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청심국제중학교 신입생 전형요항
1. 모집 정원 (남녀 4학급, 100명)
모집단위

모집인원

일반전형

80명

사회통합전형

20명

비 고

국가유공자 자녀

(3명)

정원의 3% 이내

특례입학 대상자

(2명)

정원의 2% 이내

정원 외
계(정원 외)

100(5)명

* 전국단위 모집임.

2. 지원 자격 및 모집 인원
가. 공통사항
(1) 초등학교 졸업자 또는 2016년 2월 초등학교 졸업예정자
(2)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3)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
나. 전형별 지원 자격 및 모집 인원
전형 구분
및 모집 인원
일반전형(80)

지원자격

￭ 품행이 올바르고 학업 성취도가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으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사회통합전형(20)

￭ 사회통합전형 범위에 속하는 자 중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으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국가유공자
자녀(3)

￭ 국가유공자 자녀 중 해당 보훈(지)청으로부터‘교육지원대상자’
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특례입학
대상자(2)

￭ 경기도교육청 특례입학업무처리 요령에 따른 대상자(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수학한 자 등)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정원
외

※ 일반전형, 사회통합전형, 특례입학대상자 전형 중 하나의 전형에만 지원 가능함.
※ 국가유공자 자녀는 사회통합전형으로 지원함.
※ 검정고시 합격자는 학교장의 추천대상에서 제외함.
다.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범위
순위 및 인원
1순위
기회균등 대상자
(12명)

범위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기준 중위소득 5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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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복지급여수급권자)
￭ 차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최저생계비 150% 이내)
￭ 학교장 추천 학생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에는 포함
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ㆍ추천한 자
- ‘학교장추천위원회’의 구성․심의․검증 후 학교장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추천한 학생에 한함.
학교장추천위원회 회의록 사본과 객관적 증빙서류 첨부
[선정예시]
- 부양 의무자의 갑작스런 실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가계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 의무자가 질병․사고․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소득이 없거나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
[객관적 증빙서류 예시]
실직급여수급증 사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지역건강보험료 영수증, 급여명세서, 재산세납입
증명서 등
※ 어느 한 가지 서류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부적정 예시: 폐업확인서만으로 학교장 추천 학생 선정)

2순위
사회다양성 대상자
(5명)

￭ 소년․소녀가장(형제․자매 포함)
￭ 조손가정 학생
￭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해당자)
￭ 순직군경 자녀, 순직소방대원 자녀, 순직교원 자녀
￭ 다문화가정 자녀(「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해당자)
￭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아동복지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 보호된 아동)

3순위
사회다양성 대상자
(3명)

￭ 농어촌의 면단위 소재지 초등학교의 6개 학년의 전 과정(1학년 3월
입학일부터 원서접수일 현재까지)을 이수중인 졸업예정자
￭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첫째 자녀부터 가능)
￭ 준사관/부사관 자녀
￭ 도서벽지 초등학교 졸업예정자(2015년 2월 28일 이전부터
원서접수일 현재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 산업재해 근로자 자녀
￭ 한부모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5호 해당자)
￭ 지역사회 배려자 : 2013년 3월 2일을 포함하여 그 이전부터 부모와
함께 가평군 지역에 거주하면서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
￭ 외국인(부모 또는 부모 중 어느 한 쪽과 지원자가 외국의
국적을 가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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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통합 전형의 지원 자격은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의 범위 중에서 중학교 입학 사실이 없는
자로 한다.
※ 2순위와 3순위의 경우 소득분위 8분위 이하에 준하는 가정의 자녀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소득분위 8분위 이하 증명은 건강보험료 최근 10개월 평균액을 기준으로 함(건강보험료 확인
시, 부·모 모두 확인).
※ 사회통합전형 학생 추천 및 선발 절차와 건강보험료 적용기준은 별첨자료를 참고함.
별첨1: 자기주도학습전형 사회통합전형 학생 추천 및 선발 절차
별첨2: 차상위 계층 및 차차상위 계층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
별첨3: 2순위, 3순위 지원 자격(소득분위 8분위 이하) 적용 기준
※ 국가유공자 자녀(교육지원대상자)는 사회통합전형 모집인원(정원내)에 포함하여 일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와 함께 공동선발(일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와 공동의 합격사정 범위
적용)하되, 탈락자에 한해 모집정원의 3% 범위에서 정원외로 별도 선발함(일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의 합격사정 범위로 제한하지 않음).
※ 1단계 추첨 선발에서 탈락된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1단계 추첨선발 인원(정원내
사회통합전형 1순위)에 포함된 국가유공자 자녀(교육지원대상자) 수에 상관없이 재추첨을 통해
정원외 모집인원의 2배수(6명)를 선발함. 2단계 전형에서 국가유공자 자녀가 일반
사회통합전형대상자와 함께 경쟁하여 탈락한 경우 1단계 추첨 선발된 정원외 국가유공자
자녀와 함께 모집정원의 3% 범위에서 정원외로 별도로 최종 선발함.
※ 일반전형 합격자 중 추가로 국가유공자 자녀[교육지원대상자]가 있을 경우, 국가유공자 자녀가
총 정원의 3%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전형 지원자를 합격시킬 수 있음.

