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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소개 – 윤상형

 영동고등학교 교사

 서울시교육청 대학진학지도지원단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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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자수대비대학모집인원

학년도 출생자수 대학모집정원 수능응시자수

2015 695,825명 611,463명 594,835명

2016 (졸업생) 678,402명 584,489명 585,332명

2017 (고3) 642,972명 570,602명 560,000명

2018 (고2) 616,322명 550,000명 530,037명

2019 (고1) 636,780명 520,000명 547,631명

2020 (중3) 554,895명 490,000명 477,210명

2021 (중2) 492,111명 450,000명 423,2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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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입전형주요일정 (수시)

구 분 내 용

수시 학생부작성 기준일 2016년 8월 31일(월)

원서접수 2016년 9월 12일(월)~9월 21일(수)  (3일 이상)

전형기간 2016년 9월 12일(월)~12월 14일(수) <94일간>

합격자 발표 2016년 12월 16일(금) 까지

등록기간 2016년 12월 19일(월)~12월 21일(수) <3일간>

미등록충원 합격 통보마감 2016년 12월 28일(수)  21시까지

미등록충원 등록 마감 2016년 12월 29일(목)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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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대입전형별모집인원

구분 전형유형 2017 대입 2016 대입 증 감

수시

학생부(교과) 141,292명(39.7%) 140,181명(38.4%) 1,111명

학생부(종합) 72,101명(20.3%) 67,631명(18.5%) 4,470명

논술 위주 14,861명(4.2%) 15,349명(4.2%) -488명

실기 위주 17,942명(5.0%) 17,118명(4.7%) 824명

기타 2,473명(0.7%) 3,469명(0.9%) -996명

소 계 248,669명(69.9%) 243,748명(66.7%) 4,921명

정시

수능 위주 93,643명(26.3%) 105,304명(28.8%) -11,661명

실기 위주 12,280명(3.5%) 14,365명(3.9%) -2,085명

학생부(교과) 437명(0.1%) 434명(0.1%) 3명

학생부(종합) 671명(0.2%) 1,412명(0.4%) -741명

기타 45명(0.0%) 46명(0%) -1명

소 계 107,076명(30.1%) 121,561명(33.8%) -14,485명

합 계 355,745명 365,309명 -9,56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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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모집인원과 15개대학모집인원비교

전국 대학 전형별 모집인원 비율 (총 355,745명)

총 모집인원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실기 정시(수능) 기타

355,745명 141,292명 72,101명 14,846명 17,942명 93,643명 15,921명

100% 39.7% 20.3% 4.2% 5.0% 26.3% 4.5%

서울 상위 15개 대학 전형별 모집비율 (총 46,376명)

총 모집인원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실기 정시(수능) 기타

46,376명 3,825명 13,367명 8,488명 3,469명 12,993명 916명

100% 8.2% 34.2% 18.2% 7.4% 29.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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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주요대학유형별모집인원

대학 교과 비율 종합 비율 논술 비율 실/특 비율 수능 비율 전체합

서울대 0 0.0% 2,571 77.5% 0 0.0% 0 0.0% 729 22.0% 3,318

연세대 257 7.1% 686 19.0% 683 18.9% 978 27.1% 919 25.5% 3,607

고려대 635 15.7% 724 17.9% 1,040 25.7% 598 14.8% 1,045 25.9% 4,042

서강대 0 0.0% 653 38.1% 364 21.2% 144 8.4% 554 32.3% 1,715

성균관대 0 0.0% 1,347 36.9% 1,159 31.7% 100 2.7% 1,045 28.6% 3,651

한양대 318 10.0% 1,229 38.6% 432 13.6% 224 7.0% 842 26.5% 3,181

이화여대 450 14.1% 665 20.8% 555 17.4% 453 14.2% 773 24.2% 3,190

중앙대 363 9.7% 1,551 41.5% 836 22.4% 72 1.9% 806 21.6% 3,735

경희대 0 0.0% 2,189 43.2% 920 18.1% 423 8.3% 1,276 25.2% 5,070

한국외대 176 10.0% 396 22.5% 450 25.6% 100 5.7% 637 36.2% 1,759

서울시립대 170 9.3% 624 34.3% 188 10.3% 0 0.0% 774 42.5% 1,821

건국대 0 0.0% 1,244 38.7% 484 15.0% 50 1.6% 1,202 37.4% 3,217

동국대 380 12.9% 772 26.2% 489 16.6% 138 4.7% 1,169 39.7% 2,948

홍익대 790 28.4% 459 16.5% 496 17.9% 0 0.0% 1,033 37.2% 2,778

숙명여대 286 12.1% 528 22.3% 337 14.2% 171 7.2% 896 37.8% 2,373

합계 3825 8.2% 15638 33.7% 8433 18.2% 3451 7.4% 13700 29.5% 46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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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입수시전형의특징

(1) 전체모집인원은감소했지만, 수시비중높아짐

(2) 학생부중심의전형의비중여전히높음. 

