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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주요 15개 대학 2014~2016학년도 대입 전형 분석 결과 관련 기자회견(2014. 9. 25)

2016 학년도대입간소화방안정부방침을

위배한 연세대와 고려대 등 12개 대학은

즉각대입전형을시정해야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사교육걱정)은교육부의대입수시전형개선방향인△특기자전형

논술전형 축소, △수시 전형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 비율 완화에 대한 대학의 반영 실태를

파악하기위해이를 6기준으로세분하여 2014～2016학년도모집요강및시행계획을분석함.

▲그 결과, 주요 15개 대학 중 12개 대학이 교육부의 개선 요구 사항을 전체적 혹은 부분

적으로 위배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특히 연세대와 고려대는 거의 모든 기준에서 전혀 개

선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반면, 건국대와 서울시립대, 중앙대는 모든 기준에서 개

선됨.

△제1기준 ‘특기자 전형 모집비율 축소’에서는 대다수 대학이 특기자 전형을 상당히 축소 또는

폐지했으나 연세대, 고려대, 경희대만이 모집 비율을 확대함. 특히 연세대는 특기자 모집인원 비

율이 수시인원 대비 36.4%에 달해 가장 심각한 모습을 보임.

△제2-3기준 ‘특기자전형에서 외부스펙 반영 금지’ 및 ‘심층면접/에세이고사 미실시’ 여부에서

는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등 9개의 대학들이 이를 위배한 것으로 조사됨.

△제4기준 ‘논술전형 모집비율 축소’는 주요 15개 대학 평균 모집비율이 수시 모집 전체 인원 중

28.8%로 여전히 상당한 비중 차지, 특히 성균관대는 수시인원 대비 48.2%에 달함.

△제5기준인 ‘논술전형수능최저학력기준이약화여부’ 항목에서는2014학년도와비교하여, 8곳(경희대, 고

려대, 동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국외대)이수능최저학력기준이강화된것으로드러남.

△제6기준 ‘수시전형에서수능최저학력기준을적용하는모집인원비율축소’에서는연세대가오히려비율이증

가했으며(44.9%⇒59.3%), 홍익대(91.4%), 고려대(78.4%), 이화여대(62.6%), 서강대(60.4%)는비율이매우높음.

▲교육부는 대입 수시 전형 개선 방향에 역행한 대학들에 대해 2016학년도 대입 수시 전

형 수정 및 개선을 요구해야하며, 특히 위반 정도가 큰 연세대와 고려대의 경우, 2015년

공교육 지원 사업 결과 지급한 지원금(연세대 6.8억원, 고려대 8.8억원)을 회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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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은 대입전형이 복잡해서 생기는 수험생의 부담, 공교육의 비정상적인 운영,

과도한 사교육 유발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제도의 개선을 요구해왔습니다. 또

한 대입전형을 간소화해 대입 부담을 대폭 감소시키겠다는 것은 현 정부의 ‘140대 국정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에 교육부는 우리 단체 및 대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작년

2013년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을 발표했고 이를 반영한 ‘2015․

2016학년도 대입제도 확정안’을 9월에 발표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완화, △특기자 전형 모집규모 축

소 및 학과 특성 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운영, △논술고사를 가급

적 시행하지 않도록, △교과중심의 문제풀이식 면접고사를 지양하고 학생부를 최대한

활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원칙은 대입전형 간소화를 이루는데 상당한 가치가 있으므

로 대학들이 적극 수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교육걱정은 2014학년도 주요대학 모집요강

에 비해 이 원칙이 2015학년도 모집요강 및 2016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비교 분석했습니다. 분석 기준은 어학, 수학/과학 관련 특기자전형(이하 특

기자전형)과 관련된 세 가지, 논술고사와 관련된 두 가지, 수시 모집에서 수능 기준 완

화와 관련된 한 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제1기준: 특기자전형 모집비율이 축소되었는가?

․제2기준: 특기자전형에서 외부스펙 반영을 금지하게 되었는가?

․제3기준: 특기자전형에서 심층면접/에세이고사 미실시하는가?

․제4기준: 논술전형 모집비율이 축소되었는가?

․제5기준: 논술전형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약화되었는가?

