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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학입시는 수시 69%(23만8312

명) 정시 31%(13만5565명)로 총 37만

2877명을 198개대학에서선발한다

수시에서는 논술 전형 학생부 종합전

형(입학사정관 전형) 학생부 교과전형

(내신 전형) 실기위주 전형(특기자 전

형) 특별 전형 등 크게 5가지 전형으로

나뉜다 정시에서는 수능위주 전형과 실

기위주 전형(특기자 전형) 특별전형 등

3가지다

서울 주요 대학은 수시 631% 정시

369%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수시

에서논술전형과학생부종합전형이주

를 이룬다 광주전남 주요 대학은 수시

701% 정시 299%로 수시에서 학생부

내신전형이중심이다

정시에서는 다군의 모집정원이 더욱

줄어 사실상 가군과 나군 2번의 지원 기

회가 주어진다 그러므로 수시전형 지원

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하고 입시

전략을짜야한다

서울 주요 대학표1과 광주전남지

역 주요 대학표2의 입시전형 구조의

특징과그대비법을알아본다

서울권대입전형특징과대비방법

▲논술전형지난해보다모집인원이

약간 줄었지만 그래도 수시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대비 방법은 각 대학별 출제

원칙을익히고 작년에비해달라진점을

파악해준비해야한다

특히 자연계 과학논술에서 자신이 수

능에서선택한과학과목과논술지원대

학의 논술 과학 선택과목이 일치하도록

꼼꼼히살펴서지원해야한다

▲학생부종합전형고등학교전반적

인생활에서지원여부를결정해야한다

대비 방법으로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

한 것은 전공관련 적합성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보여주는 학교생활 활동상

황이있어야한다 전공과목에관한적합

성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는 전공관련

교과활동학술활동진로활동자율활

동봉사활동등학교생활내에서전공과

관련해 노력한 점과 자기주도적 학습능

력(예 오답노트 학습플래너)을 보여

줄수있는활동보고서가학생부와자기

소개서에 나타낼 수 있으면 지원해볼만

하다

▲학생부내신전형작년도입시결과

와내신산출방법 최저학력기준등을살

펴봐야한다 특히내신산출방법은대학

마다다르기때문에주의해야한다

▲특별전형사회적 배려 대상학생

전문계 출신학생 농어촌 출신학생 등이

있다 모집시기는 수시전형과 정시전형

에나눠져있다 수시전형은종합전형으

로뽑는대학과 내신전형으로뽑는대학

이있고 정시전형의특징은수능이포함

된다

입시 결과가 일반전형과는 차이가 있

으므로해당 학생들은 자신이 유리한 전

형에맞는대학에반드시응시해야한다

예를 들어 농어촌 학생전형에서 종합전

형준비를한학생은수시전형에 상대적

으로 수능이 잘 나온 학생은 정시전형에

지원하는게좋다

▲정시전형2015학년도 정시전형에

서의 가군과 나군 사실상 2개의 선택권

이학생에게주어진가운데 3가지특징

이 있다 첫째 자연계 최상위권 학생의

지원흐름을가름할의예과모집정원증

가이다 둘째 대학의 모집군 변동이다

서울대가나?가군으로이동함으로서대

학들의 연쇄이동이 일어났고 셋째 모집

인원 200명이하모집단위는분할모집이

금지되어 모집단위가 커져서 입시결과

에영향을가져다줄전망이다

광주전남권특징과대비방법

광주전남권대입전형의특징은자연

계 상위권 학생들의 과학2 선택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다는 것이다 서울대 입시

군과 전남대 의예 조선대 의예치의예

모집군이 겹쳐 최상위권 학생들의 선택

폭이줄어들었다 서울대를제외한대학

에서는 과학2가 필수가 아니므로 의예

치의예 진학과 서울대 진학을 고민하는

학생들은과학2선택을고민해야한다

다음으로 수시전형이 701%로 매우

높으나 논술전형이 없고 학생부 내신전

형이 55%로기형적으로높다 이는수험

생 수에 비해 대학의 수가 매우 많은 지

역적특성도고려된구조다 먼저수시에

서많은학생들을선점하려는대학의포

석이 깔려있다 그러므로 종합전형이든

학생부전형이든 작년 내신의 입시결과

를보고지원해야한다

전남대는 1단계에 합격하고 최저기준

만 통과하면 최종 합격하는 입시결과를

보이고있으므로 1단계결과를참고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서울권과 광주전남권 대

