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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입전형 단순화’ 최종안 발표 및 정부의 수용 촉구 기자회견

8월말에예정인정부의‘대입전형단순화’

대책에는 ‘3+1 핵심방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합니다!
    

    

                                                       ■ 일시 : 2013.7.10.(수) 10시 30분

                                                       ■ 주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장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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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입전형 단순화’ 관련 최종안 발표 및 정부 수용 촉구 기자회견

8월말예정인정부의‘대입전형단순화’대책에는

‘3+1 핵심방안’이반드시포함되어야합니다!

▲ 8월말, 정부의 대입전형 단순화 대책 발표를 앞두고 민간 영역에서 ‘3+1’ 핵심 방안 제시.

▲ 지난 정부의 방치로 대입전형에 추가되면서 학생들에게 큰 고통을 준 독소적 요소 3개를

빼고, 미래 지향적 변화를 위해 1개 요소를 보완하자는 제안.

▲ 빼야할 독소 조항 3 ☞△(제1조항) 논술고사 등 대학별 고사 단계적 폐지, △(제2조항) 모든

대입 전형에서 사교육 유발하는 스펙 자료 제외, △(제3조항) 수시에서 수능 영향력 최소화

및 단계적 제외 등)

▲ 보완해야 할 조항 1 ☞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학교교육 변화 및 대학교육의 적격자 선발

실현을 위해, 학교 수업 연계 실시한 논/서술형 평가, 수행 평가 포트폴리오 및 교사의

서술기록 중심의 ‘학생부(교과) 심층평가전형’ 도입

▲ 학생부(교과) 심층평가 전형은 2015학년도 대입전형 때 시범 도입 후 점차 확대하여,

논술전형이 폐지되는 2017학년도부터 수시전형의 핵심전형으로 정착.

▲ ‘3+1 핵심 방안’은 대입전형 단순화 대책 속에 반영해야할 최소한의 국민적 요구임.

▲ 정부는 일부 상위권 대학 등의 이해관계에 흔들림 없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대입전형 단순화 대책을 마련해야.

▲ 8월 말 정부의 발표 전후로 정부가 대입단순화 관련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도록 다양한 요구

운동을 전개할 것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금년 초에 전국의 학생, 학부모, 교사 10,9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

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의 85.5%, 학부모의 87.5%, 교사의 95.8%가 현재의 대입전형이

복잡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현대입전형이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비판은지난 정부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었으며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서는 누구도 정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

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언론을 통해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늦어도 올해 8월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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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행사명 날짜

2012년

주요대학 입학전형의 사교육 유발 영향 평가 토론회 연속 5차 토론회 2012년 3월 20일~4월 17일

주요대학 논술 전형 분석 및 고발 기자회견 8월 20일

서울대 특기자전형 구술면접 분석 및 기자회견  10월 23일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 내용 관련 국정조사 자료 분석 9월~10월

대입전형 단순화와 새로운 대입전형 공적 관리기구 구성의 

대안’마련 토론회
12월 6일

2013년 대입전형 논술 및 구술면접 분석 기자회견 및 토론회 3월 21일

복잡한 대입전형을 간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하였습니다. 아직 정부의 구체

적방안이나오지는않았지만, 이 방안은새정부의대선공약이기도하고국민의고통이집결

된 민생 현안인 만큼 조만간 최종 확정되어 2015학년 대입전형부터 적용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작년부터 지나치게 복잡한 대입전형 문제에 대한 문

제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내고자 대입전형 분석과 대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와

수차례에 걸친 토론회를 진행해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작년 3월부터 5월에는 ‘주요 대학 입

학전형의 사교육 유발 영향 평가’ 5회 연속 토론회를 거치면서 이 과제를 대선 의제로 다룰

것을 촉구하였고, 그 후 대선이 임박한 12월 6일에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대입전형 단

순화, 새로운 대입전형 공적관리기구 구성의 대안’ 토론회를 통해 우리 단체의 1차 안을 발표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 이 주제는 대선 교육 공약의 주요한 이슈가 되었고, 박근혜 대통령 역시

후보시절 대입전형 단순화 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를 정치

권 그리고 행정부에만 맡겨서는 될 일이 아니라 판단하여, 금년 들어서도 보다 세밀한 정책

대안을 담기 위한 추가적인 과정을 밟아왔습니다. 작년 말에 발표했던 기본 안을 기초로 4차

에 걸쳐 각 해당 그룹 학생, 학부모, 교사, 입학사정관의 평가를 듣는 포커스그룹 토론회를

열었고, 지난 5월 28일에는 강은희, 박홍근 의원실과 함께 국회에서 대입전형 단순화에 대한

전국단위의 설문조사 결과와 대입전형 단순화 2차 방안을 정리하여 발표하는 토론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발표 이후에는 이 2차안과 관련해서, 비공개 토론회를 통해 다수의 교육전문가

들의 의견을 구하는 과정을 또다시 거쳤으며 구체적으로 현실 상황에 어떻게 접목될지 논의

하면서 우리의 안을 최종적으로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대입전형 단순화 방안에

대한 최종안’을 정리하여 기자회견 형태로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대입전형 사업 진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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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전형 단순화 방안 마련 및 법제정을 위한 포커스 그룹 4차 토론회  4월11/18/25일, 5월2일

대입전형 단순화 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3월~5월

대입전형 단순화 관련 설문 조사 및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 5월 28일

대입전형 간소화 전문가 간담회 6월 12일

대입전형 간소화 교육부 관계자 간담회 6월 19일

오늘 발표하는 최종 방안은 대입전형 단순화 방안 수립의 기본 방향과 기본 원칙, 그리

고 이에 따른 단순화 핵심방안을 ‘3+1’ 형태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핵심방안을 ‘3+1’ 형

태로 제안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3+1’에서 ‘3’은 그동안 여러 이유로 대입전형에

추가되면서 복잡성과 부담을 더해온 전형요소를 대폭 단순화하는 내용입니다. 반면에

‘1’은 대입전형이 사교육 부담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학교교육의 변화와 대학교육 적격

