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서 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2016년 9월에 ‘2019학년
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하고(한국대학교육협

의회, 2016), 2017년 4월에 ‘2019학년도 대학입학전
형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1]. 2019학년도 대학입학전
형의 주요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대학의 전
체 모집인원은 355,745명(2017학년도)→352,3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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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H 대학의 입학전형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제안을 목적으로 대학입학전형에 따른 학업성취도 및 
대학생활의 경향성을 비교해보았다. 연구대상은 H 대학교 재학생 3,025명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째, 입학전형별로 H 대학 선택영향 요인들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둘째, 입학전형별로 GPA에는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들이 상승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들의 대학만족도와 전공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넷째,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들은 대학교육 성과에 
대해서도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H 대학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들의 미래 학업적 성장
가능성을 잘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H 대학에서는 정시보다는 학생부 종합전형 위주의 수시전
형 확대가 적합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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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mpare the trends of students by university admission type. The 
subjects of this study are 3,025 student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H university selection 
factors were the same for each admission type. Second, there was no difference in GPA by admission 
type. Third, the university satisfaction level of students in the comprehensive school card admission 
system was the highest. Fourth, the students in the comprehensive school card admission system 
rated the university's education performance the highest. In conclusion, we can make a policy 
suggestion that the comprehensive school card admission system is appropr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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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348,834(2019학년도)명으로 해마다 
점차 감소하고 있다. ②전체 모집인원 348, 834명 중 
수시모집 비중은 76.2%(265,862명), 정시모집 비중은 
23.8%(82,972명)이다.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수시모집 
비중이 2.5% 증가하였다. ③수시모집은 학생부 위주 전
형으로, 정시는 수능 위주 전형으로 선발방식이 안착되
고 있다. H 대학교의 입학결과는 2018학년도 기준으로 
수시모집 최초합격자의 학생부 등급 평균은 3.14-4.62
이며, 정시모집 최종합격자의 수능 백분위는 77-88%
(최종합격자의 70% 컷 평균이며, 가산점을 반영했음)
이다[2]. 본 연구는 H 대학교의 학생들의 입학전형별로 
대학선택영향 요인부터 입학후의 대학생활을 비교해서, 
각 대학의 인재상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학생을 선
발하는 대학 입학전형계획 수립에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Ⅱ. 대학입학전형 평가 자료 및  전형 요약

1. 대학수학능력시험
수시 전형에서 학생부 종합전형과 같은 다양한 입학

전형을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학수학능력시험 점
수가 최저등급 적용 등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대학수학
능력시험은 정시에서는 물론, 수시에서도 중요한 입학
전형 자료로 작용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교육과정평
가원에서 출제 및 관리를 함으로써 국가수준에서 시행
되고 있다. 표준화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핵심은 사고
력과 종합력을 강조한 수학능력시험을 통해서 학생들
의 학업적 적성을 측정하는 것이다[3]. 한국교육과정평
가원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목적과 개요를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제시하였다[4].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
학능력 측정으로 선발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고등
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는 출제로 고등학교 
학교교육의 정상화 기여 개별 교과의 특성을 바탕으
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갖춘 시험으로서 공정성과 객관
성 높은 대입 전형자료 제공. 1994학년도에 ‘대학수학
능력’시험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면서 대학수학
능력시험에서는 과거 학업성취도 위주로 측정하였던 
학력고사를 탈피해서 미래의 학업적성 위주로 평가하

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그러나 대학에서의 수학능력
을 잰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으로 명명[5]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과목별 학업성취를 선택적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대학
에서의 수학에 요구되는 고등사고능력보다는 ‘암기된’
사고력을 측정한다는 평가를 받는다[5][6]. 이를 뒷받침
하듯이 수능점수와 대학에서의 학업성취도간의 상관관
계가 비일관적이거나 서류심사 비중이 높은 학생부 종
합 전형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더 높거나 수학능력시
험 위주의 정시전형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
나는 등[7][8]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와 대학에서의 수
학능력간의 관계는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결과는 연구대상을 한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
로 삼아서 연구대상이 동질적인 것이 이유일 수도 있
다.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변별력이 상위 50% 집단
내에서 정답률이 70-80%가 되도록 난이도를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5]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이 모이는 대학내
에서는 대학수학능력점수와 대학에서의 학업성취도간
의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1994년 이후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체제별로 변천
하면서 [표 1]와 같은 현재의 개요에 이르렀다. 변천은 
주로 영역명과 출제범위 수정이 주를 이루었다[5][6].

