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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주요 대학들

의 수시모집 경쟁률이 일제히올랐다 쉬

운 수능 기조에 수험생들의 상위권 대학

소신지원 경향이 뚜렷했고 논술중심전형

과학생부종합전형(입학사정관전형) 지원

자가늘었기때문으로분석된다

15일 원서 접수를 마감한 고려대는 23

04대 1(2986명 모집에 6만8783명 지원)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 지난해(2137대 1)보

다지원율이높아졌다

앞서원서접수를마감한서울대는작년

71대 1에서 753대 1(2351명 모집에 1만

9046명 지원)로 연세대도 1734대 1에서

1749대 1(2585명 모집에 4만5222명 지원)

로경쟁률이소폭올랐다

성균관대는 291대 1(전년 2642대 1) ▲

서강대 3442대 1(전년 2697대 1) ▲중앙

대 2755대 1(전년 1915대 1) ▲한국외대

(서울글로벌캠퍼스통합) 2429대 1(전년

1523대 1) ▲이화여대 1587대 1(전년 13

98대 1) 등도전년대비경쟁률이올랐다

또 ▲동국대 2006대 1(전년 189대 1)

▲서울시립대 1854대 1(전년 1079대 1)

▲세종대 1793대 1(전년 993대 1)도 지난

해보다경쟁률이뛰었다

이날까지마감한서울권16개대학의전

체평균경쟁률역시 2096대 1로전년(19

08대 1) 대비상승했다

반면 ▲경희대 3339대 1→2834대 1 ▲

한양대 3175대 1→2451대 1 ▲숙명여대

1644대 1→1428대 1 ▲서울과기대 1135

대 1→102대 1 등 4개대학은경쟁률이낮

아졌다

임성호하늘교육대표는 상위권학생들

의소신지원이뚜렷하고 중하위권도올해

적성고사가 대폭 축소되고 수능이후 원서

접수가실시되는수시2회차지원이없어지

면서원서접수최종마감까지치열한눈치

작전이전개될것이라고전망했다

올해 주요 대학 수시모집의 특징은 논술

중심전형과학생부종합전형의경쟁률상승

과의예과의여전한인기등으로요약된다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평가이사는

주요 대학들의 논술전형 경쟁률이 대부

분 올랐다며 논술 선발 인원이 감소한

데다우선선발제도를폐지하면서논술전

형에서 필요로하는수능최저학력기준이

지난해에 비해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분

석했다 또 학생부종합전형은 대부분 수

능최저학력기준을요구하지않아미리이

전형을준비한수험생들이많이지원했을

것이라고덧붙였다

올해도의예과는각대학에서최고인기

를누렸다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의과대학 체제로

전환하는대학들로인해모집인원이늘면

서 수험생들이 기대 심리로 많이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 의대 수시모집 인원

은 지난해 772명에서 올해 1237명으로 크

게증가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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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상승쉬운수능기조에상위권소신지원많아

논술전형학생부종합전형대거몰려의예과인기여전

광주시교육청이 대학수학능력시험 필

수과목이된 한국사능력을키울콘텐츠

를개발해보급에나섰다

16일 광주시교육정보원(원장김채화)에

따르면한국사능력검정시험대비동영상

특강콘텐츠를자체제작해온라인서비스

와특강콘텐츠CD보급에나섰다

교육정보원은 교육부가 주관하고 국사

편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시행에 따른 한국사 교육을 강

화하고국사교육자료로활용하기하기위

해검정시험중급(34급) 대비동영상특

강자료를자체제작했다

광주지역일선학교의역사담당교사들

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분야의 강사로

나서직접강의를맡았으며모두 18차시(1

차시당 20분) 분량으로편성됐다

제작된동영상특강은12일부터이지역

학생들이 이용하는 광주사이버학습 빛고

을샘(httpcybergedunet)에 공통

콘텐츠로제공된다

또타지역학생과일반인도광주교육인

터넷방송인 GEBS(httpgebsgen

gokr기획특집한국사특강)에서회원가

입없이무료로이용할수있다 일선학교

에서쉽게활용할수있도록 CD로도제작

해관내전체초중고교에보급한다

교육정보원은 특강 활용상황과 학생

학교의 호응도를 살펴보고 초급과정이나

고급과정에대한특강동영상도추가제작

할방침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시교육청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특강 동영상제작보급

