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19.09.06

환일고 교감 : 이정철



2022년 대입 이후 입시 예상

- 수시↓, 정시 비율↑

- 내신, 수능 성적이 당락 좌우

- 비교과 활동 축소 예상

대입 제도 변화



- 대학 정시 수능위주 전형 비율

30% 이상

- 국어, 수학 공통 + 선택형 구조

- 사회/과학 탐구 2과목 자유 선택

2022이후 대입 제도 개편



- 수상경력 학기당 1개 이내(세특중요)

- 자율동아리 학년당 1개만 간단히 기재

- 소논문 모든 항목에 미기재(학술 보고

서 대회, 에세이 등으로 대체)

고교 학생부 기재 개선(고1부터)



의대 : 7명

- 연세대 치대

- 고려대, 한양대, 동국대 의대

- 단국대, 충북대, 경상대 의대

2019대입 환일고 진학 실적



SKY : 51명

- 서울대 3명

- 연세대 22명

- 고려대 26명

2019대입 진학 실적



카이스트 : 2명, 

육군 사관학교 : 5명 전원 합격, 등록

2019대입 진학 실적



서울 상위 10개 대학 100 여명 이상

- 중앙대 24명, 

- 홍익대 15명

- 뉴욕주립대 경영학과

2019대입 진학 실적



- 총 24명 합격

- 재학생 20, 졸업생 4명

- 전국 일반고 1462개교 중 36위

- 서울 일반고 185개교 중 20위

2019대입 중앙대학교 입시결과



- 학생부 종합전형(다빈치인재)

- 13명 지원 11명 합격

- 전국 일반고 1462개교 중 1위

- 서울 일반고 185개교 중 1위

2019대입 중앙대학교 입시결과



환일중 출신 우수학생(고1)
성명 환일중 성적

석채백분율(%)
환일고 성적

전체 석차(석차백분율)

정** 5.8 4(1.6)

서** 10.2 9(3.6)

임** 23.5 12(4.8)

이** 2.94 19(7.7)

이** 8.8 25(10.2)

나** 13.2 50(20.3)

임** 25 50(20.3)



환일중 출신 우수학생(고2)
성명 환일중 성적

석차백분율(%)
환일고 성적

전체 석차(백분율)

박** 9.5 3(1.2)

박** 7.9 4(1.6)

박** 4.7 11(4.5)

이** 6.3 16(6.5)

김** 22.2 23(9.4)

유** 3.2 29(11.9)

전** 36.5 39(15.9)

안** 17.5 43(17.6)

이** 12.6 45(18.4)

유** 23.8 46(18.9)



환일중 출신 우수학생(고3)
성명 환일중 성적

석차백분율(%)
환일고 성적

전체 석차(백분율)

정** 17.1 10(3.6)

이** 5.3 14(5.0)

서** 11.8 16(5.8)

정** 14.5 20(7.2)

이** 34.2 35(12.7)

김** 19.7 38(13.8)

이** 6.6 40(14.5)

이** 28.9 50(18.1)



1. 개인별 맞춤형 진로 진학지도

2. 생기부 작성 능력 우수

3. 지속적 진학 상담

환일고 진로진학지도



4. 다양한 방과후학교, 특기적성

5. 다수의 특색있는 동아리

6. 체험활동, 진로활동

환일고 진로진학지도



성적은 학습량에 비례

- 자유학기제로 성적 저하

- 중학교 기초학력 중요

- 자기주도적 학습(자율학습 적극 참석)

학습력 제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

- 할수 있다. 하면된다. 해보자!

대입 전략 TIP



최후의 승리자 !



직업은

무엇이나좋다.
제1인자가

되자

걷는자만이

앞으로
갈 수있다

최후에

웃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다

우리의

표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