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 약 명 전문 진학강사 초빙과 맞춤형 대입지원 프로그램 운영

총사업비 560백만원 완료시기 임기내 사업기간 중기

사업주체 자체
사업성격
(사업유형)

운영(계속) 추진부서 교육지원과

∘ 학교 중심, 학교 맞춤형 대학진학 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관내 학생들의 

학력향상과 대학 진학률 제고에 이바지 하고자 함. 

□ 현황 및 우리구 실태

○ 수시, 학생부 중심 전형 비중 지속적 증가 추세

- 2019학년도 대학 모집인원은 348,834명으로 ‘18학년도보다 3,491명

감소되었으나, 수시모집은 전년 대비 2.5%p 증가한 76.2% 선발

구 분 2019학년도 2018학년도 2017학년도

수 시 76.2% (265,826명) 73.7% (259,673명) 69.9% (248,669명)

정 시 23.8%  (82,972명) 26.3%  (92,652명) 30.1% (107,076명)

- 2019학년도 학생부 위주 전형의 비중은 전년도보다 2.0%p 증가

(※2017학년도 60.3% → 2018학년도 63.9% → 2019학년도 65.9%)

- 수시는 학생부 위주, 정시는 수능 위주 선발

구 분 전형유형 2019학년도 2018학년도

수 시

학생부(교과) 144,340명(41.4%) 140,935명(40.0%)

학생부(종합)  84,764명(24.3%)  82,231명(23.6%)

기 타(논술,실기 등)  36,758명(10.6%)  35,507명(10.1%)

정 시
수능 위주  72,251명(20.7%)  80,311명(22.8%)

기 타(실기,학생부 등)  10,721명   (3%)  12,341명 (3.5%)

합 계 348,834명(100%) 352,325명(100%)

○ 우리구 대학진학률 서울 전체 평균 보다 10% 높음

- 2010~2018년 우리구의 대학진학률은 평균 70.6%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 평균 59.6% 보다 10% 높게 나타남



- 연도별 대학진학률(대학, 전문대학 전체)

※ 자료출처: 「학교알리미」사이트 ‘고교 졸업생 진로현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8년~ (지속 운영)

○ 사업대상: 고등학생 등 입시생, 학부모

○ 사업내용

- 전문 진학강사 및 관내 우수 교사 초빙 대학입시 설명회

- 학교 중심·학교 맞춤형 대학입시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진로·진학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추진방향

○ 대학입학 수시 전형 선발 강세 맞춤형 지원

- 입시 설명회 및 수시 전형 대비 프로그램 운영

○ 우수한 인재(교사 및 전문강사) 활용 대학 입시 정보 제공



□ 세부추진계획

○ 전문 강사·교사 초빙 대입지원 설명회 / 입시박람회

- 수시전형, 정시전형 맞춤형 대입지원 설명회 개최

- 진학 전문 강사와 관내·외 고등학교 소속 우수 교사 초빙

- 서울시 소재 주요 대학교 모집 홍보 및 상담 부스 설치 운영

○ 학교별 맞춤형 대학입시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입시생들의 시간 절약과 심적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하여 학교 공간에서

학생의 특성과 분위기를 잘 파악하고 있는 교사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

- 학교 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구성과 운영 등을 학교에서

직접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 진로·진학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지원

- 고1~2학년을 위하여 정기·수시 진학 컨설팅 실시

- 고3을 위한 자소서 작성 및 첨삭 컨설팅 실시

- 진학에 대한 의지가 있는 학생을 위하여 잠재능력을 끌어내고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컨설팅하여 목표(대입)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관리

- 진학 컨설팅 및 관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학교 맞춤형으로 운영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입시설명회 2회 이내 2회 이내 2회 이내 2회 이내 2회 이내

대입 프로그램 
운영 지원

4개교 지원 4개교 지원 4개교 지원 4개교 지원 4개교 지원

진로.진학 
컨설팅

4개교 4개교 4개교 4개교 4개교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재 원 별 합 계
연차별 소요재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560 60 125 125 125 125

입시설명회 구 비 25 5 5 5 5 5

대입 프로그램 
운영 지원 구 비 280 40 60 60 60 60

진로진학
컨설팅 구 비 255 15 60 60 60 60

□ 협업(협치) 사항

○ 관내 일반고 : 대입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학생 추천 등)

작 성 자 교육지원과장 : 박은숙 (2810)  팀장 : 문현주 (2821) 담당 : 장지은 (2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