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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대 2017 전형 방법
자세히 봐야 차이가 보인다!

전형 시기 중심유형 2017 전형 방법 수시 최저학력기준 / 정시 수능 활용 방법

수시

학생부
(교과)

KU고른기회-특수교육대상자(정원외)(20명)
학생부교과70+면접30

학생부
(종합)

KU자기추천(612명)
1단계(3배수):서류100
2단계:면접100
KU학교추천(378명)
학생부교과60+서류40
KU고른기회-사회적배려대상자(48명)
1단계(3배수):서류100
2단계:면접100
KU고른기회-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급여수
급자(정원외)(60명)
1단계(3배수):서류100
2단계:면접100
KU고른기회-농어촌학생(정원외)(75명)
1단계(3배수):서류100
2단계:면접100
KU고른기회-특성화고교출신자(정원외)(29명)
1단계(3배수):서류100
2단계:면접100
KU고른기회-특성화고졸재직(정원내외)(73명)
1단계(3배수):서류100
2단계:면접100

논술
KU논술우수자(484명)
학생부교과20+비교과20+논술60

실기
KU예체능우수자-연기(15명)
KU예체능우수자-체육(15명)
KU예체능우수자-디자인(20명)

정시

가군 수능
KU일반(416명)
학생부교과10+수능90

∙ 인문:국30․수나25․영35․사과10
∙ 자연:국20․수가30․영30․과20
※한국사 등급별 가산점 부여(5등급까지 만점)
※인문계열은 제2외/한문 탐구 1과목 대체 가능

나군
수능

KU일반(714명)
학생부교과10+수능90

가군과 수능 활용 방법 동일

실기 KU일반(192명)

다군
수능

KU일반(45명)
학생부교과10+수능90

∙ 국30․수나25․영35․사과10
※한국사 등급별 가산점 부여(5등급까지 만점)
※제2외/한문 탐구 1과목 대체 가능

실기 KU일반(72명)

건국대(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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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시기 중심유형 2017 전형 방법 수시 최저학력기준 / 정시 수능 활용 방법

수시

학생부
(종합)

네오르네상스(920명)
1단계(3배수):서류100
2단계:서류70+인성면접30
고른기회Ⅰ-국가보훈대상자(50명)
1단계(3배수):서류100
2단계:서류70+인성면접30
고른기회Ⅰ-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정
원내외)(133명)
1단계(3배수):서류100
2단계:서류70+인성면접30
고른기회Ⅰ-농어촌학생(정원내외)(166명)
1단계(3배수):서류100
2단계:서류70+인성면접30
고른기회Ⅰ-특성화고교졸업자(정원외)(70명)
1단계(3배수):서류100
2단계:서류70+인성면접30
고른기회Ⅰ-장애인대상자(정원외)(15명)
1단계(3배수):서류100
2단계:서류70+인성면접30
고른기회Ⅰ-북한이탈주민(정원외)(6명)
1단계(3배수):서류100
2단계:서류70+인성면접30
고른기회Ⅱ(90명)
1단계(3배수):서류100
2단계:서류70+인성면접30
고교대학연계(400명)
학생부교과60+서류40
학교생활충실자(365명)
학생부교과60+서류40
특성화고졸재직자(정원내외)(130명)
1단계(3배수):서류100
2단계:서류70+인성면접30

논술
논술우수자(920명)
학생부30+논술70

∙ 인문(아래 제외):국어, 수학가/나, 영어, 사과탐(1과목) 중 2개 영역 등급 합 
4 이내

∙ 한의예(인문):국어, 수학나, 영어, 사탐(1과목) 중 3개 영역 등급 합 4 이내
∙ 자연(아래 제외):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1과목) 중 2개 영역 등급 합 5 이

내
∙ 의예,치의예,한의예(자연):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1과목) 중 3개 영역 등급 

합 4 이내
※한국사 5등급 이내

실기 실기우수자(423명)

정시

가군
수능

일반전형(630명)
수능100

∙ 인문:국30․수나25․영25․사15․한국사5
∙ 사회:국20․수나35․영25․사15․한국사5
∙ 자연:국20․수가35․영20․과20․한국사5
※인문,사회계열은 제2외/한문 사탐 1과목 대체 가능

실기 일반전형(159명)

나군
수능

일반전형(646명)
수능100

가군과 수능 활용 방법 동일

실기 일반전형(103명)

경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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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시기 중심유형 2017 전형 방법 수시 최저학력기준 / 정시 수능 활용 방법

수시

학생부
(교과)

학교장추천(635명)
1단계(3배수):학생부교과90+서류10
2단계:1단계성적70+면접30

∙ 인문:국어, 수학가/나, 영어, 사과탐(2과목 평균) 중 2개 영역 등급 합 4 이
내 및 한국사 3등급 이내

∙ 자연(아래 제외):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2과목 평균) 중 2개 영역 등급 합 
5 이내 및 한국사 4등급 이내(단, 수학가 또는 과탐 중 1개 영역 반드시 
포함)

∙ 의과대학: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2과목 평균) 중 3개 영역 등급 합 3 이
내 및 한국사 4등급 이내

학생부
(종합)

융합형인재(505명)
1단계(3배수):서류100
2단계:1단계성적70+면접30

∙ 인문:국어, 수학가/나, 영어, 사과탐(2과목 평균) 중 2개 영역 등급 합 4 이
내 및 한국사 3등급 이내

∙ 자연(아래 제외):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2과목 평균) 중 2개 영역 등급 합 
5 이내 및 한국사 4등급 이내(단, 수학가 또는 과탐 중 1개 영역 반드시 
포함)

