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apter.1





구분 재학생 졸업생 합계 졸업생 비율

2016 수능

지원자 482,051 149,133 631,187 23.63%

응시자 449,058 136,274 585,332 23.28%

2017 수능

지원자 459,342 146,646 605,988 24.20%

응시자
(예상)

427,188 134,562 561,750 23.95%



구분 전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나형 가형 사회 과학

2016 수능 585,332 584,609 391,430 156,702 568,430 322,674 230,729

2017 수능

지원자 605,988 604,079 379,496 190,312 599,170 322,834 260,011

응시자
(예상)

563,569 561,793 352,931 176,990 557,228 300,236 241,810



2016 수능

67.92%

2017 수능

73.19%

자연계열 응시자 중

수(가)형 응시자 비율



시간이 부족해서 뒤의 문제는 그냥 찍었어요~ ㅠㅠ

독서 영역 까다로움

인문, 과학, 사회분야 3개의 지문 출제
하나의 긴 지문 + 4~5개의 문항 출제

현대시와 희곡을 같이 묶은 새로운 복합지문 형태의 문제 출제

등급 원점수 예상표준점수

1 92 130

2 85 124

3 78 117

4 69 109

5 57 98



간신히 1교시 넘겼는데 . . .

기본개념과 원리를 정확히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항 다수

수학(가)형보다 (나)형 변별력 더욱 높음

세트형 문제 출제되지 않음. 
(나)형에서 언어적 독해력 요하는 문제 출제

등급

수학(가) 수학(나)

원점수 예상표준점수 원점수 예상표준점수

1 92 129 88 132

2 86 124 81 127

3 80 119 72 120

4 68 109 56 107

5 52 97 34 90



쉬운 문제가 없어요~

전반적으로 높아진 지문 수준

추론 문제 까다롭게 출제(주제, 제목, 빈칸 추론)

이전 출제경향 유지, 신유형 문항 없음

간접연계방식으로 EBS연계, 체감 연계율 높지 않음

등급 원점수 예상표준점수

1 94 134

2 86 127

3 76 118

4 64 107

5 48 93



구분
국어 영어

2016수능 2017 6월 2017 9월 2017수능 2016수능 2017 6월 2017 9월 2017수능

1등급 93 90 90 92 94 93 97 94

2등급 88 83 83 85 88 87 93 86

3등급 81 75 75 78 81 78 85 76

4등급 72 66 66 69 71 68 75 64

구분
수학 가형 수학 나형

2016수능 2017 6월 2017 9월 2017수능 2016수능 2017 6월 2017 9월 2017수능

1등급 96 96 96 92 95 91 92 88

2등급 92 92 92 86 87 83 88 81

3등급 88 88 88 80 72 72 77 72

4등급 80 79 83 68 53 54 63 56

등급구분 원점수
(2017 가채점)



구분

윤리와사상 생활과윤리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2017 수능 48 46 41 33 48 45 42 37

2016 수능 47 43 39 34 50 47 44 38

구분

사회문화 동아시아사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2017 수능 47 43 40 36 47 44 40 34

2016 수능 47 44 41 36 46 43 38 33

등급구분 원점수
(2017 가채점)



구분

법과정치 경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2017 수능 48 45 40 33 46 43 36 27

2016 수능 50 47 42 34 48 44 38 27

구분

한국지리 세계지리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2017 수능 48 45 42 35 50 47 43 36

2016 수능 50 47 44 38 50 47 45 39

구분

세계사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2017 수능 48 44 40 30

2016 수능 50 47 44 37

등급구분 원점수
(2017 가채점)



구분

물리Ⅰ 화학Ⅰ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2017 수능 45 41 36 29 44 40 35 29

2016 수능 44 40 36 32 46 44 40 35

구분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2017 수능 45 41 36 30 46 43 38 33

2016 수능 42 37 32 26 45 41 35 29

등급구분 원점수
(2017 가채점)



구분

물리Ⅱ 화학Ⅱ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2017 수능 45 42 36 28 46 41 36 29

2016 수능 50 50 45 38 45 43 39 34

구분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Ⅱ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2017 수능 45 41 37 32 44 40 34 28

2016 수능 48 45 41 37 50 46 44 37

등급구분 원점수
(2017 가채점)



Chapter.2



정시모집인원감소

구 분

정시모집 (수시이월 인원 미포함)

모집인원(명) 비율(%) 증감(비율 기준)

2017학년도 107,076 30.1 ▼ 3.2

2016학년도 121,561 33.3 ▼ 2.5

2015학년도 135,774 35.8 ▲ 2.1

2014학년도 127,636 33.7 ▼ 2.0

2013학년도 135,277 35.7 ▼ 2.2

2012학년도 145,133 37.9 ▼ 1.4

2011학년도 150,124 39.3 ▼ 2.8

2010학년도 159,117 42.1 ▼ 1.2



주요대학정시선발인원변화

대학

(누적)

인문계열 선발인원

2016 2017 증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1,316 1,278 ▼38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2,257 2,158 ▼99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이화여대

4,767 4,295 ▼471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숙명여대
아주대
인하대

7,568 6,596 ▼971 

자연계열 선발인원

2016 2017 증감

1,289 1,213 ▼76 

2,196 2,174 ▼22 

4,044 3,757 ▼287 

7,175 6,725 ▼450 

총 선발인원

2016 2017 증감

2,605 2,491 ▼114 

4,453 4,332 ▼121 

8,811 8,052 ▼759 

14,743 13,321 ▼1,422 



수능영향력유지
(수능 100%반영대학)

학년도 인문

2017 111개교

2016 96개교

2015 89개교

2014 107개교

자연

112개교

98개교

91개교

111개교



주요대학전형요소별반영비율

계열 학년도

수능100

가천대, 가톨릭대, 경희대, 광운대, 국민대, 단국대(죽전), 덕성여대, 동국대,

동덕여대, 명지대, 상명대(인문/자연), 서울과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성신여대(인문/자연), 세종대, 숙명여대, 아주대,

이화여대, 인천대(수능우수), 인하대, 중앙대, 한국항공대, 한양대(가),

한양대에리카, 홍익대

수능90 + 학생부10
건국대, 고려대, 서강대(교과 미반영, 비교과만 반영), 연세대, 한국외대,

한양대(나)

