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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19학년도 대입

2018년 12월 5일 수요일

주요 대학 정시모집 지원 가능 점수
1. 정시 진학 가능 점수이며 영어는 각 대학 학과의 평균 등급을 기준으로 함.
2. 교육대는 인문계열에만 나타냄.
3. 인문계열은 국+수나+영+사탐, 자연계열은 국+수가+영+과탐 기준임
4. ‘ ` ’은 대학지정, ‘ / ’은 본인선택 영역을 의미함.
예) 【국`영+수/탐(택1)】 은 국어와 영어는 대학지정이고, 수학과 탐구영역에서는 1개
영역을 본인이 선택함을 의미함.
5. 영역별(국어, 수학, 사탐, 과탐) 만점은 각각 표준점수 200점, 백분위 100점 기준임.
6. 대학의 반영점수가 혼합활용(표준점수+백분위)일 경우는 표준점수 기준으로 보면 됨.
7. 탐구영역은 전체 수험생 간 비교를 위하여 2과목 기준으로 표준점수 200점, 백분위
100점으로 환산하여 처리함.
1과목일 경우 :

(표준점수)-우수한 1과목×2
(백분위)-우수한 1과목

2과목일 경우 :

(표준점수)-2과목의 합
(백분위)-2과목의 합÷2

를 적용하여 탐구영역 점수(표
준점수 200점, 백분위 100점 만
점)로 보면 됨.

※고딕체는 백분위 반영 대학임.

인문계
【국`수`영`탐】
국`수`탐
영어
표준점수 백분위 평균
(600점만점) (300점만점) 등급

404이상 296이상

400이상 293이상

지 원 가 능 대 학`학 과

1

【서울대】경영대학(가),경제학부(가),정치외교학부(가),인문계
열(가) 【이화여대】의예(가) 【가톨릭관동대】의학(가) 【원광대】치
의예(나)

1

【서울대】심리(가),사회(가),국어교육(가),사회복지(가),영어교
육(가),사회교육(가),지리(가),역사교육(가),지리교육(가),농경
제사회학부(가),아동가족(가),소비자(가) 【연세대】경영(나),언
론홍보영상학부(나) 【고려대】경영대학(나),경제(나) 【경희대】한
의예(가)

【연세대】경제학부(나),행정(나),정치외교(나),응용통계(나),영
어영문(나),국어국문(나),심리(나),교육학부(나),사회(나),사학
(나),생활디자인(나),중어중문(나),철학(나) 【고려대】자유전공
학부(나),통계(나),미디어학부(나),정치외교(나),행정(나),심리
(나),영어영문(나),사회(나),식품자원경제(나),국어국문(나),국
어교육(나),영어교육(나),철학(나),역사교육(나),사학(나),교육
(나),지리교육(나),불어불문(나) 【성균관대】글로벌경영(가) 【가
천대】한의예(나) 【대전대】한의예(가) 【원광대】한의예(나) 【대구
396이상 291이상 1.1 한의대】한의예(나) 【동의대】한의예(나)
【연세대】사회복지(나),노어노문(나),불어불문(나),의류환경
(나),독어독문(나),실내건축(나),문헌정보(나),문화인류(나),식
품영양(나),아동가족(나),간호(나),신학(나) 【고려대】보건정책
관리학부(나),서어서문(나),중어중문(나),노어노문(나),일어일
문(나),언어(나),한국사(나),독어독문(나),컴퓨터(나),한문(나),
간호대학(나) 【서강대】경영학부(가),경제학부(가),사회과학부
(가),인문계(가) 【성균관대】글로벌경제(가),사회과학계열(가),
글로벌리더(나),경영(나) 【한양대】정책(나),파이낸스경영(가),
행정(가),정보시스템(가),경영학부(나) 【중앙대】경영경제대학
393이상 288이상 1.2 (다) 【한국외대】LD학부(나)
【서강대】영미문화계(가),지식융합미디어학부(가),유럽문화
(가),중국문화(가) 【성균관대】교육(나),인문과학계열(나),한문
교육(나) 【한양대】경제금융학부(나),정치외교(나),사회(나),미
디어커뮤니케이션(가),국어교육(나) 【이화여대】통합선발(인문)
(가) 【한국외대】LT학부(가) 【서울시립대】세무(가) 【서울교대】
390이상 285이상 1.3 초등교육(여)(나)
【성균관대】영상(나),의상(나) 【한양대】영어영문(나),교육(나),
교육공(나),영어교육(나),관광학부(가),영화(가),국어국문(나),
사학(나),철학(나),중어중문(나) 【중앙대】사회과학대학(나),인
문대학(가),교육(나),영어교육(나),간호(다),유아교육(나) 【경희
대】경영(가),회계세무(가),자율전공(가),언론정보(가),정치외교
(가),Hospitality경영학부(가) 【한국외대】국제통상(나),EICC(나),스페인어(나),중국외교통상학부(나),경영학부(나),영
어교육(가),한국어교육(가),중국언어문화학부(가),미디어커뮤
니케이션학부(나),국제학부(가) 【서울시립대】행정(가),자율전공
학부(나) 【동국대】경찰행정학부(가) 【한국교원대】초등교육(나)
387이상 281이상 1.4 【경인교대】초등교육(여)(나) 【서울교대】초등교육(남)(나)
【경희대】행정(가),경제(가),무역(가),사회(가),철학(가),관광학
부(가),응용영어통번역(가),간호(가),지리(가),사학(가) 【한국외
대】정치외교(나),행정(나),영미문학문화(나),경제학부(나),프랑
스어학부(나),포르투갈어(나),이탈리아어(나),ELLT(가),베트
남어(가),일본언어문화학부(가),말레이인도네시아어(가),아랍
어(가),이란어(가),인도어(가),노어(나),태국어(가) 【서울시립대】
경영학부(가),경제학부(가),도시사회(가),국제관계(가),도시행
정(나),영어영문(가) 【건국대】미디어커뮤니케이션(다),경영(나)
【동국대】국어교육(가),광고홍보(가) 【홍익대】자율전공(인문예
능)(다),국어교육(다) 【가톨릭대】간호(나) 【한국교원대】국어교
육(나),역사교육(나),영어교육(나),윤리교육(나),일반사회교육
(나),교육(나) 【경인교대】초등교육(남)(나) 【제주대】초등교육(다)
383이상 277이상 1.5 【대구교대】초등교육(여)(나)
【경희대】국어국문(가),영어영문(가),의상(가),아동가족(가),주
거환경(가) 【경희대국제】국제(나),건축(나),글로벌커뮤니케이션
학부(나) 【한국외대】독일어(나),융합일본지역학부(나),터키아제
르바이잔어(가),중국어교육(가),몽골어(가),스칸디나비아어
(나),네덜란드어(나),독일어교육(가),프랑스어교육(가) 【서울시
립대】국어국문(가),국사(가),중국어문화(가),사회복지(가),철학
(가) 【건국대】기술경영(가),응용통계(나),행정(나),경제(나),문
화콘텐츠(나),글로벌비즈니스(가),융합인재(나),부동산(나),영
어교육(가),교육공(나) 【동국대】경영(가),미디어커뮤니케이션
(가),국제통상(가),경제(나),회계(나),사학(나),경영정보(가),정
치외교(가),법학(가),행정(가),역사교육(가),중어중문(나) 【홍익
대】역사교육(다),경영학부(다),경제학부(다),법학부(다),영어교
육(다),국어국문(다),교육(다),영어영문(다) 【숙명여대】미디어
학부(나),사회심리(나),홍보광고(나),경영학부(나),행정(나),글로
벌협력(나),앙트러프러너십(나),르꼬르동블루외식경영(나),경제
학부(나) 【인하대】아태물류학부(나) 【숭실대】회계(가) 【국민대】
빅데이터경영통계(가),KMU(다) 【성신여대】간호(가) 【경기대】경
찰행정(다) 【인천대】동북아국제통상학부(다) 【한국교원대】지리
교육(나),유아교육(나),불어교육(나),중국어교육(나),독어교육
(나) 【공주교대】초등교육(남)(나),초등교육(여)(나) 【광주교대】
초등교육(여)(나),초등교육(남)(나) 【전주교대】초등교육(남)
(나),초등교육(여)(나) 【진주교대】초등교육(남)(나),초등교육
(여)(나) 【청주교대】초등교육(남)(나),초등교육(여)(나) 【춘천교
대】초등교육(남)(나),초등교육(여)(나) 【경북대】국어교육(나),
영어교육(나),역사교육(나),경영학부(가),행정학부(나) 【대구교
대】초등교육(남)(나) 【부산대】경영(가),경제학부(나),역사교육
(가),공공정책학부(가),행정(나),신문방송(가) 【부산교대】초등
380이상 272이상 1.7 교육(여)(나),초등교육(남)(나)
【한양대ERICA】보험계리(가),소프트웨어학부(나),광고홍보
(가),문화콘텐츠(나) 【경희대국제】스페인어(나),중국어(나),일
본어(나),프랑스어(나),러시아어(나) 【한국외대글로벌】영어통번
역학부(다),스페인어통번역(다) 【건국대】중어중문(나),정치외교
(나),국어국문(나),국제무역(가),일어교육(가),사학(나),지리
(나),영어영문(나),의상디자인(나),철학(나) 【동국대】사회(나),
일본(나),교육(가),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가),사회복지(가),식
품산업관리(가),영어영문학부(가),철학(나),북한(가),지리교육
(가) 【홍익대】독어독문(다),불어불문(다) 【숙명여대】문화관광
(나),정치외교(나),법학부(나),문헌정보(나),중어중문학부(나),
테슬(TESL)(나),아동복지학부(나),의류(나),교육학부(나),컴퓨터
과학(나) 【인하대】글로벌금융(나),컴퓨터공(나),간호(나),국제통
상(다),국어교육(가) 【아주대】경영(다),e-비즈니스(다) 【단국대】
응용통계(다),특수교육(다),국제경영(가) 【숭실대】경영학부
(가),글로벌통상(가),벤처중소기업(다),금융학부(가),언론홍보
(가),행정학부(가),정보사회(가),경제(가),국제법무(가),사회복
지학부(다),국어국문(가) 【국민대】미디어(가),경영학부(가),건축
학부(다),광고홍보(가),경영정보학부(가),법학부(다),영어영문학
부(다),교육(가),정치외교(나),행정(나),국제통상(나),한국역사
(다) 【성신여대】문화예술경영(가),유아교육(가) 【세종대】호텔관
광외식경영학부(나) 【서울과기대】ITM(가) 【상명대】국어교육
(다) 【연세대원주】간호(나) 【경북대】경제통상학부(가),일반사회
교육(나),윤리교육(나),심리(나),지리교육(나),정치외교(나),인
문사회자율전공(나),영어영문(가),교육(나) 【부산대】국어교육
(가),영어교육(가),심리(나),무역학부(나),관광컨벤션(가),정치
외교(나),유아교육(가),교육(가),지리교육(가),문헌정보(가),특
수교육(가),사학(나),사회(나),영어영문(나),사회복지(가),일반
376이상 267이상 1.8 사회교육(가),국어국문(나)

