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3학년도 대학입학 논술/구술면접전형 시험 문제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과 토론회 예고보도

3월 21일(목), 2013학년도 서울 주요 15개 
대학의 논술/구술면접전형 시험 문제 분석결
과를 서강대 정문 앞에서 발표합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강은희 국회의원실은 2013학년도 서울 주요 15개 대학의 논술/구술면접전형 

시험 문제를 입수하여 공동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상세한 결과를 3월 21일(목, 오전 10시 30분)

서강대 정문 앞에서 발표할 예정임

▲ 서울 주요 15개 대학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숙명

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홍익대, 한국외대, 한양대로 선정함

▲ 15개 대학의 인문, 자연(수학과 과학) 논술 문제와 서울대, 고려대의 구술면접 문제를 분석함 

▲ 분석결과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조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의견을 듣는 토론회를 당일 18:30 사

교육걱정없는세상 사무실에서 가짐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강은희 국회의원실은 3월 21일(목, 오전10시30분) 서강대 정문 앞에서 2013학년

도 서울 주요 15개 대학의 논술/구술면접전형 시험문제 분석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번 분석 작업은 논술

에서 인문계, 자연계(수학/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전 영역에서 진행되었고, 구술면접은 서울대 자연

계열 수시와 정시 일반전형, 고려대 과학영재전형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분석 작업에는 학교에서 해당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60여 명의 현직 교사와 대학 강사, 관련분야

에서 박사 전공을 마치신 전문가까지 참가하여 진행되었습니다. 한 대학교의 문제를 적어도 4명이상 

8명까지 같이 분석함으로 판단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논술 중심 전형은 수도권 주요 대학의 대표적인 수시모집 전형으로 수시 모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경쟁률도 가장 높아 수험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전형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단체가 2012학년도 수리논술을 분석한 결과 대학은 총 문항의 54.8%를 대학과정에서 출제하였고, 모든 



문제가 본고사 형식으로 출제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또 인문 논술에서는 이해하기조차 어려웠던 제시

문과 난해한 문제들의 실상이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2013학년도 

기출문제 분석은 2012학년도 비판 받았던 대학들의 논술문제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상세한 분석 결과는 기자회견 당일 발표하겠습니다. 

또한 기자회견에서는 이번에 각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구술면접시험 문제 분석을 위해 자료제출을 

거듭 요구하였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구술면접 기출문제를 제출하지 않은 서울대와 고려대를 제외한 

다른 주요 대학도 함께 발표할 것입니다. 기출문제 공개는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히 시행되

어야할 가장 기본적인 조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구술면접 기출문제 제출조차 꺼리고 있

는 것은 고교교육과정을 벗어난 본고사 방식의 출제가 대학의 구술면접전형에서 보편화되어있을 가능

성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이러한 의혹을 씻기 위해서라도 각 대학에게 구술면접시험의 

기출문제 제출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발표 날 당일 저녁에는 이와 관련된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있을 짧은 기자회견 시간으로

는 다 밝힐 수 없었던 문제점과 2012년도와 비교한 2013학년도 문제의 특징에 대해 자연계와 인문계 

영역으로 나누어서 보다 상세히 토론회장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또한 외부 토론자를 모시고 이번 

분석 작업에 대한 비판과 개선점도 들을 계획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강은희 국회의원실 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과 토론

회에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013. 3. 20.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행사명 : 2013학년도 서울 주요 15개 대학 논술/구술면접시험 기출문제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일  시 : 2013. 3. 21.(목) 오전 10시30분~11시

■장  소 : 서강대학교 정문 앞

■주  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강은희 국회의원실 

■행사명 : 2013학년도 서울 주요 15개 대학 논술/구술면접시험 기출문제 분석결과 토론회

■일  시 : 2013. 3. 21.(목) 오후 18시30분~21시30분

■장  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

■주  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주 제 발 제 토 론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잘못된 대

입논술 및 구술면접 전형은 법

률로써 규제해야 합니다

안상진(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 자연계 논술

양신영(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 인문계 논술

박제남(인하대학교 수학교육과 교수)

전화영(경복고 화학교과 수석교사)

김정빈(다들교육정책연구소 소장)

강은희 국회의원실(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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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화 강은희 국회의원 비서(010-4539-24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