특히학생부종합전형이높아짐 (4,470명증가)

(3) 논술전형및적성시험전형의모집인원감소

(4) 많은대학들이미등록충원을적극적으로실시함

(5) 수능최저학력기준완화및폐지지속, 수능한국사필수지정

(6) 핵심전형요소중심의대입전형체계유지-전형유형간소화

(7) 대학별고사고교교육과정범위내출제경향지속

(8) 수시의대모집인원증가 (1,327     1,479명) 

(9) 프라임사업의영향으로인한입시변화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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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사업은대입에어떤영향을줄까?

(1) 프라임사업이란?

-사회필요인력과진출인력의균형을맞추기위한대학의학과

및정원구조조정사업,

-총 5,351명의정원조정 (인문,예체,자연축소, 공학계열확대)

-프라임사업신설학과에각종장학혜택, 특성화학과성장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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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사업선정대학(대형)

대학명 주요 중점 분야 정원이동규모(명)

건국대 바이오(농수산 6차 산업, 의생명), ICT융합, 미래에너지 521

경운대 항공(서비스, 기계, 무인기) 262

동의대 기계･자동차･IT융합, 신소재 485

숙명여대 ICT 융합공학, S/W, 기계시스템 250

순천향대 의료 융복합 웰니스, 빅데이터, 문화 콘텐츠 369

영남대 지능형 로봇, 미래 자동차, 융복합 소재, 화학 317

원광대 농생명, 스마트 기계, 디지털콘텐츠공학 535

인제대 의생명 헬스케어, 미래 에너지, 디자인 엔지니어링 420

한양대(ERICA) S/W융합, 나노광전자학, 화학분자공학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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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사업선정대학(소형)

권역 대학명 주요 중점 분야 정원이동규모(명)

수도권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 서비스디자인공학, 바이오에너지 265

이화여대 바이오헬스, S/W, 미래사회공학 193

대경‧강원권

경북대 글로벌S/W융합 100

대구한의대 화장품, 제약공학 170

한동대 ICT융복합(창업) 70

동남권
동명대 조선해양시스템, 스마트모바일, 기계공학 110

신라대 지능형 자동차, 융합기계 202

충청권
건양대 기업S/W, 의약바이오, 재난안전 170

상명대(천안) 시스템반도체, 지능형 로봇, 태양광 273

호남‧제주권

군산대 해양, 운송, 융합기술창업, 공간디자인 142

동신대 에너지신산업, 전기차 145

호남대 미래형 자동차, 전기공학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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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유형별지원자대비합격률

2016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분석자료

계열 전형유형

합격자

인원 지원자 대비 합격비율

2016 2015 2016 2015

인문

교과 2,522 2,655 24.5% 25.5%

논술 1,020 1,435 3.3% 4.1%

면접 1,181 1,546 28.8% 24.0%

적성 345 475 8.0% 7.3%

종합 2,285 2,198 15.2% 14.5%

인문 소계 7,353 8,309 11.4% 11.3%

자연

교과 2,040 2,651 22.3% 24.6%

논술 1,183 1,734 3.9% 5.3%

면접 700 1,278 25.7% 21.8%

적성 258 508 6.5% 5.9%

종합 1,769 1,812 15.5% 14.9%

자연 소계 5,950 7,983 10.3% 11.3%

합계 13,303 16,292 10.9%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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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종합전형의특징

(1) 학생부교과외에다양한능력과잠재력, 자질등을고

려하여대학의 건학이념과모집단위별특성에맞는학

생을선발하는전형

(2) 학생부를포함한종합적서류평가와면접을통해선발

하는것이일반적임 (단계별전형)

(3) 활용서류 :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활동증빙서류

(4)  학과별선호도의차이에따라학과경쟁률의차이가나기도함

(5) 모집인원이확대되었기때문에관심을많이가져야함

-서울, 경인지역중상위권대학에서가장많은인원선발

-전체모집인원 20.3%, 주요 15개대학기준 30.3% 선발



2016-08-15 14

마스터제목스타일편집

마스터텍스트스타일을편집합
니다
둘째 수준
셋째 수준
넷째 수준
다섯째 수준

2016-08-15 142016-08-15 14

마스터제목스타일편집

2016-08-15 14

희망의 교육, 모두가 행복한 혁신 미래교육

학생부종합전형전형유형

전형 방법 대학

학생부 종합평가 100 경기대[KGU 2], 한양대(서울)