【한양대ERICA】ICT융합학부(가),경제학부(가),건축학부(가),
경영학부(나) 【경희대국제】한국어(나) 【한국외대글로벌】국제스
포츠레저학부(가),GBT학부(다),중국어통번역(다),국제금융
(다),말레이인도네시아어통번역(다) 【동국대】불교학부(가) 【숙
명여대】영어영문(나),소프트웨어융합(나),한국어문학부(나),소
비자경제(나),역사문화(나),가족자원경영(나),프랑스언어문화
(나),일본(나),독일언어문화(나) 【인하대】경제(나),영어교육(나),
공간정보공(다),행정(다),교육(가),사회교육(나),아동심리(다),
언론정보(가),경영(가),건축학부(다),정치외교(나),소비자(다),
문화콘텐츠문화경영(가) 【아주대】금융공(다),행정(다),문화콘텐
츠(다),영어영문(다) 【단국대】경영학부(다),사학(다),경제(나),커
뮤니케이션학부(가),철학(다),무역(나),행정(나),법학(나),도시계
획부동산학부(나),상담(가) 【숭실대】평생교육(다),법학(가),사학
(가),정치외교(가),철학(가),영어영문(나),중어중문(가),일어일
문(가),독어독문(나),불어불문(가) 【국민대】재무금융(가),국어
국문(다),사회(나),경제(나),중국어문(다),중국정경(다),회
계(가),유라시아(나),일본(나) 【성신여대】미디어커뮤니케이션
(가),사회교육(가),정치외교(가),경제(가),법학(가),윤리교육
(가),경영(가),심리(가) 【서울여대】교육심리(가) 【덕성여대】유아
교육(가) 【세종대】경제통상(나),경영학부(나),법학(나),행정(나)
【경기대서울】호텔경영(다),외식조리(다) 【광운대】행정(다),국제
통상학부(다),법학부(다),경영학부(나),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부(나),국제학부(다) 【인천대】국어교육(가),역사교육(가),영어교
육(가),윤리교육(가),세무회계(가) 【서울과기대】산업정보시스템
(나),글로벌테크노경영(가),경영(가),건축(나),행정(나) 【한국항
공대】경영학부(다) 【상명대】영어교육(다),교육(다) 【가천대】경
찰안보(가),미디어커뮤니케이션(다),응용통계(가),글로벌경제
(가),글로벌경영(다) 【연세대원주】물리치료(나) 【경북대】문헌정
보(나),사회복지학부(나),사학(가),신문방송(나),국어국문(가),
고고인류(가),사회(나),불어교육(나),불어불문(가) 【영남대】천
마인재학부(다) 【부산대】윤리교육(가),언어정보(가),중어중문
(가),일어일문(가),독어독문(가),고고(가),불어불문(가),예술문
화영상(나),철학(나),아동가족(나),실내환경디자인(나),독어교
373이상 261이상 2.1 육(가),한문(나) 【부경대】글로벌자율전공학부(가)
【한양대ERICA】한국언어문(가),영미언어문화(가),산업경영
공(가),정보사회미디어(나),중국(가),일본(가),문화인류(나),교
통물류공(가),프랑스(나) 【한국외대글로벌】지식콘텐츠학부(나),
일본어통번역(다),아랍어통번역(다),한국(가),독일어통번
역(다),이탈리아어통번역(다),태국어통번역(다),러시아(가) 【인
하대】철학(다),의류디자인(다),사학(가),영어영문(가),프랑스언
어문화(나),한국어문(나),일본언어문화(다),사회복지(가),중국
(나) 【단국대】정치외교(나),영미인문(가),국어국문(나),한문교육
(다) 【숭실대】기독교(가) 【성신여대】독일어문문화(가),지식산업
법(가),중국어문문화(가),프랑스어문문화(가),일본어문문화(가),
영어영문(가),교육(가),국어국문(가) 【서울여대】영어영문(다),문
헌정보(다),언론영상학부(가),경영(가),자율전공학부(나),경제
(다),행정(다) 【덕성여대】스페인어(나),국제통상(가),법학(가),국
어국문(나),심리(가),문헌정보(가),영어영문(나),회계(가) 【동덕
여대】경영(다),국제경영(다),문헌정보(다),문예창작(나) 【세종대】
국제학부(나),미디어커뮤니케이션(나),역사(나),교육(나),국어
국문(나) 【가톨릭대】특수교육(가),사회과학부(가) 【경기대서울】
관광경영(다) 【명지대】융합소프트웨어(다),경영대학(다),문예창
작(나),사회과학대학(나),전공자유학부(다),법학(다),아랍지역
(나),어문학부(나),인문학부(나) 【광운대】산업심리(나),국어국문
(다),동북아문화산업학부(다),영어산업(다) 【인천대】유아교육
(가),경제(다),무역학부(다),신문방송(가),행정(다),도시행정
(다),경영학부(가),일어교육(가),법학부(다) 【서울과기대】영어영
문(가) 【상명대】글로벌경영(나),경영학부(나),경제금융학부
(나),공공인재학부(나),문헌정보(나) 【가천대】관광경영(가),법
학(가),자유전공(다),유아교육(나),금융수학(가),한국어문(가),영
미어문(가),경영(다),동양어문(가),사회복지(나),패션디자인
(다) 【연세대원주】보건행정(나),치위생(나) 【경북대】일어일
문(가),중어중문(가),농업경제(나),지리(나),철학(가),독어독문
(가),독어교육(나),노어노문(가) 【영남대】국어교육(다) 【계명대】
경찰행정(다) 【부산대】의류(가),식품영양(가),노어노문(가),불어
교육(가) 【부산대밀양】식품자원경제(나) 【부경대】신문방송(나),
국제지역학부(나) 【동아대】석당인재학부(가) 【경상대】영어교육
368이상 253이상 2.3 (가),국어교육(가)
【한국외대글로벌】체코슬로바키아어(나),인도(가),프랑스(가),
브라질(가),폴란드어(나),헝가리어(나),그리스불가리아(가),인
문과학계열(나),아프리카학부(가) 【성신여대】사회복지(가),사학
(가),소비자생활문화산업(가),지리(가),한문교육(가) 【서울여대】
일어일문(가),중어중문(다),국어국문(다),사회복지(가),독어독문
(다),아동(가),사학(다) 【덕성여대】의상디자인(나),독어독문(나),
중어중문(나),사회(가),경영(가),일어일문(나),미술사(나),정치외
교(가),문화인류(가),철학(나) 【동덕여대】경제(다),사회복지
(다),영어(나),중어중국(나),아동(다),일본어(나),국어국문(나),
프랑스어(나) 【가톨릭대】법정경학부(가),경영학부(가),국제학부
(가),동아시아언어문화학부(가),인문학부(가),영어영문학부(가)
【경기대서울】관광개발(다),관광이벤트(다) 【경기대】유아교육
(다),사학(다),경제학부(다),회계세무경영정보학부(다),경영(다)
【명지대】융합전공학부(다) 【인천대】국어국문(가),영어영문(가),
정치외교(다),중어중국(가),문헌정보(가),사회복지(가) 【상명대】
지적재산권(나),역사콘텐츠(나),한일문화콘텐츠(나),가족복지
(나),공간환경학부(나) 【가천대】행정(가),유럽어문(가),의료경영
(다) 【연세대원주】작업치료(나),경영학부(나),사회과학부(나)
【경북대】한문(가) 【영남대】행정(다),경찰행정(다),영어교육(다)
【대구대】초등특수교육(가) 【부경대】정치외교(나),행정(가),경영
학부(가),법학(나),중국(나),국제통상학부(가),유아교육(가),해
양수산경영(나),경제학부(가) 【경상대】행정(다),역사교육(가)
364이상 246이상 2.4 【창원대】세무(가)
【한국외대글로벌】중앙아시아(가),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나),루
마니아어(나),우크라이나어(나) 【단국대천안】보건행정(가),영어
(나) 【서울여대】불어불문(다),기독교(다) 【덕성여대】아동가족
(가),불어불문(나),사학(나),사회복지(가) 【동덕여대】국사(나),독
일어(나) 【가톨릭대】프랑스어문화(가) 【경기대】법학(다),국어국
문(다),국제관계(다),휴먼서비스학부(다),무역(다),영어영문
(다),문헌정보(다),행정(다),글로벌어문학부(다),문예창작(다)
【인천대】창의인재개발(가),일어일문(가),불어불문(가),소비자
(다),독어독문(가) 【고려대세종】정부행정학부(다) 【한국기술교
육대】산업경영학부(다) 【영남대】유아교육(다),교육(다),심리
(나),정치외교(다) 【대구대】특수교육(가),국어교육(가) 【안동대】
국어교육(나) 【부경대】사학(가),영어영문학부(나),일어일문학부
(나),국어국문(가) 【한국해양대】해사법학부(가),해운경영학
부(다),국제무역경제학부(다),국제통상(다) 【경상대】윤리교육
359이상 237이상 2.5 (가),심리(다),일반사회교육(가),경제(다),유아교육(가)
【단국대천안】스페인어(다),사회복지(다),포르투갈(브라질)어
(가) 【경기대】중어중문(다),지식재산(다) 【인천대】무역학부(야)
(다) 【상명대】국가안보(남)(나) 【고려대세종】경제정책(가),융합
경영학부(가),공공사회통일외교학부(다) 【한국산업기술대】산업
경영(가),IT경영(나) 【영남대】회계세무(나),인문사회계열(가),언
론정보(나) 【계명대】국어교육(가),영어교육(가) 【대구대】유아특
수교육(가) 【한국해양대】해양행정(가),동아시아(다) 【신라대】영
356이상 232이상 2.8 어교육(다) 【경상대】사회복지(다),지리교육(가),법학(다)
【단국대천안】프랑스어(다),독일어(다),러시아어(다),몽골(가),공
공관리(나),중국어(나),환경자원경제(나),일본어(나) 【가톨릭대】
신학(가) 【인천대】경제(야)(다) 【영남대】경제금융학부(나),경영
(나) 【계명대】유아교육(가),EMU경영학부(가) 【대구가톨릭대】경
찰행정(나),국어교육(나) 【대구대】영어교육(가) 【안동대】영어교
육(나) 【동아대】미디어커뮤니케이션(나),행정(나) 【신라대】국어
교육(다) 【경상대】교육(가),정치외교(다) 【창원대】특수교육(가),
354이상 229이상 2.8 행정(가)
【단국대천안】중동(나),해병대군사(남)(가) 【한경대】미디어문예
창작(다),경영(다),법학(다) 【영남대】무역학부(나),일어일문(나),
식품경제외식(다) 【계명대】자율전공부(인문사회계열)(가),국제
경영(다) 【대구대】경찰행정(가),역사교육(가) 【안동대】윤리교
육(나) 【한국해양대】영어영문(가) 【동아대】국제무역(가),관광경
영(가) 【동의대】법경찰행정학부(나) 【신라대】교육(다) 【경상대】
351이상 224이상 2.9 경영(가),회계(가) 【창원대】유아교육(가)