3. 추천 학생 수 및 전형방법
가. 학교별 학교장 추천 학생 수
(1) 일반전형: 소속 초등학교 졸업 예정자 수의 5% 까지(예: 졸업 예정자 수가 150명일 경우
7.5명이므로 소숫점 아래를 절사한 7명) 추천할 수 있음. 단, 졸업 예정자 수가 20명
미만일 경우 1명을 추천할 수 있음.
․ 졸업자의 경우 졸업예정자 추천 범위에 포함.
․ 사회통합전형 지원 예정자 수 제외
(2) 사회통합전형: 학교당 인원제한 없음.
(3) 특례입학대상자: 학교당 인원제한 없음.
※ 추천서 및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해당 지원자는 불합격 처리됨.
나. 1단계 전형 (전산 추첨)
(1) 지원자 전원을 대상으로 추첨 선발
(2) 전산 추첨 방식으로 선발(추첨 장소는 추후 공지)
(3) 각 전형별 모집인원의 2배수 선발(사회통합전형 대상자는 각 순위별 지원자 중 선발 인원수
의 2배수 선발)
다. 2단계 전형(면접)
자기주도학습 영역

인성 영역

총 합

30

10

40

(1) 학교생활기록부 II, 자기소개서, 담임교사 추천서 등을 바탕으로 면접
(2) 자기소개서 주요 항목(1,500자 이내, 띄어쓰기 제외)
➀ 자기주도학습 영역(자기주도 학습태도와 꿈과 끼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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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주도학습 과정: 학습을 위해 주도적으로 수행한 목표 설정·계획·학습 그리고 그
결과 평가까지의 전 과정(교육과정에서 진로체험 및 동아리 활동,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 및 경험 등 포함)
․ 지원동기 및 진로계획: 본교특성과 연계해 본교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계획과 중학교 졸업 후 진로 계획
➁ 인성 영역
․ 봉사·체험활동을 포함한 배려, 나눔, 협력, 타인존중, 규칙준수 등에 대한 초등학교 활동
실적 및 이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
(3)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
➀ 자기소개서는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링크된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작성 후
출력하여 제출
➁ 자기소개서는 사실에 기초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며, 입증 서류는 필요한 경우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함.
➂ 대리작성, 허위작성 혹은 표절 시에는 사후에도 입학 취소 등 불이익을 부과함.
➃ 자기소개서 작성 시 배제사항
￭ TOEFL･TOEIC･TEPS･TESL･TOSEL･PELT, HSK, JLPT 등 각종 인증시험 점수,
한국어(국어)･한자 등 능력시험 점수
￭ 교내･외 각종 대회 입상 실적, 자격증,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등
￭ 부모 및 친인척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
예) 부모 및 친인척의 구체적인 직장명이나 직위, 소득수준, 고비용 취미
활동(골프, 승마 등), 학교에서 주관하지 않은 모둠 및 프로젝트 활동(사설 학원
및 기관에서 추진하는 교과 관련 활동) 등
￭ 지원자 본인을 알 수 있는 이름, 출신초등학교 등 인적사항
➄ 자기소개서에 배제사항을 기재하거나, 증빙자료로 관련 내용을 제출하거나, 면접 시 관련
내용을 언급하는 경우에는 입학전형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처리함.
㉮ 자기소개서에 영어 등 각종 인증시험 점수, 각종 자격증 취득사항, 경시대회
입상실적,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기재 시 영점 처리함.
㉯ 부모의 사회ㆍ경제적 지위 암시 내용 등 기재 시 해당 평가 항목 배점의 10% 이상
감점 처리함.
㉰ 인증시험 및 경시대회 입상 증빙자료를 참고 자료로 제출하는 경우, 또는 이에
해당하는 우회적･ 간접적인 진술이 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체 항목 영점 처리함.
⑥ 영점 혹은 감점 처리되는 자기소개서의 작성 사례
￭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TOEIC 시험에 응시해 450점을 받았습니다. 이후 영어
공부에 매진한 결과 850점을 얻으며 “노력은 결과를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 초4 겨울방학 중 ○○○에서 주최하는 ○○○○ 경시대회에 참가해 2위 입상
이라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 어렸을 적부터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영어인증시험에서 최고 수준에 도달
