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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서울 주요 10개 대학 논술 우선선발 전형 분석 결과 보도자료 (2013. 3. 14.)

논술 우선선발 전형은 무늬만 논술 전형
일 뿐, 수능 우선선발이라 불러야 합니다 
▲ 서울 주요 10개 대학의 논술 우선선발 전형은 지나치게 높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수능 우선선발과 다름없음

▲ 실제로 2013학년도 고려대, 서울시립대, 한양대의 논술 전형 결과를 통해 논술 우선선발 전형에서 

수능의 영향력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확인함

▲ 더욱이 논술 우선선발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언수외’ 중심으로 뽑고 있어 모집단위별 특

성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음

▲ 이렇게 문제점이 많은 논술 우선선발 전형의 비율은 2013학년도 서울 주요 10개 대학의 논술 전형

에서 58.7%, 수시전체에서도 23.5%로 매우 높았고, 2014학년도 대입전형에서도 주요대학은 논술 우

선선발 전형을 현재의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됨 

▲ 이렇게 평가의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고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논술 우선선발 전형은 폐지되어야 마땅함

▲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대학(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의 성의 있는 자세를 촉구하며, 이렇게 정보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13학년도 서울 주요 10개 대학의 논술 우선선발 전형을 분석하였고, 국회 교

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의 강은희(새누리당) 국회의원실과 함께 3개 대학의 2013학년도 논술전형 결과

를 받아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분석과정에서 그동안 문제 제기가 꾸준히 되어 왔던 논술 우선

선발의 ‘언수외’ 중심의 높은 수능 최저학력기준과 지나치게 높은 비율 등의 현황과 문제점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논술 중심 전형은 수도권 주요 대학의 대표적인 수시모집 전형으로 수시 모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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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우선선발 수능최저학력기준

경희대 학생부40%+논술60%  없음 

고려대 학생부30%+논술70%

-인문:언/외 1등급, 수 1등급

-경영,정경,자유:언,수,외 1등급

-자연:수(가) 1등급,외/과(2) 1등급

-의과대:수(가) 1등급,외 1등급,언/과(2) 1등급

서강대 학생부30%+논술70%

-인문:언,수,외 백분위 합 288이상

-경제/경영:언,수,외 백분위 함 292이상

-자연:수(가),과(2) 백분위 합 188이상

*단, 언,수,외 모두 4등급 이내

성균관대 학생부30%+논술70%

-인문과학,교육학,사회,심리,통계:언,수,외 합 4등급 또는 수,외 백분위 합 196이상

-한문교육,유학동양,영상,의상:언,수,외 합 4등급 또는 수,외 백분위 합 192이상

-사회과학,경영:언,수,외 합 4등급 또는 수,외 백분위합 197이상

-글로벌계열:언,수,외 합 3등급 또는 수,외 백분위 합 198이상

-자연과학,전자전기컴퓨터공학,공학,수학교육::  수(가),과(2) 합 3등급 또는 수(가),

외 백분위  합 195

-건축,컴퓨터교육:수(가),과(2) 합 3등급 또는 수(가),외 백분위 합 192이상

-소프트웨어,반도체시스템공:수(가),과(2) 백분위합 198이상

서울시립대 학생부30%+논술70%
-인문:언,수,외 합 4등급 이내

-자연:수(가),과(2) 합 3등급 이내

연세대 학생부30%+논술70%

-인문:언,수,외 모두 1등급

*미선발 인원이 있을 경우 언,수,외 합 4등급 이내로 선발

-자연:수(가),과(2) 모두 1등급

*미선발 인원이 있을 경우 수(가), 과탐(2) 합 3등급 이내로 선발

차지하고 있고 경쟁률도 가장 높아 수험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전형입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논술 우선선발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조건으로 걸어서 이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논술과 학생부를 전형요소로 하여 선발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논술 우선선발 전형은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먼저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매우 

높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수십 대 일의 경쟁률이 우선선발 전형에서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심지어는 우선선발 모집정원보다 최저학력기준을 통과한 학생 수가 더 적어 수능시험만으로 합격이 

결정되거나, 아예 통과한 학생이 한 명도 나오지 않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논술 중심 전형임

에도 수능 요소가 논술 요소보다 더욱 중요하게 작용하여 주객이 전도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언수외’ 또는 ‘수외’ 중심으로 운영되어 모집단위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문제점이 이렇게 많은 논술 우선선발 전형이 2013학년도 서울 주요 10개 대학 논술전

형에서 평균 58.7%, 수시 전체에서도 23.5%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2014학년도에도 비슷한 수준으

로 유지될 계획입니다. 

■ 2013학년도 서울 주요 10개 대학들은 논술 우선선발의 수능 최저 학력기준을 매우 높게 설정함

2013학년도 논술전형에서 연세대는 인문에서 언수외 모두 1등급, 자연에서 수학과 과학 2과목 모두 1

등급을 요구하였습니다. 고려대도 인문은 수학을 필수로 1등급, 언어나 또는 외국어 한 과목을 1등급으

로 제시하였고 경영, 정경, 자유에서는 언수외 모두 1등급을 기준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렇듯 주요 

대학들은 수시전형이고 논술을 가장 주된 요소로 봐야하는 논술 우선선발전형에서 정시 모집에 버금

가는 높은 수준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표] 2013학년도 주요 대학 논술 우선선발 전형 최저학력기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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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우선20%) 학생부40%+논술60% 없음

