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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21학년도 수능 가채점 결과로 본 주요 대학`학과 지원 가능 점수(지성학원)
<인문계>

<자연계>

국수탐 영어
(300) (등급)
291

2020년 12월 4일 금요일

국수탐 영어
(300) (등급)

지 원 가 능 대 학

지 원 가 능 대 학

1

【서울대】경영대학(가), 경제학부(가), 정치외교학부(가) 【고려대】경영대학(나) 【연세대】경영학과(나)

291

1

【서울대】의예과(가) 【연세대】의예과(나) 【고려대】의과대학(나) 【성균관대】의예과(나) 【가톨릭대】의예과(나)

289

1

【서울대】사회학과(가), 심리학과(가), 영어교육과(가), 인문계열(가) 【고려대】경제학과(나) 【연세대】경제학부(나), 언론홍보영상학부(나), 정치외교학
과(나), 행정학과(나)

286

1

【서울대】치의학학석사통합과정(가), 수리과학부(가) 【경희대】의예과(가) 【아주대】의학과(가) 【연세대】치의예과(나) 【이화여대】의예과(자연)(가) 【인
하대】의예과(다) 【중앙대】의학부(가) 【한양대】의예과(나) 【부산대】의예과(가) 【울산대】의예과(나)

287

1

【서울대】농경제사회학부(가), 사회복지학과(가), 국어교육과(가), 사회교육과(가) 【고려대】자유전공학부(수가/나)(나), 정치외교학과(나), 미디어학
부(나), 통계학과(나) 【연세대】영어영문학과(나), 응용통계학과(나), 국어국문학과(나), 심리학과(나)

282

1

【서울대】화학생물공학부(가), 수의예과(가), 전기정보공학부(가) 【경희대】치의예과(가) 【고려대】사이버국방학과(나) 【경북대】의예과(가) 【대구가톨릭
대】의예과(다) 【전남대】의예과(가) 【충남대】의예과(가)

284

1

【서울대】소비자학전공(가), 아동가족학전공(가), 역사교육과(가), 지리교육과(가), 지리학과(가) 【고려대】국어국문학과(나), 식품자원경제학과(나),
심리학부(나), 영어영문학과(나), 행정학과(나), 국어교육과(나), 사회학과(나), 영어교육과(나), 불어불문학과(나), 서어서문학과(나), 교육학과(나),
역사교육과(나) 【연세대】문화인류학과(나), 불어불문학과(나), 사학과(나), 사회복지학과(나), 사회학과(나), 중어중문학과(나), 교육학부(나), 노어노
문학과(나) 【이화여대】의예과(인문)(가)

279

1

【서울대】기계공학전공(가), 컴퓨터공학부(가), 생명과학부(가), 수학교육과(가), 산업공학과(가), 재료공학부(가), 화학부(가) 【경희대】한의예과(자연)
(가) 【고려대】화공생명공학과(나), 기계공학부(나) 【연세대】화공생명공학부(나), 기계공학부(나), 수학과(나), 전기전자공학부(나) 【계명대】의예과(다)
【영남대】의예과(나)

1

1

【경희대】한의예과(인문)(가) 【고려대】보건정책관리학부(나), 중어중문학과(나), 지리교육과(나), 사학과(나), 철학과(나), 한국사학과(나), 언어학과
(나), 일어일문학과(나), 한문학과(나), 컴퓨터학과(수가/나)(나), 노어노문학과(나), 독어독문학과(나) 【성균관대】글로벌경영학(가), 글로벌리더
학(가), 글로벌경제학(가), 경영학(나), 사회과학계열(가) 【연세대】문헌정보학과(나), 생활디자인학과(나), 식품영양학과(인문)(나), 철학과(나), 실내
건축학과(인문)(나), 아동가족학과(나), 독어독문학과(나), 의류환경학과(인문)(나) 【이화여대】간호학부(인문)(가) 【중앙대】경영경제대학(다), 사회과
학대학(가) 【한양대】정책학과(나), 파이낸스경영학과(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가)

【서울대】물리학전공(가), 우주항공공학전공(가), 응용생물화학부(가), 건설환경공학부(가), 건축학과(가), 원자핵공학과(가), 생물교육과(가), 의류학
과(가), 천문학전공(가) 【고려대】전기전자공학부(나), 생명공학부(나), 수학교육과(나), 생명과학부(나), 수학과(나), 컴퓨터학과(수가)(나) 【성균관대
】반도체시스템공학(나) 【연세대】글로벌융합공학부(나), 생명공학과(나), 신소재공학부(나), 화학과(나), 건축공학과(나), 산업공학과(나), 생화학과
(나), 컴퓨터과학과(나) 【한양대】미래자동차공학과(가), 융합전자공학부(나) 【동국대(경주)】의예과(다) 【부산대】치의학전문대학원(학석사통합)(가)

