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중학교 모집요강 방송통신중학교 청소년반

| 전형방법 |

	 •각 학교별 전형기준에 의함 (선착순, 연장자순 등)

| 모집기간 | 

	 •신입학 : 12월~2월(해당학교 문의)
       ※ 학교별 모집 기간이 상이함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원서교부 : 전국 20개 방송통신중학교
	 •접수처 : 구비서류 지참 후 해당학교로 방문 접수

| 지원자격 |

	 •초등학교 졸업자 및 동등이상 학력소지자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모집학교별로 지원자격기준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대표번호 1544-1294
www.cyber.ms.kr

※ 방송통신중학교에서는 장애나 그밖의 사정으로 정상적인 출석수업이 
곤란한 학생에 대해서는 방송·정보통신을 통한 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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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입학자격 모집정원 출석수업

대구
대구고 부설

방송중

만 18세 이하
유예 1회 이상

1, 2, 3학년
각 30명

주중 2회 이상

서울
아현중 부설

방송중

만 14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

1학년 20명
2, 3학년 각 15명

월 2회
(격주 토요일)

| 청소년반 모집요강 |

| 교과 외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

※ 상세한 모집요강은 해당 학교에 문의

www.cyber.ms.kr

방송통신중·고등학교운영센터

배움의 꿈이 실현되는 U-러닝 열린학교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중학교 연락처

지역 학교명 교무실 지역 학교명 교무실

서울 아현중 02-363-1830 강원 남춘천중 033-250-9591

부산 화명중 051-366-3536 원주중 033-7515-2736

대구 대구고 053-231-9500 강릉중 033-650-6080

인천 구월여중 032-435-0465 전북 전라중 063-252-2759

광주 광주북성중 062-607-7021 전남 목포중앙여중 061-283-0238

대전 대전봉명중 042-826-6872 순천연향중 061-729-7651

울산 학성고 052-257-2074 경남 경원중 055-264-9994

경기 수원제일중 031-225-2084 진주중 055-746-2248

호원중 031-829-0743 제주 제주제일중 064-750-3252

삼평중 031-8016-1012

광명중 070-4858-2806

■남녀공학 (20개교)



전국 어디에서나 다닐 수 있는 학교  

전국 명문 공립 중·고등학교에 부설 형태로 설치되어 있으며 

가까운 지역의 원하는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일반계 정규 중학교 
졸업장을 취득할 수 있는 학교

수업연한 3년의 일반 중학교와 동일한 정규교육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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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월여중(50명)

아현중(265명)

학성고(35명)

대구고(361명)
전라중(173명)

대전봉명중(170명)

화명중(60명)

경원중(262명)
진주중(115명)

목포중앙여중(50명)
순천연향중(50명)

광주북성중(265명)

제주제일중(43명)

남춘천중(176명)

원주중(180명)

강릉중(173명)

수원제일중(330명)

호원중(331명)

삼평중(75명)

광명중(7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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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국 총 학교 수 20개교 | 총 학생수 3,241명

■남녀공학 20개교 

※ 학교 수 및 학생 수는 2016. 4. 1 기준

| 학생현황 |

■총 학생수 3,241명 

■여 79%(2,572명) 

■남 21%(669명)

U-러닝 기반으로 
어디서든 공부하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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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 모바일 
등 다양한 

학습매체 활용

학생 수준에 
맞는 학습 

콘텐츠 보유

학습이력 
관리 등 편리한 

학습환경

3월~5월

9월~11월

•입학식

•오리엔테이션

•전국 방송통신중학교

   학예경연대회

6월~8월

12월~2월

•졸업식

•신입생 모집

•현장체험학습

•교내체육대회

다양한 학습경험을 
인정하는 학교

학교 외 학습경험을 학습경험인정제를 통하여 과목 이수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경험인정제를 통해 인정받은 과목은 수업과 

시험을 경감받을 수 있으며, 최대 1년 수업연한 단축이 가능합니다.

자격증, 검정고시*, 공공직업훈련시설, 취업사관학교, 기술학교*,   

고등공민학교*, 각종학교*, 중학교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전수 교육 조교, 전수 교육 이수자, 전수

생), 대한민국명장, 숙련기술전수자, 우수숙련기술자,평생학습계좌

제, 학력인정 대안학교*

※ *는 입학 전 학습경험만 해당되는 인정대상임    

| 인정대상 |

※ 2016. 4 .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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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명
(40.5%)

219명
(6.8%)

50대 60대 70대 이상

배움의 꿈이 실현되는 
열린 학교

진주중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김삼범학생은 6.25참전    

유공자로 십대에 공군에 입대하여 나라를 지키기 위해 

힘쓰셨으며, 82세의 나이에 진주중 부설 방송통신중학

교에 입학하였다.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수업시간에  

지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열심히 경청하는 모습을 통해 

방송통신중학교 학생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제주제일중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채만석학생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생활전선에 뛰어

들었다가 올해 제주제일중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개교와 

동시에 입학하여 행복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다. 현재    

제주제일중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소식과 학우들의 소식

을 전하는 학생기자단으로 활동하며 활발한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강릉중 부설 방송통신중학교에 강의수, 최난순학생은   

부부이자 중학교 동창생이다. 강의수, 최난순학생은 건강

상의 문제로 귀촌하게 되면서, 마음 한곳에 있던 배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방송통신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언제 어디서나 늘 함께하는 강의수, 최난순학생은 건강이 

허락하는 한 함께 고등학교, 대학교 진학을 목표로 학업

에 정진하고 있다.

※ 학생기자단 기사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