수능80 + 학생부20 경기대, 인천대(일반)

수능70 + 학생부30 숭실대 (실질반영비율은 수능 95 + 학생부 5)

2단계) 수능90 + 면접10 상명대(사범)

수능90 + 적인성10 성신여대(사범)

2017학년도 학생부반영 폐지 대학: 가천대, 동덕여대(나군), 이화여대



군별대학분포

분할모집군 대학

가 (21개교) 서강대, 서울대, 이화여대, 한국교원대 등

나 (27개교) 경인교대, 고려대(서울), 서울교대, 수원대, 숙명여대, 세종대, 연세대(서울), 한국교통대 등

다 (18개교) 강릉원주대, 건국대(글로컬), 경기대, 서경대, 차의과학대, 한동대, 홍익대(서울) 등

가/나

(43개교)

경북대, 경희대(서울), 공주대, 덕성여대, 동국대(서울), 부경대, 부산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연세대(원주),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외대(서울),

한양대(서울), 한양대(ERICA) 등

가/다

(24개교)

경상대, 부산외대, 삼육대, 상지대, 서울여대, 인제대, 인천대, 창원대, 한국해양대, 한성대

등

나/다

(27개교)
동덕여대, 상명대(서울), 순천향대, 한림대 등

가/나/다

(46개교)

가천대, 가톨릭대, 건국대(서울), 고려대(세종), 광운대, 국민대, 단국대(죽전), 단국대(천안),

명지대, 숭실대, 아주대, 인하대, 중앙대(서울), 한국외대(글로벌), 한국항공대 등



군별변화흐름

구분 2016 2017
대학

인문 자연

모집군
유지

가 가 서강대, 서울대, 성신여대, 이화여대 서강대, 서울대, 이화여대

나 나 고려대, 세종대, 숙명여대, 연세대 고려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연세대

가/나 가/나
경희대, 동국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한국외대(서울), 한양대
경희대, 동국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세종대, 한양대

가/다 가/다 - 광운대, 서울여대

나/다 나/다 광운대, 동덕여대, 상명대 동덕여대, 상명대

가/나/다 가/나/다
건국대, 단국대, 숭실대, 아주대, 인하대, 중앙

대
숭실대, 아주대, 인하대

모집군
확대

가 가/나/다 - 명지대

가/나 가/나/다 국민대 건국대, 국민대

가/다 가/나/다 - 중앙대

나/다 가/나/다 가천대 가천대

모집군
축소

나/다 다 홍익대 홍익대

가/나/다 가/다 서울여대 -

가/나/다 나/다 - 단국대

모집군
변경

가 다 경기대 경기대

가/나 나/다 명지대 -



동일모집단위분할모집금지

대학 모집단위
2016학년도 2017학년도

군 선발인원 군 선발인원

성균관대

인문과학계열
가 70

나 100
나 60

사회과학계열
가 60

가 105
나 70

경영학
가 45

나 57
나 35

자연과학계열
가 40

나 63
나 40

전자전기공학부
가 40

나 54
나 40

공학계열
가 100

가 160
나 70

중앙대

공과대학
가 48

나 93
다 26

창의ICT공과대학
가 46

다 62
다 32

간호학과(자연)
가 35

다 51
다 35



주요대학변경사항

계열 학년도

가천대 전형신설: [일반전형2] 상위 2개 영역 반영(가군 40명, 나군 41명, 다군 88명 선발)

국민대 [자연] 수학(나)형 응시 가능: 수B 지정 → 수학(가/나)

서울대
과학탐구영역 Ⅱ+Ⅱ 가산점 부여

의예과 면접 변경: 다중미니면접(30분) → 일반면접(20분)

숭실대 [정보통계,산업정보,건축,IT대학] 수학(나)+과탐 응시 가능

아주대

전형 신설: [일반전형3(특정)] 수학(나)50+영어50 /경영학과10명 선발

[일반전형7(특정)] 수학(가)50+과탐50 / 기계, 전자공학과 20명 선발

[의학과] 수능100(면접-적격성 심사) → 1단계(15배수):수능100/ 2단계:수능80+면접20

이화여대 전형방법 변경: 수능90 + 학생부10 → 수능100

중앙대 모집단위 변경: 인문계열 광역선발 폐지, 학과별 모집(공과/창의ICT공과대학은 광역선발)

단국대(천안) 탐구 1과목 반영(의예과)

대구가톨릭대 탐구 1과목 반영(의예과)



