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2013학년도 전형요약 변경사항

성균관대

1. 성균인재전형
- 전형방법
모집단위 : 인문과학/사회과학/경영학
우선선발(50%) : 서류 100%
일반선발(50%) : 서류 60% + 학생부 40%
모집단위 : 글로벌(리더, 경제, 경영)/교육/한문교육/유학동양/사회복지
일괄합산 : 서류 100%
- 최저학력기준
우선선발 : 없음
일반선발
인문 : 언어, 수리(가/나), 외국어 3개영역 등급합 6이내
2. 일반전형
- 전형방법
우선선발(70%) : 학생부 30% + 논술 70%
일반선발(30%) : 학생부 50% + 논술 50%
- 수능최저학력기준
우선선발 : 언어, 수리, 외국어 등급합 4 또는 수리, 외국어 백분위 합 196 
이상(일부학과별도)
일반선발 : 언어, 수리, 외국어 등급합 6이내(일부학과별도)

1. 사정관전형인 학교생활우수자, 리더십. 자기추천자통합
- 성균인재전형으로 통합 및 신설
- 인문과학/사회과학/경영학
- 글로벌(리더, 경제, 경영)/교육/한문교육/유학동양/사회복지
서류 100%, 인문(언/수/외 등급합 6)
2. 글로벌전형신설
- 모집인원(30명)
- 1단계(3~5배수) : 서류 100%  

2단계 : 서류 70% + 면접 30%
- 최저학력기준 없음
3. 수시2차 일반학생 우선선발 비율 70%

구분 서류 학생부(교과) 선발비율 수능최저학력기준
우선선발 100% - 50% 내외 없음
일반선발 60% 40% 50% 내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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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합격전략
  수시모집에서 정원의 70%를 선발한다. 수시전형에는 일반학생전형(논술형, 1,192명), 성균인재전형(입학사정관전
형, 748명), 특기자전형(516명) 등이 실시될 예정이다. 

1) 학생부형
  성균인재전형은 입학사정관전형으로서 인문과학, 사회과학, 경영학, 자연과학, 전전컴, 공학계열 모집단위 선발시에
는 우선선발(서류 100%), 일반선발(서류 60%+학생부 40%, 수능최저학력기준 : 3개영역 등급합 6)로 선발하며 학과 
모집단위에서는 일괄합산(서류 100%, 수능최저학력기준 : 없음)을 통해 선발한다.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을 평
가하는 사정관 평가가 당락을 좌우하기 때문에 서류준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정관이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부문
은 잠재력 다시 말하면 발전가능성인데, 이 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열정을 보여주어야 한다. 어떤 
활동을 했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 일을 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ⅰ) 전형방법
- 해당 모집단위 : 인문과학, 사회과학, 경영학, 자연과학, 전전컴, 공학계열

서류 : 힉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

- 해당 모집단위 : 글로벌리더학, 글로벌경제학, 글로벌경영학, 교육학, 한문교육, 유학동양학, 사회복지학, 소프트웨
어학, 건축학, 수학교육, 컴퓨터교육, 영상학, 의상학



구분 서류 학생부(교과) 수능최저학력기준
일괄합산 40% 60% 없음

구분 학생부 논술 선발비율 수능최저학력기준
우선선발 30% 70% 70% 내외 적용
일반선발 50% 50% 30% 내외 적용

모집단위 우선선발 일반선발
등급합(언, 수, 외) 백분위합(수, 외 ) 등급합(언, 수, 외)

인문과학계열 4 196 6
사회과학계열 4 197 6경영학
글로벌리더학

3 198 4글로벌경제학
글로벌경영학

구분 서류 수능최저학력기준
일괄합산 100% 없음

ⅱ) 수능최저학력기준
구분 우선선발 일반선발

인문계 없음 언, 수리(가/나), 외국어 3개영역 등급합 6

2) 입학사정관형
  입학사정관전형인 지역리더는 올해 138명을 선발하며 인문계열은 75명을 선발한다. 지원 자격을 보면 농어촌 지역 
소재 거주자로 일반고 대상이다. 전형 방법은 학생부 교과 70%, 서류 30%를 반영하여 선발한다. 성균관대 입학사정
관의 인재상이 교양인, 실사구시의 전문가, 홍익인간의 리더십이므로 서류작성 시 인재상을 참고하여 준비를 하는 것
이 좋다. 제출서류는 자기소개서, 추천서, 학생부만 제출하면 된다. 추천서의 경우는 서류작성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취지로 필수 제출은 아니다.

