번호 견   본

□ 나의 꿈과 끼, 인성

 ○ 본인이 충남삼성고의 건학이념과 연계해 본교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를 구체적으로 기술

하십시오.(200자 이내 - 띄어쓰기 제외)

 ○ 본인이 충남삼성고에 입학 후 자기주도적으로 본인의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계획 및 충남

삼성고를 졸업 후 진로계획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300자 이내 - 띄어쓰기 제외)

 ○ 본인이 스스로 학습계획을 세우고 학습해 온 과정과 그 과정에서 느꼈던 점을 구체적으로 

기술 하십시오.(700자 이내 - 띄어쓰기 제외)

 ○ 본인의 인성(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규칙준수 등)을 나타낼 수 있는 개인적 경험 및 이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300자 이내 - 띄어쓰기 제외)



- 20 -

[1단계 인터넷 접수 후 인터넷 출력본 제출]

  2020학년도 사회통합 전형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부모 확인서

접수번호

성    명
학생 성명 주민등록번호 - 

학부모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주    소

출신학교
(검정고시)

 (           ) 중학교  (       )년 2월 (졸업 / 졸업예정)
 (           ) 지역  (      )년 (     )월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

사회통합
전형

지원유형

기회균등 전형 유형 (              )

사회다양성 전형 유형 (              ), 소득분위 (       )

본인은 2020학년도 사회통합 전형의 (         )전형 (         )유형 지원자격
에 적합하게 지원하였음을 서약하며, 지원자격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원 자격이 
없음에도 증명서 위조 등 누락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
는 합격 및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확인자 : 학  생 ___________  (인/서명)

학부모 ___________  (인/서명)

                               

충남삼성고등학교장 귀하

※ 접수번호 : 고등학교에서 사회통합 전형 접수번호 기록
※ 지원 유형 
  - 기회균등 대상자 : (       )안에 지원학생이 해당하는 유형을 기입
  - 사회다양성 대상자 : (       )안에 해당하는 유형 및 소득분위(건강보험료 기준)를 기입

서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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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사회통합 전형(기회균등 전형 중 ‘학교장 추천서’ 유형)

학 교 장  추 천 서
발급번호  

접수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출신학교 (          ) 중학교 (         )년 2월 (졸업 / 졸업예정)

지원유형  기회균등 전형(학교장이 추천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증빙서류

 추천사유

                                2019년      월      일

추천자 : (          ) 중학교장  (직인)

충남삼성고등학교장 귀하

※ 발급번호 : 중학교별로 추천서를 발급한 번호 기록
※ 접수번호 : 온라인 원서접수 시 발급받은 접수번호

서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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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사회통합전형(사회다양성전형 중 ‘소규모학교 졸업(예정)자’ 유형)

학 교 장  확 인 서

출신중학교 중학교 학년/반/번호 학년     반     번

이    름 주민등록번호 -

출신학교 (         ) 중학교 졸업(예정)

확  인  내  용

본교 2019학년도에 3학년이 1개 학급으로 운영되고 지원자 (            )가 
본교에서 두 학기 이상을 이수한 학생임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보호자 :              (서명)

2019년      월       일

(          ) 중학교장  (직인)

충남삼성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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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본 입학원서에 기재된 지원자의 개인정보는 신입생 입학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유출 오용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집 이용 제공됩니다.

 1. (개인정보 처리의 법령상 근거) 
   본 입학원서에 기재된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는 초 중등교육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제82조,  
   제84조, 제98조 및 본교의 입학전형 실시계획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 (정보주체의 권리)
   지원자는 자신이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및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열람 처리 정지 정정 삭제 파기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  
   한 손해 발생시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 수집항목) 
   입학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증명사진, 주소,   
   전화번호, 학력, 출결사항, 교과성적 등입니다.
 4.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수집한 지원자의 개인정보는 원서접수, 지원자격 지원결격 사유 확인, 지원자 본인확인, 성적산출,   
   합격자 명부 관리, 합격증명서 발급, 성적 통지, 통계자료 산출 등 입학관리 업무를 위한 정보로   
   이용됩니다.
 5. (개인정보 제공) 
   수집한 개인정보는 지원자격 지원결격 사유 조회 및 교과성적 확인 등을 위하여 지원자가 졸업한   
   중학교 등 관련된 기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6.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입학관리 업무를 계속하는 동안 보유·이용할 수 있으며, 입학관리 업무 완료 후   
   본인의 삭제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모두 삭제됩니다.
 7.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 거부) 
   지원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결격  
   사유 조회 등 입학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본 입학원서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서명)
                                      보호자  성명                (인/서명)