구분
2015학년도 2016학년도

인문계열 자연계열 인문계열 자연계열

건국대 34 38 16 67

경희대 91 153 72 111

고려대 41 103 42 103

서강대 18 14 10 19

서울대 4 174 1 121

성균관대 84 165 57 104

연세대 37 92 114 151

이화여대 13 24 1 -3

중앙대 18 25 14 27

한양대 2 3 4 3

주요대학



대학 군 계획 최종 증감 대학 군 계획 최종 증감

가천대(메디컬) 나 13 15 2 아주대 다 20 20 -

관동대(수능) 가 17 29 12 연세대 나 22 23 1

관동대(일반) 가 11 13 2 연세대(원주) 가 10 42 32

가톨릭대 나 30 30 - 영남대 나 31 39 8

건양대 가 9 19 10 울산대 나 16 16 -

경북대 가 42 48 6 원광대 나 37 58 21

경상대(일반) 가 29 29 - 을지대 나 22 30 8

경상대(지역) 가 8 29 21 이화여대(인문) 가 6 6 -

경희대 가 30 33 3 이화여대(자연) 가 22 26 4

계명대 다 34 36 2 인제대 가 30 30 -

고려대 나 14 15 1 인하대 나 14 14 -

고신대 다 36 56 20 전남대 가 37 66 29

단국대(천안) 다 40 40 - 전북대 가 38 62 24

대구가톨릭대 다 20 24 4 조선대 가 22 29 7

동아대 가 20 23 3 중앙대 가 27 27 -

부산대 가 38 43 5 충남대 가 9 21 12

서남대 다 25 47 22 충북대 가 20 20 -

서울대 가 30 30 - 한림대 나 61 63 2

성균관대 나 10 12 2 한양대 나 50 50 -

순천향대 다 53 59 6 합계 1,003 1,272 269

의예과



대학 군 계획 최종 증감

강릉원주대 다 32 40 8

경북대 가 29 33 4

경희대 가 28 27 -1

단국대(천안) 나 71 71 -

부산대 가 20 25 5

서울대 가 0 2 2

연세대 나 12 15 3

원광대(인문) 나 6 6 -

원광대(자연) 나 48 69 21

전남대 가 15 35 20

전북대 가 16 23 7

조선대 가 14 19 5

합 계 291 365 74

치의예과



대학 군 모집단위 계획 최종 증감

가천대 나
한의예과(인문) 10 10 -

한의예과(자연) 10 10 -

경희대 가
한의예과(인문) 12 12 -

한의예과(자연) 31 31 -

대구한의대 나
한의예과(인문) 15 16 1

한의예과(자연) 40 48 8

대전대 가
한의예과(인문)/일반전형1 8 10 2

한의예과(자연)/일반전형1 18 28 10

동국대(경주) 다 한의예과 26 41 15

동신대 가 한의예과 20 22 2

동의대 나
한의예과(인문) 8 8 -

한의예과(자연) 22 22 -

부산대 가 한의학전문대학원학석사통합 17 24 7

상지대 다
한의예과 54 54 -

한의예과 6 6 -

세명대 나
한의예과(인문) 10 13 3

한의예과(자연) 10 13 3

우석대 나 한의예과 25 27 2

원광대 나
한의예과(인문) 16 16 -

한의예과(자연) 33 65 32

합 계 398 483 85

한의예과



대학 군 계획 최종 증감

강원대 가 18 26 8

건국대 가 53 54 1

경북대 가 30 30 -

경상대 가 24 26 2

서울대 가 0 8 8

전북대 가 30 42 12

충북대 가 34 34 -

전남대 나 20 26 6

충남대 나 21 21 -

제주대 다 32 34 2

합 계 262 301 39

수의예과



대학 군 계획 최종 증감

경인교대 나 283 338 55

공주교대 나 171 275 104

광주교대 나 143 143 -

대구교대 나 182 184 2

부산교대 나 156 159 3

서울교대 나 221 234 13

전주교대 나 241 260 19

진주교대 나 159 159 -

청주교대 나 176 233 57

춘천교대 나 223 224 1

한국교원대 가 45 46 1

이화여대(초등교육) 가 11 10 -1

제주대(초등교육) 다 92 93 1

합 계 2,103 2,358 255

교육대학



Chapter.3



배치표 통한 정시 지원가능수준 가늠

수능 가채점 vs 실채점

예상 표준점수, 백분위 검토

대학별고사 일정 및 전형방법 체크

대학별고사 응시 여부 결정

목표대학의 입시결과 및 정보 수집



성적발표이후유불리역전사례
(2016학년도 기준)

구분

길라임 정유랑

국어 수학 영어 생윤 세지 국어 수학 영어 경제 동아시아

원점수 98 92 96 50 45 95 97 94 45 45

표준점수 134 133 132 64 59 131 137 130 65 64

백분위 99 93 98 97 76 98 100 96 91 93

등급 1 2 1 1 3 1 1 1 2 2

구분 국수영 탐구(2) 국수영탐(2) 국수영 탐구(2) 국수영탐(2)

원점수 286 95 381 286 90 376

표준점수 399 123 522 398 129 527

백분위 290 86.5 376.5 294 92 386



인문계

2016학년도 2017학년도 (예상)

국어B 수학A 영어 합계 국어 수학(나) 영어 합계

만점 136 139 136 411 137 142 139 418

1등급 129 136 131 396 130 133 134 397

[ 2017학년도 ] 만점 7점 상승, 1등급 1점 상승

자연계

2016학년도 2017학년도 (예상)

국어A 수학B 영어 합계 국어 수학(가) 영어 합계

만점 134 127 136 397 137 135 139 411

1등급 130 124 131 385 130 129 134 393

[ 2017학년도 ] 만점 14점 상승, 1등급 8점 상승



대학

인문계열 자연계열

모집단위

예상 지원 원점수

모집단위

예상 지원 원점수

A사 B사 A사 B사

서울대

(가군)

경영대학 396 398 의예과 397 398

사회과학계열 394 396 화학생물공학 390 388

인문계열 389 390 기계항공공학과 388 388

국어교육 386 388 재료공학과 387 385

농경제사회 385 387 건설환경공학과 381 384

입시시관별예상지원원점수
(2016학년도 정시가채점기준)



대학

인문계열 자연계열

모집단위

예상 지원 원점수

모집단위

예상 지원 원점수

A사 B사 A사 B사

연세대

(나군)

경영학과 392 393 의예 398 397

경제학과 390 392 치의예 394 396

심리학과 386 388 생명공학과 384 387

사회학과 384 385 화공생명공학과 386 385

문헌정보학과 382 385 도시공학과 383 380

입시시관별예상지원원점수
(2016학년도 정시가채점기준)



대학

인문계열 자연계열

모집단위

예상 지원 원점수

모집단위

예상 지원 원점수

A사 B사 A사 B사

고려대

(나군)

경영대학 390 390 의예과 397 395

정경대학 388 389 사이버국방학과 384 386

미디어학과 385 388 생명과학과 380 381

심리학과 386 385 화공생명공학과 384 380

영어영문학과 385 383 물리학과 376 378

입시시관별예상지원원점수
(2016학년도 정시가채점기준)



영역별 반영비율이 적용되지 않았다!

수능 활용지표(표준점수/백분위)를 감안하지 않았다!

가산점이 고려되지 않았다!

탐구는 난이도에 따라 원점수와 다르게 유불리가 존재한다!