표 1.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개요
시험영역 소요시간 문항수 비고

국어 80분 45

수학 100분 30 ·가형, 나형 중 택 1
·단답형 30% 포함

영어 70분 45 듣기평가 문항 17개 포함
(25분 이내)

한국사 30분 45 필수영역

탐구영역:
2과목 선택 

(사회/과학/직업탐구)
30분 20

선택과목 응시 순서는 응시원서에 
명기된 탐구 영역별 과목의 

순서에 따라야 함탐구영역:
1~2과목 선택 

(사회/과학/직업탐구)
30분 20

제 2외국어/한문 40분 30 듣기평가 없음

국어와 영어과목은 문·이과 통합형이며, 수학은 이과
는 가형, 문과는 나형에 응시한다. 한국사는 필수영역으
로서 응시하지 않을 경우, 수능시험은 무효가 된다. 탐
구영역은 문·이에 따라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로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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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제2외국어와 한문시험은 선택이므로 제 2외국어
와 한문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는 퇴실한다. 대학에 
따라 제2외국어 응시를 필수로 지정하거나, 또는 탐구
과목 한 과목의 대체가 가능하도록 활용하기도 한다. 
변천내용 중 가장 큰 변화로는 제공하는 점수 종류의 
다양함을 들 수 있다. 초기에는 원점수와 백분위 점수
를 제공하였으며 1999년부터 표준점수가 포함되어서 
현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표 2]와 같은 양식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성적통지표에
는 응시자에 대한 기본정보로 수험번호, 성명, 생년월
일, 성별, 출신고교(반 또는 졸업년도)가 표시되어 있다. 
통지표에서 제공하는 점수체계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
면, 전 영역에 대해서는 원점수가 기재되지 않고, 집단
내의 상대적 위치를 나타내는 상대평가(규준지향평가)
점수를 사용한다. 한국사와 영어는 절대평가에 의해 등
급만 제공된다. 나머지 과목들에 대해서는 표준점수, 백
분위, 등급이 기재되어 있다. 표준점수는 각 과목별 원
점수의 표준편차가 반영된 변환점수이다. 대학수학능력
시험은 국어, 수학 평균 100점, 탐구 및 외국어 평균 
50점의 조정평균을 적용한다. 백분위는 해당 원점수보
다 낮은 점수를 얻은 사례수를 전체 사례수에 대한 백
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예를 들어 [표 2]에서 사회탐구
영역 중 한국지리 백분위가 79라는 것은 해당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얻은 사람들이 79%라는 것이다. 등급별 
구간은 1등급 약 4%, 2등급 약 7%, 3등급 약 12%, 4등
급 약 20%, 5등급 약 20%, 6등급 약 17%, 7등급 약 
12%, 8등급 약 7%, 9등급 약 4%에 해당하는 값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에 대해서는 주로 난이도와 
변별력에 대한 분석과 대학 입학후 학업성취도를 가늠
할 수 있는 예언타당도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며 이

는 정책적인 제안으로 연계된다. 먼저 난이도와 변별력
에 대한 분석을 살펴보면, 변별력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는 수능시험의 선발적 성격을 강조하며, 쉽게 출제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수능시험을 자격시험의 성격으로 
설정할 것을 주장한다[6]. 이에 의하면 문항난이도와 변
별력의 개념을 구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문항난이도 분석은 학생들의 문항통과율 뿐만이 아니
라, 오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을 밝혀서 시험점수
의 오차를 줄여야 한다. 오답률 예측 변인은 영역별로 
오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
다. 예를 들면 영어 읽기 영역에서는 오답에 가장 큰 영
향을 미치는 변인은 오답지의 매력도-문제해결을 위한 
언어 단위-문제형태의 복잡성-과제해결을 위한 소요 
시간이었다. 이와 같이 난이도 예측이 분석적이고 객관
적으로 이루어질 때 문항난이도 예측과정의 오차를 줄
일 수 있다[9]. 다음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의 예언
타당도에 관련한 분석을 살펴보면,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와 학점과의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결과
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의 예언타당도를 재고해
야 한다는 입장이다[5]. 예언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과별 시험 위주의 현행 체제보다는 수능 초기의 언
어, 수리·탐구, 외국어 능력 검사와 같이 기본적이고 보
편적인 사고력 중심의 시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6]. 그러나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에 대한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가 동일 대학합격자에 한정되어있어서 합격
자들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는 특정 점수대에 집중
되어 있다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학
생들의 학업적 능력이 자연스럽게 정상분포를 이뤄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별력’ 확보 때문에 의도적인 난이도 
조절을 하기도 한다[10]. 대학내에서도 모집 단위에 따

표 2.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통지표 양식
수험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출신고교(반 또는 졸업년도)

12345678    정 현 동 00.01.11 여 ○○고등학교(2019)

구분 한국사 영역 국어영역
수학영역

영어영역
사회탐구영역 제2외국어 / 한문영역

나형 한국지리 세계지리 아랍어 1

표 준 점수 144 133 61 63 85

백 분 위 100 98 79 96 98

등 급 1 1 1 1 3 1 1

※위 양식의 개인정보는 가상이며, 성적자료는 본인의 동의를 받은 실제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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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수능점수 반영시 다양한 산출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데,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에 의한 수능총점간 순위상
관계수가 전체적으로 높지 않았다. 이는 수능총점을 산
출하는 방식에 따라 모집단위내에서 응시생의 당락이 
바뀔수도 있다는 것이다[11]. 

