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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수시모집

선발비중이 705%로역대최고치를기록

할 것으로 보인다 신입생 10명 중 7명 이

상이 수시 모집으로 입학하게 되는 것으

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주요 전형

요소로반영하는 학생부 종합전형(학종)

의영향력도지난해보다확대됐다 수시모

집레이스는오는9월 12일원서접수를시

작으로본격화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1일

197개 4년제 대학의 2017학년도 수시모

집요강주요사항을발표했다

대입 대세는 수시?4년제 대학들의

전체모집인원은 35만20명으로전년도(35

만7278명)보다줄어들었다 하지만수시모

집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24만6891명으로

전년도인 2016학년도(24만976명)에 견줘

늘어났다전체모집인원중수시모집비중

도 705%에이르는등 2016학년도(674%)

보다확대됐다 교육현장에서는수능시험

중심의 정시보다 수시가 대입의대세로

자리잡아가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

수시모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학생부

중심전형(교과종합) 비중도 858%(21만

1762명)에 달한다 학생부를 60% 이상 반

영하는 대학은 34개교(인문사회계열 기

준)에 이르고 75개교는 학생부 반영 비율

이 100%다

특히내신성적은물론동아리독서봉

사활동등비(非)교과활동까지평가해뽑

는 학생부 종합전형(학종)비중은 295%

로 전년도(279%)에 비해 올해 16%포인

트늘어났다 학생 수를놓고보면 5536명

(2016학년도 6만7231명→2017학년도 7만

2767명) 늘어났다 학생부 교과전형 비율

은 563%로전년(573%)보다줄었다

올해수시에서논술시험을보는대학은

고려대연세대서강대성균관대이화여

대등 28개교로전년도와같지만모집인원

은 04%포인트 감소(508명)한 1만4689명

이다 적성시험을 치르는 대학은 10개교

(4479명)로 2016학년도(11개교 4592명)보

다 줄었다 지역인재의 대학입학 기회를

늘리기 위한 지역인재 특별전형 으로 선

발하는 인원은 1만16명으로 지난해(9535

명)보다 481명 늘었다 전체 수시모집 인

원 중 41%를 차지한다 전남대 조선대

동신대는의치한의예과신입생중 81명

(전남대 30명조선대 43명동신대 8명)을

지역인재특별전형으로선발한다

6개원서 어느대학에넣을까수험

생은수시모집기간 6차례의원서를낼수

있고복수합격자는등록기간내 1개대학

에만 등록해야 한다 수시모집 합격자는

정시모집과추가모집에지원할수없다

수험생은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와 6월

모의평가를바탕으로자신의위치를냉정

하게가늠한뒤원서를넣을6개학교를전

략적으로 선택하는게중요하다고 입시전

문가들은조언한다

대학별로는 광주전남 국립대의 경우

전남대가 2193명을뽑고전남대여수캠퍼

스는 601명을 선발한다 목포대 1237명

순천대 1234명 목포해양대 492명 광주교

대 210명 광주과학기술원 175명등이다

사립대로는 조선대가 3200명을 수시로

선발할예정이며광주대 1616명 광주여대

883명 남부대 757명 동신대 1499명 송원

대753명 호남대1586명등을뽑는다

장광재 숭덕고 진로진학담당부장은 수

시비율이높기때문에수시전략을세우는

게중요하다면서 다만 모의고사 성적이

상승세라면 수능 준비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조언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대학별모집인원(단위명)

대학명 인원

목포대 1237

목포해양대 492

서울대 2571

순천대 1234

전남대(광주) 2193

전남대(여수) 601

경희대 3771

고려대(서울) 3115

동신대 1499

남부대 757

광주여대 883

광주대 1616

인원

1174

2701

753

2604

2159

3200

2822

1122

175

210

1586

2227

대학명

서강대

성균관대

송원대

연세대(서울)

이화여대

조선대

중앙대(서울)

한국외대(서울)

광주과학기술원

광주교대

호남대

한양대(서울)

