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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첫감소원서접수 9월에한번만

2015학년도 대학입학 정원의 652%를

뽑는수시모집이오는 9월6일시작된다

올해 수시모집 선발인원은 24만1448명

으로 지난해보다 9772명줄어수시가도입

된2002학년도이후첫감소세를보였다

광주전남에서는 4년제 대학 21개교에

서 1만8117명을 뽑아 지난해(1만8524명)

보다 235명줄어든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지역인재특별전형

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67개교 7230명에

달한다 전남대 조선대 동신대는 의치

한의예과지역인재특별전형으로총 70명

(각각 26 36 8명)을모집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학입

학전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학

197개교의 2015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주

요사항을 30일발표했다

수시모집 9772명 줄어4년제 대학

198개교 중 수시 모집을 하는 197개 대학

은 전체 인원의 652%에 해당하는 24만

1448명을 수시로 뽑는다 지난해와 비교

해 모집인원은 9772명 모집비중은 12%

포인트각각감소했다

이는 정부의 대학별 고사 및 적성 시험

폐지축소유도정책에따른것으로 올해

처음으로수시모집인원이줄게됐다

학생부위주전형으로선발하는인원은

모두 20만3529명(844%)으로지난해 16만

3042명(649%)에서 4만명가량급증했다

일반전형 인문사회계열 기준으로 학생

부를 100% 반영하는 대학은 86개교로 지

난해보다 7개교증가했고 60% 이상반영

하는 대학도 1개교 늘어난 38개교로 집계

됐다

올해 처음도입된지역인재특별전형으

로 선발하는 인원은 67개교에 7230명으

로 총 수시모집 인원의 30%에 달했다

특히 의치한의예과의 경우 29개교에서

461명을지역인재특별전형으로뽑는다

논술 모집인원은 29개교의 1만7417명

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대학 수는 1개교

인원은 117명 감소했다 경북대와 서울시

립대는논술로만학생을선발한다

광주전남 작년보다 407명 감소

광주전남에서는 21개 대학이 1만8117명

을 수시로 뽑는다 지난해 1만8524명보다

407명줄어들었다

대학별로 보면 국립대의 경우 목포대

1294명 목포해양대 399명 순천대 1213

명 전남대 2637명 광주교대 210명 광주

과학기술원 175명등을뽑는다

사립대는 광신대 99명 광주가톨릭대

24명 광주대 1307명 광주여대 842명 남

부대 707명 동신대 1579명 목포가톨릭대

117명 송원대 767명 조선대 2952명 초당

대 766명 호남대 1537명 호남신학대 121

명등이다

이중목포대순천대광주대목포가톨

릭대세한대송원대조선대한려대등 8

곳은 수시 모집에서 생활기록부로만

(100%) 선발한다

전남대와 호남대는 학생생활기록부

80%이상과 면접구술고사 20%이상을 반

영한다

자기소개서에 외부스펙 쓰면 0점

처리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에 토익

토플등공인어학성적이나교외수상실적

등외부스펙을기재하면서류전형점수가

0점또는불합격처리가된다

수시모집에서지원횟수는최대 6회다

같은 대학에 복수의 전형에 지원한 경우

별도로지원한것으로간주된다

수시에서복수의대학에합격한수험생

은 수시 등록기간 내에 1개교에만 등록해

야 하고 수시 합격생은 정시모집이나 추

가모집에지원할수없다

대학별입학전형이끝난후전산자료검

색을통해복수지원이나이중등록이발견

되면입학이무효가된다

수험생이지원한횟수에대한정보는대

교협 대입지원정보서비스(httPap�

plykcueorkr)에서확인할수있다

원서접수9월618일한차례만수

능전후로두차례진행된원서접수가올해

부터는9월618일한차례로통합된다

인터넷접수와창구접수를병행하는대

학은 85개교 인터넷 접수만 하는 대학은

114개교 창구접수는 5개교이다

전형기간은 9월6일12월4일이며 합격

자발표는12월6일이다 합격자등록기간은

12월810일사흘간이며 12월15일오후 9

시까지미등록충원합격자가통보된다

원서접수 후 원서접수 취소는 원칙적으

로금지되므로본인이지원하는대학이정

부재정지원사업제한대학이나등록금신청

제한대학인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

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2015학년도수시모집전형일정

구분 내용

원서접수
201496(토)918(목)
중 4일이상

전형기간 201496(토)124(목)(90일)

합격자발표 2014126(토)까지

합격자등록 2014128(월)10(수)(3일)

미등록충원
합격통보마감

20141215(월) 오후9시까지

미등록충원
등록마감

20141216(화)까지

광주전남 21개교서 1만8117명작년보다 407명 줄어

지역인재특별전형첫시행지원횟수총 6번까지가능

2015학년도대입수시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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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오후
풍향 파고() 풍향