하였고, 전국 단위의 대회에 출전하여 매우 우수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 ○○지검 검사장이신 아버지를 따라 어렸을 때부터 법조인의 꿈을 키웠습니다.
(4) 담임교사 추천서 주요 항목(500자 이내, 띄어쓰기 제외)
➀ 자기주도 학습과정 및 진로계획 평가
․ 초등학교에서 학생의 학습 과정이 자기주도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학생의 꿈과 끼,
진로계획이 본교의 설립목표와 교육과정 등에 일치하는지의 관점에서 평가하여 작성
➁ 인성 영역에 대한 평가

- 4 -

․ 학생의 초등학교 활동을 통하여 나타난 핵심인성요소를 평가하여 작성
․ 핵심 인성 요소: 봉사·체험활동을 포함한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규칙준수 등
․ 위에 제시된 것 이외에 교사가 발굴하여 작성할 수 있음.
(5) 담임교사 추천서 작성 시 유의사항
➀ 담임교사 추천서는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링크된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작성한
추천서를 출력하여 추천교사가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한 후 추천서를 봉투에 넣고 봉한
후에 봉한 부분에 추천서와 동일한 추천교사 도장(서명)을 찍고 투명테이프로 붙여
인비봉인하여 추천교사가 본교로 직접 우편 혹은 방문 제출
➁ 다음 영역을 포함하는 항목은 작성 시 배제함.
￭ 학생의 TOEFL･TOEIC･TEPS･TESL･TOSEL･PELT, HSK, JLPT 등 각종
인증시험 점수, 한국어(국어)･한자 등 능력시험 점수
￭ 교과 성적 및 학업 성취 정도, 교내･외 각종 대회 입상 실적, 자격증,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등
￭ 학부모 및 친인척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
예) 부모 및 친인척의 구체적인 직장명이나 직위, 소득수준, 고비용 취미
활동(골프, 승마 등), 학교에서 주관하지 않은 모둠 및 프로젝트 활동(사설
학원 및 기관에서 추진하는 교과 관련 활동) 등
￭ 지원 학생을 알 수 있는 이름, 출신중학교 등 인적사항
￭ 기타 사교육이 유발될 수 있거나 사회 통념상 입학전형에 불필요한 내용
➂ 담임교사가 추천 여부를 판단하여 작성하며, 학생의 자기소개서 및 학교생활기록부를
기초로 평가 및 의견 기술
➃ 배제 영역이 포함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➄ 허위 또는 과장하여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향후 추천자가 추천한 학생이나 해당
학교는 입학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4. 사정기준
가. 40점 만점의 총점순으로 선발함.
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의 사정기준
(1) 각 순위별로 정해진 모집인원을 선발한다.
(2) 각 순위별 지원자가 선발 인원에 미달했을 경우 미달된 인원은 1, 2, 3순위를 통합하여 석차
순으로 선발한다.
(3) 같은 순위 내의 대상자 간에는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 모든 전형 공통으로 동점자의 사정기준
(1) 자기주도학습 영역 점수 우수자
(2) 인성 영역 점수 우수자
※ 위 우선순위 단계까지 적용해도 동점자가 생길 경우,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라. 합격자 배제 조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이미 입학하였거나 재학 중이라도 언제든지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본교에 재학할 수 없다.
(1) 지원자격이 사실과 다른 자
(2) 제출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된 자
(3) 감염병, 정신 질환 등으로 단체 생활 및 기숙사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자(본교는 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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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재학생 전원 기숙사 생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판단기준은 학교 측 전문가 소견에
따름.)
(4) 제출한 자기소개서, 추천서가 대필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된 자
(5) 입학허가예정자로 입학허가예정서 등을 교부받고 입학 수속을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않거나 입학을 포기한 자
(6) 타 국제중에 복수 지원한 자(이중 지원이 확인될 경우 양쪽 모두 불합격 처리)