자 선발을 유도하는 선순환의 핵심 고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내용을 담고 있

습니다. 다시 말해, ‘3’이 그동안 추가되어온 ‘독소적인 요소’를 빼는 일이라면, ‘1’은 미래

지향적인 변화와 가능성을 열기 위해 보완해야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내놓는 대입전형 단순화 대책은 현재 대입전형으로 인한 부담과 고통을 덜

기 위해 민간 영역에서 학생들과 교사들, 학부모들의 주된 입장을 폭넓게 반영하면서도, 동

시에 우리 교육이 나갈 바른 길을 담았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 기자회견을

통해 내놓은 대입전형 단순화 대책을 정부가 심각하고 깊이 검토할 것을 요청합니다. 나아가

교육부는 우리가 정리한 수준의 대책을 훨씬 뛰어넘는 탁월한 정책, 아이들과 부모들의 가슴

을 시원하게 하며 아이들에게 박수 받을 수 있는 대책, 고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대학 교육

이 바른 궤도에 오르게 하는 대책을 발표할 것을 기대합니다. 더 이상 이해 당사자들의 힘과

비판을 의식해 가장 힘없는 약자들에게만 고통을 가중시키는, 차라리 내놓지 않음만 못하게

된 발표라는 비판은 듣지 말아야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런 시원한 대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부모들과 시민

들이 나서서 정부에 수정을 촉구하며 다양한 요구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대입전형 단순화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 수준이 한 단계 발전

하고, 정부와 정치권, 대학 등 우리 기성세대들이 입시경쟁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에게 대입

제도 단순화를 통해 박수 받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대입전형 단순화를 위한 최종안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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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본 방향

 “입시 준비 고통과 비용 부담 완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학교교육의 변화, 

대학교육 적격자 선발의 선순환 구조 실현”

□ 현재의 대입전형은 수험생과 학부모의 입시 준비 고통 및 비용 부담

을 증가시키고, 학교교육을 약화시키는 악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주

요한 원인으로 작용

□ 이러한 현실을 대학 입장에서 보면, 대학교육에 적합한 창의적 인재

를 선발하기 점점 더 어려운 토양과 환경이 심화되는 상황

□ 따라서, 지금과 같은 악순환 구조를 선순환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

는 무엇보다 대입전형의 개선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

【 대입전형 개선에 따른 선순환 구조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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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본 원칙

 (1)  대학은 전형자료를 얻기 위한 별도의 평가를 실시하거나 자료를 요구하지 않고, 

 (2)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결과와 고교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각 대학의 

인재선발 철학에 따라 ‘읽고 해석하여’ 자율적으로 선발

(1) 대입전형을 위한 수험생의 준비 고통과 비용 부담 완화, 학교

교육 정상화 저해 요인 제거

○ 대학이 별도의 평가를 실시하거나 자료를 요구할 경우, 학교 교육

만으로 대비가 상대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특히 사교육이 

고도로 산업화된 우리 환경에서 사교육 수요가 필연적으로 팽창

- 이는 결과적으로 학교교육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따라서 대입전형에 사용되는 전형자료를 국가가 주관한 시험결

과(수능)와 고교가 제공한 자료(학생부, 추천서 및 자소서, 학생

부를 증명․보완하는 서류)에 한정함으로써 수험생의 추가 준비

와 비용 부담 가능성을 차단하고, 학교교육 정상화의 토대 마련

○ 대학의 자율권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현 시점에서 대학에게 마

음대로 별도의 평가를 실시하거나 학교 밖 스펙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은 일정한 규제가 불가피

(2) 점수 위주의 획일적인 선발에서 벗어나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학교교육의 변화를 유도하고, 대학교육의 ‘적격자 선발’ 실현

○ 각 대학은 국가와 고교가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각 대학의 인재선

발 철학(인재상)에 따라 ‘읽고 해석’함으로써, 점수 위주의 획일적인 

선발방식을 극복하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학교교육의 변화와 대학

교육의 ‘적격자 선발’ 실현

○ 대학이 활용할 수 있는 전형자료의 범위는 제한하되, 주어진 자

료를 활용하는 방식(전형방법)과 전형별 모집인원 등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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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입전형 간소화를 위한 개선방안 개요】

목표

                      <선순환 구조의 실현>

         ◈ 입시 준비 고통과 비용 부담 완화

         ◈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학교교육의 변화

         ◈ 대학교육 적격자 선발

주요 

개선안

◉ 논술/본고사 방식의 구술면

접시험/적성평가 등 대학이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학교 

밖 시험을 단계적으로 폐지

◉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학

교 밖 스펙자료 제출 금지

◉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을 단

계적으로 수시 전형요소에서 

제외

◉ 학생부(교과) 심층평가 전형 

도입 및 확대

기본원칙

대학은 전형자료를 얻기 위한 

별도의 평가를 실시하거나

자료를 요구하지 않고,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결과와 

고교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각 대학의 인재선발 철학에 따라 

‘읽고 해석하여’ 

자율적으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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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대입 전형 간소화를 위한 ‘3+1’ 핵심 방안

[빼야 할 독소 조항 1] 

 논술고사와 본고사 방식의 구술면접시험, 적성평가 등 각 대학이 별도로 

실시하는 학교 밖의 시험을 단계적으로 폐지

○ 2016학년도 대입전형까지는 논술고사를 유지하되,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고교교육과정을 벗어난 출제가 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

- 2013학년도 13개 대학 자연계 논술전형 대학과정 출제비율은 연세대 

70%, 고려대 68% 등 평균 3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2013년 3월 사교육걱

정없는세상 발표) (☞참고자료 1)

○ 고교교육과정 내 출제가 지켜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학교교육만으로 대비

가 어렵고 사교육 유발요인이 큰 논술고사는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2017학

