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등급점수 10 9.7 9.3 8.8 7.5 6 4.5 2.5 0

급간 - -0.3 -0.4 -0.5 -1.3 -1.5 -1.5 -2 -2.5

수시모집 학생부 산출 가이드

2013년 4월 20일

  수시모집에서 중요한 전형요소 중 하나로 학생부를 꼽을 수 있다. 대학별로 반영교과 및 계산하는 방법이 다양해 많은 

학생들이 혼란스러워 하기도 한다. 하지만 몇 가지만 살펴본다면 대학별로 내 학생부 점수는 몇 점인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가. 반영하는 교과 및 과목을 살펴본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도덕, 기술가정 등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과 전형에서 반영하는 교과와 교과별 1과목만 

반영하는지, 3과목을 반영하는지 전과목을 반영하는지 과목 수를 알아야 한다.

  나. 활용지표를 살펴본다.

  석차등급, 원점수, 표준편차, 평균, 단위수 등 학생부 교과영역에 표기된 학년, 학기별 활용지표를 알아야 한다.

  석차등급만 활용하는지, 석차등급과 단위수를 활용하는지,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로 Z-점수를 산출하여 표준점수를    

 활용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다. 학년별 반영비율을 살펴본다.

  1학년, 2학년, 3학년 각 반영비율을 알아야 한다. 1학년 20%, 2학년 40%, 3학년 40%인지, 1, 2, 3학년 전체 성적 

100%를 반영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라. 석차등급별, 표준점수별 점수를 살펴본다.

  내 교과, 과목의 석차등급에 따른 변환점수는 몇 점인지, 표준점수에 따른 점수가 몇 점인지를 살펴봐야 한다.

  이때, 반영하는 교과와 과목의 평균 석차등급, 표준점수에 따라 점수를 주는지, 석차등급, 표준점수에 따른 변환점수로 

점수를 산출 후 합산하는지 또한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다.

  마. 비교과영역 반영방법을 살펴본다.

  비교과에는 출석, 봉사, 특별활동, 임원활동 등이 반영될 수 있다.

  출석의 경우, 결석, 지각, 조퇴, 결과를 무단, 질병, 기타로 나누는데 대개의 경우 결석은 하루에 1일로, 지각, 조퇴, 결

과는 3회에 1일로 결석일수를 산정한 후 점수를 준다.

  봉사의 경우, 총 봉사시간에 따라 점수를 주는데 대학에 따라 헌혈횟수에 따라 시간을 부여하거나, 조혈모 세포이식에 

동의한 경우 봉사점수에 만점을 부여하기도 한다.

  특별활동 또한 시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며, 임원활동 횟수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대학도 있다. 

  바. 실질반영비율을 살펴본다.

  실질반영비율이란 학생부 점수 중 기본점수 혹은 9등급일 때의 점수를 제외한 전형의 총점이나, 학생부 반영 총점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점수의 비율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두 가지 경우로 

  1. [(학생부 최고점-학생부 최저점) ÷ 학생부 최고점 × 100]로 학생부 점수만으로 실질반영비율을 알아보는 경우

  2. [(학생부 최고점-학생부 최저점) ÷ 전형총점 × 100]로 전형에서 학생부의 실질반영비율을 알아보는 경우

  나눌 수 있다.

  위의 여섯 가지를 살펴본다면 자신이 쉽게 가고자 하는 대학의 학생부 점수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주요대학의 2013학년도 수시모집 학생부 반영방법(일반전형, 인문/자열계열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자신의 점수

를 산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래의 내용에서 나오는 실질반영비율은 대학별 학생부 점수만으로 계산된 실질반영비율이

다. 전형총점으로 계산 시 실질반영비율은 낮아질 수 있다.

