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입전형 단순화’�대안에 관한 포커스 그룹 및 전문가 그룹 토론회 3차 결과보도 및 4차 예고보도자료(2013.4.30.)

5월2일,�대입전형단순화대안을제시하고

이에대한학부모그룹의의견을듣습니다.
▲ 5/2 (목, 저녁6시 30분) 5회 연속 토론회 중 제4차 학부모 그룹 토론회 개최.

▲ 3차 입학사정관제 토론회에서는 입학사정관 전담 교수, 입시전문가, 교육부 및 대학교육협의회 관

계자들이 모여 토론을 함.

▲ 4차는 대입전형을 치르거나 치를 예정인 학부모 그룹들의 의견을 듣고 토론할 예정임.

▲ 학부모 그룹 토론회를 마지막으로 우리 단체의 대입전형 단순화 방안에 대한 각 그룹의 의견들을 

취합 정리하여 5차 토론회 때 발표할 예정임.

▲ 5차 토론회는 장소를 옮겨 국회에서 열리며 강은희 국회의원실, 박홍근 국회의원실과 함께 다양한 

전문가를 모시고 12,000명에 달하는 학생, 학부모, 교사의 설문조사 결과와 대입전형 단순화 최종안

을 발표하고 토론할 예정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약칭‘사교육걱정’)은 지난 4월 25일 목요일에 ‘대입전형 단순화’대안에 관한 

포커스 그룹 및 전문가 그룹 5회 연속 토론회 중 3차 입학사정관제에 관한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습니

다. 3차 토론회에서는 입학사정관 교수 및 입시전문가, 교육부, 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토론을 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논찬자로 섭외된 대학의 입학사정관 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들의 입학사정관들과 학생, 



토론회 주제 토론 비고

1차

(4/11, 

목요일)

대입전형 단순화 방안에 대한 

학생 그룹의 분석과 토론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발제

고등학교 3학년생 : 5명

대학교 신입생 13학번 : 8명
토론 

2차

(4/18, 

목요일)

대입전형 단순화 방안에 대한 

교사 그룹의 분석과 토론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발제

전화영 (경복고 수석 교사) 토론

정경덕 (고양외고 교사) 토론

학부모, 언론사 관계자들이 토론회 자리를 꽉 메워, 현재‘입학사정관제’가  대입전형의 가장 큰 관심 

사안임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토론장에서는 한국형 입학사정관제가 정착하는 지난 5년간의 공과

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찬반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입학사정관제가 건강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고민을 하였습니다.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입학사정관제가 기존 성적위주의 대학입시제도를 

개선하고, 학교 현장에 다양한 활동을 가능하게 했으며, 교과 수업 및 평가 개선의 여지를 주었다는 

긍정적 측면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 이면에는 전형요소가 복잡하고, 대학마다 전

형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며, 교사, 학생, 학부모가 겪는‘비교과’영역에 대한 부담은 매우 커서 이

에 대한 사교육과 입시고통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입학사정

관 전형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개선사항은 추가적인 논의를 거친 후 최종 대입전형 개선안에 반영될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약칭‘사교육걱정’)은 5월 2일(목, 저녁 6시 30분) 본 단체 소회의실(5층)에서 4

차 학부모그룹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대학입시를 치렀고 치를 예정인 학부모들을 모시

고 현재 대입전형에 대한 의견을 들으려고 합니다. 복잡한 대입전형을 준비하면서 겪고 있는 학부모들

의 혼란과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단체가 내놓은 안에 대한 학부모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 개선안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대입전형 단순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마지막 포커스 그룹 토론회입니다. 

다음주 목요일 5월 9일 오후 2시에는 국회에서 대입전형 단순화 방안에 대한  1만 2천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단체가 내놓은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대입전형 

단순화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와 합의 수준이 한 단계 발전하고, 정치권과 대학, 고교, 시민사회 등이 

함께 구체적 대안을 모색하고 실행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2013. 4. 30.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행사명:‘대입전형 단순화’ 대안 제시 포커스 그룹 및 전문가 5회 연속 토론회 

■ 주 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일 시: 2013. 5. 2 목요일 (오후 6시 30분 ~ 9시 30분) 

■ 장 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5층 소회의실 

■ 문 의: 안상진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010-5533-2965), 박민숙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010-9307-8638)

■ 주요 일정



윤태호 (신서고 교사) 토론

정태영 (한가람고 교사) 토론

김진훈 (숭의여고 진학진로 상담 교사) 토론

3차

(4/25, 

목요일)

입학사정관 전형 분석과 

개선 방안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발제

안상헌 (한국대학입학사정관협의회 회장) 토론

박정선 (연세대 입학사정관 특임교수) 토론

이미경 (서울여대 입학사정관 전담교수) 토론

유성룡 (1318대학진학연구소 소장) 토론

구본억 (교육부 대입제도과) 토론

김병진 (대학교육협의회 입학지원팀장) 토론

4차

(5/2, 

목요일)

대입전형 단순화 방안에 대한 

학부모 그룹의 분석과 토론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발제

대학 입시를 앞둔 학부모 6인 토론

5차

(5/9, 

목요일)

대입전형 단순화 방안 설문 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 법률 개정안을 

포함한 최종안 제시 

 (※ 강은희 국회의원실, 

   박홍근 국회의원실 공동주관)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발제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토론

심민철 (교육부 대입제도과장) 토론

이성권 (진학지도협의회 회장) 토론

구안규 (대학교육협의회 입학기획팀장) 토론

박병영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토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