1

【서울대】조선해양공학과(가), 화학교육과(가), 물리교육과(가),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가), 지구환경과학부(가), 식물생산과학부(가), 식품동물생명
공학부(가), 식품영양학과(가) 【건국대】수의예과(가) 【고려대】신소재공학부(나), 화학과(나), 가정교육과(나), 바이오의공학부(나), 산업경영공학부
(나), 건축학과(나), 바이오시스템의과학부(나), 환경생태공학부(나) 【서강대】화공생명공학(가) 【성균관대】글로벌바이오메디컬공학(나), 소프트웨어
학(나) 【연세대】도시공학과(나), 물리학과(나), 시스템생물학과(나),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나), 식품영양학과(자연)(나) 【이화여대】융합학부(자연)
(가) 【중앙대】소프트웨어대학(다), 산업보안학과(자연)(나) 【한양대】화학공학과(가), 에너지공학과(가),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나), 파이낸스경영학
과(가) 【경북대】치의예과(가) 【대구경북과학기술원】기초학부(군외) 【전북대】치의예과(가) 【충남대】수의예과(가)

1

【서울대】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가), 지구과학교육과(가), 간호대학(가), 산림과학부(가) 【고려대】건축사회환경공학부(나), 물리학과(나), 식품공학과
(나), 자유전공학부(수가)(나), 보건환경융합과학부(나), 지구환경과학과(나), 간호대학(수가)(나) 【서강대】수학(가), 기계공학(가) 【성균관대】공학계
열(가), 수학교육(나), 전자전기공학부(나) 【연세대】대기과학과(나), 지구시스템과학과(나), 천문우주학과(나), 실내건축학과(자연)(나), 의류환경학
과(자연)(나), 간호학과(자연)(나) 【중앙대】창의ICT공과대학(다) 【한양대】기계공학부(나), 신소재공학부(가), 수학교육과(가), 전기생체공학
부(나), 산업공학과(나), 생명공학과(가) 【경북대】수의예과(가) 【대구한의대】한의예과(자연)(나) 【동국대(경주)】한의예과(자연)(다) 【동의대】한의예과
(자연)(나) 【부산대】한의학전문대학원(학석사통합)(나)

2

【경희대】정보디스플레이학과(가) 【서강대】생명과학(가), 전자공학(가), 컴퓨터공학(가), 물리학(가), 화학(가) 【성균관대】건설환경공학부(나), 자연과
학계열(가) 【아주대】국방디지털융합학과(다) 【이화여대】통합선발(자연)(가) 【중앙대】자연과학대학(나), 공과대학(나) 【한국항공대】항공운항학
과(나) 【한양대】생명과학과(가), 유기나노공학과(나), 화학과(나), 건축학부(나), 수학과(가), 원자력공학과(나), 건축공학부(나), 도시공학과(나), 자
원환경공학과(나)

260

2

【건국대】미래에너지공학과(다) 【경희대】약과학과(가), 화학과(가) 【서강대】지식융합미디어(자연)(가) 【서울시립대】화학공학과(가), 통계학
과(가) 【성균관대】컴퓨터교육(나) 【이화여대】수학교육과(가), 간호학부(자연)(가), 과학교육과(가) 【중앙대】간호학과(자연)(다) 【한국항공대】자유전
공학부(다) 【한양대】물리학과(나), 건설환경공학과(나) 【경북대】전자공학부모바일공학전공(가) 【경상대】수의예과(가) 【강원대】수의예과(가) 【전북대】
수의예과(나) 【제주대】수의예과(다) 【한국교원대】수학교육과(가), 생물교육과(가)

253

2

【중앙대】건축학(나) 【한국항공대】항공교통물류학부(가) 【홍익대】건축학전공(다), 수학교육과(다), 실내건축학전공(다), 서울캠퍼스자율전공(자
연)(다), 전자전기공학부(다) 【경북대】수학교육과(나) 【전남대】수의예과(나) 【한국교원대】화학교육과(가)

249

2

【아주대】사이버보안학과(다), 화학과(다), 간호학과(자연)(다), 기계공학과(다), 생명과학과(다), 소프트웨어학과(다) 【인하대】아태물류학부(자연)(나),
기계공학과(나), 전자공학과(다) 【한국항공대】소프트웨어학과(다) 【홍익대】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다), 신소재화공시스템공학부(다), 정보컴퓨터공
학부(다), 도시공학과(다) 【경북대】전자공학부(가) 【부산대】수학교육과(가), 전자공학과(나) 【한국교원대】물리교육과(가), 지구과학교육과(가)

