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4] 교과영역 내 지정교과표

교과분류 과목

국어교과

고전, 고전문학, 고전문학감상, 고전읽기, 국어, 국어Ⅰ, 국어Ⅱ, 국어생활, 독서, 독서와문법,  

독서와문법Ⅰ, 독서와문법Ⅱ, 문법, 문예창작입문, 문장론,  문학, 문학Ⅰ, 문학Ⅱ, 문학개론,   

문학과매체, 소설창작, 시창작, 시창작입문, 실용국어, 심화국어, 언어와매체, 작문, 통합국어Ⅰ, 

통합국어Ⅱ, 현대문학감상, 화법, 화법과작문, 화법과작문Ⅰ, 화법과작문Ⅱ

외

국

어

교

과

영어교과

기초영어, 관광영어, 실용영어, 실용영어Ⅰ, 실용영어Ⅱ, 실용영어독해와작문, 실용영어회화, 

심화영어, 심화영어I, 심화영어II, 심화영어독해Ⅰ, 심화영어독해Ⅱ, 심화영어독해와작문, 

심화영어작문, 심화영어작문Ⅰ, 심화영어작문Ⅱ, 심화영어회화, 심화영어회화Ⅰ, 심화영어회화Ⅱ, 

영미문학읽기, 영어, 영어10-a, 영어10-b, 영어Ⅰ, 영어Ⅱ, 영어강독, 영어권문화, 

영어권문화Ⅰ, 영어권문화Ⅱ, 영어독해, 영어독해와작문, 영어문법, 영어작문, 영어청해, 

영어토론, 영어회화, 영어회화Ⅰ, 영어회화Ⅱ, 진로영어

제2외국어교과

독일어, 독일어 독해와 작문Ⅰ, 독일어 독해와 작문Ⅱ, 독일어 회화Ⅰ, 독일어 회화Ⅱ, 독일어Ⅰ, 

독일어Ⅱ, 독일어권문화, 독일어권문화Ⅰ, 독일어권문화Ⅱ, 독일어독해, 독일어독해Ⅰ, 

독일어독해Ⅱ, 독일어문법, 독일어작문, 독일어청해, 독일어회화Ⅰ, 독일어회화Ⅱ, 러시아문화, 

러시아어 회화Ⅰ, 러시아어 회화Ⅱ, 러시아어Ⅰ, 러시아어Ⅱ, 러시아어독해Ⅰ, 러시아어독해Ⅱ, 

러시아어작문, 러시아어청해, 러시아어회화Ⅰ, 러시아어회화Ⅱ, 베트남문화, 베트남어 작문, 

베트남어Ⅰ, 베트남어Ⅱ, 베트남어독해Ⅰ, 베트남어독해Ⅱ, 베트남어회화Ⅰ, 베트남어회화Ⅱ, 

스페인어 독해와 작문Ⅰ, 스페인어 회화Ⅰ, 스페인어 회화Ⅱ, 스페인어Ⅰ, 스페인어Ⅱ, 

스페인어권문화, 스페인어독해Ⅰ, 스페인어독해Ⅱ, 스페인어작문, 스페인어회화Ⅰ, 스페인어회화Ⅱ, 

아랍문화, 아랍어Ⅰ, 아랍어Ⅱ, 아랍어독해Ⅰ, 아랍어독해Ⅱ, 아랍어작문, 아랍어회화Ⅰ, 

아랍어회화Ⅱ, 일본문화, 일본어, 일본어 독해와 작문Ⅰ, 일본어 독해와 작문Ⅱ, 일본어 회화Ⅰ, 

일본어 회화Ⅱ, 일본어Ⅰ, 일본어Ⅱ, 일본어독해, 일본어독해Ⅰ, 일본어독해Ⅱ, 일본어문법, 

일본어작문, 일본어청해, 일본어회화, 일본어회화Ⅰ, 일본어회화Ⅱ, 전공 기초 독일어, 전공 기초 

스페인어, 전공 기초 일본어, 전공 기초 중국어, 전공 기초 프랑스어, 중국 문화, 중국 언어와 문화, 

중국문화, 중국어, 중국어 독해와 작문Ⅰ, 중국어 독해와 작문Ⅱ, 중국어 문법, 중국어 회화Ⅰ, 

중국어 회화Ⅱ, 중국어Ⅰ, 중국어Ⅱ, 중국어강독Ⅰ, 중국어독해Ⅰ, 중국어독해Ⅱ, 중국어문법, 

중국어문화, 중국어작문, 중국어청해, 중국어회화Ⅰ, 중국어회화Ⅱ, 프랑스어 회화Ⅰ, 프랑스어Ⅰ, 

프랑스어Ⅱ, 프랑스어권문화, 프랑스어독해Ⅰ, 프랑스어독해Ⅱ, 프랑스어작문, 프랑스어회화Ⅰ, 

프랑스어회화Ⅱ

수학교과

경제수학, 고급수학, 고급수학Ⅰ, 고급수학Ⅱ, 기초수학, 기하, 기하와벡터, 미분과적분, 미적분, 

미적분Ⅰ, 미적분Ⅱ, 미적분과통계기본, 수학, 수학10-가, 수학10-나, 수학Ⅰ, 수학Ⅰ심화, 수학Ⅱ, 

수학과제탐구, 수학연습Ⅰ, 수학연습Ⅱ, 수학의활용, 실용수학, 심화수학Ⅰ, 심화수학Ⅱ,        

인문수학, 인문통합수학, 자연수학, 자연통합수학, 적분과통계, 통합수학Ⅰ, 통합수학Ⅱ, 

확률과통계

탐

구

교

과

사회교과

경제, 경제지리, 고전과윤리, 공통사회, 국사, 국제경제, 국제관계와국제기구, 국제법, 국제정치,  

도덕, 동아시아사, 법과사회, 법과정치, 비교문화, 사회, 사회·문화, 사회Ⅰ, 사회Ⅱ, 사회과제연구, 

사회과학방법론, 사회-국사, 사회문제탐구, 사회문화, 사회탐구방법, 생활과윤리, 세계문제,    

세계문제와 미래사회, 세계사, 세계지리, 여행지리, 윤리와사상, 인류의미래사회, 정치, 

정치와법, 지역이해, 통합사회, 한국근·현대사, 한국사, 한국사회의이해, 한국의 사회와문화, 

한국지리, 현대세계의 변화

과학교과

가정과학, 고급물리, 고급물리학, 고급생명과학, 고급지구과학, 고급화학, 공통과학, 과제연구, 

과학, 과학과제연구, 과학사, 과학사및과학철학, 과학탐구실험, 물리Ⅰ, 물리Ⅱ, 물리실험, 

물리학Ⅰ, 물리학Ⅱ, 물리학실험, 생명과학Ⅰ, 생명과학Ⅰ의 이해, 생명과학Ⅱ, 생명과학실험, 

생물Ⅰ, 생물Ⅱ, 생태와환경, 생활과과학, 심화물리, 심화생명과학, 심화화학, 융합과학, 

융합과학탐구, 정보과학, 지구과학, 지구과학Ⅰ, 지구과학Ⅱ, 지구과학실험, 통합과학, 

현대과학과기술, 화학Ⅰ, 화학Ⅱ, 화학실험, 환경과학

전문교과 해당 고등학교에서 이수한 전문 교과 전 과목[특성화고교출신자 특별전형만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