2.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 Ⅱ)
일반적으로 말하는 학교생활기록부는 고등학교의학

교생활기록부 중 유형 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정식명
칭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이다.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을요약하면 [표 
3]과 같다.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인적사항, 학적사항을 
공통으로 입력하며, 영역 3의 출결사항부터 평가자료로 
사용된다. 수상경력, 자격증 상황, 창의적 체험활동 상
황란에는 학생의 활동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입력한
다. 영역 8의 교과학습발달상황란에는 해당 과목에 대
한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해당 교과목과 관련한 학생의 
세부 특성에 대해서 교과담임이 기술한다. 영역 10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은 학년별로 담임 선생님이 학
생의 특성에 대해서 직접 작성하는 부분이다.

수시모집에서 사용하는 평가요소 중 학교생활종합기
록부는 1995년「5·31 교육개혁안」에서 기존의 시험점
수 위주의 학생 선발 방식을 벗어나게 하기 위한 대표
적인 교육개혁안으로 평가받는다[12]. 2004년에 발표

한 ‘2008학년도 이후의 대입제도 개선방안’에서는 공식
문서에 처음으로 ‘입학사정관제’라는 용어가 등장했으
며, 이는 학생 선발의 특성화와 전문화를 강조하는 출
발이었다고 평가받는다. 2007년부터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되면서 각 대학들은 합리적이고 타당성을 지닌 방
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다양한 전형방법을 모
색하고 있다. 계량적이고 기계적인 방법에서 벗어나 고
등학교와 대학의 연계성을 살리고, 대학 진학 후 성취
도와 관련해서 여러 요인들을 합당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전형방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13].

3. 우리나라 대학입학전형 요약
각 대학에서는 신입생 모집시기별로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으로 구분한다. <수시모집>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과 ‘교과전형’ 위주로, <정시모집>에서는 ‘수
능’위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다. <수시>와 <정시>로 
구분하는 것을 기회균등과 개인역량의 다양성을 위한 
학생선발 방법이라고 볼 수 도 있다[23].

신입생 모집시기에 따라 구분한 대학입학전형별 주
요 평가요소는 [표 4]와 같다.

표 3. 고등학교 학교생활세부사항 기록부(유형 Ⅱ) 영역별 내용
영 역 내    용

1 인적사항
-학생 :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족상황 : 부성명, 부 생년월일, 모성명, 모 생년월일 
-특기사항      

2 학적사항 -중학교 졸업일자       -고등학교 입학일자        -고등학교 졸업일자      -특기사항

3 출결상황 -학년별 : 수업일수, 결석일수(질병, 무단, 기타), 지각(질병, 무단, 기타), 조퇴(질병, 무단, 기타), 결과(질병, 무단, 기타), 특기사항

4 수상경력 -수상명, 등급, 수상연월일, 수여기간, 참가대상

5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명칭 또는 종류, 번호  또는 내용, 취득 연월일, 발급기관

-국가직무능력표준이수상황 -학년, 학기, 세분류, 능력단위(능력단위코드, 이수시간, 원점수

6 진로희망사항 -학년별  : 특기 또는 흥미, 진로희망(학생, 학부모), 희망사유

7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자율활동,동아리활동, 봉사활동(영역별): 시간,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봉사활동실적 : 일자또는 기간,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활동내용, 시간, 누계시간

8 교과학습발달상황 -학년별/학기별/교과별: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9 독서활동상황 -학년별 : 과목 또는 영역, 독서활동상황

10 행동특성및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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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대학입학 전형 요약[21]
모집
시기

