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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 대입전형 기본사항

01.�2019-2020-2021�정시�추세�

대학 2019 2020 2021

서울대 21.5 21.5 23.2

연세대(서울) 29.5 33.1 35.6

고려대(서울) 16.0 17.5 19.9

서강대 20.2 30.0 30.1

성균관대 21.0 33.4 33.4

한양대(서울) 30.3 30.9 31.1

중앙대(서울) 23.1 22.5 28.3

이화여대 22.9 25.8 31.3

경희대 29.3 30.8 32.0

한국외대(서울) 34.8 32.1 33.2

서울시립대 35.9 37.1 37.5

건국대(서울) 38.9 39.5 39.4

동국대(서울) 30.7 31.2 30.0

홍익대(서울) 39.1 38.8 38.1

숙명여대 34.6 32.9 32.2

인하대 19.2 21.5 25.1

아주대 15.8 19.7 25.3

숭실대 35.4 34.5 34.4

국민대 40.8 40.7 40.7

02.�2022-2023�정시�추세�

학년도 수시 정시

2021 77.0% 23.0%

2022 70% 이하 30% 이상

2023 60% 이하 40% 이상

※ 연세, 고려, 한양, 서강, 한국외대, 서울시립, 건국, 동국, 서울여 9개대, 22학년도 40% 조기달성 확정

서울 16개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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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021�전형일정�변경

구분 BC AC

수능

시험일 2020. 11. 19.(목) 2020. 12. 3.(목)

성적통지일 2020.12. 9.(수) 2020. 12. 23.(수)

수시

모집

원서접수 2020. 9. 7.(월) ~ 11.(금) 중 3일 이상 2020. 9. 23.(수) ~ 28.(월) 중 3일 이상

전형기간 2020. 9. 12.(토) ~ 12. 14.(월) (94일) 2020. 9. 29.(화) ~ 12. 26.(토) (89일)

최초�합격자�발표 2020. 12. 15.(화) 까지 2020. 12. 27.(일) 까지

최초�합격자�등록 2020. 12. 16.(수) ~ 18.(금) 2020. 12. 28.(월) ~ 30.(수)

수시�미등록�충원�합격�통보�마감

2020. 12. 23.(수) 21시까지 (5일) 2021. 1. 4.(월) 21시까지 (5일)

※ 홈페이지 발표는 20시까지, 20~21시까지는 개별 통보만 가능함

수시�미등록충원�등록�마감 2020. 12. 24.(목) 2021. 1. 5.(화) 

정시

모집

원서접수
2020. 12. 26.(토) ~ 30.(수) 중 3일 

이상

2021. 1. 7. (목) ~ 11. (월) 중 3일 

이상

전형기간

가군 2021. 1. 2.(토) ~ 10.(일) (9일) 2021. 1. 13.(수) ~ 20.(수) (8일)

나군 2021. 1. 11.(월) ~ 19.(화) (9일) 2021. 1. 21.(목) ~ 28.(목) (8일)

다군 2021. 1. 20.(수) ~ 28.(목) (9일) 2021. 1. 29.(금) ~ 2. 5.(금) (8일)

최초�합격자�발표 2021. 2. 1.(월) 까지 2021. 2. 7. (일) 까지

최초�합격자�등록 2021. 2. 2.(화) ~ 4.(목) (3일) 2021. 2. 8. (월) ~ 10.(수) (3일)

정시�미등록�충원�합격�통보�마감

2021. 2. 16.(화) 21시까지 (12일) 2021. 2. 18.(목) 21시까지 (8일)

※ 홈페이지 발표는 20시까지, 20~21시까지는 개별 통보만 가능함

정시�미등록충원�등록�마감 2021. 2. 17.(수) 2021. 2. 19.(금)

추가

모집

원서접수&전형일&합격자�발표

2021. 2. 19.(금) ~ 25.(목) 21시까지 2021. 2. 22.(월) ~ 27.(토) 21시까지

※ 홈페이지 발표는 20시까지, 20~21시까지는 개별 통보만 가능함

등록�마감 2021. 2. 26.(금) 2021. 2. 28.(일)



- 3 -

2. 수시 전략

01.�수시가�70%라는�말은�의미�없는�말이다.

[2021 주요대학 전형별 모집인원 비교] (예체능 등 별도 분류)

구분

수시 정시

논술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인문자연
특기자

예체능
특기자

사회배려
/기여

일반 예체능

서울대 0.0 0.0 76.7 0.0 0.0 0.0 23.3 0.0 

연세대(서울) 11.2 0.0 48.5 3.6 1.1 0.0 30.6 5.0 

고려대(서울) 0.0 30.2 43.7 3.4 1.4 1.3 17.9 2.0 

서강대 14.8 0.0 47.7 1.0 0.0 6.4 30.1 0.0 

성균관대 15.8 0.0 46.5 0.0 3.1 1.2 33.4 0.0 

한양대(서울) 13.2 10.1 34.7 2.7 4.1 4.1 27.3 3.8 

중앙대(서울) 18.2 13.2 27.7 0.0 9.3 3.2 21.8 6.5 

이화여대 15.8 12.2 27.8 5.4 5.1 2.3 20.2 11.1 

경희대 14.2 0.0 39.9 0.8 6.1 6.9 27.6 4.4 

한국외대(서울) 21.9 9.9 29.4 0.0 0.0 5.6 33.2 0.0 

서울시립대 5.9 13.0 32.9 0.0 0.6 10.2 32.5 5.0 

건국대(서울) 14.7 0.0 42.9 0.0 0.9 2.1 31.8 7.6 

동국대(서울) 16.7 0.0 43.3 0.9 4.4 4.8 30.0 0.0 

홍익대(서울) 16.1 16.1 26.5 0.0 2.1 1.1 32.9 5.2 

숙명여대 14.2 11.5 31.7 0.0 7.3 3.2 24.1 8.1 

인하대 15.5 18.2 34.0 0.0 2.9 4.3 22.4 2.7 

아주대 10.8 13.7 43.2 0.0 0.6 6.4 25.3 0.0 

숭실대 10.9 17.9 27.2 0.9 1.1 7.7 29.2 5.2 

국민대 0.0 16.1 32.6 2.2 4.0 4.3 26.7 14.0 

합계 11.9 9.5 39.2 1.2 3.2 3.7 26.8 4.4 

※단위 : %

※정원 내 모집전형 / 전형계획 기준



- 4 -

02.�수시는�줄어들고�정시는�늘어난다.�(수시이월)

[주요대학 수시이월 후 정시 모집인원의 변동] - 연세대가 가장 높다 (+4%포인트 이상 고딕체)

대학

2017학년도 2018학년도 2019학년도 2020학년도

최초 최종 최초 최종 최초 최종 최초 최종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서울대 729 23.2 963 30.7 685 21.5 860 27.0 684 21.5 901 28.3 684 21.5 859 27.0 

연세대(서울) 1,003 29.4 1,354 39.7 1,016 29.6 1,313 38.3 1,011 29.5 1,278 37.3 1,136 33.1 1,378 40.1 

고려대(서울) 983 25.9 1,137 29.9 612 16.0 802 20.9 612 16.0 851 22.2 670 17.6 886 23.3 

서강대 442 27.6 482 30.1 314 19.9 408 25.9 320 20.2 388 24.5 473 30.0 529 33.6 

성균관대 852 25.4 921 27.4 699 20.8 901 26.8 710 21.0 779 23.1 1,128 19.4 1,191 20.5 

한양대(서울) 793 28.2 810 28.8 779 27.7 817 29.0 852 30.3 864 30.7 867 30.9 892 31.8 

중앙대(서울) 789 24.8 860 27.1 736 22.4 805 24.5 711 25.3 740 26.3 709 22.5 747 23.7 

이화여대 916 30.2 1,019 33.6 651 21.6 747 24.8 694 22.9 768 25.3 783 25.8 882 29.1 

경희대 1,406 30.1 1,532 32.8 1,398 30.2 1,489 32.2 1,390 29.3 1,429 30.1 1,459 30.8 1,511 31.9 

한국외대
(서울)

560 33.3 577 34.3 551 32.7 577 34.3 514 30.5 531 31.6 539 15.9 560 16.5 

서울시립대 704 41.3 712 41.8 672 39.4 715 41.9 613 35.9 710 41.6 635 37.1 732 42.8 

건국대(서울) 1,433 47.5 1,573 52.2 1,300 43.1 1,398 46.4 1,171 38.9 1,191 39.6 1,191 39.5 1,195 39.7 

동국대(서울) 1,119 41.5 1,192 44.2 796 29.5 855 31.7 823 30.5 894 33.2 842 31.2 891 33.0 