우선20%) 학생부40%+논술60%
-인문:언,수,외,탐(2) 중 3개 이상 1등급

-자연:언,수(가),외,과(2) 중 2개 이상 1등급

중앙대

우선20%) 학생부20%+논술80% 없음

수능우수40%)

학생부30%+논술70%

-인문(일부제외):언,수,외,탐(2) 중 3개 합 5등급 

-공공인재학부,경영학부(글로벌금융):언,수,외 모두 1등급

(미충원시:언,수,외 합 4등급)

-정치국제,심리,신문방송,영교,경영,경제,광고홍보:언,수,외,탐(2) 중 3개 합 4등급 이

내

-국제물류:언,수,외,탐(2) 중 3개 합 6등급

-도시계획부동산:언,수,외,탐(2) 중 2개 합 5등급

-자연(일부제외):수(가),과(2) 합 3등급 또는 수(가),외,과(2) 합 5등급 이내

-융합공,생명과학,화학,화학신소재공:수(가),과(2) 합 2등급 또는 수(가),외,과(2) 합 

4등급

-시스템생명공학:언,수(가),외,과(2) 중 3개 합 7등급

-에너지시스템공:수(가),과(2) 합 2등급/수(가),외,과(2) 합 4등급

한국외대 우선60%) 학생부30%+논술70%
-영어통번역,중국.국제통상,국제:언,수,외 합 4등급 

-그 외 모집단위:언,수,외 합 5등급 이내

한양대 우선60%) 학생부30%+논술70%

-인문,상경:언,수(나),외/언,외,사(2) 합 4등급

-정책,파이낸스경영:언,수(나),외/언,외,사(2) 모두 1등급

-자연:언,수(가),과(2)/수(가),외,과(2) 합 4등급 /수(가),과(2) 모두 1등급

-융합전자공,소프트웨어,에너지공,미래자동차공:언,수(가),과(2)/수(가),외,과(2) 모두 

1등급

이렇게 높은 기준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요구하는 우선선발 조건 때문에 논술 전형의 높은 경쟁률에

도 불구하고 지원자의 대부분이 탈락하고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통과하는 학생은 소수만 남게 됩니다. 

즉 논술 우선선발 전형은 학생부와 논술을 전형요소로 하고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만 사실상 

수능 성적에 의해 크게 영향 받는 전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경향은 인문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능 성적을 잘 받기가 더 어려운 자연계 논술에서 더욱 두드러져, 자연계 논술 우선선발 

전형에서는 수능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2013학년도 고려대, 서울시립대, 한양대의 논술 전형 결과를 통해 논술 우선선발 전형은 수능의 영

향력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확인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의 강은희(새누리당) 국회의원실과 함께 서울의 

주요 10개 대학의 2013학년도 논술전형 결과를 받아서 분석하였습니다. 이 중 우선선발 전형의 결과를 

보낸 3개 대학(고려대, 서울시립대, 한양대)의 결과를 통해 논술 우선선발 전형에서 수능의 영향력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대학 중에서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는 관련 

내용이 빠져 있었고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는 자료 제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고려대의 논술 전형 결과를 살펴보면 지원자 수는 59,890명인데 우선선발 전형의 최저학력기준을 

맞춘 학생 수는 6,876명으로 지원자의 88.5%가 우선선발 전형에서 탈락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

면 수학과가 1,249명이 지원하였는데 그 중 100명만이 우선선발 기준을 통과하여 지원자의 92.0%가 우

선선발 전형에서 탈락하였고, 화학과가 916명이 지원하였는데 그 중 32명만이 우선선발 기준을 통과하

여 지원자의 96.5%가 우선선발 전형에서 탈락하였고, 지구환경과학과는 449명이 지원하였는데 그 중 

11명만이 우선선발 기준을 통과하여 지원자의 97.6%가 우선선발 전형에서 탈락하였습니다. 컴퓨터교



- 4 -

육과, 간호대학, 임상병리학과, 식품영양학과, 생체의공학과는 우선선발 경쟁률이 1대 1이 되지 않아 

논술 시험을 치르기만 해도 합격이 가능하였습니다. 가정교육과, 방사선과, 물리치료학과, 치기공과, 

환경보건학과 등은 우선선발 통과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전체 결과는 별첨1에 있습니다.

서울시립대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 논술 지원자는 24,534명이었는데 우

선선발 전형의 최저학력기준을 맞춘 학생 수는 683명으로 지원자의 97.2%가 우선선발 전형에서 탈

락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복지학과가 550명이 지원하였는데 그 중 4명만이 우선선

발 기준을 통과하여 지원자의 99.3%가 우선선발 전형에서 탈락하였고, 철학과가 360명이 지원하였

는데 그 중 2명만이 우선선발 기준을 통과하여 지원자의 99.4%가 우선선발 전형에서 탈락하였고, 

토목공학과는 276명이 지원하였는데 그 중 4명만이 우선선발 기준을 통과하여 지원자의 98.6%가 

우선선발 전형에서 탈락하였습니다. 사회복지학과, 철학과, 토목공학과, 환경원예학과, 건축학부(건

축공학전공), 조경학과, 공간정보공학과는 우선선발 경쟁률이 1대 1이하여서 논술 시험을 치르기만 

해도 합격이 가능하였습니다. 전체 결과는 별첨2에 있습니다.