5. 제출 서류
가. 1단계 지원자 공통서류 (모든 지원자)
(1) 입학원서 1부
- 인터넷 접수 후, 출력한 후 출신학교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함.
-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사본으로 대체하여 학교장 직인 없이 제출함.
(2) 학교장추천서(본교 소정양식) 1부
- 검정고시 합격자는 제출대상에서 제외함.
(3)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나. 국내 초등학교 재학자
(1) 추천 공문(내부결재) 사본 1부
다. 외국소재 학교 재학자 및 졸업자
(1) 국내 최종학교 제적증명서 1부
(2)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재학학년 및 재학기간 명시) 사본 1부
- 정규 학교임을 확인하는 재외공관 경유 증명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 필수
라. 검정고시 합격자
(1) 검정고시 합격증 사본 1부
마.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및 특례입학 대상자 추가 제출서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및 특례입학 대상자는 인터넷 원서접수 이전 별도로 공지된 기간 내에
본교를 방문하여 제출서류를 검토 받고 지원자격에 해당함을 확인받은 후에 해당 전형에
지원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일반전형으로 응시해야 함.
(1)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구분

공통

2순위~
3순위
공통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부모 기준)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학부모 및 학교장 확인서
(본교 소정양식) 1부

지역건강보험료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자료(최근 10개월 평균 납부액)
(영수증, 고지서, 납부확인서 중 택 1부)

직장건강보험료
혼합(지역+직장)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10개월 평균 납부액) 1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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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혹은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1부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증명서 1부
․ 자활급여 대상자 확인서 1부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1부

법정
차상위 차상위 장애수당대상자 ․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1부
계층
차상위 장애연금대상자 ․ 장애연금 대상자 확인서 1부
차상위 우선돌봄대상자 ․ 우선돌봄 대상자 확인서 1부
차상위
계층
․
차차상
위
계층

지역건강보험료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자료(최근 10개월 평균 납부액) 1부
(영수증, 고지서, 납부확인서 중 택 1)

직장건강보험료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10개월 평균 납부액) 1부

학교장 추천

․ 학교장추천위원회 회의록 사본 1부
- 학교장추천위원회는 학교장, 교원, 학교운영위원 중 학부모·
지역 위원 등 7~9명으로 구성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지역 위원 반드시 포함)
․ 객관적 증빙서류 1부
-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내역서(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채권압류 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건강보험료 영수증, 급여명세서, 병원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근로소득원천 징수영수증 등
-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가출, 연락두절 기타 가정형편으로
부모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본교의 별도 소정양식에
동 사실 명기
- 필요시 재산세 납부 증명 등을 요구할 수 있음

