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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Ⅰ-2] 학력평가 학교석차를 통해 살펴본 중간고사 예상 등급

영역 학교석차
학교

상위%

예상

내신 등급
영역 학교석차

학교

상위%

예상

내신 등급
국어 20/200 10% 2등급 사회 13/200 6.5% 2등급
수학 9/200 4.5% 2등급 과학 52/200 26% 4등급

주) 석차 백분위에 따른 내신 등급 구분

백분위 ~4% ~11% ~23% ~40% ~60% ~77% ~89% ~96% ~100%
등급 1 2 3 4 5 6 7 8 9

학력평가 성적표 예시를 통해 예측한 내신 등급을 보면 수학, 사회는 조금만 더 성적을 올

리면 상위 4% 이내인 1등급으로 진입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반면 국어는 자칫하면 3등

급으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한 2등급이기 때문에 안정적 2등급 및 1등급을 위한 학습 계

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과학은 다른 과목에 비해 예상 등급이 낮은 편으로 기본 개념부터 

다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3월 학력평가에 진지한 자세로 임한다면 

중간고사에 앞서 자신의 객관적 위치를 확인하고 보완해 중간고사 실전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첫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다면 자신감이 높아져 적극적인 

고교생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입학 전까지 고등학교 때 배울 내용을 공부하는 것과 

함께 학력평가까지 대비한다면 방학을 더욱 알차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고등학교 때의 시험은 학생부, 수능과 관련된 시험으로 구성된다

■ 고1 월별 실시 시험 예시

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시험 종류 학력평가
중간고사

수행평가 등

각종 교내 

대회

기말고사

수행평가 등
학력평가 여름방학

성격
수능 연습

(중학교 전범위)
학생부 반영 수능 연습 -

(1) 학생부 관련

학기 중 중간, 기말고사, 수행평가를 통해 학습한 내용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학생부

에 기재된다. 중간, 기말고사는 1, 2학기에 모두 실시되고 1년에 총 4번 평가되는데 객관식

으로 출제되는 선택형 문항과 주관식으로 출제되는 서술형, 논술형 문항으로 구성된다. 시

험 외에도 교내 경시대회 등도 학생부에 기재될 수 있는데 이러한 항목이 축소되고 있어 

중간, 기말고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험이다.

■ A고교 1학년 교과 평가 비율 예시

과목 구분

1학기 2학기

수행

평가

정기고사 
총점

수행

평가

정기고사 
총점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서․논술형 선택형 서․논술형 선택형 서․논술형 선택형 서․논술형 선택형

국어
비율(%) 36 8 24 8 24 100 36 8 24 8 24 100

배점 100 25 75 25 75 300 100 25 75 25 75 300

1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

Ⅰ. 예비고1, 제대로 된 시작이 중요하다

  
예비고1 학생들은 대입 출발점에 서있는 만큼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대입을 위해서 체크해야 하는 항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대입 준비를 시작하는 

예비고1 입장에서는 한발 앞서 학사 일정을 파악하고 고등학교에서 치르는 시험의 종류나 

평가 방식 등을 미리 점검한다면 좀 더 전략적으로 입시를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부

터 예비고1이 제대로 된 대입 준비를 위해 꼭 알아야 할 중간/기말고사, 학력평가 등 시험

의 종류와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자.

1. 3월 첫 시험! 학력평가의 중요성
고등학교 때의 시험은 크게 수능과 관련된 시험과 학생부와 관련된 시험으로 구성된다. 수

능과 관련된 시험은 모의평가, 학력평가로 수능과 같은 형식,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시험은 수능의 연습시험이기 때문에 결과는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으며 대입에서 역시 일

체 반영되지 않는다. 반면 학생부와 관련된 시험은 중간, 기말고사, 수행평가 등인데 이 평

가들의 결과는 학생부에 구체적으로 기재되며 학생부 위주 전형에 응시할 때 중요한 평가 

자료가 된다. 따라서 4월에 치르는 중간고사는 대입에 반영되는 첫 시험으로 높은 비중을 

두고 대비해야 한다.

그렇다면 고교 입학 후 첫 시험은 무엇일까? 바로 중간고사 전 3월에 실시되는 학력평가

이다. 학력평가는 학생부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연습시험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시험은 수능 연습시험을 넘어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치르는 첫 시

험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먼저 3월 학력평가 성적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지 살펴보자. 

[표Ⅰ-1]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표 예시(일부 발췌)

영역
원점수 표준점수 표준점수에 의한 석차/백분위/등급

배점 득점 범위 득점 학급석차 학교석차 전국백분위 등급
국어 100 90 0-200 132 7/30 20/200 92.99 2
수학 100 94 0-200 138 2/30 9/200 97.50 1
영어 100 80                                       원점수에 의한 등급 (2)

한국사 50 38                                       원점수에 의한 등급 (2)

탐구
사회 50 48 0-100 94 4/30 13/200 96.50 1
과학 50 34 0-100 65 15/30 52/200 77.88 3

학력평가 성적은 시험 이후 약 2~3주 뒤에 발표된다. 성적표는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영역

별 등급과 전국 백분위가 기재되어 있는 것은 물론 재학 중인 고교에서 자신이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중간고사 실시 전에 과목별로 자신이 어

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내신 등급을 받을 수 있을지도 예측

해 볼 수 있다. 

예비고1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2023 대입의 변화Chapter.1

예비고1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2023 대입의 변화Chapt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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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Ⅰ-2] 학력평가 학교석차를 통해 살펴본 중간고사 예상 등급

영역 학교석차
학교

상위%

예상

내신 등급
영역 학교석차

학교

상위%

예상

내신 등급
국어 20/200 10% 2등급 사회 13/200 6.5% 2등급
수학 9/200 4.5% 2등급 과학 52/200 26% 4등급

주) 석차 백분위에 따른 내신 등급 구분

백분위 ~4% ~11% ~23% ~40% ~60% ~77% ~89% ~96% ~100%
등급 1 2 3 4 5 6 7 8 9

학력평가 성적표 예시를 통해 예측한 내신 등급을 보면 수학, 사회는 조금만 더 성적을 올

리면 상위 4% 이내인 1등급으로 진입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반면 국어는 자칫하면 3등

급으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한 2등급이기 때문에 안정적 2등급 및 1등급을 위한 학습 계

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과학은 다른 과목에 비해 예상 등급이 낮은 편으로 기본 개념부터 

다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3월 학력평가에 진지한 자세로 임한다면 

중간고사에 앞서 자신의 객관적 위치를 확인하고 보완해 중간고사 실전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첫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다면 자신감이 높아져 적극적인 

고교생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입학 전까지 고등학교 때 배울 내용을 공부하는 것과 

함께 학력평가까지 대비한다면 방학을 더욱 알차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고등학교 때의 시험은 학생부, 수능과 관련된 시험으로 구성된다

■ 고1 월별 실시 시험 예시

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시험 종류 학력평가
중간고사

수행평가 등

각종 교내 

대회

기말고사

수행평가 등
학력평가 여름방학

성격
수능 연습

(중학교 전범위)
학생부 반영 수능 연습 -

(1) 학생부 관련

학기 중 중간, 기말고사, 수행평가를 통해 학습한 내용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학생부

에 기재된다. 중간, 기말고사는 1, 2학기에 모두 실시되고 1년에 총 4번 평가되는데 객관식

으로 출제되는 선택형 문항과 주관식으로 출제되는 서술형, 논술형 문항으로 구성된다. 시

험 외에도 교내 경시대회 등도 학생부에 기재될 수 있는데 이러한 항목이 축소되고 있어 

중간, 기말고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험이다.

■ A고교 1학년 교과 평가 비율 예시

과목 구분

1학기 2학기

수행

평가

정기고사 
총점

수행

평가

정기고사 
총점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서․논술형 선택형 서․논술형 선택형 서․논술형 선택형 서․논술형 선택형

국어
비율(%) 36 8 24 8 24 100 36 8 24 8 24 100

배점 100 25 75 25 75 300 100 25 75 25 75 300

1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

Ⅰ. 예비고1, 제대로 된 시작이 중요하다

  
예비고1 학생들은 대입 출발점에 서있는 만큼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대입을 위해서 체크해야 하는 항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대입 준비를 시작하는 

예비고1 입장에서는 한발 앞서 학사 일정을 파악하고 고등학교에서 치르는 시험의 종류나 

평가 방식 등을 미리 점검한다면 좀 더 전략적으로 입시를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부

터 예비고1이 제대로 된 대입 준비를 위해 꼭 알아야 할 중간/기말고사, 학력평가 등 시험

의 종류와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자.

1. 3월 첫 시험! 학력평가의 중요성
고등학교 때의 시험은 크게 수능과 관련된 시험과 학생부와 관련된 시험으로 구성된다. 수

능과 관련된 시험은 모의평가, 학력평가로 수능과 같은 형식,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시험은 수능의 연습시험이기 때문에 결과는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으며 대입에서 역시 일

체 반영되지 않는다. 반면 학생부와 관련된 시험은 중간, 기말고사, 수행평가 등인데 이 평

가들의 결과는 학생부에 구체적으로 기재되며 학생부 위주 전형에 응시할 때 중요한 평가 

자료가 된다. 따라서 4월에 치르는 중간고사는 대입에 반영되는 첫 시험으로 높은 비중을 

두고 대비해야 한다.

그렇다면 고교 입학 후 첫 시험은 무엇일까? 바로 중간고사 전 3월에 실시되는 학력평가

이다. 학력평가는 학생부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연습시험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시험은 수능 연습시험을 넘어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치르는 첫 시

험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먼저 3월 학력평가 성적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지 살펴보자. 

[표Ⅰ-1]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표 예시(일부 발췌)

영역
원점수 표준점수 표준점수에 의한 석차/백분위/등급

배점 득점 범위 득점 학급석차 학교석차 전국백분위 등급
국어 100 90 0-200 132 7/30 20/200 92.99 2
수학 100 94 0-200 138 2/30 9/200 97.50 1
영어 100 80                                       원점수에 의한 등급 (2)

한국사 50 38                                       원점수에 의한 등급 (2)

탐구
사회 50 48 0-100 94 4/30 13/200 96.50 1
과학 50 34 0-100 65 15/30 52/200 77.88 3

학력평가 성적은 시험 이후 약 2~3주 뒤에 발표된다. 성적표는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영역

별 등급과 전국 백분위가 기재되어 있는 것은 물론 재학 중인 고교에서 자신이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중간고사 실시 전에 과목별로 자신이 어

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내신 등급을 받을 수 있을지도 예측

해 볼 수 있다. 

예비고1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2023 대입의 변화Chapt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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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Ⅰ-4] 2023학년도 학생부 주요 항목 적용 상황

학생부 주요 항목 2023학년도 적용 상황

수상경력 수상경력 개수 제한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대입자료로 미제공

진로희망사항 항목삭제

봉사활동 봉사활동 특기사항 미기재

동아리 활동 기재 가능 동아리 개수 제한, 소논문 기재 금지

교과 학습 발달상황
방과후활동 내용 미기재

교과 세부능력및특기사항은 특기할만한 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현행 유지)

독서활동 제목과 저자만 입력(현행 유지)

행동특성 및 종합 의견 기재분량 1,000자에서 500자로 축소

특히 2022학년도부터 추천서가 폐지되고 학생부 주요 항목 중 많은 내용이 축소 및 삭제

되는 만큼 선생님이 학생부에 직접 기술하는 부분인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과 ‘행동특성 

및 종합 의견’의 평가 비중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고 공부한 내용 중에 심화 및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선생님에게 공부에 대한 열

정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학교 학사일정을 미리 파악하고 관심 

있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행동특성 및 종합 의견’에도 긍정적인 내용으로 기재

될 것이다. 단, 활동 이후 자신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께 질문하거나 활동 일지 

제출 등을 통하여 담임 선생님 또는 교과 선생님에게 자신의 활동을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표Ⅰ-5] 교과 심화확장 적용 사례

내용 심화확장

[국어] 서정갈래의 이해

-슬픔이 기쁨에게 <정호승>
- 정호승 시인의 시집 <나는 희망을 거절한다> 독서활동 기재

[수학] 다항식

-다항식의 연산

- 교과서 응용문제 문제집을 통해 풀고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쉬는 시간이나 방과 후에 담당 선생님께 질문

[영어] 1, 2단원 -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교내 영어 대회 참여

[표Ⅰ-6] 2019년 C고교 5월 비교과 활동 학사일정 

1 영어 UCC공모전 5 수학과학경시대회

2 과학탐구토론대회 6 교지표지공모전

3 직업인특강 7 영어프레젠테이션대회

4 미술실기대회 8 백일장

 

3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

2. 대입 첫 시작! 학생부 차별성 있게 구성하기 

수시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인 학교생활기록부는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기록이 시

작된다. 그런데 대학에서 수많은 학생들의 학생부를 보는 만큼 학생부 내용이 차별성 있게 

기재된다면 좀 더 좋은 평가를 받는데 유리할 것이다. 이를 위해 남들과 다른 특별한 활동

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고교 내에서의 생활이 학생부에 기재되는 것이

기 때문에 학교생활을 충실히 하는 것만으로 학생부를 탄탄하게 구성해 나갈 수 있다.

예를 통해 살펴보자. 다음은 B고교의 2019년 중간고사 범위인데 각 고교의 홈페이지를 살

펴보면 지난해의 중간고사 범위가 미리 공지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를 방학 때 예습한

다면 적극적인 자세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내용을 알고 수업을 듣게 되면 질문

거리가 생기게 되고 수업 내용에 보다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수업시간 중

에 실시되는 수행 평가나 조별 활동에 있어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한 명의 

과목 담당 선생님이 지도하는 학생 수는 많기 때문에 모든 학생의 특징 및 장점을 기억하

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수업 시간 중에 두각을 나타낸다면 다른 학생들보

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학생부에 기술될 것이고 이러한 내용이 쌓여서 차별성 있는 학생부

가 될 것이다.  

[표Ⅰ-3] B고교 2019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범위 

과목명 해당 단원명

국어
- 문학의 빛깔 : 서정갈래의 이해, 서사갈래의 이해, 교술갈래의 이해

- 바른 언어생활 : 음운 변동과 한글 맞춤법

수학
- 다항식 : 다항식의 연산, 나머지정리와 인수분해

- 방정식과 부등식 : 복소수와 이차방정식, 이차방정식과 이차함수

영어
- Envision : Start Off on the Right Foot

- Express : Totally You!

통합사회

- 인간, 사회, 환경과 행복 : 인간, 사회,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 행복의 의미와 기준,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

- 자연환경과 인간 : 자연환경과 인간 생활, 인간과 자연의 관계,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

- 인권 보장과 헌법 : 인권의 의미와 변화 양상, 헌법의 역할과 시민 참여, 인권 문제의 양상과 

해결

통합과학
- 물질과 규칙성 :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 자연의 구성 물질

- 시스템과 상호작용 : 역학적시스템, 지구시스템, 생명시스템

(2) 수능 관련

시․도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력평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실시하는 모의평가, 사설 학

원 모의고사 등으로 구성된다. 고 1, 2 때는 3, 6, 9, 11월에 학력평가를 시행하고 시도 교

육청에 따라 학년별로 총 3~4번 실시한다. 고3 때는 3, 4, 7, 10월에 학력평가를, 6월, 9월

에는 모의평가를 시행해 총 6번 실시한다. 학력평가는 대다수의 고교에서 실시하지만 지역 

및 고교 여건에 따라 시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1~2학년 (학년별 총 3~4회 실시)

3월 12(목)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기, 광주 미실시)
9월 2(수)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기 미실시)

6월 4(목)
부산광역시교육청

(서울 미실시)
11월 25(수) 경기도교육청

예비고1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2023 대입의 변화Chapt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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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Ⅰ-4] 2023학년도 학생부 주요 항목 적용 상황

학생부 주요 항목 2023학년도 적용 상황

수상경력 수상경력 개수 제한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대입자료로 미제공

진로희망사항 항목삭제

봉사활동 봉사활동 특기사항 미기재

동아리 활동 기재 가능 동아리 개수 제한, 소논문 기재 금지

교과 학습 발달상황
방과후활동 내용 미기재

교과 세부능력및특기사항은 특기할만한 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현행 유지)

독서활동 제목과 저자만 입력(현행 유지)

행동특성 및 종합 의견 기재분량 1,000자에서 500자로 축소

특히 2022학년도부터 추천서가 폐지되고 학생부 주요 항목 중 많은 내용이 축소 및 삭제

되는 만큼 선생님이 학생부에 직접 기술하는 부분인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과 ‘행동특성 

및 종합 의견’의 평가 비중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고 공부한 내용 중에 심화 및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선생님에게 공부에 대한 열

정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학교 학사일정을 미리 파악하고 관심 

있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행동특성 및 종합 의견’에도 긍정적인 내용으로 기재

될 것이다. 단, 활동 이후 자신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께 질문하거나 활동 일지 

제출 등을 통하여 담임 선생님 또는 교과 선생님에게 자신의 활동을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표Ⅰ-5] 교과 심화확장 적용 사례

내용 심화확장

[국어] 서정갈래의 이해

-슬픔이 기쁨에게 <정호승>
- 정호승 시인의 시집 <나는 희망을 거절한다> 독서활동 기재

[수학] 다항식

-다항식의 연산

- 교과서 응용문제 문제집을 통해 풀고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쉬는 시간이나 방과 후에 담당 선생님께 질문

[영어] 1, 2단원 -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교내 영어 대회 참여

[표Ⅰ-6] 2019년 C고교 5월 비교과 활동 학사일정 

1 영어 UCC공모전 5 수학과학경시대회

2 과학탐구토론대회 6 교지표지공모전

3 직업인특강 7 영어프레젠테이션대회

4 미술실기대회 8 백일장

 

3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

2. 대입 첫 시작! 학생부 차별성 있게 구성하기 

수시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인 학교생활기록부는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기록이 시

작된다. 그런데 대학에서 수많은 학생들의 학생부를 보는 만큼 학생부 내용이 차별성 있게 

기재된다면 좀 더 좋은 평가를 받는데 유리할 것이다. 이를 위해 남들과 다른 특별한 활동

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고교 내에서의 생활이 학생부에 기재되는 것이

기 때문에 학교생활을 충실히 하는 것만으로 학생부를 탄탄하게 구성해 나갈 수 있다.

예를 통해 살펴보자. 다음은 B고교의 2019년 중간고사 범위인데 각 고교의 홈페이지를 살

펴보면 지난해의 중간고사 범위가 미리 공지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를 방학 때 예습한

다면 적극적인 자세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내용을 알고 수업을 듣게 되면 질문

거리가 생기게 되고 수업 내용에 보다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수업시간 중

에 실시되는 수행 평가나 조별 활동에 있어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한 명의 

과목 담당 선생님이 지도하는 학생 수는 많기 때문에 모든 학생의 특징 및 장점을 기억하

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수업 시간 중에 두각을 나타낸다면 다른 학생들보

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학생부에 기술될 것이고 이러한 내용이 쌓여서 차별성 있는 학생부

가 될 것이다.  

[표Ⅰ-3] B고교 2019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범위 

과목명 해당 단원명

국어
- 문학의 빛깔 : 서정갈래의 이해, 서사갈래의 이해, 교술갈래의 이해

- 바른 언어생활 : 음운 변동과 한글 맞춤법

수학
- 다항식 : 다항식의 연산, 나머지정리와 인수분해

- 방정식과 부등식 : 복소수와 이차방정식, 이차방정식과 이차함수

영어
- Envision : Start Off on the Right Foot

- Express : Totally You!

통합사회

- 인간, 사회, 환경과 행복 : 인간, 사회,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 행복의 의미와 기준,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

- 자연환경과 인간 : 자연환경과 인간 생활, 인간과 자연의 관계,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

- 인권 보장과 헌법 : 인권의 의미와 변화 양상, 헌법의 역할과 시민 참여, 인권 문제의 양상과 

해결

통합과학
- 물질과 규칙성 :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 자연의 구성 물질

- 시스템과 상호작용 : 역학적시스템, 지구시스템, 생명시스템

(2) 수능 관련

시․도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력평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실시하는 모의평가, 사설 학

원 모의고사 등으로 구성된다. 고 1, 2 때는 3, 6, 9, 11월에 학력평가를 시행하고 시도 교

육청에 따라 학년별로 총 3~4번 실시한다. 고3 때는 3, 4, 7, 10월에 학력평가를, 6월, 9월

에는 모의평가를 시행해 총 6번 실시한다. 학력평가는 대다수의 고교에서 실시하지만 지역 

및 고교 여건에 따라 시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1~2학년 (학년별 총 3~4회 실시)

3월 12(목)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기, 광주 미실시)
9월 2(수)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기 미실시)

6월 4(목)
부산광역시교육청

(서울 미실시)
11월 25(수) 경기도교육청

예비고1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2023 대입의 변화Chapt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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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1] 학년도별 수능 응시자 수 비교

학년도 고3(예상) 학생 수
수능 응시자 수

고3 재수생 등
다음 해 

재수 선택 비율
2019 570,661 399,910 130,310 32.7%
2020 501,616 347,765 136,972 34.3%

2021(추정) 445,479(예비고3) 308,846 119,112 34.3%
2022(추정) 463,932(예비고2) 321,639 105,782 34.3%
2023(추정) 448,125(예비고1) 310,680 110,164 34.3%

주1) 고3 수능 응시자 수는 2020학년도 기준 고3 학생 수 대비 고3 수능 응시자 수 비율(69.3%)로 추정

주2) 2021~2023학년도 재수생 등의 인원은 2020학년도 고3 수능 응시자 수 대비 재수 선택자 수 비율(34.3%)로 추정

(2) 대입 정원에는 큰 변화가 없어 대학 진학은 수월해질 것이다. 

학생 수는 감소하지만 대입 정원에는 큰 변화가 없다. 2019년을 기준으로 대입 정원은 

485,588명으로 2020학년도 학생(現고3) 수 501,616명에 비해 16,028명이 적다. 그런데 예

비고3 학생들부터는 대입 정원보다 학생 수가 더 적은 현상이 발생한다. 2019년 대입 정원

과 비교해 예비고3은 40,109명, 예비고2는 21,656명, 예비고1은 37,463명이 더 적다. 

■ 대입 정원과 학생 수 비교

주1) 대입 정원은 교육통계서비스 2019년 설립별 입학 정원 기준으로 일반대학(313,123명), 교육대학(3,581명), 산업

대학(2,442명), 전문대학(166,442명) 정원 기준임

주2) 재수생은 2019학년도 고3 학생 수 기준임

주3) 4년제 정원은 대교협 발표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기준, 주요 15개 대학 정원은 각 대학의 2021학

년도 주요사항 정원 내․외 인원 기준임

대입 정원은 크게 변하기 않기 때문에 이를 2020학년도 수능 응시자 수와 비교해 보면, 

2020학년도 수능 응시자 484,737명의 대입 정원 485,588명에 대한 평균 경쟁률은 1.0 대 

1밖에 되지 않는다. 게다가 상당수는 재수를 하는데 요즘은 대입에 실패해서가 아닌 수능

1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

Ⅱ. 2023학년도 대입 핵심 사항 분석

1. 학생 수 감소로 과거 입시보다 수월할 수 있다.

(1) 인구수가 급감하여 학생 수 역시 크게 줄어든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매년 출생아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특히 2000~2002년 사이의 인구 

감소가 매우 급격하게 나타났다. 2002년 이후로 인구 감소폭은 다소 둔화되어 예비고1이 

태어난 2004년의 출생아 수는 476,958명으로 예비고2가 태어난 2003년의 출생아 수 

495,036명보다 3.7%(18,078명) 감소한 수치이지만 예비중3인 2005년 출생자에서 또 크게 

감소하여 438,707명까지 감소했다. 

■ 2000~2006년 연도별 출생아 수

주) 통계청 연도별 출생아 수 기준임

이렇게 연도별 출생자 수가 감소하면 고3 학생 수 및 재수생 수도 감소할텐데 2019~2023

학년도 수능 응시자 수를 보면 고3 학생 수가 줄어드는 만큼 재수생 수도 큰 폭으로 줄어

드는 것을 볼 수 있다. 2020학년도에는 484,737명이 수능을 응시했는데 예비고1(現중3)이 

수능을 볼 2023학년도에는 63,893명 줄어 420,844명이 수능을 응시할 것으로 추정된다. 

2020학년도 대비 고3은 10.7%(37,085명), 재수생은 19.6%(26,808명) 감소한 수치이다.

예비고1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2023 대입의 변화Chapter.1

예비고1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2023 대입의 변화Chapt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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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1] 학년도별 수능 응시자 수 비교

학년도 고3(예상) 학생 수
수능 응시자 수

고3 재수생 등
다음 해 

재수 선택 비율
2019 570,661 399,910 130,310 32.7%
2020 501,616 347,765 136,972 34.3%

2021(추정) 445,479(예비고3) 308,846 119,112 34.3%
2022(추정) 463,932(예비고2) 321,639 105,782 34.3%
2023(추정) 448,125(예비고1) 310,680 110,164 34.3%

주1) 고3 수능 응시자 수는 2020학년도 기준 고3 학생 수 대비 고3 수능 응시자 수 비율(69.3%)로 추정

주2) 2021~2023학년도 재수생 등의 인원은 2020학년도 고3 수능 응시자 수 대비 재수 선택자 수 비율(34.3%)로 추정

(2) 대입 정원에는 큰 변화가 없어 대학 진학은 수월해질 것이다. 

학생 수는 감소하지만 대입 정원에는 큰 변화가 없다. 2019년을 기준으로 대입 정원은 

485,588명으로 2020학년도 학생(現고3) 수 501,616명에 비해 16,028명이 적다. 그런데 예

비고3 학생들부터는 대입 정원보다 학생 수가 더 적은 현상이 발생한다. 2019년 대입 정원

과 비교해 예비고3은 40,109명, 예비고2는 21,656명, 예비고1은 37,463명이 더 적다. 

■ 대입 정원과 학생 수 비교

주1) 대입 정원은 교육통계서비스 2019년 설립별 입학 정원 기준으로 일반대학(313,123명), 교육대학(3,581명), 산업

대학(2,442명), 전문대학(166,442명) 정원 기준임

주2) 재수생은 2019학년도 고3 학생 수 기준임

주3) 4년제 정원은 대교협 발표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기준, 주요 15개 대학 정원은 각 대학의 2021학

년도 주요사항 정원 내․외 인원 기준임

대입 정원은 크게 변하기 않기 때문에 이를 2020학년도 수능 응시자 수와 비교해 보면, 

2020학년도 수능 응시자 484,737명의 대입 정원 485,588명에 대한 평균 경쟁률은 1.0 대 

1밖에 되지 않는다. 게다가 상당수는 재수를 하는데 요즘은 대입에 실패해서가 아닌 수능

1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

Ⅱ. 2023학년도 대입 핵심 사항 분석

1. 학생 수 감소로 과거 입시보다 수월할 수 있다.

(1) 인구수가 급감하여 학생 수 역시 크게 줄어든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매년 출생아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특히 2000~2002년 사이의 인구 

감소가 매우 급격하게 나타났다. 2002년 이후로 인구 감소폭은 다소 둔화되어 예비고1이 

태어난 2004년의 출생아 수는 476,958명으로 예비고2가 태어난 2003년의 출생아 수 

495,036명보다 3.7%(18,078명) 감소한 수치이지만 예비중3인 2005년 출생자에서 또 크게 

감소하여 438,707명까지 감소했다. 

■ 2000~2006년 연도별 출생아 수

주) 통계청 연도별 출생아 수 기준임

이렇게 연도별 출생자 수가 감소하면 고3 학생 수 및 재수생 수도 감소할텐데 2019~2023

학년도 수능 응시자 수를 보면 고3 학생 수가 줄어드는 만큼 재수생 수도 큰 폭으로 줄어

드는 것을 볼 수 있다. 2020학년도에는 484,737명이 수능을 응시했는데 예비고1(現중3)이 

수능을 볼 2023학년도에는 63,893명 줄어 420,844명이 수능을 응시할 것으로 추정된다. 

2020학년도 대비 고3은 10.7%(37,085명), 재수생은 19.6%(26,808명) 감소한 수치이다.

예비고1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2023 대입의 변화Chapt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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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연세대와 고려대까지 합격 가능한 선이 될 것이다. 

■ 2019학년도, 2023학년도(추정) 수능 응시자 수 비교 및 1등급  

각 영역별로 자세히 살펴보자.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백분위 1점에 해당하는 학생 수

도 줄어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19학년도에 수능 국어를 528,595명이 응시했을 때 백

분위 90점에 해당하는 학생은 상위 10% 학생으로 52,860등에 해당하는데 2023학년도에는 

국어를 419,554명이 응시할 것으로 추정하면 백분위 90점인 상위 10% 학생은 41,955등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2019학년도의 점수보다 약 2.6점 떨어지게 되며 다른 영역도 인원이 

줄기 때문에 국어와 마찬가지로 백분위 90점에 해당하는 점수가 약 2.6점이 떨어져 87.4점

이 된다. 이로 인해 정시 합격선은 2019학년도보다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표Ⅱ-3] 2019학년도, 2023학년도(추정) 수능 영역별 응시 인원

구분 전체 국어
수학

영어
가형 나형

2019학년도 530,220 528,595 168,512 340,733 527,025
2023학년도(추정) 420,844 419,554 133,751 270,445 418,308

증감 ▽109,376 ▽109,041 ▽34,761 ▽70,288 ▽108,717

주�� 2023������� �������� 2019������� ��������� �� ������� �����������

2019학년도와 2023학년도 백분위 점수 비교

3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

을 치르고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아 대입을 치르지 않고 자발적으로 재수를 선택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2020학년도의 대입 실제 경쟁률은 1 대 1 이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추정한 2023학년도의 평균 경쟁률은 0.87 대 1로 실제 경쟁률은 그 

미만이 될 것이다. 따라서 예비고1의 경우 원하는 학생은 대부분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된다. 

[표Ⅱ-2] 2020학년도 vs 2023학년도(추정) 대입 평균 경쟁률 비교

구분 대입 정원
수능 응시자 수

평균 경쟁률
고3 재수생 등 합계

2020학년도 485,588
※ 4년제 347,447

※ 주요 15개 대학 47,726

347,765 136,972 484,737 1.00

2023학년도(추정) 310,680 110,164 420,844 0.87

주) 대입 정원은 2019년 기준으로 일반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정원 기준임

또한 대부분 수험생이 목표로 하는 주요 15개 대학의 문도 넓어지게 된다. 15개 대학의 모

집 정원은 47,726명 수준으로 수능 응시자 수를 기준으로 2020학년도는 상위 약 9.8%의 

인원이 입학할 수 있지만, 2023학년도의 경우 상위 약 11.3%의 인원이 합격할 수 있는 것

으로 추정된다. 결과적으로 합격선은 하락할 수밖에 없어 주요 대학의 문도 상당히 넓어짐

을 알 수 있다. 

물론 대입 정원은 앞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축소가 된다고 해도 지방권의 

매우 선호도가 낮은 대학 위주로 정리되기 때문에 서울권 소재, 특히 대부분 학생들이 선

호하는 주요 대학의 선발 인원은 크게 축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교육부에서 확

정한 구조조정에서 4년제 일반대학에서 6,888명의 정원이 축소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대부분 지방권 대학으로 서울 및 수도권 대학의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학생 수는 감소하는데 비해 수도권 대학의 정원이 유지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입은 좀 

더 수월해질 수밖에 없다. 

(3) 대학 합격선이 크게 떨어질 것이다.

2019학년도 기준으로 수능을 응시한 수험생 수는 530,220명이었고 전체 인원 기준으로 1

등급 컷(4%)에 해당하는 등수는 21,209등이었다. 2019학년도 입시 결과로 살펴보면 백분위 

성적으로 한양대 경영학부가 95.89점, 에너지공학과가 95.73점으로 1등급 컷 정도의 수험

생이 합격할 수 있는 대학/모집단위였다. 

그렇다면 수능 응시자가 2019학년도 대비 20.6% 정도 감소할 것이라 추정되는 2023학년

도에는 어떤 대입 환경이 될까? 수능 응시자가 420,844명이라 추정했을 때 2019학년도 1

등급 컷 등수였던 21,209등은 2023학년도에는 상위 5%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1등급 컷 

성적보다 다소 낮은 2등급 초반대의 학생도 한양대 경영학부나 에너지공학과의 합격권에 

들어온다. 또한 2023학년도에 1등급 컷(4%)의 수험생은 16,834등에 해당되는데 이 정도의 

예비고1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2023 대입의 변화Chapt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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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연세대와 고려대까지 합격 가능한 선이 될 것이다. 

■ 2019학년도, 2023학년도(추정) 수능 응시자 수 비교 및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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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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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고1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2023 대입의 변화Chapt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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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입제도 개편

2023학년도 대입제도는 2022학년도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

편안 내용과 2019년 11월 28일에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통해 어떠한 변경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1) 수능위주 전형 40% 확대 권고

교육부는 대입전형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생부 종합 전형과 논술 전형 위주로 

쏠림이 있는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대해 2023학년도까지 수능 전형으로 40% 이상 선발

하도록 권고했다. (16개 대학 :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고교에서 

준비하기 어려운 논술 전형과 특기자 전형을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대입 전형을 학생부  

전형과 수능 전형으로 단순화할 계획이다. 

2023학년도부터는 논술 전형과 특기자 전형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이에 주요 13

개 대학 2021학년도 전형계획안을 기준으로 논술 전형이 모두 폐지되어 논술 전형 선발 

인원이 모두 수능 전형으로 이동한다고 가정하면 수능 전형은 40%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

다. 

■ 전형 유형별 선발 비율 (정원 내․외 기준)

5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

게다가 2023학년도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과 논술 전형 위주로 쏠림이 있는 서울 소재 16

개 대학에 대해 2023학년도까지 수능 전형으로 40%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했기 때문에 정

시 수능 전형 선발 인원이 증가하여 합격선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최상위 7개 대학 기

준으로 2023학년도 수능 전형 모집 규모를 추정해본다면 2019학년도에는 최상위 7개 대학 

선발 인원이 4,931명이었는데 2023학년도에는 논술 전형 선발 인원이 수능 전형으로 넘어

온다고 가정했을 때 9,643명으로 2019학년도보다 무려 95.6%(4,712명)나 증가하게 된다. 

2023학년도 수능 응시 인원을 약 42만 명으로 추정했을 때 최상위권 대학의 수능 선발 인

원 증가를 고려하면 앞서 살펴본 인원 감소에 의한 정시 합격선 하락보다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학생 수는 감소하는데 수능 전형 모집 인원은 크게 늘기 때문에 정시 수능 전형의 

합격선은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2023학년도에는 정시 합격의 문도 활짝 열렸다

고 볼 수 있다. 

[표Ⅱ-4] 2019학년도, 2023학년도(추정) 수능 전형 인원 비교

대학명 정원 2019(실제) 2023(추정) 증감

고려대 3,799
600 1,520

▲920
15.8% 40.0%

서강대 1,574
320 712

▲392
20.3% 45.2%

서울대 3,178
684 1,271

▲587
21.5% 40.0%

성균관대 3,373
710 1,660

▲950
21.0% 49.2%

연세대 3,431
870 1,469

▲599
25.4% 42.8%

중앙대 4,343
977 1,860

▲883
22.5% 42.8%

한양대 2,820
770 1,151

▲381
27.3% 40.8%

최상위 7개교 합계 22,518
4,931 9,643 ▲4,712

(2019 대비 95.6% 증가)21.9% 42.8%

주) 2023학년도 수능 전형 인원 추정은 논술 전형이 있는 대학은 2019학년도 논술 전형 인원을 수능 전형 인원에 

포함하여 추정하고 논술 전형이 없는 대학(고려대, 서울대)은 임의로 수능 전형 모집 인원을 정원에 40%라고 추정함

예비고1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2023 대입의 변화Chapt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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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학생 수는 감소하는데 수능 전형 모집 인원은 크게 늘기 때문에 정시 수능 전형의 

합격선은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2023학년도에는 정시 합격의 문도 활짝 열렸다

고 볼 수 있다. 

[표Ⅱ-4] 2019학년도, 2023학년도(추정) 수능 전형 인원 비교

대학명 정원 2019(실제) 2023(추정) 증감

고려대 3,799
600 1,520

▲920
15.8% 40.0%

서강대 1,574
320 712

▲392
20.3% 45.2%

서울대 3,178
684 1,271

▲587
21.5% 40.0%

성균관대 3,373
710 1,660

▲950
21.0% 49.2%

연세대 3,431
870 1,469

▲599
25.4% 42.8%

중앙대 4,343
977 1,860

▲883
22.5% 42.8%

한양대 2,820
770 1,151

▲381
27.3% 40.8%

최상위 7개교 합계 22,518
4,931 9,643 ▲4,712

(2019 대비 95.6% 증가)21.9% 42.8%

주) 2023학년도 수능 전형 인원 추정은 논술 전형이 있는 대학은 2019학년도 논술 전형 인원을 수능 전형 인원에 

포함하여 추정하고 논술 전형이 없는 대학(고려대, 서울대)은 임의로 수능 전형 모집 인원을 정원에 40%라고 추정함

예비고1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2023 대입의 변화Chapter.1

2023 대입, 1등 전략으로 준비하라!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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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부 대입 제공 시 수상경력 개수 학기당 1개로 제한, 자기소개서 문항 통합

학생부는 정규교육과정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기록하도록 한다. 인적사항 중 학부모 정보를 

삭제하고, 수상경력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기재하되 대입 제공 수상경력은 학기당 1개로 제

한하여 제공한다. 자율동아리는 학년 당 1개에 한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만 기재

하며, 소논문은 기재하지 않는다. 

[표Ⅱ-7] 학생부 기재 주요 변경사항

항목 현행 개선

인적사항
학생 정보, 가족상황(부모 성명, 생년월일), 특기

사항

부모 정보(부모 성명, 생년월일) 및 특기사항(가족변

동사항) 삭제

수상경력
수상명, 등급(위), 수상연원일, 수여기관명, 참가

대상(참가인원) 입력
상급학교 진학 시 제공하는 수상경력 개수 제한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대입자료로 제공 대입자료로 미제공

진로희망

사항
진로희망, 희망사유 입력

항목 삭제

학생의 진로희망은 창체 진로활동특기사항에 기재

(대입 미제공)

창의적

체험

활동

봉사

활동
실적 및 특기사항 기재

봉사활동 특기사항 미기재

(필요시 행동특성 및 종합 의견란에 특기사항 기재 

가능)

동아리

활동

[자율동아리] 자율동아리명, 활동내용 등을 특기

사항란에 기재

가입제한은 두지 않되 기재 가능 동아리 개수를 제

한(학년당 1개),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 사항(동아리

명, 동아리 소개)만 기재
[소논문] 동아리, 교과세특란에 (논문명, 참여시

간, 참여인원) 기재
소논문 기재 금지

[청소년단체] 교과과정에 편성된 청소년단체, 학

교교육계획에 포함된 청소년단체, 학교밖 청소

년단체 활동 모두 기재(단체명, 활동내용)

- 교육과정에 편성된 청소년단체 : 단체명, 활동내용 

모두 기재

-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청소년단체 활동 : 단체명만 

기재

- 학교밖 청소년단체 활동 : 미기재
진로

활동
진로 관련 활동내용 및 상담내용 등 기재

진로활동 특기사항에 진로희망분야 기재 추가(대입

자료로 미제공)
기재

분량
특기사항 기재분량 : 3,000자 특기사항 기재분량 축소 : 1,700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기재분량 : 1,000자 기재분량 축소 : 500자

(4) 학생부 전형 면접 시 구술고사 형태 최소화, 출제 범위 위반 철저 점검

학생부 전형에서 면접 및 구술고사 시행 시 학생부 기반의 맞춤형 확인 면접을 원칙으로 

한다. 전형 특성상 구술고사가 필요 여부를 평가하여 최소화할 방침이며, 불가피하게 출제

할 경우 교육과정 범위 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게 된다. 

과목(영역) 2021 수능 2022 수능 / 2023 수능

제2외국어
/한문

9과목 중 택1 9과목 중 택1

7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

[표Ⅱ-5] 주요 13개 대학 2023학년도 수능 전형 예상 선발 인원 (정원 내 기준) 

최상위 8개 대학 주요 5개 대학
대학명 정원 2021(실제) 2023(추정) 증감 대학명 정원 2021(실제) 2023(추정) 증감

경희대 4,760
1,336 2,020 ▲684

건국대 3,028
1,171 1,616 ▲445

(28.1%) (42.4%) (51.2%) (38.7%) (53.4%) (38.0%)

고려대 3,799
749 1,520 ▲771

동국대 2,715
811 1,263 ▲452

(19.7%) (40.0%) (102.9%) (29.9%) (46.5%) (55.7%)

서강대 1,574
477 712 ▲235

서울시립대 1,697
586 687 ▲101

(30.3%) (45.2%) (49.3%) (34.5%) (40.5%) (17.2%)

서울대 3,178
736 1,271 ▲535

숙명여대 2,190
591 891 ▲300

(23.2%) (40.0%) (72.7%) (27.0%) (40.7%) (50.8%)

성균관대 3,373
1,128 1,660 ▲532

한국외대 1,676
568 942 ▲374

(33.4%) (49.2%) (47.2%) (33.9%) (56.2%) (65.8%)

연세대 3,431
1,085 1,469 ▲384

합계 11,306
3,727 5,399 1,672

(31.6%) (42.8%) (35.4%) (33.0%) (47.8%) (44.9%)

중앙대 4,343
1,071 1,860 ▲789

(24.7%) (42.8%) (73.7%)

한양대 2,820
778 1,151 ▲373

(27.6%) (40.8%) (47.9%)

합계 27,278
7,360 11,663 4,303

(27.0%) (42.8%) (58.5%)

주1) 2021 전형계획안 기준임

주2) 서울대 2023 인원은 서울대가 발표한 <2022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추가 예고> 기준임 

주3) 교육부에서 발표한 2019년 11월 28일에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대학 기준이고, 광운대, 서울여대, 

숭실대는 제외함

(2) 국어․수학 영역에서 ‘공통+선택형’ 구조 도입 및 EBS 연계율 축소

국어·수학 영역을 공통+선택형 구조로 개편한다. 국어 영역은 전 수험생 공통이었으나, 

2022학년도부터는 독서, 문학은 공통범위이며, 수험생에 따라 화법과작문, 언어와매체 중 1

과목을 선택하게 된다. 수학의 경우 기존에는 인문계열은 수학 나형(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자연계열은 수학 가형(수학Ⅰ, 확률과통계, 미적분)을 주로 응시했는데, 2022학년도 

수능부터는 수학Ⅰ, 수학Ⅱ는 공통범위로 하고 수험생별로 확률과통계, 미적분, 기하 중 1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게 된다. 탐구 영역은 사회/과학 탐구의 문·이과 구분을 폐지하고, 

자유롭게 2과목까지 선택 가능하다. 

