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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서울 주요 대

학들의 2016학년도 대입(大入) 수시모집

원서접수가마무리됐다 쉬운수능을감

안정시보다수시에집중하는경향이뚜렷

해졌다는게입시전문가들의분석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수험생들이 수시 원

서접수뒤마음이들떠수능공부를소홀

히하기쉽다는점을우려 끝까지수능준

비에만전을기해야한다고조언한다

쉬운 수능 정시보다 수시를 노려라

서울연세고려대와서강대등서울주

요 11개 대학이 지난 12일까지 수시 원서

접수를마감했다

서울대의 경우 2533명 모집에 1만8756

명이지원 740대 1의경쟁률을기록했다

전년도 수시 경쟁률(753대 1)보다는 다소

하락한수치다

학과별로는지원자격에특별한제한이

없는 일반전형이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

다 인문계열에서는 교육학과(1542대 1)

사회학과(1515대 1) 등이 높았고 자연계

열에서는의예과(102대 1) 응용생물화학

부(1282대 1)등의경쟁률도눈에띄었다

연세대는 2591명을 뽑는데 4만628명이

몰려 1568대 1 고려대의 경우 2989명을

모집하는데 7만647명이지원해 2364대 1

의경쟁률을보였다

서강대는수시모집인원1143명을뽑는

데 4만2821명이몰려 3746대 1의 높은경

쟁률을 기록했고 한양대의 경우 지난해

(2451대 1)보다 급등한 수시모집 경쟁률

(3156대 1)로 눈길을 끌었다 논술전형으

로 뽑는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의경우 8명모집에 1335명이지원 16688

대 1의경쟁률을기록했다

한양대는수능최저기준을적용하지않

는데다 논술고사를 수능 이후에 실시하

는것으로전형을바꾸면서지원자가몰렸

다는게입시전문가들의분석이다

전남대 조선대 광주교육대 광주대 호

남대등은 15일 수시원서접수를최종마

감한다

입시 전문학원 및 광주전남지역 진학

담당 교사들은 쉬운 수능 기조가 뚜렷한

상황에서수시에 합격하겠다는지원 전략

을 세운 수험생들의 경향이 뚜렷했다고

분석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마무리 전략은?

입시전문가들은합격을위한 3가지필수

전략을세워야할때라고조언했다 60일도

남지않은만큼본격적인뒷심을발휘할전

략을꼼꼼하게준비해야할시기라는것이

다 우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대비해 수

능준비를철저히해야한다고주문했다

송형래 광주진학부장협의회장(국제고

진학부장)은 자칫수시원서접수를하고

마음이 들떠 수능 공부를 소홀히 하기 쉬

운학생들이많은데 수능 점수미달로최

종단계에서불합격되는일이발생하지않

도록해야한다고말했다 실제상황처럼

시간을정해놓고적응력을키우는전략도

세워야한다고조언했다

장광재숭덕고진로진학상담부장은수

능 시험을 앞둔 만큼 실제 상황처럼 시간

을정해놓고반복적으로연습해적응력을

키워야할때라고강조했다 개념보다문

제풀이에집중하는한편 모든과목에일

정 시간을 분배해 시간에 맞춰 준비하는

방법이필요하다는것이다

입시전문가들은전과목을고루공부하

는마무리전략을세우는것이중요하다고

입을모은다 김지을기자 dok2000@

수능최저기준폐지한양대 3156대 1 급등

서울주요대학수시접수마감

서울대74대1 연세대1568대1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1월12일

치러질 2016학년도 수능 응시 원서를 접

수한결과 지원자가 63만1184명으로 2015

학년도 64만621명보다 9437명(15%) 감소

했다고14일밝혔다

재학생은 전체의 764%인 48만2051명이

고졸업생은13만6090명(216%) 검정고시

등은1만3043명(20%)으로집계됐다 졸업

생은 지난해 13만1539명에서 4551명(3

5%) 늘었고전체지원자중졸업생비율도

2015학년도205%에서216%로높아졌다

광주지역 수능 응시자의 경우 2만1477

명으로 전년도(2만1394명)보다 83명 늘어

났다 재학생 지원자가 1만7699명으로 전

년도(1만7961명)보다 줄었고 졸업생 3266

명(2015년 2953명) 검정고시 등은 512명

(2015년 480명)으로전년도에비해늘어난

것으로집계됐다

전남도 전체 지원자 1만8768명 중 재학

생의 경우 전년도(1만7299명)보다 527명

이감소한 1만6772명이지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수능생작년비 15% 감소

재학생 줄고 졸업생 늘어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종)는 최근 대학 호심관 1층 로비에서 힐링 콘서트를 열었다 문

화예술대 음악학과 피아노 전공 학생들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마련한 콘서트에서 왈츠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의 에델바이스와 도레미송 등을 연주해 호응을 얻었다 광주대 제공