년도 대입전형부터 완전히 폐지

- 논술의 체감 난이도가 예년에 비해 다소 쉬워지면서, 오히려 논술전형의 

수요는 증가하였으며, 사교육 시장은 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마케팅을 

벌이고 있는 상황

※ 2014학년도 대입에서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논술전형에 응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고3 학생 1,554명 중 81.7%, 응시계획을 가지고 있는 고3 학생의 학부모 944명 중

84.9%가 논술 사교육을 받고 있거나 앞으로 받을 의향이 있다고 응답(2013년 4월,

사교육걱정없는세상․박홍근 국회의원실 공동조사)

“논술이 쉬워졌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예년에는 도전할 생각을 갖지 못했던 학생들까지 논술전형

을 준비하려고 한다. 학교에서 대비를 해주기 위해서는 방과후수업의 형태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데, 교사들이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 간담회에 참석했던 일반고 교사)

“전반적으로 논술의 난이도가 낮아졌다는 분석은 부분적으로 진실을 담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것은 오해다. 더구나 문제의 난이도가 낮아진다고 변별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

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어려운 논술문제는 채점은 쉬울 수 있지만 변별력은 떨어진다. 학생들 입장

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기본이고 자신의 답안이 변별력을 갖춘 우수한 답안이 되도록 최선

을 다해야 한다. 그렇게 되려면 지원 대학이 발표한 우수 답안을 분석해서 내용적 구성과 답안의 

평가에서 대학만이 가진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다. 그리고 기출문제나 연습문제를 이용해 유

사한 유형을 많이 풀어보고 자신감을 길러야 한다.” 

(○○입시학원 2013학년도 논술고사 분석 글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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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설사 논술전형의 장점이 일부 있더라도, 사교육이 대응하기 용이

하고 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안에서 대비가 어려운 학교 밖 시험이 지속되

는 것은 장점보다 부작용이 훨씬 크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타당

○ 2015학년도 대입전형부터 특기자전형 등에서 실시하는 영어면접과 

교과 관련 지식을 묻는 사실상 본고사 방식의 구술면접시험을 폐지

- 서울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학교교육만으로 대비할 수 없는 영어면접을 

실시하거나 교과 관련 지식을 묻는 본고사 방식의 구술면접시험을 실시

- 이러한 전형은 서울 주요 11개 대학의 2014학년도 수시모집 전체 인원의 

21%에 달할 정도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

※ 서울대 65.3%, 연세대 32.6, 이화여대 24.92%, 고려대 22.7%, 서강대 20.0% 등

- 그동안 영어면접이나 구술면접시험을 주로 실시해왔던 어학 및 수학/과학 

관련 특기자전형은 전공과 연계하여 각 모집단위별 특성에 따른 특기자

(ex. 문학/역사/생물 등) 선발로 다양하게 운영하며, 입학사정관전형으로 운영

○ 적성평가는 2015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우선 폐지, 적성평가의 경우 논술전

형에 비해 사교육 유발요인은 덜 하지만 준비과정이 학교교육과 무관하며 

평가의 타당성, 과도한 경쟁률 등의 문제점이 심각

- 일반적으로 수험생이 고3 시기에 접어든 이후 대비를 시작하기 때문에 

당장 폐지하더라도 혼란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전형명칭
학년도

2015학년도 2016학년도 2017학년도

논술고사 고교교육과정 내 출제 원칙 준수 폐지

본고사 방식의

구술면접시험
폐지 - -

적성평가 폐지 - -

【 대학별고사 관련 개선안 추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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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야 할 독소 조항 2]  

 모든 대입전형에서 공인어학성적, 교과 관련 교외수상실적, 해외봉사/체험활동 

등 사교육 유발요인이 큰 스펙자료 제출을 금지

○ 입학사정관전형은 물론이고, 특기자전형을 포함한 모든 대입전형에서 사

교육 유발요인이 큰 스펙자료 제출을 금지

- 서울 주요대학을 중심으로 실시되는 특기자전형은 공인어학성적(어학 특

기자)과 경시대회 수상실적(수학/과학 특기자) 등을 핵심적인 전형자료로 

반영(☞참고자료 2)

- 특기자전형뿐만 아니라 다른 전형에서도 학생부와 자소서/추천서 이외의 각

종 서류제출을 요구하여 사실상 이와 같은 스펙자료를 반영

6. 자기소개서 관련 증빙서류 목록

   ▶ 자기소개서 내용 중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아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반

드시 아래의 증빙서류 목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 증빙서류 목록은 10개 이내로 작성이 가능하고, 각 번호당 증빙서류는 A4용지 5쪽 이내로 분

량이 제한됩니다.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거나 초과한 분량은 제출서류로 인정되지 않으며, 별

도의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13학년도 서울대 증빙서류 목차 양식 안내 중 일부)

○ 모든 대입전형에서 학생부, 자소서 및 추천서 이외의 제출서류는 학생부

에 기록된 내용을 증명․보완하는 서류로 한정(※ 단, 학생부에 기록할 

수 있는 내용을 지금보다 확대)

※ (이미 시행 중인 사례) : 연세대 학교생활우수자 트랙전형, 중앙대 다빈치 전형 등

■ 평가방법 및 평가요소

   4. 서류평가 :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함

                - 비교과 영역은 학생부에 기록되어있는 내용만 평가에 반영함 (※학생부에 기재

되어있지 않은 비교과에 관련 증빙자료 및 기타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5. 서류평가 미반영 항목

      - 국내고 재학 중 취득한 AP, SAT 성적

      - 사설기관과 연계된 해외봉사활동 및 리더십프로그램 등

      - 고등학교 진학 전의 교과 및 비교과 자료

(2013학년도 연세대 학교생활우수자 트랙전형 모집요강 내용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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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야 할 독소 조항 3]  

 수시전형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수시전형에서 차지하는 수능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단계적으로 전형요소에 제외

○ 우선 2015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사실상 수능성적 위주로 선발하는 논술전