∙ 의과대학: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2과목 평균) 중 3개 영역 등급 합 3 이
내 및 한국사 4등급 이내

농어촌학생(정원외)(67명)
1단계(5배수):서류100
2단계:1단계성적70+면접30
사회공헌자1(25명)
1단계(5배수):서류100
2단계:1단계성적70+면접30
사회공헌자2(13명)
1단계(5배수):서류100
2단계:1단계성적70+면접30
특성화고교졸업자(정원외)(25명)
1단계(5배수):서류100
2단계:1단계성적70+면접30

∙ 인문:국어, 수학가/나, 영어, 사과탐(2과목 평균) 중 2개 영역 등급 합 4 이
내 및 한국사 3등급 이내

∙ 자연(아래 제외):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2과목 평균) 중 2개 영역 등급 합 
5 이내 및 한국사 4등급 이내(단, 수학가 또는 과탐 중 1개 영역 반드시 
포함)

∙ 의과대학: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2과목 평균) 중 3개 영역 등급 합 4 이
내 및 한국사 4등급 이내

사회배려자(정원외)(67명)
1단계(5배수):서류100
2단계:1단계성적70+면접30
특수교육대상자(정원외)(37명)
1단계(5배수):서류100
2단계:1단계성적70+면접30
특성화고등을졸업한재직자(정원외)(10명)
1단계(5배수):서류100
2단계:1단계성적70+면접30

논술
일반전형(1,040명)
논술60+학생부교과30+비교과10

∙ 인문(아래 제외):국어, 수학가/나, 영어, 사과탐(2과목 평균) 중 3개 영역 이
상 2등급 이내 및 한국사 3등급 이내

∙ 경영대학,정경대학,자유전공학부:국어, 수학가/나, 영어, 사과탐(2과목 평균) 
중 3개 영역 등급 합 5 이내 및 한국사 3등급 이내

∙ 자연(아래 제외):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2과목 평균) 중 2개 영역 2등급 
이내 및 한국사 4등급 이내(단, 수학가 또는 과탐 중 1개 영역 반드시 포
함)

∙ 의과대학: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2과목 평균) 중 3개 영역 등급 합 3 이
내 및 한국사 4등급 이내

실기

국제인재(290명)
1단계(3배수):서류100
2단계:1단계성적70+면접30
과학인재(263명)
1단계(5배수):서류100
2단계:1단계성적70+면접30
과학인재-사이버국방(정원외)(18명)
1단계(일정배수):서류100
2단계:1단계성적60+면접20+기타20
체육인재(45명)

고려대(안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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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시기 중심유형 2017 전형 방법 수시 최저학력기준 / 정시 수능 활용 방법

정시 나군 수능

일반전형(978명)
수능90+학생부교과8+비교과2
일반전형-사이버국방(정원외)(18명)
수능70+학생부교과8+비교과2+기타20

∙ 인문,가정교육:국28.6․수가나28.6․영28.6․사과14.3
∙ 자연(가정교육,간호대학,컴퓨터 제외):국20․수가30․영20․과30
∙ 간호대학,컴퓨터:아래 두가지 방법으로 각 모집인원 50% 선발

- 국20․수가30․영20․과30
- 국28.6․수가28.6․영28.6․사14.3 또는 국28.6․수나28.6․영28.6․사과14.3

※한국사 등급별 가산점 부여(인문 3등급, 자연 4등급까지 만점)
※인문계는 제2외/한문 탐구 1과목 대체 가능
※최저학력기준
 -사이버국방:수학가 1등급 또는 과탐(2과목 평균) 1등급 이내

농어촌학생(정원외)(49명)
1단계(2배수):수능70+서류30
2단계:1단계성적70+면접30

∙ 인문:국28.6․수가나28.6․영28.6․사과14.3
∙ 자연:국20․수가30․영20․과30
※한국사 등급별 가산점 부여(인문 3등급, 자연 4등급까지 만점)
※인문계는 제2외/한문 탐구 1과목 대체 가능
※최저학력기준
 -인문(아래 제외):국어, 수학가/나, 영어, 사과탐(2과목 평균) 중 2개 영역 등
급 합 4 이내
 -경영대학,정경대학,자유전공학부:국어, 수학가/나, 영어, 사과탐(2과목 평균) 
중 3개 영역 등급 합 6 이내
 -자연(아래 제외):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2과목 평균) 중 2개 영역  등급 
합 5 이내(단, 수학가 또는 과탐 중 1개 영역 반드시 포함)
 -의과대학: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2과목 평균) 중 3개 영역 등급 합 4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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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학생부
(교과)

교과성적우수자(468명)
1단계(6배수):학생부교과100
2단계:학생부교과70+면접30

학생부
(종합)

국민프런티어(540명)
1단계(3배수):서류100
2단계:1단계성적60+면접40
학교생활우수자(242명)
학생부교과60+서류40
국민지역인재(138명)
학생부교과60+서류40
국가보훈대상자및사회적배려대상자(90명)
1단계(3배수):서류100
2단계:1단계성적60+면접40
농어촌학생(정원외)(101명)
1단계(3배수):서류100
2단계:1단계성적60+면접40
기회균형(정원외)(57명)
1단계(3배수):서류100
2단계:1단계성적60+면접40
특성화고등을졸업한재직자(정원외)(159명)
서류40+면접60
취업자(23명)
1단계(3배수):서류100
2단계:1단계성적60+면접40