일자 구분

대학

인문 자연

11.20(일)

오전 숙명여대, 경희대, 서강대 경희대, 한양대, 단국대, 세종대, 성균관대

오후 숙명여대, 서강대, 경희대 한양대, 성균관대, 단국대, 세종대

11.21(월)

오전 서울과기대 서울과기대

오후 서울과기대 서울과기대

11.25(금) 오전 연세대(원주) 연세대(원주)

11.26(토)

오전 경북대, 한국외대, 인하대 부산대, 광운대, 고려대, 아주대, 중앙대

오후 한국외대, 고려대, 부산대, 인하대 중앙대, 경북대, 아주대, 광운대

11.27(일) 오전 한국외대,이화여대, 광운대, 아주대, 중앙대 인하대

11.27(일) 오후 한국외대, 중앙대, 광운대, 이화여대 이화여대, 인하대

논술



일자 대학

11.20(일) 동국대Doream, 국민대교과성적우수자,  인하대학생부종합

11.25(금) 서울대일반전형(일반학과)

11.26(토)
동국대학교생활우수인재, 가천대가천의예, 명지대학생부종합, 서울대일반전형(수의, 의예, 치의), 

세종대창의인재, 연세대학교활동우수자

11.27(일) 동국대학교장추천

12.2(금) 서울대지역균형(일반학과)

12.3(토)
가톨릭대학교장추천, 경희대네오르네상스(문과, 생활과학,전자정보, 응용과학, 생명과학), 서울대

지역균형(수의, 의예, 치의), 중앙대다빈치형인재(간호, 자연과학, 공과, 창의ICT, 의학)

12.4(일)
가톨릭대잠재능력우수자, 고려대융합형인재, 경희대네오르네상스(국제, 외국어, 식영, 이과, 의치한, 

약학, 간호), 중앙대다빈치형인재(인문, 사회과학, 사범, 경영경제, 생명공학)

12.10(토) 아주대아주ACE(의학)

면접



일자 구분

대학

인문 자연

11.20(일)

오전
오후

한국산업기술대 한국산업기술대

오후 홍익대(세종) 홍익대(세종)

11.26(토)

오전 고려대(세종) -

오후 - 고려대(세종)

11.27(일)
오전
오후

한신대 한신대

적성



대학 시간 출제경향

이화여대 100분

∙ 언어논술 3문항

∙ 일관된 주제의 여러 지문에 대한 단계적 논술형태

∙ 복수의 제시문으로 구성된 세트를 통해 3개의 문항 출제함.

∙ 인문계열I(영어제시문), 인문계열II(수리적 개념 가미) 언어논술 문제 출제

중앙대 120분
∙ 3문항

∙ 인문사회(경영경제 제외) : 언어논술

한국외대 120분
∙ 문항 수 : 3문항(1,800자 내외)

∙ 영어제시문 출제, 도표 및 그래프 등의 자료 해석 문제도 출제

인문사회통합논술(영어제시문 포함)



대학 시간 출제경향

고려대 100분

∙ 2문제 출제

∙ 제시된 글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비교하는 능력 평가

∙ 논리적사고로제시된글의관계파악,자신의생각을창의적으로논술하는능력평가

∙ 인간 및 사회 현상의 분석을 위한 기초 수학적 사고 능력의 평가

이화여대 100분

∙ 인문계열Ⅱ (사회과학, 경상계열)

∙ 언어논술 3문항

∙ 일관된 주제의 여러 지문에 대한 단계적 논술형태

∙ 복수의 제시문으로 구성된 세트를 통해 3개의 문항 출제함.

∙ 수리적 개념 가미 언어논술 문제 출제

중앙대 120분
∙ 3문항

∙ 경영경제 : 언어논술, 수리논술

인문사회및수학(도표통계 포함)



대학 시간 출제경향

이화여대 100분
∙ 의예과는 120분간 논술 시험을 진행

∙ 수학 3문항 출제, 과학논술을 출제하지 않음

인하대 120분
∙ 수학(총 4문항, 8~10논제) - 수식 포함 서술형

∙ 수학, 수학Ⅰ, 수학Ⅱ, 적분과통계, 기하와 벡터

아주대 120분

∙ 2문항(문항별 세부문제 3문제 출제) - 문항별 A4 2page 이내

∙ 수리논술

- 고교 수준의 다양한 수학적 주제 다룸

- 수리적 분석력, 응용력, 창의력 측정

- 답이 틀려도 풀이과정이 옳으면 상당한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음

- 공식을 암기하여 풀 수 있는 문제는 출제하지 않음

자연계열(수리형)



대학 시간 출제경향

고려대 100분

∙ 수학 1문제, 과학 1문제 출제

∙ 수학 필수, 과학은 물, 화, 생 중 택 1

(단,지구환경과학과, 건축학과,산업경영공학부,수학교육과는물,화,지중택1,

바이오의공학부는 물, 화 중 택1, 바이오시스템의과 학부는 화, 생 중 택 1)

연세대원주

(의예과)
120분

∙ 수학 1문제(60점), 과학 1문제(40점)

∙ 출제범위: 수학Ⅰ, 수학Ⅱ,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

∙ 과학 [물리Ⅰ,화학Ⅰ,생명과학Ⅰ,지구과학Ⅰ]중1과목선택.과학Ⅱ수준까지출제

중앙대 120분
∙ 수학 3문제, 과학 1문제 출제

∙ 수리논술, 과학논술(생명과학, 물리, 화학 중 택1)

자연계열(수리+과학형)



Chapter.4



접수
시작일

접수
마감일

대학

12.31(토) 1.3(화) 대구교대, 서울과기대, 서울시립대, 세종대, 청주교대 등

12.31(토) 1.4(수)

가천대, 가톨릭대, 가톨릭관동대, 강남대, 강릉원주대, 건국대(글로컬), 건양대,

경상대, 계명대, 공주교대, 공주대, 광운대, 광주교대, 극동대, 남서울대,

단국대(죽전/천안), 대구가톨릭대, 대전대, 대진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동아

대,

배재대, 백석대, 부경대, 상명대, 서울교대, 서울여대, 수원대, 순천향대,

숭실대, 아주대, 안양대, 연세대(원주), 영남대, 용인대, 울산대, 원광대, 을지대,

인제대, 인천대, 전남대, 전북대, 전주교대, 제주대, 조선대, 진주교대, 중부대,

차의과대, 충남대, 충북대, 한성대, 항공대, 홍익대, 한국교원대, 한남대, 한양대

(에리카), 호서대 등

1.1(일) 1.4(수) 삼육대

1.2(월) 1.4(수)

강원대, 경기대, 경북대, 경인교대, 경희대, 고려대(서울/세종), 국민대, 동국대,

명지대, 부산교대, 부산대, 서강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연세대(서

울),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춘천교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수능 영역별 반영방법을 점검하라

지원원칙을 세우고 전략을 수립하라

군별 특징을 이해하라

탐구반영 방법 놓치지 마라

수학 가/나 형 반영여부를 확인하라

동점자 처리기준도 체크하라

학생부 반영방법을 점검하라

경쟁률 추이를 분석하라



기준 가군 나군 다군

올해 꼭!