단계별
전형

[1단계] 서류 100 (일정 배수)
(2단계] 1단계 + 면접

대다수 대학

[1단계] 서류 100 (일정 배수)
(2단계] 면접 100

건국대, 서울시립대

일괄합산
전형

서류+면접 서울대(지역균형)

교과+서류
경희대(학교생활충실자), 국민대(학교생활
우수자), 덕성여대 등

서류 100
단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탐구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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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종합전형모집대학 (1)

대학
모집
시기

전형 유형
모집
인원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
최저
기준

건국대 수시
KU자기추천 640

1단계(3배수): 서류100
2단계: 면접100 X

KU학교추천 378 학생부교과60+서류40

경희대 수시

네오르네상스 920
1단계(3배수): 서류종합100
2단계: 1단계70+면접30

X
학교생활충실자 365

학생부(교과)60+서류종합평가40
고교대학연계전형 400

고려대 수시
학교장추천전형 635 1단계(3배수): 서류100

2단계: 1단계70+면접30
O

융합형인재 505

국민대 수시
국민프런티어 540

1단계(3배수): 서류100
2단계: 1단계60+면접40 X

학교생활우수자 242 학생부(교과)60+서류평가40

서강대 수시

학생부(종합-
자기주도)

315
서류100

X

학생부(종합-일반) 286 O



2016-08-15 16

마스터제목스타일편집

마스터텍스트스타일을편집합
니다
둘째 수준
셋째 수준
넷째 수준
다섯째 수준

2016-08-15 162016-08-15 16

마스터제목스타일편집

2016-08-15 16

희망의 교육, 모두가 행복한 혁신 미래교육

학생부종합전형모집대학 (2)

대학
모집
시기

전형 유형
모집
인원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
최저
기준

서울과기대 수시

학교생활우수자 483
1단계: 학생부(교과)60+서류40
2단계: 1단계60+면접40

X

전공우수 216
1단계(3배수): 서류100
2단계: 1단계60+면접40

서울시립대 수시 학생부(종합) 470
1단계(2배수): 서류100
2단계: 면접100

X

성균관대 수시
성균인재 760

서류100
X

글로벌인재 402 의예:O

연세대 수시 학교활동우수자 437
1단계(일정배수): 서류100
2단계: 서류70+면접30

O

이화여대 수시 미래인재 620
1단계(3배수): 서류100
2단계: 1단계80+면접20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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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종합전형서류평가운영공통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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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종합전형서류평가방법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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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비율별학생부종합전형분류

2단계 면접 반영 비율 대학(전형명)

100% 강남대, 건국대, 서울시립대, 평택대

60% 동덕여대, 숙명여대, 안양대

50%
가천대, 경기대(학종1), 대진대, 삼육대, 상명대, 서울대, 서울교대, 
성공회대, 아주대

40%
강원대, 광운대, 국민대(국민프런티어), 명지대(학생부종합 1), 
서울과기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숭실대, 인천대, 충남대, 
한국항공대(미래인재), 한성대

30%
가톨릭대, 경북대, 경희대(네오, 고른기회), 고려대, 고려대(세종), 
동국대, 세종대, 전북대, 연세대, 인하대, 중앙대(다빈치형), 
한국외대

20% 이화여대

미반영
경기대(KGU학종2), 경희대(학교생활충실자), 
국민대(학교생활우수자], 단국대(DKU인재), 덕성여대(덕성인재),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탐구형), 한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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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일자별학생부종합전형분류

일 자 대 학

10/22(토)
고려대(학교장추천-인문), 고려대(세종-미래인재), 국민대(국민프런티어-자연), 

서울여대(학생부종합평가), 숭실대(SSU미래인재), 연세대(특기자-인문,사회)

10/23(일) 고려대(학교장추천-자연),국민대(국민프런티어-인문)

10/29(토)
건국대(KU자기추천-자연),아주대(아주ACE-자연과학,간호,인문),연세대(특기자-국제),연세대(원주-

연세인재),고려대(과학인재)

10/29(토)~30(일)
가천대(가천프런티어-인문),대진대(윈윈대진),동덕여대(동덕창의리더),상명대(상명인재),성신여대(학

교생활우수자),이화여대(미래인재)

10/30(일) 건국대(KU자기추천-인문),아주대(아주ACE-공과,정보통신),고려대(국제인재)

11/5(토)~6(일)
광운대(광운참빛인재), 가천대(가천프런티어-자연), 대진대(윈윈대진), 경기대(학생부종합 1), 숙명여대

(미래리더,과학리더),한국외대(학생부종합)