실기

어학특기자(66명)
1단계(8배수):특기(어학성적)100
2단계:학생부교과30+면접50+1단계성적20
건축디자인특기자(2명)
1단계(8배수):특기(입상성적)100
2단계:학생부교과30+면접50+1단계성적20
기능(자동차)특기자(1명)
1단계(8배수):특기(입상성적)100
2단계:학생부교과30+면접50+1단계성적20
미술조형특기자(18명)
체육특기자(13명)
연기영화특기자(2명)
실기우수자(75명)

정시

가군
수능

일반전형(316명)
수능100

∙ 인문:국30․수가나20․영30․사과20
∙ 자연:국20․수가나30․영30․과20
※한국사는 4등급 이상 만점, 5등급 이하부터 0.2점씩 감점
※인문계는 제2외/한문 탐구 1과목 대체 가능

실기 일반전형(309명)

나군
수능

일반전형(294명)
수능100

가군과 수능 활용 방법 동일

실기 일반전형(79명)

다군
수능

일반전형(185명)
수능100

가군과 수능 활용 방법 동일

실기 일반전형(38명)

국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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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학생부
(교과)

학교생활우수인재(288명)
1단계(3배수):학생부교과100
2단계:1단계성적70+면접30
불교추천인재(92명)
1단계(3배수):학생부교과100
2단계:1단계성적70+면접30

학생부
(종합)

DoDream(430명)
1단계(3배수):서류100
2단계:1단계성적70+면접30
DoDream학교장추천(132명)
1단계(3배수):서류100
2단계:1단계성적70+면접30
국가보훈(10명)
1단계(3배수):서류100
2단계:1단계성적70+면접30
농어촌(정원외)(55명)
1단계(3배수):서류100
2단계:1단계성적70+면접30
기회균형(정원외)(45명)
1단계(3배수):서류100
2단계:1단계성적70+면접30
특성화고졸등재직자(정원외)(100명)
서류100

논술
논술우수자(489명)
학생부교과40+논술60

∙ 인문(아래 제외):국어, 수학가/나, 영어, 사과탐(1과목) 중 2개 영역 등급 합 
4 이내

∙ 경찰행정,경영학부:국어, 수학가/나, 영어 중 2개 영역 등급 합 4 이내
∙ 자연: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1과목) 중 2개 영역 등급 합 5 이내

실기

어학특기자(63명)
문학특기자(23명)
연기특기자(30명)
체육특기자(22명)

정시

가군 수능

일반전형(581명)
수능100
농어촌(정원외)(16명)
수능100
특성화고교출신자(정원외)(14명)
수능100
특수교육대상자(정원외)(6명)
수능100

∙ 인문:국30․수가나25․영25․사과20
∙ 자연:국20․수가30․영25․과25
※한국사는 등급별 가산점 부여(3등급까지 만점)
※인문계열은 제2외/한문 탐구 1과목 대체 가능

나군 수능

일반전형(540명)
수능100
농어촌(정원외)(12명)
수능100

가군과 수능 활용 방법 동일

동국대(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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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학생부
(종합)

자기주도형(315명)
서류100
고른기회(31명)
서류100
일반형(286명)
서류100
사회통합(21명)
서류100

∙ 인문:국어, 수학가/나, 영어, 사과탐(2과목 평균) 중 3개 영역 2등급 이내
∙ 자연: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2과목 평균) 중 2개 영역 2등급 이내(단, 수

학, 과탐 중 1개 이상은 반드시 2등급 이내)
※한국사는 4등급 이내

논술
논술(364명)
논술60+학생부교과20+비교과20

∙ 인문:국어, 수학가/나, 영어, 사과탐(2과목 평균) 중 3개 영역 2등급 이내
∙ 자연: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2과목 평균) 중 2개 영역 2등급 이내(단, 수

학, 과탐 중 1개 이상은 반드시 2등급 이내)
※한국사는 4등급 이내

실기

알바트로스특기자-외국어(61명)
1단계(2~5배수):서류100
2단계:1단계성적80+면접20
알바트로스특기자-수학과학(58명)
1단계(2~5배수):서류100
2단계:1단계성적80+면접20
알바트로스특기자-Art&Technology(25명)
1단계(2~5배수):서류100
2단계:1단계성적80+면접20

정시 가군 수능

일반전형(450명)
수능90+학생부비교과10

∙ 인문:국25․수나32.5․영32.5․사과10
∙ 자연:국20․수가35․영30․과15
※한국사 등급별 가산점 부여(인문 3등급, 자연 4등급까지 만점)
※인문계열은 제2외/한문 탐구 1과목 대체 가능

농어촌학생(정원외)(53명)
수능75+서류25
특성화고교졸업자(정원외)(9명)
수능75+서류25

일반전형과 수능 활용 방법 동일
※최저학력기준
 -인문:국어, 수학가/나, 영어, 사과탐(2과목 평균) 중 2개 영역 2등급 이내
 -자연: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2과목 평균) 중 2개 영역 3등급 이내(단, 수
학, 과탐 중 1개 이상은 반드시 3등급 이내)

기회균형선발(정원외)(26명)
수능75+서류25
특수교육대상자(정원외)(16명)
수능75+서류25

일반전형과 수능 활용 방법 동일
※최저학력기준
 -인문:국어, 수학가/나, 영어, 사과탐(2과목 평균) 중 2개 영역 3등급 이내
 -자연: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2과목 평균) 중 2개 영역 3등급 이내(단, 수
학, 과탐 중 1개 이상은 반드시 3등급 이내)

서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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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학생부
(종합)

지역균형선발(735명)
서류및면접종합평가100

∙ 인문,간호대학,의류:국어, 수학가/나, 영어, 사과탐(2과목 모두) 중 3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