충삼성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6



● IB 디플로마 과정 안내 

● 자기소개서, 면접 준비는 이렇게 

● 신입생 사회통합전형의 지원금 안내

● 신입생 충남삼성고등학교 장학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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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는 전 세계 156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제공인 교육과정으
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여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학생을 길러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IB 디플로마 과정은 국내외 우수 대학들로부터 교육과정의 우수성을 인정받
아 대입 전형 요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충남삼성고는 2020년에 입학하는 7기 학생들이 2학년
이 되는 2021학년도부터 IB 디플로마 과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 IB 디플로마 수강 희망 여부는 본교 신입생 입학전형의 합격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Q1. 어떻게 수업이 이루어지고, 어떤 과목을 배우나요?
DP Coordinator Nikki Birdsall 선생님을 포함하여 충남삼성고 10여명의 교사가 모든 수업과 활동을 
영어로 진행합니다. 1학년 때는 국내 교육과정 이수에 필요한 공통 교육과정을 이수해야하기 때문에 방
과 후 수업 등을 통해 Pre-DP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2,3학년때는 한국어와 문학, 영어, 세계
사, 정보사회, 화학, 생명과학, 수학, IB지식이론 등을 수강하게 됩니다. 

Q2. 어떤 학생을 어떤 과정을 통해 선발하나요?
학년별로 25~30명 규모의 1개 반이 운영되는데, 2020학년도 선발 전형 합격생(7기)은 입학 후 안내되
는 절차에 따라 IB 디플로마 과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IB 교육 이수 의지와 기본적인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확인하는 영어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학생의 영어수업 수강 역량이 다
소 부족하더라도 열정과 발전 가능성이 있다면 선발될 수 있습니다.  

Q3. IB 디플로마 과정은 어떻게 취득하고, 취득 후 어떤 이점이 있나요?
IB 디플로마는 각 과목별 이수 시간 충족 및 결과물 제출과 학교의 IB교사가 부과하는 내부시험, 3학년 
11월에 IBO에서 전 세계적으로 진행하는 외부시험의 결과를 통해 취득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IB 디
플로마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은 현실적으로 수능을 볼 수 없지만 IB 디플로마 과정 학생들의 진로는 
현재 국내외 대학 모두에 열려있고,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우수성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Q4. IB 디플로마 과정을 이수하려면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IB 디플로마 과정 학생들은 일반 학생들이 납부하는 기본 수업료 외에 IBO에 지불하는 프로그램 비용 
등에 따라 일정 금액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비용은 3년 동안 연간 약 100만원씩(지원 및 운영방식 
확정에 따라 변동 가능)이 될 예정입니다. 이 외의 비용으로는 3학년 11월 IB 디플로마 취득 시험 응시
와 관련하여 IBO에 지불하게 될 개인당 약 100만원과 IB 교재 구매 비용 등이 있을 예정입니다. 

IB 디플로마 과정 안내
(International Baccalaureate Diploma Program)  



  자기주도적학습전형은 교과성적과 활동의 결과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자가 제출한 생활
기록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활동의 동기, 과정, 성찰을 심층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므로 중
학교 생활에 충실하고 능동적으로 임하여 학업에 대한 노력, 진지한 진로탐색 정신, 도전정신, 
협동심, 배려심, 열정, 끈기 등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 자기소개서 
■ 작성시 유의사항
-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면접 평가가 진행되므로 진실되게 본인이 직접 작성  
- 영역별 작성 분량에 유의하고, 초과하여 입력이 불가함
- 대리작성, 허위작성, 표절 금지(유사도 검증 시스템 실행) 
- 다음과 같은 배제사항을 기재할시 영점 또는 10%이상 감점 처리 
 ① 영어 등 각종 인증시험 점수 ex) TOEIC 시험 450점 
 ② 교내외 각종 대회 입상 실적 기재 ex) 00에서 주최하는 00 경시대회에서 2위
 ③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암시 내용 ex) 00지검 검사장이신 아버지를 따라

■ 작성시 한번 고민해보기 

 

① 본인이 충남삼성고의 건학이념과 연계해 본교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200자 이내 – 띄어쓰기 제외) 

• 학교가 추구하는 교육철학과 가치를 잘 이해하였는가

• 충남삼성고에 입학하여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 어떤 부분이 충남삼성고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주었는가  

• 부모님의 선택이 아닌 나 스스로 고민하여 선택하였는가 

자기소개서, 면접 준비는 이렇게 



② 본인이 충남삼성고에 입학 후 자기주도적으로 본인의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
계획 및 충남삼성고를 졸업 후 진로계획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300자 이
내 – 띄어쓰기 제외) 

③ 본인이 스스로 학습계획을 세우고 학습해 온 과정과 그 과정에서 느꼈던 점을 구체
적으로 기술하십시오.(700자 이내 – 띄어쓰기 제외) 

④ 본인의 인성(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규칙준수 등)을 나타낼 수 있는 개인적 
경험 및 이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300자 이내 – 띄어쓰
기 제외) 

• 나의 꿈과 진로에 영향을 미친 독서활동, 위인이 있는가 

• 나의 꿈과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그 분야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였는가  