소신 or 적정 하향

소신 or 상향

하향 소신 or 적정

다니면서!

소신 or 상향 적정

적정 소신 or 상향

한 번 더! 소신 or 상향 소신 or 상향

지원원칙1



상향 : 최초 합격은 어렵다고 판단. 추가합격을 기대하고 지원

소신 : 자신의 성적보다 다소 높더라도 성적 구조가 잘 맞아
최초 or 추가합격을 노리고 지원

적정 : 자신의 성적 및 구조에 맞춰 최초 합격이 가능한
수준으로 지원

하향 : 자신의 성적 및 구조를 볼 때 점수가 약간 남더라도
합격을 전제로 안전하게 지원



구 분 판단 기준

학생A 대학 우선 학과 우선

학생B 수도권 통학 서울권 대학 캠퍼스

학생C 국공립 학과밸류 인서울 대학밸류

학생D 남녀 공학 여대 무관

지원원칙2



가군과 나군에 상위권 대학 많이 위치

경쟁대학 분포와 선발인원에 따라

분산 또는 집중현상 발생

다군 경쟁률 높음, 상위권 대학 수 적음. 

포기 또는 하향 지원 형태

다군(중상위권 대학) 추가합격 많이 발생, 

소신 또는 상향지원 적절



활용지표
주요대학 의예과

국수영 탐구

백분위

가천대, 경기대, 광운대, 국민대, 단국대

(죽전), 덕성여대, 동덕여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수원대, 숙명여대, 인천대,

한성대, 강릉원주대, 강원대, 공주대,

충북대, 한동대

가천대. 가톨릭관동대, 건양대, 계명대,

순천향대, 을지대, 인제대, 조선대

수능활용지표

표준점수
명지대,상명대,서울과기대,한국항공대,

홍익대, 부경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경상대, 고신대, 대구가톨릭대, 동아대,

서남대, 영남대, 원광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표준

점수

백분위 세종대, 숭실대, 아주대 단국대(천안), 아주대

변환

표준

가톨릭대,건국대,경희대,고려대,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서울/글로벌), 한양대(서울),

한양대(에리카), 경북대, 부산대

가톨릭대,경북대,경희대,고려대,부산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서울/원주),

울산대,이화여대,인하대,중앙대,한림대,

한양대



국어, 영어점수구조

원점수

2016학년도 2017학년도

국어 영어 국어 영어

표준점수 백분위 표준점수 백분위 표준점수 백분위 표준점수 백분위

100 136 100 136 100 137 100 138 100

98 134 99 134 99 135 99 137 99

96 132 98 132 98 134 98 135 97

92 128 95 128 94 130 96 132 94

90 126 92 126 91 128 94 130 92

85 121 84 121 84 123 89 125 88

84 120 83 120 82 122 88 125 87

80 116 75 116 75 119 82 121 82

75 111 66 112 67 114 73 117 76



수학가형, 나형점수구조

원점수

2016학년도 2017학년도

수학 나형 수학 가형 수학 나형 수학 가형

표준점수 백분위 표준점수 백분위 표준점수 백분위 표준점수 백분위

100 139 100 127 99 142 100 135 100

98 138 100 125 98 140 100 133 99

96 136 98 124 96 139 99 132 98

92 133 93 121 89 136 98 128 96

90 131 91 119 83 134 97 127 94

85 128 88 116 72 130 93 123 88

84 127 87 115 67 129 92 122 86

80 124 84 112 59 126 88 119 77

75 120 79 108 53 122 81 115 70



원점수

생활과윤리 사회문화 윤리와사상 한국지리

표준점수 백분위 표준점수 백분위 표준점수 백분위 표준점수 백분위

50 64 97 67 99 67 99 64 98 

48 63 92 65 98 65 97 63 94 

46 61 84 64 95 64 95 61 83 

45 60 79 63 93 63 92 60 78 

42 58 71 60 81 61 82 58 71 

40 56 63 59 77 59 75 56 63 

38 55 61 57 67 58 70 55 60 

35 52 52 55 61 56 63 53 54 

사회탐구점수구조
(2016 수능기준)



원점수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표준점수 백분위 표준점수 백분위 표준점수 백분위 표준점수 백분위

50 72 100 67 99 76 100 72 100 

48 70 100 65 97 74 100 70 99 

46 68 98 64 95 72 99 68 97 

45 67 98 63 92 71 99 67 96 

42 64 94 60 84 68 97 65 92 

40 62 89 59 79 66 94 63 88 

38 60 83 57 70 64 91 61 84 

35 57 72 55 62 61 85 58 76 

과학탐구점수구조
(2016 수능기준)



탐구 반영방식 유불리 비교

백분위 반영대학

(국민대, 숙명여대 등)

1개 과목에 치우치지 않고 2개 과목 백분위 성적이 고르게

높은 학생이 유리하다.

표준점수 반영대학

(명지대, 홍익대 등)

동일 원점수 대비 표준점수가 높게 형성되는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이 유리하다. (어려운 과목 선택한 수험생 유리)

표준점수를각과목최고점으로나누어반영

(경희대, 동국대 등)

표준점수 최고점이 낮은 과목에 응시한 수험생이 유리하다.

