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bs ‘기적의 TV 상담 받고 대학가자’ 

2017 정시모집  
합격 지원 전략 



유석용 서라벌고등학교 2 

11월 11월 12월 

2016/2017 
수능 분석 



유석용 

2017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점수 1등급 예상 
컷 

92

국어영역 수학나형 영어영역 

1등급 : 92
점 
2등급 : 85
점 
3등급 : 78
점 서라벌고등학교 3 

94

수학가형 

1등급 : 92
점 
2등급 : 88
점 
3등급 : 80
점 

1등급 : 88
점 
2등급 : 84
점 
3등급 : 72
점 

1등급 : 94
점 
2등급 : 88
점 
3등급 : 76
점 

92 
88



유석용 

2017 수능 분석 국어(원점수 기준) 예측 

서라벌고등학교 4 

11월 11월 

구분 

2017학년도 
2016학년도 

A형 B형 

원점수 표준점수 
원점
수 

표준 
점수 

원점
수 

표준 
점수 

최고점 100 137 100 134 100 136 

1등급 92 130 96 130 93 129 

2등급 85 125 90 125 88 124 

3등급 78 115 82 117 81 117 



유석용 

국어(B) 등급별 원점수 비교 

5 서라벌고등학교 

2017 2016 

최고점 
1등급 
2등급 
3등급 

81 

93 

88 

100 

85 

78 

92 

100 



유석용 

2017 수능 분석 수학 가형(원점수 기준) 예측 

서라벌고등학교 6 

11월 11월 

구분 

2017학년도 2016학년도 

가형 B형 

원점수 표준점수 원점수 표준점수 

최고점 100 135 100 127 

1등급 92 128 96 124 

2등급 88 124  92 121 

3등급 80 119  88 118 



유석용 

수리 가형 등급별 원점수 비교 

7 서라벌고등학교 

2017 2016 

최고점 
1등급 
2등급 
3등급 

88 

96 

92 

100 

88 

80 

100 

92 



유석용 

2017 수능 분석 수학 나형(원점수 기준) 예측 

서라벌고등학교 8 

11월 11월 

구분 

2017학년도 2016학년도 

나형 A형 

원점수 표준점수 원점수 표준점수 

최고점 100 142 100 139 

1등급 88 132 96 136 

2등급 84 129 88 130 

3등급 72 120 72 118 



유석용 

수리 나형 등급별 원점수 비교 

9 서라벌고등학교 

2017 2016 

최고점 
1등급 
2등급 
3등급 

72 

96 

84 

100 

88 
88 

72 

100 



유석용 

2017 수능 분석 영어(원점수 기준) 예측 

서라벌고등학교 10 

11월 11월 

구분 

2017학년도 2016학년도 

원점수 표준점수 원점수 표준점수 

최고점 100 138  100 136 

1등급 94 133 94 130 

2등급 86 126 88 124 

3등급 76 118 81 117 



유석용 

영어 등급별 원점수 비교 

11 서라벌고등학교 

2017 2016 

최고점 
1등급 
2등급 
3등급 

81 

94 

88 

100 

76 

88 

94 

100 



유석용 

2017/2016 수능 종합 누적 분포표(인문) 

서라벌고등학교 12 

11월 11월 

누적% 
2017학년도 2016학년도 

표준점수 백분위 원점수 표준점수 백분위 예상석차 

0.01 540 396 394 538 397 33 

1.01 527 382 374 526 387 2,779 

4.14 513 369 357 515 372 11,398 

11.16 490 336 331 498 346 30,691 

17.07 476 314 315 484 325 46,954 



유석용 

2017/2016 수능 종합 누적 분포표(자연) 

서라벌고등학교 13 

11월 11월 

누적% 
2017학년도 2016학년도 

표준점수 백분위 원점수 표준점수 백분위 예상석차 

0.02 543 395 390 533 398 34 

1.16 524 380 368 521 387 1,690 

4.31 508 362 348 511 373 6,296 

11.42 486 332 323 497 353 16,676 

23.34 459 289 292 476 321 34,080 



유석용 

2017 정시모집에서 탐구 과목 중 1개 과목 반영하는 대학 

 

서라벌고등학교 14 

11월 11월 12월 

지역 대학명(수능위주 전형, 의치한간/특별전형/예체능 제외) 

서울 

(12/42) 

가톨릭대(신학과), 감리교신학대, 경기대, 덕성여대, 

삼육대 , 상명대 , 서경대 , 서울기독대 , 성공회대 , 

케이씨대, 한국성서대, 한영신학대 

인천 

(0/4) 

경기 

(17/32) 

가 천 대 , 강 남 대 , 경 기 대 , 대 진 대 , 서 울 신 학 대 , 

서울장신대, 성결대, 수원대, 신한대, 안양대, 용인대, 

평택대, 한경대, 한국산업기술대(수능우수자 제외), 

한세대, 한신대, 협성대  



유석용 서라벌고등학교 15 

11월 11월 12월 

원서접수 
복수지원금지 
이중등록금지 



유석용 

2017 대학교 수능 이후 수시모집 일정 

서라벌고등학교 16 

11월 11월 

11월 12월 

17 

(목) 

7 

(수) 

14 

(수) 

16 

(금) 

19 

(월) 

21 

(수) 

28 

(수) 

29 

(목) 

수능 

시험 

수능 

성적 

통지 

 

 

수시 

모집 

합격자

발표 

등록기간 

미등록

충원합

격통보 

마감 

(21:00)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 



유석용 

2017 대학교 정시모집/추가모집 일정 

 

서라벌고등학교 17 

11월 11월 12월 

12월 2017년 1월 2월 

1 

(수) 

31 

(토) 
~ 

4 

(수) 

5 

(목) 
~ 

1 

(수) 

2 

(목) 

3 

(금) 

6 

(월) 

16 

(화) 

17 

(수) 

18 

(토) 

25 

(토) 

26 

(일) 

27 

(월) 

정시 

모집 

학생

부기

준일 

정시모집 

원서접수 
전형기간 

정시 

모집 

합격자

발표 

정시모집 

등록기간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 

(21:00) 

미등

록충

원 

등록 

마감 

추가모집 

원서접수 

및 

전형일 

추가 

모집 

합격자

발표 

등록 

마감 



유석용 서라벌고등학교 18 

11월 11월 12월 

[ 공통원서접수시스템] 
□ 정시(3회, 가,나,다군), 추가(무한 회)모집 원
서는 대행업체 홈페이지 또는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합니다. 
□ 공통원서는 한 번만 작성하지만 추가 작성 사
항은 원서접수 대행업체의 개별대학 페이지에서 
따로 작성해야 합니다.  
□ 수시, 정시, 추가 모집에서 원서접수(결재 완
료) 후 취소는 불가합니다. 



유석용 서라벌고등학교 19 

11월 11월 12월 

[정시모집에 지원이 금지되는 경우] 
 

□ 4년제 일반대학, 산업대, 전문대 수시모집에
서 최초 합격한 자 또는 미등록충원으로 합격한 
자(추가합격자)는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합격한 
사실만으로도 정시 모집 지원이 불가합니다.  
 

□ 특수목적대학, 각종학교 수시모집에 합격한 
경우에는 정시 모집 지원이 가능합니다. 



유석용 서라벌고등학교 20 

11월 11월 12월 

[추가모집에 지원이 금지되는 경우] 
□ 4년제 일반대학, 산업대, 전문대 수시, 정시모집에
서 최초 합격한 자 또는 미등록충원으로 합격한 자(추
가합격자)는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합격한 사실만으로
도 또는 등록한 자는 추가모집 지원이 금지합니다.  
□ 정시모집에서 4년제 일반대학에 합격했지만 추가
모집 기간 전[2017년 2월 17일(금) 24시]에 등록을 
포기한 경우에는 추가모집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시모집에서 산업대학, 전문대학에 합격했을 경우
에는 등록과 상관없이 추가모집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유석용 

2016학년도 추가모집 현황(일반전형, 2016.2.18기준) 

 

서라벌고등학교 21 

11월 11월 12월 

지역 대학명(인원수) 

서울 

감리교신학대(15), 경기대(1), 국민대(5), 그리스도대(35), 

덕성여대(19), 동덕여대(15), 명지대(5),  삼육대(3), 상명대(24), 

서경대(17), 서울과기대(18), 서울기독대(34), 서울여대(11), 

성공회대(6), 한국성서대(1), 한성대(22), 한영신학대(30) 

경기 

인천 

가천대(24), 강남대(20), 경기대(22), 단국대(12), 대진대(38), 

루터대(6), 명지대(5), 서울신학대(3), 성결대(30), 수원대(23), 

신경대(51), 아세아연합신학대(9), 안양대(24), 용인대(8), 

을지대(11), 인천가톨릭대(1), 차의과학대(7), 평택대(36), 

한경대(10), 한국산업기술대(32), 한세대(1), 한신대(29), 협성대(30)  



유석용 

2017 대학별 인터넷 원서접수 시작과 마감 

 

서라벌고등학교 22 

11월 11월 12월 

대학 시작 마감 대학 시작 마감 

서울대 

2017.1.2(월)10:0

0  

2017.1.4(수)18:00  중앙대 

2017.1.2(수)10:00   
2017.1.4( 수 )18:0

0    
연세대 

2017.1.4(수)17:00  

경희대 

고려대 한국외대 

서강대 

2017.1.4(수)18:00  

서울시립

대 

2017.12.31(토)10:0

0  

2017.1.3( 화 )17:0

0  

성균관대 건국대 2017.1.2(수)9:30  
2017.1.4( 수 )17:0

0  

한양대 동국대 2017.1.2(수)9:00  
2017.1.4( 수 )17:0

0  

이대숙대 2017.1.4(수)19:00  홍익대 2017.12.31(토)9:00  
2017.1.4( 수 )18:0

0  



유석용 

2017 대학별 수능 반영 비율(인문1) 