349이상 220이상

3

【한경대】영어(다),행정(다) 【영남대】중국언어문화(나),한문교육
(다),영어영문(나),역사(나),사회(나) 【계명대】교육(가) 【대구가
톨릭대】심리(다),역사교육(나) 【대구대】지리교육(가) 【동아대】
경영(가),경제(나),사회복지(나),정치외교(나),중국일본학부
(가),교육(나),중국어(나) 【신라대】역사교육(다),유아교육(다)
【부산외대】파이데이아창의인재(가) 【경상대】국제통상(가),사회
(다),식품자원경제(가),일어교육(가) 【창원대】회계(가),경영(다)
【울산대】경찰(나)

【영남대】문화인류(나),철학(나),국어국문(나),새마을국제개발
(다) 【계명대】심리(가),광고홍보(가),경영(다) 【대구가톨릭대】영
어교육(다) 【대구대】일반사회교육(가) 【동아대】경영정보(가),글
로벌비즈니스(나),금융(나),사회(나),영어영문(나) 【동서대】경
찰행정(가) 【경상대】영어영문(가),사학(가),경영정보(가),중어
중문(가) 【창원대】영어영문(가),법학(다),신문방송(가) 【울산대】
345이상 211이상 3.2 행정(나),회계(나) 【인제대】상담심리치료(가)

C M

<범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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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학원 제공>

【한국교통대】경영통상복지학부(가) 【한국교통대증평】유아교육
(가) 【영남대】유럽언어문화학부(나) 【계명대】국제관계(가),법학
(다),언론영상(다),관광경영(다),국제통상(가),문예창작(가),사
회복지(다) 【대구가톨릭대】유아교육(나) 【대구대】유아교육
(가) 【금오공대】경영(나) 【동아대】한국어문(나),아동(나) 【경상
대】독어독문(가),국어국문(가),철학(가),불어불문(가) 【창원대】
글로벌비즈니스학부(다),국제관계(다) 【울산대】영어영문(나),경
342이상 206이상 3.3 영학부(나),법학(나) 【인제대】특수교육(가)

205이상 102이상

4

202이상

98이상 4.2 【경주대】호텔경영(가)

199이상

93이상 4.2 【경주대】사회복지(가)

195이상

89이상 4.4 【경주대】외식조리학부(가)

【수`영`탐】
수`탐

【단국대천안】경영(야)(다) 【계명대】한문교육(가),회계(가),영어
영문(다),세무(다),경제금융(가),경영정보(다) 【경북대상주】생태
관광(나) 【동아대】사학(나),고고미술사(나) 【경성대】심리(가)
【동의대】소방방재행정(나) 【부산외대】영어학부(가) 【고신대】의
료경영(다) 【경상대】러시아(가),한문(가) 【창원대】국어국문(다),
338이상 200이상 3.3 중국(가),사회(다),문화테크노(다)

영어
표준점수 백분위 평균
(400점만점) (200점만점) 등급

【한국교통대】행정학부(가) 【영남대】경영(야)(다),행정(야)(다)
【계명대】행정(가),중국어문(다),패션마케팅(가),국어국문(다),문
헌정보(다) 【대구가톨릭대】지리교육(나) 【대구대】심리(나) 【안동
대】행정(나) 【동국대경주】행정경찰공공(다) 【동아대】철학생명의
료윤리(나) 【경성대】유아교육(가),윤리교육(나) 【동의대】유아교
육(나) 【부산외대】경찰행정(다),동남아창의융합학부(가) 【창
원대】사학(가),일어일문(다),불어불문(가),독어독문(다) 【울산대】
336이상 195이상 3.4 국제관계(나),스페인중남미(나) 【인제대】보건행정(가)

【국`영+수/탐(택1)】
국+수/탐(택1)
영어
표준점수 백분위 평균
(400점만점) (200점만점) 등급

【단국대천안】공공관리(야)(다) 【영남대】경제금융학부(야)(다)
【계명대】정치외교(다),사회(가),전자무역(가),스포츠마케팅(다)
【대구가톨릭대】자율전공학부(나) 【동국대경주】유아교육(다)
【경성대】신문방송(가),국제무역통상(나),광고홍보(가) 【신라대】
일어교육(다) 【부산외대】G2(영·중)융합학부(가) 【창원대】가족
331이상 188이상 3.5 복지(가),철학(다) 【울산대】경제(나) 【인제대】유아교육(가)

236이상 154이상

【한국교통대】글로벌어문학부(가) 【계명대】스페인어중남미(가),
일본어문(다),소비자정보(가),중국(가),독일어문(다) 【대구가톨
릭대】교육(나) 【대구대】사회복지(나) 【안동대】법학(나) 【경성대】
호텔관광경영(나),행정(가),외식서비스경영(나) 【부산외대】유럽
지역통상(가) 【고신대】유아교육(다) 【울산대】경영정보(나),중국
327이상 181이상 3.5 어중국(나),역사문화(나) 【경상대통영】수산경영(다)
【한국교통대증평】유아특수교육(나) 【영남대】국어국문(야)(다)
【계명대】일본(가),사학(가),유럽(가) 【경성대】법학(가),사회복지
(나) 【동의대】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가) 【부산외대】아랍지역
323이상 174이상 3.6 (가) 【울산대】일본어일본(나)
【영남대】새마을국제개발(야)(다) 【계명대】러시아어문(다),철학
윤리(가),한국문화정보(가),미국(가) 【대구대】행정(가) 【안동대】
창의융합학부(가),국어국문(나) 【동국대경주】자유전공학부(다),
국사(가) 【경성대】영어영문(가),문헌정보(나),경영(나) 【동의대】
정보경영학부(다),평생교육청소년상담(가) 【부산외대】일본어창
의융합학부(가),중국학부(가) 【울산대】사회복지(나),국어국문학
319이상 168이상 3.8 부(나) 【동명대】유아교육(다)

【경주대】문화재(가)

지 원 가 능 대 학 `학 과

253이상 181이상 1.7 【경기대】국제산업정보(다)

지 원 가 능 대 학 `학 과

【고려대세종】문화창의학부(다),문화유산융합학부(다),글로벌
2.4 학부(나)
2.5 【차의과학대】데이터경영(나),보건복지행정(나)
【차의과학대】보건의료산업(다),상담심리(다),미술치료(나),의
2.8 료홍보미디어(다)

242이상 164이상
238이상 158이상

【수`영+국/탐(택1)】
수+국/탐(택1)
영어
지 원 가 능 대 학 `학 과
표준점수 백분위 평균
(400점만점) (200점만점) 등급
256 이상 185 이상 1.5 【숙명여대】통계(나)
【영`탐+국/수(택1)】
탐+국/수(택1)

영어
표준점수 백분위 평균
(400점만점) (200점만점) 등급

지 원 가 능 대 학 `학 과

248이상 172이상 2.1 【홍익대세종】자율전공(인문예능)(다)
242이상 163이상 2.4 【홍익대세종】광고홍보학부(다)
237이상 154이상 2.8 【홍익대세종】상경학부(다)
201이상

96이상

188이상

78이상 4.6 【김천대】상담심리치료(가)

4

【김천대】공공경찰행정(가)

【국+수/영/탐(택2)】
영어제외

영어포함

【영남대】무역학부(야)(다) 【계명대】행정(야)(다) 【대구가톨릭대】
관광경영(다) 【안동대】경제무역학부(나) 【동국대경주】호텔관광
외식경영학부(다),고고미술사(가) 【경일대】경찰행정학부(가) 【경성
대】경제금융물류학부(가),글로컬문화학부(나),회계(가) 【동의대】경
영학부(나),공공인재학부(가),미디어광고학부(가) 【부산외대】유럽
314이상 162이상 3.9 학부(가) 【고신대】신학(나) 【울산대】프랑스어프랑스(나)

국+수/탐(택1) 영어
표준 백분위 표준 백분위 평균
(600점) (300점) (400점) (200점) 등급

【계명대】회계(야)(다),관광경영(야)(가) 【대구가톨릭대】호텔경영
(나) 【대구대】미디어커뮤니케이션(나) 【안동대】유럽문화관광
(나) 【동국대경주】사회복지(다),영어영문(가),경영(다) 【경성대】
인문문화학부(가) 【동의대】문헌정보(가),일본어(가),무역유통학
부(나) 【동서대】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다) 【부산외대】인도학
부(가),국제학부(다),국제무역마케팅학부(다),중남미학부(가)
311이상 158이상 3.9 【인제대】공공인재학부(가)

【영+국/수/탐(택2)】
국/수/탐(택2)
영어
지 원 가 능 대 학`학 과
표준점수 백분위 평균
(400점만점) (200점만점) 등급
239이상 158이상 2.5 【경남대】영어교육(나)

【영남대】정치외교(야)(다) 【계명대】경영(야)(가),경제금융(야)
(다) 【대구가톨릭대】사회(다),경제금융부동산(나),사회복지(다),
언론광고학부(나),법학(나),경영학부(다) 【안동대】식품영양(가),
사학(나) 【동국대경주】중어중문(가),회계(다),일어일문(가),글로
벌경제통상학부(다) 【경성대】중국(나) 【동의대】경제금융보험재
무부동산학부(가),중국어(나) 【동서대】동아시아(가),InternationalStudies(가) 【부산외대】영상콘텐츠융합(다),경영학부
307이상 152이상 3.9 (다) 【인제대】경영학부(가) 【경남과기대】사회복지(나)

228이상 137이상 3.3 【대구한의대】경찰행정(다)

304이상 148이상

301이상 142이상

4

【계명대】기독교(가),일본(야)(가),국제통상(야)(다) 【대구가톨릭
대】행정(나),국제의료경영(다),중어중국(나) 【대구대】창조융합
학부(가) 【안동대】생활복지(가),중어중문(나) 【동국대경주】국어
국문(가),정보경영(다) 【위덕대】초등특수교육(나) 【동의대】영어
(가) 【신라대】공공인재학부(나) 【부산외대】러시아터키중앙아시
아학부(가) 【고신대】기독교교육(다) 【울산대】철학(나) 【인제대】
국제어문학부(가),국제경상학부(가) 【동명대】상담심리(다) 【부
산가톨릭대】사회복지상담(가)

4

【계명대】법학(야)(가) 【대구가톨릭대】무역(나),아동(나),영어
(다) 【대구대】지역사회개발복지(가),관광경영(나),부동산(가)
【안동대】경영회계학부(나) 【동의대】한국어문(가) 【동서대】보건
행정(다) 【부산외대】국제비서(다) 【경남과기대】글로벌무역통상
(나) 【동명대】군사(다) 【부산가톨릭대】사회복지(가)