한양대의 경우 전체 논술 지원자는 56,264명이었는데 우선선발 전형의 최저학력기준을 맞춘 학생 수는 

5,029명으로 지원자의 91.1%가 우선선발 전형에서 탈락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회과학부

가 7,273명이 지원하였는데 그 중 867명만이 우선선발 기준을 통과하여 지원자의 88.1%가 우선선발 전

형에서 탈락하였고, 간호학전공(자연)은 320명이 지원하였는데 3명만이 우선선발 기준을 통과하여 지

원자의 99.1%가 우선선발 전형에서 탈락하였고, 수학교육과는 263명이 지원하였는데 27명만이 우선선

발 기준을 통과하여 지원자의 89.7%가 우선선발 전형에서 탈락하였습니다. 전체 결과는 별첨3에 있습

니다.

■ 더욱이 논술 우선선발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언수외 중심으로 정해져 있어 모집단위별로 특

성화 되어 있지 않음 

수시전형은 단순히 수능 점수를 단순 합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전형입니다. 그런데 수시 논술전형에서 적용하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모집단위와 

상관없이 언수외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수험생이 지원 학과에 진학하였을 때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의미라고 볼 때에 타당성이 매우 떨어지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성균관대의 2013학년도 논술 우선선발 전형에서 모집단위가 한문교육, 유학동양, 영상, 의상학과인데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언수외합 4등급 또는 수외 백분위합 192를 적용하였습니다. 언수외를 단순히 합산하는 것

도 문제지만 한문교육, 유학동양, 영상, 의상학과에서도 수학과 외국어 평균 1등급을 받는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것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단지 영어와 수학 성적 좋은 학생을 뽑겠다는 것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 2013학년도 논술 우선선발 전형의 비율은 서울 주요 10개 대학의 논술 전형에서 58.7%, 수시전체에

서도 23.5%로 매우 높고, 2014학년도 대입전형에서도 주요대학은 논술 우선선발 전형을 현재의 수준으

로 유지하려는 것으로 확인됨

2013학년도 논술전형에서 논술 우선선발 비율은 서울 주요 10개 대학 논술 전형에서 58.7%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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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선발인원/논술전체인원 우선선발인원/수시전체인원(비율)

경희대 375/1,250(30%) 375/3,032(12.4%)

고려대 956/1,366(70%) 956/3,035(31.5%)

서강대 375/ 536(70%) 375/1,202(31.2%)

성균관대 900/1,285(70%) 900/2,962(30.4%)

연세대 583/833(70%) 583/2,705(21.6%)

이화여대 268/670(40%) 268/1,911(14.0%)

수시 전체 인원에 대한 비율도 23.5%에 달했습니다. 특히 성균관대는 논술 우선선발 전형 비율이 논술 전형에서 70%, 

수시 전체 인원에서도 31.3%로 높았고, 연세대도 논술 전형에서 70%, 수시 전체 인원에서도 30.3%로 높았습니다.

 

[표] 2013학년도 주요 대학 논술 우선선발인원 / 수시전체인원 비율 

대학 고려대 서강대
서울

시립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평균

비율(%) 28.5 22.5 14.7 31.3 30.3 10.4 15.4 26.0 22.8 23.5

[표] 2013학년도 주요 대학 논술 우선선발 현황

우선선발인원/논술전체인원(비율) 우선선발인원/수시전체인원(비율)

고려대 820/1,366 (60%) 820/2,881(28.5%)

서강대 271/ 541 (50%) 271/1,207(22.5%)

서울시립대 151 / 252 (60%) 151/1,026(14.7%)

성균관대 841/1,201 (70%) 841/2,683(31.3%)

연세대 808/1,154 (70%) 808/2,670(30.3%)

이화여대 200/500 (40%) 200/1,930(10.4%)

중앙대 403/972 (41%) 403/2,625(15.4%)

한국외대 561/935 (60%) 561/2,156(26.0%)

한양대 492/820 (60%) 492/2,156(22.8%)

계 4,547/7,741(58.7%) 4,547/19,334(23.5%)

     ※ 경희대의 경우 우선선발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제외

     ※ 한양대의 경우 글로벌한양은 우선선발이 없어 논술전체인원에서 제외

2014학년도 논술전형에서 논술 우선선발 비율은 서울 주요 10개 대학 논술 전형에서 58.7%를 차지

하였습니다. 이는 2013학년도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수시 전체 인원에 대한 비율은 22.2%로 2013학

년도 보다 소폭 줄었습니다. 이는 서울시립대가 논술 우선선발 전형을 폐지한 것에 영향을 받았습

니다. 2014학년도에도 성균관대는 논술 우선선발 전형 비율이 논술 전형에서 70%, 수시 전체 인원

에서도 30%를 넘었고, 고려대와 서강대는 2014학년도에서 논술 우선선발 전형을 강화하였습니다.

[표] 2014학년도 주요 대학 논술 우선선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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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최저학력기준 2014 최저학력기준