[표Ⅱ-6] 수능 과목구조 및 출제범위 비교표

과목(영역) 2021 수능 2022 수능 / 2023 수능

국어
독서, 문학,

화법과작문, 언어
공통(75%) : 독서, 문학
선택(25%) : 화법과작문, 언어와매체 중 택1

수학
가형(이과) : 수학Ⅰ, 확률과통계, 미적분
나형(문과) :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통계

※ 22~30번 단답형

(문과/이과 구분 폐지)
공통(75%) : 수학Ⅰ, 수학Ⅱ
선택(25%) : 확률과통계, 미적분, 기하 중 택1
※ 단답형 30% 출제(총9문항)

영어
영어Ⅰ, 영어Ⅱ
(듣기 17문항)

영어Ⅰ, 영어Ⅱ 
(듣기 17문항)

한국사 한국사 한국사

사/과탐
일반계 : 사회/과학 계열 중 택2(계열 구분)

* 사회 : 9과목
* 과학 : 8과목(과학Ⅰ·Ⅱ)

(문과/이과 구분 폐지)
일반계 : 사회·과학 계열구분 없이 택2
* 사회 : 9과목
* 과학 : 8과목(과학Ⅰ·Ⅱ)

예비고1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2023 대입의 변화Chapter.1

14  /    메가스터디 예비고1 전국순회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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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부 대입 제공 시 수상경력 개수 학기당 1개로 제한, 자기소개서 문항 통합

학생부는 정규교육과정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기록하도록 한다. 인적사항 중 학부모 정보를 

삭제하고, 수상경력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기재하되 대입 제공 수상경력은 학기당 1개로 제

한하여 제공한다. 자율동아리는 학년 당 1개에 한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만 기재

하며, 소논문은 기재하지 않는다. 

[표Ⅱ-7] 학생부 기재 주요 변경사항

항목 현행 개선

인적사항
학생 정보, 가족상황(부모 성명, 생년월일), 특기

사항

부모 정보(부모 성명, 생년월일) 및 특기사항(가족변

동사항) 삭제

수상경력
수상명, 등급(위), 수상연원일, 수여기관명, 참가

대상(참가인원) 입력
상급학교 진학 시 제공하는 수상경력 개수 제한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대입자료로 제공 대입자료로 미제공

진로희망

사항
진로희망, 희망사유 입력

항목 삭제

학생의 진로희망은 창체 진로활동특기사항에 기재

(대입 미제공)

창의적

체험

활동

봉사

활동
실적 및 특기사항 기재

봉사활동 특기사항 미기재

(필요시 행동특성 및 종합 의견란에 특기사항 기재 

가능)

동아리

활동

[자율동아리] 자율동아리명, 활동내용 등을 특기

사항란에 기재

가입제한은 두지 않되 기재 가능 동아리 개수를 제

한(학년당 1개),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 사항(동아리

명, 동아리 소개)만 기재
[소논문] 동아리, 교과세특란에 (논문명, 참여시

간, 참여인원) 기재
소논문 기재 금지

[청소년단체] 교과과정에 편성된 청소년단체, 학

교교육계획에 포함된 청소년단체, 학교밖 청소

년단체 활동 모두 기재(단체명, 활동내용)

- 교육과정에 편성된 청소년단체 : 단체명, 활동내용 

모두 기재

-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청소년단체 활동 : 단체명만 

기재

- 학교밖 청소년단체 활동 : 미기재
진로

활동
진로 관련 활동내용 및 상담내용 등 기재

진로활동 특기사항에 진로희망분야 기재 추가(대입

자료로 미제공)
기재

분량
특기사항 기재분량 : 3,000자 특기사항 기재분량 축소 : 1,700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기재분량 : 1,000자 기재분량 축소 : 500자

(4) 학생부 전형 면접 시 구술고사 형태 최소화, 출제 범위 위반 철저 점검

학생부 전형에서 면접 및 구술고사 시행 시 학생부 기반의 맞춤형 확인 면접을 원칙으로 

한다. 전형 특성상 구술고사가 필요 여부를 평가하여 최소화할 방침이며, 불가피하게 출제

할 경우 교육과정 범위 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게 된다. 

과목(영역) 2021 수능 2022 수능 / 2023 수능

제2외국어
/한문

9과목 중 택1 9과목 중 택1

7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

[표Ⅱ-5] 주요 13개 대학 2023학년도 수능 전형 예상 선발 인원 (정원 내 기준) 

최상위 8개 대학 주요 5개 대학
대학명 정원 2021(실제) 2023(추정) 증감 대학명 정원 2021(실제) 2023(추정) 증감

경희대 4,760
1,336 2,020 ▲684

건국대 3,028
1,171 1,616 ▲445

(28.1%) (42.4%) (51.2%) (38.7%) (53.4%) (38.0%)

고려대 3,799
749 1,520 ▲771

동국대 2,715
811 1,263 ▲452

(19.7%) (40.0%) (102.9%) (29.9%) (46.5%) (55.7%)

서강대 1,574
477 712 ▲235

서울시립대 1,697
586 687 ▲101

(30.3%) (45.2%) (49.3%) (34.5%) (40.5%) (17.2%)

서울대 3,178
736 1,271 ▲535

숙명여대 2,190
591 891 ▲300

(23.2%) (40.0%) (72.7%) (27.0%) (40.7%) (50.8%)

성균관대 3,373
1,128 1,660 ▲532

한국외대 1,676
568 942 ▲374

(33.4%) (49.2%) (47.2%) (33.9%) (56.2%) (65.8%)

연세대 3,431
1,085 1,469 ▲384

합계 11,306
3,727 5,399 1,672

(31.6%) (42.8%) (35.4%) (33.0%) (47.8%) (44.9%)

중앙대 4,343
1,071 1,860 ▲789

(24.7%) (42.8%) (73.7%)

한양대 2,820
778 1,151 ▲373

(27.6%) (40.8%) (47.9%)

합계 27,278
7,360 11,663 4,303

(27.0%) (42.8%) (58.5%)

주1) 2021 전형계획안 기준임

주2) 서울대 2023 인원은 서울대가 발표한 <2022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추가 예고> 기준임 

주3) 교육부에서 발표한 2019년 11월 28일에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대학 기준이고, 광운대, 서울여대, 

숭실대는 제외함

(2) 국어․수학 영역에서 ‘공통+선택형’ 구조 도입 및 EBS 연계율 축소

국어·수학 영역을 공통+선택형 구조로 개편한다. 국어 영역은 전 수험생 공통이었으나, 

2022학년도부터는 독서, 문학은 공통범위이며, 수험생에 따라 화법과작문, 언어와매체 중 1

과목을 선택하게 된다. 수학의 경우 기존에는 인문계열은 수학 나형(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자연계열은 수학 가형(수학Ⅰ, 확률과통계, 미적분)을 주로 응시했는데, 2022학년도 

수능부터는 수학Ⅰ, 수학Ⅱ는 공통범위로 하고 수험생별로 확률과통계, 미적분, 기하 중 1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게 된다. 탐구 영역은 사회/과학 탐구의 문·이과 구분을 폐지하고, 

자유롭게 2과목까지 선택 가능하다. 

[표Ⅱ-6] 수능 과목구조 및 출제범위 비교표

과목(영역) 2021 수능 2022 수능 / 2023 수능

국어
독서, 문학,

화법과작문, 언어
공통(75%) : 독서, 문학
선택(25%) : 화법과작문, 언어와매체 중 택1

수학
가형(이과) : 수학Ⅰ, 확률과통계, 미적분
나형(문과) :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통계

※ 22~30번 단답형

(문과/이과 구분 폐지)
공통(75%) : 수학Ⅰ, 수학Ⅱ
선택(25%) : 확률과통계, 미적분, 기하 중 택1
※ 단답형 30% 출제(총9문항)

영어
영어Ⅰ, 영어Ⅱ
(듣기 17문항)

영어Ⅰ, 영어Ⅱ 
(듣기 17문항)

한국사 한국사 한국사

사/과탐
일반계 : 사회/과학 계열 중 택2(계열 구분)

* 사회 : 9과목
* 과학 : 8과목(과학Ⅰ·Ⅱ)

(문과/이과 구분 폐지)
일반계 : 사회·과학 계열구분 없이 택2
* 사회 : 9과목
* 과학 : 8과목(과학Ⅰ·Ⅱ)

예비고1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2023 대입의 변화Chapt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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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대입제도 개편 관련 주요 발표 내용

1. 2022학년도 수능 과목 지정 현황
대교협에서 사전 조사한 『2022학년도 수능 과목 지정 현황』에 따르면 인문계열은 특별한 지정 영역 없

이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한 반면, 자연계열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은 수학교과는 미적

분, 기하 중 1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지정하고, 탐구는 과학교과에서 2과목을 선택하도록 지정함

■ 22개 대학의 2022학년도 수능 과목 지정 현황

영역 지정 여부 대학명 비고

인문

계열

국어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택1
경남대, 경희대, 고려대(서울), 극동대, 꽃동네대, 

루터대, 배재대, 서강대, 서울과기대, 서울대, 

성결대, 성균관대, 세종대, 수원가톨릭대, 

연세대(서울), 이화여대, 인천대, 중앙대, 청운대, 

청주교대, 한국외대, 한양대(ERICA)

22개교 
미지정

수학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택1

탐구 사회, 과학 구분 없이 택2

자연

계열

국어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택1

경남대, 경희대, 고려대(서울), 극동대, 꽃동네대, 

루터대, 배재대, 서강대, 서울과기대, 서울대, 

성결대, 성균관대, 수원가톨릭대, 세종대, 

연세대(서울), 이화여대, 인천대, 중앙대, 청운대, 

청주교대, 한국외대, 한양대(ERICA)

22개교 
미지정

수학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택1

경남대, 극동대, 꽃동네대, 루터대, 배재대, 성결대, 

수원가톨릭대, 인천대, 청운대, 청주교대,  한국외대, 

한양대(ERICA)

12개교 
미지정

미적분, 기하 중 택1
경희대, 고려대(서울), 서강대, 서울과기대, 서울대, 

성균관대, 세종대, 연세대(서울), 이화여대, 중앙대
10개교 
지정

탐구

사회, 과학 구분 없이 택2
경남대, 극동대, 꽃동네대, 루터대, 배재대, 성결대, 

수원가톨릭대, 인천대, 청운대, 청주교대, 한국외대 
11개교 
미지정

과학 중 택2

경희대, 고려대(서울), 서강대, 서울과기대, 서울대, 

성균관대, 세종대, 연세대(서울).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ERICA)

11개교 
지정

주1) 계열별 현황이며, 모집단위별 세부 사항 추후 확인

주2)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 시 변경될 수 있음

9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

[학생부 기반 맞춤형 확인 면접 예시]

동국대 기출문제(동국대 2020 학생부종합전형 가이드북 내용)

학생부, 자기소개서에 담긴 내용에 대한 진위 파악이나 보충적 설명을 하도록 하는 형태

[구술면접 예시]

서울대 기출문제(2019학년도 수시 일반 전형 인문학 문항)

제시문을 받고 30~45분간 발표 준비 후 15분간 평가하는 형태

예비고1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2023 대입의 변화Chapter.1

16  /    메가스터디 예비고1 전국순회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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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대입제도 개편 관련 주요 발표 내용

1. 2022학년도 수능 과목 지정 현황
대교협에서 사전 조사한 『2022학년도 수능 과목 지정 현황』에 따르면 인문계열은 특별한 지정 영역 없

이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한 반면, 자연계열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은 수학교과는 미적

분, 기하 중 1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지정하고, 탐구는 과학교과에서 2과목을 선택하도록 지정함

■ 22개 대학의 2022학년도 수능 과목 지정 현황

영역 지정 여부 대학명 비고

인문

계열

국어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택1
경남대, 경희대, 고려대(서울), 극동대, 꽃동네대, 

루터대, 배재대, 서강대, 서울과기대, 서울대, 

성결대, 성균관대, 세종대, 수원가톨릭대, 

연세대(서울), 이화여대, 인천대, 중앙대, 청운대, 

청주교대, 한국외대, 한양대(ERICA)

22개교 
미지정

수학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택1

탐구 사회, 과학 구분 없이 택2

자연

계열

국어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택1

경남대, 경희대, 고려대(서울), 극동대, 꽃동네대, 

루터대, 배재대, 서강대, 서울과기대, 서울대, 

성결대, 성균관대, 수원가톨릭대, 세종대, 

연세대(서울), 이화여대, 인천대, 중앙대, 청운대, 

청주교대, 한국외대, 한양대(ERICA)

22개교 
미지정

수학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택1

경남대, 극동대, 꽃동네대, 루터대, 배재대, 성결대, 

수원가톨릭대, 인천대, 청운대, 청주교대,  한국외대, 

한양대(ERICA)

12개교 
미지정

미적분, 기하 중 택1
경희대, 고려대(서울), 서강대, 서울과기대, 서울대, 

성균관대, 세종대, 연세대(서울), 이화여대, 중앙대
10개교 
지정

탐구

사회, 과학 구분 없이 택2
경남대, 극동대, 꽃동네대, 루터대, 배재대, 성결대, 

수원가톨릭대, 인천대, 청운대, 청주교대, 한국외대 
11개교 
미지정

과학 중 택2

경희대, 고려대(서울), 서강대, 서울과기대, 서울대, 

성균관대, 세종대, 연세대(서울).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ERICA)

11개교 
지정

주1) 계열별 현황이며, 모집단위별 세부 사항 추후 확인

주2)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 시 변경될 수 있음

9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

[학생부 기반 맞춤형 확인 면접 예시]

동국대 기출문제(동국대 2020 학생부종합전형 가이드북 내용)

학생부, 자기소개서에 담긴 내용에 대한 진위 파악이나 보충적 설명을 하도록 하는 형태

[구술면접 예시]

서울대 기출문제(2019학년도 수시 일반 전형 인문학 문항)

제시문을 받고 30~45분간 발표 준비 후 15분간 평가하는 형태

예비고1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2023 대입의 변화Chapter.1

예비고1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2023 대입의 변화Chapt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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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대 2022 수능 시험 응시 영역 기준 - 기존과 큰 차이 없음

- 자연계열 수학교과는 미적분, 기하 중 1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지정, 과탐 선택시 Ⅱ과목 응시를 필수

영역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2학년도

서울대

국어 독서, 문학, 화법과작문, 언어
공통 : 독서, 문학

선택 : 화법과작문, 언어와매체 중 택1
좌동

수학
가형(이과) : 수학Ⅰ, 확률과통계, 미적분

나형(문과) :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통계

(문과/이과 구분 폐지)

공통 : 수학Ⅰ, 수학Ⅱ

선택 : 확률과통계, 미적분, 기하 중 택1

[인문, 자유전공, 예체능]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택1

[자연] 미적분, 기하 중 택1
영어 영어Ⅰ, 영어Ⅱ 영어Ⅰ, 영어Ⅱ 좌동

사/과탐

(계열 구분)

일반계 : 사회/과학 계열 중 택2 

* 사회 : 9과목

* 과학 : 8과목(과학Ⅰ·Ⅱ)

(문과/이과 구분 폐지)

일반계 : 사회·과학 계열구분 없이 택2

* 사회 : 9과목

* 과학 : 8과목(과학Ⅰ·Ⅱ)

[인문, 자유전공, 예체능] 

사/과탐 구분 없이 택2

[자연] 

과탐Ⅱ 필수(서로 다른 분야의 Ⅰ+Ⅱ 

및 Ⅱ+Ⅱ 두 조합 중 선택)
한국사(필수) 한국사 한국사 좌동(한국사 4등급까지 감점 없음)
제2외/한문 9과목 중 택1 9과목 중 택1 좌동(인문계 제2외국어/한문 필수 응시)

(4) 기타

① 정시 수능 위주 전형에서 학생이 이수한 교과 유형에 따라 수능 성적에 최대 가산점 2점 부여

- 유형[Ⅰ] 중 2개 이상 충족 시 1점 가산 / 유형[Ⅱ] 중 2개 이상 충족 시 2점 가산

② 정시모집 군 변경 - ‘가’군에서 ‘나’군으로 변경 

- 미대 실기전형 채점 기간 등의 실무적인 이유로 기존 정시모집 ‘가’군에서 ‘나’군으로 변경

- 이에 따른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등 모집군 연쇄 이동 예상

  (현재 나군 선발 고려대, 연세대는 가군으로, 가군 선발 서강대는 나군으로 재이동할 가능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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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대 2022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예고 주요 사항

(1) 정시 모집 인원 30.3%로 증가

- 2020학년도 대비 2022학년도에는 수시 284명 감소, 정시 276명 증가, 정시 비율 30.3%로 확대

- 2020 대비 2022 계열별 모집 규모 인문 28.1%(79명), 자연 33.3%(127명), 예체능 318.2%(70명) 증가

- 특히 예체능계 인원 증가가 두드러짐. 이에 따라 예체능계 선발 인원이 많은 홍익대, 국민대 등의 대학

에서도 수능 전형 예체능계 선발 인원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2020 대비 2022 정시 선발 예체능계 모집단위 :

  [신설] 디자인학부(공예) 14명, 디자인학부(디자인) 21명, 동양화과 6명, 성악과 26명 

  [증가] 체육교육과는 3명 증가하여 25명 선발  

- 2022학년도부터 약학대학 학부모집을 실시할 예정(최종 심의 중), 현재 약대 정원이 63명으로 최종 심

의가 통과되고 정시모집으로 일부 선발한다면 수능 전형 인원이 보다 늘어날 수 있음

■ 서울대 2020~2022학년도 정원 내 모집 인원 및 비율

학년도 구분
수시 정시

정원
인문 자연 예체능 합계 인문 자연 예체능 합계

2020
인원(명) 872 1,356 267 2,495 281 381 22 684 3,179
비율(%) 27.4% 42.7% 8.4% 78.5% 8.8% 12.0% 0.7% 21.5% 100.0%

2021
인원(명) 872 1,342 228 2,442 281 398 57 736 3,178
비율(%) 27.4% 42.2% 7.2% 76.8% 8.8% 12.5% 1.8% 23.2% 100.0%

2022
인원(명) 793 1,229 189 2,211 360 508 92 960 3,171
비율(%) 25.0% 38.8% 6.0% 69.7% 11.4% 16.0% 2.9% 30.3% 100.0%

주) 자유전공학부는 인문계에 포함

(2) 2022학년도 정원 내·외 모집 인원 비교 – 정원 외 기회균형선발Ⅰ(저소득) 증가
- 2022학년도 정시모집에서 2020학년도 대비 정원 내는 40.4%(276명), 정원 외는 266.7%(48명) 증가 

- 정원 외 선발 전형 중 기회균형선발Ⅰ은 2021학년도까지는 수시에서만 선발했지만 2022학년도에는 

정시에서도 48명을 선발함

■ 서울대 2020~2022학년도 정원 내·외 모집 인원 변화

학년도
총 정원

(정원 내․외)

수시 정시
정원 내 정원 외 정원 내 정원 외

2020 3,361 2,495 164 684 18
2021 3,360 2,442 164 736 18
2022 3,353 2,211 116 960 66

예비고1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2023 대입의 변화Chapt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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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대 2022 수능 시험 응시 영역 기준 - 기존과 큰 차이 없음

- 자연계열 수학교과는 미적분, 기하 중 1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지정, 과탐 선택시 Ⅱ과목 응시를 필수

영역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2학년도

서울대

국어 독서, 문학, 화법과작문, 언어
공통 : 독서, 문학

선택 : 화법과작문, 언어와매체 중 택1
좌동

수학
가형(이과) : 수학Ⅰ, 확률과통계, 미적분

나형(문과) :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통계

(문과/이과 구분 폐지)

공통 : 수학Ⅰ, 수학Ⅱ

선택 : 확률과통계, 미적분, 기하 중 택1

[인문, 자유전공, 예체능]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택1

[자연] 미적분, 기하 중 택1
영어 영어Ⅰ, 영어Ⅱ 영어Ⅰ, 영어Ⅱ 좌동

사/과탐

(계열 구분)

일반계 : 사회/과학 계열 중 택2 

* 사회 : 9과목

* 과학 : 8과목(과학Ⅰ·Ⅱ)

(문과/이과 구분 폐지)

일반계 : 사회·과학 계열구분 없이 택2

* 사회 : 9과목

* 과학 : 8과목(과학Ⅰ·Ⅱ)

[인문, 자유전공, 예체능] 

사/과탐 구분 없이 택2

[자연] 

과탐Ⅱ 필수(서로 다른 분야의 Ⅰ+Ⅱ 

및 Ⅱ+Ⅱ 두 조합 중 선택)
한국사(필수) 한국사 한국사 좌동(한국사 4등급까지 감점 없음)
제2외/한문 9과목 중 택1 9과목 중 택1 좌동(인문계 제2외국어/한문 필수 응시)

(4) 기타

① 정시 수능 위주 전형에서 학생이 이수한 교과 유형에 따라 수능 성적에 최대 가산점 2점 부여

- 유형[Ⅰ] 중 2개 이상 충족 시 1점 가산 / 유형[Ⅱ] 중 2개 이상 충족 시 2점 가산

② 정시모집 군 변경 - ‘가’군에서 ‘나’군으로 변경 

- 미대 실기전형 채점 기간 등의 실무적인 이유로 기존 정시모집 ‘가’군에서 ‘나’군으로 변경

- 이에 따른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등 모집군 연쇄 이동 예상

  (현재 나군 선발 고려대, 연세대는 가군으로, 가군 선발 서강대는 나군으로 재이동할 가능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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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대 2022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예고 주요 사항

(1) 정시 모집 인원 30.3%로 증가

- 2020학년도 대비 2022학년도에는 수시 284명 감소, 정시 276명 증가, 정시 비율 30.3%로 확대

- 2020 대비 2022 계열별 모집 규모 인문 28.1%(79명), 자연 33.3%(127명), 예체능 318.2%(70명) 증가

- 특히 예체능계 인원 증가가 두드러짐. 이에 따라 예체능계 선발 인원이 많은 홍익대, 국민대 등의 대학

에서도 수능 전형 예체능계 선발 인원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2020 대비 2022 정시 선발 예체능계 모집단위 :

  [신설] 디자인학부(공예) 14명, 디자인학부(디자인) 21명, 동양화과 6명, 성악과 26명 

  [증가] 체육교육과는 3명 증가하여 25명 선발  

- 2022학년도부터 약학대학 학부모집을 실시할 예정(최종 심의 중), 현재 약대 정원이 63명으로 최종 심

의가 통과되고 정시모집으로 일부 선발한다면 수능 전형 인원이 보다 늘어날 수 있음

■ 서울대 2020~2022학년도 정원 내 모집 인원 및 비율

학년도 구분
수시 정시

정원
인문 자연 예체능 합계 인문 자연 예체능 합계

2020
인원(명) 872 1,356 267 2,495 281 381 22 684 3,179
비율(%) 27.4% 42.7% 8.4% 78.5% 8.8% 12.0% 0.7% 21.5% 100.0%

2021
인원(명) 872 1,342 228 2,442 281 398 57 736 3,178
비율(%) 27.4% 42.2% 7.2% 76.8% 8.8% 12.5% 1.8% 23.2% 100.0%

2022
인원(명) 793 1,229 189 2,211 360 508 92 960 3,171
비율(%) 25.0% 38.8% 6.0% 69.7% 11.4% 16.0% 2.9% 30.3% 100.0%

주) 자유전공학부는 인문계에 포함

(2) 2022학년도 정원 내·외 모집 인원 비교 – 정원 외 기회균형선발Ⅰ(저소득) 증가
- 2022학년도 정시모집에서 2020학년도 대비 정원 내는 40.4%(276명), 정원 외는 266.7%(48명) 증가 

- 정원 외 선발 전형 중 기회균형선발Ⅰ은 2021학년도까지는 수시에서만 선발했지만 2022학년도에는 

정시에서도 48명을 선발함

■ 서울대 2020~2022학년도 정원 내·외 모집 인원 변화

학년도
총 정원

(정원 내․외)

수시 정시
정원 내 정원 외 정원 내 정원 외

2020 3,361 2,495 164 684 18
2021 3,360 2,442 164 736 18
2022 3,353 2,211 116 960 66

예비고1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2023 대입의 변화Chapt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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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로드맵

전형 연도

과제

2021학년도

(예비고3)

2022학년도

(예비고2)

2023학년도

(예비고1)

2024학년도

(예비중3)

1

학생부

비교과 영역

축소

- 기재금지사항 검증 

강화

- 학생부 기재항목 축소

(소논문 기재 금지, 수상경력 대입 제공 제한, 

자율동아리 기재 제한 등)

- 정규교육과정 외 비

교과활동 대입 반영 

폐지
고교-교원

책무성 강화

학생부 신고센터 운영(2020년 3월~)

교과세특 기재표준안 보급(2020년 3월~)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 기재금지사항 검증 

강화 및 불이익 조치 

철저

자기소개서 개선

(문항 및 글자 수 축소)
자기소개서 폐지

교사추천서 폐지

2

학종 운영의

투명성 강화

- 고교정보 블라인드 확대(면접→서류+면접)

- 고교프로파일 전면 폐지

- 평가기준 공개 양식 개발 및 대입정보공개 강화

- 외부공공사정관의 평가 참여

- 퇴직입학사정관 취업제안 규정 위반 시 제재 규정 신설

- 전형유형별 고교유형 및 지역별 선발결과, 신입생의 국가장학금 소득 구간별 수혜율 등 정

보공시 확대

- 학생부 종합 전형 운영 가이드라인 내실화
학종 운영의

전문성 강화

- 입학사정관 수 등 정보공시, 입학사정관 공통교육과정 개발

- 입학사정관 교육시간 강화 : 신임, 경력 모두 40시간

3

정시 수능 위주 

전형 확대
-

16개 대학 수능 40% 이상

(2022학년도 조기달성유도)

16개 대학 수능 40% 

이상

사회통합전형

도입의무화

- 사회통합전형 법적 

근거 마련

-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확대

- 재정지원과 연계(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 10% 이상 의무화 및 지역

균형 선발 10% 이상 권고)

특기자 전형 및

논술 위주 전형

폐지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폐지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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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입제도 공정화 강화 방안에 따른 개선 현황

(1) 학년도별 수능 위주 전형 비율 및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학생부 주요 항목 내 비교

과 영역(요소) 개선 현황

구분
2021학년도

(예비고3)

2022학년도

(예비고2)

2023학년도

(예비고1)

2024학년도

(예비중3)

수능 위주 전형 

비율
20.4%

30% 이상
(서울 소재 16개 대학 

40% 이상 조기 달성 유도)

서울 소재 16개 대학 40% 이상

자기소개서
4개 문항

5,000자

3개 문항

3,100자
폐지

교사추천서
기재금지사항 검증 강화 

및 불이익 조치 철저
폐지

학

생

부

교과활동 - 과목당 500자
- 과목당 500자

- 방과후학교 활동(수강) 내용 미기재

- 과목당 500자

- 방과후학교 활동(수강) 내

용 미기재

- 영재․발명교육 실적 대입 

미반영

종합의견 - 연간 500자 - 연간 500자 - 연간 500자

비

교

과

영

역

자율활동 - 연간 500자 - 연간 500자 - 연간 500자

동아리활동

- 연간 500자

- 정규자율동아리, 청

소년단체활동, 스포

츠클럽활동 기재

- 소논문 기재 가능

- 연간 500자

- 자율동아리는 연간 1개(30자)만 기재

- 청소년단체활동은 단체명만 기재

- 소논문 기재 금지

- 연간 500자

- 자율동아리 대입 미반영

- 청소년단체활동 미기재

- 소논문 기재 금지

봉사활동
- 연간 500자

- 실적 및 특기사항

- 특기사항 미기재

- 교내․외 봉사활동실적 기재

- 특기사항 미기재

- 개인봉사활동 실적 대입 미

반영(단,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교사가 지도한 실적은 대입 반

영)

진로활동 - 연간 700자
- 연간 700자

- 진로희망분야 대입 미반영

- 연간 700자

- 진로희망분야 대입 미반영

수상경력 - 모든 교내수상
- 교내수상 학기당 1건만 (3년간 6건) 

대입 반영 
- 대입 미반영

독서활동 - 도서명과 저자 - 도서명과 저자 - 대입 미반영

주) 미기재 : 학생부에서 삭제 / 미반영 : 학생부에는 기재하되, 대입자료로 미전송

예비고1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2023 대입의 변화Chapt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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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로드맵

전형 연도

과제

2021학년도

(예비고3)

2022학년도

(예비고2)

2023학년도

(예비고1)

2024학년도

(예비중3)

1

학생부

비교과 영역

축소

- 기재금지사항 검증 

강화

- 학생부 기재항목 축소

(소논문 기재 금지, 수상경력 대입 제공 제한, 

자율동아리 기재 제한 등)

- 정규교육과정 외 비

교과활동 대입 반영 

폐지
고교-교원

책무성 강화

학생부 신고센터 운영(2020년 3월~)

교과세특 기재표준안 보급(2020년 3월~)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 기재금지사항 검증 

강화 및 불이익 조치 

철저

자기소개서 개선

(문항 및 글자 수 축소)
자기소개서 폐지

교사추천서 폐지

2

학종 운영의

투명성 강화

- 고교정보 블라인드 확대(면접→서류+면접)

- 고교프로파일 전면 폐지

- 평가기준 공개 양식 개발 및 대입정보공개 강화

- 외부공공사정관의 평가 참여

- 퇴직입학사정관 취업제안 규정 위반 시 제재 규정 신설

- 전형유형별 고교유형 및 지역별 선발결과, 신입생의 국가장학금 소득 구간별 수혜율 등 정

보공시 확대

- 학생부 종합 전형 운영 가이드라인 내실화
학종 운영의

전문성 강화

- 입학사정관 수 등 정보공시, 입학사정관 공통교육과정 개발

- 입학사정관 교육시간 강화 : 신임, 경력 모두 40시간

3

정시 수능 위주 

전형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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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조기달성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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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사회통합전형

도입의무화

- 사회통합전형 법적 

근거 마련

-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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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자 전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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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폐지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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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입제도 공정화 강화 방안에 따른 개선 현황

(1) 학년도별 수능 위주 전형 비율 및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학생부 주요 항목 내 비교

과 영역(요소) 개선 현황

구분
2021학년도

(예비고3)

2022학년도

(예비고2)

2023학년도

(예비고1)

2024학년도

(예비중3)

수능 위주 전형 

비율
20.4%

30% 이상
(서울 소재 16개 대학 

40% 이상 조기 달성 유도)

서울 소재 16개 대학 40% 이상

자기소개서
4개 문항

5,000자

3개 문항

3,100자
폐지

교사추천서
기재금지사항 검증 강화 

및 불이익 조치 철저
폐지

학

생

부

교과활동 - 과목당 500자
- 과목당 500자

- 방과후학교 활동(수강) 내용 미기재

- 과목당 500자

- 방과후학교 활동(수강) 내

용 미기재

- 영재․발명교육 실적 대입 

미반영

종합의견 - 연간 500자 - 연간 500자 - 연간 500자

비

교

과

영

역

자율활동 - 연간 500자 - 연간 500자 - 연간 500자

동아리활동

- 연간 500자

- 정규자율동아리, 청

소년단체활동, 스포

츠클럽활동 기재

- 소논문 기재 가능

- 연간 500자

- 자율동아리는 연간 1개(30자)만 기재

- 청소년단체활동은 단체명만 기재

- 소논문 기재 금지

- 연간 500자

- 자율동아리 대입 미반영

- 청소년단체활동 미기재

- 소논문 기재 금지

봉사활동
- 연간 500자

- 실적 및 특기사항

- 특기사항 미기재

- 교내․외 봉사활동실적 기재

- 특기사항 미기재

- 개인봉사활동 실적 대입 미

반영(단,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교사가 지도한 실적은 대입 반

영)

진로활동 - 연간 700자
- 연간 700자

- 진로희망분야 대입 미반영

- 연간 700자

- 진로희망분야 대입 미반영

수상경력 - 모든 교내수상
- 교내수상 학기당 1건만 (3년간 6건) 

대입 반영 
- 대입 미반영

독서활동 - 도서명과 저자 - 도서명과 저자 - 대입 미반영

주) 미기재 : 학생부에서 삭제 / 미반영 : 학생부에는 기재하되, 대입자료로 미전송

예비고1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2023 대입의 변화Chapt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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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내․��기준)

     주) 2021학년도 전형계획안 기준임

�� 2023�������������������� (���내․��기준)

     주) 2021학년도 전형계획안 기준으로 추정함

※ 주요 13개 대학 : 교육부에서 2019년 11월 28일에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의해 수능 전형으

로 40%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한 대학 중 광운대, 서울여대, 숭실대를 제외한 대학

-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15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

Ⅲ. 현행 입시를 제대로 알고 준비를 시작하라

1. 선발 시기에 따른 대학입시 구분

대학입시는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선발 시기에 따른 구분이다. 수능 

시험을 치르는 11월을 기준으로 수시모집은 수능 시험 이전인 9월에, 정시모집은 수능 이

후인 12월~1월에 원서접수를 실시한다. 또한 수시모집은 최대 6회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정시모집은 ‘가/나/다’군 총 3개의 군으로 나누어 각 군별로 1개 대학씩 최대 3회까지 지원

이 가능하다. 중요한 점은 수시모집에 지원하여 합격하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정시모집 

지원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수시모집은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실기(특기) 전형으로 선발한다. 교육부 방

침에 따라 2023학년도에는 논술 전형과 어학․글로벌 등 특기자 전형이 폐지되고 폐지되는 

전형의 인원을 수능 위주 전형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입시는 크게 수시는 

학생부 위주, 정시는 수능 위주로 선발할 것이다. 

2021학년도 전형계획안 기준으로 전체 대학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42.3%를 선발하

며 학생부 종합 전형 24.8%, 논술 전형 3.2%, 실기(특기) 전형 5.4%, 수능(정시) 전형으로 

20.4%를 선발한다. 2023학년도에는 폐지되는 논술 전형 인원이 모두 수능 전형으로 이동

한다고 가정했을 때 주요 13개 대학 수능 전형은 정부에서 정시비중으로 권고한 40% 정

도 수준이 된다. 또한 일부 대학에서 선발하는 어학 또는 수학/과학 특기자도 수능 전형으

로 이동한다면 수능 전형의 선발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예비고1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2023 대입의 변화Chapter.1

예비고1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2023 대입의 변화Chapt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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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2021학년도 전형계획안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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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2021학년도 전형계획안 기준으로 추정함

※ 주요 13개 대학 : 교육부에서 2019년 11월 28일에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의해 수능 전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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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발 시기에 따른 대학입시 구분

대학입시는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선발 시기에 따른 구분이다. 수능 

시험을 치르는 11월을 기준으로 수시모집은 수능 시험 이전인 9월에, 정시모집은 수능 이

후인 12월~1월에 원서접수를 실시한다. 또한 수시모집은 최대 6회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정시모집은 ‘가/나/다’군 총 3개의 군으로 나누어 각 군별로 1개 대학씩 최대 3회까지 지원

이 가능하다. 중요한 점은 수시모집에 지원하여 합격하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정시모집 

지원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수시모집은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실기(특기) 전형으로 선발한다. 교육부 방

침에 따라 2023학년도에는 논술 전형과 어학․글로벌 등 특기자 전형이 폐지되고 폐지되는 

전형의 인원을 수능 위주 전형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입시는 크게 수시는 

학생부 위주, 정시는 수능 위주로 선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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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학생부 종합 전형 24.8%, 논술 전형 3.2%, 실기(특기) 전형 5.4%, 수능(정시) 전형으로 

20.4%를 선발한다. 2023학년도에는 폐지되는 논술 전형 인원이 모두 수능 전형으로 이동

한다고 가정했을 때 주요 13개 대학 수능 전형은 정부에서 정시비중으로 권고한 40% 정

도 수준이 된다. 또한 일부 대학에서 선발하는 어학 또는 수학/과학 특기자도 수능 전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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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전형은 지원자의 내신을 각 대학의 기준에 따라 점수화하여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주

로 인문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자연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전 과목이 반영

된다. 계열별 주요 과목만을 반영하는 대학이 많지만 고려대, 서울시립대 등 전 과목을 반

영하는 대학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표Ⅲ-1] 2021학년도 주요 대학 학생부 교과 전형 교과 성적 반영 방법

반영 교과
대학 및 전형명

인문 자연

국수영사 전 과목 국수영과 전 과목
숙명여대(학생부교과), 중앙대(학교장추천, 학생부교과), 

한국외대(학생부교과), 한양대(학생부교과)

국수영사 70% 국수영과 70%
서울시립대(학생부교과)

+그 외 전 과목 30%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석차등급이 

기재된 모든 교과
고려대(학교추천)

주) 대학별 주요 모집단위 기준으로 반영교과가 다른 일부 모집단위는 제외

② 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내신을 관리해야 하는 전형

최상위권 대학 중 순수 교과 전형으로서 별도 조건 없이 교과 100%만으로 선발하는 전형

을 실시하는 대학은 중앙대, 한양대 정도이다. 이 전형의 합격선은 1등급대로 매우 높다. 

이를 제외한 고려대, 서울대 등 최상위권 대학의 경우 교과 및 종합 전형에서 추천제를 실

시하고 있다. 고교에서는 추천 전형에 지원할 학생들을 내신 성적순으로 추천하는 것이 일

반적이므로 추천 전형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내신이 최상위에 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고려

대 학교추천 전형의 경우 재적 학생 수의 4%로 추천 인원을 제한하고 있는데 1등급이 상

위 4%까지이므로 1등급에 해당하는 학생들 위주로 추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자신이 우수한 내신을 받아 추천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면 추천 전형은 다른 전형보

다 경쟁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경쟁이 비교적 수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0학년도 중앙

대 학교장추천 전형의 경쟁률은 5.11 대 1이었다. 일반적인 주요 대학의 수시 전형 경쟁률

이 10 대 1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에 비해 경쟁률이 상당히 낮은 편이다. 따라서 3학

년 때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저학년 때부터 철저하게 내신을 관리해야 한다.

[표Ⅲ-2] 2021학년도 주요 대학 학생부 전형 중 추천 필요 전형

대학명 전형명 모집 인원(명) 추천 인원 제한

고려대 학교추천 1,158 3학년 재적 학생수의 4% 

중앙대 학교장추천 170
고교별 최대 4명까지 추천 가능(서울캠퍼스는 최대 3명)

※ 단, 모집단위별 1명씩만 추천 가능

주) 중앙대 추천 인원은 2020학년도 기준임

17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

2. 전형별 특징 및 점검사항

앞서 대학 선발 방법의 기본구조를 살펴봤는데 입시는 단순히 ‘수시인지 혹은 정시인지’하

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목표 대학을 1개의 전형으로 합격할 수 있는 자신감이 

100%인 학생이 아니라면 입시를 준비하는 저학년 입장에서는 수시와 정시는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한다. 즉, 대입에서 자신이 가진 강점요소가 많아야 전형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

어지기 때문에 각 전형별 특징 및 점검사항을 알아보고 지금부터 많은 준비를 해놓을수록 

유리할 것이다.

1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은 2021학년도 전형계획안 기준으로 전국 대학에서 전체 모집 정원의 

42.3%를 선발할 예정으로 모든 전형 유형 중 선발 규모가 가장 크다. 그리고 2022학년도

부터 시행되는 학생부 기재항목 축소와 2024학년도부터 시행되는 종합 전형에서의 비교과 

반영 및 자기소개서 폐지로 인해 선발 비중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전형이다. 이에 따라 

모든 전형에 유연하게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는 저학년 학생이 기본적으로 주목해야 하는 

전형이다.

전체 대학 13개 대학

146,924명 (42.3%) 2,725명 (6.5%)

(1) 교과 전형, 너는 누구?

① 교과 성적이 절대적인 평가요소인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은 대부분 대학에서 학생부 교과 성적만으로 선발한다. 따라서 합격을 좌

우하는 절대적인 요소는 교과 성적이다. 일부 상위권 대학에서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고려대 학교추천, 중앙대 학교장추천 전형 등과 같이 학생부 서류평가 또는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비교과 영역은 학생의 특기보다는 학교생활에 

대한 충실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큰 불리함은 없으므

로 교과 성적이 가장 중요하다. 

선발 방법 예시(2021학년도 기준)

중앙대 - 학교장추천

▶ 170명 선발 (2020 경쟁률 5.1 : 1)

▶ 교과 60% + 서류 40%

▶ 수능 최저학력기준 미적용

한양대 - 학생부교과

▶ 284명 선발 (2020 경쟁률 7.6 : 1)

▶ 교과 100%

▶ 수능 최저학력기준 미적용

예비고1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2023 대입의 변화Chapt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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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전형은 지원자의 내신을 각 대학의 기준에 따라 점수화하여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주

로 인문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자연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전 과목이 반영

된다. 계열별 주요 과목만을 반영하는 대학이 많지만 고려대, 서울시립대 등 전 과목을 반

영하는 대학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표Ⅲ-1] 2021학년도 주요 대학 학생부 교과 전형 교과 성적 반영 방법

반영 교과
대학 및 전형명

인문 자연

국수영사 전 과목 국수영과 전 과목
숙명여대(학생부교과), 중앙대(학교장추천, 학생부교과), 

한국외대(학생부교과), 한양대(학생부교과)

국수영사 70% 국수영과 70%
서울시립대(학생부교과)

+그 외 전 과목 30%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석차등급이 

기재된 모든 교과
고려대(학교추천)

주) 대학별 주요 모집단위 기준으로 반영교과가 다른 일부 모집단위는 제외

② 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내신을 관리해야 하는 전형

최상위권 대학 중 순수 교과 전형으로서 별도 조건 없이 교과 100%만으로 선발하는 전형

을 실시하는 대학은 중앙대, 한양대 정도이다. 이 전형의 합격선은 1등급대로 매우 높다. 

이를 제외한 고려대, 서울대 등 최상위권 대학의 경우 교과 및 종합 전형에서 추천제를 실

시하고 있다. 고교에서는 추천 전형에 지원할 학생들을 내신 성적순으로 추천하는 것이 일

반적이므로 추천 전형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내신이 최상위에 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고려

대 학교추천 전형의 경우 재적 학생 수의 4%로 추천 인원을 제한하고 있는데 1등급이 상

위 4%까지이므로 1등급에 해당하는 학생들 위주로 추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자신이 우수한 내신을 받아 추천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면 추천 전형은 다른 전형보

다 경쟁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경쟁이 비교적 수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0학년도 중앙

대 학교장추천 전형의 경쟁률은 5.11 대 1이었다. 일반적인 주요 대학의 수시 전형 경쟁률

이 10 대 1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에 비해 경쟁률이 상당히 낮은 편이다. 따라서 3학

년 때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저학년 때부터 철저하게 내신을 관리해야 한다.