【계명대】경영정보(야)(가),미국(야)(가) 【대구가톨릭대】일어일문
(나),한국어문(다) 【대구대】중국어중국(가),경영(나),호텔관광
(나),영어영문(가),가정복지(나) 【안동대】의류(가),민속(나) 【위
덕대】경찰행정(나) 【신라대】항공서비스(가),보건행정(나) 【동서
대】영어(다),사회복지학부(다) 【부산외대】역사관광외교학부
(다),한국어문화학부(다) 【인제대】인문문화융합학부(가) 【경남
297이상 137이상 4.2 과기대】영어(나),아동가족(다),회계(나)
【계명대】중국(야)(가) 【대구가톨릭대】러시아어(다),정치외교
(나),스페인어중남미(나),도서관(다) 【대구대】일본어일본(가),사
회(나),도시행정(가),산업복지(나) 【동국대경주】불교아동보육
(가) 【위덕대】중등특수교육(나) 【동서대】관광학부(다) 【부산외
292이상 130이상 4.2 대】경제금융(다) 【경남과기대】경영(다) 【동명대】국제물류(다)
【대구가톨릭대】가족상담복지(다) 【대구대】DU인재법학부(가),
회계(나),문헌정보(나) 【동국대경주】불교학부(가) 【위덕대】자율
전공학부(다),유아교육(나) 【신라대】역사문화(나),광고홍보(나)
【동서대】중국어(다),글로벌경영학부(가) 【부산외대】사회복지
(다) 【고신대】사회복지(나) 【인제대】소비자가족(가) 【경남과기
287이상 124이상 4.4 대】경제(나)

국`수`탐

356

232

지 원 가 능 대 학`학 과

【경남대】국어교육(나)

236 154 2.8

234이상 149이상 2.9 【대구한의대】중등특수교육(나)
213이상 112이상 3.8 【대구한의대】항공서비스(나)
198이상

91이상 4.2 【대구한의대】상담심리(가),의료경영(다)

195이상

87이상 4.2 【대구한의대】청소년교육상담(나)

191이상

83이상 4.4 【대구한의대】아동복지(가)

188이상

77이상 4.6 【대구한의대】노인복지(다),호텔관광(가)

179이상

67이상 4.9 【대구한의대】통상경제학부(가)

【탐+국/수/영(택2)】
영어제외
국`수`탐
표준 백분위
(600점) (300점)
338 200

영어포함
탐+국/수(택1)
표준 백분위
(400점) (200점)
226 133

영어
평균
등급

지 원 가 능 대 학`학 과

3.3 【동양대】철도경영(가)

336

195

224

130

3.4 【동양대】경찰행정(가)

327

181

218

121

3.5 【동양대북서울】공공인재학부(나)

323

174

216

117

3.6 【동양대】유아교육(가)

【국/수/영/탐(택3)】
영어제외
국`수`탐
표준 백분위
(600점) (300점)
383 277

영어포함
국/수/탐(택2) 영어
표준 백분위 평균
(400점) (200점) 등급

지 원 가 능 대 학`학 과

255

184

1.5 【가천대】글로벌경영(다),글로벌경제(가),자유전공(다)

380

272

253

181

351

224

234

149

【성신여대】글로벌비즈니스(가) 【가천대】법학(가),동양
1.7 어문(가),경영(다)
2.9 【경남대】경찰(다)

345

211

230

141

3.2 【경남대】교육(나)

342

206

228

137

3.3 【경남대】유아교육(나),심리(나)

331

188

221

126

3.5 【경남대】행정(나)

327

181

218

121

3.5 【경남대】일어교육(다)

【대구대】불어불문(가),무역(나),경제(나) 【안동대】동양철학(나)
【위덕대】경찰정보보안(다),항공관광(나) 【신라대】상담심리복지
(나),회계세무(나) 【동서대】일본어(다),국제통상물류학부(가)
【고신대】직업재활상담(나) 【경남과기대】데이터사이언스(나)
282이상 116이상 4.6 【동명대】호텔경영(나),자율전공학부(다),광고홍보(다)

319

168

213

112

3.8 【경운대】군사(나) 【경남대】사회복지(다)

314

162

209

108

3.9 【경남대】역사(나)

311

158

207

106

【대구대】한국어문(가),국제관계(나),금융보험(나) 【안동대】한문
(나) 【위덕대】사회복지(나) 【신라대】사회복지(나),문헌정보(나),
국제관광경영학부(나) 【경남과기대】유통(나) 【동명대】신문방송
278이상 112이상 4.7 (나),관광경영(다),경영(가) 【부산가톨릭대】경영(가)

304

148

203

99

【경운대】경찰행정(다),항공서비스(다) 【경남대】법
3.9 학(다),미디어커뮤니케이션(나)
4 【경남대】경영학부(나)

301

142

200

95

【위덕대】경영(나),일본언어문화(다) 【경성대】신학(나) 【신라대】
국제지역학부(나),경영학부(나),경제금융(나) 【고신대】글로벌비
즈니스학부(나),국제문화선교(다) 【동명대】경영정보(가),국제통
상(나),글로벌문화콘텐츠학부(나),복지건강학부(다),금융회계
269이상 101이상 4.9 (다) 【부산가톨릭대】유통경영(가)

297

137

198

91

292

130

195

87

287

124

191

83

【위덕대】불교문화(나),소방방재(다),경영(야)(나),한국어학
부(다),사회복지(야)(나) 【신라대】무역물류(나),문예창작비평
(나) 【경남과기대】회계(야)(다),경영(야)(다) 【동명대】유통경
영(가) 【부산가톨릭대】경영정보(가)

282

116

188

77

【경일대】부동산지적(다),자율전공학부(나) 【경남대】국
제무역물류(나)
【경운대】의료서비스경영(다) 【경남대】경제금융(나),영
4.2 어(다)
【경일대】심리치료(다) 【경운대】상담복지(다) 【경남대】
4.2 중국(나)
【경일대】아동문헌정보(다),사회복지(가) 【경남대】관광
4.4 학부(다),경영정보(다),정치외교(나)
4.6 【경남대】사회(나),경호보안(다),한국어문(다)

278

112

185

75

4.7 【경남대】문화콘텐츠(다)

269

101

179

67

4.9 【경일대】국제통상(다),경영(가)

263이상 91이상

5

【국`수`영】
국`수
표준점수 백분위
(400점만점) (200점만점)
255이상 185이상
250이상 178이상
227이상 139이상
219이상 126이상
216이상 121이상

영어
평균
등급
1.7
2.1
3.3
3.5
3.5

4

【수+/국/영/탐(택1)】
영어제외
지 원 가 능 대 학`학 과
【한동대】전학부(다)
【영남대】항공운항계열(여)(가),항공운항계열(남)(가)
【영남대】군사(남)(가)
【경남대】군사(여)(가)
【경남대】군사(남)(가)

【국`영`탐】

영어포함

수+국/탐(택1)
수
영어
표준 백분위 표준 백분위 평균
(400점) (200점) (200점) (100점) 등급
246

171

125

88

2.3 【한국산업기술대】IT경영(나)

244

166

124

86

2.4 【한국산업기술대】산업경영(가)

【국/수/영/탐(택2)】
영어제외

국`탐

영어
표준점수 백분위 평균
(400점만점) (200점만점) 등급

지 원 가 능 대 학`학 과

지 원 가 능 대 학`학 과

영어포함

국/수/탐(택2) 국/수/탐(택1) 영어
표준 백분위 표준 백분위 평균
(400점) (200점) (200점) (100점) 등급

지 원 가 능 대 학`학 과

248이상 174이상 1.8 【서울과기대】문예창작(가)

251

178

125

89

1.8 【건국대글로컬】경찰(다)

242이상 165이상 2.3 【연세대원주】디자인예술학부(나)

245

169

123

84

2.3 【건국대글로컬】유아교육(다),국제비즈니스학부(다)

239이상 160이상 2.4 【연세대원주】인문과학부(나),국어국문(나)

242

164

121

82

2.4 【건국대글로컬】문화콘텐츠학부(다),문헌정보(다)

206이상 105이상

239

158

120

79

2.5 【건국대글로컬】사회복지(다)

1

4

2

【경주대】항공관광경영학부(가)

3

4

5

6

7

8

9 10 20 30 50 70 80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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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19학년도 대입
자연계
【국`수`영`탐】
국`수`탐

영어
표준점수 백분위 평균
(600점만점) (300점만점) 등급

405이상 296이상

401이상 294이상

지 원 가 능 대 학`학 과

1

【서울대】의예(가) 【연세대】의예(나) 【성균관대】의예(나) 【가톨릭
대】의예(나) 【울산대】의예(나) 【고려대】의과대학(나) 【경희대】의
예(가)

1

【서울대】수리과학부(가),전기정보공학부(가),화학생물공학부
(가) 【연세대】치의예(나) 【고려대】사이버국방(나) 【한양대】의
예(나) 【이화여대】의예(가) 【중앙대】의학부(가) 【인하대】의예(다)
【아주대】의학(가) 【가천대메디컬】의예(나) 【연세대원주】의예(가)
【순천향대】의예(다) 【전남대】의예(가) 【한림대】의예(나) 【경북대】
의예(가) 【부산대】의예(가) 【인제대】의예(가)

