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2023 IB 시험을 예상해보면

2020 세상이 ‘COVID’ 라는 격랑에 휩쓸리며 세상의 모든 시스템은 휘청거렸다. 

교육도 휘청거렸다. 학교 출석도 불투명했고 가르침도 온 오프 라인 사이에서

춤을 추었으니 학습자도 교사도 모두 낯선 길을 헤매며 휘청거렸다. 그 격랑은

당연히 대학 입시에도 영향을 미쳤다. 

2022년 축소된 교과 범위를 바탕으로 IB가 치뤄졌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IB 시험의 축소가 실은 ‘양적인 축소’ 라기 보다 ‘질적인 축소’ 라는 점이다.  즉

어려운 곳을 다 빼고 시험을 보는 꼴이었다. 그렇다면 IB에 대한 대학의 믿음과

기대는 의미가 없어진 것으로 봐야 한다. 아이들의 성적은 21년에 이어 22년에도

너무 관대하게, 좋게 나왔다. 고득점 대역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 22년의

43은 평년의 40-41 수준이다.

2023은 IB도 본부 차원에서 정상화를 꿈꿀 것이다. 대학으로부터

고급과정으로서 받고 있는 기대도 충족시켜야 하며 믿음도 되찾아야 하므로.

1) 학교에서 받는 예상 성적은 대부분 Final 성적보다 후하다. 2022에서는

예상성적과 Final 성적이 비슷했다. 왜? 시험 난이도가 낮아서 변별성이

없었다. IB가 대학의 신뢰를 잃은 부분이다.

2) 따라서 이번 IB 시험은 높은 난이도의 문제에서 결판이 날 것이다. 마지막의

비중 큰 한 문제, 그 문제로 결판이 날 것이다.

3) 과학 과목의 HL Option이 몇 년 만에 돌아 왔다. 잘 준비된 학생에게는 오히려

기회이다.

과목의 난이도가 올라가면 확연히 그 과목을 좋아하던 친구들이 잘한다. 각자

자신이 수강하고 있는 HL과목을 사랑하려 노력하자.

이제 IB의 모든 과정이 끝나가고 있다. 겨울방학부터는 온전히 Final 대비로

돌아서야 한다. 겨울 방학까지 EE, IA, 자소서, TOK 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겨울방학에 깔끔하게 끝내고 Final에 올인 해야 한다. 이번 겨울, 난이도 적응과

HL OPTION은 꼭 잡아 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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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것만이 예상성적을 지켜내고 그 이상을 Final에서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루트이다! 

2. 2023 세계 대학 합격권의 추이는….

일단 홍콩을 제외한 영국 캐나다 싱가폴 중 조건부 합격 커트라인은 살짝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총점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HL 과목에 대한 요구가 좀더

Tough해질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HL에서 666을 바라던 UCL약대가 HL 766을 요구하게 되는 식의

변화가 예상되니 HL에 우선 만전을 기해야 한다. 싱가폴대 경영 전공도 총점은

비슷하게 보더라도 HL의 수학 경제 또는 경영을 중요하게 볼 가능성이 높다.

세상의 대학들이 IB를 믿었던 이유는 어려운 부분을 잘하는, 즉 난이도 컨트롤이

잘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의 축으로 삼자. 

3. 자료로 보는 2023/2024 한국대학 입시전형 대변화

대학
수시
전형

재외국민
전형

서울대 O O

연세대 O O

고려대 X X

카이스트 O O

포항공대 O NA

서강대 X O

성균관대 O X

한양대 X O

중앙대 O O

경희대 O △

대학
수시
전형

재외국민
전형

한국외대 X O

서울시립대 O NA

항공대 O △

이화여대 X X

건국대 O O

단국대 X X

아주대 O △

홍익대 X X

동국대 O X

숙명여대 X △

2023 대입 자소서 유무

2024 대입 자소서 전면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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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입 및 IB 상담

겨울방학 IB 특강 (2022.12.19 – 2023.01.16)(ON-LINE&OFF-LINE개설) 및

대학 진학과 IB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언제든 연락주세요.

구분 2022, 2023학년도 대입 2024학년도 대입

교과활동
ㆍ과목당 500자

ㆍ방과후학교 활동(수강)내용 미기재

ㆍ과목당 500자

ㆍ방과후학교 활동(수강) 내용 미기재

ㆍ영재·발명교육 실적 대입 미반영

종합의견 ㆍ연간 500자 ㆍ연간 500자

비
교
과
활
동

자율활동 ㆍ연간 500자 ㆍ연간 500자

동아리활동

ㆍ연간 500자

ㆍ자율동아리는 연간 1개(30자)만

기재

ㆍ청소년단체활동은 단체명만 기재

ㆍ소논문 기재 금지

ㆍ연간 500자

ㆍ자율동아리는 대입 미반영

ㆍ청소년단체활동 미기재

ㆍ소논문 기재 금지

봉사활동
ㆍ특기사항 미기재

ㆍ교내외 봉사활동 실적 기재

ㆍ특기사항 미기재

ㆍ개인 봉사활동 실적 대입 미반영

단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교사가

지도한 실적은 대입 반영

진로활동
ㆍ연간 700자

ㆍ진로희망분야 대입 미반영

ㆍ연간 700자

ㆍ진로희망분야 대입 미반영

수상경력
ㆍ교내 수상 학기당 1건만 대입 반영

(3년간 6건)
ㆍ대입 미반영

독서활동 ㆍ도서명과 저자 ㆍ대입 미반영

2023 -2024 생기부 작성내용변화

02-511-2677 

070-7116-3747

010-8243-2677

전화:

카카오톡 ID: IBSATUS

홈페이지: www.satused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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