[표Ⅲ-2] 2021학년도 주요 대학 학생부 전형 중 추천 필요 전형

대학명 전형명 모집 인원(명) 추천 인원 제한

고려대 학교추천 1,158 3학년 재적 학생수의 4% 

중앙대 학교장추천 170
고교별 최대 4명까지 추천 가능(서울캠퍼스는 최대 3명)

※ 단, 모집단위별 1명씩만 추천 가능

주) 중앙대 추천 인원은 2020학년도 기준임

17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

2. 전형별 특징 및 점검사항

앞서 대학 선발 방법의 기본구조를 살펴봤는데 입시는 단순히 ‘수시인지 혹은 정시인지’하

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목표 대학을 1개의 전형으로 합격할 수 있는 자신감이 

100%인 학생이 아니라면 입시를 준비하는 저학년 입장에서는 수시와 정시는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한다. 즉, 대입에서 자신이 가진 강점요소가 많아야 전형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

어지기 때문에 각 전형별 특징 및 점검사항을 알아보고 지금부터 많은 준비를 해놓을수록 

유리할 것이다.

1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은 2021학년도 전형계획안 기준으로 전국 대학에서 전체 모집 정원의 

42.3%를 선발할 예정으로 모든 전형 유형 중 선발 규모가 가장 크다. 그리고 2022학년도

부터 시행되는 학생부 기재항목 축소와 2024학년도부터 시행되는 종합 전형에서의 비교과 

반영 및 자기소개서 폐지로 인해 선발 비중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전형이다. 이에 따라 

모든 전형에 유연하게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는 저학년 학생이 기본적으로 주목해야 하는 

전형이다.

전체 대학 13개 대학

146,924명 (42.3%) 2,725명 (6.5%)

(1) 교과 전형, 너는 누구?

① 교과 성적이 절대적인 평가요소인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은 대부분 대학에서 학생부 교과 성적만으로 선발한다. 따라서 합격을 좌

우하는 절대적인 요소는 교과 성적이다. 일부 상위권 대학에서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고려대 학교추천, 중앙대 학교장추천 전형 등과 같이 학생부 서류평가 또는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비교과 영역은 학생의 특기보다는 학교생활에 

대한 충실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큰 불리함은 없으므

로 교과 성적이 가장 중요하다. 

선발 방법 예시(2021학년도 기준)

중앙대 - 학교장추천

▶ 170명 선발 (2020 경쟁률 5.1 : 1)

▶ 교과 60% + 서류 40%

▶ 수능 최저학력기준 미적용

한양대 - 학생부교과

▶ 284명 선발 (2020 경쟁률 7.6 : 1)

▶ 교과 100%

▶ 수능 최저학력기준 미적용

예비고1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2023 대입의 변화Chapt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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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내신 성적은 어떻게 평가되나?

■ 교과학습발달상황

학생부 과목별 성적은 학생부의 “교과학습발달상황”에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석차등급으로 기

재된다. 이와 함께 과목별 담당교사의 의견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재된다.

주) 2019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 단위수 : 주당 수업 시수를 말한다. 주요 교과일수록 단위수가 높다.

- 원점수 : 학생이 시험을 통해서 취득한 가공되지 않은 점수를 말한다. 예를 들어 A학생이 수학 과

목에서 25문항 중 3점 배점 6문항, 4점 배점 9문항, 5점 배점 6문항을 맞혔다면 A학생의 수학 과목 

원점수는 (3×6)+(4×9)+(5×6)으로 계산하여 84점이 된다. 단, 내신 원점수에는 수행평가가 포함된다. 

수행평가의 비중은 고교별로 다른데 높게는 과목별 단위 성적 총점의 40%까지도 차지하는 고교도 

있는 만큼 충실히 제출해야 한다. 또한 수행평가에서 두각을 나타냈을 때에는 교과를 담당하는 선생

님이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긍정적인 의견을 채워 넣을 가능성이 높다. 

- 석차등급 : 9등급제란 백분위 점수를 바탕으로 전체 수험생을 9등급으로 나누어 개별 수험생이 속

해 있는 해당 등급을 표시한 점수 체제이다. 전체 응시생의 상위 4%까지를 1등급으로, 상위 11%까

지를 2등급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9등급까지의 등급을 부여하며 등급별 비율은 다음과 같다.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비율(%) 4% 7% 12% 17% 20% 17% 12% 7% 4%
누적(%) 4% 11% 23% 40% 60% 77% 89% 96% 100%

-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각 과목별 담당교사가 학생의 과목 성취 수준의 특성, 실기능력, 교과적성, 

학습활동 참여 및 태도 등을 간단한 문장으로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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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작부터 완벽하게! 교과 전형 성공 플랜

고교 내신 관리의 시작은 바로 지금부터!

교과 전형의 성적은 고교 1학년 1학기 성적부터 반영되기 때문에 고교생활 시작과 동시에 

교과 전형을 위한 레이스가 바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처음부터 교과 전형의 길을 잘 

닦아나가려면 내신 공부를 미리미리 해 놓는 것이 좋다. 

주요 과목의 교과서 목차를 확인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난해 중간, 기말고사 범위

를 미리 찾아보고, 시험 범위를 계획적으로 공부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가령 어떤 과목의 

시험범위가 100페이지라면 하루에 10페이지씩 차근차근 공부할 수 있다. 내신 시험은 교과

서 위주로 출제되기 때문에 주요 과목 위주로 교과서 공부 플랜을 세워 실천한다면 내신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예비고1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2023 대입의 변화Chapt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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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내신 성적은 어떻게 평가되나?

■ 교과학습발달상황

학생부 과목별 성적은 학생부의 “교과학습발달상황”에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석차등급으로 기

재된다. 이와 함께 과목별 담당교사의 의견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재된다.

주) 2019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 단위수 : 주당 수업 시수를 말한다. 주요 교과일수록 단위수가 높다.

- 원점수 : 학생이 시험을 통해서 취득한 가공되지 않은 점수를 말한다. 예를 들어 A학생이 수학 과

목에서 25문항 중 3점 배점 6문항, 4점 배점 9문항, 5점 배점 6문항을 맞혔다면 A학생의 수학 과목 

원점수는 (3×6)+(4×9)+(5×6)으로 계산하여 84점이 된다. 단, 내신 원점수에는 수행평가가 포함된다. 

수행평가의 비중은 고교별로 다른데 높게는 과목별 단위 성적 총점의 40%까지도 차지하는 고교도 

있는 만큼 충실히 제출해야 한다. 또한 수행평가에서 두각을 나타냈을 때에는 교과를 담당하는 선생

님이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긍정적인 의견을 채워 넣을 가능성이 높다. 

- 석차등급 : 9등급제란 백분위 점수를 바탕으로 전체 수험생을 9등급으로 나누어 개별 수험생이 속

해 있는 해당 등급을 표시한 점수 체제이다. 전체 응시생의 상위 4%까지를 1등급으로, 상위 11%까

지를 2등급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9등급까지의 등급을 부여하며 등급별 비율은 다음과 같다.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비율(%) 4% 7% 12% 17% 20% 17% 12% 7% 4%
누적(%) 4% 11% 23% 40% 60% 77% 89% 96% 100%

-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각 과목별 담당교사가 학생의 과목 성취 수준의 특성, 실기능력, 교과적성, 

학습활동 참여 및 태도 등을 간단한 문장으로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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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작부터 완벽하게! 교과 전형 성공 플랜

고교 내신 관리의 시작은 바로 지금부터!

교과 전형의 성적은 고교 1학년 1학기 성적부터 반영되기 때문에 고교생활 시작과 동시에 

교과 전형을 위한 레이스가 바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처음부터 교과 전형의 길을 잘 

닦아나가려면 내신 공부를 미리미리 해 놓는 것이 좋다. 

주요 과목의 교과서 목차를 확인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난해 중간, 기말고사 범위

를 미리 찾아보고, 시험 범위를 계획적으로 공부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가령 어떤 과목의 

시험범위가 100페이지라면 하루에 10페이지씩 차근차근 공부할 수 있다. 내신 시험은 교과

서 위주로 출제되기 때문에 주요 과목 위주로 교과서 공부 플랜을 세워 실천한다면 내신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예비고1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2023 대입의 변화Chapt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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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부+활동+인성’을 모두 가진 학생들의 집결 전형

선발 방법은 주로 1단계에서 서류를 평가해 일정 배수를 선발한 후 2단계 면접을 실시하

여 최종 선발하지만 점차 서류 100%로 선발하는 대학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2021학년도에

는 동국대(학교장추천인재), 서강대, 성균관대, 숙명여대(숙명인재Ⅰ-서류형), 중앙대, 한국외

대(학생부종합-서류형), 한양대 등에서 서류 전형만 실시하고 한양대의 경우는 서류 없이 

학생부만 반영하되, 교과 성적은 반영하지 않는다. 서류평가는 학생부, 자기소개서를 기본 

서류로 하고 대학에 따라 추천서 및 활동보고서 등을 요구하기도 한다. 단, 2022학년도부

터 추천서가 폐지되고, 2024년도에는 자기소개서 제출이 폐지되므로 학생부를 제외한 서류 

반영은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2단계 면접은 대부분 대학이 제출서류에 근거한 일반 면접

을 실시하지만 일부 최상위권 대학에서는 학업역량을 평가하는 면접을 실시하기도 한다. 

선발 방법 예시(2021학년도 기준) 

서강대 - 학생부종합(1차, 2차) 서울대 – 지역균형선발, 일반전형

▶ 1차(종합형) : 434명 선발 

   (2020 경쟁률 14.2 : 1)     

   2차(학업형) : 323명 선발 

   (2020 경쟁률 13.5 : 1)

▶ 지역균형선발 : 756명 선발 

   (2020 경쟁률 3.3 : 1)

   일반전형 : 1,686명 선발 

   (2020 경쟁률 8.4 : 1)

▶ 서류 100% ▶ 지역균형선발 : 서류 70% + 면접 30%(사범대 교직적성‧인성면접 포함)

   일반전형 : 1단계 : 서류 100 (2배수)

             2단계 : 1단계 성적 50 + 면접 및 구술고사 50

             (사범대 : 1단계 성적 50 + 면접 및 구술고사 30 + 인적성 20)

▶ 수능 최저학력기준 미적용

   

▶ 지역균형선발 :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

   일반전형 : 수능 최저학력기준 미적용(일부 제외)

학생부 평가는 크게 교과 영역과 비교과 영역으로 나뉜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교과 성적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이다. 이에 따라 각 과목별 점

수, 등급 외에도 과목별 성적의 추이, 진로와 연관된 과목의 성적, 학생부에 언급된 세부능

력 및 특기사항 문구까지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이 전형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

는 먼저 기본 요소인 교과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비교과 영역은 학생부, 자기소개서 등의 서류를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서류를 종합하

여 리더십, 자기주도성, 성실성, 인성 등을 판단하기 때문에 학생부에 여러 활동이 충실하

게 잘 기재되어 있다면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최고의 포트폴리오를 확보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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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부 종합 전형

2021학년도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전체 대학을 기준으로 모집 정원의 24.8%를 선발할 예정

이다. 그런데 주요 13개 대학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47.7%로 선발 비율이 대폭 증가한다. 

이는 주요 상위권 대학이 성적뿐만 아니라 각 분야에서 잠재능력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학생부 교과 전형보다는 종합 전형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위권 대학을 목표

로 준비하는 학생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과 더불어 학생부 종합 전형까지도 염두에 두고 

대입 전략을 세워야 한다. 

전체 대학 13개 대학

86,083명 (24.8%) 19,965명 (47.7%)

(1) 종합 전형, 너는 누구?

① 상위권 대학에서 교과 전형에 비해 선호하는 전형

최상위권 7개 대학의 학생부 위주 전형 선발 인원을 살펴보면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4개 대학은 교과 전형 선발 인원 없이 종합 전형에서만 선발한다. 또한 교과 전형

을 선발하는 중앙대, 한양대의 경우도 종합 전형을 통해 교과 전형의 인원보다 최소 2배 

이상의 인원을 선발한다. 7개 대학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의 선발 인원을 비교해 보아도 

교과 전형에서 선발하는 인원보다 종합 전형 선발 인원이 약 5배 정도 많다. 

물론 서울대 지역균형선발 전형은 종합 전형이지만 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교과 성적이 일

차적으로 중요해 교과 전형의 성격을 지니기도 한다. 하지만 추천 가능한 내신 성적을 받

는다면 서류 및 면접 평가가 최종 합격을 좌우할 것이다. 이처럼 학생부 종합 전형은 상위

권 대학에서 교과 전형에 비해 선호하는 전형이라고 볼 수 있다. 단, 2023학년도에는 수능 

전형이 확대되는 만큼 학생부 종합 전형이 현재보다는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표Ⅲ-3] 2021학년도 주요 대학 학생부 위주 전형 선발 인원 비교(정원 내 전형 기준)

대학명 교과 전형 종합 전형

고려대 1,158명 1,723명

서강대 - 875명

서울대 - 2,442명

성균관대 - 1,610명

연세대 - 1,664명

중앙대 574명 1,344명

한양대 284명 1,095명

합계 2,016명 10,75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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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부+활동+인성’을 모두 가진 학생들의 집결 전형

선발 방법은 주로 1단계에서 서류를 평가해 일정 배수를 선발한 후 2단계 면접을 실시하

여 최종 선발하지만 점차 서류 100%로 선발하는 대학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2021학년도에

는 동국대(학교장추천인재), 서강대, 성균관대, 숙명여대(숙명인재Ⅰ-서류형), 중앙대, 한국외

대(학생부종합-서류형), 한양대 등에서 서류 전형만 실시하고 한양대의 경우는 서류 없이 

학생부만 반영하되, 교과 성적은 반영하지 않는다. 서류평가는 학생부, 자기소개서를 기본 

서류로 하고 대학에 따라 추천서 및 활동보고서 등을 요구하기도 한다. 단, 2022학년도부

터 추천서가 폐지되고, 2024년도에는 자기소개서 제출이 폐지되므로 학생부를 제외한 서류 

반영은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2단계 면접은 대부분 대학이 제출서류에 근거한 일반 면접

을 실시하지만 일부 최상위권 대학에서는 학업역량을 평가하는 면접을 실시하기도 한다. 

선발 방법 예시(2021학년도 기준) 

서강대 - 학생부종합(1차, 2차) 서울대 – 지역균형선발, 일반전형

▶ 1차(종합형) : 434명 선발 

   (2020 경쟁률 14.2 : 1)     

   2차(학업형) : 323명 선발 

   (2020 경쟁률 13.5 : 1)

▶ 지역균형선발 : 756명 선발 

   (2020 경쟁률 3.3 : 1)

   일반전형 : 1,686명 선발 

   (2020 경쟁률 8.4 : 1)

▶ 서류 100% ▶ 지역균형선발 : 서류 70% + 면접 30%(사범대 교직적성‧인성면접 포함)

   일반전형 : 1단계 : 서류 100 (2배수)

             2단계 : 1단계 성적 50 + 면접 및 구술고사 50

             (사범대 : 1단계 성적 50 + 면접 및 구술고사 30 + 인적성 20)

▶ 수능 최저학력기준 미적용

   

▶ 지역균형선발 :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

   일반전형 : 수능 최저학력기준 미적용(일부 제외)

학생부 평가는 크게 교과 영역과 비교과 영역으로 나뉜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교과 성적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이다. 이에 따라 각 과목별 점

수, 등급 외에도 과목별 성적의 추이, 진로와 연관된 과목의 성적, 학생부에 언급된 세부능

력 및 특기사항 문구까지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이 전형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

는 먼저 기본 요소인 교과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비교과 영역은 학생부, 자기소개서 등의 서류를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서류를 종합하

여 리더십, 자기주도성, 성실성, 인성 등을 판단하기 때문에 학생부에 여러 활동이 충실하

게 잘 기재되어 있다면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최고의 포트폴리오를 확보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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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부 종합 전형

2021학년도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전체 대학을 기준으로 모집 정원의 24.8%를 선발할 예정

이다. 그런데 주요 13개 대학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47.7%로 선발 비율이 대폭 증가한다. 

이는 주요 상위권 대학이 성적뿐만 아니라 각 분야에서 잠재능력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학생부 교과 전형보다는 종합 전형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위권 대학을 목표

로 준비하는 학생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과 더불어 학생부 종합 전형까지도 염두에 두고 

대입 전략을 세워야 한다. 

전체 대학 13개 대학

86,083명 (24.8%) 19,965명 (47.7%)

(1) 종합 전형, 너는 누구?

① 상위권 대학에서 교과 전형에 비해 선호하는 전형

최상위권 7개 대학의 학생부 위주 전형 선발 인원을 살펴보면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4개 대학은 교과 전형 선발 인원 없이 종합 전형에서만 선발한다. 또한 교과 전형

을 선발하는 중앙대, 한양대의 경우도 종합 전형을 통해 교과 전형의 인원보다 최소 2배 

이상의 인원을 선발한다. 7개 대학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의 선발 인원을 비교해 보아도 

교과 전형에서 선발하는 인원보다 종합 전형 선발 인원이 약 5배 정도 많다. 

물론 서울대 지역균형선발 전형은 종합 전형이지만 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교과 성적이 일

차적으로 중요해 교과 전형의 성격을 지니기도 한다. 하지만 추천 가능한 내신 성적을 받

는다면 서류 및 면접 평가가 최종 합격을 좌우할 것이다. 이처럼 학생부 종합 전형은 상위

권 대학에서 교과 전형에 비해 선호하는 전형이라고 볼 수 있다. 단, 2023학년도에는 수능 

전형이 확대되는 만큼 학생부 종합 전형이 현재보다는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표Ⅲ-3] 2021학년도 주요 대학 학생부 위주 전형 선발 인원 비교(정원 내 전형 기준)

대학명 교과 전형 종합 전형

고려대 1,158명 1,723명

서강대 - 875명

서울대 - 2,442명

성균관대 - 1,610명

연세대 - 1,664명

중앙대 574명 1,344명

한양대 284명 1,095명

합계 2,016명 10,753명

예비고1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2023 대입의 변화Chapt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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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4] 수시모집 유형별 합격 사례 비교 (인문계)

대학명
A고교 B고교

전형별 합격 건수 전형별 합격 평균 전형별 합격 건수 전형별 합격 평균
교과 종합 논술 교과 종합 논술 교과 종합 논술 교과 종합 논술

서울대 - 1 -  -   1.20 -     - 1 - - 1.07 - 
연세대 -   3 2 - 1.51 3.01 - 1 - - 1.07 - 
고려대 1 8 - 1.35 1.83 -     - - - - - 
서강대 -  7 1 -     1.93 2.18 - - - - - - 

성균관대 - 3 5 -     1.76 2.85 - - - - - - 
한양대 - - - - - - - - - - - -
중앙대 - 1 1 -  2.35 3.64 1 - - 1.62 - - 

주) 메가스터디(2018학년도) 회원 대상임

② 고교 입학 후 의미 있는 활동은 바로바로 기록!

비교과 또한 저학년 때부터 관리해 나가야 한다. 합격 경합권에 있을 때에는 비교과 영역

의 관리에 따라 합격/불합격이 뒤바뀔 수 있고, 부족한 교과 성적을 비교과를 통해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경우는 대학의 입시 결과를 통해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성균관대 성균인재 전형의 2019학년도 입시 결과를 보면 내신 1, 2등급대의 합격자가 가

장 많았지만 각 모집단위별로 3등급대의 내신을 가진 학생은 합격자의 최소 5.4%~최대 

28.1%, 4등급대 이하의 내신은 최대 12.3%까지 분포되어 있었다. 이는 내신은 부족했지만 

비교과 관리를 통해 자신의 내신 성적의 불리함을 극복한 케이스로 볼 수 있다. 물론 특목

고 또는 자사고의 사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는 없다. 때문에 내

신 성적은 목표 대학의 합격자 평균 수준 정도로는 관리하는 것이 좋지만 종합 전형 지원

자 중 비슷한 내신을 가진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비교과 관리가 잘 되어있

어야만 최종 합격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별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통해 평가하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학별로 차

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학업능력, 전공적합성, 인성, 잠재력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러

한 서류 평가의 항목들을 확인하고 학생부를 저학년 때부터 관리해 나는 노력이 필요하다.

[표Ⅲ-5] 주요 대학 학생부 종합 전형 서류평가 기준

대학명
서류평가 항목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인성 발전가능성 기타

서강대
-학업역량

-성장가능성(Academic)
-성장가능성(Academic) -성장가능성(General)

-성장가능성

(Academic/General)

-개인의 

차별적 특성

성균관대
-학업수월성

-학업충실성

-전공적합성

-활동다양성
-

-자기주도성

-발전가능성
-

중앙대
-학업역량

-탐구역량

-전공적합성(탐구형인재)

-SW 전공적합성(SW인재)
-인성 -발전가능성

-통합역량
(다빈치형인재)

한양대 -자기주도 역량
-비판적 사고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소통․협업 역량

-자기주도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

주) 2020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및 학생부종합 전형 홍보 책자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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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내용은 서울대에서 발표한 서류평가 내용이다. 크게 3가지로 구분되는데 학생의 본

분을 평가하는 학업능력, 자기주도성을 볼 수 있는 학업태도, 책임감과 인성 등 공동체 의

식을 평가하는 학업 외 소양으로 서류를 종합평가한다. 이는 서울대뿐 아니라 대부분의 대

학도 비슷하게 평가하므로 이를 숙지하여 남은 기간 성실하게 고교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 서울대 2020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안내 내용 중 서류평가 내용

주) 2022학년도부터 추천서 제출이 폐지되고, 2024학년도에는 자기소개서 제출이 폐지될 예정임

(2) 시작부터 완벽하게! 종합 전형 성공 플랜

① 구체적인 교과 성적 목표를 설정!

종합 전형도 교과 성적이 중요한 만큼 입학 후 구체적인 교과 성적 목표를 세우는 것이 좋

다. 종합 전형은 내신을 정성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각 고교별로 주요 대학 합격선에 있

어서는 큰 차이를 보여 왔다. 아래 사례와 같이 A고교와 B고교의 종합 전형 합격자 성적

(인문계)을 보면 A고교는 1등급 대 후반~2등급 초반까지도 서울 최상위권 대학에 합격한 

사례가 있지만 B고교는 1등급 초반의 학생들만 합격했으며, 합격 사례도 훨씬 적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비교과 영역의 차이도 있지만 고교 수준에 따라 더 큰 차이를 보이는 경

우가 많았다. 대학에서는 지원자 및 합격자 분석 등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 각 고교의 수준

을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내신을 가지고 있더라도 어떤 고

등학교 출신인지에 따라 그 평가는 다소 달라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2021학년도부터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입 전형 시 고

교 정보 블라인드를 서류전형까지 확대하며, 고교프로파일도 전면 폐지된다. 이에 따라 내

신이 상대적으로 치열한 지역에서는 기존 선배들의 합격 데이터를 그대로 참고하기 보다

는 대학에서 발표하는 일반적인 평균 합격선을 기준으로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해야 한다.

예비고1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2023 대입의 변화Chapt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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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4] 수시모집 유형별 합격 사례 비교 (인문계)

대학명
A고교 B고교

전형별 합격 건수 전형별 합격 평균 전형별 합격 건수 전형별 합격 평균
교과 종합 논술 교과 종합 논술 교과 종합 논술 교과 종합 논술

서울대 - 1 -  -   1.20 -     - 1 - - 1.07 - 
연세대 -   3 2 - 1.51 3.01 - 1 - - 1.07 - 
고려대 1 8 - 1.35 1.83 -     - - - - - 
서강대 -  7 1 -     1.93 2.18 - - - - - - 

성균관대 - 3 5 -     1.76 2.85 - - - - - - 
한양대 - - - - - - - - - - - -
중앙대 - 1 1 -  2.35 3.64 1 - - 1.62 - - 

주) 메가스터디(2018학년도) 회원 대상임

② 고교 입학 후 의미 있는 활동은 바로바로 기록!

비교과 또한 저학년 때부터 관리해 나가야 한다. 합격 경합권에 있을 때에는 비교과 영역

의 관리에 따라 합격/불합격이 뒤바뀔 수 있고, 부족한 교과 성적을 비교과를 통해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경우는 대학의 입시 결과를 통해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성균관대 성균인재 전형의 2019학년도 입시 결과를 보면 내신 1, 2등급대의 합격자가 가

장 많았지만 각 모집단위별로 3등급대의 내신을 가진 학생은 합격자의 최소 5.4%~최대 

28.1%, 4등급대 이하의 내신은 최대 12.3%까지 분포되어 있었다. 이는 내신은 부족했지만 

비교과 관리를 통해 자신의 내신 성적의 불리함을 극복한 케이스로 볼 수 있다. 물론 특목

고 또는 자사고의 사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는 없다. 때문에 내

신 성적은 목표 대학의 합격자 평균 수준 정도로는 관리하는 것이 좋지만 종합 전형 지원

자 중 비슷한 내신을 가진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비교과 관리가 잘 되어있

어야만 최종 합격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별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통해 평가하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학별로 차

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학업능력, 전공적합성, 인성, 잠재력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러

한 서류 평가의 항목들을 확인하고 학생부를 저학년 때부터 관리해 나는 노력이 필요하다.

[표Ⅲ-5] 주요 대학 학생부 종합 전형 서류평가 기준

대학명
서류평가 항목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인성 발전가능성 기타

서강대
-학업역량

-성장가능성(Academic)
-성장가능성(Academic) -성장가능성(General)

-성장가능성

(Academic/General)

-개인의 

차별적 특성

성균관대
-학업수월성

-학업충실성

-전공적합성

-활동다양성
-

-자기주도성

-발전가능성
-

중앙대
-학업역량

-탐구역량

-전공적합성(탐구형인재)

-SW 전공적합성(SW인재)
-인성 -발전가능성

-통합역량
(다빈치형인재)

한양대 -자기주도 역량
-비판적 사고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소통․협업 역량

-자기주도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

주) 2020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및 학생부종합 전형 홍보 책자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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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내용은 서울대에서 발표한 서류평가 내용이다. 크게 3가지로 구분되는데 학생의 본

분을 평가하는 학업능력, 자기주도성을 볼 수 있는 학업태도, 책임감과 인성 등 공동체 의

식을 평가하는 학업 외 소양으로 서류를 종합평가한다. 이는 서울대뿐 아니라 대부분의 대

학도 비슷하게 평가하므로 이를 숙지하여 남은 기간 성실하게 고교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 서울대 2020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안내 내용 중 서류평가 내용

주) 2022학년도부터 추천서 제출이 폐지되고, 2024학년도에는 자기소개서 제출이 폐지될 예정임

(2) 시작부터 완벽하게! 종합 전형 성공 플랜

① 구체적인 교과 성적 목표를 설정!

종합 전형도 교과 성적이 중요한 만큼 입학 후 구체적인 교과 성적 목표를 세우는 것이 좋

다. 종합 전형은 내신을 정성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각 고교별로 주요 대학 합격선에 있

어서는 큰 차이를 보여 왔다. 아래 사례와 같이 A고교와 B고교의 종합 전형 합격자 성적

(인문계)을 보면 A고교는 1등급 대 후반~2등급 초반까지도 서울 최상위권 대학에 합격한 

사례가 있지만 B고교는 1등급 초반의 학생들만 합격했으며, 합격 사례도 훨씬 적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비교과 영역의 차이도 있지만 고교 수준에 따라 더 큰 차이를 보이는 경

우가 많았다. 대학에서는 지원자 및 합격자 분석 등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 각 고교의 수준

을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내신을 가지고 있더라도 어떤 고

등학교 출신인지에 따라 그 평가는 다소 달라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2021학년도부터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입 전형 시 고

교 정보 블라인드를 서류전형까지 확대하며, 고교프로파일도 전면 폐지된다. 이에 따라 내

신이 상대적으로 치열한 지역에서는 기존 선배들의 합격 데이터를 그대로 참고하기 보다

는 대학에서 발표하는 일반적인 평균 합격선을 기준으로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해야 한다.

예비고1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2023 대입의 변화Chapt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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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학생부 주요 항목 우수 사례

■ 동아리 활동 : 중앙대 2018 다빈치형인재 전형 기계공학과 합격

중앙대가 발표한 2018학년도 다빈치형인재 전형 입시 결과에 따르면 기계공학부는 평

균 2.17등급의 학생이 합격했는데 합격한 학생은 3등급대 내신이었고 부족한 내신을 활

동을 통해 극복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양한 동아리 활동보다는 한 가지 활동을 하더라

도 꾸준히 활동에 참여했고, 이를 통해 전공적합성을 보여줬다.

[학생부 기재 사례]

- 고등학교 3년간 발명을 기반으로 한 로봇동아리에 지속적으로 참여함. 동아리 참여 

시간은 학년 당 평균 30시간 정도였고, 다른 다양한 동아리 활동은 한 것이 아니지만 

진로와 관련된 특정 활동에 지속적으로 활동에 참여함.

- 로봇제작 원리 등을 탐구하고 실제 로봇 제작까지 참여함

- 로봇제작 및 프로그래밍 관련하여 동아리원들과 토론을 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임

→ 동아리 활동 중 흔히 발견되는 사례는 고교에서 개설한 영화 감상반, 축구반 등의 

형식적인 활동만으로 시간을 학생부를 채우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럴 경우 

대학에서는 진로와 관련된 적극성을 평가하기 어렵다. 단순히 많은 활동보다는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진로와 관

련된 활동을 하더라도 우후죽순으로 많은 동아리에 참여하기보다는 1~2개의 동아리라

도 그 안에서 진정성 있게 활동하는 모습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 행동특성 및 종합 의견 : 서울대 2017 일반전형 의류학과 합격

2017학년도에 서울대 일반전형에 1등급 중후반의 내신으로 합격했는데 최상위권의 내

신 성적을 가진 학생들이 도전하는 대학인만큼 안정적으로 합격할 정도의 높은 내신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 학생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봤을 때 리

더십, 열정 등이 드러나 있었고, 구체적이고 진로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녹아있었다.

[학생부 기재 사례]

-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말하는 능력이 탁월하여 모둠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음. 

창의적 상상력이 풍부하여 디자인 분야에 관심이 있어 패션마케터가 되길 희망함

- 의류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있으며 진로희망 역시 의류분야로 진학하겠다는 목표가 

분명함

→ 행동특성 및 종합 의견 부분이 학생의 구체적인 특징이나 행동특성의 사례보다는 

‘긍정적이며 겸손함, 집중력이 높음’ 등의 일반적인 기술로 채워진다면 대학에서는 다른 

학생보다 높게 평가할 수 있는 요소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따라 학교생활 중에 

진로와 관련된 활동, 학업 내의 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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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2022~20023학년도부터 학생부에 기재되거나 대학에 제출할 수 있는 자율동아리 활동, 

수상경력 등의 기술부분이 축소되는 만큼 자신이 어떤 활동을 실천해왔는지를 기록해둬야 

자기소개서 작성이나 면접 준비를 할 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기록을 점검

하며 추후 3학년이 되었을 때 어떤 활동이 부족한지를 점검하고 남은 기간을 전략적으로 

보낼 수 있을 것이다.

③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

학생부는 선생님이 작성의 주체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바꿀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경쟁력 있는 학생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생이 적극적인 자세를 갖는 것은 필수이

다. 고교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한 명의 선생님이 입력해야 할 학생의 학생부 수는 상당히 

많은데 선생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입력할 대상이 많아질수록 다양한 내용을 쓰기가 

어려워진다. 결국 선생님의 기억에 남는 학생이 아니라면 상투적인 몇 마디 정도만 언급하

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를 평가하는 대학 역시 상투적인 문구만 적혀 있다면 좋은 평가

를 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2022학년도부터 추천서가 폐지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부

분인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교과학습발달상황-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평가는 더욱 중요

해 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평소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을 하거나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

다면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논의하여 교과 담당 선생님의 눈에 띄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독서활동, 동아리 활동, 수상실적 등은 선생님

의 영향력보다는 학생의 부지런함이 좀 더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항목들도 관심

을 가지고 관리해 나가야 한다.  

저학년 때부터 학생부 주요 항목을 적극적으로 채워야 한다

항목 수상경력 동아리 활동 독서활동상황

추천서가 폐지되며 더욱 중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 의견

제한

교내 수상 

학기당 1건만 

대입 반영

자율동아리

학년별 1개만 

학생부에 기입

도서명(저자) 

형식으로 입력

교사가 학업적 성과 

및 활동을 기술

교사가 학생의 특성을 

파악하여 기술

핵심

-학업역량을 

보 여 주 거 나 

진로적합성을 

보일 수 있는 

수상경력 쌓

기

-교내 연간 

대회 일정 체

크

-지속성을 가

지고 활동

-동아리 내에

서의 역할을 

가지고 적극적

으로 활동

-진로와 연관된

독서활동을 다

양하게 할 것

-도서명만이 기

재되므로 구체

적인 감상 등

은 기록해 둘 

것

-교과 공부 중 모르

거나 심화할 수 있

는 부분을 교사에게 

질문

-교과 내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한 부분이 있다

면 교사와 의견 나

눌 것

-성실하고 배려심 있

는 자세로 활동 할 것

-선생님과 유대관계를 

잘 다질 것

-평소 생활에서 나눔

과 배려, 협력 등을 

실천할 것

예비고1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2023 대입의 변화Chapt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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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학생부 주요 항목 우수 사례

■ 동아리 활동 : 중앙대 2018 다빈치형인재 전형 기계공학과 합격

중앙대가 발표한 2018학년도 다빈치형인재 전형 입시 결과에 따르면 기계공학부는 평

균 2.17등급의 학생이 합격했는데 합격한 학생은 3등급대 내신이었고 부족한 내신을 활

동을 통해 극복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양한 동아리 활동보다는 한 가지 활동을 하더라

도 꾸준히 활동에 참여했고, 이를 통해 전공적합성을 보여줬다.

[학생부 기재 사례]

- 고등학교 3년간 발명을 기반으로 한 로봇동아리에 지속적으로 참여함. 동아리 참여 

시간은 학년 당 평균 30시간 정도였고, 다른 다양한 동아리 활동은 한 것이 아니지만 

진로와 관련된 특정 활동에 지속적으로 활동에 참여함.

- 로봇제작 원리 등을 탐구하고 실제 로봇 제작까지 참여함

- 로봇제작 및 프로그래밍 관련하여 동아리원들과 토론을 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임

→ 동아리 활동 중 흔히 발견되는 사례는 고교에서 개설한 영화 감상반, 축구반 등의 

형식적인 활동만으로 시간을 학생부를 채우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럴 경우 

대학에서는 진로와 관련된 적극성을 평가하기 어렵다. 단순히 많은 활동보다는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진로와 관

련된 활동을 하더라도 우후죽순으로 많은 동아리에 참여하기보다는 1~2개의 동아리라

도 그 안에서 진정성 있게 활동하는 모습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 행동특성 및 종합 의견 : 서울대 2017 일반전형 의류학과 합격

2017학년도에 서울대 일반전형에 1등급 중후반의 내신으로 합격했는데 최상위권의 내

신 성적을 가진 학생들이 도전하는 대학인만큼 안정적으로 합격할 정도의 높은 내신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 학생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봤을 때 리

더십, 열정 등이 드러나 있었고, 구체적이고 진로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녹아있었다.

[학생부 기재 사례]

-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말하는 능력이 탁월하여 모둠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음. 

창의적 상상력이 풍부하여 디자인 분야에 관심이 있어 패션마케터가 되길 희망함

- 의류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있으며 진로희망 역시 의류분야로 진학하겠다는 목표가 

분명함

→ 행동특성 및 종합 의견 부분이 학생의 구체적인 특징이나 행동특성의 사례보다는 

‘긍정적이며 겸손함, 집중력이 높음’ 등의 일반적인 기술로 채워진다면 대학에서는 다른 

학생보다 높게 평가할 수 있는 요소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따라 학교생활 중에 

진로와 관련된 활동, 학업 내의 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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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2022~20023학년도부터 학생부에 기재되거나 대학에 제출할 수 있는 자율동아리 활동, 

수상경력 등의 기술부분이 축소되는 만큼 자신이 어떤 활동을 실천해왔는지를 기록해둬야 

자기소개서 작성이나 면접 준비를 할 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기록을 점검

하며 추후 3학년이 되었을 때 어떤 활동이 부족한지를 점검하고 남은 기간을 전략적으로 

보낼 수 있을 것이다.

③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

학생부는 선생님이 작성의 주체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바꿀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경쟁력 있는 학생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생이 적극적인 자세를 갖는 것은 필수이

다. 고교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한 명의 선생님이 입력해야 할 학생의 학생부 수는 상당히 

많은데 선생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입력할 대상이 많아질수록 다양한 내용을 쓰기가 

어려워진다. 결국 선생님의 기억에 남는 학생이 아니라면 상투적인 몇 마디 정도만 언급하

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를 평가하는 대학 역시 상투적인 문구만 적혀 있다면 좋은 평가

를 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2022학년도부터 추천서가 폐지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부

분인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교과학습발달상황-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평가는 더욱 중요

해 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평소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을 하거나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

다면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논의하여 교과 담당 선생님의 눈에 띄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독서활동, 동아리 활동, 수상실적 등은 선생님

의 영향력보다는 학생의 부지런함이 좀 더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항목들도 관심

을 가지고 관리해 나가야 한다.  

저학년 때부터 학생부 주요 항목을 적극적으로 채워야 한다

항목 수상경력 동아리 활동 독서활동상황

추천서가 폐지되며 더욱 중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 의견

제한

교내 수상 

학기당 1건만 

대입 반영

자율동아리

학년별 1개만 

학생부에 기입

도서명(저자) 

형식으로 입력

교사가 학업적 성과 

및 활동을 기술

교사가 학생의 특성을 

파악하여 기술

핵심

-학업역량을 

보 여 주 거 나 

진로적합성을 

보일 수 있는 

수상경력 쌓

기

-교내 연간 

대회 일정 체

크

-지속성을 가

지고 활동

-동아리 내에

서의 역할을 

가지고 적극적

으로 활동

-진로와 연관된

독서활동을 다

양하게 할 것

-도서명만이 기

재되므로 구체

적인 감상 등

은 기록해 둘 

것

-교과 공부 중 모르

거나 심화할 수 있

는 부분을 교사에게 

질문

-교과 내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한 부분이 있다

면 교사와 의견 나

눌 것

-성실하고 배려심 있

는 자세로 활동 할 것

-선생님과 유대관계를 

잘 다질 것

-평소 생활에서 나눔

과 배려, 협력 등을 

실천할 것

예비고1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2023 대입의 변화Chapt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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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능 전형

수능 전형은 정시모집에서 실시하는 전형이다. 2021학년도 기준으로 전체 전형에서는 

20.4%, 주요 13개 대학 기준으로는 28.5%를 선발할 예정이다. 예비고1이 고3이 되는 2023

학년도에는 주요 13개 대학의 경우 40%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수시에서 이월되는 인

원까지 생각하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수험생은 수시모집에서 합격

을 100%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정시모집의 수능 전형을 필수로 준비해야 한다. 

학년도 전체 대학 13개 대학

2021학년도 70,771명 (20.4%) 11,931명 (28.5%) 

2023학년도(추정) 83,239명 (24.0%) 17,906명 (42.8%)

(1) 수능 전형, 너는 누구?

수능 중심 전형은 수능 100% 또는 수능 + 학생부, 수능 + 학생부 + 면접, 수능 + 면접 

등의 방법으로 선발한다. 수능 중심 전형에서도 상당수의 대학에서 학생부를 반영하지만 

반영 비율이 10% 수준(주요 13개 대학 기준)으로 매우 낮은 편이다. 더욱이 학생부를 10% 

반영한다 하더라도 학생부 반영 과목과 기본점수에 의한 실질 반영 비율을 계산해보면 실

제 영향력은 거의 없어 사실상 수능이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선발 방법 예시(2021학년도 기준)

성균관대 - 일반전형 한양대 - 일반전형

▶ 1,128명(가군 573명, 나군 555명)

   (2019 경쟁률 가군 6.0 : 1, 나군 4.5 : 1)

▶ 750명(가군 193명, 나군 585명) 선발

   (2019 경쟁률 가군 7.9 : 1, 나군 3.9 : 1)

▶ 수능 100% ▶ 가군 수능 100%

   나군 수능 90% + 학생부 교과 10%

(2) 시작부터 완벽하게! 수능 전형 성공 플랜

꾸준히, 깊이 있게 개념위주 접근!

수능 모의고사는 시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출

제되며, 전체 교과 및 단원의 통합교과형 능력이 실력을 좌우한다. 따라서 내신 시험은 시

험 전날에 시험범위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성적이 잘 나올 수 있지만 수능 시험은 꾸준

히 개념을 쌓아나가고 깊게 생각하며 공부해야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다. 

2022학년도 수능부터는 국어나 수학, 탐구 과목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유리할 것인가

에 대한 선택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주요 과목의 개념들을 깊게 생각하고 다양한 수준의 

응용 문제들을 풀어보며 자신이 어떤 과목에 강점이 있는지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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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경희대 2018 네오르네상스전형 치의예과 합격

이 학생은 1.2등급 수준의 상위권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학생이 지원

하는 모집단위는 치의예과로 최상위 모집단위에 속하고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수

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교과 내신 성적이 우수한 것만으로 합격하기 

어렵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는 진학하고자 하는 학과와 연관성이 높은 수학, 과학 

과목에서 학생이 한 활동이 구체적으로 잘 기술되어 있었다.

[학생부 기재 사례]

- 수학 문제풀이 시 정해진 방법만으로 풀지 않고 창의적인 문제해결 과정을 생각해보

고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항상 질문하고 교사의 피드백을 받음

- 생명과학 시간에 사람의 유전에 관한 내용을 완벽하게 소화하여 발표하였고 사람의 

다양한 유전현상에 대하여 명확하게 제시하여 학생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시

하였음

→ 많은 학생들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봤을 때 긍정적인 말은 많이 쓰여 있었으나 

어떤 학생에게도 적용해도 될 만한 ‘집중력이 좋음, 응용력이 높음’ 등의 일반적인 내용

만 기술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학문적인 잠재력 등을 

드러내가 어렵다. 수업시간에 궁금한 부분이 있을 때는 선생님께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

고 최대한 집중하여 수업에 참여하는 자세가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수행평가를 열심히 

하거나 수업 시간 동안 자신의 학문적 호기심이나 탐구 자세를 잘 드러낼 수 있다면 선

생님께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예비고1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2023 대입의 변화Chapt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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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능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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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도에는 주요 13개 대학의 경우 40%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수시에서 이월되는 인

원까지 생각하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수험생은 수시모집에서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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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도 전체 대학 13개 대학

2021학년도 70,771명 (20.4%) 11,931명 (28.5%) 

2023학년도(추정) 83,239명 (24.0%) 17,906명 (42.8%)

(1) 수능 전형, 너는 누구?

