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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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과학 한국사 교

과 중 상위 10과목만을 반영하기 때문에 

교과 성적에서의 격차는 크지 않다. 따

라서 동국대는 교과 전형인데도 교과 성

적보다는 서류 평가에서 점수 차이가 더 

발생할 수 있다.

반면, 한양대는 지역 균형 발전 전형을 

학생부 교과 100%로 선발한다. 한양대

의 등급 점수표를 보면 1등급은 100점, 2

등급은 96점, 3등급은 89점으로 등급 간

의 격차가 큰 편이다. 여기에 과목별 이

수 단위를 곱해 합한 값을 총 이수 단위

로 나눠 최종 교과 성적을 산출하기 때문

에 등급 간의 점수 차이는 더 벌어진다.

허 수석연구원은 “교과 전형은 반영 과

목 수, 이수 단위, 반영 비율 등 변수가 

많아 계산이 복잡하다. 따라서 입학처 

홈페이지의 환산 점수 산출기나 모의 지

원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 조언

했다. 

전형 요소 단순하지만, 대학마다 등급별 점수 차이 커

교과 전형은 학생부만으로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전형 요소는 가장 단순하다. 하

지만 대학마다 교과 성적을 산출하는 방법이 달라 같은 성적도 대학에 따라 유불리가 

발생하므로 한편으론 복잡한 전형이기도 하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허철 수석연구원은 “학생부 교과 등급별 환산 점수는 대학의 

전형 취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한양대 교과 전형은 일반고 대상으로 교과 100%를 

반영해 등급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성격이 강하지만, 동국대 교과 전형은 학생부 

교과 60%와 서류 40%로, 단순 내신 등급보다는 서류를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

는 의도가 담겨 있다. 대학은 지원하는 학생들의 성적대를 반영하거나 지원율을 염두

에 둬 등급 간 격차를 설계한다. 등급 간의 격차가 적은 대학이 큰 대학보다는 지원율

이 높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동국대 교과 전형인 학교장 추천 인재는 학생부 60%+서류 40%로 선발한

다. 1천 점을 기준으로 하면 학생부 600점, 서류 400점이다. 등급별 점수는 1등급 10

점, 2등급 9.99점, 3등급 9.95점, 4등급 9점으로, 등급 간의 점수 차이가 매우 작다. 

600점으로 환산해도 1등급 600점, 2등급 599.4점, 3등급 597점, 4등급 594점이다. 

더구나 동국대는 인문 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한국사 교과 중 상위 10과목, 자연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생부 교과 성적이 합격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 특히 전년도 입시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아 지원자의 성적대에 큰 차이가 없다. 교과 전형을 지원할 때 눈여겨봐야 할 것은 대학별 

환산 점수다. 대학별로 환산 방식이 다양하므로 같은 성적이어도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대학별 환산 점수를 이해하기 위해선 등급별 환산 점수의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난 5월 공개한 2022 모집 요강을 통해 등급별 환산 점수의 차이와 의미를 살폈다.

취재 민경순 리포터 hellela@naeil.com
도움말 허철 수석연구원(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참고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 <2022 대입 수시 모집 요강 정리>

골라 읽는
모집 요강

학생부 
교과 전형 4 지원 전 반드시 확인해야

대학마다 다양한 등급별 환산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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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의 교과 전형인 지역 균형 발전은 학생부 교과 100%로 선발한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매년 1등급 초반에서 합격선이 형성될 만큼 학생부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대거 지원한다. 한양대는 1등급 100점, 2등급 96점, 3등급 89점, 4등급 77점으로, 

등급 간 격차가 큰 편이다. 특히 1등급과 2등급의 차이는 4점이지만, 3등급은 2등급과 7점, 

4등급은 3등급과 12점 차이가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 한양대 2022 수시 모집 요강

모집 요강에서 등급별 점수 살펴보기

성균관대는 교과 전형으로 학교장 추천을 

운영하며, 공통 과목 및 일반선택 과목 정량 

평가 80%+진로선택 과목 및 전문교과 과목 

정성 평가 20%로 선발한다. 석차등급별 

반영 점수는 1등급 100점, 2등급 98점, 

3등급 95점, 4등급 85점 등이다. 

가천대는 1등급 100점, 2등급 99.5점, 3등급 99점, 4등급 98.5점, 5등급 98점이다.  6등급까지는 

등급별로 0.5점 차이가 나 등급별 점수 차이는 작다. 따라서 학생부 교과 성적에서 동점자가 

많이 발생해 다른 전형 요소의 변별이 높아지거나 소수점으로 합격이 결정될 수 있다. 참고로 

가천대는 교과 전형으로 2개의 전형을 운영한다. 지역 균형 전형은 학생부 교과 60%+면접 

40%이며, 학생부 우수자 전형은 교과 80%+비교과(출결, 봉사) 20%이다.

중앙대는 교과 전형으로 지역 

균형 전형을 운영하며, 교과 

70%+비교과 30%로 선발한다. 

중앙대는 공통 과목과 일반선택 

과목의 경우 10점 만점으로 1등급 

10점, 2등급 9.71점, 3등급 9.43점, 

4등급 9.14점으로 환산한다. 

서강대는 교과 전형으로 고교장 추천을 운영하며, 학생부 교과 

90%와 학생부 비교과 10%를 합산한다. 서강대는 등급별 점수를 

별도로 정하지 않고, 반영 과목 등급에 단위 수를 곱한 뒤 반영 과목 

단위 수로 나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