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0%

대입

수시

비중

증가

추세

2019학년도 서울시립대/경희대/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연세대/이화여대/중앙대/한국

학종시대

66.7%

외대/한양대 등 주요 11개 대학은 모집인원의 74.0%을 수시로 모집한다. 전형 유형별로는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선발 인원이 1만5502명으로 수시 모집정원의 59.2%를 차지해 10명
중 6명꼴로 나타났다.
[2018.01.17 조선일보]

53.1%

2019학년도 선발계획

서울대

고등학교 수행평가 문제 예시

학생부종합전형 78.5%

[전형 세부]

•미술작품에 대한 감상평 작성하기 (영어)

서류전형(학생부/자기소개서)
1단계 50% + 면접 50%
서류전형 + 면접

일반형
지역균형
[2017 면접기출]

[출제의도]

기아로 고통 받는 외국의 아이들을 위해 기부를 요청하는 국제구호단체의 편지를 받았다고 가정해 보
자. 편지에 따르면 3만원을 기부하면, 10명의 아이들이 한 달을 살 수 있지만 이를 외면 하면 이들은 곧
죽게 된다고 한다. 국제구호의 실효성과 한계를 고려하여, 당신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
지 설명하시오.

개인적 경험과 그 경험을 통해 느끼거나 생각한 것을 말이나 글로 표현해보기
이와 더불어 심미적인 미술 작품에 대한 감상 수업 내용과 연관 지어 자신의 느낌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림을 찾아 개인적 경험과 그림이 주는 느낌을 연결하여 설명하거나 묘사해보기

[방법]

* 제시문 : 국제구호에 대한 영문제시문과 윤리가치에 대한 국문제시문 제시
(인문대학, 사범대학, 자유전공학부)

5단계의 과정을 거쳐 미술작품을 감상하고 감상문을 작성하여 발표

창의성

- Write down your experience related to the picture above.
In September of this year, I went on a school trip and played cards with my friends.

- Describe your overall impression of the picture.
This is a picture of a group of dogs playing cards in the dark room.

Talk about your experience by using the picture you have brought.

- Write a review.
I think this painting is fun since it features dogs doing a human activity like cheating
at poker. Also, it is the kind of picture many people can relate to. I believe, however,
it seems like this picture has some symbolic meaning. That’s just my impression.

고려대

· Name of work : A Sunday Afternoon on the Island
of La Grande Jatte
· Created by Georges Suerat
· Date of creation : 1884
· Subject : Landscapes

특기자 학생부
교과전형
전형 11.8% 10.7%

학생부 종합전형 61.5%

1. Introducing a topic

• Expressions to be used
- noun(phrases) : many people, a man (woman) wearing a hat, a dog, trees, yachts,
etc.
- verb(phrases) : sit on the grass, look at the lake, stand side by side, hold an
umbrella, etc.
- locational phrases : in the foreground, in the background, on the left, on the top

[전형 세부]

right, etc.
- Write down your experience related to the picture above.

일반형
고교추천Ⅱ형

서류전형
(학생부/자기소개서)

Last Sunday, I went on a picnic to the beach with my club members.

1단계 70% + 면접 30%
1단계 50% + 면접 50%

- Describe your overall impression of the picture.
This is a picture of people taking a rest by the lake.

- Write a review.
I like this picture since it makes me feel comfortable and peaceful. It shows a
relaxed atmosphere of people on a bright, sunny holiday. Someday I hope I can visit
there with my close friends or family.

Today, I would like to talk about my experience on a picnic. On September 18th this year, I
went on a picnic with my club members. We started our journey by bike early in the morning
and reached the destination in about two hours. We selected a space which is beside the lake
and shaded by trees. Since it was a scenic view of nature, we moved here and there and took
a lot of pictures. Beautiful butterflies and birds as well as the serene lake made my heart
pound. I felt so thrilled and I can never forget this special day.
2. Introducing the picture
I’m happy to introduce to you my favorite picture. It is, I think, well coupled with my
experience. It is titled ‘A Sunday Afternoon on the Island of La Grande Jatte’ created by
Georges Suerat. This painting shows an excellent example of the unique technique of
pointillism, creating an image by using distinct individual dots.
3. An overall impression of the picture
It looks like a typical relaxed holiday scene. The space beside the lake is somewhat crowded
with people. I guess they are all having a good time.
4. Review
It is very impressive that the painter specifically described a wide range of people and

[2017 면접기출]

animals such as boaters, soldiers, the young and old, people of varying classes of dress, and
even a monkey and dogs. The reason why I love this work of art so much, however, is that it
makes me feel comfortable and peaceful. It communicates the relaxed atmosphere of people
on a bright, sunny Sunday afternoon on an island. Someday I hope I can visit there with my
family.

동아리 장, 학급 부실장을 하며 가장 어려웠거나 갈등 상황이 있었던 경우를 소개해 주세요.
(학생부 면접)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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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술 작품에 대한 감상평을 쓰고 발표하기

129

*출처: 교육부

30년 후 한국사회에서 볼 수 있는 가족의 모습들은 어떨지 예측하고, 그 중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이
상적인 가족은 무엇인지 말해보시오.
*제시문 : (가)노인복지, (나) 가족의 변화, (다) 가족간의 대화부족, (라) 사회속에 가족의 기능
(인문계열 제시문 면접)

•4차 산업혁명시대와 나의 미래와 인간의 가치 (생활과 윤리)
[출제의도]

연세대

학생부종합전형 논술전형
23.6%
20%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과 사회변화에 대해 예측해 보고 변화된 사회속에서 "생활과 윤리" 전 단원에
서 다루고 있는 생사의 문제 , 성과 사랑의 문제, 과학기술, 인간과 자연, 환경, 정보사회, 인권과 정의문
제, 직업 문제 등을 다시 생각해보기

특기자전형
26.7%

[방법]

[전형 세부]

활동우수형

서류전형 (학생부/자기소개서)

면접형

학생부 (교과) 100%

5단계 과정을 거쳐 책과 영화 영상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경험하고 아름다운 미래 사회의 인간

1단계 70% + 면접 30%
서류(학생부/자기소개서) 40%
+ 면접 60%

의 가치에 대한 보고서 제출

[2017 면접기출]
제시문 (가), 제시문 (다), 제시문 (라)를 근거로 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2-1) 제시문 (라)에 나타난 학교 폭력과 그 요인들의 특징을 분석하시오.
2-2) 제시문 (가)에 근거하여 제시문 (라)에 나타난 요인들과 학교 폭력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설명
하시오.
2-3) 제시문 (다)에 근거하여 제시문 (라)에 나타난 요인들과 학교 폭력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설명
하시오.
*제시문 : (가)소통과 공감, (나)인간의이기심, (다) 사회폭력, (라) 학교폭력에 대한 도표
(인문학인재계열, 사회과학인재계열)

비전
스토리

성실성평가

창의성평가
학교생활기록부

수능

창의 심층면접
지필평가

수능 최저학력 폐지 확산

•객관식 폐지 확대
•서술형 평가 확대

수행평가

비교과

자기소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