【서울대】컴퓨터공학부(가),기계공(가),물리(가),산업공(가),생명
과학부(가),재료공학부(가),수학교육(가),화학부(가),천문(가)
【경희대】치의예(가) 【단국대천안】의예(다) 【건양대대전】의학(가)
【원광대】의예(나) 【을지대대전】의예(나) 【전북대】의예(가) 【제주
대】의예(다) 【충남대】의예(가) 【충북대】의예(나) 【영남대】의예
(나) 【계명대】의예(다) 【대구가톨릭대】의예(다) 【동국대경주】의예
398이상 292이상 1.1 (다) 【동아대】의예(가) 【고신대】의예(다)
【서울대】건축(가),우주항공공(가),응용생물화학부(가),건설환경
공학부(가),생물교육(가),물리교육(가),원자핵공(가),화학교육
(가),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가) 【연세대】수학(나),전기전자공학
부(나),화공생명공학부(나),기계공학부(나) 【고려대】화공생
명공(나),전기전자공학부(나),신소재공학부(나) 【경희대】한의
예(가) 【가톨릭관동대】의학(가) 【원광대】치의예(나) 【전남대】치
의학(가) 【조선대】의예(가) 【경북대】치의예(가) 【부산대】치의학
395이상 291이상 1.1 (가) 【경상대칠암】의예(가)
【서울대】지구과학교육(가),조선해양공(가),식품동물생명공학
부(가),식물생산과학부(가),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가),간호대
학(가),의류(가) 【연세대】화학(나),컴퓨터과학(나),신소재공
학부(나),생명공(나),산업공(나),물리(나),도시공(나),시스템생
물(나),천문우주(나),생활디자인(나) 【고려대】기계공학부(나),
생명과학부(나),수학(나),컴퓨터(나),생명공학부(나),수학교
육(나),화학(나),물리(나),가정교육(나) 【성균관대】반도체시스
템공(가) 【한양대】미래자동차공(가) 【단국대천안】치의예(나)
【가천대】한의예(나) 【강릉원주대】치의예(다) 【원광대】한의예
(나) 【전북대】치의예(가) 【조선대】치의예(가) 【동국대경주】한의
393이상 289이상 1.2 예(다) 【부산대】한의학(나)
【서울대】산림과학부(가),식품영양(가) 【연세대】사회환경시스템
공학부(나),글로벌융합공학부(나),건축공(나),생화학(나),대기과
학(나),식품영양(나),실내건축(나),의류환경(나),지구시스템과학
(나) 【고려대】건축(나),산업경영공학부(나),식품공(나),바이오의
공학부(나),바이오시스템의과학부(나),환경생태공학부(나),건축
사회환경공학부(나),간호대학(나) 【성균관대】글로벌바이오메디
컬공(가),소프트웨어(가),수학교육(나) 【한양대】융합전자공학
부(나),에너지공(가),화학공(가),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나) 【건
국대】수의예(가) 【대전대】한의예(가) 【상지대】한의예(다) 【우석대】
390이상 286이상 1.3 한의예(나) 【경북대】수의예(가) 【동의대】한의예(나)
【연세대】간호(나) 【고려대】지구환경과학(나),보건환경융합과학
부(나) 【서강대】화공생명공(가),컴퓨터공(가),수학(가),기계공
(가),화학(가) 【성균관대】전자전기공학부(나),공학계열(가) 【한양
대】파이낸스경영(가),기계공학부(나),전기생체공학부(나),생명
공(가),산업공(나),유기나노공(나),수학(가) 【중앙대】산업보안
(나),창의ICT공과대학(다),소프트웨어대학(다) 【아주대】국방디
지털융합(다) 【동신대】한의예(가) 【세명대】한의예(나) 【전남대】수
의예(나) 【전북대익산】수의예(나) 【제주대】수의예(다) 【충남대】수
387이상 283이상 1.3 의예(가) 【충북대】수의예(가) 【대구한의대】한의예(나)
【서강대】전자공(가),생명과학(가),물리(가) 【성균관대】건설환경
공학부(가),자연과학계열(나),컴퓨터교육(나) 【한양대】도시공
(나),원자력공(나),신소재공학부(가),생명과학(가),화학(나),물리
(나),수학교육(가),건축학부(나) 【이화여대】통합선발(자연)(가)
【중앙대】공과대학(나) 【한국항공대】항공운항(나) 【강원대】수의
384이상 280이상 1.4 예(가) 【경북대】모바일공(가) 【경상대】수의예(가)
【한양대】건축공학부(나),자원환경공(나),건설환경공(나) 【중앙대】
자연과학대학(나),간호(다),건축학부(나) 【서울시립대】통계(가),
화학공(가) 【건국대】미래에너지공(다),스마트ICT융합공(다) 【홍
익대】건축(다) 【한국항공대】자유전공학부(다) 【한국교원대】수학
381이상 274이상 1.6 교육(나) 【경북대】수학교육(나)
【경희대】정보디스플레이(가),약과학(가),화학(가) 【경희대국제】
소프트웨어융합(나),화학공(나) 【서울시립대】생명과학(가),전자
전기컴퓨터공학부(가),기계정보공(가),컴퓨터과학부(가) 【건국대】
스마트운행체공(다),화장품공(다) 【홍익대】수학교육(다),실내건
축(다),자율전공(자연예능)(다) 【가톨릭대】간호(나) 【한국항공대】
항공교통물류학부(가) 【한국교원대】생물교육(나),화학교육
(나),물리교육(나),가정교육(나) 【부산대】수학교육(가),기계공
378이상 271이상 1.7 학부(나)
【경희대】생물(가),수학(가),한약(가) 【경희대국제】생체의공(나),
기계공(나),전자공(나) 【서울시립대】도시공(가),신소재공(가),수
학(가),공간정보공(가),환경원예(가) 【건국대】화학(나),시스템생
명공(다),의생명공(다) 【동국대】통계(가) 【홍익대】기계시스템디
자인공(다),정보컴퓨터공학부(다) 【한국교원대】지구과학교
육(나),컴퓨터교육(나) 【경북대】전자공학부(가),생물교육(나) 【부
375이상 268이상 1.7 산대】화공생명환경공학부(가)
【한양대ERICA】로봇공(나) 【경희대】물리(가),간호(가),식품영
양(가),지리(가) 【경희대국제】컴퓨터공(나),응용화학(나),정보전
자신소재공(나),응용수학(나),산업경영공(나),우주과학(나),유
전공(나),건축(나) 【서울시립대】환경공학부(가),건축(가),물
리(가),건축공(가),토목공(가),조경(가),교통공(가) 【건국대】수
학(나),융합생명공(다),줄기세포재생공(다),수학교육(가),화학
공학부(가),전기전자공학부(가),생명과학특성(나),기계공학부
(가),생물공(가),소프트웨어(가),산업공(나),기술융합공(나),항
공우주정보시스템공(나),컴퓨터공(가) 【동국대】수학교육(가),수
학(나),의생명공(나),화학(가),융합에너지신소재공(나),화공생
물공(가) 【홍익대】전자전기공학부(다),신소재화공시스템공학
부(다),건설도시공학부(다) 【숙명여대】화공생명공학부(나),생명
시스템학부(나) 【인하대】아태물류학부(나),기계공(나),화학공(나),
전자공(다),전기공(가),항공우주공(나) 【아주대】사이버보안(다),
간호(다),기계공(다),소프트웨어(다) 【숭실대】컴퓨터학부(다),스
마트시스템소프트웨어(다),글로벌미디어학부(다) 【국민대】자동
차IT융합(나),자동차공(가),건축학부(다) 【성신여대】간호(가) 【서
울과기대】MSDE(가),ITM(가) 【한국항공대】소프트웨어(다) 【가
천대메디컬】간호(나) 【연세대원주】간호(나) 【한국교원대】기술교
육(나),환경교육(나) 【경북대】응용화학공학부(나),지구과학교
육(나),화학교육(나),화학(가),기계공학부(나) 【부산대】전자공
(나),화학(나),전기컴퓨터공학부(가),생명과학(나),통계(가) 【한
372이상 263이상 1.8 국해양대】항해학부(여)(가) 【인제대】간호(가)
【한양대ERICA】소프트웨어학부(나),기계공(가),ICT융합학
부(가),화학분자공(나),생명나노공(나) 【중앙대안성】예술공학대
학(나) 【경희대국제】응용물리(나),환경학및환경공(나),원자력공
(나),식품생명공(나),원예생명공(나),식물환경신소재공(나),한
방재료공(나),건축공(나),사회기반시스템공(나) 【건국대】물리
(가),사회환경공학부(나),식량자원과학(나),건축학부(가),환경
보건과학(나),동물자원과학(나),산림조경(나) 【동국대】정보통신
공(나),전자전기공학부(가),기계로봇에너지공(가),생명과학
(나),물리반도체과학부(나),식품생명공(나),컴퓨터공(가),산업
시스템공(가),건설환경공(나),멀티미디어공(가) 【숙명여대】화학
(나),기초공학부(나),수학(나),컴퓨터과학(나),기계시스템학부
(나),IT공학(나),전자공(나),응용물리(나) 【인하대】신소재공(가),
정보통신공(가),컴퓨터공(나),고분자공(나),에너지자원공(나),
통계(다),화학(가),생명공(가),글로벌금융(나),간호(나),공간정
보공(다),수학(가),수학교육(나),물리(다) 【아주대】화학공(다),
응용화학생명공(다),전자공(다),산업공(다),미디어(다),신소재
공(다) 【단국대】수학교육(다),화학공(나),과학교육(다),건축(나)
【단국대천안】간호(가) 【숭실대】정보통계보험수리(다),소프트웨
어학부(가),산업정보시스템공(가),융합특성화자유전공학부(다),
화학공(다),실내건축(가),IT융합(나),수학(다),건축건축공(가)
【국민대】빅데이터경영통계(가),기계시스템공(가),소프트웨어학
부(나),바이오발효융합(가) 【성신여대】통계(나),의류산업(가),화
학(나),운동재활복지(가),식품영양(가),수학(나),글로벌의과학
(가) 【세종대】항공시스템공(남)(가),항공시스템공(여)(가) 【광운
대】전자공(가),정보융합학부(다) 【서울과기대】신소재공(가),화
공생명공(나),기계자동차공(나),정밀화학(가),전자IT미디어공
(나),전기정보공(가) 【한국항공대】항공우주및기계공학부(가),항
공재료공(다),항공전자정보공학부(나) 【상명대】수학교육(다)
【가천대】컴퓨터공(가) 【가천대메디컬】의용생체공(다),물리치료
(다) 【한국교통대의왕】철도공학부(가) 【경북대】글로벌소프트웨
어융합(나),간호(가),물리교육(나),전기공(가),컴퓨터학부(가),
자연과학자율전공(나),수학(가),생명공(가),신소재공학부(나),
통계(가) 【부산대】지구과학교육(가),생물교육(가),항공우주공(
가),재료공학부(나),화학교육(가),분자생물(가),산업공(가),고분
자공(나),수학(나),유기소재시스템공(가),간호(나) 【한국해양대】
항해학부(남)(가),해사글로벌학부(여)(가),해사글로벌학부(
남)( 가),해양경찰(여)(가),해양경찰(남)(가),해사수송과
368이상 257이상 2.1 학부(여)(가) 【고신대】간호(다) 【울산대】간호(나)