11/17(목) 대학수학능력시험일

11/19(토) 경인교대(교직적성잠재능력우수자),서울시립대(학생부종합),청주교대,춘천교대

11/19(토)~20(일) 동국대,국민대(교과성적우수자),인하대(학종-인문,자연)

11/25(금) 서울과기대(학교생활우수자),서울대(일반)

12/3(토)~4(일)
경희대(네오르네상스), 고려대(융합형인재), 가톨릭대(학교장추천/가톨릭지도자추천/잠재능력), 중앙대

(다빈치형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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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종합전형면접질문예시

￭ ○○대에 지원한 이유를 말해보시오.

￭ 자신이 읽었던 책의 줄거리를 말하고 느낀 점을 말해보시오.

￭ 멘토링 봉사를 통해 깨달은 점을 말해보시오.

￭ 힘들었던 시간을 극복한 방법에 대해 말해보시오.

￭ 평균값 정리와 롤의 정리에 대해 말해보시오. (수학과)

￭ 수학을 좋아한다고 하였는데 적분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수학과)

￭ 봉사활동으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느낀 점을 말해보시오.(수학교육과)

￭ 제시문을 토대로 빈말과 거짓말의 본질적인 차이점을 설명하고, 거짓말도

빈말도 아니면서 듣는 이를 오도(誤導)하는 말의 사례를 제시하시오.

￭ 사람들은 거짓말보다 빈말을 더 빈번히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들로는 무엇이 있을지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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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종합전형면접대비법

(1) 면접유형에맞는대비전략이필요함

(2) 면접대비의기본은제출서류에대한완벽한내용이해임

(3) 기본적인전공관련내용및관련교과에대한이해가필요함

(4) 기출문제및합격사례통해면접의유형과흐름파악필요함

(5) 면접에필요한말하기전략을익혀야함

-논리적답변능력, 면접관과의소통능력, 타인과의토론능력

(6) 실전과같은환경을조성하여모의면접실시해보아야함

(7) 면접태도에대한준비를해야함.

-복장, 말투, 제스추어, 자세, 표정, 인사, 시선처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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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종합전형수능최저학력기준(인문)

수능최저학력기준 대 학

3개 2등급 서강대(학종-일반형,사회통합), 서울대(지역균형)

3개 합 6 연세대(학교활동우수자, 사회공헌자)

2개 2등급 홍익대 캠퍼스자율전공(학종)

2개 합 4 고려대(학교장추천, 융합형인재, 기회균등), 이화여대(미래인재)

4개 합 9 서울교대(교직인성우수자-수학가형과 과탐 선택시 합 10)

2개 합 5 이화여대(고른기회, 사회기여자)

3개 합 9 홍익대 미술계열 (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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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종합전형수능최저학력기준(자연)

수능최저학력기준 대 학

4개 합 5 경북대 의/치의예

3개 1등급
가천대(가천의예), 고려대 의예과(학교장추천, 융합형), 성균관
의예과(글로벌인재), 아주대 의예과(아주 ACE), 연세대
의/치예(학교활동우수자, 사회공헌자), 이화여대 의예과(미래인재)

3개 합 4 고려대 의과대학 (기회균등), 연세대 의/치의예(사회배려자)

3개 합 5 가톨릭대 의예과(학교장추천, 가톨릭지도자추천)

3개 2등급 서울대(지역균형)

2개 2등급 서강대(학종-일반형, 사회통합형), 홍익대 캠퍼스자율(학종)

2개 합 4 연세대(학교활동우수자, 사회공헌자), 이화여대(미래인재-의예 제외)

4개 합 9 서울교대(교직인성우수자)

2개 합 5 고려대(학교장추천, 융합형인재, 기회균등), 이화여대(고른기회)

3개 합 9 홍익대 미술(학생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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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종합전형제출서류종류별구분

학생부 학생부+자기소개서 학생부+자기소개서+추천서 활동 증빙 서류

한양대
경기대(2)
홍익대

가천대, 가톨릭대, 강남대, 
건국대(자기추천), 경기대(1), 

광운대, 단국대, 대진대, 동국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삼육대, 
상명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세종대, 숙명여대, 숭실대, 
아주대, 인천대, 인하대, 
한국항공대, 한성대

건국대(학교추천), 경희대, 
고려대, 고려대(세종), 

국민대, 명지대, 서울과기대, 
서울시립대, 성신여대(사범),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홍익대

*건국대(학교추천)은 자소서 미제출

서울대, 서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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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공통문항예시

1.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자 이내).