․제6기준: 수시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모집인원 비율이 축소되었나?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종합 분석표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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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15학년도 대비 2016학년도 주요 15개 대학 대입전형 종합 분석표

해당전형 특기자전형 논술전형 수시전형 전체

기준

1기준)�특기자전형�모집비율�축소
2기준)
외부스펙
반영금지

3기준)
심층면접
에세이고사�
미실시

4기준)�논술전형�모집비율�축소
5기준)�수능최저
기준�약화여부1)

6기준)�수시전형에서�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모집인원�비율�축소

2016학년도

수시대비

모집비율(%)

모집비율

축소 여부

2016학년도

수시대비

모집비율(%)

모집비율

축소 여부

2016학년도

수시대비

모집비율(%)

반영률

축소 여부

건국대 0 ○ ○ ○ 28.2 ○ ○ 9.0 ○

경희대 2.2 × × × 29.7 ○ × 29.7 ○

고려대 18.4 × × × 37.2 ○ × 78.4 ○

동국대 2.7 ○ × × 30.8 ○ × 30.8 ○

서강대 9.4 ○ × × 35.5 ○ × 60.4 ○

서울대 판정 불가2) 0 - 3) 34.9 ×

서울시립대 0 ○ ○ ○ 25.4 ○ ○ 0 ○

성균관대 0 ○ ○ ○ 48.2 ○ × 50.4 ○

숙명여대 7.7 ○ ○ × 25.9 ○ ○ 47.6 ○

연세대 36.4 × × × 28.6 × × 59.3 ×

이화여대 9.3 ○ × × 29.3 ○ × 62.6 ○

중앙대 0 ○ ○ ○ 27.6 ○ ○ 25.1 ○

한국외대 9.1 ○ × × 42.6 ○ × 57.2 ○

한양대 4.6 ○ ○ × 22.6 ○ ○ 0 ○

홍익대 0 ○ ○ ○ 21.4 ○ ○ 91.4 ×

※ 음영 처리된 연세대, 고려대는 2015학년도에 비해 2016학년도 대입전형이 나빠진 학교

※ 굵은 박스 처리된 건국대, 서울시립대, 중앙대는 2015학년도에 비해 2016학년도 대입전형이 개선된 학교

1) 논술 수능최저기준은 2014학년도에 비해 2015학년도 기준이 강화되고 그것이 2016학년도에 유지된 경우도 강화된 것으로 분류함.
2) 서울대는 일반전형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구분하고 있음. 그러나 타 대학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운영하는 방법과는 달리, 서울대는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 심층면접을  

시행하고 있어 입학사정관 전형 운영 원칙을 어기고 오히려 특기자 전형에 가까움.
3) 서울대는 2015학년도에도 논술 전형을 운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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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특기자전형 모집인원/수시 전체정원

2014(비율%) 2015(비율%) 2016(비율%)

연세대 883/2,576(34.2) 854/2,585(33.0) 869/2,390(36.4)

고려대 570/2,961(19.3) 530/2,966(17.9) 550/2,986(18.4)

서강대 150/1,206(12.4) 117/1,086(10.8) 107/1,141(9.4)

■ 제1기준인 ‘특기자전형 모집비율 축소’에서는 대다수 대학이 특기자전형을 상당

히 축소 또는 폐지했으나 연세대, 고려대, 경희대만이 모집비율을 확대함. 특히

연세대는 특기자 모집인원 비율이 수시인원 대비 36.4%에 달해 가장 심각한 모

습을 보임. 반면 건국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중앙대, 홍익대는 특기자 전형을

폐지하였음.