수시 705% 역대최고학종영향력확대

전체 35만20명 선발6개 원서 전략적 선택 중요

75개교학생부 100% 반영지역인재특별전형늘어

구분 기간

원서접수 912(월)921(수) 중 3일이상

전형기간 912(월)1214(수)(94일)

합격자발표 1216(금) 이전

최초
등록기간

1219(월)  21(수)(3일)

미등록충원
합격통보기간

1228(수) 2100 이전

미등록충원
등록기간

1229(목)

수시모집대학입학전형일정2017학년도대입수시모집요강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을 해도 의료

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나왔다

이번판결로 보톡스시술은치과의사

의 면허 범위를 넘는다는 법원의 기존

입장이변경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

관)는 21일 환자에게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치

과의사 정모(48)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에돌려보냈다

의료법은 치과의사는치과의료와구

강보건지도를임무로한다고만규정하

고 있어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을 할

수있는지는명확하지가않다

대법원은이문제가국민의의료생활

에미치는영향이크다고판단해사건을

전원합의체에회부해심리했다

올해 5월에는 공개변론을 열고 변호

인과 검사 측의 참고인을 불러 의견을

청취하기도했다

정씨는 2011년 10월환자의눈가와미

간 주름을 치료하기 위해 2차례 보톡스

시술을했다다기소됐다

1 2심은 치과의사의면허범위를넘

었다며벌금 100만원의선고를유예했

다 하지만 대법원이 보톡스 시술은 치

과의사의면허범위에해당한다고 판단

하면서항소심은정씨의의료법위반여

부를다시판단하게됐다 연합뉴스

대법 치과의사도보톡스시술가능

학생부종합전형

구분 대학명

100%
국공립 경북대 공주대 군산대 목포대 순천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한국교통
대사립단국대(경기) 대전대 덕성여대 목포가톨릭대 상명대(서울) 송원대 영남
대 원광대 조선대 차의과학대 초당대

80%이상
국공립전남대충북대사립가야대(김해) 감리교신학대경운대김천대남서울
대 삼육대 호남대

60%이상
국공립안동대사립고려대(세종) 광주가톨릭대광주대광주여대극동대남부
대 동신대

50%이상 사립호남신학대 홍익대(세종)

40%이상
사립건국대(서울) 경기대 고려대(서울) 광운대 대구외대 동국대(서울) 서강대
성균관대 세종대 숙명여대 숭실대 아주대 중앙대(서울) 칼빈대 한국항공대 한양
대(ERICA) 한양대(서울)

30%이상
국공립 서울과학기술대사 립 경희대 부산가톨릭대 연세대(원주) 이화여대 인
하대 한국외대(서울) 한국외대(용인)

30%미만 사립연세대(서울) 인제대

수시모집전형요소반영비율(인문사회계열)

학교생활기록부반영비율분포

구분 대학명

20%이상

국공립경북대 군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순천대 전남대 제주대 충북대
사 립 광운대 광주대 광주여대 국민대 남부대 대전대 동덕여자대 동신대 부
산외국어대상명대(서울) 송원대영남대전주대 조선대중앙대(서울) 청운대초
당대 한국항공대 호남대

20%미만 국공립공주대 충남대 사립청주대

면접구술

구분 대학명

80%이상 국공립경북대사립연세대(서울)

60%이상

국공립부산대 서울과학기술대서울시립대
사립가톨릭대건국대(서울) 경기대경희대고려대(서울) 광운대단국대(경기)
동국대(서울) 서강대서울여대성균관대세종대숙명여대숭실대아주대연세대
(원주)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서울) 한국외대(서울) 한국외대(용인) 한국항공
대한양대(ERICA) 한양대(서울) 홍익대(서울)

논술

수시모집전형요소반영비율(자연계열)