 

서라벌고등학교 23 

11월 11월 12월 

대학 국어 수학(가) 수학(나) 영어 사탐 과탐 비고 

서울대  25 30 25  

 20 

제2/한문 : 2등급 이내 

만점 

한국사 3등급 이내 만

점          4등급 부터 

-0.4점씩 차 

연세대 
 28.6  28.6  28.6 

14.2 

제2/한문 : 사탐1대체 

한국사 3등급 이내 만

점          4등급 부터 

-0.2점씩 차 고려대 

서강대  25 32.5 32.5  
10  

제2/한문 : 사탐1대체 

한국사 3등급 이내 만

점          4등급 부터 

-0.4점씩 차 

성균관

대 
30  30 30  

10  

제2/한문 : 사탐1대체 

한국사 4등급 이내 만

점          5등급 부터 

-1점씩 차 

한양대  25 25 25  

25제2/한

문 : 사탐1

대체 

한국사 3등급 이내 만

점          4등급 부터 

-0.1점씩 차 



유석용 

2017 대학별 수능 반영 비율(자연1) 

 

서라벌고등학교 24 

11월 11월 12월 

대학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 비고 

서울대  25 30 25  20 
한국사 3등급 이내 만점          

4등급 부터 -0.4점씩 차 

연세대 

 20 

30 20 30 
한국사 4등급 이내 만점          

5등급 부터 -0.2점씩 차 고려대 

서강대 35 30  15 
한국사 4등급 이내 만점      

 5등급 부터 -0.4점씩 차 

성균관대 

30 20  30 

한국사 4등급 이내 만점      

 5등급 부터 -1점씩 차 

한양대 
한국사 4등급 이내 만점      

 5등급 부터 -0.1점씩 차 

이화여대  25 25 25 25 
한국사 4등급 이내 만점      

 5등급 부터 -0.2점씩 차 



유석용 

2017 대학별 수능 반영 비율(인문/사회) 

 

서라벌고등학교 25 

11월 11월 12월 

대학 국어 수학(가) 수학(나) 영어 사탐 과탐 비고 

중앙대 30 30 30  
10  

제2/한문 : 사탐1대체 

한국사 4등급 이내 만점          

5~7등급  -0.2점씩 차 

경희대 
30/2

0 
25/35  25 

한국사5+사탐15 

제2/한문 : 사탐1대체 

한국사 3등급 이내 만점          

4등급 부터 -5점씩 차 

한국외대 30 25  30 
15   

제2/한문 : 사탐1대체 

한국사 3등급 이내 만점          

4등급 부터 -0.2점씩 차 

서울시립

대 
28.6  28.6  28.6 

 14.2  

제2/한문 : 사탐1대체 

한국사 3등급 이내 만점          

4등급 부터 -2점씩 차 

건국대 
30 

25 35  10  제2/한문 : 사탐1대체 한국사 5등급 이내 만점          

동국대 
25 25   

20  제2/한문 : 사탐1대체 한국사 3등급 이내 만점 

홍익대 25  25 한국사 3등급 이내 만점 



유석용 

2017 대학별 수능 반영 비율(자연2) 

 

서라벌고등학교 26 

11월 11월 12월 

대학 국어 수학(가) 영어 사탐 과탐 비고 

중앙대 

 20  

30 

20  

  30 
한국사 4등급 이내 만점          

5~7등급  -0.2점씩 차 

경희대 35 
한국사

5 
20 

한국사 4등급 이내 만점          

5등급 부터 -6점씩 차 

서울시립대 30   30 
한국사 3등급 이내 만점          

4등급 부터 -2점씩 차 

건국대 30 30    20 한국사 5등급 이내 만점          

동국대 30 25  25 한국사 3등급 이내 만점          

홍익대 (33.3)  33.3 (33.3)    33.3 한국사 3등급 이내 만점          



유석용 

2017 정시모집 충원합격자 발표 최종등록 
2017.2.17(금)16:00 

서라벌고등학교 27 

11월 11월 12월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 발표 전화 개별  통보 

서울대 
1차 2017.2.7(화)14:00  ~  3차 

2.15(화)21:00 

연세대 
1차 2017.2.7(화)08:00  ~  5차 

2.13(화)08:00 

6차 이후 

2017.2.14(화)08:00~2.16(목)21:00 

고려대 
1차 2017.2.7(화)10:00  ~  8차 

2.16(목)10:00 
9차 이후 2017.2.16(목)14:00~21:00 

서강대 
1차 2017.2.7(화)10:00  ~  2차 

2.9(목)00:00 
3차 이후 ~  

성균관대 1차 2017.2.7(화)  ~  2.16(화)21:00(일정 별도공지) 

한양대 1차 2017.2.7(화)  ~  2.16(화)21:00(일정 별도 공지) 

이화여대 1차 2017.2.7(화)  ~  2.16(화)21:00(일정 별도 공지) 



유석용 

2017 정시모집 충원합격자 발표 최종등록 
2017.2.17(금)16:00 

서라벌고등학교 28 

11월 11월 12월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 발표 전화 개별 통보 

중앙대 1차 2017.2.7(화)  ~  2.16(화)21:00(일정 별도 공지) 

경희대 
1차 2017.2.8(수)14:00  ~  2차 

2.10(금)14:00 

3차 이후 

2017.2.14(화)08:00~2.16(목)21:00 

한국외대 1차 2017.2.7(화)  ~  2.16(화)21:00(일정 별도 공지) 

서울시립

대 

1차 2017.2.7(화)17:00  ~  3차 

2.13(월)17:00 

4차 이후 

2017.2.14(화)20:00~2.16(목)21:00 

건국대 1차 2017.2.7(화)9:30  ~  2.16(화)21:00(일정 별도 공지) 

동국대 1차 2017.2.7(화) ~  2.16(화)21:00(일정 별도 공지) 

홍익대 1차 2017.2.7(화)  ~  2.16(화)21:00(일정 별도 공지) 

숙명여대 2차 2017.2.7(화)12:00  ~  2.16(화)21:00(일정 별도 공지) 



유석용 서라벌고등학교 29 

11월 11월 12월 

[지원합격전략] 
서연고 

서성한이중경외시 
건동홍숙 



유석용 

2017 정시모집 서울대 가군 합격 지원 전략 

서라벌고등학교 30 

11월 11월 12월 

□ 선발 방법 : 수능 100% 선발, 표+백   
□ 수시모집에서만 지원 미 충원 시 정시에 선발 : 인류학과, 언론정보학과, 통계학과, 지구환
경과학부, 에너지자원공학과, 원자핵공학과, 미술대학, 교육학과, 독어, 불어, 윤리,수학교육
과, 수의과대학, 음악대학, 자유전공학부 -15개 학과 
□ <가>군 일반전형 ❍ 의예과 : 25명 모집,  인문325+자연383=708명 선발 
※ 2016학년도 합격자 사례(등급 평균) : 총 34개 학과 –출처 : 대교협 
 - 인문: 경영대학 (1.1), 인문계열(1) ~ 지리교육,  ~ , 윤리교육, 역사교육과(1.3)-9개 학과 
 - 자연: 의예과(1), 수리과학부(1.2), 생명과학부(1.2) ~ 지구과학교육과, 건축학과(1.3)-25
개 학과 
 
□ 사회과학대학 학과별 모집, 직업탐구영역 응시 인정 모집단위 및 지정과목 변경 
 전공별 분리 선발 : 물리ㆍ천문학부(물리학, 천문학전공), 기계항공공학부(기계공학, 우주항공공학) 
 의과대학 인ㆍ적성면접 시간 변경(20분), 건축학과 수학가형만 가능 
□ 과학탐구 2과목 응시 : 서로 다른 분야의 Ⅰ+Ⅱ 및 Ⅱ+Ⅱ 두 조합  중 선택, 동일 분야 Ⅰ+Ⅱ 
   (예: 화학Ⅰ+화학Ⅱ)는 인정하지 않음. 모집단위별 수능 성적 1배수 점수 폭의 3%를 가산 
□ 제2외국어/한문영역: 2등급 이내 감점 없음. 3등급부터 1점씩 감점함 
□ 수능 응시 형태에 따른 정시모집 일반전형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모집인원 : 22명 
    국, 수‘나’, 영, 한국사, 탐구 : 13명  /  국, 수‘가’, 영, 한국사, 탐구 : 9명 



유석용 

2016 정시 서울대 가군 충원합격자 선발 현황  
 

서라벌고등학교 31 

11월 11월 12월 

모집단위 1차  2차 3차 계 모집단위 1차  2차 3차 계 

인문계열  2 2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생산과학부  3 3 4 10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계열  2 2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과학부  1 1 2 

자연과학대학 수리과학부  1 1 2 농업생명과학대학 식품동물생명공학부 1 1 

자연과학대학 물리·천문학부  1 1 농업생명과학대학 응용생물화학부 1 2 3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1 1 2 농업생명과학대학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1 1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1 5 1 7 농업생명과학대학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5 2 7 

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부  2 2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1 1 