1. 건국대



반영교과
인문계 : 국어, 영어, 수학, 사회교과 전과목
자연계 : 국어, 영어, 수학, 과학교과 전과목

기본점수 90점

실질반영비율 10%

계산방법 학년총이수단위
학년과목별등급점수×이수단위 의합

× 



 



학년총이수단위
 학년과목별등급점수× 이수단위 의합

× 



 × 학생부반영총점

비고

1. 전형별 점수로 환산 시 점수차(수능우선학생부)

등급 1 2 3 4 5 6 7 8 9

점수 1000 997 993 988 975 960 945 925 900

점수차 - -3 -7 -12 -25 -40 -55 -75 -100

2. 비교적 기본점수가 많이 주어진다.
3. 학년별 반영비율이 적용되어 1학년 20%, 2,3학년 80%를 반영하므로 2,3학년의 성적이 더 중요하다.
4. 반영교과의 전과목을 반영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5. 학생부 100% 전형을 제외한 전형은 학생부보다 대학별고사의 비중이 크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등급점수 10 9.6 8.8 8 6.8 5.6 4.4 3.2 2

급간 - -0.4 -0.8 -0.8 -1.2 -1.2 -1.2 -1.2 -1.2

반영교과

[교과우수자]
 인문계 : 국어, 영어, 수학, 사회교과 전과목
 자연계 : 국어, 영어, 수학, 과학교과 전과목
[일반학생]
 인문계 : 국어, 영어, 수학, 사회교과 각 5과목
 자연계 : 국어, 영어, 수학, 과학교과 각 5과목

기본점수
교과우수자 : 200점
일반학생 : 552

실질반영비율
교과우수자 : 80%
일반학생 : 8%

계산방법

교과우수자 : 




반영과목수
과목별등급점수합 


×

일반학생 : 




반영과목수
과목별등급점수합 


×  

비고

1. 전형별 점수로 환산 시 점수차

교과/등급 1 2 3 4 5 6 7 8 9

점수 1000 960 880 800 680 560 440 320 200

점수차 - -40 -120 -200 -320 -440 -560 -680 -800

일반/등급 1 2 3 4 5 6 7 8 9

점수 600 597.6 592.8 588 580.8 573.6 566.4 559.2 552

점수차 - -2.4 -7.2 -12 -19.2 -26.4 -33.6 -40.8 -48

2. 교과우수자 전형은 학생부만 반영하므로 학생부 성적이 중요하다. 또한, 반영교과의 전과목을 반영하므
로 유의해야 한다. 등급간 점수차가 크다.

3. 일반학생 전형은 실질반영비율이 높지 않아 대학별고사가 더 중요한 전형요소이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등급점수 10 9.8 9.6 9.4 9 8.5 7.5 6 4

급간 - -0.2 -0.2 -0.2 -0.4 -0.5 -1 -1.5 -2

반영교과
인문계 : 국어, 영어, 수학, 사회교과 전과목
자연계 : 국어, 영어, 수학, 과학교과 전과목

기본점수 전형별 반영총점의 40%

실질반영비율 60%

계산방법 총이수단위
과목별등급점수×이수단위 의합 


÷×전형별반영총점

비고

1. 전형별 점수로 환산 시 점수차

등급 1 2 3 4 5 6 7 8 9

점수 1000 980 960 940 900 850 750 600 400

점수차 - -20 -20 -20 -40 -50 -100 -150 -200

2. 반영교과 전과목을 반영한다.
3. 등급간 점수차가 크지 않아 보이지만 학생부 반영점수로 환산을 할 경우 차이가 크다.

2. 경희대

3. 동국대



인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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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75 74.5 74 73.5 72.75 72 70.75 69.5 67 64.5 62 59.5 54.5 49.5 44.5 37