홍익대(서울) 931 37.1 1,026 40.9 939 39.2 971 40.5 940 39.0 1,016 42.2 969 40.5 987 41.2 

숙명여대 1,004 46.1 1,055 48.4 845 39.9 905 42.7 733 34.6 810 38.3 697 32.9 722 34.1 

인하대 1,146 33.6 1,221 35.8 609 17.9 850 25.0 661 19.4 837 24.5 735 21.5 934 27.4 

아주대 555 29.6 575 30.7 258 13.8 346 18.5 269 14.5 354 19.0 368 10.4 476 13.5 

숭실대 1,075 39.8 1,217 45.0 990 36.9 1,129 42.1 949 35.4 981 36.6 927 34.5 964 35.9 

국민대 1,195 41.4 1,220 42.3 1,186 41.3 1,207 42.1 1,168 40.7 1,195 41.7 1,169 40.7 1,203 41.9 

합계 17,635 32.9 19,446 36.2 15,560 28.5 17,642 32.3 14,825 27.8 16,518 31.0 15,981 28.2 17,539 30.9

※ 정원 내 모집전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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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담 커 짐                                                                                         부 담 작 아 짐 ➡ 
수능최저학생부 + 면접 + 자소서 학생부 + 면접 학생부 + 자소서 학생부 100

대학 전형 대학 전형 대학 전형 대학 전형

서울교대 학교장추천 O

한양대 학생부교과 X

전주교대 고교성적우수자 O

고려대 학교추천 O

중앙대 학교장추천 중앙대 학생부교과 X

공주교대 고교성적우수자 O

서울시립대 학생부교과 O

이화여대 고교추천 O

*한국외대 학생부교과 O

홍익대 학생부교과 O

서울과기대 학생부교과우수자 O

광운대 고교성적우수자 X

국민대 고교성적우수자 O

명지대 교과면접 명지대 교과성적 X

가톨릭대(간호) 학생부교과 O

서울여대 교과우수자 O

성신여대 교과우수자 O

03.�수시�전형별�핵심체크

(1)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교과 전형의 구조]

전형 요소
학생부100

(비교과 포함)
학생부 + 면접 학생부 + 자소서 학생부 + 면접 + 자소서

세부사항

대부분 수능최저가 있음.

없는 경우 합격선 높음.

비교과는 정량평가

면접 종류 매우 다양 고려대 유일

[학생부 교과 전형요소별 분류] (2021 기준)

-대부분의 경우 학생부 교과 성적 100%로 선발한다. (음영&볼드처리: 교과100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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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담 커 짐                                                                                         부 담 작 아 짐 ➡ 
수능최저학생부 + 면접 + 자소서 학생부 + 면접 학생부 + 자소서 학생부 100

대학 전형 대학 전형 대학 전형 대학 전형

세종대 학생부우수자 X

숙명여대 학생부교과 O

숭실대 학생부우수자 O

아주대 학업우수자 X

강원대

춘천사범계열
일반 O

충북대

사범계열
학생부교과 O

충남대

사범계열
학생부교과(일반) O

경북대 일반학생 O

단국대(죽전) 학생부교과우수자 O

부산대 학생부교과 O

인하대 학생부교과 O

가천대 학생부우수자 O

한양대ERICA 학생부교과 O

동덕여대 학생부교과우수자 O

인천대 교과성적우수자 O

충남대 학생부교과(일반) O

충북대 학생부교과 O

강원대 일반 O

경기대(인문) 교과성적우수자 O

고려대(세종) 학생부교과 O

전북대 일반학생 O

전남대 학생부교과일반 O

덕성여대 학생부100% O

삼육대 학생부교과우수자 O

상명대 학생부교과우수자 O

서경대 교과성적우수자 O

건국대(글로컬) 교과 O

*한국외대 학생부교과: 수능최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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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최저학력기준 인문 자연

없음 광운대, 명지대, 세종대, 아주대, 이화여대, 중앙대(학교장추천), 한양대

3개 합 5 고려대

3개 합 6 중앙대(학생부교과)

3개 합 6~7 부산대

3개 합 6~8 경북대

3개 합 6~11 전남대, 전북대 전남대

2개 합 4 숙명여대, 한국외대 숙명여대, 한국외대, 인하대

3개 합 7 서울시립대, 홍익대, 인하대

3개 합 7~14 전북대

2개 합 5 국민대 중앙대(안성)

2개 합 5~6 한국항공대 부산대, 한국항공대

2개 합 5~7 강원대(춘천)

2개 합 5~9 강원대(춘천)

3개 합 8 서울시립대, 홍익대

2개 합 6
가천대, 가톨릭대, 단국대, 서경대, 서울과기대, 

성신여대, 숭실대, 한성대, 한양대ERICA

가천대, 가톨릭대, 국민대, 단국대, 서경대, 

서울과기대, 한양대ERICA

3개 합 9~12 충북대

1개 3등급 고려대(세종)

3개 합 10 충남대

2개 합 7
경기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상명대, 서울여대, 

인천대, 한국산업기술대, 단국대(천안)

경기대, 덕성여대, 동뎍여대, 상명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숭실대, 한성대, 인천대, 단국대(천안)

3개 합 12 충남대

2개 합 8 을지대, 홍익대(세종) 을지대, 한국산업기술대

2개 합 9 상명대(천안) 홍익대(세종), 상명대(천안)

2개 합 9~11 제주대

※의치한수 제외/ 주요대학 조사

※모집단위별 상이할 수 있으니, 모집요강 확인 필수

※탐구 반영이 1과목인지, 2과목인지, 사과탐 교차 가능한지, 제2외국어나 한문/한국사 가능한

지, 수(가/나) 영어 선택시 조건, 평균 등급 있는지, 필수 영역이 있는지 등의 확인 필수

[학생부교과 전형 핵심체크] 

① 핵심체크1: 수능최저 충족 여부

- 대부분의 전형에 수능최저가 있다. 
- 수능최저가 없거나 약한 경우 경쟁률과 합격 성적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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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명 전형명 전형 방식 교과 이외 부분 출결 실질 반영

중앙대 학교장추천 교과60 + 서류40

서류평가: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를 

근거로 지원자의 학업 및 교내 다양한 

활동을 통한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중앙대 학생부교과 교과70 + 비교과30 출결, 봉사활동 -

한국외대 학생부교과 교과90 + 비교과10 출결, 봉사활동 -

성신여대 교과우수자 교과90 + 출석10 출결 -

경북대 일반학생 교과90 + 출결10 출결 -

가천대 학생부우수자 교과80 + 비교과20 출결, 봉사활동 -

강원대 일반 교과83 + 비교과17 출결8.5 + 봉사활동8.5 -

경기대(인문) 교과성적우수자 교과90 + 출결10 출결 -

전북대 일반학생 교과90 + 출결10 출결 전체 점수의 0.4%

전남대 학생부교과일반 교과90 + 출결10 출결 전체 점수의 3%

② 핵심체크2: 교과100이 아닌 전형

- - 중앙대 학교장추천 전형: 학생부교과 전형에 포함되어 있지만 학생부종합 전형과 유사함.
- - 학생부교과 전형에서의 ‘비교과’는 출결과 봉사활동, 혹은 출결을 뜻한다.(정량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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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대학 전형명 모집 단위 면접 기준 면접 방법

서울

고려대 학교추천 인문, 자연

본 대학교 인재상에 부합하는 역량과 

지원자의 학생부에 기재된 내용 등을 

확인하고, 논리적·복합적 사고력, 

문제해결력, 의사소통 능력 등을 

갖추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평가

제시문을 활용한 다수의 면접위원에 

의한 평가(지원자의 제출서류 관련 

추가 질문을 할 수 있음)

명지대 교과면접 인문
성실성/공동체의식, 기초학업역량, 

전공잠재역량
평가위원 2~3명이 개별 면접

서울교대 학교장추천 초등교육과
교직교양, 인성, 적성을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평가

-면접 소요시간: 학생 1인당 10분 

내외

-면접 진행 방법: 제시문 형태의 면접 

진행(2~3인의 면접관 대 학생 1명)

이화여대 고교추천 인문, 자연

고교교육의 충실한 이수 여부와 인성, 

자기주도성, 전공 잠재력, 발전가능성 

및 서류의 진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면접

다수의 면접 위원에 의한 평가

강원
강원대
(춘천)

일반 사범계열

교직인성(성실성, 타인배려),

교직적성(교직관, 학생이해 및 

의사소통능력)