간호대학  12 3 2 17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2 2 

경영대학  2 2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2 2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1 1 3 5 사범대학 물리교육과  1 1 

공과대학 기계항공공학부  8 3 2 13 사범대학 화학교육과  1 1 2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1 1 2 사범대학 생물교육과  1 1 2 

공과대학 전기·정보공학부  8 2 10 사범대학 지구과학교육과  2 2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1 1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아동학부  1 1 2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14 7 4 25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2 2 

공과대학 건축학과  2 1 1 4 생활과학대학 의류학부 1 1 

공과대학 산업공학과  1 1 수의과대학 수의예과  1 1 

공과대학 조선해양공학과  1 1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3 2 5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  1 1 합계  83 39 25 147 



유석용 

2017 정시모집 연세대 나군 합격 지원 전략 

서라벌고등학교 32 

11월 11월 12월 

□ 선발 방법 : 수능(한국사 10+한국사 이외 과목900)+학생부교과50+출석25+봉사25)=1,010점 선
발,  표+백 
 
□ <나>군 일반전형  : 인문463+자연414=877명 선발 
❍ 의예과 : 22명 모집 ❍ 치의예과 : 19명 모집  
 
※ 2016학년도 합격자 사례(80% cut, 백분위) : 총 5개 학과 
 - 인문: 심리학과(97.5), 경영학과 , 실내건축학과(인문), 응용통계학과(97.1), ~ 간호학과((인
문)(95.3), 아동 가족학과(인문)(94.7)-27개 학과 
 - 자연: 의예과(98.7),  치의예과(97), 전기전자공학전공(94.8), 수학과(94.3), 생명공학(93.8), 화공
생명공학전공(93.7)~ 간호학과((자연)(92.7), 도시공학과(92.1)-23개 학과 
 

□  탐구과목은 응시한 2과목 반영  

- 사회탐구 과목은 자유선택, 과학탐구는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중 서로 다른 2과목 선택 
(1,2 구분 없음) 
- 과학탐구의 물리Ⅰ, 물리Ⅱ 과목을 선택한 경우 지원할 수 없음. 
- 「국어, 수학㈎, 영어, 과학탐구 또는 사회탐구」에 응시한 자는 인문계열로 교차지원이 가능. 
- 한국사 : 인문(1~3등급 만점, 4등급 이하 등급간 –0.2점) , 자연(1~4등급 만점, 5등급 이하 등급간 

–0.2점) 
□ 아동·가족학과, 생활디자인학과 : 자연 모집하지 않음, 아동·가족학과, 생활디자인학과 : 인문 2명
씩 증가  
    모집 단위 명칭 변경 : 정보산업공학과→산업공학과, 스포츠레저학과→스포츠응용산업학과 



유석용 

2017 정시모집 고려대 나군 합격 지원 전략 

서라벌고등학교 33 

11월 11월 12월 

□ 선발 방법 : 수능90+학생부교과8+비교과 2(출결, 봉사, 수상,  임원 중 2개)  표+백 
 
□ <나>군 일반전형  인문478+자연432=910명 선발 
❍ 의학과 : 25명 모집  
※ 2016학년도 합격자 사례(평균, 백분위) : 총 54개 학과 
 - 인문: 경영대학, 경제학과, 식품자원경제학과, 자율전공학부(389), 통계학과, 심리학과(388), ~ , 
철학과, 역사교육과, 지리교육과, 보건정책관리학부(385)-30개 학과 
 - 자연: 의학과(394), 사이버국방, 수학교육과, 가정교육과(384), 전기전자공학부, 화공생명공학과
(378.5), 간호학과(377.2), 생명공학부(376), ~ 식품공학과, 환경생태공학부, 지구환경과학과
(376)-24개 학과 
 

□ 사이버국방학과(12명) 수능70+학생부교과8+비교과 2+군면접/체력검정20-수가 또는 과탐 

1등급 필수 

- 탐구영역은 별도 지정과목이 없으며 반드시 2개 과목을 응시해야 함 
- 인문계 모집단위 탐구 영역의 2과목 중 한 과목은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대체 가능하며 백분
위를 활용하여 
본 대학교에서 산출한 탐구 영역 변환점수를 반영함(자연계 모집단위, 체육교육과는 대체불가) 
- 간호대학, 컴퓨터학과 모집단위는 수능 지정 응시 영역별로 선발함. 단, 지정 응시 영역별로 선발 
대상자가 없을 경우 타 지정 응시 영역에서 선발할 수 있음 -모집인원이 홀수일 경우 남은 1명은 
해당 모집단위 계열(㉮)에 우선 배정함. 예: 컴퓨터학과 23명(㉮: 12명, ㉯: 11명) 



유석용 

2017 정시모집 서강대 가군 합격 지원 전략 

서라벌고등학교 34 

11월 11월 12월 

□ 선발 방법 : 수능90+비교과 10(출결 5일 이내, 봉사 20시간 ),  표+백 
 
□ <나>군 일반전형 : 인문255+자연187=442명 선발 
 
※ 2016학년도 합격자 사례(80% cut, 대학별 환산점수) : 총 16개 학과 
 - 인문: 커뮤니케이션학부(528.31), 경제학부(528.19), 경영학부(528.15), ~ 인문계(526.89)-8개 
학과 
 - 자연: 기계공학전공(507.28), 컴퓨터공학전공(506.1), 화공생명공학전공(506.05),  수학전공
(505.96), 생명과학전공(505.83), ~ 물리학전공(504.97)-8개 학과 
 

□  지식융합학부는 정시모집에서 선발하지 않음. 단, 수시모집 합격자의 등록 결과에 따라 일부 

인원을 선발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지식융합학부는 인문·사회계열로 간주하여 선발함.  

-인문계, 영미문화계, 사회과학부로 입학한 학생은 2학기 이수 중 본인이 소속된 모집단위 내에서 반
드시 하나의 전공을 신청(모집단위 내 자유롭게 선택 가능).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제2외국어/한문은 사회/과학탐구 영역의 한 과목으로 대체하여 선택반영 
가능함 
(단, 제2외국어/한문은 응시하지 않아도 무방함) 
 
□ 인문계열 255명 (33명 감소), 자연계열 187명 (16명 증가) 



유석용 

2017 정시모집 성균관대 가/나군 합격 지원 전략 

서라벌고등학교 35 

11월 11월 12월 

□ 선발 방법 : 수능 100(예능계열 제외) ,  표+백 

 

□ <가>군 일반전형 : 인문166+자연208=374명 선발 
※ 2016학년도 합격자 사례(70% cut, 등급) : 총 7개 학과 
 - 인문: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사회과학계열(1.5)-3개 학과 
 - 자연: 반도체시스템공학(1.6),  소프트웨어학, 글로벌비이오메디켈공학, 공학계열, (1.8)-4개 학과 
□ <나>군 일반전형 : 인문213+자연158=371명 선발 
❍ 의예과 : <나>군(25명) 단독모집 
※ 2016학년도 합격자 사례(70% cut, 백분위) : 총 12 학과 
 - 인문: 글로벌리더학부, 경영학과(1.5), 인문과학계열(1.6), 교육학과, 한문교육과(1.7), 영상학과, 
의상학과(3)-7개 학과 
 - 자연: 의예과(1), 수학교육과, 전자전기공학부, 자연과학계열(1.8), 컴퓨터교육과(2)-5개 학과 
 
□ 탐구영역은 2개 과목을 반영함 
인문계 모집단위 지원자에 한하여 제2외국어/한문을 탐구영역 1개 과목으로 인정함 
(단, 제2외국어/한문 응시 여부와 상관없이 탐구는 2개 과목을 응시해야 함) 
□ 군 이동 인문 : 가군(사회과학계열,  글로벌경제학) 나군(인문과학계열, 경영학) 
 자연 : 가군(공학계열, 소프트웨어학, 글로벌바이오메디컬공학) 나군(수학교육, 자연과학계열, 전자
전기공학부) 



유석용 

2017 정시모집 한양대 가/나군 합격 지원 전략 

서라벌고등학교 36 

11월 11월 12월 

□ 다이아몬드7 학과 : 합격자 전원 4년 전액 장학금 지급 
❍ 자연계 : 융합전자공학부,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 에너지공학과, 미래자동차공학과 
❍ 인문/상경계 : 행정학과, 정책학과, 파이낸스경영학과 
□ <가>군 일반전형 : 수능 100% 선발(예능계열 제외) )(※ 장학금 지급 학점 유지조건 : 직전학기 성
적 3.5 이상) 
❍ 최초합격자 전원 4년 50% 장학금 지급(예능계열 및 특별전형 제외)  : 인문69+자연100=169명 
선발 
※ 2016학년도 합격자 사례(백분위 평균=영역별 비율 미 반영) : 총 14개 학과 
 - 인문: 행정학과(96.72), 경영학과(96.53), 파이낸스경영학과(96.29),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96.1) , 관광학부(95.91), 연극영화학과(95.33)-6개 학과 
 - 자연: 미래자동차공학과(94.69), 에너지공학과(93.74), 화학공학과(93.57), ~ , 수학과(92.72), ~, 
컴퓨터전공(92.49)-8개 학과 
□ <나>군 일반전형 : 수능 90% + 학생부교과 10% 선발(예체능계열 제외) 
❍ 의예과 : <나>군(71명) 단독모집, 인문186+자연308=494명 선발 
※ 2016학년도 합격자 사례(백분위 평균=영역별 비율 미 반영)  총 32개 학과 
 - 인문: 정책학과(96.63), 정보시스템학과(96.44), 경영학부(96.27), ~ , 사학과(94.99) -15개 학과 
 - 자연: 의예과(97.82), 융합전자공학부(94.02), ~ , 화학과(92.54), 수학교육과(92.27), ~, 도시공
학과(91.48), 식품영양학과(자연)(88.5) -17개 학과 
□ 자연계열 과학Ⅱ과목에 변환표준점수의 3% 가산점 부여 •가군 수학교육과, 정보시스템학과로 이
동,  파이낸스경영학과(자연) 정시 모집  •나군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로 통합, 경영학과 단일모집 



