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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부 종합전형이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대입정보포털(http://adiga.kr/)에서는 학생부 종
합전형을 ‘입학사정관 등이 참여하여 학생부를 중심으로 자기소개서, 추천서, 면접 
등을 통해 학생을 종합평가하는 전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정량적
이고 정형화된 공식과 기계적인 수치를 이용한 평가의 방법에서 벗어나 학생이 속
한 환경과 학업 동기, 학업에 대한 의지, 열정, 노력과 같은 요소를 평가에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평가제도입니다. 이는 학생들을 줄 세우
지 않고,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학업 역량뿐만 아니라 학업에 대한 노
력, 의지, 열정, 적극성, 도전 정신, 인성, 자기 주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
발하는 방식으로 현재의 학생부 종합전형이 운영되게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4차 산업혁명 융복합 시대의 대학과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선발에 부응하는 
적정한 방식으로의 선발’에 대한 고민과, ‘학생들이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고등학교
에서 이루어지는 활동과 노력을 중심으로 평가함으로써 학생들이 학교 교육 안에서 
성장하게 기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필요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설명합니다. 

2.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요소는?

  각 대학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을 바탕으로 지원자의 역량
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최근 대학 간 연계를 통해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동평가 
기준을 마련하기도 하지만 대다수 대학은 각 대학의 인재상과 교육목표에 따라 서
로 다른 평가 기준을 통해 평가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지원자는 자신이 관심이 있는 
대학의 인재상과 전형계획을 꼼꼼히 활용함으로써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교
육과정을 가진 대학을 선택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수도권 10개 일반 
대학에서 일반적으로 운영 중인 평가요소에 따른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학업 역량(학업성취도, 학업태도와 학업 의지, 지적 호기심, 자기 주도
적 학습능력, 탐구능력), 전공 적합성(적성과 소질, 전공에 관한 관심과 이해도,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진로 탐색 노력, 전공 관련 활동 경험), 인성(나눔과 배려 실천, 
팀워크와 협력, 리더십, 도덕성과 품성, 성실성, 대인관계와 의사소통 능력), 발전 가
능성(자기 주도성, 도전 정신, 창의성, 문제해결 능력/환경극복, 문화적 소양, 경험의 
다양성), 기타(대학 자체 기준 추가 가능). (2쪽의 그래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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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1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모집인원

    2021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의 총 모집인원은 86,083명으로 전체 모집인원의 약 24.8%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0.3%, 약 915명 감소한 수치입니다. 전국적으로는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제
일 많이 선발하지만, 서울 지역 대학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훨씬 더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습
니다. 따라서 서울권 대학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이라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지원을 고려해 봐야 할 것
입니다. 또한, 서울 소재 대학 외에도 카이스트, 포스텍, 지스트, 디지스트 등의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은 
수시모집에서 대부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구분 전형유형 2019학년도 2020학년도 2021학년도

수시
학생부 교과 144,340명(41.4%) 147,345명(42.4%) 146,924명(42.3%)

학생부 종합 84,764명(24.3%) 85,168명(24.5%) 86,083명(24.8%)

정시
학생부 교과 332명(0.1%) 281명(0.1%) 270명(0.1%)

학생부 종합 445명(0.1%) 436명(0.1%) 424명(0.1%)

합계 229,881명(65.9%) 233,230명(67.1%) 233,701명(67.3%)

※ 그래프 <대입 전형 표준화 방안 연구>, 2018.3. (출처: 6개 대학 공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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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1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전형별 사례

   ※ 2021학년도 서울 주요 대학 학생부 종합전형: 수능최저 있음

대학명 전형명 모집인원 전형방법 수능최저학력 기준

고려대 학업우수형 1,178 1단계(5배수): 서류 100
2단계: 1단계70+면접30

(인문) 4개 합 7
(자연) 4개 합 8
(의예) 4개 합 5

※ 탐구2과목 반영

서울대 지역균형선발 756 서류70+면접30
3개 영역 각 2등급

※ 탐구 2과목 반영시 
2개 합 4

이화여대 미래인재 844 서류100

(인문/자연) 3개 합 6
(의예) 4개 합 5

(스크랜튼) 3개 합 5
※ 탐구 1과목 반영

홍익대

학교생활
우수자 383 서류100

(인문) 3개 합 7
(자연) 3개 합 8

※ 탐구 1과목 반영

미술우수자 247
1단계(6배수): 교과100
2단계(3배수): 서류100
3단계: 2단계40+면접60

3개 합 9
※ 탐구 1과목 반영

※ 2021학년도 서울 주요 대학 학생부 종합전형: 수능최저 없음

대학명 전형명 모집인원 전형방법 수능최저

건국대
KU자기추천 850

1단계(3배수): 서류100
2단계: 1단계70+면접30

×
KU학교추천 445

교과30+서류70
※ 추천인원 제한 없음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1,180

1단계(3배수): 서류100
2단계: 1단계70+면접30

×
고교연계 750

서류70+교과30
※ 인문2/자연3/예체능1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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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명 전형명 모집인원 전형방법 수능최저

고려대 계열적합성 495 1단계(5배수): 서류100
2단계:1단계60+면접40 ×

동국대

Do Dream 609 1단계(2.5~3배수): 서류100
2단계: 1단계70+면접30

×
학교장추천인재 390

서류100
※고교추천인원: 총 5명 이내

(인문계열 3명 이내, 자연계열 3명 이내)

불교추천인재 108 1단계(3배수): 서류100
2단계: 1단계70+면접30

Do Dream
(소프트웨어) 64 1단계(2.5배수~3배수): 서류100

2단계: 1단계 70+면접30

서강대
1차 434

서류100 ×2차 323
SW우수자 16

서울대 일반
(미술, 음악대학 제외) 1,497 1단계(2배수): 서류100

2단계: 서류50+면접50 ×

서울시립대 학생부종합 563 1단계(2~4배수): 서류100
2단계: 1단계50+면접50 ×

성균관대

학생부종합
(계열모집) 655 서류100

×학생부종합
(학과모집) 915 서류100

※ 의예, 사범, 스포츠과학 면접 실시

숙명여대

숙명인재Ⅰ
(서류형) 423 서류100 ×

숙명인재Ⅱ
(면접형) 230 1단계(4배수): 서류100

2단계: 1단계40+면접60

×

소프트웨어융합
인재 19 ×

연세대
면접형 523 1단계(3배수): 교과40+비교과60

2단계: 1단계40+면접60 ×
활동우수형 768 1단계(일정배수): 서류100

2단계: 1단계60+면접40

중앙대
다빈치형 590

서류100 ×탐구형 538
SW인재 75

한국외대
(서울)

학생부종합
(면접형) 371 1단계(3배수): 서류100

2단계: 1단계70+면접30 ×

학생부종합
(서류형) 131 서류100 ×

한양대 학생부종합 979 학생부종합평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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