서강대

-인문:언,수,외 백분위 합 288이상

-경제/경영:언,수,외 백분위 함 292이상

-자연:수(가),과(2) 백분위 합 188이상

*단, 언,수,외 모두 4등급 이내

-인문:국(B),수(A),영(B) 백분위 합 284이상

-경제/경영:국(B),수(A),영(B) 백분위 함 288이상

-자연:수(B),과탐 백분위 합 188이상

성균관대

-인문과학,교육학,사회,심리,통계:언,수,외 합 4등급 

또는 수,외 백분위 합 196이상

-한문교육,유학동양,영상,의상:언,수,외 합 4등급 또는 

수,외 백분위 합 192이상

-사회과학,경영:언,수,외 합 4등급 또는 수,외 백분위합 

197이상

-글로벌계열:언,수,외 합 3등급 또는 수,외 백분위 합 

198이상

-자연과학,전자전기컴퓨터공학,공학,수학교육::  수

(가),과(2) 합 3등급 또는 수(가),외 백분위  합 195

-건축,컴퓨터교육:수(가),과(2) 합 3등급 또는 수(가),

-인문과학,교육학,사회:국(B),수(A),영(B) 등급합 4 이내 또

는 수(A),영(B) 백분위 합 191이상

-한문학,한문교육,유학동양,영상,의상:국(B),수(A),영(B) 등

급합 4 이내 또는 수(A),영(B) 백분위 합 187이상

-사회과학,경영:국(B),수(A),영(B) 등급합 4 이내 또는 수

(A),영(B) 백분위 합 194이상

-글로벌계열:국(B),수(A),영(B) 모두 1등급 또는 수(A),영

(B) 백분위 합 196이상

-자연과학,전자전기컴퓨터공학,공학,수학교육::  수(B),과 

등급 합 3 이내 또는 수(B),영(B) 백분위  합 192 이상

-건축,컴퓨터교육:수(B),과 등급합 3 이내 또는 수(B),영(B) 

중앙대 517/861(60%) 517/2,596(19.9%)

한국외대 415/692(60%) 415/2,180(19.1%)

한양대 504/840(60%) 504/2,341(21.5%)

계 4,893/8,333(58.7%) 4,893/21,964(22.2%)

※ 서울시립대의 경우 논술 우선선발 전형 폐지

※ 한양대의 경우 글로벌한양은 우선선발이 없어 논술전체인원에서 제외

[표] 2013 vs 2014 학년도 주요 대학 논술 우선선발인원 / 수시전체인원 비율 변화

대학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

시립대

성균

관대
연세대

이화

여대
중앙대

한국

외대
한양대 평균

2013학년도 

비율(%)
0 28.5 22.5 14.7 31.3 30.3 10.4 15.4 26.0 22.8 23.5

2014학년도 

비율(%)
12.4 31.5 31.2 0 30.4 21.6 14.0 19.9 19.1 21.5 22.2

증감 12.4 3.0 8.7 -14.7 -0.9 -8.7 3.6 4.5 -6.9 -1.3 -1.3

※ 2013학년도 비율의 평균 계산에서 경희대 제외

※ 2014학년도 비율의 평균 계산에서 서울시립대 제외

2014학년도 논술 우선선발 전형은 비율이 유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능 최저학력기준의 수준도 변

화가 없습니다. 2014학년도는 2013학년도에 비해 등급과 백분위를 활용하는 대학이 증가했기 때문

에 표면적으로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완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올 해 처음으로 실시되

는 AB형 선택형 수능과 탐구과목 2과목 선택 등으로 인해 최저학력기준이 완화되었다고 1)말하기 

어렵고, 오히려 수능의 영향력이 강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표는 일부 대학의 최저학력

기준을 나타냈고, 모든 대학에 대한 표는 별첨4에 있습니다.

[표] 2013 vs 2014 학년도 주요 대학 논술 우선선발전형 최저학력기준 비교(일부 대학)

1) AB형 선택형 수능 외국어 영역에서는 중하위권 학생과 하위권 학생이 많이 쉬운 A형으로 옮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
면 B형에서는 경쟁이 더욱 치열해져 좋은 등급이나 백분위 받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또한 탐구를 2과목만 선택하므로 허
수가 줄어들어 각 선택과목에서 등급을 받기도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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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백분위 합 192이상

-소프트웨어,반도체시스템공:수(가),과(2) 백분위합 

198이상

백분위 합 186이상

연세대

-인문:언,수,외 모두 1등급

-자연:수(가),과(2) 모두 1등급

*미선발 인원이 있을 경우 다음 조건으로 선발

(인문:언,수,외 합 4등급 이내, 자연:수(가), 과탐(2) 

합 3등급 이내)

-인문:국(B),수(A),영(B) 모두 1등급

-자연:수(B),과(2) 등급 합이  3 이내

*미선발 인원이 있을 경우 다음 조건으로 선발

(인문:국,수,영 합 4등급 이내,자연:수,과 평균 등급 합이 3 

이내)

이화여대
-인문:언,수,외,탐(2) 중 3개 이상 1등급

-자연:언,수(가),외,과(2) 중 2개 이상 1등급

-인문:국(B),수(A),영(B),탐(2) 중 3개 등급 합이 4 이내 또

는 상위 3개 영역 백분위 합이 284 이상

-자연:국(A),수(B),영(B),과(2) 중 3개 등급 합이 5 이내 또

는 상위 3개 영역 백분위 합이 278 이상 

중앙대

-인문(일부제외):언,수,외,탐(2) 중 3개 합 5등급 

-공공인재학부,경영학부(글로벌금융):언,수,외 모두 1

등급(미충원시:언,수,외 합 4등급)

-정치국제,심리,신문방송,영교,경영,경제,광고홍보:언,

수,외,탐(2) 중 3개 합 4등급 이내

-국제물류:언,수,외,탐(2) 중 3개 합 6등급

-도시계획부동산:언,수,외,탐(2) 중 2개 합 5등급

-자연(일부제외):수(가),과(2) 합 3등급 또는 수(가),

외,과(2) 합 5등급 이내

-융합공,생명과학,화학,화학신소재공:수(가),과(2) 합 

2등급 또는 수(가),외,과(2) 합 4등급

-시스템생명공학:언,수(가),외,과(2) 중 3개 합 7등급

-에너지시스템공:수(가),과(2) 합 2등급/수(가),외,과

(2) 합 4등급

-인문(일부제외):국(B),수(A),영(B),사(2) 중 3개 등급 합 5  

또는 백분위 합 285 이상

-공공인재학부,경영학부(글로벌금융):국(B),수(A),영(B),사

(2) 중 3개 영역 등급 합 3이내 또는 백분위 합 291 이상(미

충원시:,수,외 합 4등급)