수험생 1인 대 면접위원 3인 이내 

개별 면접 실시

-수험생 1인당 10분 내외

-블라인드 면접: 수험번호, 성명, 

출신고교 등 블라인드 처리

대전
충남

충남대 일반 사범계열

-인성

-대인관계 능력 및 리더십

-전공부합도 및 창의성

-논리적 사고능력 및 자기관리능력

2(면접위원) : 1(지원자)

교직 인적성 확인 면접

충북 충북대 학생부교과 사범계열

※인・적성 평가

-평가영역: 교직적성(교직・교육관, 

발전가능성, 전공소양), 

인성(정서・인성)

개별면접

제주 제주대 일반학생 의예과

의사관, 교양 및 예절, 표현력, 

언어표현에 대하여 15분 내외로 

면접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함

개별면접

③ 핵심체크3: 면접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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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전형명 요소별 반영비율 모집단위 모집인원 서류내용 수능최저

경동대 자기추천제 학생부교과70+서류30 간호, 치위생 82 학생부, 자기소개서 없음

④ 강원지역 대학 학생부 교과 전형 방식

-강원지역 학생부 100

대학 전형명 모집단위 모집인원 수능최저

가톨릭관동대 CKU교과 인문, 자연 937
・간호: 국,수,영,사/과 중 3개 합 12등급

・의학: 국,수가,영,과 중3개 합 4등급

강릉원주대 해람교과 인문, 자연 523 없음

강원대(춘천) 일반 인문, 자연 805

・인문: 국,수,영,탐 중 2개 합 5~7등급

・자연: 국,수,영,탐 중 2개 합 5~9등급

・수의예, 사범대 일부학과: 국,수,영,탐 중 3개 합 7등급

・학과별로 다름. 자연계 일부학과 수가 필수, 자연계 일부학과 

수가 반영시 최저기준 2등급 하향 적용

강원대(삼척) 일반 인문, 자연 449 없음

경동대 일반학생 인문, 자연 819 없음

상지대 수시일반 인문, 자연 1242
・간호: 국,수,사/과(1) 중 2개 합 8등급

・한의예: 국,수,사/과 3개 합 4등급, 수가 선택시 3개합 3등급

한라대 학생부 인문, 자연 114 없음

한림대 교과우수자 인문, 자연 493 없음

-강원지역 학생부+면접

대학 전형명 요소별 반영비율 모집단위 모집인원 수능최저

강원대(춘천)

일반 학생부80+면접20 사범계열 58

・인문:국,수,영,사/과 중 2개 합 6등급

・자연: 국,수,영,과 중 수가 포함 2개 합 

7등급

[강원대(춘천) 면접 방식]

・면접 기준: 교직인성(성실성, 타인배려), 교직적성(교직관, 학생이해 및 의사소통능력) 

・면접 방법: 수험생 1인 대 면접위원 3인 이내 개별 면접 실시 

          -수험생 1인당 10분 내외 

          -블라인드면접:수험번호, 성명, 출신고교 등 블라인드 처리

한라대

만도엘리트

학생부65.5+면접34.5

해당모집단위 10 없음(학생부 평균 2.99등급 이하)

융합인재 해당모집단위 15 없음

일반 인문, 자연 570 없음

[한라대(일반) 면접 방식]

・면접 기준: 인성 및 예의, 단정성, 전공 선택 의지, 교과 능력, 표현력의 5개 영역별 구술면접 진행

・면접 방법“ 구술(학과 특성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평가위원 2-3명이 개별면접

-강원지역 학생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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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담 커 짐                                                                                         부 담 작 아 짐 ➡ 
서류+수능+면접 서류+수능 서류+면접 서류만

대학 전형 대학 전형 대학 전형 대학 전형

서울대 지역균형선발 서울대 일반전형

고려대(서울) 학업우수형
연세대(서울)

면접형

서강대

1차

활동우수형 2차

국제형
SW우수자

고려대(서울) 계열적합형

성균관대

학과모집 

(의예, 교육, 

한문교육, 
수학교육, 

컴퓨터교육, 

스포츠과학)

성균관대

계열모집

학과모집

한양대(서울) 학생부종합

이화여대 미래인재 중앙대(서울)

다빈치형인재

탐구형인재

SW인재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경희대 고교연계

한국외대(서울) 면접형 한국외대(서울) 서류형

서울시립대 학생부종합

건국대(서울) KU자기추천 건국대(서울) KU학교추천

홍익대(서울) 미술우수자 홍익대(서울) 학교생활우수자 동국대(서울)
Do Dream

동국대(서울) 학교장추천
불교추천인재

숙명여대

숙명인재Ⅱ

숙명여대 숙명인재Ⅰ소프트웨어
융합인재

인하대 인하미래인재 인하대 학교장추천

아주대 의학 ACE 아주대
ACE

아주대 다산인재
SW융합인재

(2) 학생부 종합 전형
[학생부종합 전형의 구조]

전형 요소 서류100 서류  + 면접(구술) 교 과 + 서류 혼합형 + (면접) 학생부종합평가

세부사항
서류 = 

학생부+자기소개서+(교사추천서)
다양한 면접

교과는 정량평가
서류는 정성평가

한양대

[학생부 종합 전형요소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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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담 커 짐                                                                                         부 담 작 아 짐 ➡ 
서류+수능+면접 서류+수능 서류+면접 서류만

대학 전형 대학 전형 대학 전형 대학 전형

숭실대 SSU미래인재

국민대 국민프런티어 국민대 학교장추천

단국대(죽전) 의학 DKU인재 단국대(죽전) SW인재 단국대(죽전) DKU인재

서울과기대
학교생활우수자

소프트웨어인재

광운대

광운참빛인재

소프트웨어

우수인재

세종대 창의인재

명지대
명지인재

크리스천리더

상명대(서울) 상명인재

가톨릭대 

의예, 간호
학교장추천 가톨릭대

잠재능력우수자

가톨릭지도자
추천

학교장추천

성신여대 자기주도인재 성신여대 학교생활우수자

서울여대

바롬인재

플러스인재

융합인재

동덕여대 동덕창의리더

덕성여대 덕성인재

삼육대
학교생활우수자

MVP

경기대 KGU학생부종합

가천대 가천의예 가천대

가천바람개비1

학석사통합

가천SW

한국항공대 미래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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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종합 전형 핵심체크] 

① 핵심체크1: 수능최저 충족 여부

- 최상위권, 그것도 그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능최저가 필요 없다. 

② 핵심체크2 : 대학 입결은 참고자료일 뿐이다.

- 자신의 고등학교의 역대 입결이 훨씬 중요하다.

* 고교간 ʻ학종 경쟁력ʼ 격차

: 2018년 현재 전국 고등학교(일반+특목+자율+특성화고) 2,358개
일반고 1,556 - 특목고 157 - 자율고 155 - 특성화고 490
: 2019 서울대 수시최초 합격자 배출고교 849개교. 전체 고등학교로 보면 1/3 정도, 특성화고를 제외해도 1/2도 
안 됨
→ 전교 1등이라 해도 절반 이상의 학교에서 서울대를 1명도 합격 못한다는 얘기

③ 핵심체크3 : 내가 지원하려는 학종의 면접 유형을 체크하라.

- 서류 기반 면접 : 인성, 서류 진위 파악, 지원동기(학업계획, 사회진출방향), 활동 후 변화와 발전 체크
- 제시문 면접 : 심층면접. 기출문제 반드시 검토해야
- 토론 면접 : 고려대 고교추천1 인문계열, 경찰대, 사관학교
- 다중미니면접(MMI) : 서울대 의대/치대, 그 외 10여개 의대 전형

[학종에 대한 3대 오해]

① 학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비교과? 

⇔ 교과가 좋은 학생이 비교과도 좋다. 비교과도 학교 내 성적순에 비례! 

② 학생부의 세특(세부능력과 특기사항)의 기록 내용이 좋아야? 

⇔ 교과 내신 좋은 사람이 세특도 잘 기록돼.

③ 학종은 성적이 점점 오른 학생을 높이 평가한다? 