2.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을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3개 이내로 기술해 주시
기 바랍니다. 단, 교외 활동 중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
한 활동은 포함됩니다(1,500자 이내).

3.학교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
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구체적으로 기
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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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자율문항예시

● 고등학교 재학 기간 또는 최근 3년간 읽었던 책 중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을 3권 이내로 선정하고 그 이유를 기술하여 주십시오.(각 500자)  

–서울대

● 해당 모집단위에 지원한 동기와 준비과정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
자 이내)                                                      -고려대

●지원 진공을 선택한 이유와 대학 입학 후 학업 또는 진로계획에 대해 기술하
기 바랍니다.(1,000자 이내)                                                     -서강대

● 해당 모집단위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이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이나
지원자의 교육환경(가정, 학교, 지역 등)이 성장에 미친 영향 등을 경험을 바탕
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1,000자 이내)                                -연세대

●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이내)
-본인의 성장환경 및 경험이 자신에게 미친 영향
-지원동기 및 진로를 위해 노력한 부분
-본인에게 영향을 미친 유무형의 콘텐츠(인물, 책, 영화, 음악, 사진, 공연)                                                                                                                         

-성균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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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작성과정예시

학생부에서 평가 요소 관련 내용 찾아내기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찾은 내용을 평가요소별로 분류하고 묶기

자소서 질문 따라 내용 분류하여 배치하기

장점과 활동 이후 변화상 중심으로 작성하기

점검요소에 따라 작성 내용 점검하기



2016-08-15 29

마스터제목스타일편집

마스터텍스트스타일을편집합
니다
둘째 수준
셋째 수준
넷째 수준
다섯째 수준

2016-08-15 292016-08-15 29

마스터제목스타일편집

2016-08-15 29

희망의 교육, 모두가 행복한 혁신 미래교육

자기소개서작성에관한예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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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작성에관한예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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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종합전형대비방안

(1) 학교교육과정에충실하자(교내활동매우중요).

(2) 학생부교과성적은우수하게, 가급적학년이올라갈수록

향상되게유지하자.

(3) 명확한진로희망을바탕으로체계적인학교생활을하자.

(4) 다양한교내활동에의미를부여하고유기적인스토리를

만들자.

(5) 모든교내활동은사안발생시곧바로기록하자.

(6) 자소서작성을통해부족한부분을파악하고보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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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전형의특징

(1) 모집인원이소규모이지만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음

(2) 수능최저기준이다소완화되거나폐지되는대학

(3) 수능의 영향력상대적약화[-수능난도와관련],  논술영향력강화

(4) 교육과정내로출제범위가많이포함됨. 논술문제체감난도

쉬워짐. 

(5) 대학별논술문제유형화, 모의논술실시및논술시험안내확대

(6) 논술, 수능, 학생부모두에신경을써야할수있음

(7) 대학마다출제유형과경향이조금씩다르므로맞춤형준비필요

(8) 일반적으로상위권대학은학생부실질반영비율이약하고, 중위권

대학은실질반영비율이높은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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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전형실시대학

구 분 2017 대입 2016 대입

대학 수 28개 / 14, 861명 28개 / 15, 349명

모집대학

가톨릭대, 건국대, 경기대,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단국대, 동국대, 부산대, 서

강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시립대, 서울여

대, 성균관대, 세종대, 숙명여대, 숭실대`, 아

주대, 연세대, 연세대(원주), 울산대(의예), 이

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국항공

대, 한양대, 한양대(에리카), 홍익대

가톨릭대, 건국대, 경기대, 경북대, 경희대, 고려

대, 광운대, 단국대, 동국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

과학기술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세

종대, 숙명여대, 숭실대`, 아주대, 연세대, 연세대

(원주), 울산대(의예),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국항공대, 한양대, 한양대(에리카),

홍익대

수능 최저 없는

대학 (8개)
건국대, 경기대, 광운대, 단국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시립대, 한국항공대, 한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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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전형모집대학 (1)

대학
모집
시기

전형 유형
모집
인원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
최저
기준

건국대 수시 KU논술우수자 484 논술60+학생부40 X

경희대 수시 논술우수자 920 논술70+학생부30 O

고려대 수시 일반전형 1,040 논술60+학생부(교과)30+비교과10 O

광운대 수시 논술우수자 211 논술60+학생부40 X

동국대 수시 논술우수자 489 논술60+학생부(교과)40 O

서강대 수시 논술전형 364
논술60+학생부(교과)20+학생부(비교
과)20

O

서울시립대 수시 논술전형 188
1단계 : 논술100
2단계 : 논술60+학생부40

X

성균관대 수시
과학인재 193 논술60+서류40 X

논술우수 1,021 논술60+학생부40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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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전형모집대학 (2)