형의 수능우선선발을 폐지하고, 입학사정관전형의 경우 수능최저기준을 

반영에서 제외

- 서울의 주요 대학은 논술 실력보다 사실상 수능성적이 당락에 결정적 영향

을 미치는 수능우선선발을 통해 논술전형으로 뽑는 인원의 30~70%를 선발

※ 2013학년도 논술전형에서 수능우선선발이 요구하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한 수

험생의 비율이 고려대 11%(6만명 응시), 한양대 7%(4만7천명 응시), 서울시립대

3%(2만4천명 응시) 등에 불과하여, 나머지는 논술 실력과 상관없이 우선선발 대상

에서 탈락(자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강은희 국회의원실)(☞참고자료 3)

【 2014학년도 주요 대학 논술전형 수능우선선발 현황 】

우선선발 비중 우선선발인원/논술전체인원 우선선발인원/수시전체인원(비율)

경희대 30% 375/1,250 375/3,032(12.4%)

고려대 70% 956/1,366 956/3,035(31.5%)

서강대 70% 375/ 536 375/1,202(31.2%)

서울시립대 우선선발이 없어서 제외

성균관대 70% 900/1,285 900/2,962(30.4%)

연세대 70% 583/833 583/2,705(21.6%)

이화여대 40% 268/670 268/1,911(14.0%)

중앙대 60% 517/861 517/2,596(19.9%)

한국외대 60% 415/692 415/2,180(19.1%)

한양대 60% 504/840 504/2,341(21.5%)

- 논술전형뿐만 아니라 수시의 다른 전형에서도 수능성적은 최저학력기준 형태

로 광범위하게 반영되고 있는 실정

※ 2014학년도 대입전형에서 수능성적을 반영하는 전형 비율 : 연세대 83.7%, 고려대

73.7%, 서강대 69.9%, 경희대 60.4% 등

○ 수시의 다른 전형에서도 수능최저기준을 완화하고, 2017학년도부터 수능

성적을 수시전형에서 완전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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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해야 할 조항 1]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학교교육의 변화를 유도하고 대학교육의 적격자 선발을 

실현하기 위한 ‘학생부(교과) 심층평가전형’ 도입

○ ‘학생부(교과) 심층평가전형’을 2015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시범 도입하여 점차 

수시의 핵심전형으로 확대

- 수능과 내신의 점수 위주 선발을 극복하기 위한 그동안의 대입전형 개선은 긍

정적 측면이 존재하지만, 논술고사와 같은 학교 밖 시험과 입학사정관제 등을 

통해 비교과 영역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부작용이 큰 상황

- 결과적으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학교교육 변화의 가장 중요한 영역인 정

규 수업과 평가,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하는 기록의 변화를 유도하는데 실패

(윗부분 생략) 흔히 ‘성적 위주 선발’을 비판한다. 하지만 서구 선진국 가운데 대입 전형에서 비

교과 활동을 반영하는 경우는 미국과 영국밖에 없다. 독일·프랑스·스웨덴·핀란드 등 대부분이 

성적(대학입시 성적과 내신 성적)만으로 선발한다. 캐나다의 일부 대학에서 자기소개서(에세이)를 

요구하거나 프랑스의 일부 그랑제콜에서 추천서를 요구하는 등 부분적인 예외가 있을 뿐이다. 

성적만으로 선발해도 선진 교육 하는데 지장이 없다. 즉 한국 교육 문제의 요체는 ‘성적순 선발’

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중략) 문제는 성적을 매기는 기준이 편협하다는 

점이다. ‘정답 찾기’에만 집중해 다양한 역량을 키우도록 유도하지 못한다. 학생들은 임진왜란을 

초·중·고 시절에 세 번 배우지만 한 번도 난중일기를 읽어보지 않는다. 난중일기를 읽어오라는 

숙제도 없고, 수업시간에 이에 대한 토론도 없고, 시험시간에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짜낼 필요

도 없다. 이러다 보니 학업 흥미도가 세계 최저 수준이고, 지식 교육과 인성 교육이 분리되며, 쓰

기·말하기 등의 핵심 역량이 미비한 채로 성인이 된다. (중략) 

입학사정관제는 이러한 교과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거의 효과가 없다. 한마디로 변죽 울

리는 제도다.        

(2013년 1월 중일일보 이범 칼럼 ‘입학사정관제 축소 필요한가?’에서 인용)

- 따라서 학교에서 수업과 연계하여 실시한 논/서술형평가, 수행평가 등의 

포트폴리오와 교사의 서술적 기록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학생부(교과) 심

층평가전형’을 도입하여 학교교육의 실질적 변화를 견인

※ (주요 전형요소) : 학생부 교과성적 + 교과 담당교사의 서술적기록(학생부 및 추천서) +

학생이 학교에서 작성한 실제 논/서술형평가․수행평가 자료 + 확인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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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활동(글쓰기, 토론, 실험 등)을 직접 관찰․평가하여, 인터넷

대행 사이트, 학원 등의 대리 작성 가능성 및 사교육 부담 차단

- 2015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시범 도입하고, 점차 확대하여 논술전형이 폐지

되는 2017학년도부터는 수시전형의 핵심전형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

※ (관련 정책 예시) : 교사의 수업과 평가 자율권 확대, 학생의 과목선택권 보장, 교과

교실제 정착, 각 대학의 입학전형 계획 및 결과의 중등교육 영향평가제 도입 등

【 학생부(교과) 심층평가전형 】

전형명칭 전형요소 활용

학생부(교과) 심층평가

전형

학생부 교과 성적
최소 자격기준

(ex. 2~3배수 선발)

교과 담당 교사의 서술적 기록

(학생부 및 추천서)

최종 합격자 선발학생이 학교에서 실제 작성한 

논/서술형, 수행평가 자료

제출서류를 토대로 한 확인면접

우리의 요구

우리는 이상과 같이, 2015년부터 부분적으로 도입이 시작되는 대학 입시 전형 단순화 방안과

관련해서, 빼야할 독소 조항 3개와 보완해야 할 새로운 조항 1개를 제시했습니다. 빼야할 부

분은 학생과 학부모 고통이 심각해서 그동안 꾸준하게 문제가 되어 왔던 부분(▲논술고사

등 대학별 고사 단계적 폐지, ▲모든 대입 전형에서 사교육 유발하는 스펙 제외, ▲수시에서

수능 영향력 최소화 및 단계적 폐지 등)이며, 보완해야 할 일은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중

요한 과제(▲학생부 심층 평가 전형 도입)입니다.