소년소녀가장

․ 공통서류인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씩

조손가정

․ 공통서류인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씩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해당 행정구청장 발급) 1부
․ 교육보호대상자 확인서 1부

순직군경 자녀, 순직소방대원
자녀, 순직교원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 순직확인서(관련사실 확인서) 1부
․ 국적취득증명서(국적 취득시) 또는 여권사본(국적
미취득시)1부
․ 외국인 등록 증명서(부 또는 모, 해당자에 한함) 1부
․ 혼인 관계 증명서 1부
․ 기본증명서(친부 또는 친모 중 결혼 전 외국 국적자) 1부
․ 해당 증빙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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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정 및 아동보육시설 재원증명서 1부 또는
사실관계 확인서(아동복지시설장 날인) 1부)
․ 현 재학 초등학교의 최초 전입일 또는 입학일자가 명시된
학교생활기록부 II 사본 1부
․ 초등학교 소재 상세주소(면단위) 및 입학일부터 접수일
현재까지 기간이 명시된 재학증명서 1부

농어촌의 면단위 소재지
초등학교 졸업예정자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 공통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전 가족 등재, 부모 기준) 1부
․ 해당 기관 복무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총 재직기간 명시)
1부

준사관/부사관 자녀

․ 현 재학 초등학교 최초 전입일 또는 입학일자가 명시된
학교생활기록부 II 1부
도서벽지 초등학교 졸업예정자
․ 재학증명서 1부(졸업자는 해당 없음)
․ 도서벽지 학교임을 증명하는 초등학교 학교장 확인서 1부
산업재해 근로자 자녀

․ 요양결정통지서 혹은 보험급여지급확인서 1부

한부모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 공통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부모 기준) 1부

제1호~5호 해당자)
지역사회 배려자

․ 주민등록등본(이전 주소 모두 기재되어야 함) 1부

외국인

․ 외국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부모와 본인 모두 해당)

※ 증빙서류는 원서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한 서류여야 함.
※ 영어를 제외한 각종 외국어 서류는 반드시 한국어로 번역 공증을 하여 제출해야 함.
※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제출서류 및 제출절차에 대한 상세사항은 추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므로 전형 일정 이전에 본교 홈페이지에 공지된 안내사항을 확인해야 함.
(2) 특례입학 대상자
구분

제출서류
특례입학 신청서 1부
출입국 사실 증명서(부, 모, 학생) 각 1부
외국학교 재학 전 기간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 각 1부
외국학교에서 발급받은 각종 증명서(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해당국 소재
한국영사관에서 발급한 ‘재외교육기관 확인서’ 또는 ‘영사
확인서’ 1부
․ 국내 최종학교 재학(제적, 졸업)증명서 1부
(최종 재학 연월일과 최종 재학학년 명시)
․ 재외국민등록부등본(부, 모, 학생) 각 1부
․ 주민등록초본(학생) 1부
․
․
․
․