∙ 자연(간호대학,의류 제외):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2과목 모두) 중 3개 영
역 이상 2등급 이내

일반전형(1,672명)
1단계(2배수):서류100
2단계:1단계성적50+면접및구술50
(사범대학은 교직적인성면접 실시)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Ⅰ(정원외)(164명)
서류및면접종합평가100

정시 가군
수능

일반전형(729명)
수능100
(사범대학은 교직적성․인성평가, 의과대학은 
적성․인성면접 실시)

∙ 인문,간호대학:국25․수가나30․영25․사과20
∙ 자연(간호대학, 의류 제외):국25․수가30․영25․과20
∙ 의류:아래 두가지 방법으로 각 모집인원 50% 선발

- 국25․수가30․영25․과20
- 국25․수나30․영25․사과20

※한국사 3등급 이내 만점, 4등급 이하는 0.4점씩 차등 감점
학생부
(종합)

기회균형선발특별Ⅱ(정원외)(18명)
서류및면접종합평가100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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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학생부
(교과)

학생부교과(170명)
학생부교과100

∙ 인문:국어, 수학가/나, 영어, 사과탐(1과목) 중 3개 영역 등급 합 6 이내
∙ 자연: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1과목) 중 2개 영역 등급 합 4 이내(단, 수

학가 또는 과탐 필수)

학생부
(종합)

학생부종합(470명)
1단계(2배수):서류100
2단계:면접100
고른기회입학Ⅰ(122명)
1단계(2배수):서류100
2단계:면접100
고른기회입학Ⅱ(32명)
1단계(2배수):서류100
2단계:면접100

논술
논술(188명)
1단계(4배수):논술100
2단계:논술60+학생부교과40

정시

가군 수능

일반전형(636명)
수능100

∙ 인문:국28.6․수가나28.6․영28.6․사과14.2
∙ 자연:국20․수가30․영20․과30
※한국사 3등급까지 0점, 4등급부터 등급별 2점씩 감점
※인문계열은 제2외/한문 탐구 1과목 대체 가능

농어촌학생(정원외)(34명)
수능80+학생부교과20
특성화고교졸업자(정원외)(25명)
수능80+학생부교과20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정원외)(34명)
수능80+학생부교과20
장애인등대상자(정원외)(10명)
수능80+학생부교과20

가군 일반전형과 수능 활용 방법 동일
※최저학력기준(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은 직탐 선택 가능)
 -인문:국어, 수학가/나, 영어, 사과탐(1과목) 중 2개 이상 2등급 이내
 -자연: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1과목) 중 3개 이상 3등급 이내

나군 수능
일반전형(100명)
수능100

가군 일반전형과 수능 활용 방법 동일

서울시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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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학생부
(종합)

성균인재(760명)
서류100
글로벌인재(402명)
서류100

∙ 의예: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2과목 평균) 중 3개 영역 1등급
※한국사는 4등급 이내

농어촌(정원외)(105명)
서류100
이웃사랑(정원외)(60명)
서류100
장애인등(정원외)(10명)
서류100

∙ 인문:국어, 수학가/나, 영어, 사과탐(2과목 평균) 중 3개 영역 등급 합 7 이
내

∙ 자연: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2과목 평균) 중 3개 영역 등급 합 7 이내
※한국사는 4등급 이내

특성화고(정원외)(25명)
서류100

∙ 국어, 수학가/나, 영어, 사과직탐(2과목 평균) 중 3개 영역 등급 합 7 이내
※한국사는 4등급 이내

논술

논술우수(1,021명)
학생부40+논술60

∙ 인문(아래 제외):국어, 수학가/나, 영어, 사과탐(2과목 평균) 중 3개 영역 등
급 합 6 이내

∙ 글로벌리더,글로벌경제,글로벌경영:국어, 수학가/나, 영어, 사과탐(2과목 평
균) 중 3개 영역 등급 합 5 이내

∙ 자연(아래 제외):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2과목 평균) 중 3개 영역 등급 합 
6 이내

∙ 반도체시스템공,소프트웨어,글로벌바이오메디컬엔지니어링:수학가, 과탐(1과
목) 등급 합 3 이내

∙ 의예: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2과목 평균) 중 3개 영역 1등급
※한국사는 4등급 이내

과학인재(193명)
서류40+논술60

실기 예체능특기자(100명)

정시
가군 수능

일반전형(436명)
수능100

∙ 인문:국30․수가나30․영30․사과10
∙ 자연:국20․수가30․영20․과30
※한국사 등급별 가산점 부여(4등급까지 만점)
※인문계열은 제2외/한문 탐구 1과목 대체 가능

나군 수능
일반전형(619명)
수능100

가군과 수능 활용 방법 동일

성균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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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학생부
(교과)

학업우수자(286명)
학생부교과100

∙ 인문:국어, 수학나, 영어, 사탐(2과목 평균) 또는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2
과목 평균) 중 2개 영역 등급 합 4.5 이내

∙ 자연(아래 제외):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2과목 평균) 중 2개 영역 등급 합 
5.5 이내

∙ 통계,의류:국어, 수학나, 영어, 사탐(2과목 평균) 또는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2과목 평균) 중 2개 영역 등급 합 5.5 이내

학생부
(종합)