수능 중심 전형은 수능 100% 또는 수능 + 학생부, 수능 + 학생부 + 면접, 수능 + 면접 

등의 방법으로 선발한다. 수능 중심 전형에서도 상당수의 대학에서 학생부를 반영하지만 

반영 비율이 10% 수준(주요 13개 대학 기준)으로 매우 낮은 편이다. 더욱이 학생부를 10% 

반영한다 하더라도 학생부 반영 과목과 기본점수에 의한 실질 반영 비율을 계산해보면 실

제 영향력은 거의 없어 사실상 수능이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선발 방법 예시(2021학년도 기준)

성균관대 - 일반전형 한양대 - 일반전형

▶ 1,128명(가군 573명, 나군 555명)

   (2019 경쟁률 가군 6.0 : 1, 나군 4.5 : 1)

▶ 750명(가군 193명, 나군 585명) 선발

   (2019 경쟁률 가군 7.9 : 1, 나군 3.9 : 1)

▶ 수능 100% ▶ 가군 수능 100%

   나군 수능 90% + 학생부 교과 10%

(2) 시작부터 완벽하게! 수능 전형 성공 플랜

꾸준히, 깊이 있게 개념위주 접근!

수능 모의고사는 시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출

제되며, 전체 교과 및 단원의 통합교과형 능력이 실력을 좌우한다. 따라서 내신 시험은 시

험 전날에 시험범위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성적이 잘 나올 수 있지만 수능 시험은 꾸준

히 개념을 쌓아나가고 깊게 생각하며 공부해야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다. 

2022학년도 수능부터는 국어나 수학, 탐구 과목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유리할 것인가

에 대한 선택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주요 과목의 개념들을 깊게 생각하고 다양한 수준의 

응용 문제들을 풀어보며 자신이 어떤 과목에 강점이 있는지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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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경희대 2018 네오르네상스전형 치의예과 합격

이 학생은 1.2등급 수준의 상위권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학생이 지원

하는 모집단위는 치의예과로 최상위 모집단위에 속하고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수

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교과 내신 성적이 우수한 것만으로 합격하기 

어렵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는 진학하고자 하는 학과와 연관성이 높은 수학, 과학 

과목에서 학생이 한 활동이 구체적으로 잘 기술되어 있었다.

[학생부 기재 사례]

- 수학 문제풀이 시 정해진 방법만으로 풀지 않고 창의적인 문제해결 과정을 생각해보

고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항상 질문하고 교사의 피드백을 받음

- 생명과학 시간에 사람의 유전에 관한 내용을 완벽하게 소화하여 발표하였고 사람의 

다양한 유전현상에 대하여 명확하게 제시하여 학생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시

하였음

→ 많은 학생들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봤을 때 긍정적인 말은 많이 쓰여 있었으나 

어떤 학생에게도 적용해도 될 만한 ‘집중력이 좋음, 응용력이 높음’ 등의 일반적인 내용

만 기술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학문적인 잠재력 등을 

드러내가 어렵다. 수업시간에 궁금한 부분이 있을 때는 선생님께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

고 최대한 집중하여 수업에 참여하는 자세가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수행평가를 열심히 

하거나 수업 시간 동안 자신의 학문적 호기심이나 탐구 자세를 잘 드러낼 수 있다면 선

생님께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예비고1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2023 대입의 변화Chapt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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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분위 : 한 집단에서 각 수험생의 상대적 서열을 나타내는 지수로, 한 수험생보다 낮

은 점수를 받은 수험생의 백분율을 의미한다.  

※ 백분위 산출 과정

(본인의 점수보다 낮은 점수의 수험생 수) + (동점자 수) ÷ 2
× 100

전체 수험생의 수

예) 국어영역 원점수가 94점이고 백분위 점수가 96점이라 함은 94점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수험생
들의 비율이 계열별 전체 응시자의 96%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백분위를 통하여 집단의 크기나 시험의 종류가 다르더라도 상대적인 위치(석차)

를 서로 비교해볼 수 있어, 학생 자신의 영역별 강점과 약점을 대략적으로 알아보는데 

이용할 수 있다. 

- 등급 : 9등급제란 백분위 점수를 바탕으로, 전체 수험생을 9등급으로 나누어 개별 수

험생이 속해 있는 해당 등급을 표시한 점수 체제이다. 전체 응시생의 상위 4%까지를 1

등급으로, 전체 응시생의 상위 11%까지를 2등급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9등급까지의 등

급을 부여하며 등급별 비율은 다음과 같다.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비율(%) 4% 7% 12% 17% 20% 17% 12% 7% 4%
누적(%) 4% 11% 23% 40% 60% 77% 89% 96% 100%

상대평가 과목이었던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한국사, 영어 영역과 

동일하게 9등급으로 구분하여 등급을 부여할 예정이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원점수 

45점(1등급)부터 5점 간격으로 등급 구분을 한다.

< 한국사, 영어,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등급 분할 원점수 >

등급 과목 1 2 3 4 5 6 7 8 9

분할

기준

(원점수)

한국사 50～40 39～35 34～30 29～25 24～20 19～15 14～10 9～5 4～0
영어 100～90 89～80 79～70 69～60 59～50 49～40 39～30 29～20 19～0

제2외국어

/한문
50～45 44～40 39～35 34～30 29～25 24～20 19～15 14～10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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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수능 성적은 어떻게 평가되나?

2022학년도 수능은 2021년 11월 18일(목)에 시행되며, 성적은 2021년 12월 10일(금)에 

통보될 예정이다. 2022학년도 수능부터 시험이 개편되기 때문에 성적표 또한 기존의 성

적표와 다소 차이가 있을 것이다. 먼저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성적

통지표에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모두 기재될 예정이다. 절대평가로 실시되는 한국사, 

영어, 제2외국어/한문은 등급만 기재된다. 아울러, ‘공통+선택과목’ 구조로 실시하는 국

어 영역과 수학 영역의 경우 ‘공통과목’을 이용한 선택과목 점수 조정 절차를 거친 후 

등급을 부여할 계획이다.

수능 성적표를 받으면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정확한 

뜻은 다음과 같다.

수험번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출신고교 (반 또는 졸업연도)

영역 한국사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제2외국어/한문

선택과목 화법과 작문 확률과 통계 생활과 윤리 지구과학Ⅰ 독일어Ⅰ

표준점수

백분위

등  급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통지표(예시) >

- 원점수 : 수능 정답 문항에 부여된 배점을 단순히 합산한 점수를 말한다. 예를 들어, 

홍길동 학생이 국어 영역 총 45문항 중 3점 배점의 문항 3개, 2점 배점의 문항 35개, 1

점 배점의 문항 3개를 맞혔다면 국어 영역의 원점수는 (3×3)+(2×35)+(1×3)=82점이 된

다. 수능 성적표에 원점수는 표기되지 않는다.

- 표준점수 : 영역 또는 선택과목별로 정해진 평균과 표준편차를 갖도록 변환한 분포상

에서 본인의 원점수가 어느 위치에 해당하는지를 나타내는 점수이다. 

※ 표준점수의 산출 과정

해당영역의수험생표준편차
수험생의원점수  해당영역의수험생평균

×탐구는 탐구는

예) 국어 영역에서 원점수 92점(원점수 평균 56, 표준편차 21.8)

⇨ 표준점수  
 

×     

예비고1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2023 대입의 변화Chapt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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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분위 : 한 집단에서 각 수험생의 상대적 서열을 나타내는 지수로, 한 수험생보다 낮

은 점수를 받은 수험생의 백분율을 의미한다.  

※ 백분위 산출 과정

(본인의 점수보다 낮은 점수의 수험생 수) + (동점자 수) ÷ 2
× 100

전체 수험생의 수

예) 국어영역 원점수가 94점이고 백분위 점수가 96점이라 함은 94점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수험생
들의 비율이 계열별 전체 응시자의 96%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백분위를 통하여 집단의 크기나 시험의 종류가 다르더라도 상대적인 위치(석차)

를 서로 비교해볼 수 있어, 학생 자신의 영역별 강점과 약점을 대략적으로 알아보는데 

이용할 수 있다. 

- 등급 : 9등급제란 백분위 점수를 바탕으로, 전체 수험생을 9등급으로 나누어 개별 수

험생이 속해 있는 해당 등급을 표시한 점수 체제이다. 전체 응시생의 상위 4%까지를 1

등급으로, 전체 응시생의 상위 11%까지를 2등급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9등급까지의 등

급을 부여하며 등급별 비율은 다음과 같다.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비율(%) 4% 7% 12% 17% 20% 17% 12% 7% 4%
누적(%) 4% 11% 23% 40% 60% 77% 89% 96% 100%

상대평가 과목이었던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한국사, 영어 영역과 

동일하게 9등급으로 구분하여 등급을 부여할 예정이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원점수 

45점(1등급)부터 5점 간격으로 등급 구분을 한다.

< 한국사, 영어,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등급 분할 원점수 >

등급 과목 1 2 3 4 5 6 7 8 9

분할

기준

(원점수)

한국사 50～40 39～35 34～30 29～25 24～20 19～15 14～10 9～5 4～0
영어 100～90 89～80 79～70 69～60 59～50 49～40 39～30 29～20 19～0

제2외국어

/한문
50～45 44～40 39～35 34～30 29～25 24～20 19～15 14～10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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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수능 성적은 어떻게 평가되나?

2022학년도 수능은 2021년 11월 18일(목)에 시행되며, 성적은 2021년 12월 10일(금)에 

통보될 예정이다. 2022학년도 수능부터 시험이 개편되기 때문에 성적표 또한 기존의 성

적표와 다소 차이가 있을 것이다. 먼저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성적

통지표에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모두 기재될 예정이다. 절대평가로 실시되는 한국사, 

영어, 제2외국어/한문은 등급만 기재된다. 아울러, ‘공통+선택과목’ 구조로 실시하는 국

어 영역과 수학 영역의 경우 ‘공통과목’을 이용한 선택과목 점수 조정 절차를 거친 후 

등급을 부여할 계획이다.

수능 성적표를 받으면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정확한 

뜻은 다음과 같다.

수험번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출신고교 (반 또는 졸업연도)

영역 한국사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제2외국어/한문

선택과목 화법과 작문 확률과 통계 생활과 윤리 지구과학Ⅰ 독일어Ⅰ

표준점수

백분위

등  급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통지표(예시) >

- 원점수 : 수능 정답 문항에 부여된 배점을 단순히 합산한 점수를 말한다. 예를 들어, 

홍길동 학생이 국어 영역 총 45문항 중 3점 배점의 문항 3개, 2점 배점의 문항 35개, 1

점 배점의 문항 3개를 맞혔다면 국어 영역의 원점수는 (3×3)+(2×35)+(1×3)=82점이 된

다. 수능 성적표에 원점수는 표기되지 않는다.

- 표준점수 : 영역 또는 선택과목별로 정해진 평균과 표준편차를 갖도록 변환한 분포상

에서 본인의 원점수가 어느 위치에 해당하는지를 나타내는 점수이다. 

※ 표준점수의 산출 과정

해당영역의수험생표준편차
수험생의원점수  해당영역의수험생평균

×탐구는 탐구는

예) 국어 영역에서 원점수 92점(원점수 평균 56, 표준편차 21.8)

⇨ 표준점수  
 

×     

예비고1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2023 대입의 변화Chapt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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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항목 현 행 개 선

6
교과학습
발달상황

▪(방과후학교)방과후학교 활동(수강)내용 기재 ▪방과후학교 활동(수강)내용 미기재
▪(교과세특)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
목 및 학생에 한해 기재 ▪현행 유지

7 독서활동상황 ▪제목과 저자만 입력 ▪현행 유지

8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기재분량: 1,000자
▪누가기록 나이스에서 관리

▪기재분량 축소: 500자
▪누가기록 기재·관리 방법 시도 위임

주) 교육부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안> 내용 발췌

(1) 인적 및 학적사항 (2) 출결상황 

ü 인적 및 학적사항은 대부분 평가 자료로 활용되지 않는다

ü 출결상황은 학생의 학교생활 충실도를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된다

인적 및 학적사항은 기본적인 기재 항목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항목이 대입의 평가 

자료로 활용되지 않는다. 출결상황은 학생의 학교생활 충실도를 평가할 수 있는 항목으로 

2022학년도부터는 ‘무단’을 ‘미인정’으로 표기한다. 만약 미인정의 횟수가 많은 경우 성실성

을 의심케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고1 때부터 출결 관리가 필요하다. 단, 부득이하게 

결석이나 지각을 하게 된다면 특기사항에 정당한 사유를 기재하여 평가 시 불리하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 

(3) 수상경력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ü 수상경력의 개수를 학기당 1개로 제한한다

ü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등 수상경력을 통해 자신의 어떤 점을 보여줄지 선택해야 한다

ü 무슨 대회가 있는지, 또 언제 하는지 등 대회 정보를 미리 알아보고 준비해야 한다

수상경력이 학생부 종합 전형의 중요한 평가 요소로 활용되면서 고교에서 무분별하게 많

은 대회를 열고 수상을 남발하여 부작용을 낳았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2022학년도부

터 학생부에 수상경력은 현행대로 교내 수상만 기재하되, 대입 제공 수상경력 개수를 학기

당 1개로 제한하여 제공하도록 개선하였다. 따라서 여러 대회를 참여하여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주기보다는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발전가능성, 인성 등 대학의 평가 요소 중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지 고민하고 대회를 선택해야 한다. 각 고교의 홈페이지나 학교알리미

(www.schoolinfo.go.kr) 사이트에 고교에서 주최하는 대회와 일정을 공지하고 있으므로 미

리 연간 학사일정을 참고하여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은 2022학년도부터 대입자료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신

경 쓸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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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학생부 이렇게 관리하라

학교생활기록부는 고교생활의 기록이기 때문에 입학 후 학생부 기록이 시작되면 대입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서울대, 고려대 등 최상위권 대학은 대입에서 학생부 종합 전

형의 선발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의 핵심 서류인 학생부를 저학년 때

부터 차곡차곡 관리해 나가야 한다. 그렇다면 학생부는 어떠한 항목으로 이루어져있고, 어

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자.

1. 학생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에 따르면 2022학년도부터 고교 학생부는 기존 10가지 

항목에서 8가지 항목으로 축소된다. 인적사항과 학적사항이 통합되고, 진로희망사항 항목이 

삭제되어 학생의 진로희망은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진로활동특기사항에 기재된다. 2022학

년도 학생부 기재 개선안의 핵심은 수상경력의 개수를 학기당 1개로 제한하여 제공하는 

것과 자율동아리는 학년당 1개만 기재, 소논문(R&E)은 기재하지 않는 것이다.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개선 비교표 

순 항목 현 행 개 선

1
인적사항 ▪학생 정보, 가족상황(부모 성명, 생년월

일), 특기사항

▪학적사항과 통합
▪부모정보(부모 성명, 생년월일) 및 특기사항
(가족변동사항) 삭제

학적사항 ▪졸업 연월일, 학교명, 검정고시 합격 정보 등 ▪인적사항과 통합
2 출결상황 ▪질병‧무단‧기타 ▪질병‧미인정‧기타 ※ ‘무단’→‘미인정’

3 수상경력 ▪수상명, 등급(위), 수상연월일, 수여기관명, 
참가대상(참가인원) 입력

▪상급학교 진학 시 제공하는 수상경력 
개수 제한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대입자료로 제공 ▪대입자료로 미제공

-
진로희망

사항
▪진로희망, 희망사유 입력

▪항목 삭제
▪학생의 진로희망은 창체 진로활동특기
사항에 기재(대입 미제공)

5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

봉사
활동

▪실적 및 특기사항 기재 ▪봉사활동 특기사항 미기재
(필요시 행동특성 및 종합 의견란에 특기사항 기재 가능)

동아리
활동

▪(자율동아리) 자율동아리명, 활동내용 등
을 특기사항란에 기재

▪가입제한은 두지 않되 기재 가능 동아리 
개수를 제한(학년당 1개)하고, 객관적으로 확
인 가능 사항(동아리명, 동아리 소개)만 기재

▪(소논문) 동아리, 교과세특란에 (논문명, 
참여시간, 참여인원)기재 ▪소논문 기재 금지

▪(청소년단체) 교육과정에 편성된 청소년
단체, 학교교육계획에 포함된 청소년 단체, 
학교밖 청소년단체 활동 모두 기재 (단체
명, 활동내용)

▪(교육과정에 편성된 청소년단체)
  단체명, 활동내용 모두 기재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청소년단체 활동)
  단체명만 기재
▪(학교 밖 청소년단체 활동) 미기재

▪(학교스포츠클럽활동) 구체적 활동내용(포
지션, 대회출전 경력, 역할, 특성 등) 기재

▪학교스포츠클럽활동 기재 간소화
  ※ 정규교육과정 내 : 개인특성 중심
  ※ 정규교육과정 외 : 클럽명(시간)

진로활동 ▪진로 관련 활동내용 및 상담내용 등 기재
▪진로활동 특기사항에 진로희망분야 기
재 추가(대입자료로 미제공)

기재분량 ▪특기사항 기재분량 : 3,000자 ▪특기사항 기재분량 축소: 1,700자
누가기록 ▪NEIS 활용 전산 기재·관리 원칙 ▪누가기록 기재·관리 방법 시도 위임

예비고1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2023 대입의 변화Chapter.1

예비고1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2023 대입의 변화Chapt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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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항목 현 행 개 선

6
교과학습
발달상황

▪(방과후학교)방과후학교 활동(수강)내용 기재 ▪방과후학교 활동(수강)내용 미기재
▪(교과세특)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
목 및 학생에 한해 기재 ▪현행 유지

7 독서활동상황 ▪제목과 저자만 입력 ▪현행 유지

8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기재분량: 1,000자
▪누가기록 나이스에서 관리

▪기재분량 축소: 500자
▪누가기록 기재·관리 방법 시도 위임

주) 교육부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안> 내용 발췌

(1) 인적 및 학적사항 (2) 출결상황 

ü 인적 및 학적사항은 대부분 평가 자료로 활용되지 않는다

ü 출결상황은 학생의 학교생활 충실도를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된다

인적 및 학적사항은 기본적인 기재 항목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항목이 대입의 평가 

자료로 활용되지 않는다. 출결상황은 학생의 학교생활 충실도를 평가할 수 있는 항목으로 

2022학년도부터는 ‘무단’을 ‘미인정’으로 표기한다. 만약 미인정의 횟수가 많은 경우 성실성

을 의심케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고1 때부터 출결 관리가 필요하다. 단, 부득이하게 

결석이나 지각을 하게 된다면 특기사항에 정당한 사유를 기재하여 평가 시 불리하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 

(3) 수상경력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ü 수상경력의 개수를 학기당 1개로 제한한다

ü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등 수상경력을 통해 자신의 어떤 점을 보여줄지 선택해야 한다

ü 무슨 대회가 있는지, 또 언제 하는지 등 대회 정보를 미리 알아보고 준비해야 한다

수상경력이 학생부 종합 전형의 중요한 평가 요소로 활용되면서 고교에서 무분별하게 많

은 대회를 열고 수상을 남발하여 부작용을 낳았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2022학년도부

터 학생부에 수상경력은 현행대로 교내 수상만 기재하되, 대입 제공 수상경력 개수를 학기

당 1개로 제한하여 제공하도록 개선하였다. 따라서 여러 대회를 참여하여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주기보다는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발전가능성, 인성 등 대학의 평가 요소 중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지 고민하고 대회를 선택해야 한다. 각 고교의 홈페이지나 학교알리미

(www.schoolinfo.go.kr) 사이트에 고교에서 주최하는 대회와 일정을 공지하고 있으므로 미

리 연간 학사일정을 참고하여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은 2022학년도부터 대입자료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신

경 쓸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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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학생부 이렇게 관리하라

학교생활기록부는 고교생활의 기록이기 때문에 입학 후 학생부 기록이 시작되면 대입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서울대, 고려대 등 최상위권 대학은 대입에서 학생부 종합 전

형의 선발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의 핵심 서류인 학생부를 저학년 때

부터 차곡차곡 관리해 나가야 한다. 그렇다면 학생부는 어떠한 항목으로 이루어져있고, 어

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자.

1. 학생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에 따르면 2022학년도부터 고교 학생부는 기존 10가지 

항목에서 8가지 항목으로 축소된다. 인적사항과 학적사항이 통합되고, 진로희망사항 항목이 

삭제되어 학생의 진로희망은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진로활동특기사항에 기재된다. 2022학

년도 학생부 기재 개선안의 핵심은 수상경력의 개수를 학기당 1개로 제한하여 제공하는 

것과 자율동아리는 학년당 1개만 기재, 소논문(R&E)은 기재하지 않는 것이다.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개선 비교표 

순 항목 현 행 개 선

1
인적사항 ▪학생 정보, 가족상황(부모 성명, 생년월

일), 특기사항

▪학적사항과 통합
▪부모정보(부모 성명, 생년월일) 및 특기사항
(가족변동사항) 삭제

학적사항 ▪졸업 연월일, 학교명, 검정고시 합격 정보 등 ▪인적사항과 통합
2 출결상황 ▪질병‧무단‧기타 ▪질병‧미인정‧기타 ※ ‘무단’→‘미인정’

3 수상경력 ▪수상명, 등급(위), 수상연월일, 수여기관명, 
참가대상(참가인원) 입력

▪상급학교 진학 시 제공하는 수상경력 
개수 제한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대입자료로 제공 ▪대입자료로 미제공

-
진로희망

사항
▪진로희망, 희망사유 입력

▪항목 삭제
▪학생의 진로희망은 창체 진로활동특기
사항에 기재(대입 미제공)

5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

봉사
활동

▪실적 및 특기사항 기재 ▪봉사활동 특기사항 미기재
(필요시 행동특성 및 종합 의견란에 특기사항 기재 가능)

동아리
활동

▪(자율동아리) 자율동아리명, 활동내용 등
을 특기사항란에 기재

▪가입제한은 두지 않되 기재 가능 동아리 
개수를 제한(학년당 1개)하고, 객관적으로 확
인 가능 사항(동아리명, 동아리 소개)만 기재

▪(소논문) 동아리, 교과세특란에 (논문명, 
참여시간, 참여인원)기재 ▪소논문 기재 금지

▪(청소년단체) 교육과정에 편성된 청소년
단체, 학교교육계획에 포함된 청소년 단체, 
학교밖 청소년단체 활동 모두 기재 (단체
명, 활동내용)

▪(교육과정에 편성된 청소년단체)
  단체명, 활동내용 모두 기재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청소년단체 활동)
  단체명만 기재
▪(학교 밖 청소년단체 활동) 미기재

▪(학교스포츠클럽활동) 구체적 활동내용(포
지션, 대회출전 경력, 역할, 특성 등) 기재

▪학교스포츠클럽활동 기재 간소화
  ※ 정규교육과정 내 : 개인특성 중심
  ※ 정규교육과정 외 : 클럽명(시간)

진로활동 ▪진로 관련 활동내용 및 상담내용 등 기재
▪진로활동 특기사항에 진로희망분야 기
재 추가(대입자료로 미제공)

기재분량 ▪특기사항 기재분량 : 3,000자 ▪특기사항 기재분량 축소: 1,700자
누가기록 ▪NEIS 활용 전산 기재·관리 원칙 ▪누가기록 기재·관리 방법 시도 위임

예비고1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2023 대입의 변화Chapt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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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율활동 : 같은 활동이라도 다른 기록을 남겨야 한다.

학교행사, 자치활동 등에 대한 기록으로 이를 통해 학생의 공동체 의식과 리더십, 자기주도

성 등을 평가한다. 학급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맡은 역할이 있다면 성실하게 수행하

며 그 역할을 통해 발전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하지만 학교에서 단체로 실시하는 자율활

동의 경우 같은 학교의 학생이라면 비슷한 내용이 기재될 수 있다. 따라서 같은 활동이라

도 차별화된 기록을 남기기 위한 노력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② 동아리활동 : 자신의 장점을 보여줄 수 있는 동아리를 선별해야 한다.

동아리는 학교에서 공인한 ‘정규동아리’가 있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자율동아리’가 

있다. 2022학년도부터 동아리활동은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동아리명 및 간단한 설명만 

기재할 수 있고, 자율동아리는 학년당 1개만 기재 가능하다. 기존에는 2~3학년 때 소논문 관

련 자율동아리를 개설하여 연구한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 또한 2022학년도부

터 기재할 수 없다. 청소년단체 활동 내용은 교육과정에 편성된 단체만 활동 내용을 기재할 

수 있고,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기재도 간소화 되었다. 따라서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하기보

다는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보여줄 수 있는 동아리 1~2개를 선택하여 집중할 필요가 있다. 

③ 봉사활동 : 실적은 기록하나 특기사항 기재하지 않는다. 

봉사활동은 기존에 봉사활동의 장소, 시간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특기사항을 기재할 수 있

었으나 성격상 교외 활동이 많아 교사의 관찰이 어려운 것을 고려하여 2022학년도부터 특

기사항은 삭제하고 봉사활동 실적만 현행대로 입력할 수 있다. 특별히 학생이 봉사에 대한 

뜻이 깊고 학생의 성실성과 인품을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담임교사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항목에 봉사활동에 대한 내용을 기재할 수 있다. 

④ 진로활동 : 적극적으로 진로를 찾는 과정을 보여줘야 한다.

학생의 학업진로, 직업진로에 대한 계획서, 진로와 관련된 각종 검사를 바탕으로 입력된다. 

진로를 정한 학생의 경우 진로희망사항을 보다 구체화하는 과정을, 진로를 정하지 못한 학

생은 각종 진로검사나 직업 정보 탐색을 통해 적극적으로 진로를 찾는 과정을 보여줘야 

한다. 이에 따라 자신의 진로가 학년별로 변경이 되었더라도 평가자가 ‘이 학생은 자신의 

진로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고민했구나.’라고 생각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2022학

년도부터 진로희망사항 항목이 삭제되면서 진로활동에 진로희망분야를 기재할 수 있으나 

대입자료로는 제공하지 않는다. 

(6) 교과학습발달상황

ü 학생부 관리의 시작은 교과 성적이다

ü 희망 전공 관련 교과의 등급 관리가 필요하고, 균형 잡힌 교과 활동 또한 중요하다

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학업역량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교과학습발달상황은 흔히 내신 성적이라고 말하는 교과 성적과 교과목 선생님이 기입하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으로 구성된다. 교과 성적은 중간고사, 기말고사와 수행평가를 합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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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ü 자율활동 : 같은 활동이라도 다른 기록을 남겨야 한다

ü 동아리활동 : 자신의 장점을 보여줄 수 있는 동아리를 선별해야 한다

ü 봉사활동 : 실적은 기록하나 특기사항은 기재하지 않는다 

ü 진로활동 : 적극적으로 진로를 찾는 과정을 보여줘야 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은 흔히 ‘자동봉진’이라 부르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

활동 4가지 활동을 말한다. 기존에는 총 4,000자까지 기입이 가능했으나 2022학년도부터는 

교사의 기재부담 완화 및 교사 간 기재 격차 완화를 위해 각 항목별 특기사항의 입력 글자 

수가 축소되어 총 2,200자까지만 입력 가능하다. 

■ 2022학년도 창의적체험활동상황 글자 수 분량 감축 내용

항목 현행 글자 수 개선 글자 수

창체 특기사항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계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계
1,000 500 500 1,000

4,000
500 500 미기재 700

2,200
행특 종합의견 1,000 500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시수 인정과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는 내용

영역 시수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는 내용

자율활동

정규교육과정 시수

(행사활동은 별도 

행사시수 포함)

• 학교교육계획(정규교육과정 포함)에 의해 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하여 
실시한 활동

• 학교장이 승인하여 동일학교급 타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국내 체험
활동

• 학교장이 승인한 교육관련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하여 실시한 국내 체
험활동

※ 정규교육과정에 의해 해외에서 실시한 자율활동은 시수만 인정하며, 

그 이외의 해외 창의적 체험활동은 시수와 특기사항을 모두 입력하지 않

음

동아리활동

정규교육과정 시수

(정규교육과정 이외

학교스포츠클럽활동 포함)

• 정규교육과정 동아리활동(정규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 클럽활동 포함)

• 정규교육과정 이외 학교스포츠클럽활동

• 학교장이 승인한 학교교육계획 이외의 청소년단체활동

•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자율동아리활동

• 학교장이 승인하여 동일학교급 타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국내 체험
활동

• 학교장이 승인한 교육관련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하여 실시한 국내 체
험활동

봉사활동
학교교육계획과 

개인계획 시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봉사활동 등 특기할 만한 내용

진로활동 정규교육과정 시수

• 학교교육계획(정규교육과정 포함)에 의해 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하여 
실시한 진로활동과 관련된 사항

• 진로지도와 관련된 상담 및 권고 내용

• 학교장이 승인하여 동일학교급 타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국내 체험
활동

• 학교장이 승인한 교육관련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하여 실시한 국내 체
험활동

주) 교육부 <2019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발췌

예비고1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2023 대입의 변화Chapt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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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율활동 : 같은 활동이라도 다른 기록을 남겨야 한다.

학교행사, 자치활동 등에 대한 기록으로 이를 통해 학생의 공동체 의식과 리더십, 자기주도

성 등을 평가한다. 학급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맡은 역할이 있다면 성실하게 수행하

며 그 역할을 통해 발전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하지만 학교에서 단체로 실시하는 자율활

동의 경우 같은 학교의 학생이라면 비슷한 내용이 기재될 수 있다. 따라서 같은 활동이라

도 차별화된 기록을 남기기 위한 노력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② 동아리활동 : 자신의 장점을 보여줄 수 있는 동아리를 선별해야 한다.

동아리는 학교에서 공인한 ‘정규동아리’가 있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자율동아리’가 

있다. 2022학년도부터 동아리활동은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동아리명 및 간단한 설명만 

기재할 수 있고, 자율동아리는 학년당 1개만 기재 가능하다. 기존에는 2~3학년 때 소논문 관

련 자율동아리를 개설하여 연구한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 또한 2022학년도부

터 기재할 수 없다. 청소년단체 활동 내용은 교육과정에 편성된 단체만 활동 내용을 기재할 

수 있고,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기재도 간소화 되었다. 따라서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하기보

다는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보여줄 수 있는 동아리 1~2개를 선택하여 집중할 필요가 있다. 

③ 봉사활동 : 실적은 기록하나 특기사항 기재하지 않는다. 

봉사활동은 기존에 봉사활동의 장소, 시간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특기사항을 기재할 수 있

었으나 성격상 교외 활동이 많아 교사의 관찰이 어려운 것을 고려하여 2022학년도부터 특

기사항은 삭제하고 봉사활동 실적만 현행대로 입력할 수 있다. 특별히 학생이 봉사에 대한 

뜻이 깊고 학생의 성실성과 인품을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담임교사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항목에 봉사활동에 대한 내용을 기재할 수 있다. 

④ 진로활동 : 적극적으로 진로를 찾는 과정을 보여줘야 한다.

학생의 학업진로, 직업진로에 대한 계획서, 진로와 관련된 각종 검사를 바탕으로 입력된다. 

진로를 정한 학생의 경우 진로희망사항을 보다 구체화하는 과정을, 진로를 정하지 못한 학

생은 각종 진로검사나 직업 정보 탐색을 통해 적극적으로 진로를 찾는 과정을 보여줘야 

한다. 이에 따라 자신의 진로가 학년별로 변경이 되었더라도 평가자가 ‘이 학생은 자신의 

진로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고민했구나.’라고 생각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2022학

년도부터 진로희망사항 항목이 삭제되면서 진로활동에 진로희망분야를 기재할 수 있으나 

대입자료로는 제공하지 않는다. 

(6) 교과학습발달상황

ü 학생부 관리의 시작은 교과 성적이다

ü 희망 전공 관련 교과의 등급 관리가 필요하고, 균형 잡힌 교과 활동 또한 중요하다

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학업역량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교과학습발달상황은 흔히 내신 성적이라고 말하는 교과 성적과 교과목 선생님이 기입하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으로 구성된다. 교과 성적은 중간고사, 기말고사와 수행평가를 합친 

33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

(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ü 자율활동 : 같은 활동이라도 다른 기록을 남겨야 한다

ü 동아리활동 : 자신의 장점을 보여줄 수 있는 동아리를 선별해야 한다

ü 봉사활동 : 실적은 기록하나 특기사항은 기재하지 않는다 

ü 진로활동 : 적극적으로 진로를 찾는 과정을 보여줘야 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은 흔히 ‘자동봉진’이라 부르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

활동 4가지 활동을 말한다. 기존에는 총 4,000자까지 기입이 가능했으나 2022학년도부터는 

교사의 기재부담 완화 및 교사 간 기재 격차 완화를 위해 각 항목별 특기사항의 입력 글자 

수가 축소되어 총 2,200자까지만 입력 가능하다. 

■ 2022학년도 창의적체험활동상황 글자 수 분량 감축 내용

항목 현행 글자 수 개선 글자 수

창체 특기사항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계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계
1,000 500 500 1,000

4,000
500 500 미기재 700

2,200
행특 종합의견 1,000 500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시수 인정과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는 내용

영역 시수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는 내용

자율활동

정규교육과정 시수

(행사활동은 별도 

행사시수 포함)

• 학교교육계획(정규교육과정 포함)에 의해 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하여 
실시한 활동

• 학교장이 승인하여 동일학교급 타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국내 체험
활동

• 학교장이 승인한 교육관련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하여 실시한 국내 체
험활동

※ 정규교육과정에 의해 해외에서 실시한 자율활동은 시수만 인정하며, 

그 이외의 해외 창의적 체험활동은 시수와 특기사항을 모두 입력하지 않

음

동아리활동

정규교육과정 시수

(정규교육과정 이외

학교스포츠클럽활동 포함)

• 정규교육과정 동아리활동(정규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 클럽활동 포함)

• 정규교육과정 이외 학교스포츠클럽활동

• 학교장이 승인한 학교교육계획 이외의 청소년단체활동

•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자율동아리활동

• 학교장이 승인하여 동일학교급 타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국내 체험
활동

• 학교장이 승인한 교육관련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하여 실시한 국내 체
험활동

봉사활동
학교교육계획과 

개인계획 시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봉사활동 등 특기할 만한 내용

진로활동 정규교육과정 시수

• 학교교육계획(정규교육과정 포함)에 의해 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하여 
실시한 진로활동과 관련된 사항

• 진로지도와 관련된 상담 및 권고 내용

• 학교장이 승인하여 동일학교급 타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국내 체험
활동

• 학교장이 승인한 교육관련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하여 실시한 국내 체
험활동

주) 교육부 <2019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발췌

예비고1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2023 대입의 변화Chapt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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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희망 전공 관련 서적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읽어야 한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비하여 자신이 목표로 하는 전공과 관련한 책을 읽는다면 전공적합

성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전공 관련 책을 읽으라고 하여 어려운 책을 읽으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해할 수 있을만한 관심 분야의 책을 고르라는 뜻이다. 대부분 학생

부 종합 전형에서는 면접 평가를 실시하므로 독서활동에 대한 내용을 질문했을 때 학생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독서활동 사항을 잘 적었더라도 적은 내용이 의미 없게 

된다. 따라서 어떠한 질문이 나오더라도 자유자재로 답변할 수 있도록 자신의 수준에 맞는 

책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② 비판적인 독서활동을 하는 습관을 갖는 것도 좋다.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으로 독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비판적인 책읽

기를 하는 것이 좋다. 누구나 책의 내용 이해는 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독서활동상황이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되기 위해서는 비판적 책읽기가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균형 잡힌 시각과 논리성,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려 판단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고 면접 

연습, 자기소개서 쓰기 대비까지 가능하다.

(8)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ü 교사추천서 폐지로 이 항목이 추천서를 대신하여 활용될 것이다

ü 담임교사가 작성하는 내용으로 학생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항목이다

ü 장점을 부각시키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담임교사가 작성하는 내용으로 학생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항목이다. 2022학년도부

터 교사추천서가 폐지되어 이 항목이 추천서를 대신하여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장

점을 최대한 보일 수 있도록,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작성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존에는 인성적인 면을 이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어떤 과목에 특별

한 능력이 있는지, 어떤 분야를 좋아하는지 등 학업역량이나 전공적합성까지 보여줄 수 있

는 항목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선생님과 유대관계를 잘 다지고, 장점을 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 의식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평소 적극적으

로 학교생활을 하면서 나눔과 배려, 협력을 실천한다면 자연스럽게 선생님께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35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

성적으로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석차등급’

을 산출하여 각 학기마다 성적이 나온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교과 성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수업 참여도와 자기주도 학습 능력, 전공 관련 학습 경험 등 학생의 학업 역량을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평가 시 점차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기존에는 방

과후학교 활동(수강)내용을 기재할 수 있었으나 2022학년도부터 기재할 수 없다. 

① 학생부 관리의 시작은 교과 성적이다. 

무엇보다 교과 성적을 잘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교과 성적이 절대

적인 합격의 요소가 되기 때문이고 고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전형에서도 대부분 내신 

성적순으로 추천을 해주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학업능력을 가장 중요

한 요소로 평가하는데 이는 교과 성적으로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

학년 때부터 내신 관리는 꾸준히 하는 것이 현명하다.

② 희망 전공 관련 교과의 등급 관리가 필요하고, 균형 잡힌 교과 활동 또한 중요하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학생의 교과 성적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지원한 학과에 

재능이 있는지 관련 교과 성적을 통해 판단한다. 즉 ‘전공적합성’을 학생부를 통해 평가한

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이 희망하는 학과와 관련된 과목은 더욱 신경을 써서 관리해야 

한다. 또한 주요 교과를 포함한 각 과목의 균형 잡힌 활동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주요 교

과만 열심히 공부하여 성적이 높게 나왔고 그 밖의 나머지 교과에서 낮은 성적을 받았다

면 성실성 면에서 감점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균형 잡힌 교과 활동을 해야 한다.

③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학업역량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각 과목별 담당교사가 작성하는 내용으로 단순 수치화된 교과 성

적만으로는 알 수 없는 학생의 학업능력, 열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므

로 우수한 성적을 받기 위해 노력함과 더불어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각 선생

님들이 기록할 수 있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7) 독서활동상황

ü 희망 전공 관련 서적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읽어야 한다

ü 비판적인 독서활동을 하는 습관을 갖는 것도 좋다

교과목별로 해당 교과 관련 독서활동 내용을 교과담당 교사가 입력하고, 특정 교과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 학급 담임교사가 공통으로 입력할 수 있다. 도서명(저자) 형식으로만 입력

되긴 하지만 이 항목을 통해 학생의 기초 소양을 평가할 수 있다. 만약 면접에서 도서와 

관련된 질문이 있을 경우 학생은 지원 학과 관련 도서를 읽음으로써 전공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표현할 수 있고 책을 통해 어떻게 변화했는지, 무슨 깨달음을 얻었는지를 설명함으

로써 발전가능성과 가치관을 보여줄 수도 있다. 

예비고1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2023 대입의 변화Chapt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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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희망 전공 관련 서적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읽어야 한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비하여 자신이 목표로 하는 전공과 관련한 책을 읽는다면 전공적합

성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전공 관련 책을 읽으라고 하여 어려운 책을 읽으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해할 수 있을만한 관심 분야의 책을 고르라는 뜻이다. 대부분 학생

부 종합 전형에서는 면접 평가를 실시하므로 독서활동에 대한 내용을 질문했을 때 학생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독서활동 사항을 잘 적었더라도 적은 내용이 의미 없게 

된다. 따라서 어떠한 질문이 나오더라도 자유자재로 답변할 수 있도록 자신의 수준에 맞는 

책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② 비판적인 독서활동을 하는 습관을 갖는 것도 좋다.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으로 독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비판적인 책읽

기를 하는 것이 좋다. 누구나 책의 내용 이해는 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독서활동상황이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되기 위해서는 비판적 책읽기가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균형 잡힌 시각과 논리성,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려 판단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고 면접 

연습, 자기소개서 쓰기 대비까지 가능하다.

(8)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ü 교사추천서 폐지로 이 항목이 추천서를 대신하여 활용될 것이다

ü 담임교사가 작성하는 내용으로 학생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항목이다

ü 장점을 부각시키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담임교사가 작성하는 내용으로 학생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항목이다. 2022학년도부

터 교사추천서가 폐지되어 이 항목이 추천서를 대신하여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장

점을 최대한 보일 수 있도록,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작성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존에는 인성적인 면을 이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어떤 과목에 특별

한 능력이 있는지, 어떤 분야를 좋아하는지 등 학업역량이나 전공적합성까지 보여줄 수 있

는 항목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선생님과 유대관계를 잘 다지고, 장점을 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 의식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평소 적극적으

로 학교생활을 하면서 나눔과 배려, 협력을 실천한다면 자연스럽게 선생님께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35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

성적으로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석차등급’

을 산출하여 각 학기마다 성적이 나온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교과 성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수업 참여도와 자기주도 학습 능력, 전공 관련 학습 경험 등 학생의 학업 역량을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평가 시 점차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기존에는 방

과후학교 활동(수강)내용을 기재할 수 있었으나 2022학년도부터 기재할 수 없다. 

① 학생부 관리의 시작은 교과 성적이다. 

무엇보다 교과 성적을 잘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교과 성적이 절대

적인 합격의 요소가 되기 때문이고 고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전형에서도 대부분 내신 

성적순으로 추천을 해주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학업능력을 가장 중요

한 요소로 평가하는데 이는 교과 성적으로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

학년 때부터 내신 관리는 꾸준히 하는 것이 현명하다.

② 희망 전공 관련 교과의 등급 관리가 필요하고, 균형 잡힌 교과 활동 또한 중요하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학생의 교과 성적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지원한 학과에 

재능이 있는지 관련 교과 성적을 통해 판단한다. 즉 ‘전공적합성’을 학생부를 통해 평가한

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이 희망하는 학과와 관련된 과목은 더욱 신경을 써서 관리해야 

한다. 또한 주요 교과를 포함한 각 과목의 균형 잡힌 활동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주요 교

과만 열심히 공부하여 성적이 높게 나왔고 그 밖의 나머지 교과에서 낮은 성적을 받았다

면 성실성 면에서 감점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균형 잡힌 교과 활동을 해야 한다.

③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학업역량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각 과목별 담당교사가 작성하는 내용으로 단순 수치화된 교과 성

적만으로는 알 수 없는 학생의 학업능력, 열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므

로 우수한 성적을 받기 위해 노력함과 더불어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각 선생

님들이 기록할 수 있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7) 독서활동상황

ü 희망 전공 관련 서적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읽어야 한다

ü 비판적인 독서활동을 하는 습관을 갖는 것도 좋다

교과목별로 해당 교과 관련 독서활동 내용을 교과담당 교사가 입력하고, 특정 교과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 학급 담임교사가 공통으로 입력할 수 있다. 도서명(저자) 형식으로만 입력

되긴 하지만 이 항목을 통해 학생의 기초 소양을 평가할 수 있다. 만약 면접에서 도서와 

관련된 질문이 있을 경우 학생은 지원 학과 관련 도서를 읽음으로써 전공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표현할 수 있고 책을 통해 어떻게 변화했는지, 무슨 깨달음을 얻었는지를 설명함으

로써 발전가능성과 가치관을 보여줄 수도 있다. 

예비고1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2023 대입의 변화Chapt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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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업역량

학업역량은 ‘학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초 수학 능력’을 의미한다. 대학은 학생을 선

발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부분이 바로 우수한 학업역량이다. 학생부 중 학업역량을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항목은 ‘교과학습발달상황’이다. 주요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가이드북을 살펴보면 대부분 교과 성적을 바탕으로 학업역량을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고교에 진학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교과 성적이다. 단, 이를 평

가할 때에는 수치상으로 보여지는 학업성취도뿐만 아니라 학업 태도, 학업 의지, 탐구활동 

등 학생부에 기재된 학업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모두 활용하여 평가한다. 