전형
유형 주요 평가요소

수시

학생부
위주

종합 학생부 비교과를 중심으로 교과(내신), 자기소개서, 추천서,
면접 등을 통한 단계별 전형으로 학생을 종합평가

교과 학교생활 기록부의 교과성적 중심으로 평가

논술위주 논술 성적 위주

실기위주 실기 성적 위주

정시
수능위주 수능 성적 위주

실기위주 실기 성적 위주

[표 4]의 주요 평가요소를 살펴보면, <수시>에서 ‘학
생부 종합전형’은 고등학교 재학 중의 학교생활기록부
가 중요한 평가요소이며, ‘학생부 교과전형’은 고등학교 
내신이 중요한 평가 요소이다. 일부 대학에서는 수능최
저등급을 적용거나 과목별 반영 비율 등에 차등을 두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능점수를 반영하고 있다. <정시>
에서는 수학능력시험 점수가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이
다. 각 대학에서는 수능점수를 포함한 각 요소의 가중
치를 조정한 환산점수를 사용함으로써 각 대학의 인재
상에 맞는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고자 한다. 정시모집에
서도 일부 대학(교육대학 등)에서는 내신과 면접 등을 
포함시키기도 한다. <수시>와 <정시>는 모집시기에 따
른 구분이지만, 수시내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서류평
가의 비중이 높고, 학생부 교과전형은 고교내신성적의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4. H 대학교의 대학입학전형별 점수 반영 방법

H 대학교는 2019학년도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을 통
해 총 2,048명의 입학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2019학년
도 수시모집에서 15개 전형으로 1,531명, 정시모집에
서는 ‘가, 나, 다’군에서 517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H 
대학교의 입학전형을 요약하면 [표 5]와 같다.

표 5. H 대학교의 입학전형별 전형요소 요약(2019학년도)
모집시기 입학전형 전형요소

수시
학생부 종합

1단계 서류평가 100%

2단계 1단계 성적 60%   +   면접평가 40%

학생부 교과 교과성적 90% + 비교과 10%

정시 일반전형
자연/인문/ 
경상계열 수능점수  100% (500점)

디자인 계열 수능점수 60%(300점) + 실기고사 40%(200)
※위의 표는 입학전형을 요약한 것이므로 세부적인 것은 모집요강을 참고해야 함

2019학년도 H 대학교의 입학전형을 2018학년도와 
비교해보면 수시모집의 선발인원 비율이 증가하였다. 
수시모집 1,207명중 학생부 종합은 379명, 학생부 교
과는 828명이다. 고교교육 반영 전형 요소의 반영 비율
도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Ⅲ. 대학입학전형별 대학생활의 경향성

1. 대학입학전형별 학업성취도의 경향
입학전형에 따른 학업성취도는 연구에 따라 다른 경

향성을 보이고 있다. 대학입학전형에 따라 학생들간의 
학업성취도에 차이가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해서 제시하겠다. 

먼저 서류와 면접의 영향 비중이 높은 학생부 종합 
전형의 학생들이 더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이는 선행연
구는 다음과 같다. 입학전형에 따른 GPA를 비교한 선
행연구들을 연대별로 살펴보면 수시전형 학생들의 
GPA가 높게 나타나는 경우를 볼 수 있다[13-16]. 
2001-2007연도의 수시전형 266명과 정시전형 686명
을 대상으로 2학년 1학기의 GPA를 비교한 연구에서는 
수시로 입학한 학생들이 정시로 입학한 학생들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14]. 위 연구에서는 중상위권 대학 7개 
대학의 경영학과와 경제학과 학생들이 연구대상이었다. 
경영학과와 경제학과의 교육과정이 대학마다 큰 차이
가 없기는 하지만, 동일계열 학과라고는 하더라도 대학
마다 입학전형의 반영비율이 동일하지 않은 상황에서 
연구대상을 여러 대학을 대상으로 한 것은 입학전형별 
특성을 살펴보는데 한계점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다. 다
른 대학교 재학생 51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
과에서는 학생부전형 입학생이 수능전형 입학생보다 
더 높은 평균 학점을 나타냈다[16]. 사용한 GPA는 연
구시점까지의 평균 평점으로서 예를 들면, 1학년은 1학
년 평균 평점이며 3학년은 3년 동안의 평균 평점이다. 
또 다른 대학에서는 입학사정관 전형 학생들의 학업성
취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17]. 대상은 2011-2014학년
도 신입생 5,523명중 관련 데이터가 모두 있는 2,207
명이었다.

다음으로 교과성적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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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큰 학생부 교과 전형과 일반전형 학생들이 더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이는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특정 대
학교 2009-2014학년도 입학생 29,833명을 대상으로 
입학전형에 따른 GPA를 비교한 연구에서는 모든 계열
에서 학생부 교과유형의 GPA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15]. 사용한 GPA가 학생들이 전체 평균인지 특정 학
년에서의 GPA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수능시험 점수의 
예측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한 비교적 초창기의 1998년
도 자료를 사용한 연구에서도 고등학교 내신과의 상관
이 높게 나타났다[18]. 이와 같이 고등학교 내신과 수능
점수가 높은 학생들이 학생부종합전형 학생들보다 
GPA가 높고 학업성취도의 성장속도도 높게 나타나는 
것에 대해 대학에서의 학업성취도에는 고교내신 성적
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와 같은 인지적 요소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19].