숙명미래리더(259명)
1단계(3배수):서류100
2단계:1단계성적40+면접60
숙명과학리더(97명)
1단계(3배수):서류100
2단계:1단계성적40+면접60
국가보훈대상자(6명)
1단계(3배수):서류100
2단계:1단계성적40+면접60
기회균형선발(9명)
1단계(3배수):서류100
2단계:1단계성적40+면접60
사회기여및배려자(10명)
1단계(3배수):서류100
2단계:1단계성적40+면접60
농어촌학생(정원외)(68명)
1단계(3배수):서류100
2단계:1단계성적40+면접60
특성화고교출신자(정원외)(34명)
1단계(3배수):서류100
2단계:1단계성적40+면접60
특성화고졸재직자(정원외)(30명)
1단계(3배수):서류100
2단계:1단계성적40+면접60
특수교육대상자(정원외)(15명)
1단계(3배수):서류100
2단계:1단계성적40+면접60

논술
논술우수자(337명)
학생부교과40+논술60

∙ 인문:국어, 수학나, 영어, 사탐(2과목 평균) 또는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2
과목 평균) 중 2개 영역 등급 합 4.5 이내

∙ 자연(아래 제외):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2과목 평균) 중 2개 영역 등급 합 
5.5 이내

∙ 통계,의류:국어, 수학나, 영어, 사탐(2과목 평균) 또는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2과목 평균) 중 2개 영역 등급 합 5.5 이내

실기

숙명글로벌인재(62명)
1단계(3배수):서류70+공인외국어성적30
2단계:1단계성적40+외국어면접60
숙명예능창의인재(109명)

정시

가군 실기 일반학생(267명)

나군 수능

일반학생(761명)
수능100
기회균형선발(정원외)(23명)
수능100

∙ 인문(아래 제외):국30․수나20․영30․사20
∙ 경상대학:국25․수나25․영30․사20
∙ 자연(아래 제외):국25․수가30․영25․과20
∙ 수학:수가50․과20․국또는영30
∙ 컴퓨터과학,IT공,화공생명:국20․수가30․영30․과20
∙ 식품영양:국25․수가25․영30․과20
∙ 통계:다음 두가지 방법으로 선발

-모집인원의 75%:수가50․과20․국또는영30 
-모집인원의 25%:수나50․사20․국또는영30

∙ 의류:다음 두가지 방법으로 선발
-모집인원의 20%:국30․수가10․영40․과20
-모집인원의 80%:국30․수나10․영40․사20

※한국사 등급별 가산점 부여(3등급까지 만점)

숙명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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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학생부
(교과)

학교생활우수자(378명)
학생부교과80+학생부비교과20

학생부
(종합)

아주ACE-일반(311명)
1단계(3배수):서류100
2단계:1단계성적50+면접50

∙ 의학: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2과목 평균) 중 3개 영역 1등급

아주ACE-고른기회(59명)
1단계(3배수):서류100
2단계:1단계성적50+면접50
과학우수인재(112명)
1단계(4배수):서류100
2단계:1단계성적50+면접50
글로벌우수인재(39명)
1단계(4배수):서류100
2단계:1단계성적50+면접50
국방IT우수인재1(정원외)(10명)
1단계(3배수):서류100
2단계:1단계성적50+면접50
특수교육대상자(정원외)(10명)
1단계(3배수):서류100
2단계:1단계성적50+면접50

논술
일반전형1(384명)
학생부교과40+논술60

∙ 의학: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2과목 평균) 중 3개 영역 1등급

실기

외국어특기자(22명)
1단계(6배수):외국어성적100
2단계:1단계성적50+면접50
체육우수인재(12명)

아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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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가군 수능

일반전형2(220명)
수능100
특성화고(정원외)(8명)
수능100
기회균형(정원외)(7명)
수능100
농어촌(정원외)(29명)
수능100

∙ 인문:국30․수나20․영25․사25
∙ 자연:국20․수가30․영25․과25
※한국사는 4등급까지 만점, 5등급 이하 등급별 감점 반영

일반전형3(10명)
수능100

∙ 수나50․영50
※한국사는 4등급까지 만점, 5등급 이하 등급별 감점 반영

일반전형4(17명)
수능100

∙ 국20․수나30․영25․사25
※한국사는 4등급까지 만점, 5등급 이하 등급별 감점 반영

나군 수능

일반전형5(109명)
수능100
특성화고(정원외)(4명)
수능100
기회균형(정원외)(5명)
수능100
농어촌(정원외)(15명)
수능100

∙ 인문(아래 제외):국30․수나20․영25․사25
∙ 금융공학:국15․수나35․영30․사20
∙ 자연:국20․수가30․영25․과25
※한국사는 4등급까지 만점, 5등급 이하 등급별 감점 반영

다군 수능

일반전형6(225명)
-전 모집단위(아래 제외):수능100
-의학:1단계(15배수):수능100
2단계:1단계성적80+면접20
특성화고(정원외)(7명)
수능100
기회균형(정원외)(7명)
수능100
농어촌(정원외)(22명)
-전 모집단위(아래 제외):수능100
-의학:1단계(15배수):수능100
2단계:1단계성적80+면접20

∙ 인문(아래 제외):국30․수나20․영25․사25
∙ e-비즈니스:국15․수나35․영30․사20
∙ 자연(아래 제외):국15․수가35․영30․과20
∙ 의학:국15․수가30․영30․과25
※한국사는 4등급까지 만점, 5등급 이하 등급별 감점 반영

일반전형7(20명)
수능100

∙ 수가50․과50
※한국사는 4등급까지 만점, 5등급 이하 등급별 감점 반영

국방IT우수인재2(정원외)(10명)
1단계(5배수):수능100
2단계:1단계성적80+면접20

∙ 국15․수가35․영30․과20
※한국사는 4등급까지 만점, 5등급 이하 등급별 감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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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학생부
(교과)