3) 특기자형
  특기자전형은 인문계에서는 외국어 능력이나 리더십과 같은 글로벌 역량이 중요하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요하지 않
는다.

서류 : 학생부, 자기소개서, 글로벌 역량 입증 자료

4) 논술형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일반학생전형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논술이 우선선발에서는 70%, 일반선발에서는 
50% 반영되기 때문에 논술은 여전히 합격의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 인문계 논술에서는 문제해결능력을 가장 중점적으
로 평가하므로, 문제의 요구 사항을 정확히 파악한 후 그것에 부응하는 글을 써야 한다. 글자수 제한이 없으므로 추론 
과정을 가능한 상세히 적는 것이 좋다.
[전형방법]

[수능최저학력기준]



교육학 4 196 6
한문교육 4 192 6

유학동양학
4 192 6사학

철학
사회학

4 196 6심리학
통계학
영상학 4 192 6의상학

모집단위 계열
수시1차 수시2차

성균인재 특기자 일반학생
2013

모집인원
2012

모집인원
2013

모집인원
2012

모집인원
2013

모집인원
2012

모집인원
인문과학계열 인문 85 65 40 36 118 100
사회과학계열 인문 85 65 40 36 162 159

경영학 인문 55 45 30 30 78 74
글로벌리더학 인문 10 10 20 18 20 22
글로벌경제학 인문 5 - 25 30 36 40
글로벌경영학 인문 5 - 35 40 36 43

교육학 인문 17 8 - - 7 7
한문교육과 인문 17 8 9 - 7 7

컴퓨터교육과 인문 - 30 9 - - -
유학동양학과 인문 20 - - - 10 -
국어국문학과 인문 - - 12 12 - -

프랑스어문학과 인문 - - 12 12 - -

구분 내용
문항 총 4문제 (비교적 단문의 인문/사회 통합형 제시문 5개 및 통계자료 다수)

시간 및 분량 총 120분
- 문제1 ~ 4 : 분량 제한 없음

기타 요약형/평가형/자료분석형/대안제시형 문제 출제(통계자료 분석 훈련 필요)

ⅰ) 출제경향
  성균관대 논술은 경쟁 대학들에 비해 비교적 쉬운 제시문이 출제되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확실한 편이다. 또
한 답안의 형식이나 분량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제시문은 텍스트뿐 아니라 그
림, 도표, 사진 등의 다양한 자료가 제시되어 그림, 도표, 사진을 활용하여 자료해석이 가능한지 평가한다. 따라서 전체 
논제의 일관성을 파악하고 제시된 자료를 활용, 문제 안에 포함되어 있는 출제자의 의도를 찾아내는 훈련이 필요하다.

ⅱ) 대비방법
  크게 요약형, 평가형, 자료분석형, 대안제시형으로 제시문 유형이 구분된다. 이 중 자료분석형은 성균관대의 대표 
유형이다. 성균관대 김윤배 입학처장은 “문제에서 제시된 그림이나 통계자료의 의미를 찾아낸 뒤 제시문에 나온 이론
이나 원리를 바탕으로 그 현상에 대해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출제 원칙을 발표했다. 그러므로 기출문제
를 토대로 통계자료나 도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훈련이 필요하다.

(3) 성균관대 2013 VS 2012 수시 주요전형 모집인원 비교



모집단위 계열
수시1차 수시2차

성균인재 특기자 일반학생
2013

모집인원
2012

모집인원
2013

모집인원
2012

모집인원
2013

모집인원
2012

모집인원
독어독문학과 인문 - - 12 12 - -

러시아어문학과 인문 - - 12 12 - -
한문학과 인문 - - 12 12 - -
사학과 인문 - - -　 12 12 -
철학과 인문 - - - 12 12 -

사회학과 인문 - - -　 12 12 -
사회복지학과 인문 5 5 -　 - - -

심리학과 인문 - - -　 12 12 -
통계학과 인문 - - -　 12 12 -

인문계열 총계 304 236 268 310 534 4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