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2013학년도 전형요약 변경사항

숙명여대

1. 수시모집 : 61.9%(1차 : 960명, 2차 : 400명 모집)
2. 수시1차 모집
자기주도학습우수자전형
- 1단계 서류 100%

2단계 서류 40% 면접 60%, 최저학력기준 없음
학생부우수자전형
- 교과성적 100%

최저학력기준 : 2개영역 등급합 4등급
3. 수시2차모집
논술우수자
- 우선선발(70%) : 논술 70% + 학생부 30%

일반선발(30%) : 논술 50% + 학생부 50%
- 우선선발 최저학력기준

2개영역 등급합 5이내

1. 수시1차 일반학생 학생부우수자로 명칭 변경
2. 외국어우수자 1단계 외국어능력시험성적 비중감소(100% → 80%), 

면접신설
3. 수시2차 일반학생을 논술우수자로 명칭변경 및 논술전형방법 변화
- 일괄선발 → 우선선발(50%) : 논술 70% + 학생부 30%  

일반선발(50%) : 논술 50% + 학생부 50%
- 논술 10% 증가, 학생부 10% 감소
- 최저학력기준 마련 : 2개영역 등급의 합 5이내

구분 반영비율 수능최저학력기준
일괄합산 학생부 100% 수능 4개영역 중 2개영역 등급합 4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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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합격전략
  숙명여대는 수시에서 지난해보다 다소 증가한 1,496명의 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전형방법은 대체로 지난해와 동
일하나 수시2차 논술중심전형에서는 일괄합산에서 우선선발/일반선발로 변경하였다. 우선선발은 논술 70%, 학생부
30%를 반영하며 일반선발은 논술 50%, 학생부 50%를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수능최저학력기준에도 변화가 있는데, 
수시1차 학생부우수자전형은 인문/자연 모집단위 모두 수능 2개영역 등급합 4이내로 변경하였고, 수시2차 논술전형은 
지난해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올해에는 적용할 계획이다. 

1) 학생부형
  수시1차 학생부우수자전형은 학생부 100%로 200명을 선발한다. 자연계에 경우 지난해와 비교해 최저학력기준에 변
화를 보인다. 자연계의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지난해 4개영역 중 1개영역 2등급에서 2개영역 등급합 4로 강화되었다. 
학생부 반영교과는 국어, 수학, 과학, 외국어 교과를 반영한다.

2) 입학사정관형
  수시1차의 자기주도학습우수자, 글로벌여성인재, 지역핵심인재, 자기추천자전형은 입학사정관전형이다. 자기주도학
습우수자전형은 고교 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 충실한 학생, 글로벌여성인재전형은 글로벌 역량이 뛰어난 인재, 지역핵
심인재는 지역사회활동 경험이 많은 학생을 선호한다. 인문적 소양이 뛰어나거나 수학 또는 과학에 관심과 열정이 있
는 학생은 자기추천자전형에 적합하다. 1단계에서 학생부 또는 서류 평가로 2~3배수로 선발하고, 2단계에서 면접고사
를 실시한다. 면접의 비중이 60%로 최종합격의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 전형별, 계열별로 면접의 형식과 내용이 다르
므로 정확한 정보를 입수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



구분 학생부 서류 선발비율 최저학력기준
우선선발 70% 30% 50% 4개영역 중 2개영역 등급합 5
일반선발 50% 50% 50% 없음

구분 서류 면접 선발비율 수능최저학력기준
1단계  100% - 200% ~ 300% 없음
2단계 40% 60% 100% 없음

구분 외국어성적 서류 면접·구술 1단계 성적 선발비율 수능최저학력기준
1단계 80% 20% - - 500% 없음
2단계 - - 40% 60% 100% 없음

3) 특기자형
  수시1차 외국어우수자전형에서는 외국어능력시험성적과 면접고사가 합격의 변수인데, 면접고사가 해당 외국어로 진
행되므로, 외국어 회화에 능통해야 합격이 가능하다. 

4) 논술형
  수시2차 논술우수자전형은 지난해 일괄선발에서 우선선발(50%)을 도입하여 선발하며, 우선선발에서는 지난해보다 
논술의 비중이 10% 증가하여 논술 70%, 학생부 30%를 반영하며,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된다. 일반선발(50%)은 
논술 50%, 학생부 50%를 반영하며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ⅰ) 출제경향
  숙명여대 자연계열 논술고사의 특징 중 하나는 자연계열 [공통문항]이 있다는 것이다. [공통문항]은 인문 사회 통
합형 제시문 및 도표 통계자료가 주어지며, 1문항 2논제에 분량은 1,100자 내외이다. 2문항은 수리 2논제와 과학 1
논제가 출제되나, 과학 논제의 경우 제시문이나 논제의 요구사항이 과학 교과의 내용이기보다는 인문 논술의 성격이 
강하다. 이는 과학 논제에 분량 제한이 있다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분 내용
문항 총 2문항(자연계열 공통문항 1개, 수리 + 과학 문항 1개)

시간 및 분량 총 120분
- 분량 제한 없음

기타 - 공통문항(자연계열 공통) 1개와 수리2논제 및 과학 1논제로 구성

ⅱ) 대비방법
  2012학년도 숙명여대 자연계열 논술고사 역시 [자연계열 공통문항]이 출제되었다. 1문항 2논제에 답안 분량은 
1,100자 내외이고, 제시문의 내용은 인문 사회 과학 통합형이 출제되며 도표와 통계자료까지 주어진다. 따라서 숙
명여대 자연계열 논술고사를 준비하는 학생은 평소 기출 및 모의문제 풀이를 통해 인문계열 답안작성에 대한 감각을 
키워놔야 하며, 또한 [공통문항] 작성에 너무 많은 시험시간을 할애하지 않도록 세심한 안배가 요구된다.
  두 번째 문항은 수리 및 과학 통합형 문항이며, 수리 2논제에 과학 1논제로 이루어진다. 수리 논제의 경우, 제시문
에서 주어진 자료를 활용하여 논제가 요구한 대로 답안을 작성하는 전형적인 ‘풀이형’논술이다. 하지만 과학 논제의 경



모집단위 계열
수시1차 수시2차

자기주도학습우수자 지역핵심인재 학생부우수자 논술우수자
2013

모집인원
2012

모집인원
2013

모집인원
2012

모집인원
2013

모집인원
2012

모집인원
2013

모집인원
2012

모집인원
나노물리학과 자연 3 3 3 3 3 3 3 4

화학과 자연 6 6 7 7 6 6 6 8
생명과학과 자연 8 6 6 7 3 6 6 8
의약과학과 자연 - - - - - - 3 3

수학과 자연 6 6 6 6 5 5 5 6
통계학과 자연 6 6 7 7 6 6 7 8

컴퓨터과학부 자연 11 10 11 11 10 10 10 12
멀티미디어과학과 자연 5 5 6 6 5 5 5 6

의류학과 자연 5 5 5 5 7 4 5 6
식품영양학과 자연 4 3 7 7 6 6 6 7

자연계열 총계 54 50 58 59 51 51 56 68

우, 제시문의 내용도 과학 사회 통합형이며 답안 분량 제한(700자 내외)까지 있어, 인문 논술의 성격이 강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숙명여대 자연계열 논술은 ‘인문 논술’과 ‘수리 논술’이 통합된 형태로 출제된다고 볼 수 있으므
로, 자연계열 학생이라도 평소 인문 논술에 대한 연습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3) 숙명여대 2013 VS 2012 수시 주요전형 모집인원 비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