입학전형간에 학업성취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특정 대학교 입학전형에 따른 대
학학업성취도에서는 학교장 추천자, 수능분야별 우수
자, 소년소녀가장, 특수교육 대상자는 입학 후의 성적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의 전형은 일관적인 결과가 나
타나지 않았다[20]. 조사자료는 3개년도의 신입생들의 
자료이다. 2002학년도 2,726명, 2003학년도 2,806명, 
2004학년도 2,901명이 조사대상 이었으며, 성적자료
는 연구시점까지의 평점을 사용하였다. 특정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로 조사범위를 좁히더라도 입학전형에 
따른 평점에는 차이가 나지 않았다[21][22].

끝으로, 입학전형별로 학년에 따라 GPA의 변화양상
을 살펴보면, 1학년때의 학업성취도는 입학사정관 전형
이 가장 높았으나, 3학년부터는 다른 전형과 차이가 나
지 않았다[23]. 1학년 때 일반전형 학생들이 학생부 종
합전형 학생들보다 학점 평균이 더 높더라도 3학기동
안 추적한 결과,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차이는 점차 줄
어들고 있었다[24]. 고등학교 학생부 성적과 수능 표준
점수, 대학학업성취도간의 관계를 3학년까지 동일집단
을 추적해본 결과, 고등학교 학생부 성적이 1학년 초반
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영향력
은 줄어들고 있었다[12]. 입학전형별로 GPA의 차이는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는 않으나[25], 학년별로 전형 유
형에 따른 GPA의 변화추이에서는 입학사정관(현 학생

부 종합전형에 해당)전형의 학생들이 다른 전형에 비해 
GPA의 상승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타대학의 유사
한 학과들을 수시와 정시전형으로 비교했을 때도 수시
전형 학생들의 GPA가 높게 나타났다[14].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1학년 초반에는 입학전형
간에 학업성취도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연구에 따라 
학업성취도가 더 높은 전형은 약간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나 일관된 경향 중의 하나는 입학초기에는 수능위
주의 일반전형 학생이 입학사정관 전형 학생보다 학업
능력이 더 높게 나타나더라도 학년별 GPA 상승추이를 
살펴보면, 그 차이가 줄어들거나 입학사정관 학생들의 
상승폭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25][26]. 즉 학년이 
올라갈수록 전형간의 학업성취도차이가 줄어들고 있다
는 것이다. 

2. 대학입학전형별 전공만족도의 경향
대학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전공만족도

를 들 수 있다[27]. 전공만족도가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
치지는 않으나[28] 전공만족도는 사회적 적응과 대학환
경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전공만족도 중 
교과에 대한 만족도의 영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28].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가 전공몰입도(흥미분야, 진로목
표 집중)에 영향을 받고 있으나, 전공자부심은 전공만
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30]. 

입학전형에 따른 대다수의 연구들은 특정대학의 사
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대학만족도, 대학생활 
적응 등이 더 높게 나타나는 대체로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입학사정관 전형 신입생들의 1학년 동안
의 학교 생활 적응을 알아보기 위해 15명을 대상으로 
분류한 결과, 4가지로 분류되었다[31]. 목표유지형 / 노
력극복형 / 용두사미형 / 시행착오형. ①목표유지형은 
학업과 대인 관계에서 성취감을 경험하며, 자신의 한계
를 극복하려 노력하는 유형이다. ②노력극복형은 기초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뚜렷한 목표의식
을 갖는 유형이다. ③용두사미형은 기초학업역량의 부
족함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형이다. ④시행착오형은 학
업에 대해 곤란을 겪으며, 구체적인 진로와 확신이 없
는 상태에서 노력하는 유형이다. ①을 제외한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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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은 공통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
다. 대학 만족도에 대해서도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들 
80% 정도가 ‘대체로 만족한다’ 이상에 해당하였다[22]. 
대체로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일반적 적응면에서 
입학사정관 전형 학생들이 더 높게 나타났다[32]. 학생
들이 학업을 중단하려는 의도를 대학생활 적응면에서 
살펴보면, 진로정체성과 대학만족도 등이 영향을 미치
고 있기[33] 때문에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신입생 
선발을 거치면서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한 학생 
선발이 점차 긍정적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학
생부 종합전형 학생들의 특성이 대체적으로 적극적이
고 다양한 교내활동을 수행하며, 전공만족도와 대학만
족도가 높아서[22] 1학년 초반에는 학생부 종합전형 학
생들의 진로 준비와 전공에 대한 이해 수준이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Ⅳ. 연구방법 및 결과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입학관리본부의 공문을 

통해 학과별로 협조를 받았다. 설문조사는 2018년 10
월부터 11월까지 한달동안 학과단위로 실시되었다. 