■ 주요 대학 학업역량 평가 내용

대학 평가 항목 평가 내용

서울대
학업능력

지적 성취

• 교과관련 성취수준(정성평가)

• 학업관련 교내 수상

•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교과 및 방과후학교 이수 내용)

• 창의적 체험활동(학업관련 동아리활동, 탐구/연구 활동)

서강대 학업역량

• 학업성취도는 어떠한가?

• 배움의 영역 또는 과정에서의 특징은 어떠한가?

• 배운 내용은 어떻게 활용하였는가?
학생부 : 교과학습 발달상황(이수내역, 성취도 등 정성평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교과 수업 내 학습 내용 및 학습 태도 등)

성균관대
학업수월성

학업충실성

• 평가 요소 : 교과성적, 선택교과 이수현황, 학년별 성적추이, 학업 관련 탐구활동, 

             교과관련 수상, 학업관련 프로그램
- 교과 성취도 : 학업역량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 3학년 1학기까지 전학년 전교과를

               대상으로 과목 단위수, 수강자수, 석차등급,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를

               모두 활용하여 평가

- 성취 수준 : 1~9등급의 석차등급 및 원점수(0~100점)의 “숫자” 뿐 아니라 “이수”, “.(방점)”

             등 여러 형태로 표기되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평가, 같은 2등급이라 하더라도

             과목의 특성에 따라 성취 수준을 다각도로 해석, 학년별, 과목별 성취 추이에

             따라서도 지원자의 도전정신, 발전가능성, 잠재력 등을 평가

-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교과수업 중 다양하게 진행되는 활동들의 특징을 평가에 고려, 

                        수행평가, 발표수업, 토론, 실험, 탐구활동 등을 통해 수업에서 

                        지원자의 구체적인 모습을 파악, 지원자의 성장면모를 확인하면서

                         자기주도적 학습, 깊이 있는 탐구심, 지적 호기심 등을 평가

중앙대

학업역량

• 학업 성취도, 교과 성취 수준 및 학업 발전 정도 : 

학업역량은 교과목의 석차등급 또는 원점수(평균/표준편차) 등의 학업 능력 지표를 말하며 

교과목 이수 현황을 기반으로 교과 성취 수준 및 학업의 발전 정도를 평가, 전체적인 교

과 성적의 성취도, 성적추이 등을 평가지표로 활용하며, 단순히 교과 성적 평균만으로 지

원자를 줄 세워 평가하지 않음

탐구역량

• 학업태도와 학업의지, 탐구활동과 탐구능력 :

탐구역량은 수업활동, 교내수상, 독서, 탐구활동 등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업과 전공

(계열) 관련 활동을 평가자료로 활용, 학교 교육과정의 각종 탐구활동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학업의 깊이와 탐구능력의 수준을 중점적으로 평가

주) 각 대학의 2019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가이드북 또는 2019학년도 수시모집요강 발췌 내용이므로 2022학년도 

평가항목 아닌 일부 항목이 포함되어 있음

37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

2. 학생부는 어떻게 평가되는가?
대입에서 학생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대학이 그 

학생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그에 맞게 학생부를 관리할 수 있다. 대학/

전형마다 평가 기준이 다소 다를 수 있지만 6개 대학(건국대, 경희대, 서울여대, 연세대, 중

앙대, 한국외대) 공동 연구진이 평가요소와 평가항목을 표준화하여 발간한 <학생부종합전

형 공통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에 따르면 대학은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발전가능성’, ‘인

성’, 이렇게 4가지 요소를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학생부 종합 전형 공통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

    주) 6개 대학 공동연구진이 발간한 <학생부종합전형 공통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 책자 중 발췌 

예비고1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2023 대입의 변화Chapt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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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업역량

학업역량은 ‘학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초 수학 능력’을 의미한다. 대학은 학생을 선

발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부분이 바로 우수한 학업역량이다. 학생부 중 학업역량을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항목은 ‘교과학습발달상황’이다. 주요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가이드북을 살펴보면 대부분 교과 성적을 바탕으로 학업역량을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고교에 진학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교과 성적이다. 단, 이를 평

가할 때에는 수치상으로 보여지는 학업성취도뿐만 아니라 학업 태도, 학업 의지, 탐구활동 

등 학생부에 기재된 학업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모두 활용하여 평가한다. 

■ 주요 대학 학업역량 평가 내용

대학 평가 항목 평가 내용

서울대
학업능력

지적 성취

• 교과관련 성취수준(정성평가)

• 학업관련 교내 수상

•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교과 및 방과후학교 이수 내용)

• 창의적 체험활동(학업관련 동아리활동, 탐구/연구 활동)

서강대 학업역량

• 학업성취도는 어떠한가?

• 배움의 영역 또는 과정에서의 특징은 어떠한가?

• 배운 내용은 어떻게 활용하였는가?
학생부 : 교과학습 발달상황(이수내역, 성취도 등 정성평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교과 수업 내 학습 내용 및 학습 태도 등)

성균관대
학업수월성

학업충실성

• 평가 요소 : 교과성적, 선택교과 이수현황, 학년별 성적추이, 학업 관련 탐구활동, 

             교과관련 수상, 학업관련 프로그램
- 교과 성취도 : 학업역량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 3학년 1학기까지 전학년 전교과를

               대상으로 과목 단위수, 수강자수, 석차등급,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를

               모두 활용하여 평가

- 성취 수준 : 1~9등급의 석차등급 및 원점수(0~100점)의 “숫자” 뿐 아니라 “이수”, “.(방점)”

             등 여러 형태로 표기되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평가, 같은 2등급이라 하더라도

             과목의 특성에 따라 성취 수준을 다각도로 해석, 학년별, 과목별 성취 추이에

             따라서도 지원자의 도전정신, 발전가능성, 잠재력 등을 평가

-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교과수업 중 다양하게 진행되는 활동들의 특징을 평가에 고려, 

                        수행평가, 발표수업, 토론, 실험, 탐구활동 등을 통해 수업에서 

                        지원자의 구체적인 모습을 파악, 지원자의 성장면모를 확인하면서

                         자기주도적 학습, 깊이 있는 탐구심, 지적 호기심 등을 평가

중앙대

학업역량

• 학업 성취도, 교과 성취 수준 및 학업 발전 정도 : 

학업역량은 교과목의 석차등급 또는 원점수(평균/표준편차) 등의 학업 능력 지표를 말하며 

교과목 이수 현황을 기반으로 교과 성취 수준 및 학업의 발전 정도를 평가, 전체적인 교

과 성적의 성취도, 성적추이 등을 평가지표로 활용하며, 단순히 교과 성적 평균만으로 지

원자를 줄 세워 평가하지 않음

탐구역량

• 학업태도와 학업의지, 탐구활동과 탐구능력 :

탐구역량은 수업활동, 교내수상, 독서, 탐구활동 등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업과 전공

(계열) 관련 활동을 평가자료로 활용, 학교 교육과정의 각종 탐구활동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학업의 깊이와 탐구능력의 수준을 중점적으로 평가

주) 각 대학의 2019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가이드북 또는 2019학년도 수시모집요강 발췌 내용이므로 2022학년도 

평가항목 아닌 일부 항목이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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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부는 어떻게 평가되는가?
대입에서 학생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대학이 그 

학생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그에 맞게 학생부를 관리할 수 있다. 대학/

전형마다 평가 기준이 다소 다를 수 있지만 6개 대학(건국대, 경희대, 서울여대, 연세대, 중

앙대, 한국외대) 공동 연구진이 평가요소와 평가항목을 표준화하여 발간한 <학생부종합전

형 공통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에 따르면 대학은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발전가능성’, ‘인

성’, 이렇게 4가지 요소를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학생부 종합 전형 공통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

    주) 6개 대학 공동연구진이 발간한 <학생부종합전형 공통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 책자 중 발췌 

예비고1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2023 대입의 변화Chapt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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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공적합성

전공적합성은 ‘지원 모집단위와 관련된 분야에 대한 관심과 이해, 노력과 준비 정도’를 말

한다. 쉽게 말하자면 진로희망을 위해 고교생활 동안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명확하게 진로가 정해져있는 학생은 고교에 진학하여 관련 과목의 성적을 우수하

게 관리하고 희망 모집단위에 맞는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전공적합성에 맞게 학생부를 채

워나갈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은 학생부 상에서 일관된 전공적합성을 보여주기

가 쉽지 않다. 그러한 이유로 2022학년도부터 학생부의 진로희망사항 항목이 삭제되어 진

로가 명확하지 않았거나, 중간에 진로가 변경된 학생들의 부담은 줄었다고 볼 수 있다. 대

학 또한 학생들의 장래희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진

로희망만을 가지고 전공적합성을 평가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전공적합성은 학생부의 어

떠한 항목에서 확인해볼 수 있을까? 

각 대학의 2019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가이드북을 살펴보면 이것이 전공적합성이라고 설

명하기보다는 ‘지적호기심’,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및 성취’, ‘열정’ 등 학생의 가능성을 학생

부를 통해 확인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많은 학생들이 전공적합성이라고 생각하면 

희망 모집단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알고 있고 이를 학생부에 드러나도록 기재해야한

다고 생각하지만 대학에서 요구하는 수준은 고교 수준에서의 관심과 노력, 열정을 보는 정

도이다. 또 그 관심과 노력이 희망 모집단위와 관련이 없더라도 학문을 대하는 태도와 참

여도를 통해 충분히 전공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주요 대학 전공적합성 평가 내용

대학 평가 항목 평가 내용

서울대

지적호기심

자기주도성

적극성

열정

• 학업관련 교내 수상(교내 대회 참여도 및 노력)

• 창의적 체험활동(동아리, 학내 활동 참여도 및 노력)

•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수업참여도 및 태도, 심화과목 선택 노력 등)

서강대
성장가능성

(Academic)

• 자기주도적으로 배우고 경험하고자 하였는가?

• 주어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였는가?

• 지적 호기심을 보이는 영역이 있는가?
학생부 : 수상경력,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참여도 및 노력)

        교내 교과 및 비교과 관련 활동(참여도 및 노력)

성균관대
전공적합성

활동다양성

• 지원 모집단위에 수학할만한 재능과 열정을 지니고 있는가?

  교과 성취수준(개별), 관심 및 열의, 활동내용 등
• 진로희망사항이 변화가 있거나 지원 모집단위와 불일치할 경우 불리하지 않나?

진로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거나, 장래희망이 바뀔 수 있는 것은 청소년기 성장과정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입학사정관들은 충분히 고려하며 평가. 지원 모집단위와 교내 활동

이 단순히 일치하는지 식의 단편적인 평가를 하지 않음

• 일관된 테마로 모집단위와 관련된 활동을 해야 평가에 유리한가? 아니면 다방면의 활동

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게 더 유리한가?

경영학과에 합격하기 위해서 경영동아리 활동, 교내 창업대회 참가, 경영 관련 독서활동을 

해야만 합격할 수 있다고 흔히 생각하지만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는 특정 활동 유무가 

아니라 대학 전공을 소화하는데 기본적인 역량, 태도를 갖추었는지가 중요. 핵심은 활동 

자체가 아니라, 같은 활동이라 하더라도 경험한 것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어

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등 자신만의 COLOR를 드러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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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학업능력이 평가되는지 학생의 예를 통해 확인해보자. 다음의 예

는 최상위권 대학 경제학과에 합격한 학생으로 학생부의 여러 항목에서 우수한 학업역량

을 확인해볼 수 있다. 먼저 1학년 때부터 교과 성적이 매우 우수했는데 다소 부진했던 수

학까지 2학년 때부터는 1등급으로 올려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담당 선생님께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그밖에 세부능력 특기사항에는 각 과목을 공부하고 그와 관련된 보고서를 

제출한 내용이 많아 학업에 대한 탐구능력을 인정받았을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우수한 성

적으로 대부분의 과목에서 학업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인문계 학생이지만 수학부문에 두각

을 나타내 경시대회에서 수상한 이력이 있었다. 이는 수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제학과 

진학에 매우 중요한 합격 요소가 되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에는 경제

탐구반에서 활동하며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경제이론을 꾸준히 공부했던 내용이 담

겨있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는 학생이 우수한 성적을 받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

지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학생의 학업태도와 학업의지가 매우 좋다는 내용이 기재되었다. 

이렇게 학업역량은 학생부의 여러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학생의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최고의 자료가 된다.   

■ 경제학과에 합격한 학생의 학생부 내용

교과 성적

전 교과 : 1.12등급 / 국영수사 : 1.15등급

성적추이(전 교과) : 1학년 1.27등급 → 2학년 1.03등급 → 3학년 1.00등급

특이점 : 수학 성적의 향상 

         1학년 2등급(원점수:76.5) → 2학년 1등급(원점수:86) → 3학년 1등급(원점수:93)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경제 : ‘로렌츠 곡선’그리기 수업을 통해 로렌츠 곡선의 모습과 소득 불평등과의 관계를 정확히 해석함. 또한 

이를 바탕으로 지니계수, 10분위 분배율, 5분위 배율 등 상대적 지표들의 범위를 정확하게 도출해내는 모습이 

인상적임. ○○에 참여하여 ‘○○ 탐구 보고서 작성 및 PPT 발표’, ‘○○ 탐구 보고서 작성 및 PPT’발표 등의 

수업을 통해 기업 경영자의 역할과 조건 및 기업가 정신의 현대적 의미를 되새겨 보는 계기를 가짐

- 미적분Ⅰ : 발표할 때마다 낭랑한 목소리로 총명함이 돋보이고 정확한 풀잇법으로 남들이 못 푸는 문제도 거

침없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학생임. 현재 모습을 보면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소유한 능력자임. 1학

년 때 성적보다 너무 많이 향상된 결과를 보이며 앞으로 기대되는 유망주임. 자신이 부족한 단원도 알고 있기

에 채워가며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음. 미적분과 수학, 수학와의 연계성을 찾아가며 심도 있는 교과 공부를 

함. 기출문제를 열심히 푸는 등 앞으로 계속 정신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성취하기 위해 매우 성실하

게 학습에 참여하며 수업 준비 또한 철저하므로 높은 성취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

수상경력
- 학업우수상(국어, 영어, 경제, 화학Ⅰ,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 등) 다수 수상

- 수학․과학경시대회(수학, 화학부문), 수학과학고수전(수학인문) 수상

- 교내영어학력경진대회, 영어독해왕 수상

창의적

체험활동

경제탐구반 : 다양한 주제의 경제 다큐멘터리를 감상하고 알게 된 점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함. 현실의 경

제 문제와 관련된 상황을 분석하고 합리적이고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함. 특히 ‘○○를 마케팅하

라’는 과제에 대해서 SNS와 스템프 투어를 통한 홍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구체화함. 경제신문을 스크랩하면서 

국내외 경제의 흐름을 파악하고 비판적 사고를 높임. ○○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제 정책에 대한 안

목을 높임. 경제이론을 꾸준히 공부하여 높은 이해도를 보여줌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교내에서 실시하는 평일 방과후학교 수업, 야간 자율학습, 토요 자습, 방학 중 방과후학교 수업 및 자습을 모두 

참여했으며 야간과 주말에 실시하는 프로그램에도 빠짐없이 참여를 하는 매우 모범적인 학생임. 잘 짜진 계획을 

세워 자습 시간에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태도가 아주 강하며 모든 교과 태도가 좋으며 타의 모범이 되는 학

생임. 학업 면에서도 1학기 성적이 1학년 때보다 더 우수해짐. 한 과목만 빼고 1등급을 보여주더니 2학기 성적

에서는 모든 과목이 1등급을 보여줌

예비고1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2023 대입의 변화Chapt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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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공적합성

전공적합성은 ‘지원 모집단위와 관련된 분야에 대한 관심과 이해, 노력과 준비 정도’를 말

한다. 쉽게 말하자면 진로희망을 위해 고교생활 동안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명확하게 진로가 정해져있는 학생은 고교에 진학하여 관련 과목의 성적을 우수하

게 관리하고 희망 모집단위에 맞는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전공적합성에 맞게 학생부를 채

워나갈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은 학생부 상에서 일관된 전공적합성을 보여주기

가 쉽지 않다. 그러한 이유로 2022학년도부터 학생부의 진로희망사항 항목이 삭제되어 진

로가 명확하지 않았거나, 중간에 진로가 변경된 학생들의 부담은 줄었다고 볼 수 있다. 대

학 또한 학생들의 장래희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진

로희망만을 가지고 전공적합성을 평가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전공적합성은 학생부의 어

떠한 항목에서 확인해볼 수 있을까? 

각 대학의 2019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가이드북을 살펴보면 이것이 전공적합성이라고 설

명하기보다는 ‘지적호기심’,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및 성취’, ‘열정’ 등 학생의 가능성을 학생

부를 통해 확인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많은 학생들이 전공적합성이라고 생각하면 

희망 모집단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알고 있고 이를 학생부에 드러나도록 기재해야한

다고 생각하지만 대학에서 요구하는 수준은 고교 수준에서의 관심과 노력, 열정을 보는 정

도이다. 또 그 관심과 노력이 희망 모집단위와 관련이 없더라도 학문을 대하는 태도와 참

여도를 통해 충분히 전공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주요 대학 전공적합성 평가 내용

대학 평가 항목 평가 내용

서울대

지적호기심

자기주도성

적극성

열정

• 학업관련 교내 수상(교내 대회 참여도 및 노력)

• 창의적 체험활동(동아리, 학내 활동 참여도 및 노력)

•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수업참여도 및 태도, 심화과목 선택 노력 등)

서강대
성장가능성

(Academic)

• 자기주도적으로 배우고 경험하고자 하였는가?

• 주어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였는가?

• 지적 호기심을 보이는 영역이 있는가?
학생부 : 수상경력,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참여도 및 노력)

        교내 교과 및 비교과 관련 활동(참여도 및 노력)

성균관대
전공적합성

활동다양성

• 지원 모집단위에 수학할만한 재능과 열정을 지니고 있는가?

  교과 성취수준(개별), 관심 및 열의, 활동내용 등
• 진로희망사항이 변화가 있거나 지원 모집단위와 불일치할 경우 불리하지 않나?

진로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거나, 장래희망이 바뀔 수 있는 것은 청소년기 성장과정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입학사정관들은 충분히 고려하며 평가. 지원 모집단위와 교내 활동

이 단순히 일치하는지 식의 단편적인 평가를 하지 않음

• 일관된 테마로 모집단위와 관련된 활동을 해야 평가에 유리한가? 아니면 다방면의 활동

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게 더 유리한가?

경영학과에 합격하기 위해서 경영동아리 활동, 교내 창업대회 참가, 경영 관련 독서활동을 

해야만 합격할 수 있다고 흔히 생각하지만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는 특정 활동 유무가 

아니라 대학 전공을 소화하는데 기본적인 역량, 태도를 갖추었는지가 중요. 핵심은 활동 

자체가 아니라, 같은 활동이라 하더라도 경험한 것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어

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등 자신만의 COLOR를 드러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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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학업능력이 평가되는지 학생의 예를 통해 확인해보자. 다음의 예

는 최상위권 대학 경제학과에 합격한 학생으로 학생부의 여러 항목에서 우수한 학업역량

을 확인해볼 수 있다. 먼저 1학년 때부터 교과 성적이 매우 우수했는데 다소 부진했던 수

학까지 2학년 때부터는 1등급으로 올려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담당 선생님께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그밖에 세부능력 특기사항에는 각 과목을 공부하고 그와 관련된 보고서를 

제출한 내용이 많아 학업에 대한 탐구능력을 인정받았을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우수한 성

적으로 대부분의 과목에서 학업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인문계 학생이지만 수학부문에 두각

을 나타내 경시대회에서 수상한 이력이 있었다. 이는 수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제학과 

진학에 매우 중요한 합격 요소가 되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에는 경제

탐구반에서 활동하며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경제이론을 꾸준히 공부했던 내용이 담

겨있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는 학생이 우수한 성적을 받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

지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학생의 학업태도와 학업의지가 매우 좋다는 내용이 기재되었다. 

이렇게 학업역량은 학생부의 여러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학생의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최고의 자료가 된다.   

■ 경제학과에 합격한 학생의 학생부 내용

교과 성적

전 교과 : 1.12등급 / 국영수사 : 1.15등급

성적추이(전 교과) : 1학년 1.27등급 → 2학년 1.03등급 → 3학년 1.00등급

특이점 : 수학 성적의 향상 

         1학년 2등급(원점수:76.5) → 2학년 1등급(원점수:86) → 3학년 1등급(원점수:93)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경제 : ‘로렌츠 곡선’그리기 수업을 통해 로렌츠 곡선의 모습과 소득 불평등과의 관계를 정확히 해석함. 또한 

이를 바탕으로 지니계수, 10분위 분배율, 5분위 배율 등 상대적 지표들의 범위를 정확하게 도출해내는 모습이 

인상적임. ○○에 참여하여 ‘○○ 탐구 보고서 작성 및 PPT 발표’, ‘○○ 탐구 보고서 작성 및 PPT’발표 등의 

수업을 통해 기업 경영자의 역할과 조건 및 기업가 정신의 현대적 의미를 되새겨 보는 계기를 가짐

- 미적분Ⅰ : 발표할 때마다 낭랑한 목소리로 총명함이 돋보이고 정확한 풀잇법으로 남들이 못 푸는 문제도 거

침없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학생임. 현재 모습을 보면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소유한 능력자임. 1학

년 때 성적보다 너무 많이 향상된 결과를 보이며 앞으로 기대되는 유망주임. 자신이 부족한 단원도 알고 있기

에 채워가며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음. 미적분과 수학, 수학와의 연계성을 찾아가며 심도 있는 교과 공부를 

함. 기출문제를 열심히 푸는 등 앞으로 계속 정신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성취하기 위해 매우 성실하

게 학습에 참여하며 수업 준비 또한 철저하므로 높은 성취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

수상경력
- 학업우수상(국어, 영어, 경제, 화학Ⅰ,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 등) 다수 수상

- 수학․과학경시대회(수학, 화학부문), 수학과학고수전(수학인문) 수상

- 교내영어학력경진대회, 영어독해왕 수상

창의적

체험활동

경제탐구반 : 다양한 주제의 경제 다큐멘터리를 감상하고 알게 된 점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함. 현실의 경

제 문제와 관련된 상황을 분석하고 합리적이고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함. 특히 ‘○○를 마케팅하

라’는 과제에 대해서 SNS와 스템프 투어를 통한 홍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구체화함. 경제신문을 스크랩하면서 

국내외 경제의 흐름을 파악하고 비판적 사고를 높임. ○○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제 정책에 대한 안

목을 높임. 경제이론을 꾸준히 공부하여 높은 이해도를 보여줌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교내에서 실시하는 평일 방과후학교 수업, 야간 자율학습, 토요 자습, 방학 중 방과후학교 수업 및 자습을 모두 

참여했으며 야간과 주말에 실시하는 프로그램에도 빠짐없이 참여를 하는 매우 모범적인 학생임. 잘 짜진 계획을 

세워 자습 시간에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태도가 아주 강하며 모든 교과 태도가 좋으며 타의 모범이 되는 학

생임. 학업 면에서도 1학기 성적이 1학년 때보다 더 우수해짐. 한 과목만 빼고 1등급을 보여주더니 2학기 성적

에서는 모든 과목이 1등급을 보여줌

예비고1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2023 대입의 변화Chapt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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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성

인성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필요한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을 말한다. 학생 개인이 가지고 

있는 품성과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인성’이라는 요소로 평가하겠다

는 것이다. 아무리 우수한 학업역량을 가진 학생이라도 공동체 안에서 협력하지 못한다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없다. 각 대학의 평가 내용을 보면 ‘인성’

이라고 항목을 지칭하지 않았어도 ‘공동체의식’, ‘배려심’으로 평가 내용에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부만 잘하는 학생이 아니라 학교생활에서 협력하고 배려하는 자세로 

주변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 주요 대학 인성 평가 내용

대학 평가 항목 평가 내용

서울대
개인적 특성

학업 외 소양

• 학업 외 교내 수상

• 창의적 체험활동(동아리활동, 리더십, 책임감, 공동체의식, 봉사활동에서 나타난 배려심)

• 출결상황

서강대
성장가능성

(General)

• 주어진 여건 내에서 최선을 다하였는가?

•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였는가?

• 공동체의식, 리더십, 배려심을 지니고 있는가?
학생부 : 출결 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중앙대 인성

• 협업능력과 소통능력, 나눔과 배려, 도덕성 및 성실성

인성은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협력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역량을 뜻합니다. 

학업, 동아리, 학생회, 봉사활동, 단체활동 등 교내활동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지원자의 

구체적인 역할과 공동체에 기여하고자 하는 협력정신, 갈등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인 노력 등을 평가함. 지원자의 인성적 측면도 중요한 평가요소가 될 수 있음

주) 각 대학의 2019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가이드북 또는 2019학년도 수시모집요강 발췌 내용임

다음의 예는 최상위 대학 수학교육과에 합격한 학생의 학생부 내용으로 여러 항목에서 학

생의 공동체의식과 배려심을 확인할 수 있다. 수학과 과학에 흥미가 있는 학생으로 고교생

활 내내 초등학생의 학습도우미 역할을 하였으며 반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자

진하여 멘토 역할을 하였다. 2022학년도부터 창의적 체험활동 항목에 봉사활동 내용을 기

재할 수 없지만 특별히 나눔을 실천한 학생들은 담임선생님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항목

에 기재할 수 있다. 이 학생의 경우도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꾸준히 봉사를 한 내용과 

학생의 선한 성품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간혹 봉사활동을 통해서만 인성을 평가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여 억지로 많은 시간을 채우

려고 하는 학생이 있다. ‘인성’은 교실, 동아리활동, 모둠활동 등 학교생활에서 상대방을 배

려하고 함께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적극적인 자세만으로도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항목이다. 따라서 작은 역할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학교와 주변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실천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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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각 대학의 2019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가이드북 또는 2019학년도 수시모집요강 발췌 내용임

다음의 예는 최상위 대학 생명과학과에 합격한 학생의 학생부 내용이다. 이 학생의 진로희

망사항은 화학공학기술자였다. 그런데 생명과학Ⅱ의 유전자 발현 단원을 배우면서 생명과

학에 대한 강한 호기심이 생겨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일반고 학생이지만 내신 경쟁이 

치열한 서울의 유명 학군의 고교를 다녔기 때문에 최상위 성적을 받지는 못했다. 하지만 

희망 학과 관련된 교과는 열심히 공부하여 화학과 생명과학 성적은 다른 교과에 비해 우

수하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서도 수학과 생명과학 등 자연계 학생으로서 관련 분야를 

탐구하고 노력한 모습이 확실하게 기술되어 있고, 심지어 독서와 문법 시간에도 생명과학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관련 서적을 읽고 조사한 내용이 담겨있다. 과학실험동아리에서 주

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보면 담임선생님으로부터 희망 전공 관련

하여 열정이 대단한 학생이라는 평가를 받은 내용이 있다. 이렇게 학생부의 여러 항목을 

통해 학생의 학업에 대한 열정과 꿈을 위한 노력이 우수하게 평가받았다고 분석된다. 

■ 생명과학과에 합격한 학생의 학생부 내용

대학 평가 항목 평가 내용

중앙대 전공적합성

• 전공(계열) 관련 교육과정 이수 및 성취, 관심과 이해, 활동

전공적합성은 고교 교육과정에서 지원 전공(계열)에 필요한 과목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업

성취의 수준을 평가하며 전공(계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인 태도

와 알고 있는 정도, 노력한 과정과 배운 점을 통해 잠재역량을 확인함. 학교별 교육과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교육과정 이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학생의 환경을 고려

하여 평가함

교과 성적

전교과 :  2.4등급 / 국영수과 : 2.4등급
성적추이 : 1학년 2.3등급 → 2학년 2.6등급 → 3학년 2.0등급
특이점 : 화학, 생명과학 성적 우수

  화학Ⅰ 2등급(원점수:96), 화학Ⅱ 3등급(원점수:89), 생명과학Ⅰ 1.5급(원점수:95.5), 생명과학Ⅱ 1등급(원점수:98)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미적분Ⅱ : 미분법, 적분법 영역에서 모두 우수한 수학적 능력을 보여주었고 각 단원에서 습득한 수학적 개

념, 원리, 법칙을 토대로 하여 새로운 개념에 대한 접근을 통하여 복합적 개념이 적용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이 탁월함. 수학에 대한 탐구와 열정이 있어 항상 최선을 다하며 수학적 능력의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연

구함.

- 생명과학Ⅱ : 생명과학 반장으로서 성실하게 활동하며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음. 창의체험활동 탐구발표

에서 ○○○ 주제로 ○○○ 등에 대해 그 원인과 증상 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유전병의 치료방법을 제시하

는 등 발표 내용이 매우 우수했으며, 정리가 잘 된 PPT 자료의 황용과 논리적인 설명이 매우 효과적이었음

- 독서와 문법 : 비문학 지문 ‘뼈의 재형성 작용과 성장 과정’을 읽고 글에 담긴 사실과 정보를 파악함. 각 단

락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한눈에 보기’란을 만들어서 내용을 이해하기 좋게 정리해 급우들에게 프린트해서 

배부함. 또한 이과 학생인 만큼 평소에 생명과학 분야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이 글을 읽고 참고할만한 자료로 

○○○ 교수의 ‘○○○’을 읽고 우리 몸의 구성과 작용 원리에 대해 조사하여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다른 학

생들이 우리 몸에 대한 배경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

수상경력
- 학업우수상(환경과학, 생명과학Ⅰ, 생명과학Ⅱ 등) 다수 수상

- 영어학력경시대회 수상

창의적

체험활동

과학실험동아리 : 사람의 내부 장기와 모습과 구조가 비슷한 ‘쥐 해부 실험’을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직접 실험

의 목적과 의의, 과정을 그림과 사진 등 시각 자료 및 관련 자료들을 이용하여 학생들 앞에서 효과적으로 발표

함. 쥐를 마취하는 방법과 사체 처리 방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부 실험을 포함한 동물 실험의 윤리적인 문제

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과학적 실험 정신과 이에 부딪히는 윤리 문제로 확장해서 고민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됨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수학과 화학에도 흥미가 많아 이와 관련된 교내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함. 정기고사 때 수학과목 미적분 부

분을 요점 정리 후 학습 학생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학생들의 학습에 많은 도움을 줌. 다양한 공학 분야의 기

초가 되는 화학공학기술자로서의 꿈을 지니고 있으며 미래의 진정한 꿈을 이루기 위해 학업과 자신의 역할에 열

정을 갖고 부단히 노력하는 학생임

예비고1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2023 대입의 변화Chapt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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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성

인성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필요한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을 말한다. 학생 개인이 가지고 

있는 품성과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인성’이라는 요소로 평가하겠다

는 것이다. 아무리 우수한 학업역량을 가진 학생이라도 공동체 안에서 협력하지 못한다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없다. 각 대학의 평가 내용을 보면 ‘인성’

이라고 항목을 지칭하지 않았어도 ‘공동체의식’, ‘배려심’으로 평가 내용에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부만 잘하는 학생이 아니라 학교생활에서 협력하고 배려하는 자세로 

주변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 주요 대학 인성 평가 내용

대학 평가 항목 평가 내용

서울대
개인적 특성

학업 외 소양

• 학업 외 교내 수상

• 창의적 체험활동(동아리활동, 리더십, 책임감, 공동체의식, 봉사활동에서 나타난 배려심)

• 출결상황

서강대
성장가능성

(General)

• 주어진 여건 내에서 최선을 다하였는가?

•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였는가?

• 공동체의식, 리더십, 배려심을 지니고 있는가?
학생부 : 출결 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중앙대 인성

• 협업능력과 소통능력, 나눔과 배려, 도덕성 및 성실성

인성은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협력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역량을 뜻합니다. 

학업, 동아리, 학생회, 봉사활동, 단체활동 등 교내활동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지원자의 

구체적인 역할과 공동체에 기여하고자 하는 협력정신, 갈등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인 노력 등을 평가함. 지원자의 인성적 측면도 중요한 평가요소가 될 수 있음

주) 각 대학의 2019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가이드북 또는 2019학년도 수시모집요강 발췌 내용임

다음의 예는 최상위 대학 수학교육과에 합격한 학생의 학생부 내용으로 여러 항목에서 학

생의 공동체의식과 배려심을 확인할 수 있다. 수학과 과학에 흥미가 있는 학생으로 고교생

활 내내 초등학생의 학습도우미 역할을 하였으며 반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자

진하여 멘토 역할을 하였다. 2022학년도부터 창의적 체험활동 항목에 봉사활동 내용을 기

재할 수 없지만 특별히 나눔을 실천한 학생들은 담임선생님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항목

에 기재할 수 있다. 이 학생의 경우도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꾸준히 봉사를 한 내용과 

학생의 선한 성품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간혹 봉사활동을 통해서만 인성을 평가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여 억지로 많은 시간을 채우

려고 하는 학생이 있다. ‘인성’은 교실, 동아리활동, 모둠활동 등 학교생활에서 상대방을 배

려하고 함께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적극적인 자세만으로도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항목이다. 따라서 작은 역할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학교와 주변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실천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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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각 대학의 2019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가이드북 또는 2019학년도 수시모집요강 발췌 내용임

다음의 예는 최상위 대학 생명과학과에 합격한 학생의 학생부 내용이다. 이 학생의 진로희

망사항은 화학공학기술자였다. 그런데 생명과학Ⅱ의 유전자 발현 단원을 배우면서 생명과

학에 대한 강한 호기심이 생겨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일반고 학생이지만 내신 경쟁이 

치열한 서울의 유명 학군의 고교를 다녔기 때문에 최상위 성적을 받지는 못했다. 하지만 

희망 학과 관련된 교과는 열심히 공부하여 화학과 생명과학 성적은 다른 교과에 비해 우

수하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서도 수학과 생명과학 등 자연계 학생으로서 관련 분야를 

탐구하고 노력한 모습이 확실하게 기술되어 있고, 심지어 독서와 문법 시간에도 생명과학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관련 서적을 읽고 조사한 내용이 담겨있다. 과학실험동아리에서 주

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보면 담임선생님으로부터 희망 전공 관련

하여 열정이 대단한 학생이라는 평가를 받은 내용이 있다. 이렇게 학생부의 여러 항목을 

통해 학생의 학업에 대한 열정과 꿈을 위한 노력이 우수하게 평가받았다고 분석된다. 

■ 생명과학과에 합격한 학생의 학생부 내용

대학 평가 항목 평가 내용

중앙대 전공적합성

• 전공(계열) 관련 교육과정 이수 및 성취, 관심과 이해, 활동

전공적합성은 고교 교육과정에서 지원 전공(계열)에 필요한 과목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업

성취의 수준을 평가하며 전공(계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인 태도

와 알고 있는 정도, 노력한 과정과 배운 점을 통해 잠재역량을 확인함. 학교별 교육과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교육과정 이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학생의 환경을 고려

하여 평가함

교과 성적

전교과 :  2.4등급 / 국영수과 : 2.4등급
성적추이 : 1학년 2.3등급 → 2학년 2.6등급 → 3학년 2.0등급
특이점 : 화학, 생명과학 성적 우수

  화학Ⅰ 2등급(원점수:96), 화학Ⅱ 3등급(원점수:89), 생명과학Ⅰ 1.5급(원점수:95.5), 생명과학Ⅱ 1등급(원점수:98)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미적분Ⅱ : 미분법, 적분법 영역에서 모두 우수한 수학적 능력을 보여주었고 각 단원에서 습득한 수학적 개

념, 원리, 법칙을 토대로 하여 새로운 개념에 대한 접근을 통하여 복합적 개념이 적용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이 탁월함. 수학에 대한 탐구와 열정이 있어 항상 최선을 다하며 수학적 능력의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연

구함.

- 생명과학Ⅱ : 생명과학 반장으로서 성실하게 활동하며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음. 창의체험활동 탐구발표

에서 ○○○ 주제로 ○○○ 등에 대해 그 원인과 증상 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유전병의 치료방법을 제시하

는 등 발표 내용이 매우 우수했으며, 정리가 잘 된 PPT 자료의 황용과 논리적인 설명이 매우 효과적이었음

- 독서와 문법 : 비문학 지문 ‘뼈의 재형성 작용과 성장 과정’을 읽고 글에 담긴 사실과 정보를 파악함. 각 단

락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한눈에 보기’란을 만들어서 내용을 이해하기 좋게 정리해 급우들에게 프린트해서 

배부함. 또한 이과 학생인 만큼 평소에 생명과학 분야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이 글을 읽고 참고할만한 자료로 

○○○ 교수의 ‘○○○’을 읽고 우리 몸의 구성과 작용 원리에 대해 조사하여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다른 학

생들이 우리 몸에 대한 배경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

수상경력
- 학업우수상(환경과학, 생명과학Ⅰ, 생명과학Ⅱ 등) 다수 수상

- 영어학력경시대회 수상

창의적

체험활동

과학실험동아리 : 사람의 내부 장기와 모습과 구조가 비슷한 ‘쥐 해부 실험’을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직접 실험

의 목적과 의의, 과정을 그림과 사진 등 시각 자료 및 관련 자료들을 이용하여 학생들 앞에서 효과적으로 발표

함. 쥐를 마취하는 방법과 사체 처리 방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부 실험을 포함한 동물 실험의 윤리적인 문제

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과학적 실험 정신과 이에 부딪히는 윤리 문제로 확장해서 고민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됨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수학과 화학에도 흥미가 많아 이와 관련된 교내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함. 정기고사 때 수학과목 미적분 부

분을 요점 정리 후 학습 학생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학생들의 학습에 많은 도움을 줌. 다양한 공학 분야의 기

초가 되는 화학공학기술자로서의 꿈을 지니고 있으며 미래의 진정한 꿈을 이루기 위해 학업과 자신의 역할에 열

정을 갖고 부단히 노력하는 학생임

예비고1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2023 대입의 변화Chapt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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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위 대학 수학교육과에 합격한 이 학생은 먼저 자기주도학습을 위해 선생님께 상담하

고 계획을 세워 이를 지키기 위해 매우 노력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임원을 하며 학급

을 잘 이끌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또한 각 과목을 공부할 때에도 배우는 내용에 그

치지 않고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관심 분야가 있으면 이를 탐구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학생의 일련의 노력이 평가자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보였을 것이다.  

■ 수학교육과에 합격한 학생의 학생부 내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확률과통계 : 다른 학생들에 비해 함수의 극한과 연속성에 대한 이해력이 매우 뛰어난 학생임. 특히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에 대한 약점을 꾸준한 자기주도적 반복 학습을 통하여 극복하는 모

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음

- 물리Ⅰ : 음악적 재능이 뛰어난 학생으로 정상파 관련 수업을 진행하였을 때 관련 내용을 여러 악기에 적용하

고 탐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특히 피아노와 바이올린에서 발생하는 동일음이 감지장치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직접 확인하고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 또한 하나의 줄에서 발생하는 소리에 

여러음이 포함될 수 있는 이유도 설명하는 간단한 보고서를 완성하여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음. 이

처럼 수업시간에 이루어지는 학습 내용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소화시키기 위해 실험 및 활동을 진행하려 노

력하는 학생임

- 자기주도학습프로그램에 참여함. 담임교사와의 상담활동을 통해 스스로 학습하고 계획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인식하였으며, 학습시간의 배분 및 자투리시간의 활동 등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 

스스로 계획을 세워 실천하였음. 특히 미래의 진로를 구체화하기 위해 자기주도학습량을 늘리고, 꾸준하게 노

력하는 습관을 가지기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의 모습을 보여줌

수상경력
- 자기주도학습 포트폴리오 경진대회 수상

- 학교생활 모범 우수상 3년 연속 수상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활동 : 1학기 학급 회장으로서 모범적인 학교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고 학급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책임을 가지고 성실하게 임함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학급 회장으로 학습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줌. 특히 자치활동 시간에 ○○○에 대한 토의를 통

해 친구들의 의견을 학생회 회의의 안건으로 제시하는 등 학교 운영에 있어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

록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리더의 자질을 보여줌

- 스스로 학업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는 능력이 뛰어남. 특히 시간활용이 뛰어나 아침 7시에 등교하여 1시

간 동안 집중력을 발휘하여 예습, 복습하는 시간으로 활용하였고 야간자율학습을 통해 자신이 세운 구체적인 

학업 계획을 실천함

앞서 설명한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인성’, ‘발전가능성’, 이 4가지 평가 요소는 각각 분리

될 수 없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학생부 종합 전형의 평가 요소로 활용된다. 물론 각 대학

의 인재상과 전형 성격에 따라서 강조되는 요소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4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학생부를 채워나간다면 고3이 되어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하

고자 할 때 경쟁력 있는 서류를 완성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학생부를 준비하다보면 누군가의 합격 사례나 소수의 합격 정보만을 듣고 이를 따라하려

는 학생들이 생겨난다. 하지만 학생부는 개인의 것이기 때문에 같을 수 없고 같아서도 안 

된다. 따라서 4가지 요소를 기억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자신에게 맞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나만의 스토리를 완성해 나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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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교육과에 합격한 학생의 학생부 내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미적분Ⅰ : 수업시간 중 제시된 문제에 대해 개념을 근거로 한 정확한 풀이 및 급우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설며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임. 또한 급우들이 수학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해 친절히 설명하는 모

습에서 교우들로부터의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음

수상경력
- 교내봉사활동대회 수상

- 친구사랑 표창장 수상

창의적

체험활동

봉사활동 : 과학에 흥미가 많은 학생으로 주말을 이용해 과학재능나눔 활동을 꾸준히 하면서 나눔의 기쁨과 사

회성을 신장시키고 있으며 1년 내내 매주 수요일 취약계층 어린이들을 위해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에게 자발적

으로 학습도우미 역할을 하는 등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과 자신의 꿈인 교사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임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자신의 진로를 위해 고교생활 내내 꾸준히 초등학생들을 위한 재능나눔 봉사활동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반에서

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방과 후에 교실에 남아 친구들의 학습 멘토 역할을 해주고 

있으며 아침에 학교에 항상 처음으로 등교하여 칠판에 수학문제 풀이를 적어 놓는 등 주변 친구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움. 과학재능기부 봉사활동 시에도 초등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과학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

을 보이는 등 배려심이 많은 학생임. 타인을 위한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이 어떠한 목적이 있기보다는 자기만족

이고 즐기는 모습으로 보여짐. 

