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9월 6일 금요일6 JDC와 함께 하는
< 9 >

대입의 마지막 리허설… 내 진짜 위치 파악하기

■ 9월 모의평가와 정시 지원의 기본

<표> 2019학년도 6월 9월 수능 모의평가, 수능 응시자 분포

구분

2019학년도 6월 모평 2019학년도 9월 모평 2019학년도 수능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전체 응시자 520,740 100 513,896 100 530,220 100

재학생 454,505 87.3 437,874 85.2 399,910 75.4

졸업생 66,235 12.7 76,022 14.8 130,310 24.6

사탐 응시자 266,985 52.6 260,834 52.0 266,301 52.4

과탐 응시자 240,249 47.4 240,415 48.0 242,128 47.6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표> 2019학년도 9월 모의평가 대비 수능 성적 향상 비율

인문
점수구간

자연

상승 유지 하락 상승 유지 하락

26.2% 4.3% 69.5% 280~285 29.7% 4.1% 66.2%

61.4% - 38.6% 240~245 47.1% 1.0% 51.9%

57.6% 1.7% 40.7% 200~205 51.3% 1.5% 47.2%

<표>어떤 학생의 수능 채점 결과(예시)

구분 한국사 국어
수학

영어
과학탐구

가형 물리Ⅰ 지구과학Ⅰ

표준점수 150 116 66 67

백분위 100 74 97 98

등급 3 1 4 1 1 1

▼

표준점수 합계 399 상위누적 백분위 0.72%

백분위 합계 272 상위누적 백분위 4.30%

*2019학년도 수능 기준

> 공동 기획 <

9월 모의평가(이하 9월 모평 )가 끝났다. 아직까지는 수

시 원서 접수와 자기소개서 작성에 여념이 없는 수시 시

즌 의 분위기가 지속되겠지만 이제부터는 한 해 대입의

마지막 단계인 정시 지원에 대해서도 서서히 고민을 시작

해야 한다. 물론 정시까지 가는 것보다는 수시에서 미리

합격하는 것이 좋겠지만 지금부터는 보다 구체적인 정시

지원의 단계를 구상해 보아야 한다. 수시를 위해서도 정

시를 위해서도 9월 모평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9월 모의평가의 판단은 보수적으로

9월 모평은 자신의 전국적 위치를 판단할 수 있는 최후

의 근거가 된다. 상대평가 체제인 현 수능 제도에서 응시

집단의 규모와 질은 자신의 성적을 규정하게 된다. 그렇기

에 수능과 응시 집단이 다른 학력평가와는 달리, 재수생은

물론 6월 모의평가에 포함되지 않았던 반수생까지 포함되

는 9월 모평은 그 신뢰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졸업생의 비율이 0% 인 학력평가와 달리, 9월 모평은

약 15%의 졸업생이 응시한다. 모의고사에 한 번도 응시

하지 않았던 졸업생까지 더해져 수능에서 졸업생의 비율

은 20~25%내외가 된다. 통상적으로 재수생은 재학생에

비해 상위권 학생이 다수 포진해있으므로, 9월 모평과 동

일한 원점수를 받더라도 백분위/표준점수는 소폭 하락하

게 된다.

이 하락의 정도는 상위권 학생일수록 더 크게 나타나

는 것으로 확인된다. 절대평가인 영어와 한국사를 제외하

고, 국어 수학 탐구 과목의 백분위 합 기준으로 전년도 9

월 모평에서 280~285 수준의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은

과반 이상이 수능에서 점수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원점수가 아닌 백분위의 하락은 등급에도 영향을 미치며,

이는 수시의 수능 최저학력기준 에도 당연히 안 좋은 영

향을 미친다. 자신의 9월 모의평가 성적을 기준으로 수시

원서 지원을 수정하려는 학생들은 이러한 통계수치를 충

분히 인지하고 지원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정시 지원의 지표 백분위 와 표준점수 , 상위누적

백분위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이상의 모든 평가는 상대평가이

지만, 우리는 원점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너무 익

숙하다. 예를 들면 시험에서 몇 개 틀렸어? 같은 질문

이 그렇다. 하지만 수능에서는 이런 인식을 완전히 바꾸

어야 한다. 속된 말로 하면, 정시 지원은 철저한 등수

싸움이다. 원리적으로는 내가 수능에서 만점을 받더라도

서울대 경영학과에 불합격할 수 있다. 서울대 경영학과

정원보다 만점자의 수가 더 많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래서 수능은 나의 상대적인 위치 를 확인할 수 있는 지

표들로 구성되며 그것이 더욱 중요하다. 대표적인 두 가

지가 표준점수 와 백분위 이다.