유석용 

2017 정시모집 이화여대 가군 합격 지원 전략 

서라벌고등학교 37 

11월 11월 12월 

□ 선발 방법 : 수능100, 표+백 
 
□ <가>군 일반전형 : 인문316+자연249+통합110=675명 선발 
❍ 계열 구분 없이 선발 : 신산업융합대학(체육과학부 제외), 간호학부,  스크랜튼학부 
★ 계열 구분 선발 : 의예과(자연계열 22명, 인문계열 6명), 뇌·인지과학전공(자연계열 5명, 인문계열 
5명) 
❍ 초등교육과 12명 선발 
 
※ 2016학년도 합격자 사례(80% cut, 대학별 환산점수) : 총 20개 학과 
- 인문: 초등교육과(873), 국어교육과(869), 영어교육과(862), 경영학부(861), 신산업융합대학(853), 
스크랜튼학부(860), ~, 유아교육과(849)-12개 학과 
 - 자연: 의예과(875), 신산업융합대학(853), 스크랜튼학부(860),  수학교육과(849), ~ ,  컴퓨터공학
과(839)-8개 학과 

□ 국제학부 16명 (국제학 특기자전형으로 선발) : 1단계 서류100(3.5배수), 2단계 

1단계70+영어면접30 

- 탐구영역은 별도 지정과목이 없으며 반드시 2개 과목을 응시해야 함 
- 인문계 모집단위 탐구 영역의 2과목 중 한 과목은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대체 가능하며 백분위
를 활용하여 
본 대학교에서 산출한 탐구 영역 변환점수를 반영함(자연계 모집단위, 체육교육과는 대체불가) 
□ 916명(247명 감소)  •무용과 정시선발 없음  • 일부 모집 단위 단과대학 단위 광역 선발(인문과학
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신산업융합대학)  • 수능100 



유석용 

2017 정시모집 중앙대 가/나/다군 합격 지원 전략 

서라벌고등학교 38 

11월 11월 12월 

□ 선발방법 : 수능 100% 선발, 표+백 
□ 4년 장학금 지급 정시 일반전형 합격자 전원 –특성화 학과 (공공인재학부, 경영학부(글로벌금융), 국
제물류학과, 산업보안학과, 컴퓨터공학부(소프트웨어), 융합공학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 <가>군 일반전형 : 인문11+자연93=104명 선발  ❍ 의예과 : <가>군(30명) 단독모집  
※ 2016학년도 합격자 사례(등급 평균) : 총 3개 학과 
 - 인문: 산업보안학과(인문) (1.3)-1개 학과  - 자연: 의학부(1), 생명공학대학(안성)(2.7)-2개 학과 
□ <나>군 일반전형 : 인문185+자연110=295명 선발 
 - 동일계전형(55명 선발) 국30+수나30+영30+탐10 : 외국어/국제에 관한 교과(전문교과) 및 영어/사회
/제2외국어 관련 심화과목의 이수단위 합 30단위 이상인 자만 지원 가능 : 영어영문학과(18명), 유럽문화
학부(15명), 아시아문화학부(12명), 국제물류학과(10명) 
※ 2016학년도 합격자 사례(등급 평균) : 인문: 국제물류학과(1.5), 사화과학대학 (1.5), 인문대학(1.6)-3
개 학과 
□ <다>군 일반전형 : 인문232+자연168=400명 선발(주력) 
※ 2016학년도 합격자 사례(등급 평균) : 총 6개 학과 
 - 인문: 경영경제대학 (1.2), 간호학과(인문)(1.5)-2개 학과 
 - 자연: 창의ICT공과대학,(1.6), 컴퓨터공학부(1.6), 자연과학대학(1.7), 간호학과(자연)(1.9)-4개 학과 
□ 모집 군 변경(수능 일반전형) : 사회과학대학 : 가, 나군 → 나군, 사범대학 : 가, 나군 → 다군,  
   경영경제대학 : 나, 다군 → 다군[인문 산업보안학과(가군), 국제물류학과(나군)선발, 자연 산업보안학과 : 가군 → 
나군] ,  
   공과대학: 가, 다군 → 나군, 창의ICT공과대학 : 가, 다군 → 다군(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 : 가군 → 나군),  
   생명공학대학 : 가, 다군 → 가군, 적십자간호(자연) : 가, 다군 → 다군 



유석용 

2017 정시모집 경희대 가(서울)/나(경기)군 합격 지원 전략 

서라벌고등학교 39 

11월 11월 12월 

□ 선발 방법 : 수능 100% 선발,  표+백 
□ <가>군  서울  일반전형 : 인문437+자연193=630명 선발 
❍ 의예과 : 23명 , 치의예과 : 17명 모집 ❍ 한의예과 : 인문 12명 , 자연 30명 모집  
❍ 간호학과 : 인문 13명 , 자연 14명 모집  
※ 2016학년도 합격자 사례(80% cut, 대학별 환산점수) )-34개 학과 
 - 인문: 한의예과인문(469.94), 회계세무학과(458.28), 언론정보학과(455.7), 경영학과(455.31)~ , 
Hospitality경영학부(454.03), 간호학과인문(452.1), ~, 아동가족학과 (450.28)-21개 학과 
 - 자연: 의예과(455.01), 치의예과(449.06), 한의예과(447.66), 정보디스플레이학과(438.72), 수학
과(436.13),간호학과자연(434.11), 식품영양학과(433.08), 지리학과자연(429.36)-13개 학과 
 

□ <나>군 경기 일반전형 : 인문144+자연379=523명 선발 
※ 2016학년도 합격자 사례(80% cut, 대학별 환산점수) )-21개 학과 
- 자연:  건축학과(443.93), 화학공학과(436.79), 생체의공학과(433.41), 응용수학과(432.66), ~, 건
축공학과(426.86), 한방재료공학과(426.16), 원예생명공학과(425.96)-21개 학과 
● 탐구영역에 가산점 또는 별도의 지정과목은 없음. 
● 인문/사회계열 모집단위 지원자가 제2외국어/한문에 응시한 경우, 본교의“탐구영역 백분위변환표
준점수”를 적용하여 수험생에게 유리한 경우 제2외국어/한문 성적을 사회탐구영역의 한 과목 성적으
로 반영 
□ 가/나군 분할 모집하던 경영학과가 가군 단일모집으로 변경  
    한국사 5% 반영 추가로 인해 영어 반영비율 5% 감소(인문/사회: 30%→25%, 자연:30%→25%) 



유석용 

2017 정시모집 한국외대(서울) 가/나군 합격 지원 전략 

서라벌고등학교 40 

11월 11월 12월 

□ 선발 방법 : 수능 90+학생부교과 10 , 표+백 
❍ 서울캠퍼스 : 인문계열 ( 참고. 글로벌캠퍼스 : 인문, 자연계열 ) 
 
□ <가>군 일반전형 : 인문 190명 선발 
※ 2016학년도 합격자 사례(80% cut, 대학별 환산점수) )-15개 학과 
 - 인문: 영어교육과(861.2),  한국어교육과(855), 베트남어학과(854.1), ~ , 인도어과(850.4), 말레
이인도네시아과(850.2),  ~ , 몽골어과(847.9),  ~ , 독일어교육과(843.7), 프랑스어교육과(839.9)-
15개 학과 
□ <나>군 일반전형 :  인문 370명 선발 
※ 2016학년도 합격자 사례(80% cut, 대학별 환산점수) )-20개 학과 
- 인문: Language&Trade학부, Language&Diplomacy학부(867.5), 국제통상학과(861.8),  경영
학부(852.8). ~ , 노어과(849),  경제학부(848.2), ~ , 영미문학 문화학과(845.5),  어중국외교통상
학부(835.4)-20개 학과 
 
□ 수능 반영 비율(점수) : 국30+수나25+영30+사탐15(270+225+270+135=900점 만점) 
    교과 반영 비율(점수) : 국30+수나20+영30+사탐20(100점 만점) 
    인문계열 : 사회/과학탐구 영역에서 변환표준점수 상위 2과목을 선택, 합산하여 반영 
    사회탐구 영역 응시자에 한하여 제2외국어 및 한문을 사회탐구 영역 1과목으로 대체 
 
□ 나군에서 모집하던 영어학과(20명), 국제학부(11명)를 가군에서 모집(가군 32명 증가, 나군 45
명 감소) 



유석용 

2017 정시모집 한국외대 가/나/다군 합격 지원 전략 

서라벌고등학교 41 

11월 11월 12월 

전형 구분 가군 나군 다군 

일 반 전 형  

수능 90% + 학생부교과 10% 

서울캠퍼스 

영어학과 

동양어대학 전 모집단위, 

중국언어문화학부, 일본언어문화학부, 

사범대학 전 모집단위 

국제학부 

글로벌캠퍼스  

국제지역대학 전 모집단위 

서울캠퍼스  

영미문학․문화학과, EICC학과, 

서양어대학 전 모집단위, 

중국외교통상학부, 융합일본지역학부,  

사회과학대학 전 모집단위,  

상경대학 전 모집단위,  

경영대학, Language&Diplomacy학부, 

Language&Trade학부 

글로벌캠퍼스  

인문대학 전 모집단위,  

동유럽학대학 전 모집단위, 

공과대학 전 모집단위 

바이오메디컬공학부 

글로벌캠퍼스  

통번역대학 전 모집단위, 

경상대학 전 모집단위,  

자연과학대학 전 모집단위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특별전형 

수능 90% + 학생부교과 10% 

(정원 외) 