246

2

【인하대】화학공학과(나), 전기공학과(나), 항공우주공학과(나), 고분자공학과(나), 신소재공학과(가), 정보통신공학과(가), 컴퓨터공학과(나), 통계학
과(다) 【한국항공대】항공재료공학과(다) 【홍익대】토목공학과(다) 【경북대】화학과(가) 【부산대】전기공학과(가), 화공생명공학전공(가), 환경공학전공(
가), 기계공학부(나) 【한국해양대】해사수송과학부(가) 【한국교원대】가정교육과(가), 기술교육과(가), 컴퓨터교육과(가)

2

【건국대】식품유통공학과(나), 축산식품생명공학과(나), 건축학부(가) 【광운대】전자통신공학과(다) 【국민대】기계시스템공학전공(가), 소프트웨어학부
(나), 전자시스템공학전공(가) 【단국대】모바일시스템공학과(다) 【동국대】물리반도체과학부(나), 전자전기공학부(가), 멀티미디어공학과(가) 【서울여
대】정보보호학과(가) 【인하대】간호학과(자연)(나), 공간정보공학과(자연)(다), 생명공학과(가), 에너지자원공학과(나), 글로벌금융학과(자연)(나), 화
학과(가) 【경북대】응용화학공학부(나), 생물교육과(나), 화학교육과(나) 【부산대】화학교육과(가) 【한국교원대】환경교육과(가)

240

2

【서울여대】화학생명환경과학부(다) 【성신여대】서비스디자인공학과(나), 수학과(나) 【숙명여대】식품영양학과(나), 응용물리전공(나) 【숭실대】건축학
건축공학전공(가), 실내건축전공(가), 융합특성화자유전공학부(자연)(다),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다) 【아주대】신소재공학과(다), 환경안전공학과
(다), 건설시스템공학과(다) 【인하대】물리학과(다), 산업경영공학과(가), 생명과학과(나), 수학과(가), 수학교육과(나), 건축학부(가), 환경공학
과(가) 【경북대】기계공학부(나), 전기공학과(가), 지구과학교육과(나), 자연과학자율전공(나), 컴퓨터학부(가) 【한동대】이공계열(다) 【부산대】수학
과(나), 간호학과(나), 생명과학과(나), 화학과(나) 【한국해양대】해양경찰학과(가)

237

2

【인하대】사회인프라공학과(가), 식품영양학과(나), 해양과학과(다), 조선해양공학과(가) 【경북대】생명과학부(생명공학)(가), 수학과(가), 컴퓨터학부
(글로벌소프트웨어융합)(나), 간호학과(가) 【경운대】항공운항학과(나)

278

272

267

262

259

253

249

246

243

240

238

234

1

【고려대】간호대학(수가/나)(나) 【서강대】경영학부(가), 경제학부(가), 지식융합미디어(인문)(가), 사회과학부(가), 인문계(가), 중국문화(가) 【서울교
대】초등교육과(남`여)(나) 【성균관대】교육학(나), 인문과학계열(나), 영상학(나), 의상학(나), 한문교육(나) 【연세대】간호학과(인문)(나), 신학과(나)
【이화여대】국어교육과(가), 초등교육과(가), 영어교육과(가), 유아교육과(가), 통합선발(인문)(가) 【중앙대】영어교육과(나), 교육학과(나) 【한국외대】
Language&Diplomacy학부(나) 【한양대】경제금융학부(나), 정보시스템학과(가), 경영학부(나), 관광학부(가), 국어교육과(나), 사회학과(나), 교육
공학과(나), 영어영문학과(나), 철학과(나), 행정학과(가) 【대구한의대】한의예과(인문)(나)

1

【서강대】영미문화계(가), 유럽문화(가) 【서울시립대】세무학과(가) 【이화여대】사회교육전공(가), 역사교육전공(가), 지리교육전공(가), 특수교육과
(가), 교육공학과(가), 융합학부(인문)(가) 【중앙대】간호학과(인문)(다), 유아교육과(나) 【한국외대】Language&Trade학부(가), EICC학과(나),
ELLT학과(가), 국제통상학과(나), 영어교육과(가), 중국외교통상학부(나) 【한양대】사학과(나), 영어교육과(나), 정치외교학과(나), 국어국문학과
(나), 연극영화학과(영화)(가), 중어중문학과(나), 교육학과(나) 【동국대(경주)】한의예과(인문)(다)