⇔ 내신은 수능보다 올리기 어렵다.  
⇔ 1, 2, 3학년 다 좋은 학생을 이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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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장 추천전형 (참고: 건국대 KU 자기추천 경쟁률 20.2 : 1) 

※ 2021 서울지역 추천전형 (총 10개 대학, 2021 기준) 

대학 - 유형 전형명 모집인원 전형방법 추천방식 수능최저
2018 
경쟁률

2019 
경쟁률

2020
경쟁률

서울대

학생부종합
지역균형선발 748 서류70+면접30 고3 학교별 2명 ○ 3.21 3.23 3.26

연세대
학생부종합

면접형 523
1단계: 교과40+서류60
2단계: 1단계40+면접60

고3 인원의 3%
(영재고 추천불가)

X 6.04 6.75 8.19

고려대

학생부교과
학교추천 1158 교과60+서류20+면접20 고3 인원의 4% ○ 4.10 3.49 3.88

중앙대

학생부교과
학교장추천 170 교과60+서류40

학교별 4명(서울 3명)

모집단위별 1명씩만 가능
× - 11.77 5.88

경희대

학생부종합
고교연계 750 교과30+서류70

고3 인문2, 자연3, 

예체능1
× 5.85 5.91 5.20

이화여대

학생부교과
고교추천 370 교과80+면접20

고3 + 재수생까지

고교별 5명(계열구분없음)
× 4.57 5.61 3.97

건국대
학생부종합

KU학교추천 445 교과30+서류70
학교장 명의 추천공문

(인원제한 없음)
× 9.09 7.41 8.19

동국대

학생부종합
학교장추천인재 390 서류100

고교별 5명 이내

(인문3이내, 자연3이내)
× 8.02 8.17 7.66

국민대
학생부종합

학교장추천 318 교과30+서류70
학교장 추천서
(인원제한 없음)

× 4.22 6.35 4.68

가톨릭대 

학생부종합
학교장추천

의예40
1단계 서류100

2단계 서류70+면접30 

의예과: 고3 1명 

(학교장 추천서 필수)
○ 15.25 10.33 9.73

간호14 간호: 고3, 인원제한 없음 X - -
9.29
7.00

※ 종교계 추천전형

대학 - 유형 전형명 모집인원 전형방법 추천방식
수능
최저

2018 
경쟁률

2019 
경쟁률

2020
경쟁률

동국대

학생부종합
불교추천인재 108

1단계 서류100

2단계 서류70+면접30

조계종 산하 사찰 주지스님 혹

은 소속 종립고등학교장 추천
× 4.03 7.16 5.85

가톨릭대

학생부종합

가톨릭

지도자추천
89

1단계 서류 100%

2단계 서류70 +면접30

가톨릭 사제/현직수도회 장상/

소속가톨릭고등학교장 추천
(지원자의 종교/신앙 무관)

× 4.07 5.59 5.24

명지대
학생부종합

크리스천리더

60

(서울30,

용인30)

1단계 서류100
2단계 서류70+면접30

2016년 이후 졸업(예정)자, 순

수복음주의교회*에서 세(침)례
를 받은 자, 회원교단의 목회자

가 확인한 자

× 8.55 8.92 6.57

*순수복음주의교회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한국기독교총연합회(CCK), 독립교회연합회(KAICAM), 한국교회연합(CCIK), 

한국장로교총연합회(CPCK) 회원교단의 목회자가 확인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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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장추천 ʻ교과+서류 혼합형ʼ 교과점수 비교표

1. 연세대  (1단계: 교과40+서류60/ 2단계: 1단계40+면접60)

[교과 - 반영 비율] (2021 기준)

반영교과
학년별 반영비율

1학년 2학년 3학년

3학년 졸업(예정)자
20% 40% 40%

10% 10% 20% 20% 40% 0%

조기졸업예정자 20% 40% 40%

조기졸업자 40% 60%

[교과 - 반영 교과] (2021 기준)

(1) 학교생활기록부 교과는 반영과목A와 반영과목B로 구분하여 반영함.

구분 점수 교과목

반영과목A 70 국영수사과

반영과목B 30
반영과목A 이외의 과목,

석차 등급 9등급인 경우에 한하여 최대 5점까지 감점

(2) 1단계에서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점수는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를 활용한 표준점수(Z)와 등급점수로 각각 
50%씩 반영함.
 ∙Z점수와 등급점수는 교과 이수단위를 가중 평균하여 반영함.
 ∙등급점수 산출시 교과등급 점수는 다음과 같이 환산하여 적용함.

  

교과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반영점수 100 95 87.5 75 60 40 25 12.5 5  

 ∙표준점수(Z) 계산 : 과목별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표준점수인 Z점수를 계산함.

 표준편차
원점수  평균 ※ Z점수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반올림하여 계산하며, 

    표준편차 점수가 3.0보다 크거나 –3.0보다 작을 경우에는 각각 3.0과 –.0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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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려대

[교과 - 반영 교과 및 비율] (2021 기준)

반영교과 활용 지표
학년별 반영비율

1학년 2학년 3학년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석차등급이 
기재된 모든 교과

석차 등급
20% 40% 40%

10% 10% 20% 20% 40% 0%

[교과 석차등급 점수표] (2021 기준)

배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석차등급점수 100 98 94 86 70 55 40 20 0

60점으로 60 58.8 56.4 51.6 42 33 24 12 0

점수 차 -1.2 -2.4 -4.8 -9.6 -9 -9 -12 -12

3. 중앙대

[교과 반영과목/척도] (2021 기준)

계열 반영교과 반영과목 갯수 활용척도

인문, 예체능 국수영사 반영교과 전과목

-학년/교과별 가중치 없음

석차등급

(석차등급 없는 교과는 제외)자연 국수영과

[교과영역 석차등급 점수표] (2021기준)

배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환산점수 10 9.81 9.53 9.14 8.86 8.57 8.00 6.57 4.00

60점으로 60.0 58.86 57.18 54.84 53.16 51.42 48.0 39.42 24.00

점수 차 -1.14 -1.68 -2.34 -1.68 -1.74 -3.42 -8.5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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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희대

[교과 반영과목/척도] (2021 기준)

계열 반영교과 반영과목 갯수 활용척도

인문 국수영사

반영교과 전과목

-학년/이수단위 가중치 없음
석차등급자연 국수영과

예체능 국영

[교과영역 석차등급 점수표] (2021 기준)

배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300점 300 296 288 276 260 232 164 60 0

점수 차 -4 -8 -12 -16 -28 -68 -104 -60

2020 점수 차 -4 -8 -12 -16 -36 -60 -104 -60

5. 국민대

[교과 반영과목/척도] (2021 기준)

계열 반영교과 반영과목 갯수 반영지표

인문 국수영사

반영교과 전과목
-학년/학기별 차등 없음

석차등급자연 국수영과

예체능 국영

※ 반영 교과영역 중 이수하지 않은 영역이 있는 경우 해당 교과 영역을 제외하고 성적을 산출함.

※ 고등학교 교육과정 중 ‘보통 교과’를 반영하며, ‘전문교과’ 및 ‘제2외국어’는 반영하지 않음. 

[교과성적 석차등급별 배점] (2021 기준)

석차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기준점수 100 99 98 95 90 70 50 30 0

단순화된
300점

300 297 294 285 270 210 150 90 0

점수 차 -3 -3 -9 -15 -60 -60 -60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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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건국대

[2020학년도 반영방법]

계열 세부계열 단과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반영과목 반영요소

인문
인문Ⅰ 인문Ⅱ 외 30 25 25 20

전과목

등급, 

이수단위 
가중치

인문Ⅱ 정치, 상경, 경영 25 30 25 20

자연

자연Ⅰ 자연Ⅱ 외 20 35 20 25

자연Ⅱ
건축, 수의과, 상허생명과학, 

KU융합과학기술원 생명과학 관련 학과 
20 30 25 25

예체능 50 50


[2021학년도 반영방법]

➡ 국, 수, 영, 사, 과, 한국사 교과의 등급 환산 가능한 전 과목

계열
반영교과 및 비율

반영과목 반영요소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 과학

인문/자연 해당 교과 전 과목 100% (가중치 없음)

전과목
석차 등급 
이수단위예체능

(음악교육과, 체육교육과)
50% - 50% - - -

※ 석차등급(또는 성취도)이 “이수”, “Pass”, “•”로 표시된 과목은 성적산출에서 제외

[교과영역 석차등급 점수표] (2021 기준)

석차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기준점수 10 9.97 9.94 9.9 9.86 9.8 8 6 0

단순화된

300점
300 299.1 298.2 297 295.8 294 240 180 0

점수 차 　 -0.9 -0.9 -1.2 -1.2 -1.8 -54 -60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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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화여대

[교과 반영과목/척도] (2021 기준)

반영교과 활용 지표 학년별 반영비율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역사/도덕 포함), 과학
석차 등급 -학년/교과별 가중치 없음

*국어, 수학, 영어, 사회(역사/도덕 포함), 과학의 경우 전문교과도 반영함.