국어 급간 - -0.5 -0.5 -0.5 -0.75 -0.75 -1.25 -1.25 -2.5 -2.5 -2.5 -2.5 -5 -5 -5 -7.5

수학 82.5 81.95 81.4 80.85
80.02

5
79.2

77.82
5

76.45 73.7 70.95 68.2 65.45 59.95 54.45 48.95 42

수학 급간 - -0.55 -0.55 -0.55
-0.82

5
-0.82

5
-1.37

5
-1.37

5
-2.75 -2.75 -2.75 -2.75 -5.5 -5.5 -5.5 -6.95

영어 90 89.4 88.8 88.2 87.3 86.4 84.9 83.4 80.4 77.4 74.4 71.4 65.4 59.4 53.4 46

영어 급간 - -0.6 -0.6 -0.6 -0.9 -0.9 -1.5 -1.5 -3 -3 -3 -3 -6 -6 -6 -7.4

사회과학 52.5 52.15 51.8 51.45
50.92

5
50.4

49.52
5

48.65 46.9 45.15 43.4 41.65 38.15 34.65 31.15 25

사회과학 급간 - -0.35 -0.35 -0.35
-0.52

5
-0.52

5
-0.87

5
-0.87

5
-1.75 -1.75 -1.75 -1.75 -3.5 -3.5 -3.5 -6.15

자연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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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5

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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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
~6

6.01~6
.5

6.51
~7

7.01~7
.5

7.51
~8

8.01~8
.5

8.51~9

국어 60 59.6 59.2 58.8 58.2 57.6 56.6 55.6 53.6 51.6 49.6 47.6 43.6 39.6 35.6 30

국어 급간 - -0.4 -0.4 -0.4 -0.6 -0.6 -1 -1 -2 -2 -2 -2 -4 -4 -4 -5.6

수학 90 89.4 88.8 88.2 87.3 86.4 84.9 83.4 80.4 77.4 74.4 71.4 65.4 59.4 53.4 42

수학 급간 - -0.6 -0.6 -0.6 -0.9 -0.9 -1.5 -1.5 -3 -3 -3 -3 -6 -6 -6 -11.4

영어 82.5 81.95 81.4 80.85
80.02

5
79.2

77.82
5

76.45 73.7 70.95 68.2 65.45 59.95 54.45 48.95 46

영어 급간 - -0.55 -0.55 -0.55
-0.82

5
-0.82

5
-1.37

5
-1.37

5
-2.75 -2.75 -2.75 -2.75 -5.5 -5.5 -5.5 -2.95

사회과학 67.5 67.05 66.6 66.15
65.47

5
64.8

63.67
5

62.55 60.3 58.05 55.8 53.55 49.05 44.55 40.05 32

사회과학 급간 - -0.45 -0.45 -0.45
-0.67

5
-0.67

5
-1.12

5
-1.12

5
-2.25 -2.25 -2.25 -2.25 -4.5 -4.5 -4.5 -8.05

반영교과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교과 전과목

기본점수 150점

실질반영비율 50%

계산방법 평균석차등급반영교과수
반영교과석차등급의합

 : 평균 석차등급을 등급별 대조표에 대조

비고
상위 등급의 등급간 점수차가 크지 않아 대학별고사가 중요한 전형요소가 될 수 있다. 단, 하위등급의 등

급간 점수차는 크므로 지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등급점수 100 99 98 97 96 90 80 70 50

급간 - -1 -1 -1 -1 -6 -10 -10 -20

반영교과 국어, 영어, 수학교과 전과목

기본점수 500점(비교과 포함)

실질반영비율 50%

계산방법

1. 교과

총이수단위
과목별등급점수×이수단위 의합 


×학년별반영비율×

2. 비교과(출결) - 결석일수()

 = 0, 1, 2 2 <  < 26  ≧ 26

100  

×   50

비고

1. 전형별 점수로 환산 시 점수차

교과/등급 1 2 3 4 5 6 7 8 9

점수 900 981 882 873 864 810 720 630 450

점수차 - -9 -9 -9 -9 -54 -90 -90 -180

2. 학년별 반영비율이 적용되어 1학년 20%, 2학년 40%, 3학년 40%를 반영하므로 2,3학년의 성적이 더 
중요하다.
3. 등급별 점수차는 크지 않지만 반영총점으로 환산 시 차이가 커지므로 유의해야 한다.

4. 비교과는 출결 중 사고결석 일수만 반영하며, 결석일수에 따른 점수차이가 크지 않다. 