- 

서울캠퍼스  

영미문학․문화학과, EICC학과, 

서양어대학 전 모집단위, 

중국외교통상학부, 융합일본지역학부,  

사회과학대학 전 모집단위,  

상경대학 전 모집단위,  경영대학 

글로벌캠퍼스  

통번역대학 전 모집단위,  

경상대학 전 모집단위,  

자연과학대학 전 모집단위 



유석용 

2017 정시모집 서울시립대 가/나군 합격 지원 전략 

서라벌고등학교 42 

11월 11월 12월 

□ 선발 방법 : 수능 100 , 표+백 
 
□ <가>군 일반전형 : 인문187+자연307=494명  선발 (주력) 
※ 2016학년도 합격자 사례(백분위 평균) : 총 14개 학과 
 - 인문: 세무학과(95.8), 도시행정학과(95.4), 행정학과(94.1), 경제학부(94), ~ , 자유전공학부, 국
사학과(93.4), 영어영문학과(93), 경영학부(92.8),  국어국문학과(92.6), 사회복지학과(92.7), 철학과
(92.6)-12개 학과 
 - 자연: 통계학과(91.4),  기계정보공학과(91.3), ~ , 도시공학과(90.5), ~ , 수학과(90.1), ~ ,  토목
공학과(88.6), ~ , 교통공학과(88), ~ , 조경학과(87.5), 환경원예학과(87), 환경조각학과(71.7)-19개 
학과 
 
□ <나>군 일반전형 : 인문 86 명 선발 
❍ 경영학부, 자유전공학부 : 단독모집 
※ 2016학년도 합격자 사례(백분위 평균)  총 2개 학과 
 - 인문: 자유전공학부(93.4), 경영학부(92.8)-2개 학과 
 
□ 인문계열 : 사회/과학탐구 영역에서 변환표준점수 상위 2과목을 선택, 합산하여 반영 
    사회탐구 영역 응시자에 한하여 제2외국어 및 한문을 사회탐구 영역 1과목으로 대체 
□ 경영학부 나군에서만 모집 64명, 예체능계열 음악학과 가군 29명 
    일반전형 가군 인문계열 187명, 자연계열 307명 총 494명(269명 감소) 
    일반전형 나군 인문계열 86명(8명 감소) 



유석용 

2017 정시모집 건국대 가/나/다군 합격 지원 전략 

서라벌고등학교 43 

11월 11월 12월 

□ 선발방법 : 수능90+학생부교과10 , 표+백 [2016 PRIME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 
사업 선정] 
□ <가>군 KU일반전형 : 인문96+자연455=501명 선발 
※ 2016학년도 합격자 사례(80% cut, 대학별 환산점수) )-15개 학과 
 - 인문: 영어교육과(579.5), 국제무역학과(579), 글로벌비즈니스학부(577.9), 일어교육과(575.9)-
4개 학과 
 - 자연: 수의예과(574.8), 화학공학과(562.1), 기계공학과(561.8), 수학교육과(560.1),  ~ , 컴퓨터
공학과(556.9),  ~ , 인터넷미디어공학과(555.1), 물리학과(551.4)-11개 학과 
□ <나>군 KU일반전형 :인문343+자연186=529명 선발  
※ 2016학년도 합격자 사례(80% cut, 대학별 환산점수) )-30개 학과 
 - 인문: 문화콘텐츠학과(580.5),  경영학과(578.5), 응용통계학과(578.3),  부동산학과(576.5), ~ , 
사학과, 철학과(575.3), 융합인재학부(560.4)-13개 학과 
 - 자연: 융합신소재공학과(564.5),  생명과학특성학과(563.7), 화학과(563.7),  수학과(560.8), ~ , 
줄기세포재생생물학과(556.8),  ~ , 인프라시스템공학과(552.5),  ~ , 사회환경플랜트공학과
(548.9)-17개 학과 
□ <다>군 KU일반전형 : 인문16+자연신설 (KU융합과학기술원 140, 8개 학과)=156명  선발  
※ 2016학년도 합격자 사례(80% cut, 대학별 환산점수) )-3개 학과 
 - 인문: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591.2), 영어영문학과(586), 지리학과(583.1)-3개 학과 
□  탐구영역은 2과목을 응시해야 함(2과목 반영) 
※ 인문계에 한하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탐구(사회탐구/과학탐구) 영역의 1개 과목으로 대체 가
능 
□ 프라임 사업으로 인한 학과 및 모집단위 구조 조정 실시  



유석용 

2017 정시 건국대 자연계열 다군 모집 신설 : KU융합과학기술원 140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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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1월 12월 

모집단위 모집인원 모집단위 모집인원 

미래에너지공학과 16 줄기세포재생공학과 23 

스마트운행체공학과 18 의생명공학과 10 

스마트ICT융합공학과 18 시스템생명공학과 15 

화장품공학과 18 융합생명공학과 22 



유석용 

2017 정시모집 동국대 가/나군 합격 지원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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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1월 12월 

□ 선발 방법 : 수능 100, 표+백  
□ 바이오시스템대학(생명과학과, 바이오환경과학과, 의생명공학과, 식품생명공학과)에 합격한 최초
합격자에 장학금 혜택을 부여함. 
□ <가>군 일반전형 : 인문267+자연239=506명  선발 
※ 2016학년도 합격자 사례(백분위 평균) : 총 16개 학과 
 - 인문: 광고홍보학과(92), 국제통상학부, 영어영문학부(91),  ~ , 북한학 전공(91), ~, 불교학부
(88)-9개 학과 
 - 자연: 화공생물공학과(87),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전자전기공학부(86), 컴퓨터공학전공(85), 건
축공학부(83), 멀티미디어공학과(83), 가정교육과(82)-7개 학과 
□ <나>군 일반전형 : : 인문195+자연285=480명  선발 
※ 2016학년도 합격자 사례(백분위 평균)  총 24개 학과 
 - 인문: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국어교육과, 국어국문문예창착학부(92), ~ , 경제학과(91), ~ , 사
학과, 지리교육과(91), ~ , 철학과(87)-13개 학과 
 - 자연: 수학교육과, 통계학과, 수학과, 화학과(88), 융합에너지신소재공학과, 의생명공학과(87), 산
업시스템공학과, 물리반도체과학부(84), 바이오환경과학과(83), 건설환경공학과(82)-11개 학과 
□ 인문계열/예체능계열ⅠㆍⅡ 지원자 중 제2외국어/한문의 변환표준점수가 탐구영역의 2개 과목 중 
1개 과목의 변환표준점수와 비교하여 더 우수한 경우 탐구영역 1개 변환표준점수와 자동 대체 
□ 학과별 모집 : 경영학부에서 경영대학 경영학과/회계학과/경영정보학과 
    가군→나군 : 생명과학과, 식품생명공학과    나군→가군 : 체육교육과 



유석용 

2017 정시모집 홍익대 나군(미술)/다군 합격 지원 전략 

서라벌고등학교 46 

11월 11월 12월 

□ 선발 방법 : 수능100 , 표준점수 
 
□ <다>군 일반전형 : 인문358+자연459=817명  선발 
※ 2016학년도 합격자 사례(평균, 대학별 환산점수) : 총 16개 학과 
 - 인문: 국어교육과(513.61), 영어교육과(513.11), 경영학부(511.7), 영사교육과(510.67), 법학부
(510.57), 국어국문학과(510.15), 영어영문학과(509.77),  불어불문학과(508.46), 교육학과
9508.26), 독어독문학과(570), 서울캠퍼스 자율전공(392.98)-11개 학과 
 - 자연: 건축학부(380.74),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380.22),  신소재화공시스템공학부(379.78), 
수학교육학과(379.53), 정보컴퓨터공학부(376.56)-5개 학과 
□ <나>군 미술대학 : 114명 모집 
□ 캠퍼스자율전공(인문·예능) :  국어, 수학 가/나, 영어, 사탐/과탐 중 택 3/캠퍼스자율전공(자연·예
능) : 국어, 수학 가, 영어, 과탐 중 택 3 /자연계열/인문계열의 경우 수능 반영영역에 제시된 4가지 
영역을 모두 응시해야 함. 
 
※ 사탐/과탐 : 선택한 두 과목의 표준점수 합 (제2외국어 /한문영역 사탐 1과목으로 대처 불가) 
※ 각 영역별 반영비율은 동일함. 
□ 다군 자율전공을 인문·예능, 자연·예능으로 각각 선발하고(119명→인문 101명, 자연 119명), 나
군에서 선발하던 학과는 다군에 인원을 늘려 모집함. 구체적으로 전자전기공학부(52명→77명), 정
보컴퓨터공학부(53명→79명), 경영학부(69명→105명) 인원이 늘어남. 