(4) 발전가능성

발전가능성은 ‘현재의 상황이나 수준보다 질적으로 더 높은 단계로 향상될 가능성’을 말한

다. 현재 상황에 머무르지 않고 학업역량을 더욱 끌어올리려고 노력하는 모습, 자신이 참여

하고 있는 학급, 동아리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행동하는 모습 등을 평가하겠다

는 것이다.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가이드북을 살펴보면 ‘자기주도성’, ‘리더십’, ‘창의적 문

제해결력’ 등으로 학생의 발전가능성을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 주요 대학 발전가능성 평가 내용

주) 각 대학의 2019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가이드북 발췌 내용임

많은 학생들이 발전가능성을 생각할 때 1학년 때 성적이 좋지 않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

록 성적이 상승하는 것을 떠올린다. 물론 성적향상은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발전가능

성의 우수한 사례이다. 하지만 성적을 상승시키기는 매우 어렵고 또 그렇게 성적이 향상되

는 학생보다는 1~3학년 성적이 비슷한 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발전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 고민할 수 있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 성적상승 외에 학교생활에서 발전

가능성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지 확인해보자. 

대학 평가 항목 평가 내용

성균관대
자기주도성

발전가능성

• 글로벌 창의 리더로서의 자질 및 발전가능성이 있는가?

  자기주도성, 성실성, 리더십, 역경극복 의지, 봉사, 인성 등
-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 및 내용은 어떠한가?

- 봉사활동의 내용, 주도성, 진실성, 변화된 점은 어떠한가?

- 학교생활의 충실도는 어떠한가?(결석일수/사유)

- 역경극복의 의지 및 경험은 어떠한가?

- 사회활동에 대한 참여, 협동심, 교류활동은 어떠한가?

- 교사의 의견은 어떠한가?(소질/적성/학교생활 충실도)

중앙대 발전가능성

• 자기주도성, 리더십, 창의적 문제해결력

발전가능성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전략을 선택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역량을 말함. 고등학교 생활 중 교내활동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책임감 있게 여러 

문제를 극복해 나간 과정을 통해 지원자가 입학 후에도 무엇이든 열정적으로 부딪히고 꿈

을 향해 도전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함

예비고1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2023 대입의 변화Chapt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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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위 대학 수학교육과에 합격한 이 학생은 먼저 자기주도학습을 위해 선생님께 상담하

고 계획을 세워 이를 지키기 위해 매우 노력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임원을 하며 학급

을 잘 이끌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또한 각 과목을 공부할 때에도 배우는 내용에 그

치지 않고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관심 분야가 있으면 이를 탐구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학생의 일련의 노력이 평가자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보였을 것이다.  

■ 수학교육과에 합격한 학생의 학생부 내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확률과통계 : 다른 학생들에 비해 함수의 극한과 연속성에 대한 이해력이 매우 뛰어난 학생임. 특히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에 대한 약점을 꾸준한 자기주도적 반복 학습을 통하여 극복하는 모

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음

- 물리Ⅰ : 음악적 재능이 뛰어난 학생으로 정상파 관련 수업을 진행하였을 때 관련 내용을 여러 악기에 적용하

고 탐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특히 피아노와 바이올린에서 발생하는 동일음이 감지장치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직접 확인하고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 또한 하나의 줄에서 발생하는 소리에 

여러음이 포함될 수 있는 이유도 설명하는 간단한 보고서를 완성하여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음. 이

처럼 수업시간에 이루어지는 학습 내용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소화시키기 위해 실험 및 활동을 진행하려 노

력하는 학생임

- 자기주도학습프로그램에 참여함. 담임교사와의 상담활동을 통해 스스로 학습하고 계획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인식하였으며, 학습시간의 배분 및 자투리시간의 활동 등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 

스스로 계획을 세워 실천하였음. 특히 미래의 진로를 구체화하기 위해 자기주도학습량을 늘리고, 꾸준하게 노

력하는 습관을 가지기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의 모습을 보여줌

수상경력
- 자기주도학습 포트폴리오 경진대회 수상

- 학교생활 모범 우수상 3년 연속 수상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활동 : 1학기 학급 회장으로서 모범적인 학교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고 학급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책임을 가지고 성실하게 임함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학급 회장으로 학습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줌. 특히 자치활동 시간에 ○○○에 대한 토의를 통

해 친구들의 의견을 학생회 회의의 안건으로 제시하는 등 학교 운영에 있어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

록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리더의 자질을 보여줌

- 스스로 학업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는 능력이 뛰어남. 특히 시간활용이 뛰어나 아침 7시에 등교하여 1시

간 동안 집중력을 발휘하여 예습, 복습하는 시간으로 활용하였고 야간자율학습을 통해 자신이 세운 구체적인 

학업 계획을 실천함

앞서 설명한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인성’, ‘발전가능성’, 이 4가지 평가 요소는 각각 분리

될 수 없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학생부 종합 전형의 평가 요소로 활용된다. 물론 각 대학

의 인재상과 전형 성격에 따라서 강조되는 요소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4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학생부를 채워나간다면 고3이 되어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하

고자 할 때 경쟁력 있는 서류를 완성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학생부를 준비하다보면 누군가의 합격 사례나 소수의 합격 정보만을 듣고 이를 따라하려

는 학생들이 생겨난다. 하지만 학생부는 개인의 것이기 때문에 같을 수 없고 같아서도 안 

된다. 따라서 4가지 요소를 기억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자신에게 맞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나만의 스토리를 완성해 나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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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교육과에 합격한 학생의 학생부 내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미적분Ⅰ : 수업시간 중 제시된 문제에 대해 개념을 근거로 한 정확한 풀이 및 급우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설며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임. 또한 급우들이 수학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해 친절히 설명하는 모

습에서 교우들로부터의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음

수상경력
- 교내봉사활동대회 수상

- 친구사랑 표창장 수상

창의적

체험활동

봉사활동 : 과학에 흥미가 많은 학생으로 주말을 이용해 과학재능나눔 활동을 꾸준히 하면서 나눔의 기쁨과 사

회성을 신장시키고 있으며 1년 내내 매주 수요일 취약계층 어린이들을 위해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에게 자발적

으로 학습도우미 역할을 하는 등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과 자신의 꿈인 교사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임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자신의 진로를 위해 고교생활 내내 꾸준히 초등학생들을 위한 재능나눔 봉사활동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반에서

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방과 후에 교실에 남아 친구들의 학습 멘토 역할을 해주고 

있으며 아침에 학교에 항상 처음으로 등교하여 칠판에 수학문제 풀이를 적어 놓는 등 주변 친구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움. 과학재능기부 봉사활동 시에도 초등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과학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

을 보이는 등 배려심이 많은 학생임. 타인을 위한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이 어떠한 목적이 있기보다는 자기만족

이고 즐기는 모습으로 보여짐. 

(4) 발전가능성

발전가능성은 ‘현재의 상황이나 수준보다 질적으로 더 높은 단계로 향상될 가능성’을 말한

다. 현재 상황에 머무르지 않고 학업역량을 더욱 끌어올리려고 노력하는 모습, 자신이 참여

하고 있는 학급, 동아리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행동하는 모습 등을 평가하겠다

는 것이다.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가이드북을 살펴보면 ‘자기주도성’, ‘리더십’, ‘창의적 문

제해결력’ 등으로 학생의 발전가능성을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 주요 대학 발전가능성 평가 내용

주) 각 대학의 2019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가이드북 발췌 내용임

많은 학생들이 발전가능성을 생각할 때 1학년 때 성적이 좋지 않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

록 성적이 상승하는 것을 떠올린다. 물론 성적향상은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발전가능

성의 우수한 사례이다. 하지만 성적을 상승시키기는 매우 어렵고 또 그렇게 성적이 향상되

는 학생보다는 1~3학년 성적이 비슷한 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발전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 고민할 수 있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 성적상승 외에 학교생활에서 발전

가능성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지 확인해보자. 

대학 평가 항목 평가 내용

성균관대
자기주도성

발전가능성

• 글로벌 창의 리더로서의 자질 및 발전가능성이 있는가?

  자기주도성, 성실성, 리더십, 역경극복 의지, 봉사, 인성 등
-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 및 내용은 어떠한가?

- 봉사활동의 내용, 주도성, 진실성, 변화된 점은 어떠한가?

- 학교생활의 충실도는 어떠한가?(결석일수/사유)

- 역경극복의 의지 및 경험은 어떠한가?

- 사회활동에 대한 참여, 협동심, 교류활동은 어떠한가?

- 교사의 의견은 어떠한가?(소질/적성/학교생활 충실도)

중앙대 발전가능성

• 자기주도성, 리더십, 창의적 문제해결력

발전가능성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전략을 선택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역량을 말함. 고등학교 생활 중 교내활동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책임감 있게 여러 

문제를 극복해 나간 과정을 통해 지원자가 입학 후에도 무엇이든 열정적으로 부딪히고 꿈

을 향해 도전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함

예비고1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2023 대입의 변화Chapt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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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고 1 학생에게

국어 김동욱 선생님

만 萬 일만 만, 보 步 걸을 보, 계 計 꾀 계 - 일만 걸음을 위하여

2019년 영국 세인트 조지 런던 대학교 연구진이 한 실험을 했다. 약 1300명의 피실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12주 동안 걷기 프로그램에 참가하도록 했는데, 차이점은 단 하나였다. 만보계(萬步計)를 지급했는가 지급하지 않

았는가. 참가자들은 실험 이후 꾸준히 걷기 운동을 할 것을 약속했다. 이 실험의 의도는 4년 후에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실험 이후 피실험자들을 4년 동안 추적 관찰했는데, 그 결과 만보계를 받았던 그룹이 그렇지 

않았던 그룹보다 4년 동안 하루 평균 3천 걸음 이상을 더 걷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유가 무엇일까? 차이점은 바로 시각적인 자극이다. 어떤 일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중요한 기술 중 하나를 시각

적인 자극으로 꼽을 수 있겠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각적 지표는 실천하는 힘을 강화하며, 또한 발전을 북

돋는다.

여러분은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된다. ‘하게 된다’는 표현이 어색하게 들리지 않는 이유는 나이를 먹어 고등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대학은 입시에 성공해야 진학할 수 있다. ‘나’의 능동성과 

적극성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된 여러분이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제일 먼저 가져야 

할 것은 ‘목표’이다. 그래야 공부가 힘들지 않다. 그리고 이 목표는 명확해서 시각적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직업을 갖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일류 대학을 가고 싶어서, 어떤 

전공에 흥미가 있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대학 생활을 누리고 싶어서, 부모님을 위해서, 4년 후 명절을 위해서...

괜찮다, 어떤 이유이든.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대학에 왜 가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하곤 한다. 그리고 어른들은 이에 대해 명

확한 하나의 답을 제시하지 못하곤 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목표가 없는 사람에게 대학은 쓸모가 없다. 그래서 

학생은 고민이다. 사람마다 목표가 다르므로 대답하기 어렵다. 그래서 어른은 학생이 대학에 가야 하는 이유가 자

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답하지 못한다. 목표는 ‘나’의 것이어야 한다.

다시. 괜찮다, 어떤 이유이든.

겨울방학 동안 ‘나’의 목표를 찾길 바란다. 지금 목표를 분명히 하기 어렵다면 고민하고, 또 고민해 목표를 정하

도록 하자. 그리고 그 목표를 내가 항상 눈으로 잘 볼 수 있는 곳에 써 붙여 만보계로 삼자(잠금 화면은 어때?). 하

루 약 10시간씩, 약 1000일(365×3) 동안, 총 10000시간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목표라는 나만의 만보계가 필요하

다. 4년 후 자신의 목표에 따라 진학한 대학 캠퍼스에서 자신의 인생을 건강하게 걷고 있는 사람이길 바란다.

달라지는 고등학교 공부, 성공을 위한 내신·수능 과목별 학습법Chapte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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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悲 슬플 비, 극 劇 심할 극 - 결말을 예고하는 비극의 시작

최근 2~3년 사이 고 3 수험생들은 이전 세대보다 더욱 비극적인 환경에 처해 있다. 내신의 강화로 인해 고 3이 

되어서야 수능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고등학교 내신 시험도 중학교 시험과 크게 다르지 않다. 고등학교에서도 내신 시험은 수업 시간에 성실히 필기하고,  

필기한 내용을 열심히 암기하여 정답을 찾으면 된다. 학생이 성실한 만큼 국어 성적이 잘 나온다. 다만 학기마다 소

화해야 하는 교과서 분량이 훨씬 많고, 부교재나 외부 자료가 시험에 포함되기도 하며, 낯설고 어려운 어휘가 증가

한다는 점이 힘들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이유로 공부는 단순 암기에 치중하게 되고 학생도 단순해진다는 것이다.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다. 곧 결말의 예고이기도 하다.

오랜 기간 외국어를 공부했어도 주기적인 문형, 문법, 어휘에 대한 암기 테스트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그때

마다 필요한 부분을 벼락치기로 준비해 온 사람은 의사소통이라는 본질에서 멀어진 공부를 하게 된다. 그래서 외국

어로 대화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곤 한다. 하지만 의사소통이라는 본질에 부합하는 학습을 꾸준히 해 온 사람이라면 

결과가 다를 것이다.

국어도 마찬가지이다. 내신 시험 문제의 선택지들은 수업 시간에 필기한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고려해 옳고 그름

을 판별할 수 있다. 수업 내용 정리, 암기와 반복, 문제은행식 풀이나 벼락치기로 대비할 수 있는 시험인 것이다.

3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

한 것은?

　김소월의 시에서 한(恨)은 서로 모순을 이루는 두  

감정이 갈등을 일으키고, 그 갈등이 끝내 풀리지 않을  

때 생긴다. 예컨대 한은 체념해야 할 상황에서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거나, 자책과 상대에 대한 원망(怨望)이 

충돌하여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을 때 맺힌다.

< 보 기 >

①   ‘차마’ 못 잊는다는 것으로 보아, ‘누나’의 한은 죽어서도 

동생들에 대한 미련을 끊어내지 못하여 생긴 것 같아.

②   ‘시샘’이 ‘시새움’으로 변주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누

나’의 한은 의붓어미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을 때 맺힌 

것 같아.

③   ‘이 산 저 산’ 떠도는 새의 모습으로 보아, ‘누나’의 한은 

모든 희망을 버리고 방황하며 체념하고 있을 때 맺힌 

것 같아.

④   ‘야삼경’에도 잠들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누나’의 한은 

자신의 심정이 어떤 상태인지 파악하지 못하여 생긴 것 

같아.

⑤   ‘오랩동생’과 이별하는 심경이 표현된 것으로 보아, ‘누

나’의 한은 홀로 가족을 떠나는 행위를 자책하고 있을 

때 맺힌 것 같아.

수능 시험

1. 이 시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 : ‘접동새’가 원망하는 대상이다.

② ⓑ : ‘오랩동생’에 대한 ‘누나’의 감정이다.

③ ⓒ : ‘의붓어미’의 오해로 인한 결과이다.

④ ⓓ : ‘누나’가 ‘접동새’로 환생한 이유이다.

⑤ ⓔ : ‘의붓어미’에게 복수하기 위한 시간이다.

2.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전래 설화를 모티프로 삼았다.

② 토속적인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③ 대상에 대한 그리움이 드러나 있다.

④ 현실 도피의 이상 세계를 추구하고 있다.

⑤ 민족의 보편적인 정서인 한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3. 다음 중, 이 시의 토속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은?

① 진두강 ② 불설워 ③ 접동새

④ 오랩동생 ⑤ 야삼경

내신 시험

하지만 이와 달리 수능 시험은 주어진 준거인 <보기>의 내용을 잘 읽고 이해한 후, 이를 자신이 읽고 이해한 시 

작품에 적용 및 응용하여 선택지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한다. 글에 대한 이해력과 사고력이 필요한 시험이다.

예비 고 1 학생에게

국어 김동욱 선생님

만 萬 일만 만, 보 步 걸을 보, 계 計 꾀 계 - 일만 걸음을 위하여

2019년 영국 세인트 조지 런던 대학교 연구진이 한 실험을 했다. 약 1300명의 피실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12주 동안 걷기 프로그램에 참가하도록 했는데, 차이점은 단 하나였다. 만보계(萬步計)를 지급했는가 지급하지 않

았는가. 참가자들은 실험 이후 꾸준히 걷기 운동을 할 것을 약속했다. 이 실험의 의도는 4년 후에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실험 이후 피실험자들을 4년 동안 추적 관찰했는데, 그 결과 만보계를 받았던 그룹이 그렇지 

않았던 그룹보다 4년 동안 하루 평균 3천 걸음 이상을 더 걷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유가 무엇일까? 차이점은 바로 시각적인 자극이다. 어떤 일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중요한 기술 중 하나를 시각

적인 자극으로 꼽을 수 있겠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각적 지표는 실천하는 힘을 강화하며, 또한 발전을 북

돋는다.

여러분은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된다. ‘하게 된다’는 표현이 어색하게 들리지 않는 이유는 나이를 먹어 고등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대학은 입시에 성공해야 진학할 수 있다. ‘나’의 능동성과 

적극성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된 여러분이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제일 먼저 가져야 

할 것은 ‘목표’이다. 그래야 공부가 힘들지 않다. 그리고 이 목표는 명확해서 시각적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직업을 갖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일류 대학을 가고 싶어서, 어떤 

전공에 흥미가 있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대학 생활을 누리고 싶어서, 부모님을 위해서, 4년 후 명절을 위해서...

괜찮다, 어떤 이유이든.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대학에 왜 가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하곤 한다. 그리고 어른들은 이에 대해 명

확한 하나의 답을 제시하지 못하곤 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목표가 없는 사람에게 대학은 쓸모가 없다. 그래서 

학생은 고민이다. 사람마다 목표가 다르므로 대답하기 어렵다. 그래서 어른은 학생이 대학에 가야 하는 이유가 자

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답하지 못한다. 목표는 ‘나’의 것이어야 한다.

다시. 괜찮다, 어떤 이유이든.

겨울방학 동안 ‘나’의 목표를 찾길 바란다. 지금 목표를 분명히 하기 어렵다면 고민하고, 또 고민해 목표를 정하

도록 하자. 그리고 그 목표를 내가 항상 눈으로 잘 볼 수 있는 곳에 써 붙여 만보계로 삼자(잠금 화면은 어때?). 하

루 약 10시간씩, 약 1000일(365×3) 동안, 총 10000시간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목표라는 나만의 만보계가 필요하

다. 4년 후 자신의 목표에 따라 진학한 대학 캠퍼스에서 자신의 인생을 건강하게 걷고 있는 사람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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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修 닦을 수, 능 能 능할 능 - 대학에서 학문할 수 있는 능력

그렇다면, 국어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피지기(知彼知己)이면 백전불태(百戰不殆)라는 말이 있다. 먼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자.

내신 시험과 다르다. 암기력을 묻는 시험이 아니다.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시험

이다. 학문할 때의 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다. 이것이 국어 시험의 본질이다.

독해력과 이해력을 바탕으로 한 사고력 시험이다. 우리가 해야 할 공부는 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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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讀 읽을 독, 해 解 풀이할 해, 력 力 힘 력 - 글을 읽어서 뜻을 이해하는 능력

수능 국어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것은 무엇일까? 바로 ‘독해력’이다. 수능 국어는 독해력을 

바탕으로 한다. 독해력이 바로 이해력과 사고력의 바탕이 된다.

화법과 작문은 말하기, 듣기, 쓰기를 제재로 하지만 음성이나 글쓰기가 아닌 지문과 문항으로 테스트한다. 문법

(언어)은 국어 지식의 공부가 필요하지만 주어진 지문이나 <보기>를 읽고 이해한 후 풀어야 한다. 독서는 인문, 사

회, 과학, 기술, 예술 등 다양한 제재의 글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사고력을 테스트한다. 문학은 각 갈래에 대한 특

성을 알고 있어야 하지만 예술이라는 소재의 특성상 지문에 제시된 작품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감상을 주된 출제 

원리로 삼는다. 이처럼 시험지 안에 나뉜 여러 파트는 결국 ‘글’을 매개로 한 시험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글을 잘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글에 대한 호기심을 가져야 한다. 글은 의사소통의 매개체이다. 따라서 글을 통해 글을 쓴 사람과 대화할 

수 있어야 하며, 글쓴이의 생각, 글의 내용에 재미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생각하며 읽어야 한다. 글은 생각을 담은 글이므로 마찬가지로 생각하며 읽어야 한다. 단순히 일부 정보를 

파악하거나 특정 부분의 내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는 독해력을 키울 수 없다.

셋째,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정확하게 읽어야 한다. 시험에는 제한된 시간이 있으므로 이 때문에 속도에 집착하

는 경우가 많다. 수능 국어 시험은 얼마나 빨리 글을 읽는가를 테스트하는 시험이 아니다. 독해력을 갖추면 시험 시

간이 문제 되지 않는다. 정확하게 읽는 습관을 길러 능숙한 독자가 되어야 한다.

넷째, 꾸준히 읽어야 한다. TV와 같은 매체에서, 숙련된 솜씨로 양파와 같은 식자재를 다다다다닥, 일정한 두께

로 정확하게 그리고 빠르게 써는 요리사의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는 정확하게 써는 연습을 꾸준히 오랜 기

간 반복한 노력의 결과이다. 현재 자신에게 가능한 속도로 정확하게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것을 지속해야 한다. 숙달

되는 것은 정확성에서 시작해야 한다. 나머지는 꾸준히 노력한 만큼 따라온다.

다섯째, 어떤 것이든 관심이 있는 분야의 책부터 읽자. 소설도 좋다. 심리학에 대한 교양 서적도 괜찮다. 책을 꾸

준히 읽는 사람은 국어 영역에 어려움이 없다. 영상 매체의 발달로 인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텍스트 읽기를 소홀

히 하는데, 학생들은 그 빈도와 정도가 더욱 심하다. 시·청각 영상이나, 몸짓을 포함한 대화는 잘 이해하면서도 

같은 내용을 지문으로 주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책 읽는 것을 즐겨야 한다.

독해력은 단기간에 키우기 어려우므로 이번 겨울방학부터 책 읽기를 시작해 보자. 책 읽기를 과도하게 시험과 연

관해서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관심이 가는 책,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꾸준히 읽자. 고 3이 되어서는 책 읽을 시간

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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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放 놓을 방, 학 學 배울 학 - 교육 일정 동안 수업을 쉬는 일

방학은 수업을 쉬는 것이지, 공부를 쉬는 것이 아니다. 수업 밖으로 공부를 풀어 놓는 것이라 보면 된다. 학교에

서의 교육 일정이 없는 시기이므로 ‘나’가 계획한 공부를 할 수 있다. 책 읽기도 이때부터 충분히 해야 한다. 책 읽

기 외에 어떤 것들을 하는 게 좋을까?

-   고등학생이 되면 3월에 전국연합학력평가를 보게 된다. 구성이나 유형이 수능과 비슷하므로 겨울방학 동안 3월 

학평을 준비해 보는 것도 좋다. 최근 3년 동안의 고등학교 1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 3월 문제지를 구해 어떤 시험

인지 풀어보자. 12월에 한 번, 1월에 한 번, 2월에 한 번 정도 문제지를 풀어 3월 학평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자.

-   문법(언어) : 중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총정리하자. 3월 학평을 대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며, 고등학교에서 좀 더 

살이 붙은 문법 내용을 학습하는 데에 유리하다. 문법은 국어 지식에 해당하므로 기본 개념들에 대한 암기가 필

요한 점이 있으나, 이해를 중점으로 공부해야 한다. 또한 문법 지식의 각 요소는 각각이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

는 것이 아니므로 겨울방학 동안 한 호흡으로 학교 문법 범위 전체를 학습하는 것이 좋다.

-   문학 : 문학은 노래,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 특히 어떤 낯선 작품이 나와도 스스로 읽고 이해해 분석한 내용을 문

제에 적용 및 응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내신 수업 공부하듯 해설을 듣고, 열심히 필기하는 공부보다는 기

출 시험지나 문제지를 구해 지문 속 작품을 읽고 스스로 분석하는 공부를 꾸준히 해 보자. (단, 고전 시가는 시험

에 주로 출제되는 갈래인 시조와 가사 작품 위주로 정리된 교재를 구매해 학습해 두는 것이 좋다.)

-   독서 : 지금부터 수능, 평가원, 학평 기출 문제지의 지문과 문제를 공부해도 좋다. 약 1500자 내외의 지문에 대

한 이해, 정리, 분석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하루 한 지문씩이라도 정확하게 글을 읽는 습관을 갖도록 하자. 하

루에 많은 양을 학습하기보다는 지문 하나씩이라도 제대로 공부하는 게 좋다.

-   화법과 작문 : 화법은 1인 발표, 2인 이상의 담화 상황에서 나타난 말하기의 방식과 특징, 내용에 대해 물으며, 

작문은 글쓰기 과정과 내용에 대해 묻는다. 문항 출제 원리는 독서와 크게 다르지 않으니 독해력이 기반이 된다

면 어렵지 않다. 그러니 여러 화법 유형과 작문 상황에 익숙해지기 위해 일주일 정도 기출 위주로 문제를 풀어 보

면 도움이 될 것이다.

겨울방학 동안 최근 몇 년 동안의 3월 학평을 공부하고, 2020학년도 3월 학평을 대비하는 것만으로도 수능 국어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앞으로 3년 동안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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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試 시험 험, 험 驗 증험할 험 - ‘나’의 시험 성적은 시험일 이전에 증명됨

시험 성적은 시험 당일이 아닌 그 이전의 나날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바르게 꾸준히 공부해야 하며, 작은 

성공들을 모아 큰 성공을 이뤄야 한다.

 꾸준히 하자.

하루 한두 시간씩 100일을 공부한 사람을 하루 24시간 공부만으로 따라잡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3학년이 되어  

급하게 시작한 공부는 1학년 때부터 꾸준히 한 공부에 미치지 못한다. 본질적인 국어 학습을 1학년 때부터 시작하자.

 아침 6시에 일어나자.

이러한 꾸준함을 위해서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올해 미국 MIT 대학교 연구진

이 Science of Learning 학회지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100명의 학생 중 취침 시간이 새벽 2시를 넘긴 학생들은 

대부분 성적이 낮았으며, 모자란 잠을 낮잠으로 보충해도 여전히 성적이 낮았다고 한다. 이외에도 꾸준히 일관되게 

이른 시간에 잠을 청하는 학생들의 성적이, 수면 시간이 일정치 않은 학생들보다 훨씬 좋았다고 한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내일이 기대되지 않는다. 장기적인 계획과 목표가 있는 사람은 오늘에 집중하며, 내일의 오늘을 기대한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내가 쓴 목표를 확인하는 습관을 갖자. 그리고 아침에는 매일 독서를 하는 게 좋다.

 실패를 두려워 말자.

공부는 내가 잘하는 것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하지 못하는 것을 계속 찾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지속

해야 할 때가 많아 우리는 늘 많은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많은 실패를 경험해야 하다 보니 실패에 잠식되어 

불안감에 휩싸이거나 무기력증에 걸리는 등 우울한 수험 생활을 하게 된다. 성공하기 위해 실패하는 것이다. 실패

를 두려워 말자.

 작은 성공들에 감사하자.

실패에 잠식되지 않기 위해 성공을 습관화하자. 아침 6시에 일어나기, 일어나서 양치질하기 등 사소한 일들도 노

력이 필요하다. 이를 해냈다면 그 성공에 뿌듯해하자. 나 자신을 칭찬하자. 독서 지문을 학습할 때 한 번에 이해하

지 못했던 문장을 두 번 보고 이해했다면 그 성공에 기뻐하자. 큰 성공은 작은 성공들을 모아 이루어야 한다. 자신

의 능력에 대한 의심은 삼가자. 자신의 태도와 노력에 의한 작은 성공들을 통해 수많은 실패를 큰 성공의 밑거름으

로 만들자. 작은 성공들에 중독되기 위해서는 의지와 희망이 필요하다. 여러분 모두가 수능을 보는 날 큰 성공을 이

룰 수 있도록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진심으로 이뤄낼 작은 성공들을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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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고1 겨울방학 
올바른 국어 학습 
-고등 국어 지피지기백전불태(知彼知己百戰不殆)-

국어 권선경 선생님

지피(知彼)

대부분의 예비 고1 학생들은 중학교 때의 국어 성적을 떠올리며, 고등학교 국어에 임한다.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

이며, 고등 국어의 첫 단추를 잘못 채우는 결과를 초래해 걷잡을 수 없는 형국을 만든다. 고등 국어는 중학교 국어

와 어떻게 다른지 제대로 알아야 우리의 고등 국어 성적표는 달라질 것이다.

1. 내신

현재 수시는 대학 입학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내신의 중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고등학교 내신에서는 무엇을 배우고, 어떤 평가 항목이 있는지 보자.

⑴ 아는데 모른다.

(표1)

학생 필기(배운 내용) 실제 문제 출제 선택지

冬至(동지)ᄉ 기나긴 밤

→ 추상적 시간의 구체화

을 한 허리를 버혀 내여,

春風(춘풍) 니불 아 서리서리 너헛다가,

어론 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뷔구뷔 펴리라.

위 시조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① 자연 친화적인 화자의 태도가 드러난다.

② 한자어의 두드러진 사용이 나타난다.

③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의 정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④ 의성어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⑤ 시적 화자의 주관적 변용이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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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위 글을 감상했을 때 밑줄 친 ㉠과 정서가 가장 유사한 것은? [3.3점]

① 간밤에 불던 바람에 눈서리 치단말가

　 낙락장송이 다 기울어 가노매라

　 하물며 못 다 핀 꽃이야 일러 무엇 하리오.

② 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쉬이 지고

　 풀은 어이하야 푸르는 듯 누르나니

　 아마도 변치 아닐손 바위뿐인가 하노라

③ 이화에 월백하고 은한이 삼경인제

　 일지춘심을 자규야 알랴마는

　 다정도 병인 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④ 청산은 어찌하여 만고에 푸르르며

　 유수는 어찌하여 주야에 그치지 아니난고

　 우리도 그치지 마라 만고상청하리라.

⑤ 가노라 삼각산아 다시보자 한강수야

　 고국산천을 떠나고자 하랴마는

　 시절이 하 수상하니 올동 말동 하여라.

중학교 때의 국어 공부를 떠올리면 무언가를 참 많이 외웠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이 필기

해준 내용만 잘 외우면 그 내용이 그대로 출제되었다. 말 그대로 누가누가 암기를 잘 하는지가 중학교 국어 시험이

었던 것이다. 학생의 성실도가 곧 국어 성적이었다.

하지만 고등학교의 국어는 다르다. 상대평가를 기반으로 학생들의 국어 학습 능력의 변별력을 보여줘야 한다. 이는 

기본 암기 내용은 물론이거니와 변형된 선택지 표현, 배우지 않은 내용까지 시험에 출제해 학생의 사고력, 추론력, 

이해도 등을 묻는 평가 문항이 많아지는 요소로 작용한다.(표1) 또한 교과서 外 지문의 출제 빈도가 높아진다.(표2) 

가령, 성실한 학생이 훌륭한 암기로 밑줄 친 ㉠의 정서를 안다 하더라도 선택지에 제시된 생전 처음 보는 작품에 당

황할 수밖에 없으며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 결국 오답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

아서가 아니라 응용력, 다른 작품(지문)에의 적용력 등을 묻는 평가 항목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⑵ 1년 ＝ 1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국어』는 고등 교육 과정 국어의 기본 소양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교과서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이 교과서는 1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다. 1년 동안 1권의 책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의문이 들 것이다. ‘양이 생각보다 적은데?’라는 생각이 바로 그것인데, 안타깝게도 이건 오해다. 일단 교과

서 內의 지문, 작품 양이 많다. 이전 교과서(09개정)와 달리 한 권이 되었지만, 작품 및 이론 등은 이전과 크게 다르

지 않게 수록되어 있다. 한마디로 이전 교과서의 두 권을 꾹꾹 눌러 담아 압축해 놨다고 보면 된다. 또한 여기에 일

부 학교들은 공부할 게 부족하진 않을지 걱정이 되어 부교재, 모의고사 등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으니 그 양은 중학

교의 그것보다는 확실히 많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위 벼락치기라는 것은 꿈도 못 꿀 양이다.(물론 할 수는 있으

나 그만큼의 효용은 중학교 때보다 못 할 것이다.)

예비 고1 겨울방학 
올바른 국어 학습 
-고등 국어 지피지기백전불태(知彼知己百戰不殆)-

국어 권선경 선생님

지피(知彼)

대부분의 예비 고1 학생들은 중학교 때의 국어 성적을 떠올리며, 고등학교 국어에 임한다.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

이며, 고등 국어의 첫 단추를 잘못 채우는 결과를 초래해 걷잡을 수 없는 형국을 만든다. 고등 국어는 중학교 국어

와 어떻게 다른지 제대로 알아야 우리의 고등 국어 성적표는 달라질 것이다.

1. 내신

현재 수시는 대학 입학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내신의 중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고등학교 내신에서는 무엇을 배우고, 어떤 평가 항목이 있는지 보자.

⑴ 아는데 모른다.

(표1)

학생 필기(배운 내용) 실제 문제 출제 선택지

冬至(동지)ᄉ 기나긴 밤

→ 추상적 시간의 구체화

을 한 허리를 버혀 내여,

春風(춘풍) 니불 아 서리서리 너헛다가,

어론 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뷔구뷔 펴리라.

위 시조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① 자연 친화적인 화자의 태도가 드러난다.

② 한자어의 두드러진 사용이 나타난다.

③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의 정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④ 의성어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⑤ 시적 화자의 주관적 변용이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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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능

수능은 먼 훗날 얘기가 아니다. 바로 지금부터 수능 대비는 시작됐다. 그럼에도 많은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은 “수능

은 3년 남았으니까 아직 여유 있어.” 혹은 “우리 애(나)는 수시로 대학을 갈 것이기 때문에 내신에만 올인하면 돼.”

라고 흔히 생각한다. 물론 잘못된 생각은 아니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한 점이 하나 있다. 바로 수능과 내신 성적은 

병행한다는 것이다.

사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 과거에는 모의고사 점수와 내신 점수의 괴리가 너무 커 확고하게 수능이면 수능, 내

신이면 내신 이분화된 준비가 가능했다. 하지만 요즘은 다르다. 학생들의 국어 능력 수준이 향상되면서 수능형 내

신 문제 출제 비중이 높아졌다. 더욱이 이 문제들로 말미암아 내신 1등급과 2등급이 갈리게 된다. 이제 수능 점수

는 높지만 내신 점수는 낮은 학생들을 찾아보기 힘들게 된 것이다. 또한 시작(예비 고1)부터 어느 한 쪽에만 편파적

으로 투자하는 것은 위험이 크기 때문에 공부에 있어서도 분산 투자가 유리함은 명백한 사실이다.

⑴ 국어 학력 인플레이션

최근 수능 경향을 볼 때, 수능 국어의 난이도는 꾸준하게 ‘어려움’이다. 역설적이게도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평가원은 이를 서열화하기 위해 더 어려운 국어 문제를 만들고 있다. 이번 수능(20학년도) 

1등급 컷은 91점으로 다소 높아 보이지만 학생들의 국어 학력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결코 높지 않은 등급 컷이라 할 

수 있다.

그럼 이렇게 어려워진 국어 수능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어렵다고 느끼는 것일까? 수능 국어는 국어의 기본 

소양과 함께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여기서 기본 소양이라 함은 고등학교 국어科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이

론, 작품 등으로 수능 국어의 범위라 할 수 있다. 사고력은 ‘생각하고 궁리하는 힘’이다. 그런데 이것은 교과서에 내

용으로 실려 있지 않다. 이는 올바른 국어 학습 방법과 적용을 통해 꾸준히 증진시켜야 하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따

라서 사고력의 질적 증진이 수능을 잡는 화두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최근 출제 경향이 또 한번 바뀔 예정이다. 설상가상, 불난 집에 부채질의 상황인 것이다. 보다 정확한 것은 

2020년에 시행될 예비 평가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겠지만, 현재 수능 체제와는 다른 분명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⑵ 교과서는 기본 중의 기본

(표3)

고등학교 1학년 국어(11종)

고등학교 2, 3학년

필수 선택

문학(10종)
독서(6종)

화법과 작문(5종)
언어와 매체(5종)

수능에서 기본 소양인 교과서를 보자. 현재 수능에 반영되는 검인정 교과서는 필수 영역인 ‘문학’과 ‘독서’ 그리고 

선택 영역인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이다. 그럼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국어는?”라는 생각이 저절

로 들 것이다. 이때 국어는 이러한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기본적인 영역인 것이다. 따라서 굳이 발표하지 않았어도 

국어 교과서는 필수와 선택 영역의 기틀을 잡을 수 있는 수능 영역의 주춧돌인 셈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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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우리는 입학과 동시에 한 종의 교과서를 배운다는 점이 문제다. 왜냐하면 11종의 교과서들 중에서 고작 한 권

만 볼 뿐 나머지 10종의 교과서는 보지도 못하고 2학년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나마 예전 교육 과정은 좀 나

았다. 왜냐하면 공통되는 문학 작품과 이론들이 꽤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의 국어 교과서를 보더라도 이를 

통해 나머지 10종의 내용을 대강이라도 파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실제로 공통 문학 작품 수

는 많이 줄었고 이론들 간에 비중과 내용이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어떤 교과서에서는 사동과 피동

에 관련된 문법 사항을 배우는 데 반해, 다른 교과서에서는 피동만 배우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기(知己)

1. 내신

내신 1등급은 힘들다. 가령, 전교생 300명의 학교에서 1등급은 4% 구간이기 때문에 전교 12등까지만 1등급이다. 

13등은 2등급이 되는 것이다. 전교 12등과 전교 13등의 차이는 클까? 극단적으로 전교 1등과 13등의 차이는 클

까? 그렇지 않다. 한 문제, 혹은 두 문제에 의해 등급이 갈린 것이다. 따라서 내신 국어는 무조건 만점을 지향해야 

한다. 그래야 1등급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⑴ 꼼꼼한 내신 학습

첫째도 ‘꼼꼼’, 둘째도 ‘꼼꼼’이다. 교과서, 학교 선생님의 필기, 자습서의 내용까지 모두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국어 1등급의 출발은 여기서 시작된다. 학교 필기는 수업을 잘 들으면 누.구.나 갖고 있다. 자습서는 서점에 가면 

있다. 그렇다면 문제는 그것들을 대하는 나의 학습 자세가 아닐까? 눈으로 한두 번 ‘쓰윽’ 보는 식의 공부가 아닌, 

손으로 직접 써 보며 내용을 곱씹어야 한다. 그리고 내 입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제대로 학습했다고 자

신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학교를 배정받는 그 순간, 겨울부터 국어 교과서를 미리 학습한다면 남들보다 더 꼼꼼

해질 수 있을 것이다.

⑵ 외부 작품 대비 및 응용력

앞서 말한 꼼꼼함으로는 90점이 될 순 있지만, 결코 만점이 될 수 없다. 곧 1등급이 될 수 없다. 1~3문제가 출제되

는 외부 작품 훈련과 응용 선택지를 분석하는 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경험이 풍부한 선생님의 지도 아래 교과

서 내 작품(지문)과 연관 있는 효율적, 체계적 학습이 요구된다. 정말 방대해 보이는 외부 작품 연계도 그 나름대로

의 패턴이 있다. 국어가 국정 교과서 때부터 내려오던 그 패턴을 정확히 짚는 것이 중요하다. 뉴스에서 번번이 나오

던 인터뷰, ‘교과서로만 공부했어요.’는 이제 더이상 먹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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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능

풍월을 지식으로!

중학교 국어 성적은 고등학교 국어 성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중학교 때의 국어 공부를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다. 

자칫 이런 오해를 하는 학생들도 종종 있다. “중학교 때 한 국어 공부는 헛고생인가?” 절대 아니다. 다만 내용 확립

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군데군데 빈 공간도 있고, 개념이 확실하게 잡히지 않은 부분도 있다. 풍월은 있는데 내 

지식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다. 중학교 국어도 고등학교 국어에 못지않게 중요한데 벼락치기와 잘못된 학습법으

로 만들어진 상태인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다잡아야 한다. ‘예비 고1’을 위한 맞춤 수업을 통해 중학교의 내용

을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 과정인 고등 국어로 넘어가야 할 것이다.

⑴ 현재 상황에 맞는 수능 국어 학습

시쳇말에 이런 말이 있다. “인생은 ‘Timing’이다.” 강좌도 ‘Timing’이다. 지금 이 시기, 예비 고1은 두 번 다신 오

지 않는다. 지금 우리에게 맞는 수능 국어 공부의 ‘Timing’을 찾아야 한다.

모든 인터넷 강의 사이트를 뒤져봐도 고등학교 1학년만을 위한 강의는 그리 많지 않다. 수능 기초, 입문, 개념 등의 

수식어가 붙은 강좌들은 많아도 ‘고1을 위한 강좌’는 턱없이 부족하다. 예비 고1은 예비 고등학생이라면 반드시 가

지고 있어야 할 기본 지식에 대한 강의가 필요하다. 즉 중학교 때 빠진 내용을 채워주고, 주요 개념을 되짚어주는 

그런 강의 말이다. 지금, 예비 고1 시기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국어 학습에 있어서는 자신의 학년을 고려하여 커

리큘럼을 선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매번 개념 강의만 찾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번 겨

울, 자신의 현 상태에 맞는 국어 강의를 들어야 한다. 다시 한번, 고등 국어는 ‘Timing’이다.

⑵ 교과서 통합 학습

내년에 손에 받게 될 한 권의 국어 교과서는 수많은 교과서 중 한 권에 불과하다. 이 교과서는 ‘내신용’이다. 수능을 

위해 봐야 할 교과서의 양은 더 많을 수밖에 없다. 고등 교육 과정에서 채택한 검인정 교과서는 현재 약 37권이다. 

학생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양이 결코 아니다. 설령 혼자 모든 교과서를 다 공부한다 하더라도 일정 가이드라인이 없

다면 다른 과목 공부는 하나도 못 하는 효율성 ‘0’인 학습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는 통합 학습을 하되 효율적, 체계

적인 학습이 필요한 이유이다. 지금 현재 예비 고1에 가장 필요한 건 ‘11종 국어’를 한꺼번에 잡는 학습법이다.

⑶ 사고력 신장

수능 국어에서 ‘사고력’은 평가의 핵심 요소이다. 앞선 교과서 통합 학습이 싸울 무기라면 사고력은 전략과 전술이

기 때문이다. 첫째 독서를 하자. ‘책은 마음의 양식이요,……’ 이런 상투적인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 좀 노골적

으로, 대학 가기 위해 독서를 하자. 사고력을 신장시켜줄 뿐 아니라 독서 능력, 어휘력, 추론력 등 수능 국어에서 요

하는 모든 요소를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국어의 ‘만병통치약’이다. 또한 학생부에 기재될 ‘독서’란도 채울 수 있으니 

일석이조의 효과가 아닐 수 없다. 간혹 고등학생이 되니 바빠져서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2학년 때는 더 

바쁘고, 3학년 때는 더, 더 바쁘다. 명심하자. ‘독서’는 국어의 ‘만병통치약’이다. 둘째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야 한다. 