서해
남부

앞바다남동남 0510 동남동
먼바다남동남 0515 동남동

남해
서부

앞바다북동동 0515 북동동
먼바다북동동 1025 북동동

파고()
0510
1020
1020
1530

�바다날씨

�물때

목포
0444 0955
1653 2201

여수
1123 0511
2344 1723

밀물 썰물

�주간날씨

81(금) 2(토) 3(일) 4(월) 5(화) 6(수) 7(목)

� � � � � � �
2531 2429 2530 2533 2532 2533 2432

광 주 소나기

목 포 소나기

여 수 소나기

완 도 소나기

구 례 소나기

강 진 소나기

해 남 소나기

장 성 소나기

나 주 소나기

2532

2331

2539

2431

2331

2431

2531

2332

2332

2430

2431

2433

2535

2433

2333

2228

2430

소나기

소나기

소나기

소나기

소나기

소나기

구름많음

소나기

보 성

순 천

영 광

전 주

군 산

남 원

흑산도

진 도

소나기피하세요

제12호 태풍 나크리의 간접영향으로 밤부터

남해상에 바람이 점차 강해지겠다

�지역별날씨 ���

해뜸 0540

해짐 1937
�� 0924

�� 2143

식중독

운동

빨래

31일 광주전남은 대기 불안정으로 인

한소나기가내리면서무더위가한풀꺾일

것으로보인다 다음달 1일부터는제 12호

태풍 나크리(NAKRI)의 간접 영향권에

들어감에따라많은양의비가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31일 광주전남 지

역은대기불안정으로인해오후에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지역

이 있을 것이라고 30일 예보했다 이날

예상되는소나기의양은 540

31일 오후부터 진도여수 등 전남 해안

지방은태풍의간접영향권에들어바람이

거세지고 물결도 높게 일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1일오전부터광주전남지역에는

태풍의간접영향으로비가내리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현재 태풍의 진로가

유동적이기때문에태풍피해를줄이기위

해선 기상 정보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30일 오후 4시 광주의 낮 최고 기

온이 올 들어 가장 높은 341도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영광 34도 ▲함평 337도

▲구례 336도등무더운날씨를보였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해

범행을숨기려한 40대남편이붙잡혔다

남원경찰은아내와가정문제로다투다

둔기로때려숨지게한혐의(살인등)로이

모(44)씨를구속했다고 30일밝혔다

경찰에따르면이씨는지난 22일오후 8

시께 곡성군 자신의 집 인근 길에서 베트

남 이주여성인 부인 서모(27)씨와 심하게

다투다둔기로때려숨지게한혐의다

이씨는 숨진 부인을 차량에 태우고 남

원지역으로 이동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산내면 정령치 인근 절벽

아래로 차량과 함께 버린 혐의도 받고 있

다

경찰은현장을지나던화물차운전기사

의 절벽에승용차가있다는 신고로 조사

에착수남편이씨를검거했다

경찰은 타살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

학수사연구원의서씨부검결과와가드레

일의 비좁은 틈으로 추락한 정황 등을 감

안 인근CCTV를분석해남편이씨의행

적을 확인하고 추궁 끝에 가정문제로 다

투다둔기로때렸다는진술을확보했다

남원백선기자bs8787@kwangjucokr

돌풍동반소나기내일부터태풍영향권

아내살해교통사고위장 비정한남편 구속

곡성집서살해후남원정령치절벽에차량과함께버려

자연계열수시전형요소반영비율

학생부
구분 대학명

100%

국공립 경남과학기술대 경북대 공주대 군산대 금오공과대목포대 부산대순천대 제
주대 창원대 충남대 한경대 한국교통대
사립 가천대 경기대 경남대 계명대 고려대(세종) 광운대광주대 단국대(죽전) 단국대
(천안) 대구한의대 덕성여자대 동국대(경주) 동덕여자대동신대 명지대목포가톨릭대
삼육대 상명대(서울) 상명대(천안) 서남대 성공회대 성신여자대 세명대 세종대세한대
송원대 수원대숙명여자대순천향대영남대우석대인하대전주대조선대 차의과학대
국기술교육대 한국산업기술대 한남대한려대 호서대 홍익대(서울)

80% 이상
국공립전남대 전북대
사립가야대 경운대 서원대 신한대 한국성서대 한일장신대호남대

60%이상
국공립서울과학기술대 안동대 인천대
사 립 나사렛대 남부대 동서대 부산외국어대 서경대 서울여자대 아주대 영동대 우송
대 위덕대인제대 인천가톨릭대 제주국제대초당대 한라대 한림대한세대홍익대(세종)

50% 이상 사립가톨릭대 건국대(글로컬) 고려대(서울)광주여자대 극동대 목원대 한양대(서울)

