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eekly  Education  Magazine34

EDUCATION
고등

#골라_읽는_전형_분석 
#정시_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정시
전형

대입은 크게 수시와 정시로 나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

형, 논술 전형, 정시 전형이 대표적이죠. 전반적인 대입 전형이 궁금하거

나, 내게 맞는 전형 정보만 집중적으로 보고 싶다면 ‘골라 읽는 전형 분석’ 시리즈

를 활용하세요. 매주 하나씩 각 전형을 세밀하게 파헤칠 예정입니다. _편집자

서울 주요 대학 정시 모집 인원 증가 

2022학년 대입의 특징 중 하나는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의 정시 전형 모집 인

원 대폭 확대라고 할 수 있다. 전국 4년제 대학의 정시 모집 인원 변화는 크

지 않지만, 홍익대를 제외한 서울 소재 15개 대학 모두 정시 비율이 높아졌다

(표). 고려대는 2021학년에 비해 17.5% 증가한 37.4%를 수능 위주로 선발하

고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의 정시 비율은 40%가 넘는다. 

그동안 2+4년제로 선발하던 약대가 6년제로 전환하면서 2022학년 1천600

여 명의 신입생을 수시와 정시로 모집함에 따라 자연 계열 최상위권 학생들

의 선택지가 넓어졌다. 또한 2021학년에 첨단 학과가 대거 신·증설되면서 

중상위권 학생들의 기회가 커졌다.

대구 경신고 허준일 교사는 “약대의 합격선이 치대 합격선의 중반가량부터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상위권 대학 공과대학 합격선이 2021학년에 

비해 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인문 계열 역시 지난해 11월 모의고사 사회탐구 응시자 수를 고려해볼 때 대

학의 모집 인원은 그대로인 반면 지원자 수가 줄어 2021학년에 비해 경쟁률

이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수능 체제 개편 

문·이과 구분 폐지 및 융합이라는 2015 개

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수능

에서 ‘공통 문항+선택 문항’ 구조가 도입되

고 사회·과학탐구 영역에서 계열 구분 없이 

최대 2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국어는 

모든 대학이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중 한 과목을 선택하도록 했고 특정 과목을 

지정한 대학은 없다. 수학에서는 <확률과 통

계> <미적분> <기하> 세 과목 중에서 한 과

목을 선택할 수 있지만 대체로 중상위권 대

학의 자연 계열에서는 <확률과 통계>를 제

외하고 <미적분>과 <기하> 중에서 한 과목

2022학년 대입은 2021학년에 비해 학생 수가 약간 늘지만, 여전히 대학 모집 정원에 비해 적은 데다 인문 

계열은 사회탐구 선택자가 줄고 자연 계열은 약대 선발로 선택의 기회가 넓어져 인문과 자연 계열 학생 

모두에게 대학 가기 좋은 해로 평가된다. 게다가 ‘대입 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으로 인한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모집 인원 확대로 정시 전형의 경쟁력은 더욱 커졌다. 그러나 수능 체제가 개편된 첫해라 선택 과목에 

따른 점수 변화 예측이 어렵고, 대학의 모집군마저 대폭 이동해 입시 결과를 더욱 예상하기 힘들 전망이다. 

2022학년 정시 전형에서 달라지는 점을 살펴보고 고려해야 할 점을 짚어봤다.

취재 박민아 리포터 mina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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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선택하도록 지정했다. 또한 탐구 영역에서 사탐이 아닌 과탐 2개 과목 선

택을 지정한 대학들이 있어 주의를 요한다.

2022 수능에서는 국어와 수학 영역 응시자 전체가 공통 과목 문제를 풀고, 

선택 과목 중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를 푸는 방식이어서 성적도 계열 구

분 없이 통합 산출된다. 점수 산출 방식의 특징을 살펴보면, 특정 선택 과목

을 응시한 집단의 공통 과목 평균이 높으면 최종 표준점수가 높아진다.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의 원점수가 같더라도 선택 과목이 다르면 최종 표준점수

가 다르게 나타나는 구조다.