엄청나게 많은 양을 풀자는 것이 아니다. 학생에 따라 차이가 다소 있지만 내신 대비 기간이 아닐 때, 1주일에 모의

고사 한 회분의 양(35~50문제) 정도면 될 것이다. 많다고 느끼는 학생은 1주일이 7일이니 문제의 양을 나눠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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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 문제를 맞히는지, 못 맞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모두 다 틀려도 괜찮다. 사

후 분석이 중요하다. 많은 학생들이 수능 국어 문제를 감(感)으로 푼다. 이제 이 습관을 뜯어 고쳐야 한다. 객관화

시키자. 왜 이게 답이 되고, 왜 안 되는지를 명확하게 가려내도록 하자. 처음에는 힘들 것이다. 하지만 하다 보면 

정답은 정답의 근거를 찾게 되고, 오답은 오답의 근거를 찾게 된다. 모든 선택지를 이렇게 분석하자. 그럼 수능 국

어는 OX문제가 된다. 5개의 선택지 중 O가 하나 X가 넷, 혹은 X가 하나 O가 넷일 것이다. 가령 5문제라면 ‘25개’

의 OX문제가 된다. 왜 O이고, 왜 X인지 정확하게 가려내고 쓸 수 있다면 학생의 사고력, 생각의 힘은 크게 신장

될 것이다.

백전불태(百戰不殆)

‘예비’라는 단어는 참으로 설레는 말이다. 꿈, 희망, 가능성 등을 내포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이다. 특히 ‘예비 고1’은 

더할 것이다. 다만 단순히 설렘으로 끝내지 않고 이러한 꿈, 희망,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천이 필요하다. 

‘앎’(知)은 내가 실천했을 때 비로소 ‘앎’이 된다.

지피(知彼)하고 지기(知己)하자. 오늘 당장 고등 국어 책 한 권을 사자. 그리고 풀자. 그리고 나의 약점을 체크하고 

보완하자. 그럼 오늘 이 하루가 백전불태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3  

2023 대입, 1등 전략으로 준비하라!    /  65



달라지는 고등학교 공부, 성공을 위한 내신·수능 과목별 학습법Chapter.2

예비 고1을 위한 
올바른 수학 학습법

수학 현우진 선생님

이번 겨울을 기점으로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학생들은 변화되는 입시로 인해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올해 시행되는 

2021학년도 수능과 예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되는 2023학년도 입시는 같은 교육과정이 반영되지만, 

예비 고1 학생들이 치르는 수능에서는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되어 전형이 달라진다. 매번 정책에 따라 변

하는 입시에 대해 불안감을 가진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 있을 수 있지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2023학년도 입

시를 기준으로 잘 준비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학습 방향,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좋을까?

첫째, 수학 상, 하의 학습과 동시에 중학교 과정에서 점검할 것이 있다면 지금 당장하자.

고등학교 과정 진도를 나가기 전 중학교에서 학습한 내용에 대한 점검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과목이 그렇지만 

특히 수학은 이전 단원에 대한 학습이 부족할 경우 이후의 학습에서도 순조로운 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며, 이는  

학습에 대한 열의나 흥미를 저하시킬 수 있다. 지금 중학교 과정에 대해 보완학습을 하더라도 늦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 절약이나 효율적인 학습 면에서 도움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자.

둘째, 고등학교 1학년 때 학습하는 수학 상, 하에 관한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하도록 노력하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수학은 각 과목간의 연계성이 있어 진도를 나가더라도 앞서 배운 내용과 완전히 새로운 개념

을 배우는 것이 아니다. 이전 단원과 수학적 내용이 연결되며, 기본적으로 앞에서 배운 내용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

에 학습이 이루어진다. 이는 중학교 수학이 고등학교 수학으로 이어지는 것뿐 아니라 고등학교 수학 내에서의 과목 

간에도 적용된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수학 상, 하의 내용은 수학Ⅰ, 수학Ⅱ 더 나아가 선택과목인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학습에서도 기본적인 발판이 된다. 간혹 ‘수학 상, 하는 간접출제범위이기 때문에 수능과는 관련

이 없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수능 범위가 직, 간접출제범위를 명시하고 있

더라도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중학교 수학) 학습한 전반적인 내용을 토대로 문항 출제가 이루어진다. 

또한, 문항들은 과목별로 나누어 출제되는 것이 아닌 각 과목의 개념이 연계되어 출제될 수 있다. 따라서 공통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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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선택과목으로 나누어진다 하더라도 바탕을 형성하는 수학 상, 하 과목에 대한 학습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현재 

수학 상, 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학생들이 수학Ⅰ이나 수학Ⅱ와 관련된 강좌를 수강하면서 수학 상, 하에서 다루

어진 주제에 대해 제대로 학습하지 않아 질문 게시판으로 ‘저는 이런 내용은 수학Ⅰ, 수학Ⅱ 과목에서 학습한 적이 

없는데, 배우지 않은 걸 가르쳐 주시는 건가요?’ 라고 묻는 해프닝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자.

셋째, 내신과 수능을 분리하여 학습하지 말자.

내신과 수능의 원점수가 모두 입시에서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나는 내신을 버리고 수능만 준비할 거

야.’ 라는 자세는 지양하는 것이 좋다. 내신과 수능이 분리될 수 있다 하더라도 결국 과목에 대한 학습을 진행한다는 

것에서는 같다. 학교 선생님께서 알려주시는 내용과 강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하여 학습할 수 있어야 한다. 

수업시간에 집중하여 올바르게 학습하는 자세를 습관화하는 것도 앞으로 공부를 진행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된

다. 내신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학생들이 수능에서도 원하는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중·고등학생들에게 ‘교과서를 얼마나 활용하느냐, 학교 수업을 얼마나 열심히 듣느냐’ 고 물어본다면, 아마 

70~80%의 학생들이 ‘잘 보지 않는다, 학교 수업보다는 학원 수업을 열심히 듣는다.’ 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교과

서를 활용한 학습을 무시하면 안 된다. 수능 수학의 기초가 되는 개념들은 모두 교과서에 실려 있고, 교과서는 여러 

번 볼수록 도움이 된다.

많은 학생이 시중에 나온 개념서나 문제집을 추천해달라는 질문을 종종 하는데, 고등학교 저학년일수록 교과서만

큼 알차고 핵심적인 내용이 잘 정돈된 자습서는 없다. 지금부터 교과서를 정독하면서 개념에 대한 서술 부분, 생각 

열기, 더 생각해보기 등의 부분들도 꼼꼼하게 읽어보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자. 시중에 나온 개념서나 참고서와 비

교하면 수록된 문항 수는 적지만, 교과서는 개념에 대한 서술부가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이를 잘 활용한다면 개념

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학교 수업은 지루하고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근본을 담고 있는 얘기를 전달해주는 수업은 

학교 수업이다.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의 경우 ‘강좌 수강만으로 내신대비가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데 내

신시험 출제자는 본인이 수업을 듣고 있는 학교 선생님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1학년 

때부터 내신관리도 철저히 해놓는 것이 좋다. 학교 수업은 최대한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듣도록 하자.

내신과 수능을 분리하여 준비하는 학생들이 간혹 ‘이 문제는 너무 내신 스타일이니까 풀어도 도움이 안 될 거야.’ 라

고 생각하면서 학습에서 제외하기도 하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학습한 

문항들을 풀기에 앞서 고등학교 1, 2학년 때는 지엽적인 문제, 혹은 계산이 지저분한 문제를 가리지 않고 최대한 

다양하게, 많이 접해보도록 하자. 문제를 풀 때 학습한 개념을 빠르게 적용하고 정확하게 풀어내는 능력을 형성해

야 한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저는 문제에서 무엇을 물어보는지는 알 것 같은데, 주어진 시간 내에 문제를 푸는 

것이 어려워요.’ 라고 문의를 하는데, 이는 모두 문제를 많이 풀어보지 않아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점을 알아두도록 

하자.

넷째, 고등학교 2학년 말까지 각 과목에 대한 기본개념 학습을 한 번 이상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2023학년도 입시 기준 고등학교마다 과목에 대해 진도를 나가는 것은 모두 다르다.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 진도에 

맞추어 학습하게 될 경우,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선택과목에 대한 학습을 처음 시작하는 학교도 있을 것이다. 문

제는 이렇게 학교 진도에 맞추어 각 과목에 대한 개념학습을 진행하게 되면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학습 부담

예비 고1을 위한 
올바른 수학 학습법

수학 현우진 선생님

이번 겨울을 기점으로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학생들은 변화되는 입시로 인해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올해 시행되는 

2021학년도 수능과 예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되는 2023학년도 입시는 같은 교육과정이 반영되지만, 

예비 고1 학생들이 치르는 수능에서는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되어 전형이 달라진다. 매번 정책에 따라 변

하는 입시에 대해 불안감을 가진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 있을 수 있지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2023학년도 입

시를 기준으로 잘 준비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학습 방향,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좋을까?

첫째, 수학 상, 하의 학습과 동시에 중학교 과정에서 점검할 것이 있다면 지금 당장하자.

고등학교 과정 진도를 나가기 전 중학교에서 학습한 내용에 대한 점검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과목이 그렇지만 

특히 수학은 이전 단원에 대한 학습이 부족할 경우 이후의 학습에서도 순조로운 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며, 이는  

학습에 대한 열의나 흥미를 저하시킬 수 있다. 지금 중학교 과정에 대해 보완학습을 하더라도 늦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 절약이나 효율적인 학습 면에서 도움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자.

둘째, 고등학교 1학년 때 학습하는 수학 상, 하에 관한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하도록 노력하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수학은 각 과목간의 연계성이 있어 진도를 나가더라도 앞서 배운 내용과 완전히 새로운 개념

을 배우는 것이 아니다. 이전 단원과 수학적 내용이 연결되며, 기본적으로 앞에서 배운 내용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

에 학습이 이루어진다. 이는 중학교 수학이 고등학교 수학으로 이어지는 것뿐 아니라 고등학교 수학 내에서의 과목 

간에도 적용된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수학 상, 하의 내용은 수학Ⅰ, 수학Ⅱ 더 나아가 선택과목인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학습에서도 기본적인 발판이 된다. 간혹 ‘수학 상, 하는 간접출제범위이기 때문에 수능과는 관련

이 없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수능 범위가 직, 간접출제범위를 명시하고 있

더라도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중학교 수학) 학습한 전반적인 내용을 토대로 문항 출제가 이루어진다. 

또한, 문항들은 과목별로 나누어 출제되는 것이 아닌 각 과목의 개념이 연계되어 출제될 수 있다. 따라서 공통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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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늘어날 수 있다. 예비 고1 학생이라면, 지금부터 각 과목에 대한 기본개념 학습을 차근차근 진행해보도록 하자. 

하지만 이 말을 잘못 해석하여 당장 빠르게 진도를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앞서 말했듯이 수학 상, 하에 

대한 학습을 시작하면서 고등학교 2학년 말까지 자신이 선택하고자 하는 과목에 대한 기본개념 학습을 진행할 것을 

추천하는 것이지, 과목에 대한 이해 없이 진도 학습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자.

앞으로 가져야 할 태도와 자세에 관하여

첫째,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고등학교에서의 공부는 3년 동안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 시험 범위가 좁고 내용이 깊지 않은 중학교 시절에는 흔

히 말하는 벼락치기가 가능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고등학교에서의 공부는 하루 이틀 밤새워 공부한다고 해서 해결

될 수 있는 분량이 아니다. 시험 일주일 전, 하루 전 벼락치기 공부에 익숙했던 학생이라면 학습 방식을 바꾸도록 

하자. 꾸준히 노력하면, 그 결과는 여러분의 성적으로 돌아올 것이다.

둘째, 나의 현 상황에 맞는 공부를 진행하자.

주변 친구들에게서 ‘누구는 어느 과목은 어디까지 선행했다던데?’, ‘누구는 이런 강의를 수강한다더라.’ 하는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는 말을 자주 들을 것이다. 타인과의 학습 진도를 비교하기 전에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나의 학습상태

를 파악하여 내 위치를 정확히 아는 것이다. 각자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공부하는 것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

다. 나에게 적합한 방식을 찾아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만약 지금까지 학습했던 중

학교 수준의 공부가 완벽하지 못하다 느낀다면 해당 과정에 관한 공부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 이는 절대 부끄럽거나 

창피한 일이 아니다. 자신의 수준에 맞게 한 단계씩 진행하다 보면 원하는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다.

셋째, 목표를 설정해보자.

목표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좋다. 예를 들어 하루에 몇 문제 이상 풀기, 일주일 동안 어디까지 공부하기, 이

런 식으로 처음엔 단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오히려 지금부터 고3까지의 학습플랜, 이런 식

의 무리한 계획을 세운다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처음에는 학습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지켜나가면서 학습을 꾸준

히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저학년일수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렵거나 낯설게 느껴질 수 있

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계획을 세워가면서 공부를 하는 습관을 들이게 된다면 장기적인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그

것을 지켜가는 과정을 세부적으로 설정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넷째, 학습 플래너를 활용해보자.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보충수업과 함께 야간자율학습이 진행되면서 절대적인 학습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시간을 효

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학습 플래너를 사용해서 계획을 세워보자. 이 과정을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시작한다

면, 진학 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오랜 시간 공부하는 것이 아직 익숙하지 않겠지만,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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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하는 시간을 점차 늘려가는 연습을 하자.

또 자투리 시간을 잘 활용해보자. 아침에 등교하는 시간, 점심 먹고 쉬는 시간, 학교에서 학원으로 이동하는 시간 등 

이러한 자투리 시간에는 각종 공식을 암기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무의미하게 낭비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계획을 세우고 학습을 마친 후에는, 공부 시간보다는 성취도에 의미를 두어 평가하는 것을 추천한다.

다섯째, 자신만의 학습 스타일을 찾자.

고등학생이 되면 자습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부터 자신만의 공부법을 형성하는 것이 좋다. 이때 여러 번의 시

행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너무 신경 쓰지 말자.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보면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아보자. 그러면서 

학교나 학원수업, 온라인 강좌를 수강할 때 필기는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하루의 학습량은 어느 정도로 설정

하는 것이 좋은지 등과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좋다. 지금 스타일을 형성해두지 않는다면 나중에 ‘필

기는 어떻게 해야 하지?’, ‘수학은 하루에 몇 문제씩 풀어야 하지?’ 등의 생각으로 소중한 시간을 낭비할 수 있다.

‘저는 인터넷 강좌를 처음 수강하는데, 하루에 몇 강씩 수강해야 하나요?’, ‘인터넷 강좌를 수강하면서 하루에 몇 문제

씩 풀어야 하나요?’, ‘수학이 너무 힘들어요, 계획을 세워주세요!’ 라고 질문하는 학생들이 종종 있는데, 지금 위의 물

음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수학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학생마다 각 과목에 대한 학습

상태나 이해하는 정도가 모두 다르므로 자신에게 맞추어 진도를 설정하고 공부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처음부터 

학습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아도 절대 틀린 것이 아니니 너무 부담을 갖거나 겁을 먹지 않도록 하자.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학생의 성적은 계단형태로 상승하기 때문에, 매일 꾸준히 학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계획을 바탕으로 자신의 스타일대로 공부를 진행하더라도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자신이 

기대하거나 생각한 만큼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고 낙담하지 말자. 고등학교 공부를 좌우하는 것은 머리가 아닌 성실

함이다.

해야 할 것이 너무 많다고 느껴지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다면 앞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나 직업 

등을 고려하여 목표를 설정한 후 공부를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때 목표는 구체적일수록 좋다. 현재 사용

하는 학습 플래너 맨 앞장에 목표를 기록하고 매번 상기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공부의 원동력으로 이용해보도

록 하자.

학습 TIP

용어에 대한 정리와 암기, 증명을 진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중학교 수학에서 고등학교 수학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고등학교 수학에 대하여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 중 하나

는 여러 가지 용어의 정의일 것이다. 중학교 때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난무할 뿐만 아니라 각종 

수식 역시 머리를 싸매게 만들고 있을 것이다. 고등학교에서 학습할 수학은 앞으로 대학을 갔을 때 인문계열로 진학

하던, 자연계열로 진학하든 간에 가장 기본이 되는 수학 과정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학습하는 것이 좋을까?

우선, 많은 용어 및 수식의 정의는 암기하도록 하자. 수학에서 정의는 약속이다. 즉, 가장 기초가 되며,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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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과학을 예로 들었을 때 각종 용어의 정의를 먼저 암기하면 그 효율이 훨씬 더 

높은 것처럼 수학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용어들의 정의와 수학적 기호에 익숙해지자. 앞으로 고등학교 1학

년에 진학하게 되면 수학 개념들에 대한 정의를 이용하여 증명하는 연습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각 정의에서 파생된 

내용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학습을 진행해보자. 이런 학습은 서술형 주관식 준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간

혹 개념학습은 소홀히 하면서 다량의 문제 풀이만 하려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학습방법이다. 충분한 개념학습을 

바탕으로 문제풀이를 통해 학습 다지기를 하도록 하자.

예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위한 인터넷 강좌 활용 안내

아직 학습을 진행한 지 얼마 안 된 학생들이 하는 가장 큰 착각은 인터넷 강좌를 완강하면 자신의 학습이 완성된다

는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다. 인터넷 강좌는 자신이 원하는 시간과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혼자서 학습하는 것보다 

과목에 대한 학습 내용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학습 매개체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강좌에서 학

습한 내용을 강의 수강 시 이해한 후 복습을 통해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시간에 맞춰 강

의를 모두 수강했다고 해서 학습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자신의 학습에 인터넷 강좌를 활용하고자 하는 

학생이 있다면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 참고해보도록 하자.

- 인터넷 강좌를 수강할 때 교과서를 활용해보자.

강좌나 강좌의 교재만으로 과목 학습을 완성한다는 생각보다는, 교과서를 활용하여 학습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좋

다. 교과서를 활용할 때는 자신의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 다른 출판사의 교과서 이렇게 2권 정도 참고하

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예습할 때는 앞으로 어떤 단원을 학습할 것인지에 대해서, 복습할 때는 강좌에서 학습

하는 것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병행학습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 강좌를 수강하고 나서 복습은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학습이 진행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을 때, ‘일단 강의를 마저 수강하고 나중에 몰아서 복습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다. 강의를 수강하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 강의를 반복해서 

수강해보거나 교과서를 찾아보면서 점검하는 과정을 반드시 진행하자.

- 강좌 외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함께 풀어보는 과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

강좌를 수강할 때는 강좌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재에 수록된 문제를 풀어봄과 함께 강좌 외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볼 수 있어야 한다. 문제를 풀어볼 때는 문제가 지저분하다고, 또는 계산이 너무 길다고 거

르거나 고르지 않고 많은 유형을 접해보는 것이 좋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저 문제를 ‘푸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풀었던 문제들과 새롭게 접한 문제들을 ‘비교하며 푸는 것’이다. 고등학교 수학 문제는 얼핏 보기에 

유형이 방대하고 그에 따라 문제도 셀 수 없이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본질은 동일한 경우가 많다. 유형을 외

우며, 맹목적인 문제 풀이에만 집중하는 학습보다는 이전 학습과 새로운 학습을 엮어서 유기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질을 파악하며 공부하는 연습을 하게 되면 수학 과목은 물론 다른 과목에서도 새로운 것을 배워도 겁

내지 않고 ‘기본’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학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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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2, 3학년이 될수록 학습하는 문항의 난이도가 점점 높아질 것이다. 이때 문제를 푸는 바탕이 되는 계산 

속도가 느리다면 문제 풀이의 방향을 알면서도 주어진 시간 안에 문제를 못 풀어서 틀리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 계산 속도를 향상시키려면 많은 문제를 손으로 정확하게 푸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이 과정은 지금부터 진

행할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이때 풀어보는 문항의 난이도는 서서히 높여 가는 것이 좋다.

지금까지 예비 고1 학생들이 어떻게 학습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았다. 학생들은 언급했던 내

용을 자신의 공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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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고1 겨울방학이 
3년을 좌우한다! 
고교 수학 성공 학습 전략

수학 남혜영 선생님

중3의 겨울방학은, 앞으로의 인생을 설계하는 첫 단추라고 말할 수 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옷을 완벽히 입기 편

하듯이, 중3의 겨울방학을 현명하게 보내야 고교 생활을 잘 할 수 있다. 대학 입시는 매번 변화하고 있다. 중학교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등학교 공부의 양은 방대하고, 내용도 어렵다. 우리 예비고1 친구들이 똑똑하게 겨

울방학을 보내고, 3년을 탄탄하게 지내 꿈을 이루기를 바란다.

고등학교 수학

1. 중학교 수학과 고등학교 수학의 차이점

첫째, 내용과 난이도의 차이가 있다. 낯선 심화 개념이 등장 한다. 개념과 개념의 통합으로 새로운 개념이 출현하게 

된다. 새로운 공식과 다양한 수학적 기호들 역시 엄청 많다.

둘째, 분량과 배우는 속도의 차이가 있다. 분량이 많다보니 진도를 빠르게 나간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진도만 

나가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렇게 되면 문제는 손을 댈 수가 없다.

셋째, 내신 시험문제의 차이가 있다. 복잡한 연계 문제들이 대거 출제 된다. 그런데 시험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다. 

서술형 시험까지 있어서 완벽하지 않으면 점수를 받을 수 없다.

2. 고등학교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수학>을 배우게 된다. <수학>은 1년의 교과과정으로 편의상 앞부분을 <수학(상)>, 뒷부분

을 <수학(하)>로 부르기도 한다. 2학년이 되면 공통과목으로 <수학Ⅰ>과 <수학Ⅱ>를 학습하게 되고, 선택과목으로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택해서 학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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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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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고등학교 수학

고1 수학

고2, 3

공통과목 선택과목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고1 때 배우는 수학의 공통과목 및 선택과목의 대단원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2>

수학 

(상) (하)

다항식

방정식과 부등식

도형의 방정식

집합과 명제

함수의 그래프

경우의 수

<표3>

공통과목 선택과목 (택해서 학습)

수학Ⅰ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수열

확률과 통계

경우의 수

확률

통계

미적분

수열의 극한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

여러 가지 함수의 적분

수학Ⅱ

함수의 극한과 연속

다항함수의 미분

다항함수의 적분 기하

이차곡선

평면벡터

공간도형

3. 2023학년도 수능

수학은 공통과목＋선택과목으로 치러진다. 공통과목으로는 <수학Ⅰ>, <수학Ⅱ>가 있고, 선택과목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한 과목을 선택해서 수능을 치르게 된다.

하지만, 2022학년도 대입 발표에서(2023학년도 입시 역시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9개의 대학(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경희대, 서강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중앙대, 서울 과기대)이 선택과목을 지정했다. 자연계열 응

시자는 미적분이나 기하 중 한 과목을 택해서 시험을 치러야 한다. 문·이과 통합교과이기는 하나, 사실상 자연계

열 진학 희망 학생은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비고1 겨울방학이 
3년을 좌우한다! 
고교 수학 성공 학습 전략

수학 남혜영 선생님

중3의 겨울방학은, 앞으로의 인생을 설계하는 첫 단추라고 말할 수 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옷을 완벽히 입기 편

하듯이, 중3의 겨울방학을 현명하게 보내야 고교 생활을 잘 할 수 있다. 대학 입시는 매번 변화하고 있다. 중학교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등학교 공부의 양은 방대하고, 내용도 어렵다. 우리 예비고1 친구들이 똑똑하게 겨

울방학을 보내고, 3년을 탄탄하게 지내 꿈을 이루기를 바란다.

고등학교 수학

1. 중학교 수학과 고등학교 수학의 차이점

첫째, 내용과 난이도의 차이가 있다. 낯선 심화 개념이 등장 한다. 개념과 개념의 통합으로 새로운 개념이 출현하게 

된다. 새로운 공식과 다양한 수학적 기호들 역시 엄청 많다.

둘째, 분량과 배우는 속도의 차이가 있다. 분량이 많다보니 진도를 빠르게 나간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진도만 

나가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렇게 되면 문제는 손을 댈 수가 없다.

셋째, 내신 시험문제의 차이가 있다. 복잡한 연계 문제들이 대거 출제 된다. 그런데 시험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다. 

서술형 시험까지 있어서 완벽하지 않으면 점수를 받을 수 없다.

2. 고등학교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수학>을 배우게 된다. <수학>은 1년의 교과과정으로 편의상 앞부분을 <수학(상)>, 뒷부분

을 <수학(하)>로 부르기도 한다. 2학년이 되면 공통과목으로 <수학Ⅰ>과 <수학Ⅱ>를 학습하게 되고, 선택과목으로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택해서 학습하게 된다.

달라지는 고등학교 공부, 성공을 위한 내신·수능 과목별 학습법Chapter.2

1  

2023 대입, 1등 전략으로 준비하라!    /  73



달라지는 고등학교 공부, 성공을 위한 내신·수능 과목별 학습법Chapter.2

<표4>
< 2023학년도 수능 수학영역 범위 >

공통과목 수학Ⅰ, 수학Ⅱ

선택과목 (택1)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4. 변화된 입시

2022학년도 입시부터 2023학년도까지 적용되는 입시 정책이 최근에 발표되었다. 또한, 2019년 11월에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이 발표되었다. 서울 소재 16개 대학(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 시립

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에서 정시모집을 40%로 점

진 확대할 것이다. 또한, 학생부 위주 전형 및 수능 위주 전형으로 대입전형을 단순화할 것이다. 학생부 종합전형

에서 정규교육과정 외 활동(비교과 활동)의 대입 반영은 폐지될 것이며, 자기소개서 단계적 폐지, 교사 추천서는 폐

지될 것이다. 결국엔 내신 성적과 수능성적으로 대학 입시가 간소화 된다는 이야기이다.

5. 내신대비와 수능대비

예비고1 학생들은 내신과 수능의 차이점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가 궁금할 것이다. 내신시험은 학력을 측정하는 

시험이고, 수능시험은 학력을 바탕으로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학력이 탄탄하게 뒷받침 되어 있지 않다면 수

능에서 성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신과 수능은 결국엔 하나의 길이다.

발표된 대입 계획을 보면 정시 모집을 40% 이상 확대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내신 성적 비중이 높으므로 수능

과 내신 둘 다 중요하다. 학생부 교과를 차지하는 내신을 평소에 잘 준비하게 되면 입시에서 성공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또한, 학력평가 기출 유형 문제가 내신 시험에도 많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내신 학습에 매진하면서 3·6·9·11

월에 있는 학력평가 대비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수능 대비라고 생각하면 된다. 학력평가 시험 대비는 기출문

제 풀이를 열심히 하는 것이 좋다. 수능 수학에서 평가되는 행동영역은 계산, 이해, 추론, 문제 해결력이다. 이 네 

가지가 평가 요소에서의 실력 발휘는 교과서 바탕의 충실한 내신 준비가 발판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중학교 때와

는 다르게 고등학교에서의 내신에서 점수를 잘 받기는 어렵다. 난이도도 높아지고, 분량도 많아지고, 경쟁 상대들

도 많다. (중학교 때 공부 안하던 애들도 갑자기 공부한다.) 학교에서 나가는 교과들 중 이수 단위가 높은 과목들의 

내신 관리를 잘 해야 한다. 이수 단위란 일주일 동안 그 과목에 할당된 횟수, 즉, 이수 단위가 높은 과목은 일주일

의 시간표에서 많이 보이는 과목들이다. 또 고등학교의 내신은 1등급에서 9등급까지 나뉘어져 있고, 1등급은 상위 

4%, 2등급은 11%, 3등급은 23%, 4등급은 40%, 5등급은 60%, 6등급은 77%, 7등급은 89%, 8등급은 96%, 9등급

은 100%이다.

내신 시험은 1학기에 두 번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있고, 지필고사와 수행평가로 치러진다. 지필고사는 시험기간

에 치러지는 시험이고, 수행평가는 수시로 치러진다. 이 두 가지가 합산되어 최종 학생부에 기재되는 내신 성적으

로 나오게 된다. 내신 시험은 말 그대로 학교 각 과목 선생님들이 출제하신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

고,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것이 시험을 잘 보는 비결이다. 수업 중에 나눠주신 프린트나 부교재 역시 열심히 공부해

야 한다. 본인 학교의 내신 시험지를 찾아서 풀어보는 것 역시 중요하다. 본격적인 내신 시험 대비는 4주 계획을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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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집중 공략해야 한다. 특히나 수학은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시간 재고 문제 풀기 훈련이 필요하다. 첫 내신 수

학 시험을 치른 후 분명히 시간이 모자랐다고 말할 것이다.

시험 대비는 어떻게 하는지 간단히 팁을 알려주면, D-4주차에는 교과서부터! 가장 기본은 교과서! 그리고 가장 중

요한 것도 교과서이다. 본인 학교의 교과서에 나온 증명, 예제, 단원 종합문제, 발전문제 빠짐없이 푼다. D-3주

차에는 부교재, 프린트! 학교에서 나가는 부교재, 학교 선생님이 나눠주신 프린트를 공략해서 푼다. 학교 선생님께 

모르는 부분 질문도 하면서 부교재 프린트의 문제들을 다 정복한다. 지필평가뿐만 아니라 수행평가도 있는 만큼 틈

틈이 진행되는 수행평가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지필평가를 다 맞아도 수행평가에서 점수가 좋지 않으면 

합산되는 최종 점수가 낮아질 수 있다. 학교에서 하는 모든 평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D-2주차에는 시간 재고 

문제풀기 훈련! 수학시험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꼭 시간을 체크하면서 문제 푸는 훈련을 한다. 25문항 정도를 40분 

안에 풀어내기 한다. 답안지 옮기는 시간, 시험지 배부되는 시간까지 고려한다면 평소 시험 시간보다 짧은 시간 내

에 풀어내기를 훈련해야 한다. D-1주차에는 체크해뒀던 문제들로 복습 마무리! 교과서, 부교재, 학교 프린트, 갖

고 있던 문제집 등의 틀린 문제, 그리고 시험대비 들어가면서 체크해두었던 증명, 개념, 어려운 문제 등을 다시 한 

번 쭉 풀어 본다. 눈으로 푸는 것 말고 직접 손으로 써가면서 답까지 낸다. 눈으로 아는 것과 직접 풀어 답을 내보

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예비고1 겨울방학 수학 학습법

1. 숲을 보는 선행 “수학 학습 큰 그림을 그려라!”

고등학교 수학은 중학교 수학과 달리 단원 간 연계를 묻는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 즉, 각 단원의 내용을 잘 알

고 있더라도 단원 간의 연계성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시험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는 것이다. 공부를 처음 시작 할 

때는 교과서의 목차부터 정복한다. 교과서에 어떤 단원들이 있고, 학습 목표가 무엇이고, 그 단원의 주요 개념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는 공부를 한다. 큰 단원과 각 단원 속에는 어떤 소단원이 있으며 서로 어떻게 관련되는지 파악

한다. 핵심유형 문제를 익히는 평면적인 학습부터 구조를 파악하는 입체적인 학습까지를 한다. 이것이 나아가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사고의 훈련인 것이다. 한 학기 분량의 목표를 세우고, 방학 기간에 고1 수학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본다. 뼈대를 잘 세워 놓은 후, 그 다음에 심화 학습에 들어가면서 난도 높은 기출 응용문제를 해결한다. 처음

에 숲을 잘 봐 둬야 나중에 숲 안에서의 나무들, 여러 식물들을 잘 어우러지게 할 수 있다. 방학 기간 수학 공부하

는데 처음부터 집약적으로 공부를 하면 결론적으로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처음 배울 때부터 파고들게 되면 내용

이 어려워서 쉽게 지친다. 쉽게 지치면 하기 싫어지고, 하기 싫어지면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게 되어, 앞부분만 

공부하다가 방학기간이 다 지나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

2. 개념이 답 “개념 노트를 만들어라!”

“개념은 했는데, 문제가 안 풀려요” 학생들한테 듣는 NO.1의 고민이다. 개념을 한 것이 어떤 것이냐고 하면 ‘참고

서에 나와 있는 개념을 다 알고, 개념의 공식들을 다 알며, 개념 적용의 기본 문제는 잘 풀리는 것 이 정도를 개념

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것은 개념 암기 즉, 단순 이론 암기이지 제대로 된 개념 학습이라고 할 수 없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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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이 나오게 된 배경, 뿌리 깊은 개념의 공부가 되어야 한다. 안 풀리는 문제 속에서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여

기에 어떤 개념이 적용 되는지, 왜 그 다음 단계의 풀이는 이렇게 되는지 등의 고민… 그 고민 속에서 찾게 되는 실

마리 등을 내가 교과서에서 본 개념과 매칭 시켜서 공부해야 한다. 매번 기출 문제를 풀 때마다 문제 안의 개념을 

꺼내고, 문제 안에서 꺼낸 개념이 겹치는 문제들을 다시 정리하면서 체계화시키는 것, 이것이 제대로 된 개념 학습

이다. 개념의 암기, 이해의 과정을 거치고, 기출 문제 안에서 본질적인 개념을 꺼내서 출제자의 의도를 나만의 개

념으로 정리하는 것 이것이 제대로 된 개념 학습이라고 할 수 있다. 나만의 개념 정리 노트를 만들자. 교과서의 기

본 개념부터 문제를 풀면서 알게 된 개념, 그리고 추가해야 할 예제 문제까지 적어두는 나만의 노트를 이번 겨울방

학에 충실히 만들어 보자. 3년 동안 이 노트가 효자 노릇을 할 것이다.

3. 일일 수학 30제 “매일 ‘꾸준히’로 수학적 뇌를 갖자!”

일일 수학 30제는 하루에 수학 문제 30개를 푸는 것이다. ‘하루에 100문제를 풀었다’, ‘한 달에 문제집 3권을 끝냈

다‘라는 양치기 수학 공부가 아닌 질적인 측면에서의 수학 공부를 권장하는 바이며, 질적인 측면에서의 수학 공부

가 이루어져야만 성적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 많은 양의 문제를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문제를 풀더라도 

제대로 푸는 것! 즉, 서술형 답지 작성하듯 모든 문제를 풀기를 적극 추천한다.

고등학교 내신 시험은 많게는 50%까지 서술형으로 출제가 된다. 답안을 서술형으로 작성하는 것은 그냥 되는 일이 

아니다. 문제를 풀어서 정답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 내용을 논리 정연한 식으로 표현해내기가 쉽지는 않다. 이런 것

을 평상시에 몸에 베이도록 연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일일 수학 30제이다. 서술형으로 30문제를 매일같이 꾸준히 

풀어내는 것이다. 객관식 문제라고 해도 서술형으로 작성하면서 1번의 보기가 왜 틀린가에 대한 설명을 적어 내려

가다 보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본질적인 개념을 완벽하게 아는 결과가 나온다. 이게 바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내

는 방법이다. 수학을 잘한다고 하는 상위권 학생들도 사고력을 요하는 킬러 문제를 힘들어한다. 여러 단원들과 여

러 개념들을 이용하고, 추론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당황하지 않으려면 제대로 된 훈련을 해야 

한다. 한 문제를 풀더라도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정성으로 써내려갈 때, 우리에겐 능력이 생기게 된다. 이 능력

은 평소에 연습하지 않으면 벼락치기로 절대 완성될 수 없다.

실제로 예비고1 학생들 중에 수학 문제를 서술형으로 풀라고 하면 풀어내는 학생은 몇 되지 않는다. 서술형은 도저

히 손을 못 대겠다하는 학생들은 문제를 보고 베끼는 연습부터 시작 하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개념을 찾아서 옆에 

적어 보기, 계산하는 과정 숨김없이 내려쓰기 등부터 시작한다. 문제를 풀어서 답을 내는 데만 목적을 둔 행위가 아

니라 풀어내는 과정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게 되면 결국에는 정확한 답을 도출하게 되고, 이것이 진짜 공

부인 것이다.

수학적 문제 해결 능력, 수학적 추론 능력을 갖추는 것, 결국에는 본질적인 개념을 끄집어내어야 하는 행위는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수학적인 뇌를 만들어 가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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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복과 도식화의 중요성 “수학도 도식화하여 정리하자!”

문제집을 풀 때, 같은 문제집을 최소 2번은 푼다.

1회독에서는 빠르게 공책에 풀기 (시험 보듯이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 풀어 보기)

2회독에서는 공책에 내용 정리를 해가며 풀기 (학습 내용을 인출)

개념 노트에 2회독에서 알게 된 내용이나 적어 둬야 할 문항들을 추가로 정리한다. 수학이 이해의 과목이지만, 반

복적으로 학습하고, 학습한 내용을 주기적으로 인출하여 도식화해야 하는 과목이기도 하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도

식화할 때, 개념과 개념이 융합된 새로운 개념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출제자가 의도한 개념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

다. 이것이 습관화된다면 빈틈이 없게 된다.

예비고1의 이번 겨울방학은 규칙적인 생활패턴을 습관화하고, 새로운 각오로 나도 할 수 있다는 열정을 가득 품었

으면 좋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기와 탄탄함이다. 개념의 단단함이 있다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개념 노트를 

만들고, 일일 수학 30제로 규칙적인 수학 학습습관을 잡아 보자. 우리 예비고1 친구들이 탄탄함과 단단함으로 무장

하는 겨울방학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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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고1 영어, 
어떻게 학습해야 할까

영어 조정식 선생님

2022 수능 체제 개편,  
EBS 연계 비율 70%→50%로 감소
현 수능 EBS 연계 비율을 살펴보면 듣기파트 17문항 중 15문항이, 그리고 독해파트 28문항 중 7문항이 직접 연계

된다. 해당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은 간접연계로 구성되는데, 간접연계는 EBS 지문의 소재만을 활용하여 새

롭게 제작한 지문을 바탕으로 출제하기 때문에 사실상 시험장에선 완전히 새로운 지문을 마주하게 되는 것과 마찬

가지이므로 연계 공부가 효과를 발휘하긴 힘들다.

[2020학년도 수능 EBS 연계표] 1)

번호 유형 직접연계교재 번호 유형 직접연계교재

1 짧은 대화의 응답 수능완성(할일) 14 긴 대화의 응답 수능특강 영어듣기(대화주제)

2 짧은 대화의 응답 수능특강 영어듣기(언급) 15 상황에 적절한 말 수능완성(이유)

3 목적 수능완성(일치) 16
×

4 의견 수능특강 영어듣기(담화목적) 17

5 관계 수능특강 영어듣기(대화주제) 18 글의 목적 수능특강 영어(실용문일치)

6 그림 내용 일치 수능특강 영어듣기(그림일치) 19 심경 변화 수능완성(함축적의미)

7 할일 수능완성(장소) 20 주장 수능특강 영어(순서)

8 이유 수능완성(관계) 21 함축적 의미 영어독해연습(빈칸추론)

9 숫자 정보 수능특강 영어듣기(그림일치) 22 요지 수능특강 영어(문장삽입)

10 언급 유무 수능특강 영어듣기(할일) 23 주제 영어독해연습(어법)

11 담화 내용 일치 수능완성(긴대화응답) 24 제목 수능완성(어휘)

12 도표 내용 일치 수능완성(도표) 25 도표 수능완성(도표)

13 긴 대화의 응답 수능완성(할일) 26 내용 불일치 수능완성(빈칸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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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수능 EBS 연계표] 1)

번호 유형 직접연계교재 번호 유형 직접연계교재

27 실용문 영어독해연습(실용문불일치) 37 ×

28 실용문 수능특강 영어(실용문불일치) 38 문장삽입 수능특강영어(1지문2문항)

29 어법 수능완성(빈칸추론) 39

×

30 어휘 수능완성(순서) 40

31 빈칸 추론 수능완성(어휘) 41

32 빈칸 추론 수능완성(어법) 42

33
×

43

34 44

35 무관한 문장 영어독해연습(빈칸추론) 45

36 글의 순서 영어독해연습(1지문2문항)

직접 연계율과 간접 연계율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2020학년도 수능 

직접 연계율 약 49% (22/45)

간접 연계율 약 24% (11/45)

총 연계율 약 73% (33/45)

평가원에서 EBS 연계 비율을 70%에서 50%로 감소한다고 한다. EBS 공부를 소홀히 해도 된다는 의미일까?

그 누구도 이에 대해 답할 수 없다.

아직까진 총 연계 비율 70%에서 50%로 감소된다는 발표만 있었을 뿐, 그것이 직접연계에 반영이 되는 것인지 간

접연계에 반영이 되는 것인지는 아무도 예측이 불가능하다. 만약 직접연계, 그것도 독해파트에서 연계되는 문항의 

수를 조정하게 된다면 아마도 시험장에서 연계 체감을 하기는 더욱 더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 발

표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숫자만 줄어들었을 뿐, 변하는 건 없다. 우리는 그저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정답이다.

1) EBS 홈페이지 공식 EBS 영역별 연계내역 분석

예비고1 영어, 
어떻게 학습해야 할까

영어 조정식 선생님

2022 수능 체제 개편,  
EBS 연계 비율 70%→50%로 감소
현 수능 EBS 연계 비율을 살펴보면 듣기파트 17문항 중 15문항이, 그리고 독해파트 28문항 중 7문항이 직접 연계

된다. 해당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은 간접연계로 구성되는데, 간접연계는 EBS 지문의 소재만을 활용하여 새

롭게 제작한 지문을 바탕으로 출제하기 때문에 사실상 시험장에선 완전히 새로운 지문을 마주하게 되는 것과 마찬

가지이므로 연계 공부가 효과를 발휘하긴 힘들다.

[2020학년도 수능 EBS 연계표] 1)

번호 유형 직접연계교재 번호 유형 직접연계교재

1 짧은 대화의 응답 수능완성(할일) 14 긴 대화의 응답 수능특강 영어듣기(대화주제)

2 짧은 대화의 응답 수능특강 영어듣기(언급) 15 상황에 적절한 말 수능완성(이유)

3 목적 수능완성(일치) 16
×

4 의견 수능특강 영어듣기(담화목적) 17

5 관계 수능특강 영어듣기(대화주제) 18 글의 목적 수능특강 영어(실용문일치)

6 그림 내용 일치 수능특강 영어듣기(그림일치) 19 심경 변화 수능완성(함축적의미)

7 할일 수능완성(장소) 20 주장 수능특강 영어(순서)

8 이유 수능완성(관계) 21 함축적 의미 영어독해연습(빈칸추론)

9 숫자 정보 수능특강 영어듣기(그림일치) 22 요지 수능특강 영어(문장삽입)

10 언급 유무 수능특강 영어듣기(할일) 23 주제 영어독해연습(어법)

11 담화 내용 일치 수능완성(긴대화응답) 24 제목 수능완성(어휘)

12 도표 내용 일치 수능완성(도표) 25 도표 수능완성(도표)

13 긴 대화의 응답 수능완성(할일) 26 내용 불일치 수능완성(빈칸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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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하던 대로 어떻게 하면 될까

현재와 같은 교육 제도 내에서, 영어는 수시를 위한 내신 대비이든, 정시를 위한 수능 대비이든, 마지막 순간에는 

EBS 연계 교재와 기출로 귀결된다.

결국 1,2학년의 영어 공부는 문장 난이도가 높고 지문 내용의 이해가 힘든 EBS와 기출을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

한 발판 마련이다.

아래 문장을 한 번 해석해보자.