유석용 

2017 정시모집 숙명여대 가군(예체능)/나군 합격 지원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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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1월 12월 

□ 선발 방법 : 수능100  백분위 
 
□ <나>군 일반전형 :  인문473+자연287=760명  선발 
※ 2016학년도합격자 사례(백분위 평균) : 총 34개 학과 
 - 인문: 미디어학부, 글로벌협력전공, 사회심리학과(91), 경영학부,  ~ .법학부(90), 행정학과(90), 
교육학부, ~,아동복지학부(89),  ~ , 일본학과, 독일언어문화학과, 가족자원경영학부(88)-25개 학과 
 - 자연: 통계학과(89), 화공생명공학부, 의류학과(88), IT공학과(87), 수학과, 화학과(85), 식품영양
학과, 나노영양학과(84), 컴퓨터과학부(84)-9개 학과 
 
□ <가>군 예체능 : 224명 모집 
 
□ 수능 한국사 가산점 : 전형총점에 1~3등급(+3점), 4~6등급(+2점), 7~9등급(+1점)의 가산점 부
여 
- 인문계 모집단위, 의류학과에서는 제2외국어/한문 영역을 사회탐구영역 1개 과목으로 대체 가능. 
- 탐구영역은 지원자가 응시한 2개 과목 백분위의 단순평균값을 적용하며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탐구영역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2과목 모두 응시. 
- 응용물리전공  : 과탐 물리 선택 시 20% 가산점 인정. 
□ 대형 프라임사업 선정으로 공과대학 모집인원 확대로 인해 모집단위별 정시모집에 인원변동이 많
음  
(인문계열 510명→473명 감소, 자연계열 이과 144명→80명 감소, 자연계열 공과 45명→173명 증
가) 



유석용 

2017 정시모집 숙명여대 수능 반영영역 및 반영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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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1월 12월 

구분  

반영영역 및 반영비율(%) 

비고 
국어 

수학 
영어 

사탐 
(2과목) 

과탐 
(2과목) 가 나 

인문계(경상대학제외) 인문계형 30 20 30 20 

경상대학 인문계형 25 25 30 20 

화학과,  생명시스템학부 자연계형 25 30 25 20 

수학과 자연계형 (30) 50 (30) 20 국어 또는 영어 중 택1 

통계학과 
자연계형 (30) 50 (30) 20 국어 또는 영어 중 택1 

인문계형 (30) 50 (30) 20 자연75% / 인문25 %선발 

화공생명공학부, IT공학전공,
전자공학전공, 
컴퓨터과학전공, 기계시스템
학부, 기초공학부 

자연계형 20 30 30 20 

응용물리전공 자연계형 20 30 20 30 
응용물리전공 지원자는 과학탐구영
역에서 물리 선택 시 물리점수에 

20% 가산점 부여 

소프트웨어융합전공 
자연계형 20 30 30 20 

자연, 인문 50%선발 
인문계형 20 30 30 20 

의류학과 
자연계형 30 10 40 20 

자연20% / 인문80% 선발 
인문계형 30 10 40 20 

식품영양학과 자연계형 25 25 30 20 



유석용 

2017학년도 정시모집 선발 군별 배치표(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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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1월 12월 

가군 나군 다군 

•서울대 : 인문계열 
•연세대 : 인문계열 

•고려대 : 인문계열 

•성균관대 : 글로벌 경영, 사회과학계열 

•서강대 : 인문계열 

•한양대 : 파이낸스경영, 행정,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등 

•이화여대 : 인문계열 

•성균관대 : 글로벌경제, 글로벌리더,  

경영학, 인문과학계열 등 

•한양대 : 정책학과, 경영학과 등 

•중앙대 : 국제물류학과 등 

•한국외대 : LD학부, LT학부 등 

•중앙대 : 경영경제, 사범대학 등 

 

•건국대 : 경영,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등  

•홍익대 : 국어교육, 경영학부 등 



유석용 

2017학년도 정시모집 선발 군별 배치표(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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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1월 12월 

가군 나군 다군 

•서울대 : 자연계열 
•연세대 : 자연계열 

•고려대 : 자연계열 

•성균관대 : 반도체시스템공학,  소프트웨

어학, 공학계열 등 

•한양대 : 미래자동차공학, 에너지공학, 

수학교육 등 

•서강대 : 자연계열 

•이화여대 자연계열 

•성균관대 : 수학교육, 자연과학계열, 전

기전자공학부 등 

•한양대 : 컴퓨터소프트웨어학, 융합전자

공학 등 

•중앙대 : 공과대학 등 

 

•중앙대 : 자연 – 창의ICT 공과대

학, 적십자 간호 등 



유석용 

2017학년도 정시모집 선발 군별 배치표    

 

서라벌고등학교 51 

11월 11월 12월 

인문계열 자연계열 

가 나 다 가 나 다 

서울대 연세대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고려대 한양대 고려대 

한양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성균관대 성균관대 중앙대 

중앙대  중앙대 중앙대 중앙대 

이화여대 이화여대 



유석용 

2017학년도 정시모집 선발 군별 배치표    

 

서라벌고등학교 52 

11월 11월 12월 

인문계열 자연계열 

가 나 다 가 나 다 

경희대(서울) 서울시립대 경희대(서울) 

한국외대 한국외대 건국대 서울시립대 건국대 건국대 

서울시립대 건국대 홍익대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건국대 동국대 동국대 숙명여대 

동국대 숙명여대 경희대(경기) 

한국외대(글) 한국외대(글) 한국외대(글) 한국외대(글) 한국외대(글) 한국외대(글) 



유석용 서라벌고등학교 53 

11월 11월 12월 

교
대 

한
의
예
과 

치
의
예
과 

의
예
과 



유석용 

2017학년도 의대 정시 모집 군별 모집 인원   

 

서라벌고등학교 54 

11월 11월 12월 

대학명 가 나 다 대학명 가 나 다 

가천대 13 고신대 26 

가톨릭관동대 20 단국대(천안) 40 

가톨릭대 25 대구가톨릭대 25 

건양대 18 동아대 35 

경북대 28 부산대 20 

경상대 33 서남대 19 

경희대 23 서울대 25 

계명대 36 성균관대 25 

고려대 25 순천향대 43 



유석용 

2017학년도 의대 정시 모집 군별 모집 인원   

 

서라벌고등학교 55 

11월 11월 12월 

대학명 가 나 다 대학명 가 나 다 

아주대 12 인하대 9 

연세대 22 전남대 39 

연세대(원주) 11 전북대 28 

영남대 38 조선대 36 

울산대 16 중앙대 30 

원광대 37 충남대 34 

을지대 22 충북대 22 

이화여대 22/6 한림대 54 

인제대 30 한양대 71 

의대 총계(총 36개교) 460 348 210 



유석용 

의학계열 선호도 별 현황   
 

서라벌고등학교 56 

11월 11월 12월 

구분 대학 특징 

1  서울대 연세대 가톨릭대 성균관대 울산대 최상위권 의대 

2 고려대 경희대 한양대 중앙대 이화여대 서울 상위권 의대 

3 연세대원주, 한림대, 인제대, 단국대, 순천향대 
수도권에서 선호도가 

높은 의대 

4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지방 거점 국립 의대 

5 아주대, 가천대, 인하대 수도권 의대 



유석용 

2015학년도 가군 의대 정시 결과  

 

서라벌고등학교 57 

11월 11월 12월 



유석용 

2016학년도 가군 의대 정시 결과  

 

서라벌고등학교 58 

11월 11월 12월 

소재지 대학명 전형명 계열 학과명 반영기준 점수구분 반영점수 

강원 가톨릭관동대학교 수능전형(가) 자연 의학과 80% Cut 수능 등급 1.0 

강원 가톨릭관동대학교 일반전형(가) 자연 의학과 80% Cut 수능 등급 1.1 

경남 경상대학교 일반 전형 자연 의예과 평균 수능 등급 1.3 

서울 경희대학교 일반(가군) 자연 의예과(자연계열) 80% Cut 대학별 환산점수 455.01 

부산 동아대학교 가군 일반학생 자연 의예과 80% Cut 수능 등급 1.7 

서울 서울대학교 일반전형 자연 의예과 평균 수능 등급 1.0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수능전형 자연 의예과 80% Cut 대학별 환산점수 875 

경남 인제대학교 일반학생 자연 의예과 80% Cut 대학별 환산점수 525 

전북 전북대학교 일반학생 전형 자연 의예과 평균 수능 등급 1.3 

광주 조선대학교 가군 일반 자연 의예과(자연과학) 평균 수능 등급 1.3 

서울 중앙대학교 정시-수능일반전형 자연 의학부(의예) 평균 수능 등급 1.0 

대전 충남대학교 일반전형 자연 의예과 평균 대학별 환산점수 195.39 

충북 충북대학교 일반 자연 의예과 평균 대학별 환산점수 792.56 



유석용 

2015학년도 나군 의대 정시 결과  

 

서라벌고등학교 59 

11월 11월 12월 



유석용 

2016학년도 나군 의대 정시 결과  

 

서라벌고등학교 60 

11월 11월 12월 

소재지 대학명 전형명 계열 학과명 반영기준 점수구분 반영점수 

강원 한림대학교 일반전형 자연 의예과 평균 수능 등급 1.2 

경기 가천대학교 일반전형1 자연 의예과 70% Cut 백분위 97 

대전 을지대학교 일반학생전형 자연 의예과 평균 백분위 96 

서울 성균관대학교 정시(나) 자연 의예과 70% Cut 수능 등급 1.0 

서울 고려대학교 일반전형 자연 의학과 평균 백분위 394 

서울 연세대학교 일반전형(정시) 자연 의예과 80% Cut 백분위 98.7 

서울 가톨릭대학교 일반전형 자연 의예과 평균 백분위 98 

울산 울산대학교 일반전형 자연 의예과 평균 수능 등급 1.0 

전북 원광대학교 일반 자연 의예과 90% Cut 수능 등급 1.4 



유석용 

2015학년도 다군 의대 정시 결과  

 