-정치국제,심리,신문방송,영교,경영,경제,광고홍보:국(B),수

(A),영(B),사(2) 중 3개 등급합 4 이내 또는 백분위 합 289 

이상

-국제물류:국(B),수(A),영(B),사(2) 중 3개 등급합 6 이내 

또는 백분위 합 267 이상

-자연(일부제외):수(B) 1등급 또는 수(B),과(2) 등급합 3 또

는 국(A),수(B),영(B),과(2) 중 수B포함 백분위합이 275 이

상

-융합공,생명과학,화학,화학신소재공:수(B),과(2) 등급합 3 

이내 또는 국(A)수(B),영(B),과(2)중 수학 B 포함 3개 영역 

백분위 합 275 이상

-에너지시스템공:수(B),과(2) 등급합 3 이내/ 국(A),수(B),

영(B),과(2) 중 수B 포함 3개 영역 백분위 합 286 이상

한국외대

(서울)

-영어통번역,중국.국제통상,국제:언,수,외 합 4등급 

-그 외 모집단위:언,수,외 합 5등급 이내

-인문,상경,어문:국(B),수(A),영(B), 사 중 3개 영역 등급합

이 4 이내 또는 국(B),영(B),수(A) 3개 영역 백분위 합 280 

이상 

■ 평가의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고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논술 우선선발 전형은 폐지되어야 함

대학이 논술 전형임에도 이렇듯 모집단위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수능 성적에 의해 크게 영향

을 받는 우선선발 전형을 유지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만약 너무 많은 학생이 몰리기 때문에 수

능 성적을 이용해 손쉽게 학생을 뽑으려는 의도라면 논술 전형으로 뽑는 인원을 줄이고 그 인원을 

정시전형으로 옮겨야 할 것입니다. 작년 2012년에 서울시립대는 대입전형 개선 기획단의 활동을 

통하여, 2014학년도 대입논술전형에서 우선선발 전형을 폐지하였습니다. 이렇듯 논술 우선선발 전

형은 평가의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기에 비율을 줄일 문제가 아니라 폐지되어야 합니다. 

■ 논술 우선선발 전형에서만 보더라도 복잡한 대입 전형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함 

수많은 입시 전형 가운데 논술 우선선발 전형 하나만 가지고 보더라도 학부모와 학생들이 그 실체

를 파악하고 대입 준비를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파 껍질을 벗기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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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기고 또 벗기기를 수없이 반복해야 만이 그 전형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번에 분석한 논술 우선선발 전형의 경우를 보면, 수시 전형이기 때문에 내신(학생부)도 잘 해야 하

고, 논술 전형이기 때문에 논술도 잘 해야 하고, 그러면서도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높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수능도 잘 보아야 하는, 삼중의 짐이 부과되는 전형입니다. 즉, 수시 

전형이기 때문에 내신이 중심인 줄 알았더니 논술이 중심이고, 논술이 중심인 줄 알았더니 실제는 

수능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던 것입니다. 외형만 보아서는 도무지 그 실체를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입시 컨설팅 사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복잡한 입시 전형에 있는 것입니다. 

논술 우선선발 전형 하나만 놓고 볼 때도 이렇게 복잡할 때, 전체 입시 전형을 파악하는 것은 불

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런 복잡하고 알 수 없는 전형으로 인해 학생들의 입시 준비가 어렵고 여러 

전형 요소가 중첩되어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 뿐 아니라, 로또를 잡는 심정으로 지원율이 턱없이 

올라가는 결과로  나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분석에서도 보았듯이 논술 우선선발 전형에

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해보면 지원 학생들의 대다수가 탈락해 버리는데도 경쟁률이 높게는 

100:1까지 올라갈 정도로 지원율은 높습니다. 이것은 결국 대학들의 전형료 수입을 올리고자 하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복잡한 대입 전형을 단순화

시키는 일은 이제 피할 수 없는 당면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곧 관련

한 활동을 펼칠 것임을 밝힙니다.

끝으로 이번 조사에서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는 질문지의 관련 내용을 답하지 않았고,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는 자료 제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입학전형은 수험생과 학부모, 교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전형을 이해하고 준비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대학들이 필요한 정보를 꼼꼼하고 정확하게 제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료 제출을 한 대학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2013. 3. 14.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연락 :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010-5533-2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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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위