구분 대학명

100%

국공립 강릉원주대 경북대 공주대 군산대 목포대 순천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
대 한국교통대 사 립 단국대(경기) 단국대(충남) 대구한의대 대전대 덕성여대
동국대(경주) 동신대 명지대 목포가톨릭대 상명대(서울) 상명대(천안) 송원대 영
남대 원광대 전주대 조선대 차의과학대 청주대 초당대 한남대 홍익대(서울)

80%이상 국공립전남대 충북대사립경운대 남서울대 삼육대 신한대 호남대

60%이상 국공립안동대사립고려대(세종) 광주대광주여대남부대대구대대구예술대

50%이상 사립목원대 우송대 홍익대(세종)

40% 이상
사립건국대(서울) 고려대(서울) 광운대 동국대(서울) 서강대 성균관대 세종대
숙명여대 숭실대 아주대 중앙대(경기) 중앙대(서울) 한국항공대 한서대 한양대
(ERICA) 한양대(서울)

30%이상
국공립 서울과학기술대사 립 경희대 부산가톨릭대 연세대(원주) 이화여대 인
하대 한중대

30%미만 사립연세대(서울) 인제대

학교생활기록부반영비율분포

구분 대학명

20%이상

국공립경북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순천대 전남대제주대 충북대
사립 광운대 광주대 광주여대 국민대 남부대 동덕여대 동신대 부산외국어대
상명대(서울) 서울여대 송원대 영남대 우석대 전주대 조선대 중앙대(서울) 초당
대 한국항공대 호남대

20%미만 국공립공주대 충남대

면접구술

구분 대학명

80%이상 국공립경북대사립연세대(서울)

60%이상

국공립 부산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시립대사 립 건국대(서울) 경희대 고려대
(서울) 광운대 단국대(경기) 동국대(서울) 서강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세종대 숙
명여대 숭실대 아주대 연세대(원주)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경기) 중앙대(서울)
한국항공대 한양대(ERICA) 한양대(서울) 홍익대(서울)

논술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9월까지 자동

차공회전을집중단속한다

단속 지역은 광역지자체 조례가 정한

전국의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 7633

곳이다 주로터미널 주차장버스차고

지등이다

공회전단속대상은주정차하고있는

차량이 외부 기온 527도에서 자동차

공회전을하는경우다

1차로운전자에게경고(계도)하고공

회전을 5분이상계속하면과태료 5만원

을 부과한다 경찰소방구급차 등 긴

급한 목적의 자동차와 냉동냉장차 정

비중인 자동차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된

다

홍동곤환경부교통환경과장은자동

차 배출가스 발생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주정차할 때 반드

시시동을끄는습관을갖는것이좋다

고조언했다 연합뉴스

자동차공회전안돼요9월까지단속

오늘의날씨

경고

높음

보통

�생활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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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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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해뜸 0534

해짐 1943
�� 2113

�� 0742

식중독

자외선

미세먼지

광 주 구름많음

목 포 구름많음

여 수 구름많음

완 도 구름많음

구 례 구름많음

강 진 구름많음

해 남 구름많음

장 성 구름많음

나 주 구름많음

2333

2330

2227

2328

2033

2230

2330

2132

2233

2029

2231

2333

2433

2331

2232

2225

2330

구름많음

구름많음

구름많음

구름많음

구름많음

구름많음

구름많음

구름많음

보 성

순 천

영 광

전 주

군 산

남 원

흑산도

진 도

�지역별날씨 ���

그늘을찾아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많고 무덥겠다

오전 오후
풍향 파고() 풍향

서해
남부

앞바다 남동남 0515 남동남
먼바다 남동남 1020 남동남

남해
서부

앞바다 동남동 0510 동남동
먼바다(동) 동남동 0505 동남동

파고()
0510
1020
0505
0515

�바다날씨

먼바다(서) 남동남 0505 동남동 0510

�물때

목포
0354 0902
1554 2106

여수
1031 0429
2304 1627

밀물 썰물

�주간날씨

23(토) 24(일) 25(월) 26(화) 27(수) 28(목) 29(금)

� � � � � � �
2332 2332 2432 2432 2329 2331 23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