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대학교 2023학년도 수시모집 점수산출방법

1. 전형요소별 반영방법

전형 및 모집단위 전형방법 수능
최저

모집
인원

학생부
교과

학생부교과(지역균형 전형) 학생부(교과) 100% ❍ 310

학생부교과(농어촌학생 특별전형) 학생부(교과) 100% × 40

학생부교과(국방시스템공학 특별전형)
1단계 : 학생부(교과) 100% [4배수]

2단계 : 1단계 80% + 해군전형(합/불) 20% 
❍ 30

학생부교과(항공시스템공학 특별전형)
1단계 : 학생부(교과) 100% [5배수]

2단계 : 1단계 100% + 공군전형(합/불)
❍ 17

학생부
종합

학생부종합(창의인재 전형(면접형))
1단계 : 서류평가 100% [3배수]

2단계 : 1단계 70% + 면접 30%

×

353

학생부종합(창의인재 전형(서류형))

서류평가 100%

107

학생부종합(고른기회 전형) 95

학생부종합(사회기여 및 배려자 전형) 30

학생부종합(서해5도학생 특별전형) 3

학생부종합(특성화고교졸 재직자 특별전형) 109

논술 논술(논술우수자 전형) 논술 70% + 학생부(교과) 30% ❍ 310

실기/
실적

실기/실적
(실기우수자 전형)

무용과 실기 90% + 학생부(교과) 10% 

×

22

영화예술학과(연출제작)
1단계 : 실기 100% [6배수]

2단계 : 1단계 40% + 학생부(교과) 40% + 실기 20%
10

영화예술학과(연기예술)
1단계(영상심사) : 실기 100% [10배수]

2단계(대면심사) : 실기 60% + 학생부(교과) 40%
10

실기/실적
(예체능특기자 

전형)

체육학과(사격,수영 제외) 실기 60% + 입상실적 20% + 학생부(교과) 20% 

×

13

체육학과(사격,수영) 입상실적 80% + 학생부(교과) 20% 2

무용과 입상실적 70% + 실기 20% + 학생부(교과) 10% 15

영화예술학과(연출제작) 입상실적 60% + 면접 20% + 학생부(교과) 20% 2

영화예술학과(연기예술) 실기 50% + 입상실적 40% + 학생부(교과) 10% 2

계 1,480



2. 학생부 반영방법

 가. 반영학기: 재학생/졸업생 모두 반영교과에 해당하는 과목을 3학년 1학기까지 반영

 나. 반영비율

 

계열 반영교과
점수산출
활용지표

 학년별
반영비율

요소별
반영비율

인문계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석차등급

및
이수단위

전학년 평균 교과성적 100%자연계열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예체능계열 국어, 영어

 다. 교과성적 산출방법  

  1)  점수산출 방법

 

석차등급

변환점수 표

 ① 공통과목 및 일반선택과목

 

석차등급 1 2 3 4 5 6 7 8 9

변환점수 1000 990 980 950 900 800 700 500 0

 ② 진로선택과목

   - 석차등급이 부여되지 않은 진로선택과목 성적은 성취도를 등급으로 변환하여 반영교과에 해당하는 

     과목 중 상위 3개 과목 반영

 

성취도 A B C

석차등급 1 3 5

변환점수 1000 980 900

  ※ 성취도가 같을 경우 이수단위가 높은 과목으로 반영함

교과 석차등급 

변환점수 평균
  변환점수평균∑반영교과목이수단위

∑반영교과목석차등급변환점수 ×반영교과목이수단위

학생부 반영점수   학생부반영점수변환점수평균×
학생부교과반영총점

 ※ 학생부 반영점수는 소수점 아홉째 자리에서 절사하여 여덟째 자리까지 사용함

 ※ 석차등급별 차등점수 부여(1,000점 기준)

 ※ P/F 교과성적은 반영 안됨



  4) 전형별 학교생활기록부(교과) 반영점수 예시표

전형
교과성적

반영비율

[전학년]석차등급 평균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 반영점수 예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학생부교과(지역균형 전형)

학생부교과(농어촌학생 특별전형)

학생부교과(항공시스템공학 특별전형)