학생부교과(257명)
1단계(3배수):학생부교과100
2단계:학생부교과70+비교과30

∙ 인문:국어, 수학가/나, 영어, 사과탐(2과목 평균) 중 2개 영역 등급 합 4 이
내(단, 한국사는 3등급 이내)

∙ 자연(아래 제외):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2과목 평균) 중 2개 영역 등급 합 
5 이내(단, 수학가 또는 과탐 영역 중 하나 이상 2등급 이내, 한국사 4등
급 이내)

∙ 의예,치의예: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2과목 평균) 중 3개 영역 1등급(단, 
한국사는 4등급 이내)

학생부
(종합)

학교활동우수자(437명)
1단계(일정배수):서류100
2단계:서류70+면접30
사회공헌자(20명)
1단계(일정배수):서류100
2단계:서류70+면접30

∙ 인문:국어, 수학가/나, 영어, 사과탐(2과목 평균) 중 3개 영역 등급 합 6 이
내(단, 한국사는 3등급 이내)

∙ 자연(아래 제외):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2과목 평균) 중 2개 영역 등급 합 
4 이내(단, 수학가 또는 과탐 영역 중 하나 이상 2등급 이내, 한국사 4등
급 이내)

∙ 의예,치의예: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2과목 평균) 중 3개 영역 1등급(단, 
한국사는 4등급 이내)

사회배려자(30명)
1단계(일정배수):서류100
2단계:서류70+면접30

∙ 인문:국어, 수학가/나, 영어, 사과탐(2과목 평균) 중 2개 영역 등급 합 4 이
내(단, 한국사는 3등급 이내)

∙ 자연: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2과목 평균) 중 2개 영역 등급 합 5 이내
(단, 수학가 또는 과탐 영역 중 하나 이상 2등급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

연세한마음학생-추천(정원외)(32명)
1단계(일정배수):서류100
2단계:서류70+면접30
연세한마음학생-무추천(정원외)(48명)
1단계(일정배수):서류100
2단계:서류70+면접30
농어촌학생(정원외)(80명)
1단계(일정배수):서류100
2단계:서류70+면접30
특성화고교졸업자(정원외)(24명)
1단계(일정배수):서류100
2단계:서류70+면접30
특수교육대상자(정원외)(15명)
1단계(일정배수):서류100
2단계:서류70+면접30
북한이탈주민(정원외)(약간명)
1단계(일정배수):서류100
2단계:서류70+면접30

∙ 인문:국어, 수학가/나, 영어, 사과탐(2과목) 중 2개 영역 등급 합 4 이내(단, 
한국사는 3등급 이내)

∙ 자연(아래 제외):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2과목) 중 2개 영역 등급 합 5 이
내(단, 수학가 또는 과탐 영역 중 하나 이상 2등급 이내, 한국사 4등급 이
내)

∙ 의예,치의예: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2과목) 중 3개 영역 등급 합 4 이내
(단, 한국사는 4등급 이내)

논술
일반전형(683명)
논술70+학생부교과20+비교과10

∙ 인문:국어, 수학가/나, 영어, 사과탐(1과목) 4개 영역 등급 합 6 이내(단, 한
국사는 3등급 이내)

∙ 자연(아래 제외):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1과목) 4개 영역 등급 합 8 이내
(단, 수학가와 과탐 영역 등급 합 4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

∙ 의예,치의예: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2과목 평균) 중 3개 영역 1등급(단, 
한국사는 4등급 이내)

실기

인문학인재계열(71명)
1단계(일정배수):서류100
2단계:서류70+면접30
사회과학인재계열(124명)
1단계(일정배수):서류100
2단계:서류70+면접30
과학공학인재계열(245명)
1단계(일정배수):서류100
2단계:서류70+면접30
IT명품인재계열(20명)
1단계(일정배수):서류100
2단계:서류70+면접30
국제계열(437명)
1단계(일정배수):서류100
2단계:서류70+면접30
예능계열(36명)
체능계열(45명)

연세대(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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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나군
수능

일반전형(919명)
학생부교과5+비교과5+수능90

∙ 인문:국28.6․수가나28.6․영28.6․사과14.2
∙ 자연:국20․수가30․영20․과30
※한국사는 등급별 가산점 부여(인문은 3등급, 자연은 4등급까지 만점)
※인문계열은 제2외/한문 사탐 1과목으로 대체 가능

실기 예능계열(8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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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학생부
(교과)

고교추천(450명)
1단계(3배수):학생부교과80+서류20
2단계:1단계성적80+면접20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620명)
1단계(3배수):서류100
2단계:1단계성적80+면접20

∙ 인문:국어, 수학나, 영어, 사과탐(2과목 평균) 중 2개 영역 등급 합 4 이내
∙ 자연(아래 제외):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2과목 평균) 중 2개 영역 등급 합 

4 이내
∙ 의예: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2과목 평균) 중 3개 영역 등급 합 3 이내
∙ 뇌․인지과학: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2과목 평균) 중 3개 영역 등급 합 5 

이내
고른기회(30명)
1단계(3배수):서류100
2단계:1단계성적80+면접20
사회기여자(15명)
1단계(3배수):서류100
2단계:1단계성적80+면접20

∙ 인문:국어, 수학나, 영어, 사과탐(2과목 평균) 중 2개 영역 등급 합 5 이내
∙ 자연: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2과목 평균) 중 2개 영역 등급 합 5 이내