특례입학 대상자

※ 특례입학대상자전형 지원자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영어를 제외한 각종 외국어 서류는 반드시 한국어로 번역 공증을 하여 제출해야 함.
- 외국학교의 각종 증명서(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제출
-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재외공관의 공증을 받아 제출
-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가목 해당자가 국내의 초등학교에 편입학하여 외국 거주 기간
또는 재학 기간이 외국학교에의 입학에 소요되는 기간, 방학기간에 출국·귀국 등 부득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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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로 2년에서 2개월 내·외의 기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가평지역교육지원청에서
특례입학자격 심사를 받아 그 인정서를 관련 서류와 함께 본교에 제출해서 심사 받음.
- 모든 서류는 원본을 원칙으로 함(사본일 경우 소속 초등학교 원본대조필).
바. 2단계 전형 대상자 제출서류
(1) 학교생활기록부 II 사본 2부 (원본 1부 + 개인정보를 도말한 사본 1부)
- 출력 시 수상경력,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은 제외
- 학교(학교장) 원본대조필
(2) 자기소개서 1부
- 지원자가 인터넷에 접속하여 작성 후 출력하여 서명한 후 제출
(3) 담임교사 추천서 1부
- 담임교사가 인터넷에 접속하여 작성 후 출력하여 출력본에 추천교사가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한 후 추천서를 봉투에 넣고 봉한 후에 봉한 부분에 추천서와 동일한 추천교사
도장(서명)을 찍고 투명테이프로 붙여 인비봉인하여 추천교사가 본교로 직접 우편 혹은
방문 제출
(4)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1부
(5) 수험표
- 입학지원서와 동일한 사진 1매 부착 후 소속 초등학교장 직인 혹은 압인 사용
- 수험표는 서류 제출 시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2단계 면접 전형일에 지참해야 함.
사.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1)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는 지원자 본인이 인터넷으로 작성하여 출력하여 제출한다.
(2) 중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에 대한 담임교사 추천서 작성 가능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① 초등학교를 다닌 적이 있는 검정고시생은 해당학교 교장, 교사
② 검정고시생이 다니는 종교기관의 지도자
③ 공신력 있는 상담기관의 전문상담가 등(검정고시 학원 강사, 검정고시생의 가족이나
친척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함.)
(3) 검정고시 합격자 및 국내 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이 없는 지원자는 해당 기간 동안
교내·외 활동 등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4) 모든 서류는 원본을 내거나 학교(학교장) 원본대조필하여 사본을 제출한다(학생부에
등재된 내용과 관련된 서류는 제출하지 않음).
(5)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6) 학력인정 학교 등의 지원자는 학력인정 학교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교육청 인가일 명시된 서류).

6. 전형일정
구분

사회통합전형 및
특례입학대상자
지원자격 사전검토

일자

비고
￭ 2016학년도 지원예정자 중 사회통합
전형 및 특례입학대상자는 본교를 방문
하여 자격 증빙 서류를 사전에 검토
받은 후 지원자격이 있음을 확인받은
후에 해당 전형에 지원 가능함. 만일
지원자격 사전검토를 받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 기간 중 해당 전형에 지원
불가함.
￭ 사전검토 시간: 09:00~17:00

2015.09.01.(화) ~
2015.09.0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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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원서접수

2015.09.09.(수) 10:00 ~
2015.09.14.(월) 17:00 마감

￭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링크된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 접속하여 원서접수

1단계
서류 방문 제출

2015.09.14.(월) 09:00 ~
2015.09.15.(화) 17:00 마감

￭ 출력한 원서, 학교장 추천공문(내부결
재) 사본,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 관련
서류는 마감시간 전까지 반드시 본교
접수처에 제출해야 함.
(09:00~17:00)
￭ 우편 발송한 서류는 마감날짜 17시까지
도착해야 함.

1단계 추첨 실시

2015.09.17.(목)

￭ 전산 추첨 방식
￭ 장소 추후 공지

1단계 합격자 발표

2015.09.17.(목)

￭ 본교 홈페이지에 공지

2단계
서류 입력

2단계
서류 방문 제출

2015.09.18.(금) ~
2015.09.22.(화) 17:00 마감

2015.09.22.(화) ~
2015.09.23.(수) 17:00 마감

2단계 전형(면접)

2015.10.09.(금)

최종 합격자 발표

2015.10.14.(수)

합격자 소집일

￭ 1단계 합격자에 한하여 2단계 전형이
가능하며 인터넷에서 2단계 해당
서류를 입력 후 출력함.
￭ 담임교사 추천서는 담임교사가 직접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링크된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 접속하여 작성 후
출력, 인비봉인
￭ 자기소개서와 인비봉인된 담임교사
추천서 등 2단계 제출서류는 마감시간
전까지 반드시 본교에 방문하여 제출
하여야 함(09:00~17:00).
￭ 우편접수는 불가함(단, 담임교사 추천
서는 우편접수 가능).
￭ 면접
￭ 본교에서 실시
￭ 본교 홈페이지에 공지