논술전형선발인원 논술전형지원현황
우선선발
대상자

2영역
2등급우선선발

정원
일반
대상 정원 지원

자수
지원
경쟁률

경영대학 73 48 121 4,946 40.88 599 2,662

국어국문학과 13 9 22 1,111 50.50 204 485

철학과 10 6 16 819 51.19 114 357

한국사학과 5 4 9 348 38.67 59 152

사학과 11 7 18 839 46.61 129 386

심리학과 10 6 16 1,304 81.50 258 533

사회학과 15 10 25 1,935 77.40 431 911

한문학과 5 4 9 354 39.33 24 131

영어영문학과 21 14 35 1,821 52.03 471 836

독어독문학과 10 6 16 760 47.50 149 362

불어불문학과 10 6 16 769 48.06 144 360

중어중문학과 10 6 16 781 48.81 165 363

노어노문학과 10 6 16 765 47.81 133 352

일어일문학과 10 6 16 692 43.25 95 319

서어서문학과 10 6 16 802 50.13 159 402

언어학과 8 5 13 613 47.15 99 278

생명과학부 22 15 37 1,388 37.51 44 530

생명공학부 24 16 40 1,551 38.78 53 639

환경생태공학부 15 10 25 746 29.84 20 279

식품자원경제학과 12 8 20 1,272 63.60 296 605

식품공학과 11 7 18 553 30.72 14 186

정치외교학과 18 12 30 1,298 43.27 106 728

경제학과 26 18 44 1,627 36.98 184 928

통계학과 16 11 27 1,004 37.19 84 605

행정학과 18 12 30 1,137 37.90 92 658

수학과 10 7 17 1,249 73.47 100 479

물리학과 10 7 17 632 37.18 22 246

화학과 10 7 17 916 53.88 32 395

지구환경과학과 8 5 13 449 34.54 11 132

화공생명공학과 18 12 30 2,070 69.00 116 887

신소재공학부 29 20 49 2,439 49.78 102 1,011

건축사회환경공학부 21 14 35 1,095 31.29 28 301

건축학과 9 6 15 618 41.20 18 187

기계공학부 30 20 50 2,537 50.74 122 998

산업경영공학부 12 8 20 1,172 58.60 48 460

전기전자전파공학부 40 26 66 2,982 45.18 163 1,190

의과대학 17 11 28 3,098 110.64 626 1,036

교육학과 10 7 17 813 47.82 163 379

국어교육과 10 6 16 578 36.13 97 244

영어교육과 12 8 20 780 39.00 195 343

지리교육과 8 5 13 504 38.77 67 233

별첨1. 2013학년도 고려대 논술전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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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육과 7 4 11 382 34.73 45 176

가정교육과 8 5 13 178 13.69 　 39

수학교육과 8 6 14 729 52.07 58 275

컴퓨터교육과 7 4 11 194 17.64 1 50

간호대학 14 9 23 422 18.35 3 109

정보통신대학 23 15 38 1,044 27.47 33 376

임상병리학과 9 6 15 303 20.20 2 80

방사선학과 9 6 15 222 14.80 　 51

물리치료학과 9 6 15 214 14.27 　 33

치기공학과 9 6 15 223 14.87 　 43

보건행정학과 9 6 15 697 46.47 87 307

식품영양학과 9 6 15 254 16.93 3 53

환경보건학과 9 6 15 233 15.53 　 41

생체의공학과 8 6 14 299 21.36 6 109

미디어학부 16 11 27 2,001 74.11 484 827

자유전공학부 22 14 36 1,328 36.89 118 715

총합계 823 543 1,366 59,890 43.84 6,876 25,852

모집단위

논술전형  선발인원 논술전형  지원현황
우선선발 

최저요건 

통과 

지원자수

일반선발 

최저요건 

통과 지원자 

수

우선

선발

일반

선발
계

지원

인원
경쟁률

계 154 98 252  24,534  　 683  7,471  

행정학과 7 5 12 1275 106.25 : 1 49 570

국제관계학과 4 2 6 700 116.67 : 1 14 253

경제학부 8 6 14 1373 98.07 : 1 34 558

사회복지학과 4 2 6 550 91.67 : 1 4 170

세무학과 6 4 10 1150 115.00 : 1 120 564

경영학부 19 13 32 3375 105.47 : 1 90 1333

영어영문학과 3 2 5 519 103.80 : 1 12 181

국어국문학과 2 2 4 431 107.75 : 1 6 136

국사학과 2 2 4 356 89.00 : 1 4 112

철학과 2 2 4 360 90.00 : 1 2 102

중국어문화학과 2 1 3 269 89.67 : 1 3 80

도시행정학과 4 2 6 593 98.83 : 1 45 299

도시사회학과 4 2 6 572 95.33 : 1 14 227

자유전공학부 6 4 10 1001 100.10 : 1 21 345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 14 9 23 2280 99.13 : 1 60 498

화학공학과 5 3 8 1491 186.38 : 1 35 363

기계정보공학과 4 2 6 869 144.83 : 1 21 178

신소재공학과 4 2 6 903 150.50 : 1 14 193

토목공학과 4 2 6 276 46.00 : 1 4 38

컴퓨터과학부 5 4 9 584 64.89 : 1 9 115

수학과 4 2 6 653 108.83 : 1 25 139

통계학과 3 2 5 770 154.00 : 1 23 184

물리학과 5 3 8 337 42.13 : 1 10 69

생명과학과 4 2 6 997 166.17 : 1 16 223

환경원예학과 3 2 5 187 37.40 : 1 2 30

별첨2. 2013학년도 서울시립대 논술전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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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부(건축공학전공) 4 2 6 278 46.33 : 1 4 38