학은 전형 방법에서 매우 차이가 크다

수시에서 서울권은 논술과 종합전형의

모집인원이큰반면광주전남지역은내

신이절대적인내신전형이매우크다 이

모든 것들을고려해 입시 전략을수립해

야한다

한철민시민기자숭덕고교사

한돌대학입시전형연구회장

서울대과학2 필수 지방의대는선택

진학교사들과함께하는 2015 대입성공프로젝트

수시 정시 계

논술
중심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특별
전형

실기위주
가 나 다

일반 특별 일반 특별 일밥 특별

서울대 1672 692 164 771 18 3317

연세대 738 373 257 249 968 986 3571

고려대 1227 910 271 595 1057 49 4109

서강대 468 243 202 31 142 558 106 1750

성균관 1364 1149 200 100 390 513 3716

한양대 585 850 346 274 206 231 41 592 131 3256

이화여 600 500 350 40 311 1230 181 3212

중앙대 883 654 266 558 218 517 445 40 65 3646

경희대 1040 1110 320 340 287 951 146 995 146 5335

시립대 201 340 154 934 106 147 1882

비율 200 201 89 68 73 153 14 169 11 22 02 1000

631%(29515명) 369%(17297명)

서울입시전형구조

수시 정시 계

논술중심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특별전형
실기
위주

가 나 다

일반 특별 일반 특별 일밥 특별

전남대
(광주)

206 1616 241 789 792 3644

조선대 450 2165 374 281 932 974 5176

호남대 1268 262 66 34 298 1928

목포대 1161 115 34 172 371 1853

순천대 127 859 178 49 243 467 1923

광주교대 20 158 14 171 13 376

비율 44 551 84 22 146 01 150 01 00 00 1000

701% 299%

광주전남입시전형구조

 전형 구조

올수시선발인원 69%

수도권 논술학생부위주

광주전남권은내신중심

정시 서울대모집군이동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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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과가통합되는 2018학년도부터

디지털교과서가 본격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조난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원장

은 27일 서울 서초구 TheK 서울호텔

에서 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한

국교육개발원주최로열리는 디지털교

과서 및 스마트교육 전문가 토론회에

서이같이주장했다

조부원장은 디지털교과서정책현황

과 향후 추진 과제라는 발제에서 디지

털교과서는 정보통신기술의 진흥과 확

산이라는차원이아니라교과서정책의

관점에서추진돼야한다고강조했다

그는 소수 교과목을 선택해 대상 학

생전체에디지털교과서를도입하는것

이바람직하다고지적했다

고등학교는 정보통신기술과 연관된

전문과목에서책형교과서대신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활용하도록 하고 중학

교는 현재 시범운영중인 사회과학 교

과서와 영어과 교과서 중 한 교과를 선

택해 디지털교과서를 개발보급해야

한다는것이다

반면 초등학교는 발달 단계상 무리

가있다는주장도사실이기때문에세심

한고려가필요하다고주장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중학교 1학년 초

등학교 34학년사회과학과목에시범

적용하고있다

조 부원장은디지털교과서의본격도

입 시기에 대해 문이과 통합형 교육

과정에따른교과서가적용되는 2018년

부터 디지털교과서를 본격적으로 도입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개발 체제

기술기반 인증제도 공급 혹은 접근성

제고등도입에따른준비를해야한다

고제안했다 박정욱기자 jwark@

디지털교과서 2018년 도입을

전남대학교는 수험생학부모교

사에게전남대와관련된입시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원 클릭 서비스(1Click Service)

를제공한다

원 클릭 서비스는 별도로 마련된

인터넷 홈페이지 aojnuackr로 접

속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또

전남대 홈페이지(httpwww

jnuackr)에서 입학취업란을 찾

아 원 클릭 서비스 항목에서 접속

할수있다

제공되는입시정보는전남대의학

과소개 학과장점 진로취업정보

장학제도입학전형등이다

특히 전형별 평균 표준점수 합격

자성적 모집인원경쟁률등최근 3

년간의입시정보도담았다

전남대관계자는 원클릭서비스

를 이용하면 전남대와 관련한 입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수험

생과 학부모 교사들에게 큰 도움이

될것이라고말했다

/채희종기자chae@kwangju.co.kr

전남대입시정보한눈에 홈피서 원 클릭서비스

스마트 교육전문가토론회

문이과통합교육과정적용

자연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