34급 대비 18차 분량

인터넷서누구나무료이용

▲광주교대적성우수자전형 전

남도교육감추천전형 특별전형 정시

전형등 4가지전형이다

적성우수자전형은 1단계에서 내신

100%로 35배수를 뽑고 2단계는 학

생부종합(50%)+면접(50%)으로 뽑는

다

최저등급은 국어수학영어탐구

(2과목) 중 2과목 등급 합이 5등급 이

내다 그러므로 1단계는 내신 2단계

는최저등급이결정적역할을한다

전남도교육감 추천전형은 1단계에

서 서류(50%)+내신(50%)으로 2배수

를 뽑으며 2단계에서 1단계(50%)+

심층면접(50%)으로 뽑되 최저등급은

없다 이 때문에 1단계 서류 2단계에

심층면접이결정적역할을한다

정시모집은 1단계수능(80%)+학생

부(20%)으로 25배수로 뽑고 1단계

(80%)+면접(20%)으로선발한다

면접은인성면접을본다

수능점수는 백분위 점수를 사용하

며 국어수학중반드시 1개는 B형을

응시해야 하고 수학B에 10% 가산점

을 준다 입시 결과를 올해 백분위 점

수로분석해보면합격자의평균 91%

합격자의 85%선은 89%다

▲전주교대고교성적우수자전형

전북도교육감추천전형 특별전형 정

시전형등 4가지다

고교성적우수자전형은 1단계에서내

신(90%)+비교과(10%)로 5배수를 뽑

고 2단계는 1단계점수(90%)+일반면

접(10%)으로 뽑는다 최저등급은 국

수영탐구(2과목) 등급 합 10 이내

(국수중반드시B형1개포함)로내신

과최저등급이결정적역할을한다

전북도교육감추천전형은 1단계에서

내신(54%)+비교과(6%)+서류(40%)

으로 2배수를뽑고 2단계에서는1단계

(50%)+심층면접(50%)으로 뽑는다

최저등급은모든영역 3등급 이내(국

수 중반드시 B형 1개포함)이며내신

서류 수능을골고루잘해야한다

▲서울교대학교장 추천전형 특

정영역집중이수자전형 특별전형 정

시전형등 4가지전형이다

학교장 추천전형은 1단계에서 내신

(80%)+비교과(20%)으로 3배수를 뽑

고 2단계는 1단계점수(70%)+일반면

접(30%)으로뽑는다 특정영역집중이

수자전형은1단계에서비교과(50%)+

서류(50%)으로 3배수를뽑고 2단계에

서 1단계(50%)+심층면접(50%)으로

선발한다

최저등급은 국수영탐구(2과목)

등급합 8이내(국수중반드시 B형 1

개 포함)이며 학교장 추천전형은 내

신과 최저등급이 특정영역집중이수

자전형은 전형적합성과 최저등급이

결정적역할을한다

한철민시민기자숭덕고교사

진학교사들과함께하는대입성공프로젝트

교대가는길

자기소개서에서승패갈린다

교육대입시의특징은수시정시에서단계별전형을실시한다는것이다 수시

에서 1단계는내신 2단계는면접의비중이높고서류심사에서는전형적합성

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자기소개서는 모집전형이 원하는 인재상에 맞게

서류를작성하는것이좋다 정시에서는예년에비해내신의반영비율이줄었

으나여전히내신을반영하고있고수능은반드시B형 1개영역을응시해야하

며면접은일반면접을실시한다

서울대 7531

고려대 23041

연세대 17491

서강대 34421

성균관대 2911

중앙대 19151

한국외대 24291

이화여대 15871

동국대 20061

서울시립대18541

세종대 17931

경희대 28341

한양대 24511

숙명여대 14281

서울과기대1021

서울주요대학수시경쟁률

조선대학교부속중학교(교장이종하)학생들이 15일광주시동구일대에서생명존중문화조성및생명사랑실천을위한 등굣길연합캠

페인을벌였다 조대부중제공
조대부중 생명은소중해요

대학명 전형명
수시합격자내신성적

정시합격자수능백분위
점수(2015학년도기준)

합격평균 합격자85%선 평균 85%선

경인교대
교직적성잠재능력우수자 1593 1896

94 91
농어촌학생 1388 1607

광주교대

농어촌학생 1752 2032

91 89

과학적성우수자 1811 2016

체육적성우수자 2305 2638

컴퓨터적성우수자 2284 2811

국가보훈대상자 2645 2985

교직적성우수자 1915 2307

서울교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
층

1594 1831

95 92다문화가정의자녀 1900 2665

특정영역집중이수자 1772 2280

학교장추천전형 1565 1966

고교성적(내신)우수자 1684 1856 91 89

주요교육대입시전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