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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고등학교 연락처

방송통신고등학교 모집요강 

| 전형방법 |

	 •각 학교별 전형기준에 의함 (선착순, 연장자순 등)

| 모집기간 | 

	 •신입학 : 1월 ~ 2월
	 •편입학 : 1월 ~ 2월, 8월 중 (해당학교 문의)

       ※ 학교별 모집 신청기간이 상이함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원서교부 : 전국 42개 방송통신고등학교
	 •접수처 : 구비서류 지참 후 해당학교로 방문 접수

| 지원자격 |

	 •중학교 졸업자 및 동등이상 학력소지자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모집학교별로 지원자격기준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남고 (6개교)  ■여고 (9개교)  ■남녀공학 (27개교)

배움의 열정과 꿈을 
가진 분들에게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새로운 내일을 열어드립니다.

대표번호 1544-1294
www.cyber.hs.kr

※ 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 장애나 그밖의 사정으로 정상적인 출석수업이
곤란한 학생은 방송·정보통신을 통한 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중·고등학교운영센터

배움의 꿈이 실현되는 U-러닝 열린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지역 학교명 교무실 지역 학교명 교무실

서울

경동고 070-8660-4579

강원

원주고 033-740-9160

경복고 02-735-3083 강릉제일고 033-650-0130

영등포고 02-816-8325 황지고 033-550-0770

경기여고 02-3462-4311 묵호고 033-530-7140

수도여고 02-2102-3580 설악고 033-630-0380

부산
동래고 051-550-7790

충북
청주고 043-269-1057

경남여고 051-600-0916 충주고 043-840-6709

대구 대구고 053-231-4158
충남

홍성고 041-632-0627

인천
제물포고 032-770-4741 천안중앙고 041-563-3352

인천여고 032-810-6311
전북

전주고 063-283-3050

광주
광주고 062-239-8809 전주여고 063-710-5565

전남여고 062-220-0368
전남

목포고 061-800-7079

대전
대전고 042-220-6264 순천고 061-759-7271

대전여고 042-630-5951

경북

포항고 054-613-4566

울산 학성고 052-257-2074 안동고 054-858-2945

경기

수성고 031-259-1320 김천중앙고 054-435-7510

수원여고 031-250-9191 구미고 054-457-4209

호원고 031-822-2124
경남

마산고 055-240-3590

상동고 070-7167-2823 진주고 055-748-2995

서현고 031-789-5326 제주 제주제일고 064-740-8204

강원
춘천고 033-240-2040

춘천여고 033-245-7754



남녀노소 누구나 배울 수 있는 학교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중학교 졸업자 및 동등 이상 학력을 인정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중등교육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일반계 정규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할 수 있는 학교

U-러닝 기반으로 
어디서든 공부하는 학교

수업연한 3년의 일반 고등학교와 동일한 정규교육과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인터넷을 통해 공부할 수 있습니다.

| 학생현황 |

■총 학생수 10,996명 

■여 64%(6,992명) ■남 36%(4,004명)

PC, 모바일
등 다양한 

학습매체 활용

학생 수준에 
맞는 학습 

콘텐츠 보유

학습이력 
관리 등 편리한 

학습환경

한 달에 두 번 
출석하는 학교

월 2회 출석수업(격주 주말)이 있으며, 평일에는 인터넷으로 사이버

학습을 수강합니다. 출석수업일에는 교과학습과 더불어 다양한 학교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3월~5월

•입학식
•오리엔테이션
•봄소풍
•1학기 중간고사

9월~11월

•2학기 중간고사
•가을소풍, 축제
•전국 방송중·고등학교 
   학예경연대회

12월~2월

•2학기 기말고사
•졸업식
•신입생 모집

6월~8월

•교내 체육대회
•1학기 기말고사

다양한 학습경험을 
인정하는 학교

학습경험인정제를 통하여 학교 외 학습경험을 과목 이수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경험인정제를 통해 인정받은 과목은 수업과 

시험을 경감받을 수 있으며, 최대 1년 수업연한 단축이 가능합니다.

자격증, 검정고시*, 공공직업훈련시설, 취업사관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전수 교육 조교, 전수 교육 이수

자, 전수생), 대한민국명장, 숙련기술전수자, 우수숙련기술자, 평생학

습계좌제, 학력인정 대안학교*

※ *는 입학 전 학습경험만 해당되는 인정대상임.   

| 학습경험인정제 인정대상 |

※ 2016. 4. 1 기준

10대

2,076명
(18.9%)

1,668명
(15.2%)

20대

1,142명
(10.4%)

30대

1,729명
(15.7%)

40대

3,040명
(27.6%)

50대

1,182명
(10.7%)

60대

159명
(1.4%)

70대
이상

| 대학 진학 현황 |

2~3년제

679명
(47.5%)

일반대

168명
(7.7%)

방송대

339명
(23.7%)

원격 및 
사이버대

235명
(16.4%)

기타

9명
(0.6%)

배움의 꿈이 실현되는 
열린 학교

광주고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김경석 학생은 올해     

77세로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학업에 정진하

였으며, 교내외 각종 행사에도 성실하게 참여하여 고등학

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였다. 그리고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통해 조선대 법학과에 합격하게 되었으며, 대학에

서도 학업에 대한 열정을 이어가고 있다.

| 최근 10년간 졸업생 및 진학생 현황 |

경복고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이선재 학생은 다리에 

장애가 있어 학업에 임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학업에 정진하였으며, 적극적으로 학교생활을 

하여 후배 및 동기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글쓰기에 탁월

한 재능을 가지진 이선재 학생은 문예동아리 ‘솔 문학회’

의 회장으로 활동하여 학우들과 문학을 통한 교감을 하

였고, 올해 방송대 국어국문학과로 진학하여 성적우수장

학금을 받으며 문예에 대한 꿈을 펼치고 있다.

대전여고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김민정 학생은 베트남 

여성으로 베트남으로 여행 온 한국남자와의 인연이 부부

가 되어 한국으로 이주해 살고 있다. 언어와 문화차이로 

한국에 적응하기가 힘들었으나, 가족의 후원으로 한국어

를 배우고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입학하여, 국어국문학과 

진학을 목표로 학업에 정진하고 있다.

※ 학생기자단 기사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