먼저 교육부가 ‘2015 2016 대입제도 확정안’에서 밝힌 특기자전형 축소를 유도하겠다는 정

책을 서울 주요 15개 대학이 얼마나 반영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2014학년도에 비해 2015

2016학년도 수시모집에서 특기자전형(어학, 수학/과학, 이하 특기자전형)이 차지하는 비율

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2014학년도 12.1%, 2015학년도 7.5%, 2016

학년도는 7.0%로 2015학년도에는 크게 줄었으나 2016학년도에는 미미하게 줄어 감소세

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16학년도에 건국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중앙대,

홍익대가 특기자 전형을 폐지해 정부의 대입 간소화 정책을 반영하는 긍정적인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문제가 가장 심각한 대학은 연세대였습니다. 2016학년도에 36.4%(869명)를 모집하겠다

고 밝히고 있어 수시모집에서 특기자전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크며, 증가율도 2015학

년도에 비해 2016학년도는 오히려 2.2% 증가해 특기자전형 축소라는 교육부 안을 완전

히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문제시 되는 대학은 고려대였습니다. 고려대도 2015

학년도에 비해 2016학년도에는 0.5% 증가한 18.4%를 모집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개선의

지를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대는 일반전형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대학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운영하는 방법과는 달리, 서울대는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 심층면접을 시행하고 있어

입학사정관 전형 운영 원칙을 어기고 있습니다. 이번 분석에서는 그렇게 분류하지 않았지만, 실

질적으로는 특기자 전형에 가까움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표 2> 수시모집 전체에서 특기자전형(어학, 수학/과학) 모집인원 및 비율(201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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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175/1,911(9.2) 175/1,871(9.4) 175/1,880(9.3)

한국외대 258/1,089(23.7) 114/1,061(10.7) 102/1,117(9.1)

숙명여대 130/1,381(9.4) 109/1,181(9.2) 104/1,345(7.7)

한양대 195/2,283(8.5) 105/2,259(4.6) 105/2,296(4.6)

동국대 233/1,685(13.8) 45/1,527(2.9) 43/1,618(2.7)

경희대 332/2,876(11.5) 0 70/3,152(2.2)

건국대 198/1,956(10.1) 26/1,773(1.5) 0

서울대 판정 불가

중앙대 429/3,607(11.9) 177/3,156(5.6) 0

서울시립대 0 0 0

성균관대 268/2,961(9.1) 0 0

홍익대 0 0 0

계 3,821/31,709(12.1) 2,252/30,107(7.5) 2,125/30,554(7.0)

■ 제2기준인 ‘특기자전형에서 외부스펙 반영을 금지하는가’에서는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등 특기자 전형을 운영하는 학교들 대부분이 여전히 외부 스펙을 요구하

고 있으며, 제3기준인 ‘특기자전형에서 심층면접/에세이고사 미실시’에서도 외부

스펙을 요구하는 9개 학교가 추가적인 대학별고사를 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2016학년도 특기자전형의 전형요소를 살펴보면, 어학 특기자전형을 실시하는 9개 대학 중 7개

대학(숙명여대, 한양대 제외)과 수학/과학 특기자전형을 실시하는 3개 대학에서 외부스펙을

요구하고 추가적인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특기자전형에서 요구하는 외

부스펙과 추가적인 대학별고사는 공교육에서 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특목고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라서 이 전형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사교육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게다가 대학은 관련 기출문제와 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리기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교육걱정은 특기자전형 폐지를 주장하였고, 교육부의 방침으로 이어져 지난 2015

학년도에 상당수 많은 대학이 모집인원을 줄였습니다. 다만 당시 이 전형을 준비하던 학생들을

위해 일정 부분을 유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작년에 중3이 대학에 진학하는 2017학년도

에는 특기자전형을 모두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2016학년도에서도 의

미 있는 특기자전형 축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특기자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전

환하여 관련 영역에서 탁월한 특기가 있다면 이를 얼마든지 대입전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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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특기자 전형 반영 요소

대학 분류

반영 요소 및 모집 계열

2014 2015 2016

반영요소 반영요소 반영요소

건국대 어학 공인어학성적 공인어학성적(70), 논술(30) -

경희대

외국어

국제교과
관련교과이수, 활동자료 - -

어학 공인어학성적, 활동자료 -
서류(개인활동/실적), 영어면접

※공인어학성적미반영

과학
수학, 과학 전문교과이수

활동자료
- -

고려대
국제 외국어학업관련서류, 면접 활동증빙서류, 면접 서류(외국어역량고교성적/활동), 면접

과학 활동증빙서류, 면접 활동증빙서류, 면접 서류(수학/과학교과역량/활동), 면접

동국대 어학
공인어학성적

심층면접

학생부교과, 공인어학성적

외국어에세이고사

학생부교과, 공인어학성적

외국어에세이고사

서강대

어학 공인어학성적, 외국어에세이 활동보충자료, 일부영어면접 활동보충자료, 면접(일부영어)