추후 공지

※ 2단계 전형(면접) 및 최종 합격자 발표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7. 기타사항
가. 이타적인 품성과 창의적인 지식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본교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교육과정은 토론과 발표, 영어 위주의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본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이러한 수준 높은 수업과 활동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나. 본교는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므로 본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단체생활 및 규율 준수에
성실하게 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입학 전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다. 2016학년도 본교에 지원하여 입학한 자는 고입 전형을 위한 내신성적 산출평가(구
비교평가)의 대상자가 아니므로 응시할 수 없다.
라. 미등록 또는 등록 후 입학 포기자로 인한 결원은 전형별 입학사정 성적순에 의거
충원한다(단, 미등록자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등록 포기서를 받아 처리함).
마. 본교는 지원자들의 자기소개서 대필 여부를 가려내기 위하여 '유사도 검증 시스템’을
활용할 예정이며, 검색 결과 표절이 확인될 경우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바. 현재 국내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와 국내에 소재하며 국내 학력을 인정하는 국제학교의
중학교 과정을 이수중인 자는 지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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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외국 소재 학교에 입학하여 현재까지 재학 중인 학생으로 2016년 2월 27일 이후 6학년을
마칠 예정인 자는 지원할 수 없다. 외국 소재 학교 재학자나 졸업예정자의 경우 2016년 2월
기준 국내외 초등학교 수학 연한이 6년 이상이고 6학년을 마쳤거나 마칠 예정이어야 한다.
아. 면접 후 외부 전문기관(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설문조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홈페이지 주소는 별도 안내).
자. 접수일시나 전형시기, 합격여부와 관계없이 타 국제중과 복수지원은 불가하다(이중 지원이
확인될 경우 양쪽 모두 불합격 처리함).
차. 본 전형요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카. 제출서류 일체 및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타. 전형결과 및 전형 관련 일체 자료는 공개하지 않는다.
파. 전형료
1단계 : 20,000원
2단계 : 10,000원

□ 학교주소 : (우편번호 477-855)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미사리로 324-213 청심국제중학교
□ 문의처
: 대표전화 031) 589-8900
□ 팩스번호 : 031) 589-8999
□ 홈페이지 : www.csia.hs.kr

입학홍보부 031) 589-8842, 8904

청심국제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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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자기주도학습전형 사회통합전형 학생 추천 및 선발절차

◆ 초등학교는 내부 추천 위원회 (학교장추천위원회 ) 등을 통해 검증절차를
거쳐서 대상학생 추천

(

초등학교)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추천

 추천 절차

ㅇ①

→ ② 학교장추천위원회에서 학생이
제출한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검토 심의 → ③ 지원하고자 하는 중학교에
학생이 담임교사에게 지원신청서 제출

추천(학교장추천위원회 회의록 사본과 증빙서류 첨부)
- 학생 및 학부모는 지원 유형, 제출서류 기입 및 지원자격, 증빙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하는 서명을 한 후 제출

ㅇ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가운데 증빙서류가 없으나,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로 인정된다고 특별히 판단한 학생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

의견서를 작성 첨부하여 해당 중학교에 제출
 학교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심의 사항

ㅇ (구성) 학교장

,

ㅇ

․

교원, 학교운영위원 중 학부모 지역 위원 등

․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지역 위원 반드시 포함

*

학교 규모가 학년당

200명

이하인 학교의 경우

명으로 구성

7~9

5명으로

구성 가능

(주요 심의 사항) 지원한 학생이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로 적합한지 여부,

학생이 제출한 지원신청서 내용 및 증빙서류의 적합성 여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위원회 의견서 제출 등
*

심의 과정에서 성적 등 심사는 불가능하며, 학생의 출석을 요구하는 등
학생의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심의는 자제

*

심의 시 적격자 추천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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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2016학년도 최저생계비에 따른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

