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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 채점결과

[로스쿨 소식]

Ⅰ. 개 요

1.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한기정)는 

2021년 7월 25일(일)에 실시한 2022학년

도 법학적성시험(Legal Education Eli-

gibility Test : LEET)의 채점결과를 2021

년 8월 18일(수)에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

(www.leet.or.kr)를 통하여 발표하였다.

2. 지난 7월 25일(일) 시행된 2022학년도 법

학적성시험의 지원자(접수취소 제외) 총 

13,685명 중 언어이해 영역은 12,595명

(92.0%)이 응시하였고, 추리논증 영역은 

12,571명(91.9%)이 응시하였다.

3. 법학적성시험 성적은 언어이해 영역, 추리

논증 영역의 표준점수와 이에 해당하는 백

분위를 제공한다. [별첨 자료 참고]

※ 논술영역은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그 

답안의 채점 여부 및 방법을 정함.

○ 2022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의 응시자 현황 

및 영역별 점수 분포는 다음과 같다.

Ⅱ. 응시자 현황

1. 영역별 응시자 현황

전체 지원자 13,685명 중에서 언어이해 영

역은 12,595명(92.0%)이 응시하였고, 추리논

증 영역은 12,571(91.9%)명이 응시하였다. 

<표 1> 영역별 응시자 현황

구 분
언어

이해

추리

논증

전체 

지원자

응시자

(명)
12,595 12,571 13,685

비  율

(%)
92.0 91.9 100.0

2. 성별 응시자 현황

성별 응시자 현황을 보면 언어이해 영역 

응시자 12,595명 중에서 남자가 6,312명

(50.1%), 여자가 6,283명(49.9%)으로 남자의 

비율이 여자에 비하여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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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성별 응시자 현황 

성 별 응 시 자(명) 비 율(%)

남 6,312 50.1 

여 6,283 49.9 

계 12,595 100.0

3. 계열별 응시자 현황

계열별 응시자 현황을 보면 언어이해 영역 

응시자 12,595명 중에서 사회계열이 2,824명

(22.4%)으로 가장 많았고, 상경계열 2,595명

(20.6%), 인문계열 2,401명(19.1%), 법학계

열 2,147명(17.0%), 공학계열 833명(6.6%), 

사범계열 504명(4.0%) 등의 순으로 나타났

다. 

<표 3> 계열별 응시자 현황 

계 열 응시자(명) 비율(%)

공학 833 6.6 

농학 45 0.4 

법학 2,147 17.0 

사범 504 4.0 

사회 2,824 22.4 

상경 2,595 20.6 

신학 49 0.4 

약학 66 0.5 

예체능 196 1.6 

의학 76 0.6 

인문 2,401 19.1 

자연 415 3.3 

기타 444 3.5 

계 12,595 100.0 

4. 연령별 응시자 현황

연령별 응시자 현황을 보면 언어이해 영역 

응시자 12,595명 중에서 23세 이상 25세 이

하가 4,038명(32.1%)으로 가장 많았고, 26

세 이상 28세 이하 3,898명(30.9%), 29세 이

상 31세 이하 1,960명(15.6%), 35세 이상 

1,313명(10.4%), 32세 이상 34세 이하 967명

(7.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연령별 응시자 현황

연 령 응 시 자(명) 비 율(%)

22세 이하 419 3.3 

23세~25세 4,038 32.1 

26세~28세 3,898 30.9 

29세~31세 1,960 15.6 

32세~34세 967 7.7 

35세 이상 1,313 10.4 

계 12,595 100.0 

※ 연령은 2021. 1. 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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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점수 분포 

법학적성시험의 영역별 점수 분포는 다음과 

같다.

1. 언어이해 영역

언어이해 영역의 표준점수는 10.0 이상 ~ 

75.0 미만의 구간에 분포하였으며, 가장 많

은 응시자가 분포한 구간은 45.0 이상 ~ 50.0 

미만으로, 이 구간에 속한 응시자는 3,245명

(25.8%)이었다.

<표 5> 언어이해 영역의 표준점수 급간별 

빈도, 비율 및 누적 비율

표준점수
빈도

(명)

비율

(%)

누적  

비율

(%)

70.0 이상 ~ 

75.0 미만
2 0.0 0.0 

65.0 이상 ~ 

70.0 미만
67 0.5 0.5 

60.0 이상 ~ 

65.0 미만
564 4.5 5.0 

55.0 이상 ~ 

60.0 미만
1,075 8.5 13.6 

50.0 이상 ~ 

55.0 미만
1,683 13.4 26.9 

45.0 이상 ~ 

50.0 미만
3,245 25.8 52.7 

40.0 이상 ~ 

45.0 미만
1,983 15.7 68.4 

35.0 이상 ~ 

40.0 미만
2,248 17.8 86.3 

30.0 이상 ~ 

35.0 미만
938 7.4 93.7 

25.0 이상 ~ 

30.0 미만
626 5.0 98.7 

20.0 이상 ~ 

25.0 미만
127 1.0 99.7 

15.0 이상 ~ 

20.0 미만
32 0.3 100.0 

10.0 이상 ~ 

15.0 미만
5 0.0 100.0 

계 12,595 100.0 

2. 추리논증 영역

추리논증 영역의 표준점수는 10.0 이상 ~ 

95.0 미만의 구간에 분포하였으며, 가장 많

은 응시자가 분포한 구간은 65.0 이상 ~ 70.0 

미만으로, 이 구간에 속한 응시자는 2,261명

(18.0%)이었다.

