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eekly  Education  Magazine62

정시
전형

논술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ED
UC

AT
IO

N
#골

라
_읽

는
_모

집
_요

강
  #

정
시

_전
형

입시

대입은 크게 수시와 정시로 나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정시 전형이 대표적이죠. 전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자료는 대학의 모집 요강입니다. 매주 하나씩 각 전형을 모집 요강 뜯어보기로 낱낱이 파

헤칠 예정입니다. _편집자 

2022학년 수능은 올해 11월 18일에 시행되며 수능 성적 발표일은 12월 8일이다.

수능 성적표에는 영역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표기된다. 이들 지표 중 대학마다 반영 

지표를 달리해 활용한 대학별 환산점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대학별 환산점은 서울시교육청 

프로그램(쎈진학)이나 입시 기관 프로그램으로 자동 계산되지만 각 대학이 다른 반영 지표를 

이용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신이 받은 점수가 표준점수를 활용했을 때 유리할 수도 있고 

백분위를 활용했을 때 좋은 조건일 수도 있다는 뜻이다. 또한 환산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과목별 

반영 비율이다. 어떤 지표를 활용하느냐와 과목별 반영 비율에 따라 대학별 환산점은 크게 다른 

구조가 된다. 따라서 자신이 유리한 지표의 점수를 크게 반영하는 대학과 모집 단위를 찾아 지원해야 

한다. 수능 성적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자세히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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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유리한 대학 찾는
수능 성적 반영 방법 알기

골라 읽는
모집 요강

정시 전형 3

다. 수능 반영 방법은 대학마다 다르며 

학과에 따라서도 다르다. 

대구 경신고 허준일 교사는 “자연 계열

은 대체로 수학·과탐 반영 비율이 높다. 

그에 비해 인문 계열은 국어 반영 비율

은 높지만 사탐은 자연 계열에서 과탐이 

차지하는 영향력에 비해서는 낮다고 할 

수 있다. 통합 수능이 되었지만 주요 대

학의 자연 계열 모집 단위는 기하·미적

분·과탐 선택자로 제한되고 있다. 반면 

기하·미적분·과탐 선택자는 주요 대학

의 인문 계열 모집 단위에도 지원 가능

하다”라고 전한다. 

정시 전형의 핵심, 수능 반영 영역과 반영 비율

정시 전형에서는 수능 성적으로 정량 평가해 학생을 선발한다. 거칠게 말해 ‘줄 세우

기’ 방식이다. 대체로 서울 소재 대학은 국어와 수학 영역에서 표준점수를 활용해 수

능 성적을 산출하고 탐구 영역은 선택 과목 간의 유불리를 백분위를 활용해 보정한 

변환 표준점수를 반영한다. 전체 대학으로 확장하면 백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이 가장 

많다. 서울대는 탐구 영역의 반영 지표를 변환 표준점수에서 표준점수로 바꿨는데 선

택 과목의 난도 차이를 보정하는 절차가 없어지면서 전년보다 과탐의 영향력이 높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능 후 학생들이 받는 수능 성적표에는 국어·수학·탐구 영역의 경우 과목별 표준점

수·백분위·등급이 표기된다. 절대평가로 시행되는 영어와 한국사는 등급만 표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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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여고 박남범 교사는 “내신 

4~5등급 이하 학생들이 정시를 준비하

면 충남 공주대, 전남 목포대, 전북 군산

대, 경남 경상대, 경북 안동대 등 지역 

국립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경향이 있

다. 이들 대학은 수능 영역을 3~4개 반

영한다. 2021학년 정시 모집에서 비교

적 낮은 경쟁률과 추가 모집 등으로 합

격 사례가 많았고 그 영향으로 올해는 

작년보다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이 늘었

다. ‘버리는’  과목을 두는 것은 비교육적

이라는 생각에 전 영역 공부에 최선을 

다하고 수시 접수 후 9월쯤 3~4개 영역 

반영 대학을 목표로 선택과 집중 전략을 

취하길 권하지만 학생들이 자신 없는 과

목을 배제하는 시기가 더 빨라졌다”고 

말한다. 자료 3에서 보듯이 공주대의 수

능 반영 영역은 3개다. 계열 또는 모집 

단위에 따라 영역별 반영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대학의 모집 요강을 살

펴봐야 한다. 

사례로 보는 수능 반영 방법

수능 성적 반영 방법에 대해 분석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학교를 찾는 것이 정시 전형의 

핵심이다. 표 1에서 인문 계열 표준점수 380점을 받은 사례 1, 2를 보자. 동일 점수 내

에서 수학 성적이 좋은 사례 2의 경우 영역별 반영 비율을 볼 때 수학을 43.3% 반영하

는 서강대(자료 1)가 25% 반영하는 이화여대(자료 2)에 비해 유리하다. 자연 계열 표

준점수 395점을 받은 사례 3, 4를 보자. 국어 성적이 탁월하지만 수학 성적이 상대적

으로 나쁜 사례 4의 경우 국어 반영 비율이 높고 수학 반영 비율이 낮은 대학을 지원

하는 것이 전략이지만 자연 계열은 수학 반영 비율이 높아 같은 표준점수인 사례 3에 

비해서 원하는 대학, 학과에 합격하기 불리한 성적 구조다(자료 1, 2는 2022학년 시행

계획, 표 1은 2021학년 수능 성적이므로 적용 예시로 참고만 할 것). 표준점수의 총합

이 같아도 갈 수 있는 대학이 다르다는 뜻이다. 자연 계열의 경우 수학 영역과 과탐 영

역 성적이 나쁘다면 좋은 조건이 아니다. 이들 영역의 반영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수능 반영 영역 수

어떤 영역을 어떤 비율로 반영하느냐가 중요한데 여기서 주요 대학 입시와 중하위권 

대학 입시의 큰 차이가 있다. 수능 반영 영역의 수가 다르다는 점이다. 서울 소재 대

학 정시 전형에서는 대다수 학교와 학과에서 탐구 2과목을 포함해 수능의 모든 영역

을 반영한다. 이렇게 수능의 모든 영역을 반영하는 입시에서는 전 영역의 수능 대비

를 철저히 하고 수능 성적 발표 후 자신에게 유리한 점수 구조를 선택해 지원하면 된

다. 하지만 중하위권의 입시는 상황이 다르다. 수능 

영역 중 3~4개를 반영하는 학교가 많고 탐구 영역 또

한 1과목만 반영하는 학교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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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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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1 380 128 93 2 128 92 2 생활과 윤리 64 93 2 윤리와사상 60 76 3

2 380 119 82 3 131 96 1 한국지리 63 96 1 동아시아사 67 98 1

3 395 131 96 1 130 96 1 화학 1 64 97 1 생명과학 [1 65 95 1

4 395 137 99 1 123 88 2 생명과학 1 64 91 2 지구과학 1 71 99 1

표 1_ 2021학년 수능 점수 사례

자료 1 서강대 2022 신입학 전형 계획 

자료 3 공주대 2022 입학전형시행계획

자료 2  이화여대 2022 입학전형시행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