【한양대ERICA】분자생명과학(가),전자공학부(가),나노광전자
(나),국방정보공(남)(나),재료화학공(가),산업경영공(가),해양융
합공(나),교통물류공(가),응용물리(가),응용수학(가) 【중앙대안
성】생명공학대학(가) 【한국외대글로벌】바이오메디컬공학부(가) 【건
국대】축산식품생명공(나),식품유통공(나) 【동국대】건축공학부
(나),가정교육(가),바이오환경과학(가) 【숙명여대】의류(나),식품
영양(나),소프트웨어융합(나) 【인하대】환경공(가),산업경영공
(가),건축학부(다),생명과학(나),사회인프라공(가),해양과학(다),
식품영양(나),조선해양공(가),소비자(다) 【아주대】건설시스템공(다)
【단국대】모바일시스템공(다),소프트웨어(다),전자전기공학부
(나),기계공(나),응용컴퓨터공(다) 【숭실대】전자공(다),기계공학
부(다),의생명시스템학부(다),전기공학부(다),화학(다),물리(다),
유기신소재파이버공(다) 【국민대】바이오의약(가),나노소재(가),
전자시스템공(가),에너지기계공(나),융합전자공(나),정보보안암
호수학(가),임산생명공(다),융합기계공(나),나노전자물리(다),기
계금속재료(가),경영정보학부(가),에너지전자융합(나),식품영양(가),
산림환경시스템(다),전자화학재료(나) 【서울여대】정보보호(가),
자율전공학부(나),디지털미디어(가),소프트웨어융합(가),수학(다),
화학생명환경과학부(다) 【덕성여대】바이오공(가),IT미디어(가),정
보통계(나) 【동덕여대】정보통계(다),보건관리(나) 【세종대】정보보
호(나),국방시스템공(남)(가),소프트웨어(나),수학통계학부(나),
컴퓨터공(나),기계항공우주공학부(나) 【가톨릭대】생명환경학부(다)
【명지대】전공자유학부(나) 【광운대】전자통신공(다),화학공(가),전
기공(가),건축(가),전자융합공(다),로봇학부(가),전자재료공(다),
컴퓨터정보공학부(가) 【인천대】수학교육(가) 【서울과기대】산업정
보시스템(나),컴퓨터공(가),건축(나),기계시스템디자인공(가),안
전공(가),환경공(가),건설시스템공(가),식품공(나),안경광(가),건
축공(나) 【상명대】의류(나) 【가천대】화공생명공(가),기계공(다),소
프트웨어(다),산업경영공(가),건축학부(다),바이오나노(다),도시
계획조경학부(가) 【가천대메디컬】방사선(다),치위생(다),응급구
조(다) 【연세대원주】의공학부(나),물리치료(나) 【한국교통대의왕】
자유전공학부(나),철도경영물류컴퓨터학부(가) 【경북대】에너지공
학부(나),생물(가),고분자공(나),건축(나),물리(가),환경공(나),응
용생명과학부(나),지구시스템과학부(가),건축공(나) 【영남대】수
학교육(다) 【계명대】간호(다) 【대구가톨릭대】간호(나) 【부산대】물
리교육(가),미생물(가),식품영양(가),대기환경과학(가),조선해양
공(나),물리(가) 【부산대밀양】나노메카트로닉스공(가) 【부경대】냉
동공조공(나) 【한국해양대】해사수송과학부(남)(가),해양플랜트운
영(여)(가),해양플랜트운영(남)(가),기관시스템공학부(여)(가),기
363이상 250이상 2.3 관시스템공학부(남)(가) 【부산가톨릭대】간호(가)
【한양대ERICA】건축학부(가),건설환경공(가) 【한국외대글로벌】
통계(다) 【단국대】고분자공(나),건축공(다),파이버시스템공(다),
토목환경공(다) 【국민대】건설시스템공학부(가) 【서울여대】패션산
업(가),원예생명조경(다),식품응용시스템학부(가) 【덕성여대】화
학(나),컴퓨터공(가),수학(나),식품영양(나) 【동덕여대】화장품
(나),컴퓨터(다),응용화학(나),식품영양(나) 【세종대】지능기전공
학부(나),생명시스템학부(나),나노신소재공(나),만화애니메이션
텍(나),화학(나),디자인이노베이션(나) 【가톨릭대】미디어기술콘
텐츠(다),컴퓨터정보공학부(다),자연과학부(다),정보통신전자공
학부(다) 【명지대】컴퓨터공(가),전기전자공학부(가),화공신소재
환경공학부(가),융합공학부(가),건축학부(나),기계산업경영공학
부(가) 【광운대】화학(다),소프트웨어학부(가),건축공(다),환경공
(다),전자바이오물리(다),수학(가) 【인천대】에너지화학공(가),임
베디드시스템공(다),패션산업(다) 【상명대】식품영양(나),화공신
소재(나),게임(나) 【가천대】전자공(다),나노화학(다),전기공(가),
신소재공(다),생명과학(가),식품영양(다) 【가천대메디컬】운동재
활복지(다) 【연세대원주】임상병리(나) 【한국기술교육대】메카트로
닉스공학부(가),기계공학부(나),전기전자통신공학부(가),에너지
신소재화학공학부(가) 【경북대】토목공(나),식품영양(가),식품공
학부(나),아동학부(가),섬유시스템공(나) 【동국대경주】간호(다)
【부산대】디자인앤테크놀로지(가),건설융합학부(가),실내환경디
자인(나),해양(나) 【부산대밀양】나노에너지공(나),광메카트로닉
스공(나) 【부경대】수산생명의학(나) 【한국해양대】해사IT공학
부(여)(가),해사IT공학부(남)(가),기관공학부(여)(가),기관공학
359이상 241이상 2.4 부(남)(가) 【동아대】간호(가) 【경상대】수학교육(가)
【한국외대글로벌】생명공(다),수학(다),컴퓨터전자시스템공학부
(나),화학(다),산업경영공(나) 【단국대천안】제약공(가) 【세종대】
전자정보통신공(나),환경에너지공간융합(나),데이터사이언스
(나),물리천문(나),에너지자원공(나),원자력공(나) 【가톨릭대】생
활과학부(다) 【경기대】기계시스템공(다),신소재공(다),화학공(다)
【명지대】정보통신공(가),자연과학대학(나) 【인천대】컴퓨터공학부
(다),기계공(가),신소재공(가),수학(다),생명공학부(가),화학(다)
【상명대】생명공(나),융합전자공(나),화학에너지공(나),전기공
(나),컴퓨터과학(나) 【가천대】나노물리(가),설비소방공(다),식품
생물공(다) 【한국기술교육대】컴퓨터공학부(나) 【한국산업기술대】
생명화학공(다) 【경북대】농업토목생물산업공학부(나),의류(가),
가정교육(나),바이오섬유소재(나),산림과학조경학부(나),원예과
학(나) 【영남대】전자공(다) 【부산대】지질환경과학(나),의류(가)
【부경대】기계공(가),화학공(가),전자공(가),간호(가) 【한국해양
대】냉동공조에너지시스템공(다) 【동의대】간호(나) 【신라대】간
호(다) 【창원대】간호(가) 【울산대】기계자동차공(나) 【인제대】임상
357이상 237이상 2.5 병리(다),물리치료(가)
【한국외대글로벌】환경(다),전자공(나),전자물리(다),정보통신
공(나) 【단국대천안】물리치료(나),치위생(나),임상병리(가) 【세종
대】건축공학부(나),건설환경공(나) 【경기대】컴퓨터공학부(다),화
학(다),수학(다),전자공(다),바이오융합학부(다) 【명지대】토목교
통공학부(가) 【인천대】전자공(가),도시공(다),전기공(가),산업경
영공(가),정보통신공(다),메카트로닉스공(가),안전공(가) 【상명
대】휴먼지능정보공(나) 【가천대】토목환경공(다) 【연세대원주】생
명과학기술학부(나) 【한국기술교육대】건축공(나),디자인공(나)
【한국산업기술대】컴퓨터공(나),소프트웨어(다),기계공(다),에너
지전기공(가),엔터테인먼트컴퓨팅(다),기계설계공(나) 【영남대】
컴퓨터공(다),로봇기계공(다),기계공학부(다) 【부산대밀양】IT응
용공(나),식품공(나),바이오산업기계공(가) 【부경대】글로벌자율
전공학부(가),전기공(가),기계시스템공(나),화학(가),컴퓨터공
(가),건축(나),공업화학(나) 【한국해양대】전기전자공(다) 【신라대
352이상 228이상 2.6 】수학교육(다) 【울산대】화학공학부(나)
【단국대천안】디스플레이공(나),심리치료(가) 【경기대】건축(다),산
업경영공(다),환경에너지공(다),전자물리(다) 【인천대】물리(다),
생명과학부(가),도시건축학부(다),건설환경공학부(다) 【한경대】
화학공(다) 【고려대세종】자유공학부(가),생명정보공(다) 【연세대
원주】방사선(나) 【한국산업기술대】임베디드시스템(다),메카트로
닉스공(나),게임공(나),나노-광공(가),신소재공(나) 【한국교통대
증평】간호(나) 【영남대】전기공(다),화학공학부(다),통계(나),생명
공(다) 【대구대】수학교육(가),간호(나) 【금오공대】기계시스템
공(나),기계공(가),전자공학부(나) 【안동대】간호(나) 【부산대밀양】
바이오소재과학(나),바이오환경에너지(가) 【부경대】IT융합응용공
(가),신소재시스템공(나),생물공(나),의공(가),기계설계공(가),고
분자공(나),통계(가),식품영양(나) 【한국해양대】기계시스템공(다)
【경성대】간호(가) 【경상대】기계항공정보융합공학부(가),생물교육
350이상 224이상 2.8 (가) 【경상대칠암】간호(가) 【부산가톨릭대】물리치료(가)
【단국대천안】신소재공(나),산업공(다),에너지공(다),화학(나),분
자생물(가),수학(다) 【동덕여대】토탈뷰티케어(야)(다) 【경기대】도
시교통공(다),건축공(다),토목공(다) 【인천대】해양(다) 【한경대】컴
퓨터공(다),기계공(다) 【고려대세종】경제통계학부(다),전자기계
융합공(나) 【연세대원주】치위생(나),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나),
디자인예술학부(나) 【한국산업기술대】전자공(나) 【영남대】의생명
공(다),건축학부(다),자동차기계공(다),신소재공학부(다) 【금오공
대】컴퓨터공(나) 【대구한의대】간호(가) 【경일대】간호(가) 【부산대
밀양】식물생명과학(가),생명환경화학(나) 【부경대】시스템경영공
학부(나),정보통신공(가),미생물(가),제어계측공(나),재료공(나),
식품공(나),소방공(가),응용수학(가) 【한국해양대】해양생명과학
부(다),데이터정보(다) 【동서대】간호(가) 【경상대】화학공(가) 【울
346이상 220이상 2.8 산대】전기전자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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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세종】게임소프트웨어(다) 【단국대천안】식품공(나),원자력
융합공(가),생명과학(나),미생물(나),녹지조경(다),식품영양(나),
물리(다),동물자원(가) 【인천대】기계공(야)(가) 【한경대】건축(다),
전기전자제어공(다),생명공(다),식품생물공(다),응용수학(다) 【고
려대세종】컴퓨터융합소프트웨어(다),사이버보안(나),신소재화학
(나),전자및정보공(다),데이터계산과학(나),식품생명공(다),디스
플레이반도체물리학부(나) 【연세대원주】자연과학부(나),환경공학
부(나),작업치료(나),패키징(나) 【영남대】정보통신공(다),식품영
양(나),도시공(다),식품공(다),화학생화학부(나),의류패션(나),산
림자원및조경(다),수학(나) 【계명대】디지펜게임공(다) 【대구가톨
릭대】물리치료(다) 【대구대】지구과학교육(가) 【금오공대】컴퓨터
소프트웨어공(나),기계설계공(가),메디컬IT융합공(나) 【안동대】기
계교육(나),수학교육(나) 【부산대밀양】동물생명자원과학(가),조경
(가) 【부경대】환경공(나),건축공(나),해양(가),자원생물(나),금속
공(나),안전공(가),에너지자원공(가),환경대기과학(가),공간정보
시스템공(나),융합디스플레이공(나),조선해양시스템공(가) 【한국
해양대】물류시스템공(가),전자소재공(다),IT융합(다),제어계측공
(다) 【동아대】전기공(가),화학공(나) 【창원대】기계공학부(가) 【경
상대】화학교육(가) 【울산대】항공우주공(나),화학(나)