서라벌고등학교 61 

11월 11월 12월 



유석용 

2016학년도 다군 의대 정시 결과  

 

서라벌고등학교 62 

11월 11월 12월 

소재지 대학명 전형명 계열 학과명 반영기준 점수구분 반영점수 

경북 대구가톨릭대학교 일반 자연 의예과 80% Cut 백분위 94 

대구 계명대학교 일반전형 자연 의예과 평균 백분위 385 

부산 고신대학교 일반전형 자연 의예과 평균 수능 등급 1.3 

충남 단국대학교 일반학생 자연 의예과 평균 대학별 환산점수 97.79 



유석용 

2017학년도 치대 정시 모집 군별 모집 인원   

 

서라벌고등학교 63 

11월 11월 12월 

대학명 가 나 다 

강릉원주대 32 

경북대 12 

경희대 17 

단국대(천안) 70 

연세대 19 

원광대 47/6 

전북대 14 

조선대 11/11(지역인재) 

부산대(학/석사) 15 

전남대(학/석사) 15/13(지역인재) 

치대 합계(총 10개교) 108 142 32 



유석용 

2015학년도 치대 정시 결과  

 

서라벌고등학교 64 

11월 11월 12월 



유석용 

2016학년도 치대 정시 결과  

 

서라벌고등학교 65 

11월 11월 12월 

소재지 대학명 모집군 전형명 계열 학과명 반영기준 점수구분 반영점수 

광주 조선대학교 가 가군 일반 자연 
치의예과(자연과

학) 
평균 수능 등급 1.3 

전북 전북대학교 가 일반학생 전형 자연 치의예과 평균 수능 등급 1.5 

서울 경희대학교 가 일반(가군) 자연 
치의예과(자연계

열) 
80% Cut 대학별 환산점수 449.06 

전북 원광대학교 나 일반 자연 치의예과 90% Cut 수능 등급 1.5 

서울 연세대학교 나 일반전형(정시) 자연 치의예과 80% Cut 백분위 97 

충남 단국대학교 나 일반학생 자연 치의예과 평균 대학별 환산점수 96.78 

강원 강릉원주대학교 다 다군 일반학생 자연 치의예과 80% Cut 수능 등급 1.6 



유석용 

2017학년도 한의대 정시 모집 군별 모집 인원   

 

서라벌고등학교 66 

11월 11월 12월 

대학명 가 나 다 

가천대 10/10 

경희대 30/12 

대구한의대 35/14 

대전대 14/9/5/3(지역인재) 

동국대(경주) 30(자연) 

동신대 20 

동의대 22/8 

상지대 인문자연58/2(지역인재) 

세명대 16 

우석대 21(자연) 

원광대 33/16 

부산대(학석사) 7(자연) 

한의대 합계(총 12개교) 93 192 90 



유석용 

2016학년도 한의대 정시 모집 결과   

 

서라벌고등학교 67 

11월 11월 12월 

소재지 대학명 모집군 전형명 계열 학과명 반영기준 점수구분 반영점수 

전남 동신대학교 가 일반학생 자연 한의예과 80% Cut 백분위 392 

대전 대전대학교 가 일반전형 자연 한의예과 평균 백분위 383 

서울 경희대학교 가 일반(가군) 자연 한의예과(자연계열) 80% Cut 대학별 환산점수 447.66 

서울 경희대학교 가 일반(가군) 인문 한의예과 80% Cut 대학별 환산점수 469.94 

경북 대구한의대학교 나 일반 자연 한의예과 평균 수능 등급 1.2 

부산 동의대학교 나 일반학생 자연 한의예과 평균 수능 등급 1.4 

전북 원광대학교 나 일반 자연 한의예과 90% Cut 수능 등급 1.7 

경기 가천대학교 나 일반전형1 자연 한의예과 70% Cut 백분위 95 

충북 세명대학교 나 일반 자연 한의예과 80% Cut 백분위 95 

전북 우석대학교 나 일반학생 자연 한의예과 100% Cut 대학별 환산점수 762.6 

경북 동국대학교(경주) 다 일반 자연 한의예과 평균 수능 등급 1.6 



유석용 

2017학년도 교대 정시 모집 군별 모집 인원(일반학생 기준)   

 

서라벌고등학교 68 

11월 11월 12월 

대학명 가 나 다 

서울교대 141 

이화여대 12(수학나형) 

경인교대 258 

한국교원대 45 

춘천교대 135 

청주교대 175 

공주교대 173 

전주교대 220 

광주교대 143 

대구교대 180 

부산교대 155 

진주교대 158 

제주대 63 

교대 합계(총 13개교) 57 1,738 63 



유석용 

2015학년도 교대 정시 모집 합격자 결과(백분위 합 평균) 

서라벌고등학교 69 

11월 11월 12월 

대학명 가 나 다 

서울교대 371.7 

이화여대 385.9 

경인교대 376.3 

한국교원대 380.3 

춘천교대 360 

청주교대 349.4 

전주교대 358.4 

광주교대 368.2 

대구교대 364.3 

부산교대 365.9 

진주교대 355.4 



유석용 

2016학년도 교대 정시 모집 합격자 결과   

 

서라벌고등학교 70 

11월 11월 12월 

소재지 대학명 모집군 전형명 계열 학과명 반영기준 점수구분 반영점수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가 수능전형 인문 초등교육과 80% Cut 대학별 환산점수 873 

충북 한국교원대학교 가 일반전형 인문 초등교육과 평균 대학별 환산점수 96.61 

강원 춘천교육대학교 나 일반학생 인문 초등교육학과 평균 등급 1.8 

경남 진주교육대학교 나 일반전형 인문 초등교육과 평균 대학별 환산점수 382.66 

대구 대구교육대학교 나 일반학생 전형 인문 초등교육학과 평균 대학별 환산점수 373.21 

부산 부산교육대학교 나 일반 전형 인문 초등교육학과 평균 백분위 93 

서울 서울교육대학교 나 일반전형 인문 초등교육학과 70% Cut 대학별 환산점수 327.43 

인천 경인교육대학교 나 일반학생 인문 초등교육과 평균 대학별 환산점수 762.3 

전북 전주교육대학교 나 일반학생 인문 초등교육과 평균 등급 1.9 

충남 공주교육대학교 나 일반학생 인문 초등교육과 100% Cut 대학별 환산점수 352 

충북 청주교육대학교 나 일반전형 인문 초등교육학과 100% Cut 대학별 환산점수 248 

제주 제주대학교 다 정시 다군 인문 초등교육과 평균 대학별 환산점수 972 



유석용 

2017학년도 13개 교대 정시 모집 지원 합격 전략   

 

서라벌고등학교 71 

11월 11월 12월 

□ 표준점수 : 공주, 서울, 청주, 춘천교대 
   표준점수+백분위 : 이화여대, 전주교대 
   백분위 : 경인, 광주, 대구, 부산, 제주, 진주, 한국교원대 
 
□ 일괄 합산 : 3개 대학교 
 - 이화여대(표+백), 제주대(백분위) : 수능 100% 
 - 서울교대(표준점수) : 학생부12+수능55+면접33 
 
□ 다단계 전형 : 10개 대학교 
   1단계 : 수능(1.5배수-경인, 2배수-광주, 대구, 진주, 춘천, 3배수-그 외 5
개 대학) 
   2단계 : 수능+면접(경인, 광주, 한국교원대), 수능+학생부+면접(그 외 7개 
교대) 
 
□ 수능 성적 백분위 합격자 평균 93~96%( ‘나군’에 안정 지원 필요.) 



유석용 서라벌고등학교 72 

11월 11월 12월 교차지원 



유석용 

2017 정시모집 간호학과(수도권) 

서라벌고등학교 73 

11월 11월 12월 

Q. 인문, 자연으로 구분하여, 수학 가/나, 사/과/직탐을     

반영하여 인문 학생도 간호학과에 지원 가능한 대학은? 

군 서울 경기/인천 

가 경희대, 성신여대 을지대, 한세대, 신한대 

나 고려대, 연세대 
가천대, 인하대, 대진대, 수원대, 

평택대 

다 
그리스도대, 삼육대, 중앙대, 

한국성서대 
신경대, 차의과학대 



유석용 

2017 정시모집 건축학과(수도권) 

서라벌고등학교 74 

11월 11월 12월 

Q. 인문, 자연으로 구분하여, 수학 가/나, 사/과/직탐을     

반영하여 인문 학생도 건축학과에 지원 가능한 대학은? 

군 서울 경기/인천 

가 이화여대, 삼육대, 숭실대 한양대(에리카), 가천대, 협성대 

나 서울과기대 
경희대, 인하대, 가천대, 단국대, 

대진대, 명지대, 수원대 

다 국민대, 한국성서대 가천대, 강남대, 한경대 



유석용 

2017 정시모집 의학계열 

서라벌고등학교 75 

11월 11월 12월 

Q. 문과에서 의학계열(의예, 치의예, 한의예)로  교차지원 

가능한 대학은? 