[교과영역 석차등급 점수표] (2021 기준)

석차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기준점수 10 9.6 9.2 8.6 7.8 7.0 5.0 2.0 0.0

단순화된

800점
800 768 736 688 624 560 400 160 0

점수 차 -32 -32 -48 -64 -64 -160 -240 -160

※각 과목의 석차등급 점수에 이수단위를 반영하여 평균 석차등급 점수를 산출한 후 반영비율로 환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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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술형 전형

[논술형 전형의 구조]

인문계 논술 자연계 논술

언어논술 수리논술

언어논술 + 수리추론 수리논술 + 과학논술

논술 + (교과) + (비교과)

[2021 논술 실시 대학 – 33개교, 10,935명] 

계열 대학

인문만 2개교 한국외대, 경기대

인문, 자연 29개교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이화여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숙명여대, 인하대, 아주대, 숭실대, 세종대, 가톨릭대, 서울과기대, 단국대, 광운대, 성신여대, 서울여대, 

덕성여대, 한국항공대, 경북대, 부산대, 연세대(원주), 한양대(에리카), 한국기술교육대

자연만 1개교 한국산업기술대

의예 9개교 울산대(의예만),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인하대, 아주대, 가톨릭대, 연세대(원주), 경북대

치의예 3개교 연세대, 경희대, 경북대

※논술 폐지

: 부산대 의예(논술 35명 → 교과 5, 교과 지역인재 5, 종합 15, 정시 10. 지역인재 중 종합 10명을 교과로 변경)

: 이화여대 의예 (10명 전원 정시로)

※수능 이전에 논술을 실시하는 학교(6개교): 가톨릭대, 경기대, 서울시립대, 성신여대, 연세대(서울), 홍익대 

※ 핵심체크1: 수능최저가 존재하는가? (2021 기준)

수능최저학력기준 인문/자연 의예 / 치의예 

○ 19 8 / 2

× 13 1 / 1



- 21 -

대학 전형
모집인원(명)

전형방법(%)
수능

최저학력기준
2021 2020

연세대(서울) 논술 384 607 논술100 -

서강대 논술 235 235 논술80 + 교과10 + 비교과10 O

성균관대 논술우수 532 532 논술60 + 학생부40 O

한양대(서울) 논술 375 376
논술80 + 학생부종합평가20

(교과(내신) 미반영, 관련계열 교과 이수확인)
-

중앙대 논술 789 827 논술60 + 교과20 + 비교과20 O

이화여대 논술 479 543 논술70 + 교과30 O

경희대 논술우수자 684 714 논술70 + 학생부30 O

한국외대(서울) 논술 374 378 논술70 + 교과30 O

서울시립대 논술 101 142 논술60 + 교과40 -

건국대(서울) KU논술우수자 445 451 논술100 O

동국대(서울) 논술우수자 452 470 논술60 + 교과20 + 비교과20 O

홍익대(서울) 논술 383 397 논술90 + 교과10 O

숙명여대 논술우수자 300 300 논술70 + 교과30 O

인하대 논술우수자 529 562 논술70 + 교과30 -

아주대 논술우수자 203 212 논술80 + 교과20 -

숭실대 논술우수자 292 296 논술60 + 교과40 O

세종대 논술우수자 338 348 논술70 + 교과30 O

가톨릭대 논술 175 175 논술70 + 교과30 -

서울과기대 논술 266 270 논술70 + 교과30 -

단국대(죽전) 논술우수자 340 350 논술60 + 교과40 -

광운대 논술우수자 206 206 논술70 + 학생부30 -

성신여대 논술우수자 186 288 논술70 + 학생부30 O

서울여대 논술우수자 150 150 논술70 + 교과30 O

덕성여대 논술 210 299 논술80 + 교과20 O

경기대 논술고사우수자 172 172 논술60 + 교과40 -

한국항공대 논술우수자 171 166 논술70 + 교과30 -

경북대 논술(AAT) 772 793 논술(AAT)70 + 교과20 + 비교과10 O

부산대 논술 533 679 논술70 +학생부30 O

연세대(미래) 일반논술 262 314 논술100 O

울산대 논술 12 12 논술60 + 교과40 O

한양대(ERICA) 논술 219 387 논술70 + 교과30 O

한국산업기술대 논술우수자 268 150 논술80 + 교과20 -

한국기술교육대 코리아텍일반전형 210 230 논술70 + 교과30 -

[대학별 논술 위주 전형 선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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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논술 국어, 수학가/나, 영어, 사/과탐(1과목) 중 3개 영역 등급 합 6, 한국사 4등급 이내

성균관대 논술우수

[인문] 국어, 수학가/나, 사/과탐(2과목평균) 중 2개 영역 등급 합 4, 영어 2등급 및 한국사 4등급 

이내
[글로벌리더학/글로벌경제학/글로벌경영학] 국어, 수학가/나, 사/과탐(2과목평균) 중 2개 영역 등급 

합 3, 영어 2등급 및 한국사 4등급 이내

[자연] 국어, 수학가, 과탐(2과목평균) 중 2개 영역 등급 합 4, 영어 2등급 및 한국사 4등급 이내
[반도체시스템공학/소프트웨어학/글로벌바이오메디컬공학] 수학가, 과탐(1과목) 2개 영역 등급 합 

3, 영어 2등급 및 한국사 4등급 이내

※ 인문계열 : 제2외국어/한문, 탐구 1과목으로 대체 가능

중앙대 논술

[인문] 국어, 수학가/나, 영어, 사/과탐(2과목평균) 중 3개 영역 등급 합 6, 한국사 4등급 이내
[자연(서울)]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1과목) 중 3개 영역 등급 합 6, 한국사 4등급 이내

[자연(안성)]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1과목) 중 2개 영역 등급 합 5, 한국사 4등급 이내

[의학부]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2과목평균) 4개 영역 등급 합 5, 한국사 4등급 이내
※ 인문계열 : 제2외국어/한문, 탐구 1과목으로 대체 가능

이화여대 논술

[인문] 국어, 수학나, 영어, 사/과탐(1과목) 중 3개 영역 등급 합 6 이내 – 1등급 완화

[자연]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1과목) 중 3개 영역 등급 합 6 이내

[의예] 미선발
[스크랜튼인문] 국어, 수학나, 영어, 사/과탐(1과목) 중 3개 영역 등급 합 5 이내 – 1등급 완화

[스크랜튼자연/뇌인지과학]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1과목) 중 3개 영역 등급 합 5 이내

※ 인문계열 : 제2외국어/한문, 탐구 1과목으로 대체 가능

경희대 논술우수자

[인문] 국어, 수학가/나, 영어, 사/과탐(1과목) 중 2개 영역 등급 합 4, 한국사 5등급 이내

[한의예인문] 국어, 수학나, 영어, 사탐(1과목) 중 3개 영역 등급 합 4, 한국사 5등급 이내
[자연]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1과목) 중 2개 영역 등급 합 5, 한국사 5등급 이내

[의예/치의예/한의예자연]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1과목) 중 3개 영역 등급 합 4, 한국사 5등급 

이내
[체육대학] 국어, 영어 중 1개 영역 3등급 이내

※ 제2외국어/한문, 사탐 1과목으로 대체 가능

한국외대 논술

[LT/LD학부] 국어, 수학가/나, 영어, 사탐(1과목) 중 2개 영역 등급 합3, 한국사 4등급 이내 –  완화

[서울 그 외 모집단위] 국어, 수학가/나, 영어, 사탐(2과목평균) 중 2개 영역 등급 합 4, 한국사 
4등급 이내

[글로벌] 없음

※ 제2외국어/한문, 사탐 1과목으로 대체 가능

건국대(서울) KU논술우수자
[인문] 국어, 수학가/나, 영어, 사/과탐(1과목) 중 2개 영역 등급 합 4, 한국사 5등급 이내
[자연]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1과목) 중 2개 영역 등급 합 5, 한국사 5등급 이내

[수의예]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1과목) 중 3개 영역 등급 합 4, 한국사 5등급 이내

동국대(서울) 논술우수자

[인문] 국어, 수학가/나, 영어, 사/과탐(1과목) 중 2개 영역 등급 합 4, 한국사 4등급 이내

[경찰행정학부] 국어, 수학가/나, 영어 중 2개 영역 등급 합 4, 한국사 4등급 이내

[자연]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1과목) 중 2개 영역 등급 합 5(수학가 또는 과탐 1개 이상 필수), 

한국사 4등급 이내 – 1등급 완화

홍익대(서울) 논술

[인문/예술학과] 국어, 수학가/나, 영어, 사/과탐(1과목) 중 3개 영역 등급 합 7, 한국사 4등급 이내 

– 1등급 완화
[자연]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1과목) 중 3개 영역 등급 합 8, 한국사 4등급 이내 – 1등급 완화

