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2013학년도 전형요약 변경사항

경희대

1. 네오르네상스
- 전형방법
1단계(300%) : 서류 100%
2단계 : 1단계 성적 60% + 면접 40%
- 최저학력기준 : 없음
2. 교과우수자
- 전형방법 : 학생부 100%
- 최저학력기준
인문 : 2개영역 2등급 이내
3. 일반학생
- 전형방법
우선선발(30%) : 학생부 40% + 논술 60%
일반선발(70%) : 학생부 60% + 논술 40%
- 최저학력기준
우선선발 : 없음
일반선발
인문 : 2개영역 2등급 이내

1. 교과우수자전형우선선발폐지
- 일반선발, 학생부 100%로 선발
- 지원자격 : 2011년 2월 이후 고교졸업(예정)자
2. 학교생활충실자 신설
- 1단계(300%) : 학생부 100%
- 2단계 : 서류 100%

구분 우선선발 최저학력기준 일반선발 최저학력기준
전 모집단위 없음 수능 반영영역 중 2개영역 이상 2등급

한의예과(인문) 언, 수나, 외, 사탐 중 2개영역 1등급 언, 수나, 외, 사탐 중 2개영역 1등급

경희대 수시 전형계획 분석 및 합격전략 (인문계열)
(1) 2013학년도 전형요약 및 변경사항

(2) 합격전략
1) 학생부형
  이번에 신설된 학교생활충실자는 1단계는 학생부 100%로 평가하고, 2단계에서는 입학사정관 서류평가로 진행된다. 
최저학력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교과우수자 전형은 일괄합산 학생부 100%로 선발하며 인문계 최저학력기준은 언, 
수, 외, 탐 중 2개영역 2등급이다.

2) 입학사정관형
  네오르네상스전형은 서류에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활동자료 등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통해 잠재역
량, 학업적성역량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서류평가가 2단계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
다. 면접은 제출 서류에 대한 질문과 가치관, 인성에 대한 부분을 평가한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은 한의예과만 적용한다.

3) 논술형
  수시 일반학생전형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한다. 논술 비중이 우선선발은 60%, 일반선발은 40%이므로 논술 성
적이 합격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 논술은 통합교과형 계열 논술로 2개 이상 교과의 통합으로 이루어져 2~3문제 출제
될 예정이다. 인문계 논술에서는 고등학교 수준에 맞추어 논리적, 분석적 추론 능력 문제에 대한 해석 능력 및 수리 능
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두 가지 이상의 교과목에 대해 통합하여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하겠다. 



모집단위 계열 수시1차 수시2차 
교과우수자 네오르네상스 일반학생 

국어국문학과 인문 12

25

17
사학과 인문 4 18
철학과 인문 4 18

영어학부 인문 14 26
자율전공학과 인문 40

79

43
정치외교학과 인문 4 18

행정학과 인문 10 17
사회학과 인문 4 18
경제학과 인문 12 26

ⅰ) 출제경향
  경희대 인문계열 논술고사는 전공학과에 따라 인문예체능계열 / 사회계열/ 상경계열로 구분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특징이 있다. 2011학년도와 비교하면, 사회계열(인문 )을 다시 ‘사회계열’과 ‘상경계열’로 세분화한 것이 변화된 점이
다.
  즉, 120분 동안 인문예체능계열은 인문 사회 통합형 3논제를, 그리고 사회계열 및 상경계열은 인문 사회 통합형 
2논제와 수리논술 1논제를 해결하는 형태로 출제되었다. 영어제시문은 3개 계열 모두 출제되고 있으며, 특히 인문예체
능계열에서는 비교적 장문의 영어 제시문이 출제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구분 내용
문항 총 1문항 3논제 (인문/사회 통합 제시문 및 영어제시문, 도표 포함)

시간 및 분량
총 120분
- 논제1 : 501 ~ 600자
- 논제2 : 401 ~ 500자
- 논제3 : 501 ~ 600자

기타 상경/사회계열의 경우, 분량 및 제시문 논제(수리논술) 내용에서 차별화
- 논제1 : 401 ~ 500 / 논제2 : 501 ~ 600 / 논제3(수리논제) : 401 ~ 500

ⅱ) 대비방법
  경희대 사회/상경계열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인문계열이지만, 인문 사회 통합형 2개 논제와 수리 논술 1개 논제를 
해결해야 한다. 반면 인문예체능계열은 수리 논술이 출제되지 않는 대신에 인문학적 능력(장문의 영어제시문 및 문학
작품을 이해 분석하는 능력)을 평가받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인문 사회 통합형 논제는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12학년도 모의 논제의 형태와 유사하게 영어제시문 및 문학작품
(시) 등이 제시문으로서 활용되었다. 비록 3개 계열로 세분화되어 출제되었지만, 계열별 차별성이 뚜렷하지는 않으며, 
제시문 구성과 내용 역시 전체적으로 유사한 수준이었다. 사회/상경계열의 경우 도표 및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여 [논
제 3] 수리형 논제를 해결하는 형태로 출제되었다. 영어제시문은 고교학력 수준에서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난이도였으
며, 수리 논술 역시 논제에서 주어진 항목들을 적절히 치환한 후 부등식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평이한 수준이었다.
따라서 경희대 논술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다양한 사회 및 문학교과에 대한 개념 정리와 함께, 평이한 수준의 수리
력을 지문에 연결해 파악하는 능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

(3) 경희대(서울) 2012학년도 수시 주요전형 모집인원



모집단위 계열 수시1차 수시2차 
교과우수자 네오르네상스 일반학생 

무역학과 인문 10 26
언론정보학과 인문 10 26

경영학부 인문 50 46 79
회계세무학과 인문 10 18

Hospitality경영학부 인문 26 37 49
관광학부 인문 10 18

아동가족학과 인문 4
15

18
주거환경학과 인문 4 18

의상학과 인문 4 18
한의예과(인문) 인문 - 5 9

인문계열 총계 232 207 4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