표준점수는 각 시험의 난이도 가 포함된 점수로 이해

하면 좋다. 시험이 어려운 경우 시험의 전체 평균 점수는

하락한다. 전체 평균점수가 내려가면 만점자의 표준점수

는 상승한다. 원리적으로 수능에서 표준점수 100점을 획

득하는 원점수가 그 시험의 평균점수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 평균 원점수가 하락할수록 만점까지의 거리는 멀어지

므로 표준점수의 격차도 100에서 시작해 점점 더 멀어지

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실제적인 계산법이 따

로 있지만 이정도의 개념만 이해하면 충분하다. 예를 들

면 2018학년도 수능 국어영역에서 표준점수 100점을 받

는 원점수는 65점과 64점이었다. 통상적인 시험의 난이

도로 평가되었고 100점인 학생의 표준점수는 134점이었

다. 하지만 역대 최고의 난이도 중 하나로 평가되는 2019

학년도 수능 국어영역에서 표준점수 100점을 받는 원점

수는 55점이었다. 2019학년도 수능 국어영역에서 만점자

의 표준점수는 무려 150점이었다.

백분위는 이런 표준점수 구간에 위치한 학생의 수로

이해하면 된다. 2019학년도 수능 국어영역에서, 원점수

100점(표준점수 150점)인 학생과 93점(표준점수 142

점)인 학생의 백분위 점수는 모두 100 점 이었다. 142

점인 학생까지의 숫자를 모두 더해도 응시 인원의 1%가

채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개념의 백분위를 바탕으

로 등급 이 산정된다. 등급은 정시에서는 활용되지 않지

만,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내신의 등급은 동점자에 대해 버림을 적용하지만, 수능의

등급은 기본적으로 올림을 적용한다. 예를 들면 2019학

년도 생활과 윤리 만점자는 응시자의 8% 이상으로 1등급

기준인 4%를 초과하지만, 2등급이 아닌 모두 1등급으로

판정됐다.

# 나의 진짜 점수 상위누적 백분위

표준점수와 백분위라는 두 가지 지표를 활용해 상위

누적 백분위 라는 것을 추정한다. 절대평가 과목을 제외

한 국어 수학 탐구의 성적을 기준으로 내가 어느 정도 위

치에 있는지를 짐작해보는 것이다. 상대평가인 수능 체제

에서 나의 상위누적 백분위가 곧 나의 실제적인 등수 이

고 이것이 곧 지원의 기준점이 되는 진짜 점수 라고 표

현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여기에는 각 지표의 의미에 따르는 차이가 발

생한다. 앞서 설명했듯 2019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에서

만점자의 표준점수는 무려 150점이었다. 원점수 93점인

학생의 경우 표준점수는 142점이었다. 하지만 이 두 학생

의 백분위 점수는 모두 100점으로 동일하다. 이 때 원점

수 100점을 받은 학생은 표준점수를 활용하는 대학에 지

원하는 것이 유리하다. 반대로 원점수 93점을 받은 학생

이라면, 백분위를 활용하는 대학에 지원하면 100점인 학

생과 동일하게 평가되므로 훨씬 유리하다.

위의 학생은 표준점수 기준으로는 전체 자연계열 수험

생 중 상위 0.72%, 20만 명으로 가정하면 1440등이 되는

것이고 백분위 기준으로는 상위 4.3%인 8600등이 된다.

한 대학에서 자연계열 전체를 1200명 선발한다고 가정하

면 표준점수 기준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좋은

대학에 합격이 가능하고 백분위 기준으로는 8번째 대학

에 합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점수를 활용할 것

인지는 실제 정시 지원의 단계가 되면 매우 중요한 문제

가 된다.

# 다양한 기관들의 정보를 수집하라

수능과 모의평가를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서는 이러한 상위누적 백분위를 발표하지 않으므로 이

를 확인하기 위해선 각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확

인해야 한다. 기관마다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각 계

열의 수험생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다. 예를 들면 수학을 기준으로 인문/자연계

열을 구분하는 곳도 있지만 이투스는 사회탐구/과학탐

구 과목 응시자를 기준으로 인문/자연계열 학생을 상정

한다.

또한 각 기관의 상위누적 백분위는 각 기관들의 추정

치와 그 해석에서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작년의 경우 서

울대 의예과의 지원가능점수를 여러 기관이 모두 다르게

추정했다. 과학 Ⅱ과목을 응시한 자연계열 학생 중 전국

50등 의 점수를 모든 기관이 다르게 추정했다는 뜻이다.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니고 각각의 이유와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추정했었으리라.

이제부터는 최대한 발품을 팔아서 이런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다양한 사실과 그에

대한 해석들을, 나에게 적용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앞서 설명한 수능과 정시의 내용은 9월 모평에도 모두 적

용된다. 9월 모평 가채점 결과를 통한 수시 지원 대학의

확정은 정시 지원을 간접적으로 체험해보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전구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 선임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