【홍익대세종】소프트웨어융합(다) 【단국대천안】식량생명공(나),환
경원예(나) 【인천대】컴퓨터공학부(야)(다),전자공(야)(가),산업경
영공(야)(가) 【한경대】의류산업(다),건축공(다) 【고려대세종】환경
시스템공(다) 【영남대】건설시스템공(다),생명과학(나),가족주거
(나) 【대구가톨릭대】방사선(다) 【대구대】물리치료(가) 【금오공대】
화학소재융합학부(가),신소재공학부(가),건축학부(나),광시스템
공(나) 【동국대경주】수학교육(다) 【부산대밀양】원예생명과학(가)
【부경대】해양바이오신소재(나),토목공(나),수해양산업교육(가),
지구환경과학(나),해양생산시스템관리학부(나),물리(가),생태공(가)
【한국해양대】전자통신공(다),에너지자원공(다),해양공(가),전파
339이상 205이상 3.2 공(다),해양환경(다) 【동아대】컴퓨터공(가),기계공(가),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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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전자공(나),식품영양(가) 【경상대】물리교육(가),전자공(가),
전기공(가) 【창원대】전기전자제어공학부(다),의류(다) 【울산대】IT
339이상 205이상 3.2 융합학부(나),건축(나) 【인제대】제약공(가) 【동명대】간호(다)
【홍익대세종】기계정보공(다),건축공학부(다),재료공(다),자율전
공(자연예능)(다) 【한경대】지역자원시스템공(다),토목안전환경공
(다),식물생명환경과학(다),조경(다),원예생명과학(다) 【한국교통
대】기계자동차항공공학부(가) 【한국교통대증평】응급구조(남)(나),
물리치료(나) 【영남대】환경공(다),물리(나),원예생명과학(다),파
이버시스템공(다) 【대구가톨릭대】수학교육(나) 【계명대】기계자동
차공(가),전자공(다),화학공(가),건축(가) 【대구대】생물교육(가)
【경북대상주】소프트웨어(가),치위생(가) 【금오공대】산업공학부
(가),토목공(나),응용수학(나) 【안동대】전자공학교육(나) 【부경대】
해양공(나),인쇄정보공(나) 【한국해양대】해양공간건축학부(다),
조선해양시스템공학부(가),환경공(가) 【동아대】화학(나),의약생
명공(가),신소재공(가),생명과학(나),건강관리(가),건축공(나)
【동의대】물리치료(가) 【경성대】물리치료(나) 【신라대】컴퓨터교
육(다) 【경상대】화학(가),건축(가),생명과학부(가) 【창원대】통계
(가) 【울산대】첨단소재공학부(나),의공(나),생명과학부(나) 【경남
336이상 201이상 3.3 과기대】간호(나) 【부산가톨릭대】임상병리(가)
【홍익대세종】바이오화학공(다),전자전기융합공(다),과학기술대
학자율전공(다) 【한경대】아동가족복지(다),동물생명환경과학
(다),영양조리과학(다) 【한국교통대】전기공(가),전자공(가) 【영남
대】전기공(야)(다) 【계명대】컴퓨터공(다),전기에너지공(가),자율
전공부(자연계열)(다),게임모바일공(가) 【대구대】화학교육(가)
【경북대상주】정밀기계공(가) 【안동대】컴퓨터교육(나) 【한국해양
대】건설공(가),해양신소재융합공(가) 【동아대】에너지자원공(나),
생명공(가),산업경영공(가),도시계획공(가),유기재료고분자공
(나),조경(나),환경공(나) 【동의대】치위생(나) 【경상대】컴퓨터과
학(가),나노신소재공학부(가),정보통계(가),기계융합공(가) 【창
원대】컴퓨터공(가),생명보건학부(다),신소재공학부(가),건축학부
(가),정보통신공(다) 【울산대】식품영양(나) 【인제대】작업치료(가)
332이상 194이상 3.4 【부산가톨릭대】치기공(가),방사선(가)
【홍익대세종】조선해양공(다) 【한국교통대】컴퓨터정보기술공학
부(나),건축학부(나),산업경영안전공학부(나),자유전공학부(나)
【계명대】메카트로닉스(다),통계(가),식품영양(가),의용공(다),신
소재공(다),생명과학(가),공중보건(가),화학(다),토목공(가) 【대구
대】물리교육(가),언어치료(가) 【경북대상주】생태환경시스템학부
(나),융복합시스템공학부(가),나노소재공학부(가) 【안동대】교육
공(나) 【동국대경주】의생명공(다) 【위덕대】간호(나) 【동아대】패션
디자인(가),생명자원산업(가),분자유전공(가),토목공(나),조선해
양플랜트공(나),수학(나) 【동의대】방사선(나),임상병리(나) 【고신
대】작업치료(다) 【경상대】반도체공(가),수학(가),제어계측공(가)
【창원대】식품영양(가),수학(다) 【울산대】조선해양공학부(나),산업
329이상 189이상 3.4 경영공학부(나) 【인제대】의용공학부(가)
【한경대】전기전자제어공(야)(다) 【한국교통대】디자인학부(나),화
공신소재고분자공학부(나) 【한국교통대증평】응급구조(여)(나) 【계
명대】경영공(가),식품가공(다),건축공(다),지구환경(가),수학(다)
【경북대상주】축산생명공(나),자동차공학부(가) 【안동대】기계공
(가) 【동국대경주】컴퓨터공(가) 【동아대】응용생물공(가),신소재
물리(나) 【경성대】제약공(나) 【신라대】물리치료(다) 【경상대】농
화학식품공(가),산업시스템공학부(가),건축도시토목공학부(가)
【경상대통영】해양경찰시스템(다) 【창원대】생물학화학융합학부
326이상 183이상 3.5 (가) 【울산대】물리(나),수학(나)
【한경대】식품생물공(야)(다),토목안전환경공(야)(다) 【한국교통대】
건설환경도시교통공학부(나) 【한국교통대증평】식품생명학부(나)
【계명대】도시계획(다),교통공(가),생태조경(가),환경과학(다) 【대
구가톨릭대】의공(다),의생명과학(다),기계자동차공학부(다),식품
영양(다) 【대구대】기계공(나),화학공(나) 【경북대상주】말특수동
물(나),건설방재공학부(가),생물응용(나) 【안동대】전자공(가) 【동
국대경주】가정교육(다),에너지공(가),신소재화학(다) 【경성대】실
내건축디자인(가) 【동의대】컴퓨터공(나),창의소프트웨어공학부
(다),전기전자통신공학부(가) 【신라대】치위생(다),항공운항
(가) 【동서대】치위생(다),방사선(다) 【경상대】농업식물과학(가),
식물의학(가),물리(가),식품영양(가) 【창원대】물리(다),토목환경
화공융합공학부(다) 【울산대】주거환경(나),건설환경공학부(나),
건축공학부(나),의류(나) 【인제대】보건안전공(가),실내건축(다)
323이상 178이상 3.6 【경남과기대】기계공(나),건축(나),전자공(나)
【대구가톨릭대】건축(다),건축공(다),빅데이터공(다),전자공(다)
【대구대】컴퓨터소프트웨어(가),전자공(가) 【경북대상주】축산(나)
【안동대】컴퓨터공(가),정보통계(나),기계자동차공(가) 【동국대경
주】기계시스템공(가),바이오제약공(다) 【경일대】응급구조(다) 【경
성대】건축(가),컴퓨터공(나),소프트웨어(가),화학생명과학부(나)
【동의대】화학환경공학부(가),기계자동차로봇부품공학부(나) 【동서
대】임상병리(가) 【경상대】애그로시스템공학부(가),환경산림과학
부(가) 【경상대통영】기계시스템공(다) 【창원대】산업시스템및조선
해양융합공학부(가) 【울산대】아동가정복지(나) 【인제대】바이오식
품과학부(가),컴퓨터공학부(가),멀티미디어학부(다) 【경남과기대】
317이상 171이상 3.8 컴퓨터공(나),제약공(다),산림자원(나) 【동명대】냉동공조공(나)
【대구가톨릭대】모바일소프트웨어(다),제약공(나),전기에너지공
(다),생명공(나),메카트로닉스공(다),식품공(나),IT공학부(다) 【대
구대】기계설계공(나),컴퓨터공(가),전자제어공(가),생명공(나),식
품영양(나),재활심리(가) 【경북대상주】식품외식산업(가),섬유공
(가) 【안동대】기계설계공(가),신소재공학부(가),멀티미디어공(가),
응용화학(나),정보통신공(가) 【동국대경주】빅데이터응용통계(다),
전자정보통신공(가) 【경성대】전자공(나),전기공(가),신소재공(나)
【동의대】신소재공학부(나),바이오응용공학부(다),건설공학부(가),
산업융합시스템공학부(나) 【동서대】디지털콘텐츠학부(가) 【부산외
대】사이버경찰(다) 【경상대】지질과학(가),축산생명(가),의류(가)
【경상대통영】정보통신공(다),에너지기계공(다) 【인제대】헬스케
어IT(가),환경공(가),바이오테크놀로지학부(가),전자IT기계자동차
313이상 166이상 3.8 공학부(가) 【경남과기대】식품생명공(다),영양(나),에너지공(나)
【대구가톨릭대】생명화학(다),안경광(다),화학공(다) 【대구대】건축
공(나),작업치료(가) 【안동대】창의융합학부(나),식품생명공(나),
건축공(가) 【동국대경주】안전공(가),조경(다) 【경성대】기계자동
차공(가),정보통신공(가),메카트로닉스공(나) 【동의대】의료경영
(나),디자인공학부(가) 【고신대】언어치료(다) 【경상대통영】해양
환경공(다),해양토목공(다),조선해양공(다) 【인제대】드론IOT시
뮬레이션학부(다),나노융합공학부(가),미래에너지공(가) 【경남과
기대】자동차공(나),건축공(나) 【부산가톨릭대】언어청각치료(가),
309이상 157이상 3.9 병원경영(가)
【한국교통대】기계자동차항공공학부(야)(가) 【대구가톨릭대】조리
외식경영(나),에너지신소재공(다),산업보건(다),환경과학(나) 【대
구대】식품공(나),수학(가),건설시스템공(나),화학응용화학(가),
멀티미디어공(가),통계빅데이터(가),생명과학(가),조경(나) 【안
동대】환경공(가),지구환경과학(나),원예생약융합학부(나),토목공
(가) 【경일대】소방방재(다) 【위덕대】물리치료(다) 【경성대】식품응
용공학부(나),수학응용통계학부(가),산업경영공(나),건설환경도
시공학부(가) 【동의대】식품영양(나),패션디자인(나),조선해양공
(가) 【동서대】작업치료(다),컴퓨터공학부(가),화학공학부(다) 【부
산외대】전자로봇공(다) 【경상대통영】해양식품생명의학(다) 【인
제대】토목도시공학부(가),건축(가) 【경남과기대】농학(나),메카트
로닉스공(나),환경공(나) 【동명대】전기공(나),정보보호(나),정보
306이상 152이상 3.9 통신공(다) 【부산가톨릭대】산업보건(가)