논술
논술전형(555명)
학생부교과30+논술70

∙ 인문(아래 제외):국어, 수학나, 영어, 사과탐(2과목 평균) 중 3개 영역 등급 
합 6 이내

∙ 스크랜튼학부(인문):국어, 수학나, 영어, 사과탐(2과목 평균) 중 3개 영역 등
급 합 4 이내

∙ 자연(아래 제외):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2과목 평균) 중 2개 영역 등급 합 
4 이내

∙ 의예: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2과목 평균) 중 3개 영역 등급 합 3 이내
∙ 스크랜튼학부(자연),뇌․인지과학: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2과목 평균) 중 3

개 영역 등급 합 5 이내

실기

어학특기자(60명)
1단계(3.5배수):서류100
2단계:1단계성적70+면접30
수학과학특기자(57명)
1단계(3.5배수):서류100
2단계:1단계성적70+면접30
국제학특기자(60명)
1단계(3.5배수):서류100
2단계:1단계성적70+면접30
체육특기자(6명)
예체능실기(197명)
예체능서류(66명)
농어촌학생(정원외)(3명)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정원외)(2명)
장애인등대상자(정원외)(2명)

정시 가군

수능

수능전형(624명)
수능100

∙ 인문:국25․수나25․영30․사과20
∙ 자연:국25․수가25․영25․과25
※한국사는 등급별 가산점 부여(인문은 3등급, 자연은 4등급까지 만점)
※인문계열은 제2외/한문을 탐구 1과목으로 대체 가능

농어촌학생(정원외)(105명)
수능100
특성화고교졸업자(정원외)(30명)
수능100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정원외)(25명)
수능100
장애인등대상자(정원외)(15명)
수능100

가군 수능전형과 수능활용 방법 동일
※최저학력기준
 -인문:국어, 수학나, 영어, 사과탐(2과목 평균) 중 2개 영역 등급 합 5 이내
 -자연(아래 제외):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2과목 평균) 중 2개 영역 등급 합 
5 이내
 -의예: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2과목 평균) 중 3개 영역 등급 합 3 이내

실기

국제학특기자(18명)
1단계(3.5배수):서류100
2단계:1단계성적70+면접30

∙ 인문:국25․수나25․영30․사과20
※한국사는 등급별 가산점 부여(인문은 3등급, 자연은 4등급까지 만점)
※인문계열은 제2외/한문을 탐구 1과목으로 대체 가능

예체능실기(250명)

이화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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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학생부
(교과)

학생부교과(425명)
1단계(3배수):학생부교과100
2단계:1단계성적70+면접30

학생부
(종합)

학생부종합(802명)
1단계(3배수):서류종합평가100
2단계:1단계성적70+면접30
고른기회(110명)
서류종합평가100
농어촌학생(정원외)(136명)
서류종합평가100
특성화고졸재직자(정원내외)(100명)
서류종합평가100
서해5도지역출신자(정원외)(3명)
서류종합평가100

논술
논술우수자(859명)
논술70+학생부교과30

∙ 인문:국어, 수학나, 영어, 사탐(1과목) 중 2개 영역 등급 합 5 이내
∙ 자연(아래 제외):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1과목) 중 1개 영역 2등급 이내
∙ 의예: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2과목 평균) 중 3개 영역 등급 합 3 이내

실기
실기(32명)
특기자(36명)

정시

가군
수능

일반전형(346명)
수능100

∙ 인문(아래 제외):국30․수나20․영30․사20
∙ 국어교육:국40․수나10․영30․사20
∙ 자연(아래 제외):국20․수가30․영25․과25
∙ 수학:국20․수가40․영20․과20
※한국사는 등급별 가산점 부여(인문은 4등급, 자연은 5등급까지 만점)
※인문계열은 제2외/한문을 사탐 1과목으로 대체 가능

특성화고교출신자(정원외)(21명)
수능100

∙ 인문:국30․수나20․영30․직20
∙ 자연:국20․수가나30․영25․직25
※한국사는 등급별 가산점 부여(인문은 4등급, 자연은 5등급까지 만점)
※인문계열은 제2외/한문을 사탐 1과목으로 대체 가능

실기 예체능(59명)

나군
수능

일반전형(446명)
수능100

∙ 인문(아래 제외):국30․수나20․영30․사20
∙ 아태물류(인문),글로벌금융(인문),건축(인문),간호(인문),컴퓨터정보공(인문):국

25․수나30․영30․사15
∙ 자연(아래 제외):국20․수가30․영25․과25
∙ 아태물류(자연),글로벌금융(자연):국20․수가40․영30․과10
※한국사는 등급별 가산점 부여(인문은 4등급, 자연은 5등급까지 만점)
※인문계열은 제2외/한문을 사탐 1과목으로 대체 가능

특성화고교출신자(정원외)(18명)
수능100

가군 특성화고교출신자전형과 수능 활용 방법 동일

학생부
(종합)

특성화고졸재직자(정원외)(40명)
서류100

다군
수능

일반전형(245명)
수능100

∙ 인문(아래 제외):국30․수나20․영30․사20
∙ 공간정보공(인문):국25․수나30․영30․사15
∙ 자연:국20․수가30․영25․과25
※한국사는 등급별 가산점 부여(인문은 4등급, 자연은 5등급까지 만점)
※인문계열은 제2외/한문을 사탐 1과목으로 대체 가능

특성화고교출신자(정원외)(12명)
수능100

가군 특성화고교출신자전형과 수능 활용 방법 동일

실기 예체능(61명)

인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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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학생부
(교과)

학생부교과(363명)
학생부교과70+비교과30

∙ 인문:국어, 수학가/나, 영어, 사과탐(1과목) 중 3개 영역 등급 합 6 이내
∙ 자연: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1과목) 중 2개 영역 등급 합 4 이내(단, 수