(쉬운 과목에 응시하여 고득점을 받은 학생)

백분위를 보정한 변환표준점수 반영 대학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대학 자체 환산점수 기준이 중요하다. 이들 대학에 지원할

경우 대학별 탐구 보정 점수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영방식에따른유불리비교



백분위

대학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이화여대 경희대

100 65.5 65.5 64.17 65.5 66.38 65.5 66.45 65.5

99 65.23 65.45 64.13 65.45 66.23 65.4 66.4 65.45

98 64.88 65.05 64.08 65.05 65.93 65.29 65.85 65.05

96 64.24 64.43 63.99 64.42 65.23 65.06 64.68 64.43

94 63.71 63.83 63.73 63.83 64.48 64.76 63.84 63.83

92 63.25 63.27 63.28 63.27 63.78 64.42 63.28 63.27

90 62.82 62.82 62.84 62.82 63.12 64.1 62.82 62.82

2016학년도 변환표준점수(사회탐구)

65.5

1.07

64.43



백분위

대학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이화여대 경희대

100 68.38 68.37 67.44 68.37 67.07 68.37 70.24 68.37

99 67.24 67.00 66.44 67.00 66.52 67.44 68.37 67.00 

98 66.71 66.27 65.69 66.27 65.99 66.66 67.55 66.27 

96 65.25 65.02 64.53 65.02 64.97 65.30 65.69 65.02 

94 64.16 64.15 63.78 64.15 64.16 64.53 64.16 64.15 

92 63.49 63.48 63.21 63.48 63.49 63.98 63.48 63.48 

90 62.81 62.80 62.44 62.80 62.81 63.23 62.81 62.80 

2016학년도 변환표준점수(과학탐구)

68.37

3.35

65.02 



대학 전형방법 모집단위

영역별 반영비율(%)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반영비율 과목수

경희대 수능100 사회 20 나35 25 사15 2

단국대
(죽전)

수능100

상경대학 20 나35 25 사20 2

응용통계 20 가/나35 25 사/과20 2

서강대 수능90+학생부(비교과)10 인문사회 25 나32.5 32.5 사/과10 2

숭실대 수능95+교과5 경상 15 가/나35 35 사/과15 2

아주대 수능100

금융공학 15 나35 30 사20 2

e-비즈 15 나35 30 사20 2

한양대
(에리카)

수능100 보험계리 20 나40 30 사10 2

인문계열(수학비중큰대학)



대학 전형방법 모집단위

영역별 반영비율(%)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반영비율 과목수

건국대 수능90+학생부10 인문사회 30 나25 35 사/과10 2

경기대 수능80+학생부20 인문사회 40 나10 40 사10 1

단국대
(죽전)

수능100 국제경영 20 나25 35 사/과20 2

명지대 수능100 인문사회 36 가/나18 36 사/과10 2

서강대 수능90+학생부(비교과)10 인문사회 25 나32.5 32.5 사/과10 2

세종대 수능100 인문사회 30 나20 40 사10 2

숙명여대 수능100 의류(인문) 30 나10 40 사20 2

숭실대 학생부95+교과5
인문 35 가/나15 35 사/과15 2

경상 15 가/나35 35 사/과15 2

한국항공대 수능100 인문 30 가/나20 35 사/과15 2

인문계열(영어비중큰대학)



대학 전형방법 모집단위

영역별 반영비율(%)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반영비율 과목수

고려대 수능90 + 학생부10 자연 20 가30 20 과30 2

서울과기대 수능100 자연 20 가35 20 사/과25 2

서울시립대 수능 100 자연 20 가30 20 과30 2

성균관대 수능100 자연 20 가30 20 과30 2

숙명여대 수능100 응용물리 20 가30 20 과30 2

연세대 수능90 + 학생부10 자연 20 가30 20 과30 2

중앙대 수능100 자연 20 가30 20 과30 2

한양대(가) 수능 100 자연

20 가30 20 과30 2

한양대(나) 수능90+학생부교과10 자연

자연계열(수학+과학 비중큰대학)



대학 전형방법 모집단위

영역별 반영비율(%)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반영비율 과목수

가천대 수능100 의예, 한의예 20 가35 25 과20 2

건국대 수능90+학생부10 자연 20 가30 30 과20 2

경기대 수능80+학생부20 자연 10 가40 40 과10 1

국민대 수능100 자연 20 가/나30 30 과20 2

명지대 수능100 자연 18 가/나36 36 사/과10 2

서강대 수능90+학생부비교과10 자연 20 가35 30 과15 2

세종대 수능100 자연 15 가35 30 과20 2

숙명여대
수능100 공학 20 가30 30 과20 2

수능100 소프트웨어 20 가30 30 과20 2

아주대(다)
수능100 자연 15 가35 30 과20 2

수능80+면접20 의학 15 가30 30 과25 2

인하대 수능100
아태물류,

글로벌금융
20 가40 30 과10 2

한국
항공대

수능100
공학 20 가35 30 과15

2
이학 20 가/나30 35 사/과15

한양대
(에리카)

수능100 자연 20 가35 25 과20 2

자연계열(수학+영어 비중큰대학)



대학 군 전형방법
수능 반영방법

활용지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경희대 가군 수능 100 표+백 20 가35 20 과20

서울대 가군 수능100 표+백 25 가30 25 과20

연세대(원주) 가군 수능100 표+백 20 가30 20 과30

이화
여대

자연
가군 수능100 표+백

25 가25 25 과25

인문 25 나25 25 사/과25

인제대 가군 수능96.4+면접3.6 표준 25 가25 25 과25

중앙대 가군 수능100 표+백 20 가30 20 과30

가천대 나군 수능 100 백분위 20 가35 25 과20

가톨릭대 나군 수능 100 표+백 20 가30 30 과20

고려대 나군 수능90+학생부10 표+백 20 가30 20 과30

성균관대 나군 수능100 표+백 20 가30 20 과30

연세대 나군 수능90+학생부10 표+백 20 가30 20 과30

울산대 나군 수능100 표+백 20 가30 20 과30

한림대 나군 수능100 표+백 10 가40 30 과20

한양대 나군 수능90+학생부10 표준 20 가30 20 과30

단국대(천안) 다군 수능100 표+백 15 가40 25 과(1)20

순천향대 다군 수능100 백분위 20 가/나30 30 사/과20

아주대 다군
1단계(15): 수능100
2단계: 1단계80+면접20

표+백 15 가30 30 과25

인하대 다군 수능100 표+백 20 가30 25 과25

의예과



대학 군 전형방법
수능 반영방법

활용지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강릉원주대 다 수능 100 백분위 20 가25 30 과20