4. 서강대

5. 서울시립대

6. 숙명여대



반영교과

1. 인문계 : 국어, 영어, 수학, 사회교과 전과목

2. 자연계 : 국어, 영어, 수학, 과학교과 전과목

3. 의류학과, 식품영양학과 : 인문계, 자연계 반영교과 중 택 1

기본점수 200

실질반영비율 80%

계산방법  총이수단위
과목별석차등급×이수단위 의합 


×

비고

1. 전형별 점수로 환산 시 점수차

교과/등급 1 2 3 4 5 6 7 8 9

점수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점수차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 과목은 학기 단위로 반영한다.
3. 실질반영비율이 높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등급점수 10 9.6 9.2  8.2 7 5.6 4 2 0.5

급간 - -0.4 -0.4 -1 -1.2 -1.4 -1.6 -2 -1.5

반영교과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교과 상위 30단위

기본점수 25점

실질반영비율 95%

계산방법 총이수단위
과목별석차등급점수×이수단위 의합 


×학생부반영총점÷

비고

1. 전형별 점수로 환산 시 점수차

교과/등급 1 2 3 4 5 6 7 8 9

점수 500 480 460 410 350 280 200 100 25

점수차 - -20 -20 -50 -60 -70 -80 -100 -75

2. 실질반영비율이 높다.
3. 5개 교과의 30단위까지만 반영한다. 30단위까지만 반영한다는 것은 교과의 단위수를 쪼개서 석차등급
에 따른 단위수를 곱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1~1.99 2~2.99 3~3.99 4~4.99 5~5.99 6~6.99 7~7.99 8~8.99 9

등급점수(C) 90 89 88 87 86 84 82 76 70

급간 - -1 -1 -1 -1 -2 -2 -6 -6

등급값(B) 1 2 3 4 5 6 7 8 9

급간점수(D) 1 1 1 1 2 2 6 6 0

반영교과
인문계열 : 국어, 영어, 수학, 사회(도덕)교과 전과목
자연계열 : 국어, 영어, 수학, 과학교과 전과목

기본점수 80점(비교과 만점 기준)

실질반영비율 20%

계산방법

1. 교과

평균석차등급  반영과목수
과목별석차등급합 




교과점수해당구간점수  평균석차등급  해당구간등급값 ×급간점수  
2. 비교과(출결, 봉사)
사고결석 3일 이하, 봉사시간 30시간 이상 만점

비고

1. 전형별 점수로 환산 시 점수차(비교과 만점 기준)

교과/등급 1 2 3 4 5 6 7 8 9

점수 100 99 98 97 96 94 92 86 80

점수차 - -1 -1 -1 -1 -2 -2 -6 -16

2. 1~5등급간 점수차가 각 1점으로 크지 않아 보이지만 1,000점 만점으로 환산 시 점수차가 크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등급점수 180 179.5 178.5 177 175 170 160 140 120

급간 - -0.5 -1 -1.5 -2 -5 -10 -20 -20

7. 이화여대

8. 중앙대

9. 한국외대



원점수(수) 100~90 89.9~80 79.9~70 69.9~60 59.9~50 49.9~40 39.9~30 29.9~20 19.9~0

점수 180 179.5 178.5 177 175 170 160 140 120

급간 - -0.5 -1 -1.5 -2 -5 -10 -20 -20

원점수
(국영사과)

100~90 89.9~85 84.9~80 79.9~75 74.9~70 69.9~60 59.9~50 49.9~40 39.99~0

점수 180 179.5 178.5 177 175 170 160 140 120

급간 - -0.5 -1 -1.5 -2 -5 -10 -20 -20

반영교과 국어(20%), 영어(40%), 수학(20%), 사회(20%)교과 전과목

기본점수 130점

실질반영비율 35%

계산방법

1. 원점수

총이수단위
원점수환산점수×이수단위 의합 




2. 등급 환산점수

총이수단위
석차등급환산점수×이수단위 의합 




※ 등급 또는 원점수를 비교해 높은 성적으로 계산한다.