[논술위주 전형 수능최저학력기준]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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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 논술우수자

[인문] 국어, 수학가/나, 영어, 사/과탐(1과목) 중 2개 영역 등급 합 4 이내
[자연]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1과목) 중 2개 영역 등급 합 4 이내

[통계/소프트웨어융합/의류] 국어, 수학나, 영어, 사/과탐(1과목) 중 2개 영역 등급 합 4 또는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1과목) 중 2개 영역 등급 합 4 이내

인하대 논술우수자
[의예과]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2과목평균) 중 3개 영역 1등급 이내

[그 외 모집단위] 없음

아주대 논술우수자
[의학과]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2과목평균) 4개 영역 등급 합 5 이내

[그 외 모집단위] 없음

숭실대 논술우수자

[인문] 국어, 수학나, 사/과탐(2과목) 중 2개 영역 등급 합 6 이내

[자연] 국어, 수학가, 과탐(2과목) 중 2개 영역 등급 합 7 이내

※ 영어, 한국사 필수 응시

세종대 논술우수자
[인문] 국어, 수학나, 영어, 사탐(1과목) 중 2개 영역 등급 합 4 이내

[자연]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1과목) 중 2개 영역 등급 합 5 이내 

가톨릭대 논술

[간호(인문)] 국어, 수학나, 영어, 사탐(1과목) 중 3개 영역 등급 합 6 이내

[간호(자연)]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1과목) 중 3개 영역 등급 합 6 이내
[의예]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2과목평균) 중 3개 영역 등급 합 4, 한국사 4등급 이내

[그 외 모집단위] 없음

성신여대 논술우수자
[인문] 국어, 수학가/나, 영어, 사/과탐(1과목) 중 2개 영역 등급 합 5 이내 –  완화

[자연] 국어, 수학가/나, 영어, 사/과탐(1과목) 중 2개 영역 등급 합 6 이내 –  완화

서울여대 논술우수자
국어, 수학가/나, 영어, 사/과탐(1과목) 중 2개 영역 등급 합 7 이내(각 4등급 이내)

단, 영어 포함 시 2개 영역 등급 합 5 이내

덕성여대 논술

[인문] 국어, 수학가/나, 사/과탐(2과목평균) 중 2개 영역 등급 합 7 이내(각 4등급 이내) – 1등급 

완화

[자연] 국어, 수학가, 과탐(2과목평균) 중 수학가 포함 2개 영역 등급 합 8 또는 국어, 수학나, 
과탐(2과목평균) 중 수학나 포함 2개 영역 등급 합 8 이내(각 4등급 이내) – 1등급 완화

경북대 논술(AAT)

[의예/치의예]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1과목) 4개 영역 등급 합 5, 한국사 4등급 이내
[수의대/수학교육/물리교육/화학교육/생물교육/지구과학교육]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1과목) 중 

3개 영역 등급 합 6, 한국사 4등급 이내

[경상대/사범대(인문)/행정학부] 국어, 수학가/나, 영어, 사/과탐(1과목) 중 3개 영역 등급 합 6, 

한국사 4등급 이내
[인문대/사회대/농업경제/인문사회자율전공] 국어, 수학가/나, 영어, 사/과탐(1과목) 중 3개 영역 

등급 합 8, 한국사 4등급 이내

[지구시스템과학부/건축학전공/건축공학전공/토목공/응용생명과학부/식품공학부/원예과학/바이오
섬유소재/농업토목생물산업공학부/식품영양] 국어, 수학가/나, 영어, 과탐(1과목) 중 3개 영역 등급 

합 8, 한국사 4등급 이내

[가정교육] 국어, 수학가/나, 영어, 과탐(1과목) 중 3개 영역 등급 합 6, 한국사 4등급 이내

[산림과학조경학부/아동학부/의류/간호/글로벌소프트웨어융합전공] 국어, 수학가/나, 영어, 
사/과탐(1과목) 중 3개 영역 등급 합 8, 한국사 4등급 이내

[모바일공학전공] 수학가, 과탐(1과목) 2개 영역 등급 합 3 이내

[그 외 자연계열]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1과목) 중 3개 영역 등급 합 8, 한국사 4등급 이내 
※ 농생대, 생과대 : 수학가 응시 시 2등급 상향 

※ 자연계열(농생대, 생과대 제외) : 수학나 응시 시 2등급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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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논술

[경영대학/경제통상대학] 국어, 수학가/나, 영어, 사/과탐(2과목평균) 중 3개 영역 등급 합 6, 한국사 
4등급 이내(제2외국어/한문, 사탐 1과목으로 대체 가능)

[그 외 인문계열] 국어, 수학가/나, 영어, 사/과탐(2과목평균) 중 3개 영역 등급 합 7, 한국사 4등급 

이내(제2외국어/한문, 사탐 1과목으로 대체 가능)
[의예과, 치의학, 한의학] 논술 폐지

[생활환경대학/생명자원과학대학] 국어, 수학가/나, 영어, 과탐(2과목평균) 중 2개 영역 등급 합 6, 

한국사 4등급 이내

[그 외 자연계열]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2과목평균) 중 수학가 포함 2개 영역 등급 합 5, 한국사 
4등급 이내

연세대

(원주)
일반논술

[인문] 국어, 수학가/나, 사/과탐(1과목) 중 2개 영역 등급 합 6, 영어 3등급 이내
[자연] 국어, 수학가, 과탐(1과목) 중 2개 영역 등급 합 6, 영어 3등급 이내

[간호인문] 국어, 수학가/나, 사/과탐(1과목) 중 2개 영역 등급 합 4, 영어 3등급 이내

[간호자연] 국어, 수학가, 과탐(1과목) 중 2개 영역 등급 합 4, 영어 3등급 이내
[의예과] 국어, 수학가, 과탐(1과목), 과탐(1과목) 중 3개 영역 1등급, 영어 2등급 및 한국사 4등급 

이내(과탐은 물화생지 중 과목명이 다른 2개 과목 응시(같은 과목Ⅰ,Ⅱ는 안 됨))

울산대 논술 [의예과]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2과목평균) 4개 영역 등급 합 5, 한국사 4등급 이내

한양대
(ERICA)

논술
[인문] 국어, 수학가/나, 영어, 사/과탐(1과목) 중 2개 영역 등급 합 6 이내
[자연] 국어, 수학가, 영어, 사/과탐(1과목) 중 2개 영역 등급 합 6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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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논술 교과 비교과 만점

숭실대 40 38 36 34 32 28 20 12 0 60 40 - 100

서울여대 30 29 28 27 25 23 21 18 15 70 30 - 100

인하대 300 292 290 288 286 284 244 172 100 700 300 - 1,000

경기대 40 39.2 38 36.4 34.4 32 24 8 0 60 40 - 100

광운대 300 294 288 282 276 264 240 210 0 700 300 - 1,000

이화여대 300 294 282 264 246 210 150 60 0 700 300 - 1,000

서울과기대 300 295 290 280 270 260 220 170 0 700 300 - 1,000

단국대(죽전) 400 396 392 388 384 380 280 160 0 600 400 - 1,000

서울시립대 400 396 392 388 384 360 320 280 0 600 400 - 1,000

숙명여대 300 296.7 293.3 289.8 286.2 271.2 257.7 245.7 225 700 300 - 1,000

한국기술교육대 30 29.7 29.4 28.65 27.9 27.15 18.45 9.75 1.05 70 30 - 100

한양대(ERICA) 30 29.7 29.4 28.5 27 21 15 7.5 0 70 30 - 100

가톨릭대 30 29.7 29.4 29.1 28.8 28.5 28.2 26.4 19.2 70 30 - 100

한국항공대 300 297 294 291 288 285 282 264 240 700 300 - 1,000

세종대 300 297 294 285 270 210 150 90 0 700 300 - 1,000

성신여대 27 26.73 26.46 25.92 25.65 24.84 24.3 18.9 13.5 70 27 3 100

한국산업기술대 100 99 98 97 96 94 80 60 25 400 100 - 500

경북대 100 99 98 97 96 95 94 90 0 350 100 50 500

아주대 20 19.8 19.6 19 18 17 15 13 0 80 20 - 100

덕성여대 20 19.8 19.6 19.4 19.2 18.4 17.2 16 0 80 20 - 100

부산대 20 19.8 19.6 19.4 19.2 19 18 12 0 70 20 10 100

경희대 210 208 204 198 190 178 154 103 0 700 210 90 1,000

가톨릭대의예과 30 29.8 29.6 29.2 28.6 27.1 26.1 25.1 19.2 70 30 - 100

울산대(의예) 400 398 395.5 393 388 368 348 338 0 600 400 - 1,000

홍익대(서울) 100 99 97 94 90 85 60 30 0 900 100 - 1,000

한국외대 270 269 267 264 260 250 240 210 0 700 270 30 1,000

성균관대 30 29.9 29.8 29.7 29.5 29 27 24 20 70 30 10 100

중앙대 20 19.92 19.84 19.76 19.68 19.6 19.2 16 8 60 20 20 100

서강대 100 99.7 99.3 98.9 98.5 98.1 97.7 97.3 0 800 100 100 1,000

동국대(서울) 200 199.7 199.3 199 198 187 170 160 150 600 200 200 1,000

[논술에서의 내신 실질반영: 1~2등급 차이 큰 순서] (2021)