표 6. 입학전형별 단과대학 분포
수시 정시

편입 기타 전체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일반전형 
(수능위주)

공과
267 191 347 27 33 865

(30.9) (22.1) (40.1) (3.1) (3.8) (100.0)

정보기술
242 167 380 78 61 928

(26.1) (18.0) (40.9) (8.4) (6.6) (100.0)

건설조형
262 183 366 57 66 934

(28.1) (19.6) (39.2) (6.1) (7.1) (100.0)

인문사회
77 39 129 7 4 256

(30.1) (15.2) (50.4) (2.7) (1.6) (100.0)

경상
92 53 143 11 5 304

(30.3) (17.4) (47.0) (3.6) (1.6) (100.0)

합계
940 633 1365 180 169 3,287

(28.6) (19.3) (41.5) (5.5) (5.1) (100.0)

표 7. 입학연도별 단과대학 분포
입학
연도

단과대학
전체공과 정보기술 건설환경 인문사회 경상

2007 0 0 2 0 0 2

2010 0 4 3 0 1 8

2011 7 2 2 1 2 14

2012 17 17 20 8 5 67

2013 45 44 57 10 8 164

2014 111 156 131 25 16 439

2015 154 163 128 41 51 537

2016 105 110 141 25 22 403

2017 134 119 154 47 50 504

2018 244 271 248 66 58 887

전체 817 886 886 223 213 3,025

2. 연구도구

2.1 설문조사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4회에 걸친 전문가 협

의회(총 3명, 교육학 박사, 평가전문가)와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1회의 예비검사를 통해 제작되었다. 설문지 
내용은 전공관련 만족도, 대학 만족도등을 포함한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조사 문항의 예는 [표 
8]과 같다. 

표 8. 설문조사의 항목 및 문항의 예
항목 문항의 예

대학선택
요인

한밭대학교 선택시 주요한 요소 3가지를 선택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1부터 시작해서  3번까지 순위를 적어 주세요

대학교육
성과인식

나의 목표(진학, 취업 등)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인성·윤리의식(자기관리 능력, 도덕성 등)이 함양되었다.

대학
만족도

나는 ○○대학교에 다니는 것에 만족한다.

나는 학업을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다.(역채점)

설문조사에서는 ‘보통이다’를 기준으로 긍정적인 대
답과 부정적인 대답에 대해서 경향성이 드러나도록 리
커르트 6점 척도를 사용했다. 

2.2 학업성취도 자료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GPA) 자료

는 학사지원과의 협조에 의해 학생들의 개인정보동의
서를 받은 1,120명의 것만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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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3.1 입학전형에 따른 H 대학 선택 영향

표 9. H 대학 선택 영향 1순위 분포                  빈도(%)
입학전형　나의 

적성
합격 

가능성
학과 
전망 국립 대학 

평판 취업률 등록금 자택
통학 전체

학생부 
종합

239
(25.6)

173
(18.5)

81
(8.7)

230
(24.6)

26
(2.8)

49
(5.2)

115
(12.3)

22
(2.4)

935
(100.0)

학생부 
교과

118
(18.6)

163
(25.7)

56
(8.8)

164
(25.9)

16
(2.5)

33
(5.2)

68
(10.7)

16
(2.5)

634
(100.0)

일반전형 248
(18.3)

357
(26.3)

118
(8.7)

316
(23.3)

47
(3.5)

59
(4.4)

179
(13.2)

31
(2.3)

1355
(100.0)

편입 52
(26.7)

23
(11.8)

33
(16.9)

45
(23.1)

7
(3.6)

4
(2.1)

23
(11.8)

8
(4.1)

195
(100.0)

전체 657
(21.1)

716
(23.0)

288
(9.2)

755
(24.2)

96
(3.1)

145
(4.6)

385
(12.3)

77
(2.5)

3119
(100.0)

H 대학교 선택시 입학전형별로 선택 영향 요인 1순
위를 살펴보면, <학생부 종합> 학생들은 나의 적성 - 
국립대학교 – 합격가능성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생부 
교과> 학생들은 국립대학교 - 합격 가능성 – 나의 적성 
순으로 응답하였다. <일반전형> 학생들은 합격가능성 - 
국립대학교 – 나의 적성 순으로 응답하였다. 각 입학전
형별로 H 대학교 선택의 공통 요인는 나의 적성, 합격
가능성, 국립대학교 여부로 나타났으며 입학전형별로 1
순위의 순서만 다르게 나타났다.