학가 또는 과탐 필수)
※한국사는 4등급 이내

학생부
(종합)

다빈치형인재(497명)
1단계(1.5~3배수):서류100
2단계:서류70+면접30
탐구형인재(605명)
서류100
기회균등형(95명)
1단계(1.5~3배수):서류100
2단계:서류70+면접30
농어촌학생(정원외)(56명)
1단계(1.5~3배수):서류100
2단계:서류70+면접30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정원외)(43명)
1단계(1.5~3배수):서류100
2단계:서류70+면접30
장애인등대상자(정원외)(6명)
1단계(1.5~3배수):서류100
2단계:서류70+면접30
사회통합(15명)
1단계(1.5~3배수):서류100
2단계:서류70+면접30

논술
논술(836명)
논술60+학생부교과20+비교과20

∙ 인문:국어, 수학가/나, 영어, 사과탐(1과목) 중 3개 영역 등급 합 6 이내
∙ 자연(아래 제외):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1과목) 중 2개 영역 등급 합 4 이

내(단, 수학가 또는 과탐 필수)
∙ 의학: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2과목 평균) 중 3개 1등급
※한국사는 4등급 이내

실기
실기-실기형(65명)
실기-특기형(7명)

정시

가군
수능

일반전형(41명)
수능100

∙ 인문:국30․수가나30․영30․사과10
∙ 자연:국20․수가30․영20․과30
※한국사는 등급별 가산점 부여(4등급까지 만점)
※제2외/한문 사탐 1과목 대체

실기 실기(23명)

나군

수능

일반전형(251명)
수능100

가군 일반전형과 수능 활용 방법 동일

동일계(55명)
수능100

∙ 국30․수나30․영30․사과10
※한국사는 등급별 가산점 부여(4등급까지 만점)
※제2외/한문 사탐 1과목 대체

특성화고졸업자(정원외)(9명)
수능100

∙ 인문:국30․수나30․영30․사과직10
∙ 자연:국30․수가30․영30․과직10
※한국사는 등급별 가산점 부여(4등급까지 만점)
※인문계열은 제2외/한문 사탐 1과목 대체

실기 실기(19명)

학생부
(종합)

농어촌학생(정원외)(32명)
수능40+서류60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정원외)(17명)
수능40+서류60

가군 일반전형과 수능 활용 방법 동일

다군

수능

일반전형(400명)
수능100

가군 일반전형과 수능 활용 방법 동일

특성화고졸업자(정원외)(21명)
수능100

나군 특성화고졸업자전형과 수능 활용 방법 동일

학생부
(종합)

농어촌학생(정원외)(22명)
수능40+서류60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정원외)(13명)
수능40+서류60

가군 일반전형과 수능 활용 방법 동일

중앙대(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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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학생부
(교과)

학생부교과(176명)
학생부교과100

∙ 국어, 수학나, 영어, 사탐(2과목 평균) 중 2개 영역 등급 합 4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

학생부
(종합)

학생부종합(358명)
1단계(3배수):서류100
2단계:서류70+면접30
고른기회(38명)
1단계(3배수):서류100
2단계:서류70+면접30

논술
논술(450명)
논술70+학생부교과30

∙ 전 모집단위(아래 제외):국어, 수학나, 영어, 사탐(2과목 평균) 중 2개 영역 
등급 합 4 이내

∙ LD학부,LT학부:국어, 수학나, 영어, 사탐(1과목) 중 3개 영역 등급 합 4 이
내

※한국사 4등급 이내

실기
외국어특기자(100명)
1단계(3배수):서류100
2단계:서류70+면접30

정시

가군 수능
일반전형(185명)
수능90+학생부교과10

∙ 국30․수나25․영30․사과15
※한국사 등급별 가산점 부여(3등급까지 만점)
※제2외/한문 사탐 1과목으로 대체 가능

나군 수능

일반전형(369명)
수능90+학생부교과10
농어촌학생특별(정원외)(67명)
수능90+학생부교과10
차상위특별(정원외)(16명)
수능90+학생부교과10

가군 일반전형과 수능 활용 방법 동일

한국외대(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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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학생부
(교과)

학생부교과(318명)
1단계(3배수):학생부교과100
2단계:면접100

학생부
(종합)

학생부종합-일반(958명)
학생부종합평가100
학생부종합-고른기회(113명)
학생부종합평가100
특성화고졸재직자(정원내외)(158명)
학생부종합평가100

논술
논술(432명)
논술60+학생부종합평가40

실기

글로벌인재-어학특기자(99명)
1단계(3배수):외국어에세이100
2단계:외국어면접100
미술특기자(23명)
음악특기자(57명)
체육특기자(10명)
연기특기자(2명)
무용특기자(33명)

정시

가군 수능

일반전형(294명)
수능100
농어촌학생(정원외)(23명)
수능100
기회균형선발(정원외)(11명)
수능100
특성화고교졸업자(정원외)(9명)
수능100
특수교육대상자(정원외)(2명)
수능100

∙ 인문:국25․수나25․영25․사25
∙ 자연:국20․수가30․영20․과30
※한국사는 등급별 감점 처리(인문계는 3등급, 자연계는 4등급까지 만점)
※인문은 제2외/탐구 사탐 1과목 대체 가능

나군 수능

일반전형(516명)
수능90+학생부교과10
농어촌학생(정원외)(54명)
수능100
기회균형선발(정원외)(33명)
수능100
특성화고교졸업자(정원외)(26명)
수능100
특수교육대상자(정원외)(10명)
수능100

가군과 수능 활용 방법 동일

한양대(서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