이것은 우리 단체가 제시하는 특수한 주장이 아니라, 학생 학부모들이 고통을 호소해왔고,

또 우리 교육의 발전을 위해 마땅히 필요한 최소한의 사회적 국민적 요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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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지금까지 대학들의 행태에 비추어 볼 때, 이런 상식적 요구에 대해 일부 상위권 대

학들은 반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는 명분이 없습니다. 현재의 논술고사 상당 부분

은 더 이상 논술고사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논술고사라는 이름의 사실상 수능

우선 선발로 뽑는 제도로 전락되었으며, 대입 전형에서 요구하는 각종 스펙 자료는 사교

육 부담을 촉발시켜 대다수 학생들과 부모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요

구는 많은 것을 뜯어고치자는 것이 아니라,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몇가지 부분에서 최소

한의 것만이라도 제대로 손을 대서 아이들의 고통을 다소 줄여보자는 데 그 뜻이 있습니

다. 그런데 만일 대학이 이런 요구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또한 정부가 대학의 명분 없

는 입장을 크게 의식해서, 국민들의 여망을 거스른 채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국민들을 위한 정부, 학생들을 위한 교육부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8월 말까지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 예고했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물론 우리는 정부가 우리가 제시하는 최소한의 요구에 머물지 않고 국민들의 여

망에 부응하는 더대담하고 시원한 대책을발표하길 기대합니다. 그러나그것이전에이 국민

적 요구만큼은적극적으로 응답함으로그래도 이정부가 이해 당사자들의영향력에휘둘리지

않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고통에 응답하려는 진성성이 어느 정도는 있구나, 그런 국민적 신

뢰를 얻기 바랍니다. 국민의 요구를경청하는 정부인지,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을 의식하는 정

부인지는 이번 8월 말 정부의 발표 내용을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정부의 발

표가 있기까지, 정부가 우리의 대안을 수용하도록 구체적인 운동을 시작할것입니다. 물론 정

부가 더 좋은 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면, 협력할 부분은 협력해야할 것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정부의 발표를 수동적으

로 지켜볼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시작해야할 것입니

다. 우리 단체는 이와 관련해서 정부의 대책 마련 과정에서 심각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나타날 때에 국민들이 참여해서 문제를 해결할 대책 및 일정을 추후에 발표할 것입니다.



- 15 -

참고 1   논술전형 현황(2013~2014학년도) 및 문항분석 자료

<표 1> 2014학년도 주요 대학 논술전형 현황

전형명(모집계열) 논술모집인원 논술인원/수시인원 (비율)

* 경희대 논술우수자전형 1,250 1,250 / 3,032 (41.2%)

고려대 일반전형 1,366 1,366 / 3,035 (45.0%)

서강대 일반전형 536 536 / 1,227(43.7%)

서울시립대 논술전형 411 411 / 1,030(39.9%)

성균관대 일반학생 1,285 1,285 / 2,962 (43.4%)

연세대 일반전형 833 833 / 2,705(30.8%)

이화여대 일반전형 670 670/ 1,911 (35.1%)

중앙대 논술우수자(일반전형) 861 861 / 2,596(33.2%)

* 한국외대 일반전형 692 692 / 2,180 (31.8%)

한양대
일반우수자 840

985 / 2,341 (42.1%)
글로벌한양 145

* 경희대 국제(캠), 한국외대 글로벌(캠) 포함 : 나머지 학교는 지방 캠퍼스 제외

* 서울대 정시 논술 제외

<표 2> 2013학년도 vs 2014학년도 전체 수시인원 대비 논술인원 선발 비중

대학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

시립대

성균

관대
연세대

이화

여대
중앙대

한국

외대
한양대 평균

2013(%) 45.9 47.4 44.8 24.6 44.8 43.2 25.9 37.7 43.4 50.6 40.83

2014(%) 41.2 45.0 43.7 39.9 43.4 30.8 35.1 33.2 31.8 42.1 38.62

증감 -4.7 -2.4 -1.1 +15.3 -1.4 -12.4 +9.2 -4.5 -11.6 -8.5 -2.21

<해설> 논술 중심 전형은 뽑는 인원도 최다이지만 매년 최대 경쟁률을 기록하는 전형. 논술 중심 전형은 소위 

‘로또전형’이라고 불릴 정도로, 내신 성적이 안 좋고 수능 결과에 대한 확신이 없는 학생들이 논술로 역전이 가

능할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몰려들고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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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013학년도 주요 대학 논술전형 모집인원과 최근 3년 동안의 경쟁률

대학명 전형 유형 학년도 모집 인원 지원자 경쟁률

경희대(서울) 일반 학생(2차)

2013 700 28,075 40.1

2012 700 44,136 63.1

2011 794 23,764 29.9

고려대 일반 학생

2013 1,366 59,892 43.8

2012 1,386 74,354 53.7

2011 1,436 68,636 47.8

서강대 일반 학생

2013 541 23,645 43.7

2012 560 39,721 70.9

2011 413 30,229 73.2

서울시립대 일반 전형

2013 252 24,539 97.4

2012 252 31,179 123.7

2011 282 8,245 29.2

성균관대 일반 학생(2차)

2013 1,201 59,233 49.3

2012 1,093 71,667 65.6

2011 1,220 66,575 54.6

연세대 일반 학생

2013 1,154 37,770 32.7

2012 833 50,627 60.8

2011 1,150 41,600 36.2

이화여대 일반 학생(1차)