100% 1,000 990 980 950 900 800 700 500 0

학생부교과(국방시스템공학 특별전형) 80% 800 792 784 760 720 640 560 400 0

실기/실적(실기우수자 전형) - 

영화예술학과(연출제작), 영화예술학과 (연기예술)
40% 400 396 392 380 360 320 280 200 0

논술(논술우수자 전형) 30% 300 297 294 285 270 240 210 150 0

실기/실적(예체능특기자 전형) - 

체육학과, 영화예술학과(연출제작)
20% 200 198 196 190 180 160 140 100 0

실기/실적(실기우수자 전형) - 무용과,

실기/실적(예체능특기자 전형) - 

무용과, 영화예술학과(연기예술))

10% 100 99 98 95 90 80 70 50 0 

 

  2) 비교내신 대상자의 교과성적 반영방법

 

전형  반영방법

논술
(논술우수자 전형)

 학교생활기록부 반영교과의 석차등급 산출 불가자(반영교과의 세부과목 중 한 과목이라도 석차등급이 없는 자) 
 또는 2017년 2월 이전(2월 포함) 졸업자는 지원자의 논술고사 성적(7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점수 부여함

 

논술점수
700
~

672 이상

672 미만 
~

623 이상

623 미만 
~

539 이상

539 미만 
~

420 이상

420 미만 
~

280 이상

280 미만 
~

161 이상

161 미만 
~

77 이상

77 미만 
~

28 이상

28 미만
~
0

교과점수 300 297 294 285 270 240 210 150 0

실기/실적
(실기우수자 전형, 

예체능특기자 전형)

 학교생활기록부 반영교과의 석차등급 산출 불가자(반영교과의 세부과목 중 한 과목이라도 석차등급이 없는 자)
 또는 2017년 2월 이전(2월 포함)졸업자는 지원자가 취득한 실기 또는 면접고사 성적을 환산하여 반영함
 ※ 단, 체육학과(사격, 수영)는 입상실적의 점수를 환산하여 반영

 비교내신 성적 산출 공식 max ÷×   

 A: 해당모집단위의 지원자 중 비교내신 대상자의 실기고사 또는 면접고사 성적 순위
    ※ 실기/실적(실기우수자 전형) 영화예술학과의 경우 2단계 전형 대상자 중의 본인 순위를 반영

 B: 해당모집단위 지원자의 수
    ※ 실기/실적(실기우수자 전형) 영화예술학과의 경우 2단계 전형 대상자의 수를 반영

 C: 해당모집단위 지원자의 교과성적 반영점수 중 최고점수
 D: 해당모집단위 지원자의 교과성적 반영점수 중 최하점수

 ※ 그 외 학교생활기록부 반영교과의 석차등급 산출 불가자의 비교내신 반영방법은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라. 비교과성적 산출방법: 예체능계열 학교생활기록부 출결가산점

  1) 출결가산점 반영방법

 

고등학교 재학 중 총 
미인정(사고) 결석일수

3일 이하 4~6일 7~9일 10~12일 13~15일 16~18일 19~21일 22~24일 25일 이상

출결가산점 20 17.5 15 12.5 10 7.5 5 2.5 0

 ※ 출결가산점 산출 불가자는 실기 또는 면접고사 성적을 출결가산점 점수로 환산하여 반영(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절사)

   (단, 체육학과(사격, 수영)는 입상실적 점수를 출결가산점 점수로 환산하여 반영함)

 ※ 원서접수 마감 시점까지의 출결을 반영하며, 미인정(사고) 결과 ‧ 지각 ‧ 조퇴는 3회당 1회 미인정 결석으로 반영(소수점 이하는 절사)

  2) 비교내신 대상자의 출결가산점 반영방법

 

구분 반영방법

비교내신 대상자의 

출결가산점 반영방법

비교내신 대상자는 지원자가 취득한 실기 또는 면접고사 성적을 환산하여 반영함

※ 단, 체육학과(사격, 수영)는 입상실적의 점수를 환산하여 반영

출결가산점 산출 공식   ÷× 

A: 해당 모집단위의 지원자 중 비교내신 대상자의 실기고사 또는 면접고사 성적순위

   ※ 실기/실적(실기우수자 전형)-영화예술학과의 경우 2단계 전형 대상자 중의 본인 순위를 반영

B: 해당모집단위 지원자의 수

   ※ 실기/실적(실기우수자 전형)-영화예술학과의 경우 2단계 전형 대상자의 수를 반영

   ※ 상기 기준에 따라 산출된 점수를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절사하여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