301이상 145이상

【한국교통대】전기공(야)(가),산업경영안전공학부(야)(나) 【대구가
톨릭대】언어청각치료(다),원예(나),조경(나) 【대구대】환경공(나),
직업재활(가),신소재에너지공(가),임베디드시스템공(가),산림자
원(나),통신공(가),도시계획공(가),동물자원(나) 【경성대】에너지
과학(가) 【동의대】디지털콘텐츠게임애니메이션공학부(나),보육
가정상담(가) 【동서대】메카트로닉스융합공학부(가),건축토목공
학부(다) 【부산외대】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다),정보보호(다) 【인
제대】산업경영공(다),디자인엔지니어링(가) 【경남과기대】동물생
명과학(나),조경(나),토목공(나),동물소재공(다) 【동명대】건축
(나),식품영양(다) 【부산가톨릭대】노인복지보건(가)

4

【한국교통대】건설환경도시교통공학부(야)(나) 【대구대】재활공
(가),재활건강증진(가),원예(나),바이오산업(나) 【안동대】생명공학
부(나),식물의학(나) 【신라대】항공정비(가),스마트전기전자공학부
(다),식품영양(나) 【부산외대】임베디드IT학부(다) 【경남과기대】원예
과학(나),한약자원(나),인테리어재료공(나) 【동명대】실내건축(나),컴
296이상 138이상 4.2 퓨터공(나),메카트로닉스공학부(다),항만물류시스템(나),건축공(나)
【신라대】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부(다),에너지화학공학부(나) 【고
신대】의생명과학(나) 【동명대】기계공학부(나),자동차공(다),자율
292이상 133이상 4.2 융합공학부(다) 【부산가톨릭대】환경공(가),환경행정(가)

【국`수`탐】
국`수`탐
표준점수
백분위
(600점만점)
(300점만점)
350이상
224이상

【경주대】간호(가)

313이상

166이상

【경주대】보건의료관광(가)

309이상

157이상

【경주대】환경에너지방재학부(가)

301이상

145이상

【경주대】군사관(가)

【수`영`탐】
수`탐
영어
지 원 가 능 대 학`학 과
표준점수 백분위 평균
(400점만점) (200점만점) 등급
245이상 173이상 1.8 【차의과학대】간호(다)
238이상 159이상 2.4 【차의과학대】의생명과학(다)
231이상 144이상

2.8

【차의과학대】바이오공(나)

226이상 134이상

3.2

【차의과학대】식품생명공(다)

【수`영+국/탐(택1)】
수+국/탐(택1)
표준점수 백분위
(400점만점) (200점만점)
246이상 174이상

영어
평균
지 원 가 능 대 학`학 과
등급
1.8 【숙명여대】통계(나)

238이상

159이상 2.4 【차의과학대】스포츠의학(다)

【영`탐+국/수(택1)】
탐+국/수(택1)
표준점수 백분위
(400점만점) (200점만점)
229이상 142이상
208이상
203이상
199이상
190이상
186이상

95이상

4 【김천대】임상병리(가)
83이상 4.4 【김천대】치기공(가)
77이상 4.6 【김천대】IT융복합공(가)

【수+국/영/탐(택2)】
영어제외
국`수`탐

영어포함
수+국/탐(택1)

영어
표준 백분위 표준 백분위 평균
(600점) (300점) (400점) (200점) 등급
352

228

234

150

110이상

3.8

【대구한의대】제약공(가)

206이상

105이상

3.9

【대구한의대】화장품공학부(가)

204이상

101이상

3.9

【대구한의대】화장품제약자율(다),의료공(나)

200이상

97이상

4

【대구한의대】소방방재환경(나),미술치료(나)

197이상
194이상

92이상
88이상

4.2
4.2

192이상

84이상

4.4

【대구한의대】식품영양(나),실내디자인(나),건축(가)

189이상

81이상

4.5

【대구한의대】향산업(다)

187이상

77이상

4.6

【대구한의대】한약개발(나)

179이상

67이상

4.9

【대구한의대】식품조리(다)

【탐+국/수/영(택2)】
영어제외
영어포함
국`수`탐
탐+국/수(택1) 영어
표준 백분위 표준 백분위 평균
(600점) (300점) (400점) (200점) 등급
350 224 234 150 2.8
342 212 229 142 3
339 205 227 137 3.2
326 183 217 121 3.5
323 178 215 118 3.6
309 157 205 104 3.9
306 152 203 100 3.9

영어제외

영어
표준 백분위 표준 백분위 평균
(400점) (200점) (200점) (100점) 등급

119
117

3

4

5

6

7

8

【동양대】철도운전제어(가)
【동양대】간호(가)
【동양대】철도전기융합(나)
【동양대북서울】게임학부(가)
【동양대북서울】안전공학부(가)
【동양대】철도기계시스템(나)
【동양대】컴퓨터정보통신군사(나),철도건설안전공(가)

수

159

2

지 원 가 능 대 학`학 과

영어포함

수+국/탐(택1)

165

1

【대구한의대】스마트IT(나),방재안전관리(다)

【수+/국/영/탐(택1)】

238

영어
평균
지 원 가 능 대 학`학 과
등급
1.8 【한동대】전학부(다)

【대구한의대】보건학부(다),바이오산업융합학부
(나),IT의료데이터과학(나)

【국/수/영/탐(택3)】
영어제외
영어포함
국`수`탐 국/수/탐(택2) 영어
지 원 가 능 대 학`학 과
표준 백분위 표준 백분위 평균
(600점) (300점) (400점) (200점) 등급
387 283 258 189 1.3 【가천대메디컬】간호(나)
378 271 252 181 1.7 【가천대】컴퓨터공(가),기계공(다)
【성신여대】서비스디자인공(나) 【가천대】화공생명공
375 268 250 179 1.7 (가),소프트웨어(다),건축학부(다),전자공(다)
【성신여대】융합보안공(나),컴퓨터공(나),청정융합에
너지공(나),정보시스템공(나),바이오생명공(나) 【가천
372 263 248 176 1.8 대】설비소방공(다)
368 257 245 171 2.1 【성신여대】바이오식품공(나)
363 250 242 166 2.3 【경운대】항공운항(나)
350 224 233 150 2.8 【경남대】간호(나)
342 212 228 141
3 【경운대】항공기계공(다),간호(나)
332 194 221 129 3.4 【경운대】항공전자공(다)
329 189 219 126 3.4 【경운대】무인기공(다) 【경남대】가정교육(다)
326 183 217 122 3.5 【경운대】물리치료(다) 【경남대】물리치료(다)
323 178 215 119 3.6 【경운대】항공정보통신공(다)
317 171 211 114 3.8 【경운대】항공소프트웨어공(다)
【경일대】철도(가) 【경운대】항공신소재공(다),임상병리
(나),치위생(다) 【경남대】컴퓨터공(나),소프트웨어
313 166 209 110 3.8 (나),전기공(다)
【경일대】건축(가) 【경운대】항공컴퓨터(다) 【경남대】기
309 157 206 105 3.9 계공학부(나)
【경일대】컴퓨터공(다),사이버보안(가) 【경운대】안전방
재공(다) 【경남대】스포츠과학(다),정보보안(나),소방
306 152 204 101 3.9 방재공(다),전자공(나)
【경일대】기계자동차학부(가),전기공학부(다),화학공
(가) 【경운대】작업치료(다) 【경남대】자유전공학부(다),
301 145 200 97
4 건축학부(나),나노신소재공(다),바이오융합학부(나)
【경일대】건축공(다),전자공학부(가) 【경남대】식품영양
296 138 197 92
4.2 (나),정보통신공(다),토목공(다),환경에너지공(나)
292 133 194 88
4.2 【경일대】신재생에너지학부(다),로봇공(다)
【경일대】의용공(가) 【경남대】외식프랜차이즈(다),조선
288 126 192 84
4.4 해양시스템공(나)
284 122 189 81
4.5 【경일대】공간정보공(다)
【경일대】식품개발(다),도시인프라공학부(가) 【경남대】
280 116 187 77
4.6 의류산업(나)

241

【국`수`영】
국`수
표준점수 백분위
(400점만점) (200점만점)
246 이상 175 이상

2.6 【경남대】수학교육(다)

209이상

【신라대】생명과학(나) 【고신대】화학신소재(나) 【동명대】게임공
284이상 122이상 4.5 (나) 【부산가톨릭대】컴퓨터공(가)

【위덕대】외식산업학부(나),IT융합(다),신재생에너지반도체공학부
260이상 89이상 5.1 (나) 【경남과기대】산림자원(야)(다)

지 원 가 능 대 학`학 과

【영+국/수/탐(택2)】
국/수/탐(택2)
영어
평균
지 원 가 능 대 학`학 과
표준점수
백분위
(400점만점) (200점만점) 등급
3.4 【대구한의대】물리치료(나)
221이상
129이상
3.5 【대구한의대】임상병리(가)
217이상
122이상

244

【위덕대】언어청각치료(다),에너지전기공학부(다) 【신라대】신소재
공학부(나),융합디자인학부(나) 【고신대】보건환경학부(나) 【경남
269이상 101이상 4.9 과기대】자동차공(야)(다),기계공(야)(다)

영어
평균
지 원 가 능 대 학`학 과
등급
3 【김천대】간호(가)

110이상 3.8 【김천대】물리치료(가)
100이상 3.9 【김천대】방사선(가)

【신라대】융합기계공학부(다),건축학부(나),지능형자동차공학부
(다) 【동명대】디지털미디어공학부(다),전자및의용공학부(나),언
288이상 126이상 4.4 어치료(나) 【부산가톨릭대】소프트웨어(가)

【위덕대】보건관리(다) 【신라대】바이오산업학부(나) 【동명대】조선
280이상 116이상 4.6 해양공학부(다)

지 원 가 능 대 학`학 과

170

120

지 원 가 능 대 학`학 과

2.1

【한국산업기술대】생명화학공(다),컴퓨터공(나),소프
트웨어(다)

81

2.3

【한국산업기술대】기계공(다),에너지전기공(가),엔터테인
먼트컴퓨팅(다),기계설계공(나),메카트로닉스공(나),나
노-광공(가),게임공(나),임베디드시스템(다),신소재공(나)

77

2.4

【한국산업기술대】전자공(나)

83

【국/수/영/탐(택2)】
영어제외

영어포함

국/수/탐(택2) 국/수/탐(택1) 영어
표준 백분위 표준 백분위 평균
(400점) (200점) (200점) (100점) 등급

지 원 가 능 대 학`학 과

258

189

129

94

1.3

【건국대글로컬】간호(다)

239

161

120

80

2.4

【건국대글로컬】ICT융합공학부(다)

238

158

119

79

2.5

【건국대글로컬】바이오융합과학부(다),친환경과학부(다)

224

134

112

67

3.3

【안동대】물리(나)

9 10 20 30 50 70 80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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