2013 500 10,320 20.6

2012 560 20,936 37.4

2011 600 16,770 28.0

중앙대 일반 학생

2013 972 44,468 45.7

2012 658 57,753 87.8

2011 722 62,894 87.1

한국외대

(서울)
일반 학생

2013 382 17,983 47.1

2012 437 23,573 53.9

2011 195 2,299 11.8

한양대 일반 학생

2013 820 56,270 68.6

2012 850 73,874 86.9

2011 965 57,559 59.7

 [출처] <유성룡의 입시분석> ‘2013 수시모집, 논술 전형의 지원 경쟁률 여전히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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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논술 전형

수학

대학수준

문항수

과학 대학 수준 문항수
총

문항수

출제

비율

(%)물리 화학 생물
지구

과학

건국대 수시 논술우수자전형 1/3 0/2 0/2 0/1 - 1/8 12.5

경희대
수시2차 일반학생전형(토) 1/4 0/2 0/2 1/2 -

2/19 10.5
수시2차 일반학생전형(일) 0/3 0/2 0/2 0/2 -

고려대
수시 일반전형(자연계A) 3/4 0/4 4/5 1/4 2/4

27/40 67.5
수시 일반전형(자연계B) 4/4 3/4 5/5 5/6 -

동국대 수시2차 논술우수자전형 0/2 0/1 - 0/1 - 0/4 0

서강대

수시1차 일반논술전형

(화공생명/컴퓨터공/기계공)
4/9 - - - -

9/18 50.0
수시1차 일반논술전형

(자연과학/전자공학)
5/9 - - - -

서울

시립대

수시 일반전형(자연계열 A) 1/11 - - - -
7/21 33.3

수시 일반전형(자연계열 B) 6/10 - - - -

성균관대 수시2차 일반학생전형 3/5 0/2 1/3 1/3 - 5/13 38.5

숙명여대 수시2차 논술우수자전형 0/4 - - - - 0/4 0

연세대 수시 일반전형 4/4 0/2 1/1 2/2 0/1 7/10 70.0

이화여대 수시 일반전형 1/9 - - - - 1/9 11.1

중앙대
수시 논술형 (자연 Ⅰ) 0/4 - - 0/1 -

1/10 10.0
수시 논술형 (자연 Ⅱ) 0/3 - - 1/2 -

한양대
수시2차 일반우수자(오전) 1/8 - - - -

2/15 13.3
수시2차 일반우수자(오후) 1/7 - - - -

홍익대 수시1차 일반전형 6/11 - - - - 6/11 54.5

총문항수 41/114 3/19 11/20 11/24 2/5
68/182 37.4

비율% 36.0 15.8 55.0 45.8 40.0

<표 4> 2013학년도 주요 대학 자연계 논술전형 중 대학과정 출제 문항수 및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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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서울 주요 대학 특기자전형 현황 및 전형 주요사항

<표 5> 2014학년도 주요 대학 특기자전형 현황

전형명(모집계열) 특기자모집인원 특기자인원 / 수시인원 (비율)

경희대 글로벌∙과학인재 100 100 / 3,032 (3.3%)

고려대
국제 300

690 / 3,035 (22.7%)
과학 270

서강대
알바트로스 150

246 / 1,227 (20.0%)
Art&Technology 25

서울대 일반전형 1,838 1,838 / 2,816(65.3%) 

성균관대
특기자 338

494/ 2,962 (16.7%)

과학인재 156

연세대 특기자전형 882 882 / 2,705 (32.6%)

이화여대

글로벌인재, 과학인재 180/120

475 / 1,911(24.9%)특별전형-어학우수자 95

특별전형-국제학부 80

중앙대
과학인재 150

384 / 2,596 (14.8%)
글로벌리더 234

한국외대 글로벌리더 350 350 / 2,180(16.1%)

한양대

재능우수자 55

350 / 2,341(15.0%)한양우수과학인 150

글로벌 한양 145

<표 6> 2013학년도/2014학년도 전체 수시인원 대비 특기자전형 선발 비중

대학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

시립대

성균

관대
연세대

이화

여대
중앙대

한국

외대
한양대 평균

2013(%) 4.1 22.6 15.8 69.9 4.4 20.4 20.2 21.2 17.9 18.8 21.9 21.56

2014(%) 3.3 22.7 20.0 65.3 0 16.7 32.6 24.9 14.8 16.1 15.0 21.04

증감 -0.8 0.1 4.2 -4.6 -4.4 -3.7 12.4 3.7 -3.1 -2.7 -6.9 -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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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2014학년도 주요 11개 대학 특기자전형 전형방법

전형명(모집계열)
전형방법

1단계 2단계

경희대 글로벌과학인재 서류(100%)

고려대

국제 서류(100%) 3~5배수 선발 1단계 성적(70%) + 심층면접(30%)

과학 서류(100%) 3~5배수 선발 1단계 성적(60%) + 심층면접(40%)

OKU미래인재 서류(100%) 5배수 선발
서류 (50%) + 면접(30%) + 기타

(20%)

서강대

알바트로스(인문) 영어에세이(100%) 2배수 선발 1단계 성적(80%) + 서류(20%)

알바트로스(자연) 서류(100%) 2배수 선발 1단계 성적(60%) + 면접(40%)

서울대 일반전형 서류(100%) 1.5~3배수 선발
종합평가(100%): 서류평가 + 면접/

구술고사

성균관대

특기자(인문) (일괄합산) 학생부(교과)(40%) + 서류(60%)

특기자(자연) (일괄합산) 논술(40%) + 서류(60%)

연세대 특기자
서류(100%) 30% 내외 우선선발 후, 일정

배수 선발

1단계 성적(60%) + 수학/과학 구술

시험(40%)

이화여대

미래인재
학생부(20%) + 서류 (80%) 3.5배수 내외

선발
1단계 성적(70%) + 면접 (30%)

특별전형 서류(100%) 3.5배수 내외 선발 서류 (60%) + 면접(40%)

중앙대

과학인재 서류(60%)+ 수리과학능력평가 (40%)