대학
모집
시기

전형 유형
모집
인원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
최저
기준

세종대 수시 논술우수자 434 논술60+학생부(교과)40 O

숙명여대 수시 논술우수자 337 논술60+학생부(교과)40 O

연세대 수시 일반전형 683 논술70+학생부(교과)20+학생부(비교과)10 O

이화여대 수시 논술전형 555 논술70+학생부(교과)30 O

인하대 수시 논술우수자 859 논술70+학생부(교과)30 O

중앙대 수시 논술전형 890 논술60+학생부(교과)20+학생부(비교과)20 O

한국외대 수시 논술전형 450 논술70+학생부(교과)30 O

한양대 수시 논술전형 432 논술60+학생부종합평가40 X

홍익대 수시 논술전형 496 논술60+학생부40 O



2016-08-15 36

마스터제목스타일편집

마스터텍스트스타일을편집합
니다
둘째 수준
셋째 수준
넷째 수준
다섯째 수준

2016-08-15 362016-08-15 36

마스터제목스타일편집

2016-08-15 36

희망의 교육, 모두가 행복한 혁신 미래교육

논술전형최저학력기준(인문)

수능최저학력기준 대 학

4개 합 6 연세대(서울.탐1)

국수영 합 4 한국외대(서울.LD/LT학부, 탐1)

3개 합 4 경희대(한의예), 이화여대(스크랜튼)

3개 합 5 고려대(정경/경영/자유전공), 성균관대(글로벌리더/경제/경영)

3개 2등급 고려대(인문), 서강대

3개 합 6 성균관대(인문), 이화여대(인문), 중앙대(탐1)

2개 2등급 홍익대

2개 합 4 가톨릭대(간호,탐1), 경희대(인문.탐1), 동국대(탐1), 한국외대(서울)

2개 합 4.5 숙명여대

2개 합 5 세종대, 숭실대(탐1), 인하대(탐1)

2개 합 6
가톨릭대,아주대(영어3등급 이내), 연세대(원주), 한국외대(글로벌, 탐1), 
한양대(에리카)

1개 3등급 가톨릭대

2개 합 7 서울여대(2개 각 4등급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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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전형최저학력기준(자연)

수능최저학력기준 대 학

3개 1등급
가톨릭대(의예), 성균관대(의예), 아주대(의예), 연세대(서울.의치), 연세대(원주.의예), 
울산대(의예), 이화여대(의예), 인하대(의예), 중앙대(의예), 경희대(의치한의예, 탐1), 
고려대(의예), 경북대(의,치, 탐1)

3개 합 4 부산대(의,치)

4개 합 8 연세대(서울.탐1)[수B,탐1등급합4]

수학+과탐 합 3 성균관대(반도체시스템공/소프트웨어/글로벌바이오엔지니어링학.탐1)

3개 합 5 이화여대(스크랜튼학부/융합학부)

3개 합 6 성균관대

2개 2등급 고려대(수B또는과탐포함), 서강대(수B, 과탐 중 1개 이상 2등급 필수)

2개 합 4 가톨릭대(간호,탐1), 이화여대, 중앙대(서울.탐1.수B 또는 과탐)

1개 2등급 연세대(원주), 인하대(탐1)

2개 합 5 동국대(탐1), 홍익대, 부산대

2개 합 5.5 숙명여대

1개 3등급 가톨릭대, 한국외대

2개 합 6 세종대, 숭실대(탐1), 중앙대(안성), 한양대(에리카)

2개 합 7 서울여대(각 4등급 이내, 수가, 과탐 포함시 합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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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별논술출제영역분류(인문) 2016대입기준

논술유형 대 학

인문/상경
분리출제

중앙대(경영,경제/인문사회), 이화여대(인문Ⅰ/인문Ⅱ), 한양대(인문/상경), 건
국대(인문사회Ⅰ/Ⅱ), 경희대(인문,예체능/사회), 숭실대(인문/경상)

언어논술+수학
한양대(상경), 건국대(인문사회Ⅱ), 아주대(금융공), 숭실대(경상)

고려대

언어논술+
통계도표

중앙대(경영,경제), 이화여대(인문Ⅱ), 경희대(사회계열)

연세대, 성균관대, 서울시립대, 아주대, 인하대, 단국대, 서울여대, 연세대(원
주), 한국외대, 한양대(에리카), 부산대

언어논술

중앙대(인문사회), 이화여대(인문Ⅰ), 한양대(인문), 건국대(인문사회Ⅰ),
경희대(인문예체능)