수/과학
과고, 영재고卒

올림피아드실적, 심층면접
활동보충자료, 면접 활동보충자료, 면접

성균관대 어학
전문교과이수

글로벌역량입증자료
- -

숙명여대 어학 공인어학성적, 구술면접 외국어면접 외국어면접

연세대

어학
관련교과이수, 입증자료, 면접

※공인어학성적미반영 관련교과입증자료, 심층면접

※공인어학성적미반영

관련교과입증자료, 심층면접

※공인어학성적미반영
과학

올림피아드대회입상

관련교과이수, 입증자료, 면접

국제 외국어면접 영어면접 영어면접

이화여대
어학 공인어학성적,면접 활동보고서, 면접

서류+면접
국제 공인어학성적, 영어면접 활동보고서, 면접

중앙대

과학
과고, 영재고, 과학중점학교卒

서류, 수리과학평가

과고, 영재고, 과학중점학교卒

수리과학논술(60)
-

글로벌 서류, 영어에세이
서류, 외국어에세이

※공인어학성적미반영
-

한국외대 어학
1.공인어학성적+외국어에세이

2.관련교과+외국어에세이
공인어학성적+외국어에세이 서류+면접

한양대

과학 과고/영재고卒, 수리사고평가 - -

국제
공인어학성적, 영어에세이

영어면접

외국어에세이/외국어면접

※공인어학성적미반영

외국어에세이/외국어면접

※공인어학성적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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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기준인 ‘논술전형 모집비율 축소’는 주요 15개 대학 평균 모집비율이 2014학

년도 34.9%, 2015학년도 31.8%, 2016학년도 28.8%로 거의 줄지 않았고, 성균관

대의 경우 수시인원 대비 48.2%에 달함.

교육부는 2015 2016학년도 ‘대입제도 확정안’을 통해 ‘논술을 가급적 시행하지 않도록’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해 유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표 4>의 서울 지역 주요 15개 대학 중 논술을

치르는 14개 대학의 모집인원은 거의 줄지 않았습니다. 2014학년도에 비해 2015학년도 3.1%,

2016학년도 2.8% 감소했을 뿐이며, 수시모집에서 논술위주 전형이 차지하는 비중도 약 30%로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특히 논술위주 전형이 수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대학으로는 성균관

대(48.2%), 한국외대(42.6%), 고려대(37.2%), 서강대(35.5%), 동국대(30.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표 4> 수시모집 전체에서 논술의 모집인원 및 비율(2014~2016학년도)

대학
논술정원/수시 전체정원

2014(비율%) 2015(비율%) 2016(비율%)

성균관대 1,315/2,961(44.4) 1,364/2,813(48.5) 1,363/2,825(48.2)

한국외대 527/1,089(48.4) 511/1,061(48.2) 476/1,117(42.6)

고려대 1,366/2,961(46.1) 1,210/2,966(40.8) 1,110/2,986(37.2)

서강대 540/1,206(44.8) 468/1,086(43.1) 405/1,141(35.5)

동국대 522/1,685(31.0) 499/1,527(32.7) 499/1,618(30.8)

경희대 1,250/2,876(43.5) 1,040/3,097(33.6) 935/3,152(29.7)

이화여대 670/1,911(35.1) 600/1,871(32.1) 550/1,880(29.3)

연세대 833/2,576(32.3) 738/2,585(28.5) 683/2,390(28.6)

건국대 570/1,956(29.1) 550/1,773(31.0) 484/1,714(28.2)

중앙대 1,275/3,607(35.3) 1,123/3,156(35.6) 895/3,245(27.6)

숙명여대 500/1,381(36.2) 350/1,181(29.6) 348/1,345(25.9)

서울시립대 411/1,030(39.9) 201/695(28.9) 190/747(25.4)

한양대 840/2,283(36.8) 585/2,259(25.9) 520/2,296(22.6)

홍익대 454/1,615(28.1) 343/1,555(22.1) 346/1,614(21.4)