차상위 계층 및 차차상위 계층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

․

❍ 근거 : 2014학년도 사회적 배려대상자 제도 시 도 공동 개선안 후속 조치 안내(교육부
학교정책과-970, 2013.04.19.)
2016학년도 사회통합전형 지원자격 심사기준표 안내(교육부 학교정책과-2384,
2015.05.04.)
❍ 지원 자격 : 최저생계비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기준

년 기준 중위소득

2015

50%

이하인 가구(차상위 계층)
※ 단위 : (원)

구분

소득기준

직장

지역

혼합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781,168.5
1,330,098.0
1,720,682.0
2,111,266.5
2,501,851.0
2,892,435.0
3,283,019.5

24,280
40,515
52,333
64,080
75,980
88,430
99,769

3,571
18,324
32,803
52,026
72,579
88,962
105,472

24,944
41,017
52,957
64,956
76,843
89,521
100,852

년 최저생계비

2015

150%

이하인 가구(차차상위 계층)
※ 단위 : (원)

구분

소득기준

직장

지역

혼합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926,000
1,577,000
2,040,000
2,502,000
2,965,000
3,428,000
3,891,000

28,462
48,368
62,201
75,980
90,671
104,450
118,139

6,730
26,859
48,941
72,579
91,873
112,143
130,183

29,371
48,560
62,970
76,843
91,062
105,783
119,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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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산정 방법 및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절차

① 가구원 수 산정 시 유의사항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해당 학생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 존속(부‧모) 및
2촌 이내의 형제‧자매
- 단,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 또는 미혼인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하고,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해 조부‧조모를, 조부․조모도 없는 경우에 외조부․외조모를 가
구원에 포함

② 건강보험료 확인 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에 부․모 중 1명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제
출)에 부모가 모두 있는데 건강보험증 사본에 학생만 있거나 부․모 중 한명만 있는 경우 반드시
다른 한 명의 건강보험료 금액을 확인하여 부·모의 건강보험료 합산
- 학생이 직장에 다니는 형제자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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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산하여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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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4천원 납부하는
4인가구의 경우 : 3만원(부)+2만4천원(모)⇒가구 건강보험료(5만4천원)
⇒ 혼합기준 적용(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소득기준
724,000
1,233,000
1,595,000
1,957,000
2,319,000

직장
22,041
36,947
47,908
59,375
70,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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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3,509
18,082
30,823
48,466
67,703

혼합
23,463
37,432
47,985
59,893
71,188

별첨 3
순위,

2

3

2순위, 3순위 지원 자격(소득분위 8분위 이하) 적용 기준
순위 지원 자격(소득분위

8

분위 이하) 적용 기준

․

❍ 근거 : 2014학년도 사회적 배려대상자 제도 시 도 공동 개선안 후속 조치 안내(교육부
학교정책과-970, 2013.04.19.)
2016학년도 사회통합전형 지원자격 심사기준표 안내(교육부 학교정책과-2384, 2015.05.04.)
❍ 소득분위 8분위 이하 증명
- 건강보험료(최근 10개월 평균액) 기준을 적용
❍ 건강보험료 확인 시, 부 모 모두 확인(단,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정’은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를 같이 하고 건강보험증 상 지원학생이 피부양자 등으로 등록되어 있는 부 또는 모의
자료를 확인 , 거주와 건강보험증 피부양자 등록 요건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
건강보험증에 지원학생이 피 부양 자 등으 로 등록 된 부 또 는 모의 자 료 확 인 )

․

소득 분위별 건강보험료 기준표

※

단위 : (원)

구분

월 소득 환산액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혼합

1분위

1,458,370

44,558

22,541

45,145

2분위

2,224,322

68,276

58,698

69,151

3분위

2,829,741

86,666

86,291

87,731

4분위

3,362,712

102,078

108,758

103,233

5분위

3,874,846

118,139

130,183

119,751

6분위

4,438,790

133,489

147,619

135,442

7분위

5,067,709

153,998

170,102

156,506

8분위

5,961,964

182,127

199,987

185,538

9분위

7,419,817

226,818

245,357

23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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