서강대, 동국대, 홍익대, 광운대, 세종대, 한국항공대, 서울과학기술대,가톨릭대

영어제시문 이화여대(인문Ⅰ), 경희대(사회), 한국외대, 부산대

공통+계열 숙명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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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별논술출제영역분류(자연) 2016대입기준

논술유형 대학

수학만출제
가톨릭대(공학, 간호-자연), 단국대, 서강대, 이화여대, 서울시립대, 한
양대, 홍익대, 아주대, 인하대, 광운대, 세종대, 연세대(원주), 한국항공
대(공학), 한양대(에리카), 부산대, 서울과학기술대

수학+과학(선택)
연세대, 고려대, 건국대, 경희대, 연세대(원주-의예), 중앙대, 성균관대,
경북대, 숭실대

수학+과학(통합) 동국대

수학+언어 숙명여대, 한국항공대(이학), 가톨릭대(생과,미디어)

수학+의학 울산대(의예)

수학+보건의료 가톨릭대(의예)

과학 서울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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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자에따른논술실시대학

일 자 대 학

10/1(토) 건국대(자연), 성균관대(과학인재), 한양대(ERICA-자연)

10/2(일) 건국대(인문),한양대(ERICA-인문)

10/8(토) 동국대(인문),서울시립대(인문),연세대,홍익대(자연)

10/9(일) 가톨릭대(의예제외),서울시립대(자연),홍익대(인문)

10/23(일) 경기대

11/17(목) 대학수학능력시험일

11/19(토)

가톨릭대(의예),성균관대(인문),세종대(인문),한양대(인문),한국항공대,경희대(인문일부학과),숭실

대,서울여대,서울과학기술대,단국대(인문), 서강대(자연),경희대(자연일부학과),울산대(의예),숙명

여대(자연)

11/20(일)
경희대(인문/자연일부학과),단국대(자연),서강대(인문),숙명여대(인문),성균관대(자연),한양대(자연),

가톨릭대(의예),경희대(자연일부학과)

11/21(월) 서울과기대

11/25(금) 연세대(원주)

11/26(토) 한국외대(서울일부학과),경북대,고려대,부산대,인하대(인문),중앙대(자연),아주대(자연),광운대(자연)

11/27(일) 한국외대(서울일부학과),아주대(인문),이화여대,광운대(인문),중앙대(인문),인하대(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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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논술시험채점기준사례 (1)

●평가및채점기준

-지식의단순한나열보다는지식과정보의체계적활용능력을평가한다.

-개별적인지식또는정보보다는지식과정보들사이의관련성을논리적으로

추론하는능력을평가한다.

-부분과전체를함께파악할수있는분석적,종합적사고능력을평가한다.

-주어진상황의문제점을파악하는비판적사고능력을평가한다.

-문제해결과정과제시한대안의창의성과현실성을함께평가한다.

<2016 중앙대학교논술백서중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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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논술시험채점기준사례 (2-1)

[문제1-2]

제시문(다)에나타난‘족장＇과‘구성원＇의관계에대해설명하고, 이를근거로하여

제시문(나)에서제안하는군주의통치방법에대해비판하시오.(400자외)

-2015아주대인문계열논술문제일부

[채점시유의사항]

-[문제1]은50점만점으로되어있으나전항목‘상＇에해당하는우수답안에

대하여40점을부여하는것을원칙으로함. 이는만점자가양산되는것을방지하기

위한것임. 단, 드물게발견되는탁월한답안은41점~50점까지부여할수있음.

-채점항목은크게글의내용면(40점)과표현면(10점)으로나뉨.

-감점사항에해당하는경우별도로감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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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논술시험채점기준사례 (2-2)

[세부지침-내용면]

2) (다)의내용파악및 (나)에대한비판 ------------------------20점

▶(다)에서족장을구성원의욕구에의해선택된자로본다는점을언급하면 5점

▶(다)에서족장이구성원과동의를매개로균형적관계를이룬다고언급하면 5점

▶(나)를, (다)에서제시하는권력의본질(구성원의필요와동의에의해정당화되는

권력)과대조하여비판하는내용이포함되면 5점

▶(나)를, (다)에나타난구성원에대한족장의태도(상호대등함, 공동체성의강조등)와

대조하여비판하는내용이포함되면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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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논술시험채점기준사례 (2-3)

[세부지침-표현면]    ----------------10점(상10,중5,하0)