서울대 0 0 0

계 11,073/31,709(34.9) 9,582/30,107(31.8) 8,804/30,554(28.8)

2015 2016학년도 논술위주 전형 모집인원 비율을 보면 대부분의 대학들이 인원 감소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2015학년도에서는 동국대, 성균관대, 중앙대, 2016학년도에서는 연세대만이 모집비율

이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집비율이 감소한 학교라도 그 폭이 너무 적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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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으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 중 서울시립대와 한양대가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표 5> 2015 2016학년도 논술 모집비율 증감

구분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시립대
성균

관대

숙명

여대
연세대

이화

여대
중앙대

한국

외대
한양대 홍익대

2015 ▾0.9 ▾9.9 ▾5.3 ▴1.7 ▾1.7 ▾11.0 ▴4.1 ▾6.6 ▾3.8 ▾3.0 ▴0.3 ▾0.2 ▾10.9 ▾6.0

2016 ▾2.8 ▾3.9 ▾3.6 ▾1.9 ▾7.6 ▾3.5 ▾0.3 ▾3.7 ▴0.1 ▾2.8 ▾8.0 ▾5.6 ▾3.3 ▾0.7

평균 ▾1.85 ▾6.9 ▾4.45 ▾0.1 ▾4.65 ▾7.25 ▴1.65 ▾5.15 ▾1.75 ▾2.9 ▾3.85 ▾2.9 ▾7.1 ▾3.35

■ 제5기준인 ‘논술전형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약화되었나’는 항목에서는 2014학년도

와 비교하여, 8곳(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국외대)이 수능최저학력기준이 강화된 것으로 드러남.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과 관련해 2015학년도부터 크게 달라진 점은 우선 선발 폐지입니다.

하지만 우선선발을 폐지하면서 다수의 대학이 2014학년도 일반선발보다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이에 2014학년도 논술전형의 일반선발에 비해 2015 2016학년도 논술위

주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주요 대학의 수능 최저 반영 상황을

‘강화, 유지, 완화’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강화로 판단한 기준은 ①반영 영역이 늘어난 경우,

②등급 합 혹은 평균을 사용하다가 각 이내로 바꾼 경우(예 : 2개 영역 합 4이내 → 2개

영역 각 이내) ③등급이 상향 조정 된 경우, ④ 수학 영역에 필수를 건 경우로 정했습니

다. 그리고 강화의 조건에 반하는 경우를 완화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각 대학이 모집계열

을 구분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모집계열 중 한 가지라도

강화되었다면 전체를 강화로 판정했습니다.

그 결과, 2014학년도에 비해 2016학년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강화한 대학이 8곳(경희대, 고

려대, 동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완화한 곳이 6곳(건국대, 서울

시립대, 숙명여대, 중앙대, 한양대, 홍익대)으로 나타났습니다. 강화한 대학 중 서강대, 이화여

대는 인문 자연 전 계열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강화해 심각성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반해

한양대는 2015학년도부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해 가장 큰 개선을 보였고 서울시립대

가 2015학년도에는 등급을 완화하고 2016학년도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건국대는 2015학년도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강화했지만 2016학년도 시행계획

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해 긍정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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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논술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변화 추이