3.2 입학전형에 따른 학업성취도

표 10. 입학전형별  GPA
입학전형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학생부 종합 333 3.22 .53
학생부 교과 203 3.24 .61

일반전형(수능위주) 441 3.22 .60
편입 80 3.04 .53
기타 63 3.21 .51
합계 1,120 3.21 .57

표 11. 입학전형별  GPA에 대한 분산분석    (N=1,120)
변인 변산원 제곱합 df 평균제곱 F

입학전형

집단간 2.56 4 .64 1.96

집단내 364.50 1,115 .33

합 계 367.06 1,119
***p<.001

[표 10]은 입학전형별 GPA이다. 전산정보원에서 제

공받은 재학생들의 GPA자료를 설문지 코딩자료와 연
동시킨 후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에서 사용한 GPA는 
연구시점까지의 전체 평균 GPA이다. 입학전형에 따른 
GPA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45.62, 
p<.001).

표 12. 입학연도별 입학전형에 따른 GPA
     입학연도

입학전형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학생부 종합 3.45 3.19 3.34 3.19 3.47 3.22 3.05 3.22

학생부 교과 2.78 3.57 3.38 3.28 3.45 3.24 3.13 3.24

일반전형(수능위주) 3.23 3.33 3.06 3.12 3.42 3.23 3.25 3.22

편입 2.77 3.14 3.45 3.22 2.84 3.46 3.07 3.05

[표 12]에서는 입학연도별로 입학전형에 따른 대학에
서의 GPA를 비교해보았다. 2018학년도 입학생 은 일
반전형(수능)>학생부교과>학생부종합의 순서로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이다가, 입학연도가 지날수록 학생부교
과 유형의 GPA가 높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3 입학전형에 따른 대학생활

표 13. 입학전형에 따른 만족도별 평균(사례수)
입학전형 대학만족도 전공만족도

학생부 종합 4.41(  941) 4.39(  847)

학생부 교과 4.22(  634) 4.22(  577)

일반전형(수능위주) 4.09(1,362) 4.25(1,188)

전체 4.22(2,937) 4.29(2,612)

표 14. 입학전형별 대학만족도에 대한 분산분석  (N=2,937)
변인 변산원 제곱합 df 평균제곱 F

입학
전형

집단간 59.95 2 29.98 25.56***

집단내 3441.40 2934 1.17 　
합 계 3501.35 2936 　 　

***p<.001

표 15. 입학전형별 전공만족도에 대한 분산분석 (N=2,937)
변인 변산원 제곱합 df 평균제곱 F

입학
전형

집단간 30.08 3 10.03 7.98***

집단내 3480.11 2768 1.26
합 계 3510.19 2771

***p<.001

[표 13]을 살펴보면 대학만족도와 전공만족도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학생들이 높게 나타났다. [표 14][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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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에 의하면 H 대학 학생들은 대학만족도와 전공만족
도에 입학전형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8.16, 
F=7.98, p<.001). 대학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입학전형
의 순서는 학생부종합 학생부교과>일반전형의 순서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가 높은 순서대로 살펴보면, 편
입>학생부종합>일반전형, 학생부 교과이다.

표 16. 입학전형에 따른 전공만족도와 학업성취도의 상관관계
(사레수) 

구분
학업성취도

학생부종합
(940)

학생부교과
(632)

일반전형
(1,363)

편입
(180)

전공만족도 .17*** .10* .22*** .12

***p<.001, *p<.05

[표 16]에서 입학전형에 따라 전공만족도와 학업성취
도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
과, 일반전형(수능위주) 모두 전공만족도와 학업성취도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p<.001, *p<.05 ) 

표 17. 입학전형에 따른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및 성과 인식
(사례수)

입학전형 비교과프로그램
참여횟수 평균

대학교육에 대한 성과
평균 표준편차

학생부 종합 6.23(  912) 4.07(  940) .89

학생부 교과 6.04(  615) 3.94(  634) .87

일반전형(수능위주) 6.14(1,327) 3.95(1,363) .94

편입 6.39(  178) 3.94(  180) .92

기타 6.14(  161) 3.95(  169) 1.01

전체 6.17(3,193) 3.98(3,286) .91

표 18. 입학전형별 성과인식에 대한 분산분석    (N=3.286)
변인 변산원 제곱합 df 평균제곱 F

입학
전형

집단간 10.54 4 2.63 3.16

집단내 2739.15 3281 .84

합 계 2749.69 3285
***p<.001

[표 17]과 [표 18]에서는 입학전형에 따른 비교과 프
로그램 참여횟수와 대학교육성과에 대한 인식의 평균 
및 차이를 살펴보았다.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횟
수는 편입과 학생부 종합 학생들이 가장 높게 나타났
다. 대학교육에 대한 성과인식에서는 입학전형별로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3.16, p<.001).

