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eekly  Education  Magazine12

Reader’s q&a

<미즈내일> 편집팀

이 매주 독자 여러

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

다. 초·중·고 자녀를 둘러

싼 학습 입시 진로 생활 등 

질문의 폭을 다양화합니다. 

속 시원히 털어놓으세요. 

이메일(asjung@naeil.com)

로 질문과 연락처를 보내주

시면 됩니다. _편집자 

중3 때 갑자기 외고 목표, 인성 영역에서 외부 봉사 비중은?

중3 딸이 지난해 영어 내신 성적 ‘AA’ 이어, 이번 1학기엔 1등급이 나왔습니다. 지난해부터 영어에 흥미를 보이

더니 공부에 자신감이 붙었나 봐요. 주위에서 외고에 지원해보라고 권하고, 딸이 생각하는 진로 역시 외국어와 

관련이 있어 입시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소개서 인성 영역과 연관되는 외부 봉사 활동 실적이 거의 

없는 게 문제예요. 이번 여름방학 때 동네 도서관에 자원봉사자로 등록해 초등학생에게 영어 동화책 읽어주는 

활동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김정미(43·서울 송파구 잠실동)

인성 영역과 봉사 활동, 연관 있지만 치중할 필요 없어 

봉사 활동은 자기소개서 주요 항목 가운데 인성 영역과 연관이 있습니다. ‘2017학년 서울시 고

등학교 입학 전형 기본 계획’을 보면 인성 영역을 ‘봉사·체험 활동을 포함한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규칙 준수 등에 대한 중학교 활동 실적과 이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이라고 설명합니

다(표 참조). 외고 입학 전형을 치를 때 외부 봉사 활동 실적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서울 대일외고 입학관리부 김세영 교사는 “2단계 전형에서 면접을 실시할 때 학교생활기록부

(이하 학생부)를 참고하는데, 그 내용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봉사 활동 역시 교내·외

를 구분하지 않는 건 물론, 봉사 시간이 많고 적음에 따라 유불리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합

니다. 1~2학년 때 활동 실적이 거의 없다가 3학년 때 갑자기 봉사 시간이 눈에 띄게 늘면 면접

관이 이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데요. 지원자가 그 이유를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설

명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김 교사는 “자기소개서 인성 영역에 봉사 활동만 쓸 수 있는 것

이 아니다. 학급 아이들과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한 이야기도 가능하다. 봉사 활동에 치중할 필

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관심 분야가 있으면 정기적으로 봉사하는 것도 권할 만합니다. 서울 대명중 최이권 진

로·진학부장 교사는 “대다수 외고와 자사고가 인성 영역을 중요하게 평가하기 때문에 자기소

개서에 신경 써야 한다”고 전합니다. 인성 영역에 할애하는 글자 수는 보통 300자 안팎. 봉사 

에 소홀하거나 학교 임원을 한 번도 맡은 적 없는 학생은 ‘내용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막막할 

수 있죠. 최 진로·진학부장 교사는 “중3도 늦지 않다. 지금이라도 지역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을 

돕는 외부 봉사를 찾아 활동하고, 배우고 느낀 점을 진정성 있게 써라”라고 조언합니다.  

취재 이은아 리포터 identity94@naeil.com

✚ 자기 주도 학습 영역(꿈과 끼 영역)  자기 주도 학습 과정, 

     지원 동기와 진로 계획

✚ 인성 영역  봉사·체험 활동을 포함한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규칙 준수 등에 대한 중학교 활동 실적과 이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 등

출처 ‘2017학년 서울시 고등학교 입학 전형 기본 계획’ 

외국어·국제고 

자기 주도 학습 전형 

‘자기소개서 주요 항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