비고

1. 전형별 점수로 환산 시 점수차(비교과 만점 기준)

교과/등급 1 2 3 4 5 6 7 8 9

점수 200 199.5 198.5 197 195 190 180 160 140

점수차 - -0.5 -1 -1.5 -2 -5 -10 -20 -20

2. 실질반영비율은 높은 편이나 실제 지원하는 학생들의 성적대의 등급점수차가 크지 않다.
3. 원점수와 석차등급을 계산해 높은 성적을 가져오므로 특목고 등의 학생에게 유리할 수 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등급점수 300 295 292 290 288 286 283 280 275

급간 - -5 -3 -2 -2 -2 -3 -3 -5

반영교과
인문계, 상경계 : 국어, 영어, 수학, 사회교과 전과목

자연계 : 국어, 영어, 수학, 과학교과 전과목

기본점수 275점

실질반영비율 8.3%

계산방법 교과성적 총이수단위
과목별석차등급점수×이수단위 의합 




비고

1. 전형별 점수로 환산 시 점수차

교과/등급 1 2 3 4 5 6 7 8 9

점수 200 199.5 198.5 197 195 190 180 160 140

점수차 - -0.5 -1 -1.5 -2 -5 -10 -20 -20

2. 실질반영비율이 높지 않다.

반영교과 국어, 영어, 수학 + 수학, 과학교과 중 이수단위 합이 많은 교과

기본점수 0점

실질반영비율 100%

계산방법

1. 교과별 평균등급

 총이수단위
교과별석차등급×이수단위 의합 




2. 보정계수 : 단, 교과별 총 이수단위가 60이상이면 0.6

  ×해당교과이수단위합
3. 평균등급

 반영교과수
교과별평균등급×보정계수 

4. 100점 만점 환산

 × 
 평균등급 

비고 1. 전형별 점수로 환산 시 점수차(보정계수 미적용)

10. 한양대

11. 홍익대



교과/등급 1 2 3 4 5 6 7 8 9

점수 100 87.5 75 62.5 50 37.5 25 12.5 0

점수차 - -12.5 -12.5 -12.5 -12.5 -12.5 -12.5 -12.5 -12.5

2. 실질반영비율이 100%로 높다.

2. 보정계수를 통해 이수단위가 많은 교과를 보정해준다.(평균등급을 높여준다.)

등급평균 1 1.01~1.2 1.21~1.4 1.41~1.6 1.61~1.8 1.81~2 2.01~2.3 2.31~2.6 2.61~2.9

표준평균 100~70 69.99~69 68.99~68 67.99~67 66.99~66 65.99~65 64.99~64 63.99~62.5 62.49~61

등급점수 760 759.5 759 758.5 758 757.5 757 756.5 756

급간 - -0.5 -0.5 -0.5 -0.5 -0.5 -0.5 -0.5 -0.5

등급평균 2.91~3.2 3.21~3.5 3.51~4 4.01~4.5 4.51~5 5.01~5.5 5.51~6 6.01~6.5 6.51~7

표준평균 60.99~59.5 59.49~58 57.99~56 55.99~54 53.99~52 51.99~50 49.99~45 44.99~40 39.99~35

등급점수 755.5 755 750 745 740 735 730 720 710

급간 -0.5 -0.5 -5 -5 -5 -5 -5 -10 -10

등급평균 7.01~8 8.01~9

표준평균 34.99~30 29.99~0.01

등급점수 700 690

급간 -10 -10

반영교과 국어, 영어, 수학, 과학교과 전과목

기본점수 726점(비교과 포함)

실질반영비율 9.25%

계산방법

1. 석차등급(40%)

학년별석차등급평균  총이수단위
과목별 석차등급수×이수단위 의합 




2. 표준점수(60%)

- 과목별 표준점수 : 과목별표준점수 표준편차
원점수 과목평균

×  

- 학년별 표준점수 평균 : 학년별표준점수평균  총이수단위
과목별표준점수×이수단위 의합 




비고
1. Z-점수 :  (원점수-평균)÷표준편차
2. 실질반영비율이 높지 않으며 지원자의 성적대의 급간이 작다.
3. 석차등급 뿐만 아니라 표준점수를 이용하고, 표준점수의 반영비율이 높으므로 정확한 산출이 필요하다.

12. 울산대(의예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