• 나의 진로를 위해 교과활동 뿐만 아니라 동아리 활동, 체험 학습, 봉사 활동 등 다양한 영역

을 경험하였는가 

• 스스로 학습목표를 세우고 적절한 학습전략을 선택하여 계획, 실행하였는가 

• 학교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배운 것을 실제로 활용해본 적이 있는가 

• 학교 수업에서 이루어진 탐구 활동에서 어떤 성과를 이루었고 내가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 

• 가장 힘들게 또는 가장 재미있게 공부했던 경험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느낀점이 무엇인가 

• 모둠 활동에서 구성원 간의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한적이 있는가 

• 수업 시간 모둠 활동에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는가 

• 다른 친구들을 위해 내가 기꺼이 나누고자 한 태도와 행동을 보인적이 있는가 

• 토론 수업에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설득력있게 나의 의견을 주장해본 적이 있는가 

• 봉사시간을 의미없이 채우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진심을 다해 활동하였는가 



나. 면접
■ 면접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한 명의 지원자에게 3명의 면접위원이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질문합
니다. 입실 후 약 4분간 진행되고 교과, 시사적인 내용이 아니라 중학교 생활 동안 경험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 합니다. 자신을 과도하게 꾸미려하기보다 본인의 경험에 대
한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 면접 준비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나요?
• 평소 중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고 깊이 있는 학습 경험하기 
• 토론, 토의 수업시간에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는 경험해보기 
• 녹음, 녹화로 자신의 목소리 크기, 속도, 평소 자세를 살펴보기 
•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연습해보기 

■ 면접 당일 
• 옷차림 : 복장은 자유복장으로 단정함 옷차림이 좋습니다. 중학교 정보가 드러나는 교
복은 절대 불가합니다. 그리고 과도한 화장, 액세서리 착용, 불량한 옷차림은 면접에 적
합하지 않습니다. 

• 면접 자세 : 면접관의 얼굴을 보며 이야기하고, 정중한 자세로 임하여 면접에 임하는 
진지한 자신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포기하지 않고 주어진 시간 동
안 최선을 다합니다. 

• 답변 자세 : 단답형이 아니라 완전한 문장으로 말을 끝까지 하고, 말끝을 흐리지 않습
니다. 답변한 이유와 사례를 제시하여 논리적으로 답변하려고 노력합니다. 



  
1. 기회 균등 전형 
1) 지원 대상자 :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중위소득 50%이하), 
                중위소득 70%이하, 학교장추천 
2) 지원 내용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운영
지원비 급식비 방과후

비 기숙사비 법인
지원금

해당
금액

13,500원
/1년

2,440,800원 
/1년

학생마다 
다름

(8~10만원
/1년)

288,000원
/1년

3,801,600원/
1년

(4,800원*3식
*264일)

학생마다 
다름

(0~100만
원/1년)

2,355,500원
/1년

(248,000원/월
, 세탁비포함)

1학년
- MSMP비용 :106,000원 
- 교복동복비 :904,000원
- 교복하복비 :276,000원
- 건강검진비 :25,000원 
- 사진촬영비 :12,000원 

지원
금액 전액 지원(도교육청, 지자체)

법인 전액 지원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 중위소득 
50%이하만 해당) 

2. 사회 다양성 전형 
*� 2020학년도부터� 사회� 다양성� 전형� 전원,� 3년간� 수업료� 전액� 지원� (244만원/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운영
지원비 급식비 방과후비 

해당
금액

13,500원
/1년

2,440,800원 /1년
학생마다 다름

(8~10만원
/1년)

288,000원
/1년

3,801,600원/1년
(4,800원*3식*264일)

학생마다 다름
(0~100만원/1년)

국가유공자
자녀

(보훈)

도교육청 
전액지원 

도교육청 
전액지원 

도교육청 
전액지원 

도교육청 일정액 
지원

(년 최대 60만원) 

다자녀
(3자녀 

이상 중 
셋째부터)

도교육청 
전액지원

도교육청 
전액지원

도교육청 
전액지원

도교육청 
전액지원

도교육청 중식 
190일 지원

도교육청 일정액 
지원

(년 최대 60만원) 

농업인자녀 지자체 일정액 지원
(년 최대 960,000원)

산재장학 근로복지공단
전액지원 

※ 위 자료는 2019학년도 기준임.                  

신입생 사회통합전형의 지원금 안내



구분 장학금 장학금액 및 
수혜조건

수혜
인원 선발기준

성적
우수

장학금

신입생 성적우수 장학금
1년간 수업료 전액

(244만원)
30명

장학생선발고사 성적 
상위 30명

재학생 성적우수 장학금
1년간 수업료 전액

(244만원)
16명

2,3학년 성적우수자
학년별 각 8명

생활
지원

장학금

면학장학금 200만원/학기 -
교육청 지원 미대상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

비전장학금
3년간 수업료 전액

(244만원/년)
-

사회통합전형 중
사회다양성전형 학생

드림장학금
교복, 졸업앨범, 
MSMP, 건진 등

-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 계층

※ 위 자료에 제시된 장학금은 2020학년도부터 적용됨. 

신입생 충남삼성고등학교 장학금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