1) 어휘력 : 적절한어휘사용

2) 문장력 : 문법적인문장구사

3)  단락구성력 : 문장과문장간의긴밀한연관성

◈감점사항

-300자 미만, 500자 초과 5점 감점

-독해에 지장을 줄 정도의 맞춤법 오류가 발견된 경우 5점 범위 내에서 감점

-2015 아주대논술전형채점기준일부



2016-08-15 45

마스터제목스타일편집

마스터텍스트스타일을편집합
니다
둘째 수준
셋째 수준
넷째 수준
다섯째 수준

2016-08-15 452016-08-15 45

마스터제목스타일편집

2016-08-15 45

희망의 교육, 모두가 행복한 혁신 미래교육

대학논술시험채점기준사례 (3-1)

수리논술예시문항 [문제 2-1]의채점기준

-2016 건국대모의논술채점기준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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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논술시험채점기준사례 (3-2)

화학논술 [예시문항]의제시문출처및출제의도

-2016 건국대모의논술채점기준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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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대입건국대논술전형합격자성적

단과대학 모집인원 경쟁률
학생부 교과 논술

(100점기준)평 균 최 저

문과대학 66 92.77 3.31 5.58 91.25

정치대학 27 75.37 3.00 4.17 89.91

상경대학 34 31.35 3.28 5.00 83.31

경영대학 47 36.70 2.83 5.17 81.45

이과대학 33 34.70 3.33 5.50 85.77

건축대학 15 31.33 4.18 5.67 83.92

공과대학 100 39.02 3.28 5.75 86.45

정보통신대학 41 39.63 3.33 5.92 87.52

동물생명과학대학 33 22.79 3.39 6.50 77.80

생명환경과학대학 32 22.38 3.84 5.25 77.96

생명특성화대학 27 26.33 3.35 5.25 82.76

수의과대학 8 98.63 1.75 2.42 9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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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의 교육, 모두가 행복한 혁신 미래교육

논술전형대비방안(인문)

(1) 제시문에대한분석적독해능력기르기

(2) 문제에대한꼼꼼한분석을통해문제요구사항에대하

여정확하게파악하기

(3) 문제요구사항을바탕으로체계적인개요작성훈련하기

(4) 대학및모집단위별특징에따라맞춤형으로 묶어서

대비하기

(5) 대학에서발표하는모의논술문제및해설동영상등을

참고하여논술공부의방향성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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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의 교육, 모두가 행복한 혁신 미래교육

논술전형대비방안(자연)

내용(1) 수학, 과학 교과목에 대한 충분한 개념 정리, 개념이나 원리와

관련된 접근 과정 유도, 설명하기

(2) 수능과 병행하여 준비하며, 결론 도출 과정 중시할 것

(3) 교과목 내용의 이해를 넘어 구체적 자료 통한 논리적 설명 가능한

수준의 학습 필요

(4) 대학 제공 모의 논술 시험을 통한 출제 단원,  문제 유형, 출제 의도

파악하기

(5) 교과 통합형 출제를 대비하여 2개 과목 이상 공통으로 다루는 내용

정리하기

(6) 대학별 유형 파악 후, 자신에게 유리한 대학 찾아 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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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의 교육, 모두가 행복한 혁신 미래교육

논술전형의준비과정예시

내용
논술안내동영상시청 ⇦출제지침, 방향 등이 함축적으로 들어있음

논술가이드북출제지침및내용확인 ⇦동영상 청취내용 확인

2017학년도모의논술확인 ⇦문제를 통한 출제의도와 지침 확인

2016학년도기출문제확인 ⇦출제 경향 및 형식의 변화 파악

2017 모의논술과 2016 기출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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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의 교육, 모두가 행복한 혁신 미래교육

수시 전형 한국사 반영 방법

반영방법 대학 수 대학명

최저학력기준 29
경기대,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서울), 서강대, 서울교대, 성균
관대, 연세대(서울), 중앙대, 청주교대, 한국외대, 한림대등

응시여부확인 55
가톨릭대, 강원대, 경인교대, 광운대, 단국대, 덕성여대, 동국대, 
동덕여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세종대, 연세대(원주), 이화여

대, 인하대, 차의과학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등

<논술전형 한국사 반영방법 예시>
-연세대 : 인문(3등급 이내), 자연(4등급 이내)
-경희대 : 인문, 자연 모두 5등급 이내
-필수 응시 : 세종대, 이화여대, 인하대
-미반영 : 가톨릭대, 건국대, 광운대, 동국대, 서울과기대, 한양대 등

<학생부종합전형 한국사 반영방법 예시>
-고려대 : 인문(3등급 이내), 자연(4등급 이내)
-필수 응시 : 서울대, 홍익대(세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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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감사합니다 !!

희망 교육

미래모두가 행복한

의

혁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