<표 6> 추리논증 영역의 표준점수 급간별 

빈도, 비율 및 누적 비율 

표준점수
빈도

(명)

비율

(%)

누적  

비율

(%)

90.0 이상 ~ 

95.0 미만
29 0.2 0.2 

85.0 이상 ~ 

90.0 미만
115 0.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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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이상 ~ 

85.0 미만
312 2.5 3.6 

75.0 이상 ~ 

80.0 미만
996 7.9 11.6 

70.0 이상 ~ 

75.0 미만
1,137 9.0 20.6 

65.0 이상 ~ 

70.0 미만
2,261 18.0 38.6 

60.0 이상 ~ 

65.0 미만
1,717 13.7 52.2 

55.0 이상 ~ 

60.0 미만
1,600 12.7 65.0 

50.0 이상 ~ 

55.0 미만
2,083 16.6 81.5 

45.0 이상 ~ 

50.0 미만
914 7.3 88.8 

40.0 이상 ~ 

45.0 미만
666 5.3 94.1 

35.0 이상 ~ 

40.0 미만
515 4.1 98.2 

30.0 이상 ~ 

35.0 미만
144 1.1 99.3 

25.0 이상 ~ 

30.0 미만
56 0.4 99.8 

20.0 이상 ~ 

25.0 미만
23 0.2 100.0 

15.0 이상 ~ 

20.0 미만
0 0.0 100.0 

10.0 이상 ~ 

15.0 미만
3 0.0 100.0 

계 12,571 100.0 

[ 별첨 ]

법학적성시험의 점수 체제

 

1. 채점 및 점수 체제

○ 언어이해 영역, 추리논증 영역의 정답 문항

은 1점, 오답 문항은 0점으로 채점한다.

○ 언어이해 영역은 평균 45, 표준편차 9인 표

준점수를, 추리논증 영역은 평균 60, 표준편

차 12인 표준점수를 사용한다.

≪ 법학적성시험의 영역별 문항 수 및 표준

점수≫

영역
문항 

수

표준점수

평균
표준

편차
범위

언어이해 30 45 9
0 ~ 

90

추리논증 40 60 12
0 ~ 

120

※ 범위를 벗어난 경우는 절삭함.

2. 성적 보고

○ 언어이해 영역, 추리논증 영역은 표준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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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그에 해당하는 백분위를 제공한다. 

○ 언어이해 영역, 추리논증 영역의 표준점수

와 백분위는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

여 소수 첫째자리까지 표기한다.  

3. 표준점수 산출 방법 및 해석

○ 표준점수는 원점수에서의 상대적 서열을 

반영한 점수이다. 즉, 원점수의 분포를 영역

별로 정해진 평균과 표준편차를 갖도록 변

환한 분포상에서 어느 위치에 해당하는가

를 나타내는 점수이다. 

○ 표준점수의 산출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다음 공식에 의하여 Z점수를 계산한다. 

Z점수 ＝

(수험생의 원점수) - (수험생이 속한 집단의 평균)

수험생이 속한 집단의 표준편차

② 위에서 얻은 Z점수를 다음 공식에 대입

하여 표준점수를 산출한다.

(표준점수) ＝ 

(Z점수) × (해당 영역의 표준편차) ＋ (평균) 

  

<예> 추리논증 영역에서 원점수 34점(원점수 평균 

23.5, 표준편차 4.2인 경우)을 받은 수험생의 표준점

수는 다음과 같다.

표준점수 = [(34 - 23.5)/ 4.2] × 12 + 60 = 90.0 

※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

째자리까지 표기함.

4. 백분위 산출 방법 및 해석

○ 백분위는 영역 내에서 개인의 상대적 서열

을 나타내는 점수이다. 즉, 해당 수험생의 

백분위는 수험생이 받은 표준점수보다 낮

은 표준점수를 받은 수험생 집단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점수이다.

○ 백분위는 앞에서 산출한 표준점수에 근거

하며 산출 공식은 다음과 같다.

(특정 수험생 점수보다 낮은 점수의 수험생 수)+ (동점자 수) ÷ 2 
 X100

                                전체 수험생수

※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

째자리까지 표기함.

<예> 수험생(N=50)의 표준점수 분포가 다음과 같

다고 할 때, 표준점수 92.7점인 수험생의 백분위는 

47 + 2 ÷ 2  
X 100 = 96.0 

     50

<점수 분포 예 (N=50)>

표준점수 도수 누적도수

98.6 1 50

95.4 0 49

92.7 2 49

89.3 7 47

86.7 10 40

： ： ：

： ： ：

： ： ：

62.8 2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