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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학교 일반전형 수능점수 환산방법 표준점수활용( )

본 자료는 수험생의 이해를 돕기위해 작성 된 예시이므로 반드시 수험생이 본교의 정시모집요강을

확인하여 직접 환산해야 하며, 본 자료는 단순 참고용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각 영역별 표준점수 최고점은 국어 점 수학 점 영어 점으로 가정하여 처리한139 , 131 , 132㉯ 

예시이므로 실제 계산할 때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http://www.suneung.re.kr)이 공개한 최고점을 

사용하기 바랍니다.

   < >

수수수수험험험험번번번번호호호호 성성성성        명명명명 생생생생년년년년월월월월일일일일 성성성성별별별별 출출출출신신신신고고고고교교교교    반반반반    또또또또는는는는    졸졸졸졸업업업업년년년년도도도도(((( ))))

12345678 김숭실 98.09.05. 남 한국고등학교(9)

구구구구            분분분분 한국사영역 국어 영역
수학 영역

영어 영역
사회탐구 영역

제 외국어2

한문 영역/

나형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

표표표표준준준준점점점점수수수수 111133331111 111133331111 111122228888 53 64 -

백백백백    분분분분    위위위위 93 94 91 77775555 99993333 -

등등등등                급급급급 2222 2 1 2 4 2 -

학학학학년년년년도도도도    대대대대학학학학수수수수학학학학능능능능력력력력시시시시험험험험    성성성성적적적적통통통통지지지지표표표표 예예예예시시시시<<<<2222000011117777 (((( ))))>>>>

국국국국어어어어 수수수수학학학학 영영영영어어어어영영영영역역역역은은은은 표표표표준준준준점점점점수수수수 탐탐탐탐구구구구영영영영역역역역은은은은 백백백백분분분분위위위위    점점점점수수수수 를를를를    사사사사용용용용,,,, ,,,, ““““ ””””,,,,    ““““ ””””※※※※    

일일일일반반반반전전전전형형형형    인인인인문문문문계계계계열열열열    모모모모집집집집단단단단위위위위    및및및및    영영영영화화화화예예예예술술술술전전전전공공공공에에에에    지지지지원원원원할할할할    경경경경우우우우①①①①    

국어 환산 수학 환산 영어 환산 탐구영역 환산 합계
소숫점 째자리 절사( 4 )

+ + +

131 139 245 131 131 105 128 132 245 75 0.525 93 0.525 666666661111....666677774444
점점점점    만만만만점점점점에에에에    점점점점을을을을    취취취취득득득득했했했했으으으으며며며며 한한한한국국국국사사사사    가가가가산산산산점점점점    점점점점 등등등등급급급급 을을을을    가가가가산산산산하하하하여여여여    점점점점이이이이며며며며777700000000 666666661111....666677774444 ,,,,    3333....5555 ((((2222 )))) 666666665555....111177774444 ,,,,
점점점점    만만만만점점점점으으으으로로로로    환환환환산산산산시시시시    입입입입니니니니다다다다111100000000 666666665555....111177774444        7777    ====    99995555....00002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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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본본본교교교교    일일일일반반반반전전전전형형형형    경경경경상상상상계계계계열열열열    모모모모집집집집단단단단위위위위에에에에    지지지지원원원원할할할할    경경경경우우우우②②②②    

국어 환산 수학 환산 영어 환산 탐구영역 환산 합계
소숫점 째자리 절사( 4 )

+ + +

131 139 105 131 131 245 128 132 245 75 0.525 93 0.525 666666669999....777733331111

점점점점    만만만만점점점점에에에에    점점점점을을을을    취취취취득득득득했했했했으으으으며며며며 한한한한국국국국사사사사    가가가가산산산산점점점점    점점점점 등등등등급급급급 을을을을    가가가가산산산산하하하하여여여여    점점점점이이이이며며며며777700000000 666666669999....777733331111 ,,,,    3333....5555 ((((2222 )))) 666677773333....222233331111
점점점점    만만만만점점점점으으으으로로로로    환환환환산산산산시시시시    입입입입니니니니다다다다111100000000 666677773333....222233331111        7777    ====    99996666....11118888    ....

본본본본교교교교    일일일일반반반반전전전전형형형형    자자자자연연연연계계계계열열열열 모모모모집집집집단단단단위위위위에에에에    지지지지원원원원할할할할    경경경경우우우우1111    ③③③③    

국어 환산 수학 환산 영어 환산 탐구영역 환산 합계
소숫점 째자리 절사( 4 )

+ + +

131 139 105 0 128 132 175 0 0 222266668888....666655552222

      1 “ , ” , , ,㉮ ㉯ ㉯
    0 268.652 , 한한한한국국국국사사사사    가가가가산산산산점점점점    점점점점 등등등등급급급급 을을을을    가가가가산산산산하하하하여여여여    3333....5555 ((((2222 )))) 222277772222....111155552222