대학 모집계열

2015

2016
판정 근거

종합

판정

건국대

인문 강화 등급▴

강화
완화

※수능폐지
자연 강화 등급▴

수의예 유지

경희대

인문 강화 등급▴

강화 강화유지
자연 유지

한의예 유지

예체능 유지

고려대

인문 강화 반영영역▴

강화 강화유지자연 유지

의과 유지

동국대

인문/영화영상 유지

유지 강화유지경행/경영 유지

자연 유지

서강대
인문/사회 강화 등급▴

강화 강화유지
자연 강화 합→각

서울시립대
인문 완화 등급▾

완화
완화

※수능폐지자연 완화 수학필수×

성균관대

인문 유지

강화

유지

강화

자연 강화 등급▴ 강화

글로벌 완화 등급▾ 강화

소프트웨어/반도체시스템 유지
유지

의예 유지

숙명여대
인문 완화 백분위→등급

완화 완화유지
자연 완화 백분위→등급

연세대

인문/사회 유지

강화 강화유지자연 강화 영역▴, 등급▴

의예/치의예 유지

이화여대

인문 강화 합→각

강화 강화유지자연 강화 합→각

스크랜튼 강화 등급▴

중앙대

인문 완화 등급▾

완화 완화유지

의예 유지

자연(서울) 보류
계열 합병,영역▾

합→각, 수학 필수○

자연(안성) 완화 백분위→등급

한국외대
L&D 강화 등급▴, 영역▴

강화 강화유지
나머지 전 단위 유지

한양대 전 계열 완화 폐지 완화 완화유지

홍익대
인문 유지

유지
완화

완화
자연 유지 유지

※판정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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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기준인 ‘수시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모집인원 비율 축소’에서

는 연세대가 오히려 비율이 증가했으며(44.9% ⇒ 59.3%), 홍익대(91.4%), 고려

대(78.4%), 이화여대(62.6%), 서강대(60.4%)는 비율이 매우 높음.

2014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된 전형의 비율은 서울 주요 15개 대

학 평균 60.9%였습니다. 이 수치가 2015학년도에는 47.8%, 2016학년도 42.8%로 줄어 평균

수치만 볼 때는 수시모집에서 수능의 영향력이 완화되는 추세로 보입니다. 하지만 각 대학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학별 편차가 매우 큽니다. 2015 2016학년도에 수치가 낮게 나타난

것은 한양대(2015 2016), 서울시립대(2016)가 수시모집 전체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한 효과로 보는 것이 온당하며 나머지대학들은 소폭 감소했거나 오히려 증가한 대학도 있

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수능 반영 비율이 가장 높아 문제가 심각한 대학은 홍익대로 2014학년도

93.7%, 2015학년도 91.1%, 2016학년도 91.4%로 나타났습니다. 2015학년도에 소폭 감소했지만

2016학년도에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고려대는 두 해 모두 수능 반영 비율이 증가한 대표적인

대학입니다. 2014학년도 78.1%에서 2015학년도 78.4%, 2016학년도 85.4%로 나타나 그 비율도

홍익대에 이어 2위이지만 모집인원으로 치면 1위입니다.(고려대 수능 최저가 반영된 전형의

모집인원은 2014: 2,316, 2015: 2,353, 2016: 2341명이다.) 이화여대도 2014학년도 69.1%에서 2015

학년도 62.5%로 낮췄지만 2016학년도에 비슷한 수준(62.6%)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는 비율은 59/3%로 5위이지만 2015년에 비하여 14.4%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수능 반영을 폐지하거나 과감하게 낮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게 한 대학은 한양대, 서울시립대,

건국대입니다. 한양대는 2014학년도 62.0%의 전형에서 수능을 반영했지만 2015학년도부터는

수시모집 전체에서 수능 반영을 폐지했습니다. 서울시립대는 2014학년도 39.9%에서 2015학년

도 28.9%로 낮췄고 2016학년도에는 수능 반영을 폐지했습니다. 건국대는 2014학년도 52.4%에

서 2015학년도에 6.2%p 감소한 46.2%를 보였지만 2016학년도에는 38.3%로 줄어, 폐지한 두 대

학을 제외하고 감소율이 가장 큰 대학이었습니다.

교육부가 제시한 청사진처럼 ‘수시 학생부 위주’, 정시 ‘수능 위주’로 가는 것이 수험생들의 부

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주요 대학들 중 대부분이 수시모집에서 수능

반영 비율이 높다는 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한양대와 서울시립대의 사례를 타

산지석 삼아 여타의 대학들은 2016학년도 시행계획 수정을 통해 과감한 개선을 실천할 것을

당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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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수시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모집인원 비율 축소(2014~2016)

대학
2014 2015 2016

인원/정원(비율%) 인원/정원(비율%) 인원/정원(비율%)

홍익대 1,514/1,615(93.7) 1,416/1,555(91.1) 1,475/1,614(91.4)

고려대 2,316/2,961(78.2) 2,353/2,966(79.3) 2,341/2,986(78.4)

이화여대 1,320/1,911(69.1) 1,170/1,871(62.5) 1,177/1,880(62.6)