Ⅳ. 연구요약 및 결론

연구결과에 따른 요약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입학전형에 따라 H 대학교를 선택한 영향요인

은 모두 동일하였다. 다만, 입학전형별로 영향요인의 1 
순위는 다르게 나타났다. 예를 들면,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들은 나의 적성,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들은 국립대
학교 여부, 일반전형 학생들은 합격가능성으로 나타났
다.

둘째, 입학전형에 따른 GPA는 차이가 나지 않았으
나, 입학연도별로 GPA 변화의 추이는 다르게 나타났
다. 2018년도를 기준으로 신입생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일반전형(수능)>학생부교과>학생부종합의 순서로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이고 있으나, 입학연도가 지날수록 학
생부종합 유형 학생들의 GPA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 결과는 H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결과이
며, 입학전형에 따른 경향이라고 일반화하는데에는 한
계가 있다. 입학전형에 따른 학업성취도는 연구마다 일
관되지 않은 경향[15][16]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입
학전형에 대한 연구가 대체로 연구자가 속한 해당 대학
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입학전형 반
영 비율과 지원하는 학생들의 특성이 다름에 의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연구들에서 공통된 점은 입학연도가 지
남에 따른 성적 향상의 경우가 수능중심의 전형 보다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학생들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이다
[25]. 이로써 입학전형에서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은 현
재의 능력을 바탕으로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셋째, 입학전형에 따른 만족도를 살펴보면, 대학만족
도, 전공만족도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 학생들의 만족도
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체로 학생부 종합전형에 해
당하는 학생들의 대학만족도, 전공만족도 등이 높은 결
과들과 일치하는 경향이다[23][24][34]. 학생부 종합전
형 학생들은 자기소개서 작성 등을 통해서 전공과 진로
에 대한 고민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전공만족도가 대체로 높은 편에 기인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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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볼 수 있다[35].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대학에서의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14] 전공만족도
가 학생들의 학업역량 발휘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입학전형에 따른 대학교육성과에 대한 인식을 
비교해보면, 학생부 종합 전형 학생들이 대학교육 성과
에 대해서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학생들
의 입학전형에 따른 대학내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참
여 양상을 살펴보면, 학생부 전형 학생들은 진로 및 봉
사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도가 높았고 수능위주 전형 학
생들은 학습법 세미나 등과 같은 학습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도가 높게 나타났다[35]. 학생부 종합전형 학
생들은 고등학교 재학 중 교내 대회 및 동아리 활동 등
을 열심히 수행한 공통점을 나타내었다[22]. 대체적인 
경향에서 수시전형에 의해 선발된 학생들의 핵심역량
이 정시전형 학생들에 비해서 초기에는 낮더라도[36]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긍
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에 의해 H 대학에는 직접적으로, 
또 비슷한 유형 대학에는 간접적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
을 할 수 있다. 

① 수시 Vs 정시의 선발비율
<수시전형>과 <정시전형>중 어느 전형에 더 비중을 

둘 것인가에 대해서는 <수시>를 늘리는 것이 더 타당하
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수시전형을 대표하는 학생부 종
합전형에서 만족도, GPA 성장추이가 일반전형(수능)에 
비해서 긍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 2020학년도 기준으로 80%를 수시전형에서 선발
하고 있는바 확대의 여지가 많지 않기는 하지만 90% 
또는 그 이상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② 학생부 종합 Vs 학생부 교과의 비율
수시전형 내의 <학생부 종합>과 <학생부 교과>를 고

려할 때,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율을 현행과 같이 유
지하거나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부 종합> 전형의 
학생들이 대학 전반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
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GPA가 상승한다는 매우 바람
직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4차 산업
혁명시대에서는 단순한 GPA보다 창의적이고 목적지향
적인 학생들이 더욱더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재

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공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하면서
도 대학에서 학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잠재력 있는 학
생을 선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H 대학에서는 고교
교육과정 반영을 전제로 하면서도 H 대학의 인재로 성
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인재들을 선발할 수 있도
록 입학전형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다만 <학생부 종
합> 전형을 유지하거나 확대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원과 
노력이 요구되는  현실적인 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 평
가의 논리 입장에서는 H 대학 인재상에 맞는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학생부 종합전형 방법에 대한 타당화
된 논리 개발과 단순화가 필요하며, 대학입장에서는 지
원 가능한 재정적, 행정적 상황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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