경북대 가 수능 100 표+백 20 가30 30 과20

경희대 가 수능 100 표+백 20 가35 20 과20

단국대(천안) 나 수능 100 표+백 15 가40 25 과(1)20

부산대 가 수능 100 표+백 20 가30 30 과20

연세대 나 수능90+학생부10 표+백 20 가30 20 과30

원광대
자연

나 수능 100 표준
25 가25 25 과25

인문 25 나25 25 사25

전남대
일반

가 수능100 표준 25 가27.5 27.5 과20
지역

전북대 가 수능 100 표준 20 가30 30 과20

조선대
일반 가 수능 100

백분위 20 가30 30 과20
지역 가 수능 100

치의예과



대학 인원 전형방법
수능 반영방법

활용지표 가산점

경인교대 258 1단계(1.5배수):수능100/ 2단계(1배수): 1단계70+면접30 백분위 -

공주교대 173 1단계(2배수):수능100/ 2단계:학생부27+수능70+면접3 표준
수(가) 5% 
과탐5%

광주교대 143 1단계(2배수):학생부20+수능80/ 2단계:1단계80+면접20 백분위 수(가) 3%

대구교대 180 1단계(2배수)수능100/ 2단계:수능79.7+학생부15.9+면접4.4 백분위 -

부산교대 155 1단계(3배수):수능100/ 2단계:학생부19.4+수능76.3+면접4.3 백분위 -

서울교대 141 학생부12+수능55+면접33 표준
수(가) 5% 
과탐5% 

전주교대 240 1단계(2배수):수능100/ 2단계:학생부13.9+수능83.3+면접2.8 백+표 -

진주교대 158 1단계(2배수):학생부27+수능73/ 2단계:학생부26.8+수능71.4+면접1.8 백분위 수(가) 5%

청주교대 175 1단계(3배수):수능100/ 2단계:학생부20.7+수능75.5+면접3.8 표준 수(가) 5%

춘천교대 135 1단계(2배수):수능100/ 2단계:학생부12+수능80+면접8 표준
수(가) 5%
과탐5%

한국교원대 45 1단계(3배수):수능100/ 2단계:1단계95+면접5 백분위 수(가) 5%

이화여대 12(가) 수능100 표+백 -

제주대 63(다) 수능100 백분위 -

교육대학



4개영역미반영대학

반영
영역
수

대학 전형 모집단위

영역별 반영비율(%)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반영비율 과목수

1 경기대 일반 국제산업정보 - - 100 - -

2

가천대 일반2

경영,글로벌경영/경제, 

동양어문,법학,간호(인문),산업경영
(50) 가/나(50) (50) 사/과(50) 1

설비소방,화공생명,소프트웨어,

컴퓨터,간호(자연)
(50) 가(50) (50) 사/과(50) 1

아주대

일반3 경영 - 나50 50 - -

일반7 기계,전자공학 - 가50 - 과50 2

차의과

대학
일반

스포츠의학,글로벌경영

보건의료산업,미술치료
(40) (40) 60 사/과(40) 2

의료홍보미디어 (50) (50) 50 (50) 2



4개영역미반영대학

반영
영역
수

대학 전형 모집단위

영역별 반영비율(%)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반영비율 과목수

3개

덕성여대 일반

인문 40 가/나(20) 40 사/과(20)

1자연과학, 정보미디어 (20) 가/나40 40 사/과(20)

Pre-PharmMed (20) 가/나40 40 과(20)

서울여대 일반
인문, 디지털미디어,정보보호,소프트웨어 33.3 가/나(33.3) 33.3 사/과(33.3)

2

자연 (33.3) 가/나33.3 33.3 사/과(33.3)

성신여대 일반
자연 (30) 가/나40 30 과(30)

간호(자연), 의과학 - 가/나40 30 과30

숙명여대 일반
통계(인문) (30) 나50 (30) 사20

수학, 통계(자연) (30) 가50 (30) 과20

홍익대 일반

자율전공(인문) (33.3) 가/나(33.3) (33.3) 사/과(33.3)

자연 (33.3) 가33.3 (33.3) 과33.3

자율전공(자연) (33.3) 가(33.3) (33.3) 과(33.3)



반영 영역 수 필수/선택 대학

4 필수

가천대 일반전형1(의/한의예 제외), 가톨릭대(신학), 경기대, 상명대,

서경대(글로벌경영 탐구 미반영), 수원대(간호 제외),

한국산업기술대 일반학생, 한밭대

3 필수
삼육대, 성결대, 안양대, 한신대, 목원대, 배재대, 서원대, 세명대, 백석대,

중부대(간호/물리치료 제외), 청운대, 한서대, 호서대

3 선택 덕성여대, 우송대, 을지대(간호, 임상병리), 한남대, 중원대

2 선택 가천대 일반전형2, 유원대(사범, 보건 제외)

탐구 1과목반영대학



구분 대학

응시 필수 서울대

탐구

1과목

대체

인문계열

건국대,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국민대, 단국대(죽전),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서울/원주),

이화여대, 인하대, 전남대, 중앙대, 한국외대(서울/글로벌), 한국항공대,

한남대, 한양대(서울/에리카)

전 모집단위 공주대, 동서대, 부산외대, 삼육대, 성신여대, 청운대

일부학과 단국대(천안), 영남대, 인천대(수능우수자)

가산점 부여 부산대(5%), 조선대(5%), 충남대(2%)

미반영
가천대, 가톨릭대, 경기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명지대, 상명대, 세종대,