비상교육 이치우 입시평가소장은 “동일한 선택 과목을 가진 학생들의 공통 

과목 성적이 다시 선택 과목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여서 <확률과 통계>

를 선택한 학생들의 점수가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인문 계열 학생들은 수학

이 2등급이 나와도 서울대 진학이 가능할 수 있다”며 “인문 계열 모집 단위 

지원자는 인문 계열 학생이 대다수이므로 <미적분>을 선택하는 모험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군 이동에 따른 연쇄 변화 

2022학년엔 군별 모집 대학이 대폭 변화한다. 서울대가 기존의 가군에서 나

군으로, 연세대와 고려대는 나군에서 가군으로 이동한다. 서강대는 서울대

와 같은 나군으로, 한양대와 숙명여대는 주력군이 나군에서 가군으로, 이화

여대와 서울시립대는 주력군이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한다. 

대학별로 선호하는 모집군의 위치가 대학

들의 역학관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최

상위 대학인 서울대를 피해 연세대와 고려

대가 군을 변경하고, 이들 대학을 피해 다른 

대학들이 모집군을 옮기는 연쇄 이동 현상

이 나타났다. 

허 교사는 “상위권 대학에 중복 합격해 빠

져나가는 인원을 나타내는 충원율이 대학

의 군별 위치에 영향을 많이 받지만, 서울

대 군 이동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성

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선까지는 모두 경

쟁 위치에 있는 상위 대학과 반대 방향으로 

이동해 실질적 변화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변화 커지면 의외의 결과 가능성도 커져 

입시가 바뀐 첫해에는 변수가 많아 예측 가

능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의외의 결과가 나

올 가능성도 있다.

허 교사는 “2021학년 입시에서 3:1 미만의 

경쟁률을 기록한 지방 대학들이 많았다. 대

학 정원 대비 학생 수를 비교하면 학생 수가 

여전히 적기 때문에 안정 지원의 필요성을 

못 느낄 가능성이 커 소신 지원 경향이 계속

될 것이다. 소신 지원 경향이 계속되면 한양

대 선 정도에서는 경쟁률이 3:1이 안 되는, 

실질적으로는 미달인 학과가 생길 가능성

도 있다. 또 학교장 추천 전형 확대로 최저 

기준 미충족 인원이 정시로 이월돼 합격선

과 배치점도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입시평가소장은 “수능 성적이 나와야 유

불리도 따지고 군별 전략을 세우는 것도 가

능하다. 변화가 많기는 하나 입시 결과에 영

향을 미치는 가장 큰 변수는 역시 수능이다. 

변화가 큰 만큼 표준점수나 백분위 등 상대

적 지표를 보지 말고 학습 계획을 세워 꾸준

히 공부해나갈 것”을 권했다. 

표_ 2022 서울 주요 대학 정시 선발 비율 및 선발 인원(예체능 포함, 정원 외 전형 제외)

대학
2022학년 2021학년 증감

선발 비율(%) 선발 인원(명) 선발 비율(%) 선발 인원(명) 비율(%) 인원(명)

건국대 45.0 1,359 39.4 1,191 5.6 168

경희대 42.3 2,014 32.7 1,548 9.6 466

고려대 37.4 1,421 19.9 756 17.5 665

동국대 39.9 1,080 30.1 814 9.8 266

서강대 37.5 594 30.1 477 7.4 117

서울대 30.3 979 23.2 736 7.1 243

서울시립대 46.1 786 37.5 641 8.6 145

성균관대 42.4 1,418 31.6 1,110 10.8 308

숙명여대 42.9 908 32.2 683 10.7 225

연세대 43.6 1,504 35.6 1,220 8.0 284

이화여대 32.8 1,013 31.4 952 1.4 61

중앙대 33.0 1,456 28.3 1,230 4.7 226

한국외대 39.6 664 33.2 568 6.4 96

한양대 42.9 1,208 31.1 876 11.8 332

홍익대 36.3 861 41.4 983 -5.1 -122

계 17,265 13,785 3,480

2019년 발표된 ‘대입 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서 서울 소재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2023학년까지 수능 위주 전형 
40% 이상 선발을 권고해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비율이 증가했다. 수시 이월 인원까지 고려한다면 실제 정시에서 
모집하는 인원이 50%에 육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자료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