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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4. 졸업생의 졸업성적 분포

 
■ 공시지침

【공시기관】: 대학
【공시시기】: 2022년 4월
【공시내용】: 2021년 8월(후기) 졸업자(2021. 3. ~ 2021. 8.) 및 2022년 2월(전기) 졸업자(2021. 9. ~ 2022. 2.)의 졸업성적
【공시양식】: 다음 양식 적용 (자료기준일 : 졸업자의 최종성적 산출 시점) 

기준연도 단과대학 학과(전공)명 구분 학과특성 졸업자수 학과(전공)별 졸업평점평균 만점평점 학과(전공)별 졸업 백분율점수 평균 백분율점수구간 학생 수 비율
95점 이상~100점 이하
90점 이상~95점 미만
85점 이상~90점 미만
80점 이상~85점 미만
75점 이상~80점 미만
70점 이상~75점 미만
65점 이상~70점 미만
60점 이상~65점 미만

60점 미만

■ 검증사항

【졸업자】: <5-가>의 졸업자수와 반드시 같아야 함

■ 작성지침

【졸업자】 : 2021년 8월(후기) 졸업자(2021. 3. ~ 2021. 8.) 및 2022년 2월(전기) 졸업자(2021. 9. ~ 2022. 2.)로 학사 등록이 된 자 
※ 외국 학생 중 교육과정 공동운영생, 연수과정생 등은 입력에서 제외

【학과(전공)별 졸업평점평균】: 각 학과(전공)별 졸업자 평점평균의 평균
※ 산식 : 학과(전공)별 졸업자 졸업평점평균의 합/학과(전공)별 졸업자 수
※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둘째자리까지 입력

【만점평점】: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에 자료 입력 시, 학교별로 4.0/4.3/4.5제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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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전공)별 졸업 백분율점수 평균】: 각 학과(전공)별 졸업자 학점당 백분율점수의 평균
※ 각 졸업자의 학점당 백분율점수는 학교 자체의 백분율점수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계산
※ 산식 : 학과(전공)별 졸업자 학점당 백분율점수의 합/학과(전공)별 졸업자 수
※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둘째자리까지 입력

【백분율점수구간】: 9개로 분류한 백분율점수구간에 각 졸업자의 학점당 백분율점수를 학생 수와 비율로 표시
【비율(%)】: (해당 백분율점수구간 졸업자 수/총 졸업자수)×100, 소수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첫째자리까지 표시

예시
<학교에서 준비하는 원자료(raw data)>
A대학교는 평점만점을 4.5로 규정하며, 학생의 학점당 백분율점수를 구할 때에는 평점평균을 학교의 자체 백분율 산출식을 적용하여 계산
1. A대학교 백분율점수 산식

백분율점수=(평점평균×11.4285) + 48.5714
2. 졸업자별 평점평균 산출 원자료

학과명 졸업자명 졸업평점평균(b/a) 백분율점수(환산식 적용)

xx학과
김OO 3.86 92.69 이OO 4.44 99.31 박OO 4.46 99.54 최OO 2.29 74.74 정OO 3.03 83.20 

<입력장표 적용>
학과(전공) 구분 학과특성 졸업자수 학과(전공)별 졸업평점평균 학과(전공)별 졸업 백분율점수 평균 백분율점수구간 학생 수 비율

xx학과 주간 일반과정 5 3.62(=(각 졸업자의 졸업평점평균 합/5)) 89.90(=(각 졸업자의 백분율점수 합/5)

95점 이상~100점 이하 2 4090점 이상~95점 미만 1 2085점 이상~90점 미만 0 080점 이상~85점 미만 1 2075점 이상~80점 미만 0 070점 이상~75점 미만 1 2065점 이상~70점 미만 0 060점 이상~65점 미만 0 060점 미만 0 0

■ 참고사항

○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