캠퍼스에 울려퍼진 힐링 음악

호남대 문화콘텐츠사업단에 각종

명목의 장학금 벼락이 떨어지고 있

다 정부 지원 특성화 사업의 혜택을

받으면서 대학 외부에서 지원하는 장

학금이늘어나면서다

14일 호남대에 따르면 신문방송학

과인터넷콘텐츠학과문화산업경영

학과로 구성된 문화콘텐츠 창의인재

사업단은 올 1학기에만 신입생 45명

이 2500만원의 장학금을받는행운을

거머쥐었고재학생 130명도 2600여만

원의장학금을지급받았다

호남대가 지방대 특성화 사업 대

학으로 선정된 지난해 2학기에도 245

명의학생이 7400여만원의장학금 대

박이터졌다

올 2학기에도 학생들에게는 7900여

만원의풍성한장학금이기다리고있다

신문방송학과 등 3개 학과 학생들

의 경우 국가학교장학금 각종 장학

재단 장학금과 별도로 5년 동안 매년

1억6000만원의장학금 맛을 보게된

다는 게 호남대측 설명이다 해당 학

과학생들은또지난 1월 상하이미디

어 그룹에서 실습을 받는가 하면 호

주 시드니일본 도쿄 문화콘텐츠 기

업과연구소등에서도실습을받는등

해외연수기회를얻은바있다

문화콘텐츠 창의인재사업단 관계

자는 학생 대부분이 장학금 혜택을

받고 해외 선진 도시와 연구기관에서

현장실습을하는등사회진출능력을

키우고있다고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호남대문화콘텐츠사업단 장학금풍년

지방대특성화사업선정

5년간매년1억6천만원혜택

동강대학교가 대학생들의 창업 도우

미역할을톡톡히하고있다중소기업청

등과 대학생 창업아카데미 사업을 펼

치면서대학생들의취업뿐아니라창업

도적극지원하고있다는평가가나오고

있어서다

동강대 창업보육센터의 경우 중소기

업청 창업진흥원 주최 2015 대학생 창

업아카데미지원사업에선정된뒤다양

한대학생창업지원프로그램을운영중

이다

광주전남에서 중기청 등과 함께 대

학생 창업 아카데미 지원사업을펼치는

대학은 동강대가 유일하다 프로그램의

경우창업성공및실패사례를분석하고

학생들의 창업 아이디어와 보유 기술을

사업화하고자금을조달하는방법 마케

팅 기법 등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학점

인정형과 체험형 전공 등으로 세분화해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게 동

강대설명이다

최근에는 센터 4층 교육실에서 2015

대학생 창업 아카데미 경진대회 2차 발

표평가회를갖고학생들의창업활동을

격려했다

이날 평가회에는 동강대 전기전자과

를 비롯 호텔관광과 안경광학과 유아

교육학과 재활보건관리과 응급구조

과 뷰티미용과 쇼핑몰디자인창업과

호텔조리영양학부 등 18개 창업동아리

가참여해창업아이디어와사업화가능

성등을겨뤘다동강대창업보육센터는

이날최우수상 1팀을비롯 12개팀을선

정해 아이템 개발비 등을 지원키로 했

다

김현철 동강대 창업보육센터 창업지

원단장은 올해 처음 진행하는 대학생

창업아카데미가 성장 잠재력이 뛰어나

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대학생들의

창업을 적극 돕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동강대 대학생창업돕는다

창업보육센터 12개 동아리선정개발비등지원

전남도교육청은 14일 보성복내중학

교(교장박정식) 개교식을개최했다

보성 복내중은 보성율어중과 통합

해 공립 기숙형중학교로 출범하게 됐

다

복내중은 국비 217억원을 들여 본관

기숙사 다목적강당 잔디운동장 등을

갖춘 친환경인증학교로선정됐다

복내중에는 향후 5년간 20억원 규모

의 통폐합 재정지원금이 투입되고 기

숙사 운영비가 별도로 지원돼 전교생이

기숙사비를 포함 모든 교육프로그램을

무료로이용할수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보성복내중율어중통합 공립기숙형학교개교

학교명 모집인원

서강대 1143 42821 3746

한양대 2232 70443 3156

경희대 1567 46492 2967

성균관대 2732 75035 2747

중앙대 2697 66033 2448

한국외대 1119 27033 2416

건국대 1747 41605 2382

고려대 2989 70646 2364

동국대 1628 32291 1983

서울시립대 747 12319 1649

이화여대 1892 31029 1640

서울대 2533 18756 740

연세대 2591 40628 1568

지원자수 경쟁률

2016학년도주요대학
수시모집경쟁률현황 단위명전형유형 전형명 모집단위

(학과명)
모집
인원

지원
인원

경쟁률

성균관대 논술위주 논술우수전형 의예 10 2019 20190

중앙대 논술위주 논술전형 의학부 22 3046 13845

경희대 논술위주 논술우수자전형 의예과 29 3719 12824

이화여대 논술 논술전형 의예과 10 1145 11450

고려대 논술위주 일반전형 의과대학 23 2604 11322

대학명

2016학년도주요대의대경쟁률

전남대조선대오늘마감

수능마무리전략에만전

개념보다문제풀이집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