아주대, 홍익대 등

제2외국어/한문 반영대학



대학 모집단위 가산

가천대
도시계획, 조경, 실내건축, 건축, 건축공학, 산업경영공학, 

의용생체공학, 치위생, 응급구조, 방사선, 물리치료, 운동재활복지
수(가) 7%, 과탐 5%

가톨릭대 자연과학부, 생명환경, 컴퓨터, 정보통신, 미디어기술콘텐츠, 생활과학부 수(가) 10%

광운대
건축 수(가) 15%

정보융합학부 수(가) 15%, 과탐 5%

국민대 자연 수(가) 10%

단국대 건축, 건축공학, 화학공학, 과학교육 수(가) 15%

덕성여대
수학과, 컴퓨터학과 수(가) 15%

자연 수(가) 10%

동덕여대 자연 수(가) 10%, 과탐 6%

명지대 자연 수(가) 10%

상명대 자연(수학교육 제외) 수(가) 10%

서울여대 자연 수(가) 10%

성신여대

식품영양 과탐(1) 5%

간호, 글로벌의과학과 수(가) 10%, 과Ⅱ(1) 5%

운동재활복지, 의류산업 -

숭실대
정보통계보험수리, 산업정보시스템, 건축, 컴퓨터, IT융합, 

글로벌미디어, 소프트웨어, 스마트시스템, 융합특성화자유전공
수(가) 10%, 과탐 5%

인천대 자연(소비자아동, 패션산업 제외) 수(가) 15%

한국항공대 이학 -



대학 인문 자연

경희대
[인문] 국어-영어-수학-사회-한국사
[사회] 수학-영어-국어-사회-한국사

수학-영어-과학-국어-한국사

고려대 [인문, 가정교육] 국어-영어-수학-탐구 [자연] 수학-탐구-영어-국어

동국대 국어 - 영어 - 수학 - 탐구 수학 - 영어 - 탐구 - 국어

서강대 국수영 합산 - 수학 - 국어 국수영 합산 - 수학 - 국어

서울과기대 국어 - 영어 - 탐구 수학 - 영어 - 탐구

서울대 학생부교과

성균관대 수학 - 영어 - 국어 - 탐구 - 학생부

숙명여대 국어 - 영어
[자연] 수학 - 영어, [의류] 영어 - 국어

[수학, 통계] 수학 - 국어 or영어

중앙대 수학 - 국어 - 영어
[자연] 수학 - 과탐 - 영어
[의학] 수 - 과 - 영 - 학생부

한국외대(서울) 영어 - 국어 - 수학 - 탐구 - 학생부

한양대
[인문] 영어-국어-수학
[상경] 영어-수학-국어

수학 - 과탐 - 영어

홍익대 국어 - 영어 - 탐구 - 수학 수학 - 탐구 - 영어 -국어

동점자처리기준(수능 영역)



대학
반영
비율

반영점수 반영교과

교과 반영방법
비교내신

(~ 이전졸업)
비교과

최고점 최저점 인문 자연

건국대 10% 100 0

국수영사 국수영과

학년별 반영비율 없음 2015년 2월 미반영

교과별 상위 3과목

경기대 20% 200 0
전 교과

대학기준 반영과목
(인문)국35영35수10사15
(자연)국10영35수35과15

2011년 2월 미반영

고려대 10%
80

(교과)
53

국수영사 국수영과

학년,학기 구분 없음 2015년 2월
출결,봉사,
수상,임원

반영상위 각3과목

서강대 10% 100 0 - 교과 미반영 2015년 2월 출결,봉사

주요대학학생부반영방법



대학
반영
비율

반영점수 반영교과

교과 반영방법
비교내신

(~ 이전졸업)
비교과

최고점 최저점 인문 자연

숭실대 30% 300 251

국수영사 국수영과
(인문)국35수15영35사15
(경상)국15수35영35사15
(자연)국15수35영25과25

2014년 2월 미반영

반영교과 전과목

연세대 10%
50

(교과)
38

국수영사 국영수과
학년,학기,

이수단위 구분없음
2015년 2월 출결,봉사

각3과목, 최대12과목

한국외대 10% 100 0

국수영사 국수영과
(인문)국30수20영30사20
(자연)국20수30영30과20
등급 또는 원점수 반영

2016년 2월 미반영

전 과목

한양대
(나군)

10% 100 0

국수영사 국수영과
이수단위 구분 없음

학기별 반영비율 동일
2014년 2월 미반영

교과별 상위 3과목

주요대학학생부반영방법



대학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건국대 10 9.97 9.94 9.9 9.86

경기대 7.0 6.755 6.545 6.3 6.055

고려대 27 26.9 26.7 26.5 26.2

서강대 10 9.9 9.8 9.7 9.5

숭실대 50 49.75 49.5 49.25 49

연세대 72 71.08 70.16 69.24 68.32

한국외대 100 99.75 99.25 98.50 97.50

한양대(나군) 100 99.5 99 98.5 98

학생부등급간점수차



대학

인문계열

모집단위

원서접수 최종일

증가분

오전 최종

서울대

사회교육과 1.08 6.42 5.33

영어교육과 1.10 5.90 4.80

역사교육과 1.25 5.33 4.08

인문계열 2.20 3.52 1.32

국어교육 2.40 4.30 1.90

농경제사회학 2.38 4.00 1.62

마지막날오전, 최종경쟁률비교



대학

자연계열

모집단위
원서접수 최종일

증가분

오전 최종

서울대

생물교육과 0.37 5.63 5.26

화학교육과 0.47 4.71 4.24

응용생물화학 0.67 6.33 5.67

물리천문학부 2.24 2.65 0.41

산업공학과 2.78 4.00 1.22

수학교육 3.00 3.00 -

마지막날오전, 최종경쟁률비교



대학

인문계열 자연계열

모집단위

원서접수
최종일

증가분 모집단위

원서접수
최종일 증가분

오전 최종
오전 최종

연세대

사회복지 0.89 14.44 13.56 아동가족 1.00 7.00 6.00

중어중문 1.08 5.31 4.23 생활디자인 1.50 7.50 6.00

실내건축(인문) 1.40 5.00 3.60 사회환경시스템 1.92 5.88 3.96

심리학과 2.79 3.64 0.86 물리학과 3.23 4.85 1.62

간호(인문) 2.87 3.73 0.87 수학과 3.65 5.12 1.47

언론홍보영상 3.54 5.00 1.46 치의예과 4.00 5.80 1.80

마지막날오전, 최종경쟁률비교



대학

인문계열 자연계열

모집단위

원서접수
최종일

증가분 모집단위

원서접수
최종일 증가분

오전 최종
오전 최종

경희대

관광학부 1.20 6.28 5.08 약과학과 0.80 8.67 7.87

행정학과 1.23 5.03 3.80 지리학과(자연) 0.82 6.55 5.73

국어국문 1.39 4.89 3.50 식품생명공학 0.82 5.41 4.59

의상학과 2.35 4.12 1.76 우주과학과 1.95 2.74 0.79

사회학과 2.92 5.54 2.62 건축학과 2.88 5.38 2.50

간호(인문) 3.54 5.69 2.15 컴퓨터공학 2.94 3.92 0.97

마지막날오전, 최종경쟁률비교



합격을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