40% 이상
사 립 건국대(서울) 동국대(서울) 서강대 성균관대 숭실대 중앙대(서울) 중앙대(안성)
한국항공대 한양대(에리카)

30% 이상 사립경희대(서울) 연세대(서울) 연세대(원주) 이화여자대 한중대

30%미만 사립부산가톨릭대 한서대

면접구술
구분 대학명

20%이상

국공립경북대 공주대 군산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대 안동대 울산과학기술대 인천대
전남대 전북대 충북대
사 립 가천대 가톨릭대 건국대(글로컬) 경기대 광운대광주여자대남부대 동국대(경
주) 동국대(서울) 동덕여자대 동서대 동신대 명지대 부산가톨릭대 부산외국어대 삼육
대상명대(서울) 상지대 서울여자대 성공회대 세종대 세한대 숙명여자대 우석대 원광
대 인하대 전주대 중앙대(서울) 중앙대(안성) 초당대 포항공과대 한남대 호남대 호서
대 호원대

10%이상 사립가야대 경운대 신라대

논술
구분 대학명

100% 국공립경북대 서울시립대

80%이상 국공립부산대

60%이상

국공립서울과학기술대
사립건국대(서울) 경희대(서울) 광운대 단국대(죽전) 동국대(서울) 서강대 서울여자대
성균관대 숙명여자대 숭실대 연세대(서울) 연세대(원주) 이화여자대 인하대 중앙대(서
울) 중앙대(안성) 한국항공대 한양대(에리카) 홍익대(서울)

50% 이상 사립가톨릭대 세종대 한양대(서울)

40% 이상 사립고려대(서울) 아주대

30%미만 사립덕성여자대

인문사회계열수시전형요소반영비율

구분 대학명

100%

국공립 경남과학기술대 경북대 공주대 군산대 금오공과대 목포대 부산대 순천대 제
주대 창원대 충남대 한경대 한국교통대
사 립 가천대 경기대 경남대 고려대(세종) 광운대 광주대 단국대(죽전) 단국대(천안)
덕성여자대 동국대(경주) 명지대 목포가톨릭대 상명대(서울) 상명대(천안) 서남대 성공
회대 성신여자대세종대세한대송원대 수원대 숙명여자대 순천향대 영남대 우석대 인
하대 전주대조선대 차의과학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산업기술대한려대 홍익대(서울)

80% 이상
국공립전남대 전북대
사립김천대 대구외국어대동신대 서원대 신한대 한국성서대 한일장신대호남대

60% 이상
국공립서울과학기술대 안동대 인천대
사립감리교신학대광주가톨릭대남부대 동서대 부산외국어대 서경대 서울여자대 아
주대 영동대 예원예술대 우송대초당대 한라대 한림대 홍익대(세종)

50% 이상 사립가톨릭대 건국대(글로컬) 고려대(서울)광주여자대 한양대(서울)호남신학대

40% 이상
사 립 건국대(서울) 동국대(서울) 루터대 부산장신대 서강대 서울장신대 성균관대 숭
실대 중앙대(서울) 칼빈대 한국항공대 한양대(에리카)

30% 이상
사립 경희대(서울) 대전가톨릭대 아세아연합신학대 연세대(서울) 연세대(원주) 이화여
자대 한국외국어대(글로벌) 한국외국어대(서울) 한중대

30%미만 사립부산가톨릭대 한서대

학생부

구분 대학명

20%이상

국공립경북대 공주대 군산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대 안동대 울산과학기술대 인천대
전남대 전북대 충북대
사립 가천대 가톨릭대 건국대(글로컬) 광운대광주가톨릭대광주여자대남부대 동
국대(경주) 동국대(서울)동신대 명지대 부산외국어대 상명대(서울) 서울여자대 성공회
대세한대 숙명여자대 영남대 예원예술대 우석대 우송대 울산대 원광대 인하대 중앙
대(서울)초당대 한국산업기술대 한남대호남대호남신학대 호서대
교육대부산교육대

10%이상 사립가야대 감리교신학대 그리스도대 성결대송원대 신라대

면접구술

논술
구분 대학명

100% 국공립경북대 서울시립대

80%이상 국공립부산대

60%이상

국공립서울과학기술대
사 립 건국대(서울) 경희대(서울) 광운대 단국대(죽전) 동국대(서울) 서강대 서울여자
대 성균관대 숙명여자대 숭실대 연세대(서울) 연세대(원주) 이화여자대 인하대 중앙대
(서울) 한국외국어대(글로벌) 한국외국어대(서울) 한국항공대 한양대(에리카) 홍익대(울)

50% 이상 사립가톨릭대 세종대 한양대(서울)

40%이상 사립경기대 고려대(서울) 아주대

30%미만 사립덕성여자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