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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에 진학하려면 대학수학능력시

험에서문과수험생은 329점이상 이과는

311점이상받아야할것으로예상됐다

최상위권인 서울대 의예과는 400점 만

점 경영대학은 398점은돼야지원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대 의예과는 386점

치의예과는 382점으로전망됐다

이는 광주시진학부장협의회(회장 문형

수고려고 진학부장)가 지난 12일 시행한

2015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400점 만

점 기준) 광주지역 고등학생 1만3800여명

의가채점결과를분석해산출한배치자료

에따른것이다

6월 모의평가는 쉽게 출제돼 국어영

어수학탐구전영역에서점수가높아지

면서지원가능점수또한크게올랐다

광주지역학생들이많이지원하는전남

대의 경우 문과 수험생은 영어교육과 366

점 국어교육과 363점 행정학과(이상 나

군) 361점 경영학부(가군) 360점이고 이

과수험생은의예과 389점 치의학과(이상

가군) 384점 수의예과 363점 수학교육과

358점 간호학과 349점(이상나군)은 돼야

지원할수있을것으로내다봤다

의학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전환해 올

해 첫 모집하는 조선대 의예과는 386점

치의예과는 382점으로예상됐다

이밖의조선대학과들은수험생들의국

어수학 수준별(AB형) 시험의 응시율

변동이 너무 커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을

감안해 예상 지원가능 점수를 추출하지

않았다

광주과학기술원(GIST)에 지원하려면

375점은 돼야 하고 광주교육대는 364점

은 돼야 할 것으로 전망됐다 서울지역

주요대학도예상점수가급등했다

서울대의예과와연세대의예과는수능

전체 문제 중 하나만 틀려도 합격을 장담

할수없을것으로예측됐다

문과 수험생은 390점 이상 이과는 375

점 이상은 받아야 서울대에 지원할 수 있

을 것으로 점쳐졌다 의예과는 400점 만

점 생명과학부와 화학생물공학부 391점

경영대 398점 사회과학계열 396점 인문

계열 294점 영어교육과 394점 농경제사

회학부 393점 역사교육과 392점이 커트

라인이다

연세대는 의예과 400점 만점 치의예과

397점 언론홍보영상학부 393점 경영학

과경제학부 394점 행정학과정치외교

학과자유전공 392점 이상으로예상됐고

고려대는의과대학 398점 정경대학경영

학과경제학부 394점 자유전공학부 391

점 교육학부 390점이상등으로자연계열

보다인문계열의강세가두드러졌다

성균관대 의예과는 398점 글로벌경영

학과 389점 글로벌경제학과 388점이고

서강대 아트 앤 테크놀로지계 389점으로

전망됐다

문형수 회장은 이번 6월 모평은 너무

쉽게 출제돼 대학별 지원점수가 급등했

다며 특히 이 자료는 가중치를 부여하

지 않은 단순 참고 자료로서 수시 모집에

활용했으면한다고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

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

사)은 15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청해진해운 회장)의 여비서로 알려진 모

래알디자인이사김모(55ㆍ여)씨를특정경

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

속했다 이날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진행한안동범인천

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있다며영장을발부했다

김씨는 유씨의 장녀 섬나(48)씨가 운영

하는 모래알디자인 등 유씨 일가 계열사

수곳에서임원을맡아일하면서수십억원

대의회삿돈을빼돌린혐의를받는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유씨의 친형 병일(75)씨와

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구원파

핵심신도 신엄마(신명희64여)에 대해

서도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병일씨

에게는횡령및부동산실명제법위반혐의

가신씨에게는범인도피및부동산실명제

법 위반 혐의가 각각 적용된 것으로 전해

졌다 연합뉴스

유병언여비서구속친형신엄마 영장 청구

5월광주를소재로한연극 푸르른날에 공연이지난 13일광주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개막했다 2011년대한민국연극상작품상등을수

상한푸르른날에는웃음과눈물이함께하는작품으로배우들의연기가압권이다이번공연은오는22일까지계속된다 관련기사17면

최현배기자choi@kwangjucokr

의예과 전남대 389점조선대 386점

연극 푸르른날에 광주공연

오늘의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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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안개주의

당분간 대체로 구름 많이 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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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운동

빨래

수능 6월모의고사가채점내점수로어느대학갈수있나

서울대문과 390점이과 375점 이상은돼야

연세대의예과 400점고려대정경대학 394점

서울주요대학6월모의평가가채점배치표원점수400점만점

대학
문과 이과

모집단위 점수 모집단위 점수

서울대

경영대학 398 의예과 400

국어교육과 392 생명과학부 391

농경제사회학부 393 화학생물공학부 391

사회과학계열 396 수리과학부 388

영어교육과 394 전기정보공학부 388

인문계열 394 조선해양공학과 384

연세대

경영학과 394 의예과 400

교육학부 390 치의예과 397

실내건축학과 384 생화학과 384

심리학과 390 전기전자공학부 382

언론홍보영상학부 393 건축공학과 380

행정학과 392 신소재공학부 380

고려대

경영대학 394 의과대학 398

국제학부 390 화공생명공학과 382

미디어학부 392 사이버국방학과 384

자유전공학부 391 생명과학부 382

정경대학 394 기계공학부 378

한국사학과 386 수학교육과 380

성균관대

글로벌경영학과 389 의예과 398

글로벌리더학과 387 소프트웨어학과 380

영상학과 381 반도체시스템공학과 380

광주전남주요대학6월모의평가가채점배치표

대학
문과 이과

모집단위(군) 지원가능점수 모집단위(군) 지원가능점수

전남대

경영학부(가) 360 의예과(가) 389

국어교육과(나) 363 치의학과(가) 384

영어영문학과(가) 358 수의예과(나) 363

행정학과(나) 361 간호학과(나) 349

신문방송학과(나) 351 기계공학부(가) 342

심리학과(나) 354 생물교육과(나) 348

정치외교학과(나) 347 수학교육과(나) 358

자율전공학부(4년)(나) 336 전기공학과(가) 345

조선대
의예과 386

치의예과 382

광주교대 364

광주과기원 3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