There are no general strategies for c
수행하다

onducting an a
논쟁

rgument because the s
구체적인

pecific something 

arguments are always about will always be e
박힌, 끼어 들어간

mbedded in a social or i
조직적인

nstitutional setting in relation 

to which some, but not all, s
전략

trategies will be r
관련있는/중요한

elevant and, at least potentially, effective.

아마도 해석이 막힌 학생들은

There are no general strategies for conducting an argument because the specific something arguments 
are always about will always be embedded in a social or institutional setting in relation to which some, 
but not all, strategies will be relevant and, at least potentially, effective.

표시된 두 부분에서 해석이 막혔을 것이다. 만약 표시된 어휘 이외의 다른 어휘에서 해석이 막혔다면 정말로 어휘 

학습이 시급하다.

1. 어휘 공부는 무조건이다.

어휘는 영어 학습의 시작이고 끝이다. 어휘는 반드시 해야 한다. 시험장에선 지금처럼 문장 아래에 어휘 의미가 적

혀있지 않다. 아무리 구문 공부를 열심히 해도 문장 내의 어휘의 의미에서 막혀버리면 구문 공부도 무용지물이다.

그렇다면 어휘 학습의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

우선 매일매일 꾸준히 일정량을 학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등급대가 낮은 학생들은 우선 일대일 대응으로 단어 뜻

의 의미를 암기하는 것이 필요하나, 1~3등급대의 학생들은 일대일 대응 학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 경우, 예

문을 중심으로 어휘를 암기해야한다.

가령 쉬운 예를 들어보면, house는 일반적으로 ‘n.집’이라는 의미만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house는 ‘v.저장

하다’의 의미로 빈번하게 쓰인다. 이런 의미까지 학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예문을 접해야만 가능하다. 단어장의 

예문, 혹은 기출/EBS 교재의 문장을 통한 학습으로 이것이 가능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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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장 자체를 읽어내기 위한 학습을 하자.

구문 공부라고 해서 ‘관계대명사’와 같은 문법 용어를 학습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아마도 영어 공부를 어느 정도 해 본 학생이라면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생략’을 들어본적이 있을 것이다. 위의 문장

의 ‘the specific something arguments are always about~’ 부분에서 something과 arguments 사이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생략’을 알고 있다고 문장 해석이 해결되진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문 학습을 해야할까?

① 우선 해석의 틀을 만드는 데에 집중하자.`

　  예를 들어보자. The boy I love. (내가 사랑하는 소년) 이렇게 명사 뒤에 <명사＋동사>가 따라 나오는 경우  

<명사＋동사>가 앞의 명사를 꾸며준다는 하나의 틀을 잡고 다시 처음의 문장을 보자.

　  ‘~ the specific something arguments are always about’ 결국 여기서도 arguments are이 something을 꾸며

준다고 이해하면 훨씬 해석이 편하다. 즉 ‘논쟁이 항상 관한한(대상으로 삼는) 어떤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문장의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교과서와 기본 구문 책을 활용하자. 우선 주어, 

동사, 수식어 찾기 훈련부터 차근차근 해석의 틀을 쌓아가자.

② 그 후, 문장을 이해하는 훈련을 하자. (상위권 학생 한정)`

　  문장의 구조 파악(주어와 동사 찾기, 수식어 찾기 등)은 물론, 문장이 담고 있는 의미 파악 훈련에 주력해야 한

다. 지난 기출 등을 보면서 의미 파악을 훈련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는 구문 책을 

통해 연습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절대로 우리말 번역에만 몰두하지 말고, 문장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기 

위한 학습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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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고1 겨울방학] 
영어 1등급 S

●

T
●

A
●

R
●

T
●

영어 이정민 선생님

겨울이 되면, 시즌이 끝난 운동선수들은 전지훈련을 떠나서 체력과 기술을 보완하고 다음 시즌의 보다 멋진 경기력

을 보여주기 위해 굵은 땀방울을 흘린다. 전지훈련이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 향상하기 위하여 환경조건이 다른 

곳으로 옮겨 가서 하는 훈련’을 말한다.

예비고1 학생들에게는 ‘겨울방학’이 바로 ‘전지훈련’이다. 겨울방학을 고등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실

력을 쌓기 위한 도약의 시기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누가 더 굵은 땀방울을 흘렸느냐에 따라 고1 첫 시험의 성패

가 결정되므로 반드시 강도 높은 훈련이 필요하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영어의 차이점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내신과 수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내신 영어문제는 수능  독해유형과 내신유형

(서술형 포함)이 결합되어 출제된다. 내신영어와 수능영어의 문제유형이 70%정도 일치하기 때문에 각각의 것으로 

이분화 할 것이 아니다. 우선은 내신영어에 초점을 두고 학습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것이 곧 수능영어를 

잘하기 위한 “진짜 실력 쌓기”라는 점을 명심하자!

1. 2015 개정 교육과정

2018년부터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었고, 2020년에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예비고1 학생들은 개정교육과정의 세 번째 

적용 세대가 된다.

[표1] 2015 개정 교육과정 영어 과목

교과 공통과목 (고1)
선택과목 (고2·3)

일반선택 진로선택

영어 영어 [11종]

영어 회화 [4종]

영어 Ⅰ [10종]

영어 독해와 작문 [5종]

영어 Ⅱ [9종]

실용영어

영어권 문화

진로 영어

영미 문학 읽기

* 각 과목별로 시중 출판사의 검인정 교과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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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교육 영어의 핵심은 교과서 범위 축소와 부교재 반영 증가라고 볼 수 있다. 고등학교 1년 동안 8과 정도(출판

사별로 일부차이)로 구성된 교과서를 배우게 되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일반적으로 교과서 2개과 정도만 시험

에 반영되기에 학습부담이 큰편은 아니다. 따라서 학교현장에서는 개정교육과정 적용이후 부교재와 모의고사 변형

문제의 시험범위 반영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전국연합 학력평가(연4회, 전국단위 2회)

보통 모의고사라고 부르며, 전국연합, 학력평가 또는 학평으로 불리기도 한다. 1년에 4번 실시한다. 고등학교 1학

년과 2학년은 3월, 6월, 9월, 11월에 실시하고, 고등학교 3학년은 평가원의 수능 모의평가가 있는 달(6월, 9월)을 

피해 3월, 4월, 7월, 10월에 실시한다. 표본 집단이 수능과 유사하기 때문에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등의 상대 지

표도 참고할 가치가 높다. 영어 영역은 수능과 마찬가지로 직접 교과서 내용이 출제 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만, 해당 학년과 시기의 수준에 맞춘 난이도로 시험 문제를 출제한다.

고등학교 내신영어의 특징

1. 시험범위가 넓고, 넓고, 넓다!

➊ [표2] 고교 내신영어 시험범위

범위
교과서

(2개과 내외)

모의고사 

(변형문제)

부교재(문법, 어휘, 독해, 

handout, 학교자체교재)
듣기

비중 30~40% 30~50% 20~40% 10~20%

난이도 ★★★☆☆ ★★★★★ ★★★★☆ ★★★☆☆

➋   시험범위 자체가 중학교에 비해서 평균 4배 이상 늘어나게 되어 학습 부담이 상당히 커진다. 중학교 시절 시험

기간에 벼락치기로 교과서 본문만 달달 외우고 단순 문제풀이를 통해 어느 정도 영어 점수가 나왔다고 해서 방

심하고 있으면 큰 코 다친다. 고등학교에서 벼락치기 마인드로 접근하면 벼락 맞는다!

2. 영어는 내신준비가 곧 수능준비다!

➊ 교과서 및 시험범위의 지문을 활용한 객관식 문제들은 수능독해 유형으로 출제된다.`

　   무작정 지문을 외울 것이 아니라, 각 단락별 주제와 전개방식, 독해문제의 출제 POINT를 정리하는 능동적인  

학습태도가 필요하다. 영어 교과서도 본문 및 문장 길이가 중학교에 비해서 난이도가 높아지므로, 만만하게 보지  

말고 꼼꼼한 학습이 요구된다.

➋ 모의고사와 부교재의 지문이 변형문제(동일한 지문을 다른 유형의 문제)로 출제된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동일학년의 모의고사(1개)와 부교재를 활용하여 지문을 출제한다. 하지만, 지역특성을 반

2  

[예비고1 겨울방학] 
영어 1등급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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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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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이정민 선생님

겨울이 되면, 시즌이 끝난 운동선수들은 전지훈련을 떠나서 체력과 기술을 보완하고 다음 시즌의 보다 멋진 경기력

을 보여주기 위해 굵은 땀방울을 흘린다. 전지훈련이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 향상하기 위하여 환경조건이 다른 

곳으로 옮겨 가서 하는 훈련’을 말한다.

예비고1 학생들에게는 ‘겨울방학’이 바로 ‘전지훈련’이다. 겨울방학을 고등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실

력을 쌓기 위한 도약의 시기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누가 더 굵은 땀방울을 흘렸느냐에 따라 고1 첫 시험의 성패

가 결정되므로 반드시 강도 높은 훈련이 필요하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영어의 차이점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내신과 수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내신 영어문제는 수능  독해유형과 내신유형

(서술형 포함)이 결합되어 출제된다. 내신영어와 수능영어의 문제유형이 70%정도 일치하기 때문에 각각의 것으로 

이분화 할 것이 아니다. 우선은 내신영어에 초점을 두고 학습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것이 곧 수능영어를 

잘하기 위한 “진짜 실력 쌓기”라는 점을 명심하자!

1. 2015 개정 교육과정

2018년부터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었고, 2020년에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예비고1 학생들은 개정교육과정의 세 번째 

적용 세대가 된다.

[표1] 2015 개정 교육과정 영어 과목

교과 공통과목 (고1)
선택과목 (고2·3)

일반선택 진로선택

영어 영어 [11종]

영어 회화 [4종]

영어 Ⅰ [10종]

영어 독해와 작문 [5종]

영어 Ⅱ [9종]

실용영어

영어권 문화

진로 영어

영미 문학 읽기

* 각 과목별로 시중 출판사의 검인정 교과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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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고 변별력 확보차원에서 학교에서는 상급 학년의 문제를 반영하거나(고2,3 모의고사 반영), 모의고사의 반

영범위를 늘리거나(2개~4개), 또는 부교재를 고3 수준의 EBS 교재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중상위권 

이하의 학생들은 어휘부터 걸림돌이 되고, 학교 내신 준비가 너무 벅차 제대로 준비도 하지 못하고서 시험을 치

르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한다.

3. 100점을 맞아야 1등급이다!

수능영어는 절대평가이지만, 내신 영어는 “상대평가”란 점을 명심하자. 일반적으로 97~100점 사이에서 영어 1등급 

(상위4%) 커트라인이 형성된다. 영어 문제 1개 틀리면 2등급이 될 수도 있다. 또한 97~92점대에 상당수의 학생들이  

촘촘히 버티고 있기 때문에 90점을 넘겨도 3등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어느 학교이든지 극상위권 학생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내신 1등급 달성은 결코 쉽지 않으며 실수를 하지 않는 진짜 실력이 필요하다.

4. 1등급은 어법, 어휘, 서술형이 결정한다!

➊   어법문항은 전
•
범
•
위
•

로 출제되며, 출제비중은 30%내외(객관식, 서술형 포함)로 변별력을 위한 문제로 가장 많이 

출제된다. 따라서 정확하고 탄탄한 어법개념과 문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응용능력이 관건이다.

다음의 기출문항을 직접 풀어보자. 선배들이 가장 까다로워 하는 유형으로 골랐다^^! (정답은 마지막 페이지 참고)

어법상 틀린 세 곳을 찾아서, 각각 어법에 맞게 바꾸시오. (철자 틀리면 0점 처리) [6점, 각 2점]

 This morning we flew into the airport and came to the island by water taxi. After the long 
flight, it was refreshing to travel across the water by boat. Our driver even let my younger 
sister takes a turn steering the boat, and she was thrilled!
 At last I stepped into Venice with a pounding heart, just like Portia. The first thing that 
impressed me about the city was how colorful it was. The walls were covered with bright 
blues, greens, oranges and every other color.
 We stayed at a building that used to being a palace hundreds of years ago. It was a home 
turned into a bed-and-breakfast and was run by a very sweet old lady. The lady told us a lot 
about the palace and the area as well.
 By the time we were ready for dinner, I was extremely hungry. I’m glad I was so hungry 
because we went to Dalla Marisa, a traditional Italian restaurant. There are no menus at the 
restaurant. The guests simply eat which Marisa is cooking that day. Since it was Tuesday, 
we had fresh fish with bread and salad. There was far more than I could eat, but it was all 
delicious.

⑴ 　 　　　　  　 　　　　, ⑵ 　 　　　　  　 　　　　, ⑶ 　 　　　　  　 　　　　

서술형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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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서술형은 단어배열, 영작, 문장전환, 지칭대상서술, 본문 빈칸, 요약문 완성 등의 다양한 형태로 출제되기 때문에  

어법실력, 어휘력, 문장구조 파악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글의 흐름에 맞게, <보기>에 주어진 단어 및 구를 모두 사용하여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알맞은 문장을 

완성하시오. (어법에 맞게 변형하기, 철자 틀릴 때마다 1점씩 감점.) (5점)

Last Saturday, thousands of people flocked to a fireworks festival. Even though the fireworks 
were beautiful,                     . Most people observed the 
law. However, some people pushed one another, hurting others.

misbehavior / the beauty / it / to / some people’s / the fireworks / hard / make / of /enjoy

< 보 기 >

서술형 2번

겨울방학 영어 영역별 학습전략

1. 문법

문법은 내신과 수능에 둘다 중요하다. 특히 내신의 경우 단일유형으로는 출제비중(30%)이 가장 높은 만큼, 대부분

의 학생들에게 감점요인이 되며, 꼼꼼한 학습이 필요한 영역이다. 문법문제는 지엽적인 문법적 지식을 묻는 문제보

다는, 보편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을 묻는 문제가 주로 출제된다. 따라서 영문법 핵심개념학습과 문제풀이가 병행되

어야 한다. 영문법 기본서나 기본강좌를 선택하여, 개념학습을 방학동안 2회 정도 반복하도록 한다. 기출문제는 최

근 5년 동안 고1,2 학력평가 기출문제를 모두 풀어야 한다. 아울러, 문법 공부는 예비고3때까지 방학시기를 이용해

서 4번 정도 반복한다는 생각으로 학습계획을 세워야 한다.

2. 어휘

영어실력의 80%가 어휘실력에서 나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휘력은 중요하다. 어휘력이 약하면 듣기

가 되지 않을 것이고, 문법예문과 독해지문이 제대로 해석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휘 암기는 “습관”이 되

어있어야 하며, 다음의 학습방법을 숙지하자.

➊   나만의 단어장을 만들자. 듣기, 독해, 문법 등 각 영역을 공부하면서, 모르는 어휘를 나만의 단어장에 정리한 후

에,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자주 보고, 발음해보고, 그야말로 손에서 놓지 않는 습관이 영어를 잘하기 위한 출

발점이다.

➋   철자와 의미는 기본이고, 정확한 발음과 강세를 익힌다. 암기할 때 무조건 연습장 가득히 깜지를 만들려는 노력

보다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는 입체적 훈련이 효과적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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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핵심 다의어를 공부한다. 쉬운 단어지만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 다의어들을 암기해야 정확한 문맥적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이다.

➍   핵심 어근, 접두사, 접미사를 이해하자. 파생어휘는 어근의미와 접두사, 접미사의 규칙만 알고 있으면 무조건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통한 어휘력 확장이 가능해진다.

➎   문맥에서 추론해보자. 지문 속에서 모르는 단어가 등장하면, 당황하거나, 사전을 찾을 것이 아니라, 앞뒤의 문

맥의미를 통해서 그 의미를 유추해보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자.

3. 문장해석훈련과 독해

무조건 독해문제를 많이 풀면 독해를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은 버리고 독해를 잘하기 위한 전제조건

을 명확히 하자. ① 어휘력, ② 직독직해를 통한 정확한 문장해석 능력, ③ 문장구조 파악을 위한 문법실력 이 3가지

가 실제 독해실력을 좌우한다!

독해 문제를 풀 때는 무엇에 관한 글인지, 글의 주제를 파악하는 연습을 가장 우선시한다. 제한시간 내에 빠른 속도

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 만큼, 각 유형에 따라 출제의도를 파악하고 정답의 근거가 되는 핵심내용을 찾아서 읽을 수 

있는 “유형별 독해전략”에 대한 이해가 필수이다. 고난도 독해문제와 빈칸추론 문제에서는 특히, “논리적 추론능

력”이 절실한 만큼, 정확한 해석을 바탕으로 논리관계를 파악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 주1회 모의고사 실전 훈련

모든 영어시험은 시간제한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점수가 오르지 않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간과하는 부분

이 바로 “시간관리”이다. 꾸준히 영어공부를 한다고 하지만, 제한된 시간에 문제풀이 연습을 하지 않는다면, 실전

에서 통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매주 1회 “독해 45분/28문항”을 기준으로 기출문제를 통해 시간관리 연습이 필

수이다. 처음에는 당연히 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반복연습으로 3개월 이상 꾸준히 해나가면, 달라지는 자신의 모습

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4. 듣기

겨울방학동안 일주일에 듣기 Full-set 2회분의 학습계획을 세우도록 한다. 듣고 난 후에는 모르는 어휘와 표현들

은 “나만의 단어장”에 정리하여 암기하고, 듣기 교재의 빈칸부분은 모두 Dictation(받아쓰기)을 철저히 한다. 이것

이 실력향상의 밑거름이다. Dictation을 할 때 3번 이상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면, Script(대본)를 보고, 그 단어와 

표현을 원어민의 속도와 발음으로 따라 읽는 shadowing 훈련을 통해서 몸으로 체득시키려는 연습이 효과적이다.

단기간의 점수향상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인의 영어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어휘, 어법, 문장해석, 듣기를 포괄할 수 있는 학습계획을 세운 후에, 아름답게 실천하는 노력이

겨울방학 성패의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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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on, Patience, and Practice Makes Perfect! 

겨울방학이라는 전지훈련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꼼꼼히 실력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만이 

자신있게! 당당하게! 고등학교 1학년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을 것이다. 

고등학교가 시작되면, 더욱 멋진 모습을 보여줄 여러분들에게 건투를 빌고

고등어쌤이 함께 뛰며 힘차게 응원한다!! 혈공 ^^!

some people’s misbehavior made it hard to 

enjoy the beauty of the fireworks

서술형 2번 정답

⑴ takes  take

⑵ being  be

⑶ which  what 또는 whatever 

서술형 1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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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고1을 위한 로드맵 
통합사회

통합사회 이다지 선생님

What, 통합사회란 무엇인가
통합사회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과목이다. 문·이과의 구

분을 없애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국·영·수와 더불어 통합사회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워야할 필수 교과목으로 

지정된 것이다. 통합사회가 어떤 교과인지, 얼마나 배워야 하는지, 어떤 내용을 배우는 지 등의 자세한 내용은 다

음과 같다.

1. 어떤 목적으로, 왜 배우게 될까?

통합사회는 지리, 일반사회, 윤리, 역사의 기본적인 내용을 총 9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융합적 관점에서 배우는 교

과이다. 여기에서 다루는 9개의 주제-행복, 자연환경, 생활공간, 인권, 시장, 정의, 문화, 세계화, 지속 가능한 

삶-는 학생들의 삶에 중요하게 영향을 끼치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각각의 주제에 대해 통합사회에서는 한 교과

의 시각이 아니라 시간적·공간적, 사회적·윤리적 측면에서 다각도로 학습하도록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2. 누가, 얼마나 배우게 될까?

통합사회는 모든 고등학생이라면 문·이과 구분 없이 1학년 때 배우게 될 필수 교과목으로, 이수 단위가 국어, 영

어, 수학과 같은 8단위이다. (단, 해당 단위 수는 2단위 내에서 감축될 수 있다.) 대입에 반영되는 내신 성적을 산출

할 때 일반적으로 [과목 단위 수×등급 / 단위 수]로 계산하기 때문에 단위 수가 큰 과목의 성적을 잘 받는 것이 현

행 학생부 교과 중심 입시를 준비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즉, 8단위에 해당하는 통합사회 과목의 내신 

성적이 국·영·수와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아래는 고1과정에서 배워야 하는 교과의 필수 이수 단위이다.

달라지는 고등학교 공부, 성공을 위한 내신·수능 과목별 학습법Chapter.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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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목의 구성

일반 고등학교(자율고등학교 포함)와 특수 목적 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제외) 단위 배당 기준

교과영역 교과(군) 공통 과목(단위) 필수 이수 단위 자율 편성 단위

교과(군)

기초

국어 국어(8) 10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편성

수학 수학(8) 10

영어 영어(8) 10

한국사 한국사(6) 6

탐구

사회

(역사 / 도덕 포함)
통합사회(8) 10

과학
통합과학(8)

과학탐구실험(2)
12

체육·예술
체육 10

예술 10

생활·교양
기술·가정 / 제2외국어 /

한문 / 교양
16

소계 94 86

창의적 체험활동 24 (408 시간)

총 이수 단위 204

※ 이수 단위수의 1단위는 50분을 기준으로 17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을 의미

3.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까?

앞에서 말한 통합사회 9개 주제는 모두 각각의 대단원을 이루고 있으며, 기존의 지리, 일반사회, 윤리, 역사의 기본  

내용이 단원에 골고루 녹아 있다. 따라서 통합사회 학습은 고등학교 1학년 공통과목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2, 3학년에 배우게 될 사회탐구영역 선택과목에 그대로 연계가 되고, 기초 개념이 된다. 통합사회 단원별 구성과 

사회탐구 선택과목 중 유사한 개념을 학습하는 과목은 다음과 같다. (참고로 사회탐구 영역 선택과목은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이 있다.)

 표2) 통합사회 단원 구성과 선택과목의 관계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
선택과목 중

연계 과목(계열)

1. 인간, 사회,

환경과 행복

인간, 사회,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

인간, 사회, 환경을 보는 여러 가지 관점

윤리통합적 관점의 이해

행복의 의미와 기준
행복의 기준은 무엇일까?

시대와 지역에 따른 행복의 기준 지리

2023학년도, 
고1을 위한 로드맵 
통합사회

통합사회 이다지 선생님

What, 통합사회란 무엇인가
통합사회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과목이다. 문·이과의 구

분을 없애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국·영·수와 더불어 통합사회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워야할 필수 교과목으로 

지정된 것이다. 통합사회가 어떤 교과인지, 얼마나 배워야 하는지, 어떤 내용을 배우는 지 등의 자세한 내용은 다

음과 같다.

1. 어떤 목적으로, 왜 배우게 될까?

통합사회는 지리, 일반사회, 윤리, 역사의 기본적인 내용을 총 9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융합적 관점에서 배우는 교

과이다. 여기에서 다루는 9개의 주제-행복, 자연환경, 생활공간, 인권, 시장, 정의, 문화, 세계화, 지속 가능한 

삶-는 학생들의 삶에 중요하게 영향을 끼치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각각의 주제에 대해 통합사회에서는 한 교과

의 시각이 아니라 시간적·공간적, 사회적·윤리적 측면에서 다각도로 학습하도록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2. 누가, 얼마나 배우게 될까?

통합사회는 모든 고등학생이라면 문·이과 구분 없이 1학년 때 배우게 될 필수 교과목으로, 이수 단위가 국어, 영

어, 수학과 같은 8단위이다. (단, 해당 단위 수는 2단위 내에서 감축될 수 있다.) 대입에 반영되는 내신 성적을 산출

할 때 일반적으로 [과목 단위 수×등급 / 단위 수]로 계산하기 때문에 단위 수가 큰 과목의 성적을 잘 받는 것이 현

행 학생부 교과 중심 입시를 준비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즉, 8단위에 해당하는 통합사회 과목의 내신 

성적이 국·영·수와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아래는 고1과정에서 배워야 하는 교과의 필수 이수 단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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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원 중단원 소단원
선택과목 중

연계 과목(계열)

1. 인간, 사회,

환경과 행복

행복의 의미와 기준 삶의 목적으로서의 행복과 행복한 삶의 의미

윤리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

행복의 조건은 단순하지 않다.

행복한 삶을 위한 조건

2. 자연환경과 인간

자연환경과 인간 생활
자연환경이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

지리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아갈 시민의 권리

인간과 자연의 관계
자연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

윤리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

환경 문제의 특징

지리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시민, 사회, 기업의 노력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개인적 차원의 노력

3. 생활 공간과 사회

산업화와 도시화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변화

지리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문제와 해결 방안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화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른 변화

정보화에 따른 변화

지역과 공간 변화
지역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

공간 변화로 어떤 문제점이 나타났을까?

4. 인권 보장과 헌법

인권의 의미와 변화 양상
인권의 의미와 발전 과정

정치와 법

현대 사회에서의 인권 확장

헌법의 역할과 시민 참여
헌법의 역할

준법 의식과 시민 참여

인권 문제의 양상과 해결
국내 인권 문제

세계 인권 문제

5. 시장 경제와 금융

자본주의의 전개 과정과

합리적 선택

자본주의의 전개 과정

경제

합리적 선택의 의미와 한계

시장 경제와

경제 주체의 역할

시장 경제의 한계

시장 경제를 위해 필요한 시장 참여자의 역할

국제 무역의 확대와 영향
국제 분업과 무역의 발생

국제 무역의 확대에 따른 영향

자산 관리와 금융 생활
다양한 금융 자산과 합리적인 자산 관리

생애 주기와 금융 생활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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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문·이과의 구분 없이 탐구 과목을 2과목 선택하여 수능을 치르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

으로 체감난이도가 낮은 사회탐구에 쏠림현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사회탐구 과목을 빠

르게 선택하고 학습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 통합사회는 사회탐구 선택의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기 때

문에 더욱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4. 난이도, 얼마나 어려울까?

교육부에 따르면 통합사회의 경우 기존 중학교 수준의 내용 60%, 고교 1학년 수준의 내용 40%로 구성되었을 정도

로 어렵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이러한 발표와는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왜

냐하면 통합사회의 내용 요소가 기존 고1 사회 과목보다 약 5.5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내용 요소 중에서도 전공 

지식의 경계가 명확한 역사, 지리, 경제 부문은 어렵게 출제될 수 밖에 없다. 특히 경제부문은 2015 교육과정에서 

개발된 교과서가 매우 어렵게 서술되어 경제 전문가가 아닌 이상 가르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이다. 또한 

융합형 교과이기 때문에 통합사회는 한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각 급 학교에서 약 2~3명의 교사가 팀티칭을 하는 방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경제 파트는 경제 선생님이, 동아시아사와 관련된 단원의 경우에는 

역사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팀티칭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 전공영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난이도 있

게 시험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학습 요소와 더불어 심화 주제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한다.

How?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여기까지 통합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았다. 지금부터는 학생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통합사회를 어떻게 

학습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1. 겨울 방학에 내용 학습을 끝내야 한다.

통합사회 교과서는 총 5종이다. 본인이 진학하는 학교에서 선정한 교과서를 기반으로 미리 한 번 예습할 것을 권한

다. 대입에 중요하게 반영되는 첫 내신시험인 1학기 중간고사는 입학하고 나서 겨우 한 달 반 후에 치러지게 된다. 

막상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에는 각 학교별 스타일과 평가 기준에 맞추어 수행평가 등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정

작 지필고사 준비 시간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내신 시험에서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라도 미리 방대한 내

용의 학습 요소를 겨울 방학 동안에 익히는 것이 관건이다.

2. 적용에 초점을 맞춰 공부하자.

통합사회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암기과목이라 생각하고 무작정 외우면 될까요?’이다. 중학교 

과정과 달리 고등학교 과정은 폭발적인 학습량과 응용문제로 단순 암기와 벼락치기 학습으로는 상위권이 불가능하

다. 더욱이 통합사회는 배운 개념을 문제에 다양하게 적용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목이다. 따라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암기는 물론이고 학력평가와 같은 공신력 있는 문제들에 해당 내용을 적용시키는 연습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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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인드 맵을 활용하자.

통합사회에서는 하나의 학문을 깊이 있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학문을 얕고 넓게 배우기 때문에 내용을 구

조화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지식이 융합돼 있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선 과목별 단원이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인권’에 대해서도 ‘인권’이란 개념이 나오게 된 역사적 발생 배

경(역사), ‘인권’에 대한 법률적 관점(정치와 법), ‘인권’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노력(사회문화) 등을 동시에 배운다. 

따라서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기억하기 위해서는 머릿 속에 해당 내용들을 구조화 시키는 작업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마인드맵 정리를 통해 체계적으로 주요 내용들을 정리하는 훈련을 반복할 것을 추천한다. 공부한 내용을 

복습하면서 핵심 주제에 대해 스스로 쓰면서 정리하는 ‘백지복습’ & ‘단권화’ 과정은 내신 성적 상승의 유일한 해답

이 될 것이다.

자료1) 이다지 선생님의 통합사회 교재 중 일부

※ 해당 내용은 통합사회 ‘Ⅰ.인간, 사회,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파트에 해당한다.

 

◀   통합 사회에서는 중심 주

제를 중심으로 여러 교과

가 융합되어 출제될 것이

다. 따라서 단순 암기식

으로 개념을 암기하기 보

다는 각 영역별 접근 방

식을 기억해 두는 것이 

좋다.

　   혼자서 학습할 때는 옆의  

자료와 같이 중심 주제만  

남겨 놓고 나머지 내용을  

마인드 맵 형식으로 채워 

나가는 연습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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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1. 예비 고1이 수능볼 때 통합과학, 통합사회 안보는 거 맞나요?

맞다. 해당 교과는 수능에서 치러지는 시험이 아니다. 단, 2023학년도 대입에는 ‘내신성적’부분에서 중요하게 반영

이 된다. 수능에서 해당 과목 시험을 치르진 않지만, 학생부 교과전형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예습을 해야 하

는 과목인 것이다.

2. 고2에 이과에 진학할 예정이면 통합사회 내신이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

아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은 문·이과 통합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과 계열 진학을 희망하더라도 공통과목으로 배

운 통합사회의 내신은 매우 중요하게 대입에 반영이 된다.

3. 문제집 좀 추천해주세요.

특정 문제집보다는 배우게 될 교과서의 연계 문제집을 추천한다. 미리 교과서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학교 과정

의 도덕·사회가 통합사회에 연계되기 때문에 중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꼼꼼하게 복습하는 것이 좋다.

지금 내가 차곡차곡 쌓은 실력이 앞으로 배우게 될 모든 고등학교 공부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자. 예비 고1 

친구들, 파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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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과학이란 무엇일까? 
(과목 소개 및 학습법)

통합과학 장풍 선생님

통합과학의 특징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과 ‘학습 경험의 질 개선을 통한 행복한 학습

의 구현’을 목표로 합니다. 문과 학생들은 사회만, 이과 학생들은 과학만 배우는 편식을 개선하고, 계열 간의 벽을 

낮추자는 취지로 ‘통합사회’와 함께 ‘통합과학’ 이라는 과목을 도입한 것입니다.

‘통합과학’은 미래 사회에 필요한 과학적 소양 함양을 목표로, 중학교까지 학습한 자연과학의 핵심 개념을 토대

로 하여 자연현상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도록 구성된 과목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 통합과학 단원별 연계>

2009 개정 교육과정

중등 과학 연계 단원 

2015 개정 교육과정

통 합 과 학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 과학 탐구 Ⅰ과목 연계 단원

[중2]
Ⅰ. 물질의 구성

Ⅱ. 빛과 파동

[중3]
Ⅱ. 화학 반응에서의 규칙성

Ⅶ. 외권과 우주개발
Ⅰ.

물
질
과

규
칙
성

1.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

[물리학Ⅰ]

Ⅱ. 물질과 전자기장

[화학Ⅰ]

Ⅱ. 원자의 세계

Ⅲ. 화학 결합과 분자의 세계

[지구과학Ⅰ]

Ⅲ. 우주

[중1]
Ⅱ. 지구계와 지권의 변화

Ⅴ. 열과 우리 생활

[중2]
Ⅰ. 물질의 구성

[중3]
Ⅵ. 유전과 진화

Ⅷ. 과학과 인류 문명

2. 자연의 구성 물질

[물리학Ⅰ]

Ⅱ. 물질과 전자기장

[화학Ⅰ]

Ⅲ. 화학 결합과 분자의 세계

Ⅳ. 역동적인 화학 반응

[생명과학Ⅰ]

Ⅳ. 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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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화
와

다
양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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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과학이란 무엇일까? 
(과목 소개 및 학습법)

통합과학 장풍 선생님

통합과학의 특징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과 ‘학습 경험의 질 개선을 통한 행복한 학습

의 구현’을 목표로 합니다. 문과 학생들은 사회만, 이과 학생들은 과학만 배우는 편식을 개선하고, 계열 간의 벽을 

낮추자는 취지로 ‘통합사회’와 함께 ‘통합과학’ 이라는 과목을 도입한 것입니다.

‘통합과학’은 미래 사회에 필요한 과학적 소양 함양을 목표로, 중학교까지 학습한 자연과학의 핵심 개념을 토대

로 하여 자연현상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도록 구성된 과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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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우주

[중1]
Ⅱ. 지구계와 지권의 변화

Ⅴ. 열과 우리 생활

[중2]
Ⅰ. 물질의 구성

[중3]
Ⅵ. 유전과 진화

Ⅷ. 과학과 인류 문명

2. 자연의 구성 물질

[물리학Ⅰ]

Ⅱ. 물질과 전자기장

[화학Ⅰ]

Ⅲ. 화학 결합과 분자의 세계

Ⅳ. 역동적인 화학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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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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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등 과학과 70% 이상 연계!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통합과학은 중학교 1~3학년에서 배운 과학 과목과의 연계성이 약 70%로, 그 내용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과학은 중등 과학의 심화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통합과학 ‘Ⅰ- 1.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 단원은 물질의 형성 원리와 그 규칙성을 알아보는 단원입니다. 

이 단원은 ‘[중2] 물질의 구성’과 ‘[중3] 화학 반응에서의 규칙성’ 단원의 내용을 포함하며, 조금 더 심화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등 과학을 확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곧 고등 통합과학의 선행 학습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통합과학이 중등 과학과의 연계성이 높다고 해서 결코 쉬운 과목은 아닙니다. 중등 과학의 내용을 기반으로 

심화되는 내용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등 과학으로 쌓은 배경 지식을 기반으로 다시 기초부터 차근차근 쌓아

나가야만 통합과학에서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물·화·생·지의 내용이 하나의 단원으로!

중등 과학은 학년별 최대 8~9개의 대단원으로 구성되어 각 단원이 물리학·화학·생명과학·지구과학 교과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통합과학은 하나의 단원 안에 물리학·화학·생명과학·지구과학의 내용이 자

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Ⅰ. 물질과 규칙성’ 단원에서는 우주의 진화 과정(지구과학) 중 빛의 반사와 굴절의 원리(물리학), 원소

의 생성과 그 원소들 간의 결합(화학)을 설명하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지각과 물질의 변화(지구과학)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생명과학) 등을 한 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통합과학에서는 각 대단원별로 중심이 되는 내용을 파악하고, 내용의 흐름을 하나의 스토리처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화·생·지 중 한 과목만을 편협적으로 공부해서는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3. 수능 과학 탐구와의 높은 연계성!

통합과학은 수능에 출제되는 과학 탐구 과목인 물리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과도 연계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 통합과학 ‘Ⅱ- 1. 역학적 시스템’에서 배우는 자유 낙하 운동, 운동량과 충격량은 물리학Ⅰ의 Ⅰ. 역학

과 에너지 단원과 연계되고, 통합과학 ‘Ⅲ- 1. 화학 변화’는 화학Ⅰ의 Ⅳ. 역동적인 화학 반응 전체에 걸쳐서 배우게 

되는 내용입니다.

또한 고1때 통합과학을 꼼꼼히 공부해 놓았다면 물리학·화학·생명과학·지구과학 중 본인이 자신 있는 과목

과 부족한 과목을 스스로 잘 파악할 수 있으므로 탐구 과목을 선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통합과학에서 배우는 내용은 수능 국어 또는 영어 영역 지문에도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가 갈수록 국어·

영어 영역의 지문은 길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중 국어 31번 문항은 정답률 

20% 미만을 기록한 고난도 문제였습니다. 해당 문제는 만유인력을 주제로 한 지문이었는데, 과학적 지식이 있는 

학생이었다면 지문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즉, 통합과학을 잘 공부해두면 과학적 배경지식을 쌓

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수능 대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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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생활 속 과학 원리와 연결!

통합과학에서는 각 대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우리 주변 실생활과 관련지어 단원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Ⅰ. 물질과 규칙성’ 단원에서는 우주의 진화 과정 중 생겨난 원소들 간의 결합을 통해 다양한 물질들이 

형성된 배경을 설명하고, 실생활 속 신소재 이야기로 단원을 마무리합니다. ‘Ⅱ. 시스템과 상호 작용’ 단원에서는 

주변 생활 속 효소의 활용을, ‘Ⅲ. 변화와 다양성’ 단원에서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화학 변화 현상을, ‘Ⅳ. 환

경과 에너지’ 단원에서는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내용을 과학적 원리와 접목시켜 설명합니다. 이처럼 통합과

학에서는 배운 지식을 실생활에 적용하고 응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5. 토의·토론·탐구활동을 통한 적극적인 참여!

통합과학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가 중요해졌습니다. 기존 교육과정이 수행평가나 지필고사 위주였다

면 이제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토의·토론 학습/프로젝트 학습/탐구활동 등이 중요시되며, 이 과정에서 학생 

개개인과 개별 팀의 지적 수준과 참여도, 융·복합적 사고를 평가하여 학생부에 기록합니다. 즉, 시험을 통한 평가 

뿐 아니라, 아는 것을 직접 말하고 탐구하는 능력도 평가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공부 이외에도 풍부한 배경 지식을 

쌓기 위한 꾸준한 독서가 필요합니다. 아는 것이 많을수록 자신감이 생기면서 알고 있는 것에 대한 표현을 더 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합과학 학습법

과학은 ‘이해’가 중요한 과목입니다. 특히나 통합과학은 시험에서 단순한 객관식 문제가 아닌 그래프나 자료를 

활용한 문제가 많이 출제될 것입니다. 단순히 암기만으로는 자료 해석 유형의 문제를 풀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토대로 표와 그래프를 분석할 수 있어야 고득점을 얻을 수 있습

니다. 통합과학 내용을 공부한 후에, 자신이 공부한 것을 설명하고 정리하는 연습을 한다면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

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 풀이 방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과 같이 문제를 풀 때는 잘 풀리던 문제가 혼자서 풀었을 

때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를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스스로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지 않았기 때문입니

다. 강의를 듣기 전에 반드시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고, 틀린 문제가 있을 때에는 왜 틀렸는지를 분석해야 비슷한 유

형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의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문제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시험을 볼 때는 정해진 시간 안에 문제를 전부 풀어내야 하므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연습을 

통해 시간 단축을 해야 합니다.

만약, 학교에서 배우는 통합과학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중등과학을 복습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중학교 3

년 동안 배웠던 과학을 전부 처음부터 복습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크게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통합과학에서 

꼭 알아야 할 중등과학 단원을 과목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2  

2023 대입, 1등 전략으로 준비하라!    /  97



달라지는 고등학교 공부, 성공을 위한 내신·수능 과목별 학습법Chapter.2

<통합과학과 연계된 중등 과학 주요 단원>

물 리 학 화 학 생 명 과 학 지 구 과 학

[중1]
Ⅲ. 힘과 운동

- 여러 가지 운동

[중2]
Ⅰ. 물질의 구성

- 원소, 주기율표, 이온

[중1]
Ⅵ. 광합성

- 광합성과 호흡

[중1]
Ⅱ. 지구계와 지권의 변화

- 지구계, 지각 변동

Ⅶ. 수권의 구성과 순환

- 수권, 해류 순환

[중2]
Ⅵ. 일과 에너지 전환

- 역학적 에너지, 에너지 전환

[중3]
Ⅴ. 여러 가지 화학 반응

- 중화 반응, 산화·환원 반응

[중3]
Ⅵ. 유전과 진화

- 진화설, 생물 다양성

[중2]
Ⅲ. 기권과 우리 생활

- 대기, 복사 평형

[중3]
Ⅰ. 전기와 자기

- 옴의 법칙, 자기장, 전자기 유도

[중3] 
Ⅶ. 외권과 우주 개발

- 우주 팽창

★ 통합과학 내신 완벽 대비를 위한 공부법

2015 개정 교육과정부터 통합과학의 시수가 늘어남에 따라 그 비중은 높아졌습니다. 국·영·수와 동일하게 한 학

기에 4단위, 즉 한 주에 4시간을 공부하게 됩니다. 단위 수가 높아진 만큼 내신에서의 영향력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더욱 꼼꼼하게 학습을 해야 합니다.

① 학교 수업 시간에 집중하기!`

　   　진부한 말처럼 느껴지겠지만 학교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내신 시험은 해당 학교 

선생님께서 직접 출제하시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평소 수업시간에 선생님께서 강조하신 부분, 나누어 주신 유

인물이나 노트 필기를 위주로 공부해야 하며, 본인이 재학 중인 학교의 문제 스타일을 잘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② 자신이 부족한 부분 파악하기!`

　 ⑴ 백지노트 활용하기`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은 모두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전에 자신이 공부한 것을 직접 정리하고 

설명하는 연습을 통해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했는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파악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

니다. 이를 위해 백지노트 작성을 추천합니다.

98  /    메가스터디 예비고1 전국순회 설명회



달라지는 고등학교 공부, 성공을 위한 내신·수능 과목별 학습법Chapter.2

< 백지노트 작성법 >

1. 빈 종이에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단원명을 적는다.

2. 단원에 포함된 내용들을 책을 보지 않고 아는 대로 적는다.

3. 내용을 모두 적고 난 뒤 채우지 못한 부분을 책을 보며 색깔펜으로 채워 넣는다.

4. 외우지 못한 부분은 따로 정리하여 암기한다.

5.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따로 정리하여 선생님께 질문한다.

　 　  　이때 기억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곧바로 책을 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고, 내용을 머릿속에 오래 남길 수 있는 학습 방법입니다. 

　 ⑵ 직접 설명해보기`

　 　  　본인이 공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설명해보는 것입니다. 설명하는 과정에서 본인

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합적 사고력과 응용력을 요구하는 교육과정의 변화에 발맞추어 내신 시험에서 서술형 평가의 비중이 점

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토론학습이나 탐구활동에 대한 평가 역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 방

식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핵심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고, 제대로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알고 있는 

것을 설명하는 연습은 본인이 헷갈리던 내용들에 대해 논리정연하게 정리 할 수 있고, 완벽하게 표현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③ 자주 들여다보기!`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파악했다면 그 내용을 포스트잇 또는 메모장에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합시다. 자신이 외

우지 못한 내용들은 다시 한 번 암기하고,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은 다시 한 번 상기하며 사고의 흐름을 되짚는 

시간을 가져야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길 수 있습니다. 몇 번 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여러 번 보아야 시험 

직전까지 혼란 없이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자습시간 보다는 공부시간을 최대한 절약하기 위해 

등·하교길 같은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면 더욱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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