건축학부(건축학전공) 4 2 6 515 85.83 : 1 7 88

도시공학과 3 2 5 604 120.80 : 1 16 165

교통공학과 2 2 4 170 42.50 : 1 4 28

조경학과 3 2 5 229 45.80 : 1 2 36

환경공학부 7 4 11 651 59.18 : 1 10 128

공간정보공학과 3 2 5 216 43.20 : 1 3 28

계열 학과
선발인원 지원현황 우선선발

최저요건
지원자 수

일반선발
최저요건
지원자 수

일반
선발

우선
선발 계 지원

인원 경쟁률

상

경

계

경영학부 39 58 97 5996 61.81 1177 3103

경제금융학부 10 15 25 1563 62.52 284 843

정보시스템학과(상경) 6 7 13 507 39.00 70 253

파이낸스경영학과 6 9 15 886 59.07 123 279

상경계 요약 61 89 150 8952 59.68 1654 4478

인

문

계

간호학전공(인문) 2 1 3 191 63.67 13 75

건축학부(인문) 4 4 8 493 61.63 45 193

관광학부 2 3 5 420 84.00 22 183

교육공학과 2 2 4 244 61.00 13 118

교육학과 2 2 4 276 69.00 34 126

국어교육과 2 2 4 304 76.00 29 135

국어국문학과 6 7 13 1196 92.00 102 538

독어독문학과 4 4 8 685 85.63 37 293

사학과 4 5 9 764 84.89 50 324

사회과학부 25 37 62 7273 117.31 867 3576

식품영양학과(인문) 2 3 5 322 64.40 13 132

실내건축디자인학과(인문) 4 5 9 663 73.67 35 262

영어교육과 1 1 2 143 71.50 24 65

영어영문학과 4 6 10 950 95.00 107 479

의류학과(인문) 4 6 10 703 70.30 37 281

정책학과 18 26 44 2209 50.20 183 331

중어중문학과 8 10 18 1514 84.11 123 695

철학과 2 3 5 429 85.80 30 189

인문계 요약 96 127 223 18779 84.21 1764 7995

자

연

계

간호학전공(자연) 8 1 9 320 35.56 3 68

건설환경공학과 14 6 20 688 34.40 18 154

건축공학부 13 7 20 712 35.60 21 171

건축학부(자연) 8 10 18 864 48.00 38 219

기계공학부 16 23 39 3598 92.26 291 1389

도시공학과 10 10 20 781 39.05 31 206

물리학과 8 12 20 587 29.35 24 192

미래자동차공학과 4 4 8 497 62.13 21 57

산업공학과 8 10 18 1159 64.39 88 409

생명과학과 9 13 22 1382 62.82 76 502

소프트웨어전공 2 3 5 361 72.20 18 43

수학과 9 13 22 1256 57.09 107 428

수학교육과 1 1 2 263 131.50 27 91

식품영양학과(자연) 10 　 10 351 35.10 3 88

신소재공학부 9 13 22 1948 88.55 163 741

실내건축디자인학과(자연) 5 　 5 194 38.80 3 41

별첨3. 2013학년도 한양대 논술전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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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최저학력기준 2014 최저학력기준

경희대

(서울)

 없음

-한의예:언,수,외,탐(2) 중 2개 1등급 

-한의예(인):국B,수A,영B,사탐 중 3개 등급합이 3이내

-한의예(자):국A,수B,영B,과탐 중 3개 등급합이 3이내 

-인문:국B,수A,영B,사탐 중 2개 등급합이 3이내

-자연:국A,수B,영B,과탐 중 2개 등급합이 3이내

고려대

-인문:언/외 1등급, 수 1등급

-경영,정경,자유:언,수,외 1등급

-자연:수(가) 1등급,외/과(2) 1등급

-의과대:수(가) 1등급,외 1등급,언/과(2) 1등급

-인문:국, 영, 수 합이 4

-자연:수 1등급,영/과 1등급

-의과대:국, 영, 수 합이 4(수학은 1등급)

서강대

-인문:언,수,외 백분위 합 288이상

-경제/경영:언,수,외 백분위 함 292이상

-자연:수(가),과(2) 백분위 합 188이상

*단, 언,수,외 모두 4등급 이내

-인문:국(B),수(A),영(B) 백분위 합 284이상

-경제/경영:국(B),수(A),영(B) 백분위 함 288이상

-자연:수(B),과탐 백분위 합 188이상

성균관대

-인문과학,교육학,사회,심리,통계:언,수,외 합 4등급 

또는 수,외 백분위 합 196이상

-한문교육,유학동양,영상,의상:언,수,외 합 4등급 또는 

수,외 백분위 합 192이상

-사회과학,경영:언,수,외 합 4등급 또는 수,외 백분위합 

197이상

-글로벌계열:언,수,외 합 3등급 또는 수,외 백분위 합 

198이상

-자연과학,전자전기컴퓨터공학,공학,수학교육::  수

(가),과(2) 합 3등급 또는 수(가),외 백분위  합 195

-건축,컴퓨터교육:수(가),과(2) 합 3등급 또는 수(가),

외 백분위 합 192이상

-소프트웨어,반도체시스템공:수(가),과(2) 백분위합 

198이상

-인문과학,교육학,사회:국(B),수(A),영(B) 등급합 4 이내 또

는 수(A),영(B) 백분위 합 191이상

-한문학,한문교육,유학동양,영상,의상:국(B),수(A),영(B) 등

급합 4 이내 또는 수(A),영(B) 백분위 합 187이상

-사회과학,경영:국(B),수(A),영(B) 등급합 4 이내 또는 수

(A),영(B) 백분위 합 194이상

-글로벌계열:국(B),수(A),영(B) 모두 1등급 또는 수(A),영

(B) 백분위 합 196이상

-자연과학,전자전기컴퓨터공학,공학,수학교육::  수(B),과 

등급 합 3 이내 또는 수(B),영(B) 백분위  합 192 이상

-건축,컴퓨터교육:수(B),과 등급합 3 이내 또는 수(B),영(B) 

백분위 합 186이상

서울

시립대

-인문:언,수,외 합 4등급 이내

-자연:수(가),과(2) 합 3등급 이내
폐지

연세대

-인문:언,수,외 모두 1등급

-자연:수(가),과(2) 모두 1등급

*미선발 인원이 있을 경우 다음 조건으로 선발

(인문:언,수,외 합 4등급 이내, 자연:수(가), 과탐(2) 