- 26 -

3. 정시 전략

01.�정시�분포�상태
[2021 인문계열 상위권 주요 대학 정시 모집인원 (수시이월 전)]

대학 가군 나군 다군 군외

서울대 281

경찰대 50

연세대(서울) 525

고려대(서울) 341

서울교대 157

서강대 292

성균관대 243 224

한양대(서울) 72 252

중앙대(서울) 129 92 197

이화여대 287

경희대 374 135

한국외대(서울) 272 431 224

서울시립대 231 36

경인교대 265

건국대(서울) 64 272 8

동국대(서울) 269 223

홍익대(서울) 280

숙명여대 314

인하대 126 116 69

국민대 155 114 134

숭실대 396 36 46

아주대 169

합계 3,191 3,533 1,127 50

※ 2020.3.11 대교협 발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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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자연계열 상위권 주요 대학 정시 모집인원 (수시이월 전)]

대학 가군 나군 다군 군외

의예 581 + 15 324 199

치의예 95 93 20

서울대 398

KAIST 15

한의예 81 142 66

수의예 127 34 21

연세대(서울) 536

고려대(서울) 352

성균관대 330 224

GIST 20

DGIST 10

한양대(서울) 149 409

서강대 185

중앙대(서울) 40 195 317

이화여대 327

서울시립대 289

경희대 237 428

건국대(서울) 334 168 88

동국대(서울) 207 191

홍익대(서울) 569

인하대 178 238 78

숭실대 70 40 388

숙명여대 197

국민대 161 137 44

아주대 11 393

합계 3,815 3,708 2,183 45

※ 2020.3.11 대교협 발표 기준

※의예: 강원대 가군 정시선발인원 15명 반영/ 이화여대(인문) 가군 6명, 가톨릭관동대(인문) 다군 3명 제외

※치의예: 학석사통합과정 포함(서울대 5명, 부산대 15명, 전남대 8명)

※한의예: 경희대(인문) 가군 10명, 대전대(인문) 가군 9명, 대구한의대(인문) 나군 10명, 원광대(인문) 나군 5명 제외

※군외 대학 중 포스텍, UNIST 전원 수시 선발

※중앙대 가군 전체: 의학부 인원

※아주대 가군 전체: 의학과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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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정시�탐구�체크

(1) 탐구의 중요성은 얼마나 될까?

* 필요성: 선택과목 간의 표준점수 유불리 때문
→ 탐구 표준점수 공식 : 


× = ×


 

■ 사탐 원점수 50점 만점의 표준점수/백분위

구분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한국

지리

세계

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법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2019
표준점수 63 64 65 63 65 66 67 69 65

백분위 96 95 97 96 96 97 99 99 99

2020
표준점수 65 62 66 65 67 65 67 72 67

백분위 99 93 97 98 98 98 99 100 99

■ 과탐 원점수 50점 만점의 표준점수/백분위

구분 물리Ⅰ 화학Ⅰ 생명Ⅰ 지학Ⅰ 물리Ⅱ 화학Ⅱ 생명Ⅱ 지학Ⅱ

2016
표준점수 72 67 76 72 63 68 65 64

백분위 100 99 100 100 94 100 99 96

2020
표준점수 66 67 67 74 70 67 68 66

백분위 99 99 99 100 100 98 100 98

■ 사립 5개 대학 사회탐구 변환표준점수(2020) ■ 사립 5개 대학 과학탐구 변환표준점수(2020)

백분위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서강대

100 66.22 66.22 66.22 66.22 65.52

99 65.87 66.00 65.85 66.00 65.31

98 65.45 65.56 65.41 65.56 64.89

97 65.18 65.26 65.12 65.26 64.60

96 64.88 64.92 64.84 64.92 64.28

95 64.60 64.58 64.55 64.58 63.96

  

백분위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서강대

100 68.13 68.12 68.12 68.12 68.93

99 67.11 67.41 67.55 67.41 68.29

98 66.40 66.58 66.70 66.58 67.55

97 65.98 65.97 66.11 65.97 67.00

96 65.46 65.45 65.55 65.45 66.53

95 65.04 65.04 65.14 65.04 66.16

1.62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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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과목별�반영비율의�중요성�(○는�2021�변동)

[인문계열] (2021)

대학 국어 수학 탐구(2과목)

서울대 1 1.2 0.8

연세대(서울) 1 1 0.5

고려대(서울) 1 1 0.8

서강대 1.1 1.4 0.6

성균관대 1 1 0.5

한양대(서울)
인문 1 1 1

상경 1 1.33 0.67

중앙대(서울) 1 1 0.5

이화여대 1 0.83 0.83

경희대
인문 1 0.71 0.57

사회 1 1.4 0.8

한국외대(서울) 1 1 0.67

서울시립대
인문 1 1 0.5

상경 1 1.17 0.33

건국대(서울)
Ⅰ 1 0.83 0.83

Ⅱ 1 1.2 1

동국대(서울) 1 0.83 0.67

홍익대(서울) 1 1 0.83

숙명여대

인문 1 0.71 0.57

경상 1 1 0.67

통계학과 (국/탐 중 택1) (1) 1.67 (1)

컴퓨터과학전공, 소프트웨어융합전공 1 1.4 0.8

의류 1 0.71 0.57

인하대
인문 1 0.83 0.67

경상 등 1 1 0.5

아주대
인문, 사회과학 1 0.71 0.57

경영, 간호(인문) 1 1.6 0.6

숭실대
인문 1 0.71 0.57

경상 1 1.4 0.8

국민대 1 0.6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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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계열] (2021)

대학 국어 수학 탐구(2과목)

서울대 1 1.2 0.8

연세대(서울) 1 1.5 1.5

고려대(서울) 1 1.2 1

서강대 1.1 1.4 0.6

성균관대 1 1.6 1.4

한양대(서울) 1 1.75 1.75

중앙대(서울) 1 1.6 1.4

이화여대 1 1.2 1

경희대 1 1.75 1.25

서울시립대 1 1.5 1.5

건국대(서울)
Ⅰ 1 1.75 1.25

Ⅱ 1 1.5 1.5

동국대(서울) 1 1.2 0.8

홍익대(서울) 1 1.75 1.5

숙명여대

자연 1 1.4 0.8

수학과 1 3.33 1

통계학과 (국/탐 중 택1) (1) 1.67 (1)

컴퓨터과학전공, 

소프트웨어융합전공
1 1.4 0.8

의류 1 0.71 0.57

인하대 1 1.5 1.25

아주대
자연 1 1.75 1.25

의예, 국방디지털융합 1 2 1.5

숭실대 1 1.75 1.25

국민대 1 1.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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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영어�절대평가의�의미

[영어 영역 등급 구분]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원점수 90 이상 89~80 79~70 69~60 59~50 49~40 39~30 29~20 19 이하

[주요 대학 영어 영역 반영 방법] - 3가지 평가방법(총점, 가산점, 감점)의 본질 동일 (음영은 2021 변동)

구분
수시

최저기준
정시

점수반영방법

정시 등급별 반영 점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경희대 최저기준포함 15% 반영 200 192 178 154 120 80 46 22 0

