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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당장목표대학 5곳정하고 자기소개서써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다음달 2일광주

교육정보원에서 2016학년도 대학입학정보설명회

를 연다 이날 설명회는 올해 수시모집에 앞서 대

교협 대입상담교사단이 직접 학생과 학부모를 만

나대입정보를제공한다 일대일진로진학상담부

스 전공상담기부단상담부스등을지역특성에맞

게운영할예정이다

대교협 대입상담교사단은 17개 시도교육청이

추천한현직교사 242명으로구성됐다

대교협은 또 300개 고교를 직접 방문해 대입정

보설명회를연다 이와별도로전화상담은대표번

호(☎ 16001615)를 통해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상담은 대교협 대입상담센터 홈페이지

(univkcueorkr)를통해이용할수있다

대교협내달 2일 광주서대입설명회

3월학력평가영어영역에서 1문제만틀려도 2등

급으로전락하는것으로나타났다

3월학평주관기관인서울시교육청이공개한지난

11일시행한고3 전국연합학력평가채점결과 영어

만점자비율이436%로원점수커트라인이100점이

었다 1문제만틀려도2등급으로떨어지게됐다

이번 학평은 전국 1902개교에서 49만3263명이

응시했다 광주에서는 57개교 1만7023명 전남에

서는 103개교 1만6623명이시험을치렀다

3월학평응시인원의특징은자연계(이과) 과학

탐구응시자가늘었다는것이다 올해과학탐구응

시자비율은전체의 396%로전년도 393%보다 0

3%포인트 증가했고 2008년 334% 2011년 35

6% 2012년 387% 등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이번 학평에서 고2 자연계(이과) 과학탐구 응시