글로벌리더
우선: 영어에세이(30%) 혹은 해당 외국어 에세이(30%) + 서류 (70%)

일반: 영어에세이(50%) 혹은 해당 외국어 에세이(50%) + 서류 (50%)

한국외대 글로벌리더
영어, 외국어: 어학시험변환점수(30%) + 영어 혹은 외국어 에세이 (70%)

교육과정연계: 학생부 (30%) + 영어 에세이 (70%)

한양대

글로벌한양 (일괄합산) 공인어학성적(50%) + 논술(50%)

한양우수과학인 학생부(교과)(20%) + 서류평가(20%) + 수리사고평가(60%)

재능우수자
전모집단위: 서류(100%, 대회 입상실적)

국제학부: 서류(50%)+ 영어 에세이

전모집단위: 1단계 성적(20%)+ 학생

부(30%)+ 면접(50%)

국제학부: 1단계 성적(50%)+ 면접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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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명 제출서류 항목

건국대 국제화 - 공인외국어성적표

경희대 특기자 - 공인영어성적표

고려대

국제
- 외국어에 관한 성취를 입증하는 자료

- 최대 5개 활동분야로 구성, 각 분야별 제출서류는 최대 3개 이내로 제한

과학
- 수학 또는 과학 관련 활동 실적 증빙서류( 최대 5개 활동분야로 구성중 분야별 최대 3

개 이내로 제한)

동국대
전공재능우수자

(어학재능)
- 해당 외국어 정기시험

서강대

알바트로스(인문) - 공인외국어성적

알바트로스(자연) - 우수성 관련 자료(자료목록표 포함)

서울대 일반전형 - 각종 증빙서류

서울시립대 글로벌리더
- 외국어성적증명서 또는 한자자격증

- 특시성적 증명서

성균관대

특기자(인문) - 공인어학성적표

특기자(자연) - 수학/과학 부문 영재성 입증 자료

숙명여대 외국어우수자 - 공인외국어 성적표

연세대

UD/ASD/TAD - 기타서류 목록표

과학인재

- 올림피아드 상장 혹은 수료증(지원자격2에 해당하는 경우)

- 과학인재로서의 성장 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는 원본 입증자료, 기타서류목록표 5가지 

이내 제출(지원자격3에 해당하는 경우)

이화여대

인문계열 - 공인외국어시험성적

국제학부

- 공인영어시험성적

- 수상 및 활동실적(국제학부에서의 수학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수상실적, 인증서, 연수 

및 활동실적 등)

중앙대

글로벌리더(유형1) - 공인어학시험성적표

과학인재

- 과학관련 교내외 수상실적(국내외 올림피아드 수상실적 포함)

- 겨울학교 입교자 증빙서류(물리, 화학 올림피아드 해당자)

- 1차 국가대표 후보 교육대상자 증빙서류(생물 올림피아드)

한국외대 글로벌리더 - FLEX, TOEFL, TOEIC, TEPS 성적표 및 경시대회 상장 사본

한양대

글로벌한양 - 공인어학성적표

한양우수과학인 -

<표 8> 2013학년도 주요 대학 특기자전형의 제출서류



- 21 -

모집단위

논술전형선발인원 논술전형지원현황
우선선발

통과자수
우선선발

정원

일반대

상
정원 지원자수

지원

경쟁률

경영대학 73 48 121 4,946 40.88 599

국어국문학과 13 9 22 1,111 50.50 204

철학과 10 6 16 819 51.19 114

한국사학과 5 4 9 348 38.67 59

사학과 11 7 18 839 46.61 129

심리학과 10 6 16 1,304 81.50 258

사회학과 15 10 25 1,935 77.40 431

한문학과 5 4 9 354 39.33 24

영어영문학과 21 14 35 1,821 52.03 471

독어독문학과 10 6 16 760 47.50 149

불어불문학과 10 6 16 769 48.06 144

중어중문학과 10 6 16 781 48.81 165

노어노문학과 10 6 16 765 47.81 133

일어일문학과 10 6 16 692 43.25 95

서어서문학과 10 6 16 802 50.13 159

언어학과 8 5 13 613 47.15 99

생명과학부 22 15 37 1,388 37.51 44

생명공학부 24 16 40 1,551 38.78 53

환경생태공학부 15 10 25 746 29.84 20

식품자원경제학과 12 8 20 1,272 63.60 296

식품공학과 11 7 18 553 30.72 14

정치외교학과 18 12 30 1,298 43.27 106

경제학과 26 18 44 1,627 36.98 184

통계학과 16 11 27 1,004 37.19 84

행정학과 18 12 30 1,137 37.90 92

수학과 10 7 17 1,249 73.47 100

물리학과 10 7 17 632 37.18 22

화학과 10 7 17 916 53.88 32

지구환경과학과 8 5 13 449 34.54 11

화공생명공학과 18 12 30 2,070 69.00 116

신소재공학부 29 20 49 2,439 49.78 102

건축사회환경공학부 21 14 35 1,095 31.29 28

건축학과 9 6 15 618 41.20 18

기계공학부 30 20 50 2,537 50.74 122

참고 3   논술전형 수능우선선발 최저기준 통과자 현황(예시)

<표 9> 2013학년도 고려대 수능우선선발 수능최저기준 통과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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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영공학부 12 8 20 1,172 58.60 48