한국외대
인문 최저기준포함 20% 반영 140 133 123 107 80 53 27 13 0

자연 최저기준포함 15% 반영 105 100 92 80 60 40 20 10 0

연세대 미반영* 10% 반영 100 95 87.5 75 60 40 25 12.5 5

홍익대 최저기준포함 15% 반영 200 195 188 179 168 155 140 123 104

숙명여대 최저기준포함 20% 반영 100 95 85 75 65 55 45 35 25

서울
시립대

인문
최저기준포함

25% 반영 250 246 242 238 234 230 226 222 218

자연 20% 반영 200 198 196 194 192 190 188 186 184

한양대
인문

미반영 10% 반영
100 96 90 82 72 60 46 30 12

자연 100 98 94 88 80 70 58 44 28

건국대

인문
수의예 최저기준포함 15% 반영

200 196 193 188 183 180 170 160 150

자연 200 200 196 193 188 183 180 170 160

성균관대 2등급 가산점 100 97 92 86 75 64 58 53 50

중앙대
인문

최저기준포함 가산점
100 97 93 88 80 72 61 55 50

자연 100 98 95 92 86 75 64 58 50

이화여대 최저기준포함 20% 반영 100 98 94 88 84 80 76 72 68

동국대 최저기준포함 20% 반영 200 199 197 190 180 140 90 20 0

고려대 최저기준포함 감점 0 -1 -3 -5 -7 -9 -11 -13 -15

서강대 최저기준포함 가산점 100 99 98 97 96 95 94 93 92

서울대 최저기준포함 감점 0 -0.5 -1 -1.5 -2 -2.5 -3 -3.5 -4

※ 인문/자연계열 기준, 정시모집 1~2등급 점수차가 큰 대학에서 적은 대학 순으로 정렬

* 국제계열 : 1등급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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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단위 가산점

서울대 간호, 의류, 자유전공 -

고려대

가정교육 -

간호, 컴퓨터학과, 자유전공
수학가 20%

(표준점수의 1.2배)

서강대 자연계열 전부 수학가 10%

가톨릭대 자연계열 전부(의예, 간호자연 제외) 수학가 10%

숙명여대* 통계, 컴퓨터과학, 소프트웨어 융합, 의류학과 -

숭실대
정보통계ㆍ보험수리/산업정보시스템공/건축학부/컴퓨터학부/IT융합
전공/글로벌미디어학부/소프트웨어학부/스마트시스템소프트웨어/융

합특성화자유전공학부

수학가 10%, 과탐 5% 

국민대 자연계열 전부 수학가 10%

단국대 건축 수학가 10%

세종대
항공시스템공, 국방시스템공 수학가 10%

창의소프트학부 수학가 5%

광운대
건축 수학가 10%

정보융합학부 수학가 10%, 과탐 5% 

상명대 자연계열(수학교육과는 수학가 필수) 수학가 10%

명지대
ICT융합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건축학부(건축학/전통건축), 
자유전공학부(자연)

수학가 10%, 과탐 10% 

가천대 자연계열, 전부(의예 제외) 수학가 5%, 과탐 3%

성신여대
간호학과(자연), 글로벌의과학과 수학가 10%, 물화생Ⅱ 1과목 5%

식품영양학과 수학가 10%

05.�자연계�하위권의�수학�선택�
- 자연계 하위권 학생은 수학(가)에서 수학(나)로 옮긴다. 

[2019 수능 응시생수] (비율은 전체 응시생 530,220명 대비)

과탐 사탐

242,128

(47.1%)

266,301

(51.9%)

수학(가) 수학(나)

168,512

(33.1%)

340,733

(66.9%)

[2020 수능 응시생수] (비율은 전체 응시생 548,784명 대비)

과탐 사탐

232,270
(44.1%)

287,737
(54.7%)

수학(가) 수학(나)

167,467

(32.1%)

354,984

(67.9%)

[수학 ʻ나ʼ로 자연계열 진학 가능한 주요 대학] - 볼드처리 : 과탐을 꼭 선택해야 하는 모집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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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과, 화학과, 청정융합에너지공학과, 바이오식품공학과, 
바이오생명공학과

수학가 10%

통계학과, 서비스·디자인공학과,

융합보안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정보시스템공학과

수학가 10%, 과탐 1과목 10%

서울여대

디지털미디어학과, 정보보호학과,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수학과
수학가 10%

식품응용시스템학부, 자율전공학부(자연계열), 

화학・생명환경과학부, 원예생명조경학과
과탐 10% 

덕성여대 자연계열 전부 수학가 10%

동덕여대 자연계열 전부 수학가 10%

원점수
수학(가) 수학(나)

표준점수 10% 가산 표준점수

2017 100 130 143 137

2018 100 130 143 135

2019 100 133 146.3 139

2020 100 134 147.4 149

*숙명여대: 정시 정원의 일부를 ʻ수학 나ʼ 응시자 뽑음.( 컴퓨터과학과 25%, 소프트웨어 융합전공 50%, 의류60%)

[수학 ʻ가ʼ와 수학 ʻ나ʼ의 원점수/표준점수 비교표] (2020)

수학(가) 수학(나)

원점수 표준점수 원점수 표준점수

만점 100 134 100 149

1등급 92 128 84 135

2등급 85 122 76 128

3등급 80 118 65 118

4등급 70 110 51 106

5등급 54 97 35 92

6등급 36 82 23 81

[수학 ʻ가ʼ와 수학 ʻ나ʼ의 만점 표준점수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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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단위
선발 인원/ 

정시선빌 전체 인원
가산점

가톨릭대 간호학과(인문) 12 / 24 없음

국민대

건축학부(인문) 7 / 9

없음경영학부 – 빅데이터 전공 (인문) 11 / 22

경영정보학부 (인문) 20 / 24

성신여대 간호학과(인문) 16 / 34 수학가 10%

서울여대 자율전공학부(인문사회계열) 28 / 38 없음

인하대

공간정보공학과( 인문) 6 / 15

없음
간호학과(인문) 8 / 19

아태물류학부(인문) 13 / 22

글로벌금융학과(인문) 6 / 10

아주대 간호(인문) 10 / 33 없음

숙명여대 통계학과(인문계형) 4 / 12 없음

06.�인문계의�자연계�교차지원

(1) [분리선발] ʻ수학(나)+사탐ʼ으로 갈 수 있는 자연계 학과 – 서울권(의치한수 제외)

(2) [분리선발] ʻ수학(나)+사과탐ʼ으로 갈 수 있는 자연계 학과 – 서울권(의치한수 제외)

대학 모집단위
선발 인원/ 

정시선빌 전체 인원
가산점

고려대*

간호학과 최대 6/12

없음컴퓨터학과 최대 11/22

자유전공 최대 9/18

숙명여대**

컴퓨터과학 4/17

없음소프트웨어 융합 5/9

의류학과*** 5/9

서울여대 자율전공학부(자연계열) 10 / 38 과탐 10%

*고려대는 ʻ수학가+과탐ʼ 선택자를 모집인원의 50%선발, ʻ수학가+사탐 & 수학나+사과탐ʼ 선택자를 모집인원의 50% 선발함. 
단, 지정응시영역별로 선발 대상자가 없을 경우 타 지정응시영역에서 선발할 수 있음.

**숙명여대 통계학과, 컴퓨터과학전공, 의류학과의 수능 반영영역별 선발인원은 수능 반영영역별 모집인원 비율을 적용한 인원수의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처리하여 반영함(단, 소수점 첫째 자리가 같을 경우 모집인원 비율이 높은 반영영역의 인원수를 올림 처리하고, 
모집인원 비율이 낮은 반영영역의 인원수를 내림 처리하여 반영함)
***숙명여대 의류학과 제2외국어/한문 사회탐구영역 1개 과목으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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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단위 가산점

서울대 간호, 의류, 자유전공 -

고려대

가정교육 -

간호, 컴퓨터학과, 자유전공 -

서강대 자연계열 전부 수학가 10%

가톨릭대 자연계열 전부(의예, 간호자연 제외) 수학가 10%

숙명여대 통계, 컴퓨터과학, 소프트웨어 융합, 의류학과 -

숭실대
정보통계ㆍ보험수리/산업정보시스템공/건축학부/컴퓨터학부/IT융합전공/글로벌미디어학

부/소프트웨어학부/스마트시스템소프트웨어/융합특성화자유전공학부
수학가 10%, 과탐 5% 

단국대 건축 수학가 10%

세종대

항공시스템공, 국방시스템공 수학가 10%

창의소프트학부 수학가 5%

광운대 정보융합학부 수학가 10%, 과탐 5% 

명지대 ICT융합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건축학부(건축학/전통건축), 자유전공학부(자연) 수학가 10%, 과탐 10% 

가천대 자연계열, 전부(의예 제외) 수학가 5%, 과탐 3%

성신여대 통계학과, 서비스·디자인공학과, 융합보안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정보시스템공학과
수학가 10%, 

과탐 1과목 10%

서울여대

디지털미디어학과, 정보보호학과,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수학과 수학가 10%

식품응용시스템학부, 자율전공학부(자연계열), 화학・생명환경과학부, 원예생명조경학과 과탐 10% 

동덕여대 자연계열 전부 수학가 10%

(3) [통합선발] ʻ수학(나)+사과탐ʼ으로 갈 수 있는 자연계 학과 – 서울권(의치한수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