자비율은448%로전년도 407%보다 41%포인트

증가한 것을 유추하면 내년도 고3 자연계 비율은

더욱늘어날것으로보인다

오종운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는 이는 최

근들어 취업에 유리한 이공계열 진학자가 증가하

고고교반편성에서도이과반이종전보다늘고있

기때문으로풀이된다고분석했다그는 2017 수

능의수학영역출제범위가인문계가주로응시하

는 수학 나형이 3과목(수학II 미적분I 확률과통

계)으로종전보다 1과목늘어난대신 자연계의수

학 가형은 출제 과목이 3과목(미적분II 기하와벡

터 확률과통계)으로 종전보다 1과목 줄었다며

취업에유리한이공계열진학과맞물려과학탐구

및 수학 가형 응시 비율은 현재보다 더욱 늘어날

것으로전망된다고전망했다

고3 3월학평은영어영역이너무쉽게출제됐다

영어는만점자비율이 436%로 1등급원점수커

트라인이 100점(표준점수 131점)이 돼 1문제만 틀

려도 2등급을받았다 2등급은원점수 95점(표준점

수 127점) 3등급은 86점(표준점수 119점)이었다

국어는 B형의 19번 문항이복수정답(문항오류

에 따른 모든 선지가 복수 정답 배점은 3점)으로

인정돼 당초 예상보다 커트라인이 올라갔다 1등

급커트라인원점수는 96점으로당초예상된 94

95점보다 12점정도올랐다

국어영역 만점자 수 및 비율은 국어A형이 813

명 037%이고 국어B형이 1283명 048%이다 국

어A형 1등급 커트라인은 원점수 95점(표준점수

128) 2등급 원점수 90점(표준점수 124) 3등급 84

점(표준점수 118) 등이고국어B형 1등급커트라인

은원점수 96점(표준점수 129) 2등급 원점수 91점

(표준점수 124) 3등급 84점(표준점수 118) 등이다

수학영역만점자수및비율은수학A형이어렵

게출제돼 578명 019%이고수학B형이2076명 1

11%이다 수학 만점자 최고점 표준점수는 수학A

형이 159점 수학B형이 145점으로 14점 차이가났

다

수학 영역에서 인문계 학생들이 주로 응시하는

수리A형 1등급커트라인은원점수 81점(표준점수

141) 2등급 원점수 69점(표준점수 130) 3등급 52

점(표준점수 115) 등으로나타났다

자연계 학생들이 주로 응시하는 수학B형 1등급

커트라인이 원점수 92점(표준점수 139) 2등급 원

점수 80점(표준점수 129) 3등급 66점(표준점수

117) 등이다

2017 수능에서한국사를필수로응시하는고2 3

월 학평에서 한국사 1등급(원점수 50점 만점에서

40점 이상) 비율은 1655%였고 서울대가 감점이

없는기준으로선정한 3등급(원점수 30점) 이상비

율은 4713%로절반정도에달했다

2018 수능에서 영어 영역이 절대평가로 실시되

지만아직까지구체적인등급분할방식등이확정

되지않아현재고1 3월학평에서는별도의등급은

제공되지않았다 영어영역원점수(100점만점) 평

균은 5581점이었고 80점 이상 비율은 2025%로

추정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영어 1문제만틀려도 2등급

3월 학력평가채점결과

만점자비율 436% 달해

자연계과탐응시율갈수록늘어

당장 급한 건 목표 대학 5곳을 정하는 것입니

다 그래야 학생부전형이든논술준비든할수있

습니다

최경석(대원고교사) EBS 대표강사는최근조선

대에서 열린 2016 대입 수능 전략 특강에서 대학

입시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면 목표가 명확

해야한다며 일정싸움에허둥대지않으려면목

표대학 5곳을정하는게먼저라고주문했다

대학에따라전형이다른까닭이다 목표대학을

정하고 그 대학의 전형을 꼼꼼히 분석한 뒤 학교

생활기록부를 점검하라고 했다 학생부에 부족한

부문이 있으면 지금부터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워

메워야한다는것이다

최 대표강사는 수시를 목표로 하더라도 수능을

대비하지않으면안된다고강조했다

그는 대입성공의 1순위는당연히수능이라며

수능 준비는 착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신

이 중요하다거나 비교과 영역을 더 챙겨야 하는

것아니냐고반문하는수험생도있지만그것은전

형에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짧은생각이다고

단정지었다

서울대 지역균형선발등최상위권대학의 학생

부 종합 전형은 물론 교과 전형과 논술에도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심지어 적성검사에도 수능 최저 기준을 요구하기

도 한다 거꾸로 중하위권 학생 중에서 취업을 감

안해전문대로지원하는경우도수능을활용해3개

영역 또는 2개 영역의 점수로 선발한다는 점을 기

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능을 잘 보면 취업과 직

결된학과에들어갈확률이높다는것이다

따라서 수능을 1순위로 하고 나머지 전략을 짜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수능은 수시 6회와

정시 3회산업대전문대까지지원할수있는선택

의 폭을 넓히고 이를 통해 자신의 미래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대학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능을 포기한 채 수시만 준비했다가는 정시모집

땐 원하는 대학에 지원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발

생한다는지적이다

최 대표강사는 목표 대학을 정했다면 자기소개

서를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3월말이면

자기소개서초안은이미나와있어야한다며 아

직없다면서둘러초안을만들고여름방학때까지

부족한부문을하나하나채우며수정해야한다고

말했다

논술에대한부담은갖지말라고말했다 학원을

좇아 논술 특강을 듣기보다는 독서가 더 유익하

다고경험담을전했다 특히독서활동을강조했다

독서활동은 영역별 융합형 수능에서 기초를 튼튼

히한다는것이다 수능을준비하며독서를생활화

한다면논술은저절로따라온다는것이다그런뒤

여름방학때한달동안논술에집중하면충분히가

능하다고말했다

지금부터 논술에 얽매이다보면 지나치게 학습

량이 늘어나 내신도 수능도 논술도 모두 망칠 수

있다고지적했다

수시학생부종합전형에서중시되는 리더십과

관련해서는 조화의리더십을보여줘야한다고말

했다 독불장군식카리스마 리더십은대학이 원하

는인재상이아니라는것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원하는대학전형살피고

학생기록부부족분체크

논술준비는시기상조

독서생활화가더유익

대입성공 1순위는수능

수시등전략은그다음

4월엔중간고사올인

자소서 초안 마쳐야

EBS 대표강사들광주특강

2016학년도 수능에서도 EBS 70% 연계 정책은

계속된다 2015 수능 만점자들이 EBS 수능을 중

심으로공부했다는언론인터뷰를보더라도 EBS

수능연계정책이 수능에미치는절대적영향을알

수있다그만큼EBS교재를잘활용하는것이수능

성공의열쇠다 하지만 EBS 교재의종류가다양하

고 학교에서대부분의시간을보내는만큼무엇이

자신에게좋은지를잘파악하는게중요하다

신삼수 EBS 수능교육부장은 EBS 연계 대표적

교재인 수능특강 인터넷수능 수능완성 시리

즈를추전했다

입문 단계에서는 수능개념 시리즈가 제격이라

고밝혔다 수능개념은 EBS 연간커리큘럼중유

일하게강사들이직접교재를집필한다 저자직강

시리즈인 만큼 강사의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결정체

다 강의는 30강내외로설계돼학습부담이그리크

지 않다 수능개념으로 개념 완성을 달성했다면

수능특강으로수능실력을탄탄하게다져야한다

올해 처음 선보인 수능열기는 수능개념과 함

께학습한다면시너지를얻을수있다 국어수학

영어 영역에 한해 교재를 발간하고 해설 강의를

제공한다

수능기출플러스는 기출문제 학습의 바이블이

다 EBS 대표강사들은 기출플러스는학습단계와

상관없이 연중 들여다보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작년과 달리 수능기출플러스는 문항별 해설강의

는검색으로대체하고 기출을통한실력다지기를

위한유형별기출특강으로강좌를설계했다

6월모의평가에서웃느냐우느냐를가늠하는핵

심 연계 시리즈는 수능특강과 인터넷수능이다

또 수능완성과 EBS N제로 대표되는 문제풀이

단계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9월 모의평가 성적

표의중요한밑거름이된다

신삼수 부장은 국어와 영어 영역은 EBS 연계

출제 70%를적용받기때문에올해나온 EBS 연계

교재를 반드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지문

이없는수학의경우는개념과문제유형이중요하

기 때문에 23년 전에 나온 EBS 연계 교재도 큰

도움이된다고조언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수능개념수능특강수능완성順기출플러스수시로

EBS 교재활용이렇게

최근조선대에서열린 2016 EBS 대학입시설명회에참석한여고생들이 EBS 대표강사의 2016 대학입시

전략을관심있게듣고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