점점점점이이이이며며며며 점점점점    만만만만점점점점으으으으로로로로    환환환환산산산산시시시시    입입입입니니니니다다다다,,,,    111100000000 222277772222....111155552222        7777    ====    33338888....333388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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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본본본교교교교    일일일일반반반반전전전전형형형형    자자자자연연연연계계계계열열열열 모모모모집집집집단단단단위위위위    및및및및    융융융융합합합합특특특특성성성성화화화화자자자자유유유유전전전전공공공공학학학학부부부부에에에에    지지지지원원원원할할할할    경경경경우우우우2222    ④④④④    

국어 환산 수학 환산 영어 환산 탐구영역 환산 합계
소숫점 째자리 절사( 4 )

+ + +

131 139 105 131 131 245 128 132 175 75 0.875 93 0.875 666666660000....666655552222
점점점점    만만만만점점점점에에에에    점점점점을을을을    취취취취득득득득했했했했으으으으며며며며 한한한한국국국국사사사사    가가가가산산산산점점점점    점점점점 등등등등급급급급 을을을을    가가가가산산산산하하하하여여여여    점점점점이이이이며며며며777700000000 666666660000....666655552222 ,,,,    3333....5555 ((((2222 )))) 666666664444....111155552222 ,,,,
점점점점    만만만만점점점점으으으으로로로로    환환환환산산산산시시시시    입입입입니니니니다다다다111100000000 666666664444....111155552222        7777    ====    99994444....88888888 ....

iiiiffff 동동동동일일일일한한한한    취취취취득득득득점점점점수수수수로로로로    수수수수학학학학 에에에에    응응응응시시시시했했했했다다다다면면면면    수수수수학학학학 에에에에    대대대대하하하하여여여여    가가가가산산산산점점점점 수수수수험험험험생생생생이이이이    취취취취득득득득한한한한    표표표표준준준준점점점점수수수수    ((((
의의의의    을을을을    가가가가산산산산하하하하여여여여    을을을을    합합합합계계계계 에에에에    가가가가산산산산합합합합니니니니다다다다 그그그그러러러러므므므므로로로로    최최최최종종종종점점점점수수수수11110000%%%%)))) 111133331111        11110000%%%%    ====    11113333....1111 ((((666666660000....666655552222)))) ....    
는는는는    한한한한국국국국사사사사 수수수수학학학학 입입입입니니니니다다다다666666660000....666655552222++++    3333....5555(((( ))))    ++++    11113333....1111(((( ))))    ====    666677777777....222255552222((((99996666....77775555))))    ....

본본본본교교교교    예예예예술술술술창창창창작작작작학학학학부부부부의의의의    문문문문예예예예창창창창작작작작전전전전공공공공    및및및및    스스스스포포포포츠츠츠츠학학학학부부부부에에에에    지지지지원원원원할할할할    경경경경우우우우⑤⑤⑤⑤    

국어 환산 수학 환산 영어 환산 탐구영역 환산 합계
소숫점 째자리 절사( 4 )

131 139 150 반영하지 않음 128 132 150 반영하지 
않음

반영하지 
않음 222288886666....888822220000

    3333 점점점점    만만만만점점점점에에에에    점점점점을을을을    취취취취득득득득했했했했으으으으며며며며00000000 222288886666....888822220000 ,,,,    한한한한국국국국사사사사    가가가가산산산산점점점점    점점점점 등등등등급급급급 을을을을    가가가가산산산산하하하하여여여여    점점점점이이이이며며며며3333....5555 ((((2222 )))) 222299990000....333322220000 ,,,,
점점점점    만만만만점점점점으으으으로로로로    환환환환산산산산시시시시    입입입입니니니니다다다다    111100000000 222299990000....333322220000        3333    ====    99996666....77777777 ....

본본본본교교교교    한한한한국국국국사사사사    등등등등급급급급별별별별    가가가가산산산산점점점점 정정정정시시시시모모모모집집집집요요요요강강강강    참참참참조조조조<<<< ---- pppp....22228888    >>>>
수험생이 취득한 등급에 따라 가산점 부여

등급1 등급2 등급3 등급4 등급5 등급6 등급7 등급8 등급9

점4.0 점3.5 점3.0 점2.5 점2.0 점1.5 점1.0 점0.5 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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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과과과년년년년도도도도    입입입입학학학학생생생생    성성성성적적적적 이이이이월월월월인인인인원원원원    및및및및    충충충충원원원원합합합합격격격격자자자자    현현현현황황황황    등등등등등등등등    입입입입시시시시와와와와    관관관관련련련련된된된된    각각각각종종종종    자자자자료료료료는는는는    본본본본교교교교    입입입입학학학학처처처처    ,,,,    
홈홈홈홈페페페페이이이이지지지지((((iiiipppphhhhaaaakkkk....ssssssssuuuu....aaaacccc....kkkkrrrr 의의의의    입입입입시시시시통통통통계계계계자자자자료료료료에에에에    등등등등록록록록되되되되어어어어    있있있있으으으으니니니니    많많많많은은은은    이이이이용용용용    바바바바랍랍랍랍니니니니다다다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