군 의예 치의예 한의예 

가 이화여대 
경희대, 대전대, 동신대, 

상지대 

나 원광대 

다 순천향대 
가천대, 대구한의대, 동의대 

세명대, 원광대 



유석용 서라벌고등학교 76 

11월 11월 12월 

2~4년제 
137개 전문대 



유석용 

2017 전문대 수능 이후 수시모집 일정 

서라벌고등학교 77 

11월 11월 

11월 12월 

9(수)~ 

21(월) 

17 

(목) 

7 

(수) 

16 

(금) 

19 

(월) 

21 

(수) 

29 

(목) 

30 

(금) 

수시2차

원서 

접수 

기간 

수능 

시험 

수능 

성적 

통지 

10.28(금)

수시 

1차 

합격자 

발표 

수시 

2차 

합격자

발표 

등록기간 

미등록

충원합

격통보 

마감 

(21:00)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 



유석용 

2017 전문대 정시모집 일정 

서라벌고등학교 78 

11월 11월 12월 

12월 2017년 1월 2월 

1 

(수) 

3 

(화) 
~ 

13 

(금) 

14 

(토) 
~ 

5 

(일) 

6 

(월) 

7 

(화) 

9 

(목) 

10 

(금) 

14 

(화) 

28 

(화) 

정시 

모집 

학생부

기준일 

정시1차 원서접수   전형기간 

정시1

차 

합격자

발표 

정시1차 

등록기간 

정시2차 원서접수 

충원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유석용 

2017 정시모집 전문대 수능/학생부 반영 영역 및 비율 

서라벌고등학교 79 

11월 11월 12월 

대학 
활용 

지표 
수능 반영 영역 수능 반영 비율 수능 학생부 교과 

동양미래대 백분위 국수영탐2과목(2개  영역) 50+50 60 
40(2학년)=교90+출1

0 

명지전문대 
표준점

수 
국수영(2 개 영역)+탐1과목 40+40+20 70 30(3학년) 

배화여자대 
표준점

수 
국수영(2 개 영역)+탐1과목×2 33.3+33.3+33.3 60 40(2학년) 

삼육보건대 
표준점

수 
국수영(2 개 영역)+탐1과목 33.3+33.3+33.3 60 40(2학년) 

서울여자간호

대 

표준점

수 
국수영(2 개 영역)+탐2과목 33.3+33.3+33.3 60 

서일대 백분위 국수영(2 개 영역)+탐1과목 33.3+33.3+33.3 60 40(2학년) 

숭의여자대 백분위 국수영(2 개 영역)+탐1과목 33.3+33.3+33.3 60 40(2학년) 

인덕대 백분위 국수영(2 개 영역)+탐1과목 35+35+30 60 40(2~3학년 1학기) 



유석용 

2016 정시모집 전문대 합격자 사례 

서라벌고등학교 80 

11월 11월 12월 

대학 모집단위 
활용지표(만

점) 
수능 최저 수능  평균 상위/취업률 높은 학과 

동양미래대 
지동화공학과(3

년) 
백분위(100) 74 76.8 

기계공학/기계설계공학/세무회계

학 

명지전문대 세무회계과 
표준점수(50

0) 
284 289 유아교육학(3년)/기계 

배화여자대 유아교육과(3년) 
표준점수(60

0) 
330 347.8 비서행정/식품영양(3년) 

삼육보건대 간호학과(4년) 
표준점수(60

0) 
286 296 치위생(3년)/피부건강관리 

서울여자간호

대 
간호학과(4년) 

표준점수(60

0) 
368 375 

서일대 간호과(4년) 백분위(300) 220 238 
세무회계/유아교육학,소프트웨어(

3년) 

숭의여자대 유아교육과(3년) 백분위(300) 213 226 영상콘텐츠전공/세무회계 



유석용 서라벌고등학교 81 

11월 11월 12월 

특수  
목적대 



유석용 

2017 정시모집 특수 목적대 합격 지원 전략 

서라벌고등학교 82 

11월 11월 12월 

대학 선발 
전형방

법 
활용지표 국어 수학가 

수학

나 
영어 사탐 과탐 

KAIST 20 

수능10

0 

표점+변

표 
25 25 25 25 

UNIST 
이공계15 

표준점수 
15 35 25 25(과Ⅱ10%) 

경영계15 20 25(가형10%) 30 15 

GIST 25 

다단계 
표점+변

표 
16.7 33.3 16.7 

33.3 

(과Ⅱ10%) DGIST 10 

   * GIST :  1단계 서류 30+수능 70(3배수), 2단계 면접 100(합불), 3단계 서류 100 

   * DGIST :  1단계 수능 100(3배수), 2단계 면접 100(합/불), 3단계 수능 100 



유석용 

2017 특수목적대 군 외 선발 합격 지원 전략 

서라벌고등학교 83 

11월 11월 12월 

□ 군 외 모집으로 타 대학의 수시나 정시에 지원, 합격, 등록 여부
와 관계없이 수능우수자전형에 지원 가능함. 
□ 학과 구분 없이 모집(무학과 입학제도), 입학 후 1학년 말에 학
과 자유 선택(학과 정원 제한 없음)-KAIST, 2학년 진급 시 선택
함.-UNIST 
□ 과탐 2과목 응시 : 서로 다른 분야의 Ⅰ+Ⅱ 및 Ⅱ+Ⅱ 두 조합 
중 선택, 동일 분야 Ⅰ+Ⅱ(예: 화학Ⅰ+화학Ⅱ)는 인정하지 않음-
KAIST, GIST 
□ 한국사 등급별 가산점  
KAIST : 1~2등급 5점, 3~4등급 4점, 5~6등급 3점, 7~8등급 2
점  
UNIST: 1~2등급 10점, 3등급 9.5점, 4등급 9점, 5등급 8점, 6등
급 6점  
GIST : 1~3등급 5점, 4등급 4.5점, 5등급 4점, 6등급 3.5점  



유석용 서라벌고등학교 84 

11월 11월 12월 마무리 



유석용 

2017 정시모집 합격 지원 전략 

서라벌고등학교 85 

11월 11월 12월 

[ 본인의 수능, 학생부 성적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 전년도 합격자 사례를 참고하되 올해 본인 수능과 교과 성적 
산출을 정확히 하고 전년도와 비교하기 바랍니다.-‘대입정보포털 
adiga’ 활용 
사이트에서 [학과정보] 메뉴에서 성적을 입력하지 않아도 로그인 후 [전년도 입시결과]를 바로 확인
할 수 있음. 

□ 전년도와 달라진 점, 경쟁률, 충원률을 알고 올해 모집 단위별 
수능 반영영역 및 반영비율, 실질 반영률, 가산점까지 꼼꼼히 확인
합니다. 
□ 다양한 방식으로 영역별 유불리를 분석합니다. 
□ 영역별 비중을 고려하여 교차지원을 검토해 봅니다.  
□ 제2외국어/한문 점수로 탐구영역 점수를 만회합니다.(사탐 1과
목 대처)  
□ 학생부 교과성적을 반영하는 대학교, 전문대(주로 2, 3학년 )가 
많이 있습니다



유석용 

2017 정시모집 합격 지원 전략 

서라벌고등학교 86 

11월 11월 12월 

[ 본인의 합격 지원 전략을 세운다.] 
□ 내실 있는 특성화학과와 신설학과 선택을 고려
합니다.  
□ 주간보다 야간 모집 단위가 쉽습니다. 
□ 작년도와 변경 된 점을 확인합니다. 
□ 진학보다 진로가 우선인 정시 지원 전략이 시행
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기술+능력이 힘입니다.) 
□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최종 확인 후 지원합니다.  



유석용 

2017 수능 가채점 영역별 조합 비율 비교 

 

서라벌고등학교 87 

11월 11월 12월 

활용지표 구분 
국수영사 

25/25/25/25 

국수영사 

25/25/30/20 

국수영사 

30/30/30/10 

국수영사 

20/35/30/15 

원점수 

산출점수 348 348.4 352 353.2 

순위 4 3 2 1 

예상 

표준점수 

산출점수 500 499.6 501.6 504.8 

순위 3 4 2 1 

예상 

백분위 

산출점수 350 350 353.6 355.4 

순위 3 3 2 1 



유석용 

2017 수능 가채점 합격 지원 전략 

 

서라벌고등학교 88 

11월 11월 12월 

모집군 대학명 

가군 

- 상향: 한국교원대 환경교육과 

- 적정: 인하대 행정학과 

- 하향: 성신여대 경제학과 

나군 

- 상향: 청주교대 초등교육과 

- 적정: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 안정: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다군 

- 상향: 홍익대 교육학과 

- 적정: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 안정: 인하대 중국언어문화학과 



유석용 

2017 정시모집 무료 상담 안내 

서라벌고등학교 89 

11월 11월 12월 

일시 장소 상담예약 주관 횟수 

수능 이후 

[가채점~] 

tbs ”상담받고대학가자” 

프로그램 

tbs 

‘홈페이지’ 

tbs 

교통방송 
1 

12.15(목) 

~18(일) 

[수능 발표] 

삼성역 “코엑스” 
대교협 

‘대입정보포털’ 
대교협 2 

서울과기대 

광남고, 창천중(3곳)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서울시교육청 3 

12.24(토) 

[변환표준 발표] 
서울시청 

tbs 

‘홈페이지’ 
tbs 4 

현재~접수 전 단위학교 담임선생님 단위학교 최종 

4년제 대학교 정시모집 원서접수 : 2016.12.31(토)~2017.1.4(수) 



tbs 기적의 TV 상담 받고 대학가자 

수험생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
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