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2013학년도 전형요약 변경사항

경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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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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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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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합격전략
1) 학생부형
  이번에 신설된 학교생활충실자는 1단계는 학생부 100%로 평가하고, 2단계에서는 입학사정관 서류평가로 진행된다. 
최저학력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교과우수자전형은 일괄합산 학생부 100%로 선발하며 자연계 최저학력기준은 언, 수
가, 외, 과탐 중 2개 영역 2등급 이내이다. 자연계 일부 모집단위는 인문계 최저학력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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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계는 교과서의 기본 개념들을 이해하고 응용하여, 다양한 현상을 통합적인 사고를 통해 창의적이고 
논리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과학탐구 과목 간의 통합적 사고를 요구하므로 자신의 응시과목과 더불어 다른 심화과목도 
학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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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예과 언, 수가, 외, 과탐 중 2개영역 1등급 언, 수가, 외, 과탐 중 2개영역 1등급

모집단위 계열 수시1차 수시2차 
교과우수자 네오르네상스 일반학생 

한의예과 자연 8 5 22
식품영양학과 자연 4

50

18
수학과 자연 5 18

물리학과 자연 5 22
화학과 자연 5 18

생물학과 자연 6 27
지리학과 자연 5 27

정보디스플레이학과 자연 10 9
한약학과 자연 4 18
약과학과 자연 4 16
간호학과 자연 12 25

자연계열 총계 68 55 220

ⅰ) 출제경향
  2012학년도 경희대 자연계열 논술고사는 전년도와 비교해 난이도나 내용 면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다. 먼저 시
험시간이 종전 150분에서 120분으로 줄었다. 2011학년도는 문항 1에서 수리와 물리를 통합하였던 반면, 2012학년도
에선 문항 1은 수리 단독 출제, 그리고 문항 2는 물리, 화학, 생물 통합형 논제로 변화하였다. 배점은 수리 30점, 과
학 70점으로 과학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구분 내용
문항 총 2문항(수리 1문항, 과학 1문항)

시간 및 분량 총 120분 
- 분량 제한 없음

기타 문항1 : 수리논술(3논제) / 문항2 : 물리, 화학, 생물 통합과학형(3논제)

ⅱ) 대비방법
  경희대 자연계열 수리 논술은 제시문에서 많은 해법을 제시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교과내용에 대한 출제비중이 높긴 
하지만 2011학년도부터는 교과과정 외의 내용들도 다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제시문에서 제공해주고 있다. 때문에 기초
적인 접근은 제시문을 통할 수밖에 없으므로 장문의 제시문 일수록 제시문 분석 파악에 집중하도록 하자. 실제 답안
에서 복잡한 계산을 하게 되는 경우는 매우 적기 때문에, 제시문과 논제에 포함된 수식들을 직관적으로 활용해 본다면 
이외로 쉽게 해결할 수 있다.
  경희대 자연계열 과학 논술은 고교 교과과목의 기본 개념들에 대한 이해도와 응용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자연현상에 
대한 통합적 사고력, 창의력, 이해능력, 논리적 사고 능력 등을 측정한다. 또한 수리 과학 통합형 제시문들이 자주 
출제되었으며 복합적 답안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수리와 과학이 분리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으나 통합형 논제 
출제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3) 경희대(서울) 2012학년도 수시 주요전형 모집인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