합 3등급 이내)

-인문:국(B),수(A),영(B) 모두 1등급

-자연:수(B),과(2) 등급 합이  3 이내

*미선발 인원이 있을 경우 다음 조건으로 선발

(인문:국,수,영 합 4등급 이내,자연:수,과 평균 등급 합이 3 

이내)

이화여대
-인문:언,수,외,탐(2) 중 3개 이상 1등급

-자연:언,수(가),외,과(2) 중 2개 이상 1등급

-인문:국(B),수(A),영(B),탐(2) 중 3개 등급 합이 4 이내 또

는 상위 3개 영역 백분위 합이 284 이상

-자연:국(A),수(B),영(B),과(2) 중 3개 등급 합이 5 이내 또

는 상위 3개 영역 백분위 합이 278 이상 

중앙대

-인문(일부제외):언,수,외,탐(2) 중 3개 합 5등급 

-공공인재학부,경영학부(글로벌금융):언,수,외 모두 1

등급(미충원시:언,수,외 합 4등급)

-정치국제,심리,신문방송,영교,경영,경제,광고홍보:언,

-인문(일부제외):국(B),수(A),영(B),사(2) 중 3개 등급 합 5  

또는 백분위 합 285 이상

-공공인재학부,경영학부(글로벌금융):국(B),수(A),영(B),사

(2) 중 3개 영역 등급 합 3이내 또는 백분위 합 291 이상(미

에너지공학과 4 4 8 477 59.63 22 57

원자력공학과 8 10 18 687 38.17 26 212

유기나노공학과 4 1 5 270 54.00 10 100

융합전자공학부 16 14 30 1574 52.47 65 150

의류학과(자연) 5 　 5 175 35.00 2 35

의예과 17 　 17 3017 177.47 　 737

자원환경공학과 11 2 13 513 39.46 17 133

전기·생체공학부 10 15 25 1430 57.20 100 550

컴퓨터전공 10 15 25 1348 53.92 62 428

화공생명공학부 7 10 17 2728 160.47 302 1170

화학과 10 14 24 1353 56.38 73 456

자연계 요약 236 211 447 28533 63.83 1611 8827

별첨4. 2013 vs 2014 학년도 주요 대학 논술 우선선발전형 최저학력기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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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외,탐(2) 중 3개 합 4등급 이내

-국제물류:언,수,외,탐(2) 중 3개 합 6등급

-도시계획부동산:언,수,외,탐(2) 중 2개 합 5등급

-자연(일부제외):수(가),과(2) 합 3등급 또는 수(가),

외,과(2) 합 5등급 이내

-융합공,생명과학,화학,화학신소재공:수(가),과(2) 합 

2등급 또는 수(가),외,과(2) 합 4등급

-시스템생명공학:언,수(가),외,과(2) 중 3개 합 7등급

-에너지시스템공:수(가),과(2) 합 2등급/수(가),외,과

(2) 합 4등급

충원시:,수,외 합 4등급)

-정치국제,심리,신문방송,영교,경영,경제,광고홍보:국(B),수

(A),영(B),사(2) 중 3개 등급합 4 이내 또는 백분위 합 289 

이상

-국제물류:국(B),수(A),영(B),사(2) 중 3개 등급합 6 이내 

또는 백분위 합 267 이상

-자연(일부제외):수(B) 1등급 또는 수(B),과(2) 등급합 3 또

는 국(A),수(B),영(B),과(2) 중 수B포함 백분위합이 275 이

상

-융합공,생명과학,화학,화학신소재공:수(B),과(2) 등급합 3 

이내 또는 국(A)수(B),영(B),과(2)중 수학 B 포함 3개 영역 

백분위 합 275 이상

-에너지시스템공:수(B),과(2) 등급합 3 이내/ 국(A),수(B),

영(B),과(2) 중 수B 포함 3개 영역 백분위 합 286 이상

한국외대

(서울)

-영어통번역,중국.국제통상,국제:언,수,외 합 4등급 

-그 외 모집단위:언,수,외 합 5등급 이내

-인문,상경,어문:국(B),수(A),영(B), 사 중 3개 영역 등급합

이 4 이내 또는 국(B),영(B),수(A) 3개 영역 백분위 합 280 

이상 

한양대

-인문,상경:언,수(나),외/언,외,사(2) 합 4등급

-정책,파이낸스경영:언,수(나),외/언,외,사(2) 모두 1

등급

-자연:언,수(가),과(2)/수(가),외,과(2) 합 4등급 /수

(가),과(2) 모두 1등급

-융합전자공,소프트웨어,에너지공,미래자동차공:언,수

(가),과(2)/수(가),외,과(2) 모두 1등급

-인문,상경:국(B),수(A),영(B) 백분위 합 284

-정책,파이낸스경영:국(B),수(A),영(B) 백분위 합 290

-사회과학/경제금융/경영: 국(B),수(A),영(B)백분위 합 287

-자연:수(B) 1등급 또는 국(A),수(B),영(B) 백분위 합 282 또

는 수(B),영(B),과(2) 백분위 합 282

-융합전자공,소프트웨어,에너지공,미래자동차공:수(B)또는 

과(2) 모두 1등급 또는 국(A),수(B),영(B) 백분위 합 286 또

는 수(B),영(B),과 백분위 합 286

-전기생체/신소재/화공/기계: 수(B),과탐(1) 모두 1등급 또

는 국(A),수(B),영(B) 백분위 합 284 또는 수(B),영(B),과 백

분위 합 2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