서강대 1,135/1,206(94.1) 701/1,086(64.5) 689/1,141(60.4)

연세대 1,593/2,576(61.8) 1,161/2,585(44.9) 1,418/2,390(59.3)

한국외대 623/1,089(57.2) 626/1,061(59.0) 639/1,117(57.2)

성균관대 2,372/2,961(80.1) 1,689/2,813(60.0) 1,423/2,825(50.4)

숙명여대 779/1,381(56.4) 550/1,181(51.5) 640/1,345(47.6)

서울대 1,063/2,572(41.3) 804/2,482(32.4) 868/2,484(34.9)

동국대 721/1,685(42.8) 499/1,527(32.7) 499/1,618(30.8)

경희대 1,250/2,876(43.5) 1,040/3,097(33.6) 935/3,152(29.7)

중앙대 1,789/3,607(49.6) 1,360/3,156(43.1) 816/3,245(25.1)

건국대 1,024/1,956(52.4) 820/1,773(46.2) 154/1,714(9.0)

서울시립대 411/1,030(39.9) 201/695(8.9) 0

한양대 1,416/2,283(62.0) 0 0

계 19,326/31,709(60.9) 14,390/30,107(47.8) 13,074/30,554(42.8)

※ 음영 학교는 비율이 높은 학교 ※ 굵은 박스 처리된 연세대는 2016학년도에 그 비율이 크게 증가된 학교

■ 교육부의 올해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결과 연세대 6.8억원,

고려대 8.8억원 예산이 지원되었으나, 2016학년도 이들 대학의 입학전형은 거의

개선되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되기도 하여 이들 대학 지원금을 회수해야 함.

올해 교육부가 실시한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2013년에 발표한 ‘대입전

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에 제시된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전형 개선 노력을

어느 정도 기울였는가를 평가해 최소 2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약 600억원을 지원하는

규모가 큰 사업이었습니다.

그 결과 65개 대학이 선정되었는데 이번 15개 대학의 대입전형 분석을 한 결과,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으로 선정되어 지원받은 연세대(6.8억원)와 고려대(8.8억원)는 2015학년

도 대비 2016학년도에는 대입전형 개선이 거의 없거나 악화되었습니다. 특히 연세대는

특기자전형 확대(33%→36.4), 논술모집인원 확대(28.5%→28.6%),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 반영 비율 대폭 확대(44.9%→59.3%)로, 교육부의 2015․2016 대입발전방안을

정면으로 위배했습니다. 고려대 역시 특기자 전형 확대(17.9%→18.4%), 특기자전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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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스팩 반영, 수시모집 수능최저학력기준 반영 비율이 2016학년도에 78.4%를 차지

하여 수시전형인지 정시전형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의 나쁜 대입전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금은 대입전형 개선사업에 주로 쓰여지게 되어 있는

바, 이들 대학에 대한 지원금은 전액 취소, 환수해야 마땅합니다. 대입 간소화를 전혀

실현하지 않은 연세대와 고려대에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 우리의 요구

1. 교육부는 작년에 발표한 ‘2015․2016학년도 대입전형 방안’을 전혀 지키

지 않고 있는 대학들에 대해서 이들 대학이 2016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을 모집요강으로 확정하기 이전에 시정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2. 대학들은 ‘2015․2016학년도 대입전형 방안’에 따라서 2016학년도 대입전

형을 특기자전형의 축소 및 폐지, 논술전형의 대폭 축소, 수시모집 전체에

서 차지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반영 비율의 완화로 전면 시정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수시는 학생부 중심’이라는 교육부의 기조대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폐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능 없이도 수시 전형을 충실하게

운영하여 학생 선발을 해야 합니다.

3. 교육부는 이번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대학 중 연세대

고려대처럼 대입전형 간소화에 역행한 대학들은 선정 지원금을 악용한 대

학으로서 지원 선정 철회 및 지원금 환수와 같은 후속조치를 실시해야 합

니다. 또 차기 사업 시행 시에는 절대평가 기준을 통해 더 이상 함량 미달

의 대학을 선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14. 9. 25.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담당 : 본 단체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안상진(02-797-4044. 내선 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