전기전자전파공학부 40 26 66 2,982 45.18 163

의과대학 17 11 28 3,098 110.64 626

교육학과 10 7 17 813 47.82 163

국어교육과 10 6 16 578 36.13 97

영어교육과 12 8 20 780 39.00 195

지리교육과 8 5 13 504 38.77 67

역사교육과 7 4 11 382 34.73 45

가정교육과 8 5 13 178 13.69 　

수학교육과 8 6 14 729 52.07 58

컴퓨터교육과 7 4 11 194 17.64 1

간호대학 14 9 23 422 18.35 3

정보통신대학 23 15 38 1,044 27.47 33

임상병리학과 9 6 15 303 20.20 2

방사선학과 9 6 15 222 14.80 　

물리치료학과 9 6 15 214 14.27 　

치기공학과 9 6 15 223 14.87 　

보건행정학과 9 6 15 697 46.47 87

식품영양학과 9 6 15 254 16.93 3

환경보건학과 9 6 15 233 15.53 　

생체의공학과 8 6 14 299 21.36 6

미디어학부 16 11 27 2,001 74.11 484

자유전공학부 22 14 36 1,328 36.89 118

총합계 823 543 1,366 59,890 43.84 6,876

계열 학과

선발인원 지원현황 우선선발

최저요건

지원자 수

일반선
발

우선선
발 계 지원인원 경쟁률

상

경

계

경영학부 39 58 97 5996 61.81 1177

경제금융학부 10 15 25 1563 62.52 284

정보시스템학과(상경) 6 7 13 507 39.00 70

파이낸스경영학과 6 9 15 886 59.07 123

상경계 요약 61 89 150 8952 59.68 1654

간호학전공(인문) 2 1 3 191 63.67 13

건축학부(인문) 4 4 8 493 61.63 45

관광학부 2 3 5 420 84.00 22

인

문

계

교육공학과 2 2 4 244 61.00 13

교육학과 2 2 4 276 69.00 34

국어교육과 2 2 4 304 76.00 29

<표 10> 2013학년도 한양대 수능우선선발 수능최저기준 통과자 현황



- 23 -

국어국문학과 6 7 13 1196 92.00 102

독어독문학과 4 4 8 685 85.63 37

사학과 4 5 9 764 84.89 50

사회과학부 25 37 62 7273 117.31 867

식품영양학과(인문) 2 3 5 322 64.40 13

실내건축디자인학과(인문) 4 5 9 663 73.67 35

영어교육과 1 1 2 143 71.50 24

영어영문학과 4 6 10 950 95.00 107

의류학과(인문) 4 6 10 703 70.30 37

정책학과 18 26 44 2209 50.20 183

중어중문학과 8 10 18 1514 84.11 123

철학과 2 3 5 429 85.80 30

인문계 요약 96 127 223 18779 84.21 1764

자

연

계

간호학전공(자연) 8 1 9 320 35.56 3

건설환경공학과 14 6 20 688 34.40 18

건축공학부 13 7 20 712 35.60 21

건축학부(자연) 8 10 18 864 48.00 38

기계공학부 16 23 39 3598 92.26 291

도시공학과 10 10 20 781 39.05 31

물리학과 8 12 20 587 29.35 24

미래자동차공학과 4 4 8 497 62.13 21

산업공학과 8 10 18 1159 64.39 88

생명과학과 9 13 22 1382 62.82 76

소프트웨어전공 2 3 5 361 72.20 18

수학과 9 13 22 1256 57.09 107

수학교육과 1 1 2 263 131.50 27

식품영양학과(자연) 10 　 10 351 35.10 3

신소재공학부 9 13 22 1948 88.55 163

실내건축디자인학과(자연) 5 　 5 194 38.80 3

에너지공학과 4 4 8 477 59.63 22

원자력공학과 8 10 18 687 38.17 26

유기나노공학과 4 1 5 270 54.00 10

융합전자공학부 16 14 30 1574 52.47 65

의류학과(자연) 5 　 5 175 35.00 2

의예과 17 　 17 3017 177.47 　

자원환경공학과 11 2 13 513 39.46 17

전기·생체공학부 10 15 25 1430 57.20 100

컴퓨터전공 10 15 25 1348 53.92 62

화공생명공학부 7 10 17 2728 160.47 302

화학과 10 14 24 1353 56.38 73

자연계 요약 236 211 447 28533 63.8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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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명 모집단위

논술전형  선발인원 논술전형  지원현황
우선선발 

최저요건 

통과 

지원자수

우선

선발

일반

선발
계

지원

인원
경쟁률

서울

시립대

계 154 98 252  24,534  　 683  

행정학과 7 5 12 1275 106.25 : 1 49

국제관계학과 4 2 6 700 116.67 : 1 14

경제학부 8 6 14 1373 98.07 : 1 34

사회복지학과 4 2 6 550 91.67 : 1 4

세무학과 6 4 10 1150 115.00 : 1 120

경영학부 19 13 32 3375 105.47 : 1 90

영어영문학과 3 2 5 519 103.80 : 1 12

국어국문학과 2 2 4 431 107.75 : 1 6

국사학과 2 2 4 356 89.00 : 1 4

철학과 2 2 4 360 90.00 : 1 2

중국어문화학과 2 1 3 269 89.67 : 1 3

도시행정학과 4 2 6 593 98.83 : 1 45

도시사회학과 4 2 6 572 95.33 : 1 14

자유전공학부 6 4 10 1001 100.10 : 1 21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 14 9 23 2280 99.13 : 1 60

화학공학과 5 3 8 1491 186.38 : 1 35

기계정보공학과 4 2 6 869 144.83 : 1 21

신소재공학과 4 2 6 903 150.50 : 1 14

토목공학과 4 2 6 276 46.00 : 1 4

컴퓨터과학부 5 4 9 584 64.89 : 1 9

수학과 4 2 6 653 108.83 : 1 25

통계학과 3 2 5 770 154.00 : 1 23

물리학과 5 3 8 337 42.13 : 1 10

생명과학과 4 2 6 997 166.17 : 1 16

환경원예학과 3 2 5 187 37.40 : 1 2

건축학부(건축공학전공) 4 2 6 278 46.33 : 1 4

건축학부(건축학전공) 4 2 6 515 85.83 : 1 7

도시공학과 3 2 5 604 120.80 : 1 16

교통공학과 2 2 4 170 42.50 : 1 4

조경학과 3 2 5 229 45.80 : 1 2

환경공학부 7 4 11 651 59.18 : 1 10

공간정보공학과 3 2 5 216 43.20 : 1 3

<표 11> 2013학년도 서울시립대 수능우선선발 수능최저기준 통과자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