2

【건국대】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다), 응용통계학과(나), 경영학과(나), 기술경영학과(가) 【경기대】경찰행정학과(다) 【경희대】경영학과(가), 회계세
무학과(가), 경제학과(가), 자율전공학과(가), 정치외교학과(가), Hospitality경영학부(가), 언론정보학과(가) 【동국대】경찰행정학부(가)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가), 행정학과(가), 경영학부(가), 국제관계학과(가), 철학과(가), 사회복지학과(가) 【성신여대】글로벌비즈니스학과(가) 【이화여대】교육
학과(가) 【중앙대】인문대학(가) 【한국외대】경영학부(다), 국제학부(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나), 스페인어과(나), 영미문학문화학과(나), 중국언
어문화학부(가), 한국어교육과(가), 행정학과(나), 경제학부(나),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가), 베트남어과(가), 정치외교학과(나), 노어과(나), 일본언
어문화학부(가), 중국어교육과(가), 프랑스어학부(나) 【한국교원대】교육학과(가)

2

【가톨릭대】간호학과(인문)(나) 【건국대】경제학과(나), 글로벌비즈니스학과(가), 사학과(나), 지리학과(나), 행정학과(나), 문화콘텐츠학과(나), 의상디
자인학과(나) 【경인교대】초등교육과(여`남)(나) 【경희대】무역학과(가), 의상학과(가), 행정학과(가), 관광학부(가), 사회학과(가), 지리학과(인문)
(가) 【동국대】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전공(가) 【서울시립대】경제학부(가), 국어국문학과(가), 중국어문화학과(가), 국사학과(가), 영어영문학과(가) 【숙
명여대】사회심리학과(나), 통계학과(수나)(나) 【아주대】금융공학과(다) 【한국외대】독일어과(나), 아랍어과(가), 융합일본지역학부(나), 이란어
과(가), 인도어과(가), 독일어교육과(가), 이탈리아어과(나),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가), 포르투갈어과(나), 프랑스어교육과(가) 【홍익대】국어교
육과(다), 영어교육과(다) 【부산대】경영학과(가) 【한국교원대】초등교육과(가), 국어교육과(가)

2

【건국대】국제무역학과(가), 정치외교학과(나), 중어중문학과(나), 교육공학과(나), 국어국문학과(나), 부동산학과(나), 영어교육과(가), 융합인재학과
(나), 일어교육과(가), 영어영문학과(나), 철학과(나) 【경기대】경제학부(다), 중어중문학과(다) 【경희대】주거환경학과(가), 철학과(가), 국어국문학
과(가), 영어영문학과(가), 응용영어통번역학과(가), 간호학과(인문)(가), 사학과(가), 아동가족학과(가) 【경희대(국제)】건축학과(인문)(나), 국제학과
(나) 【국민대】빅데이터경영통계전공(인문)(가) 【동국대】경영학과(나), 국어교육과(가), 역사교육과(가), 회계학과(나), 경영정보학과(가), 광고홍보학
과(나), 국제통상학과(가), 행정학전공(가), 교육학과(가), 법학과(나), 사회학전공(나), 식품산업관리학과(가), 영어영문학부(나), 정치외교학전공
(가) 【경북대】역사교육과(나) 【대구교대】초등교육과(여`남)(나)

2

【경북대】경영학부(가), 국어교육과(나) 【한동대】인문사회계열(다) 【부산대】국어국문학과(나), 사회복지학과(가), 사회학과(나), 영어영문학과(나), 유
아교육과(가), 윤리교육과(가), 불어불문학과(가), 아동가족학과(나), 일반사회교육과(가), 일어일문학과(가), 철학과(나), 한문학과(나)

2

【광운대】산업심리학과(나) 【국민대】경영정보학부(인문)(가), 국어국문학전공(다), 경제학과(나), 교육학과(가), 법학부(다), 사회학과(나), 영어영문학
부(다), 중국정경전공(다), 회계학전공(가) 【단국대】국제경영학전공(가), 특수교육과(다) 【동국대】불교학부(가), 철학과(나), 사회복지학과(가) 【숙명
여대】문화관광학전공(나), 의류학과(수나)(나), 법학부(나), 아동복지학부(나) 【숭실대】벤처중소기업학과(가), 경영학부(가), 경제학과(가), 사회복지
학부(다) 【인하대】간호학과(인문)(나) 【한국외대(글로벌)】스페인어통번역학과(다) 【경북대】윤리교육과(나), 인문사회자율전공(나), 지리교육과
(나), 행정학부(나)

276

273

269

263

243

2

【성신여대】문화예술경영학과(가), 정치외교학과(가), 독일어문문화학과(가), 윤리교육과(가), 일본어문문화학과(가) 【숙명여대】가족자원경영학과
(나), 문헌정보학과(나), 영어영문학전공(나), 중어중문학부(나), 한국어문학부(나), 교육학부(나), 소비자경제학과(나) 【인하대】경제학과(나), 공간정
보공학과(인문)(다), 교육학과(가), 글로벌금융학과(인문)(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가) 【경북대】경제통상학부(가), 심리학과(나), 영어교육과(
나), 일반사회교육과(나), 정치외교학과(나) 【부산대】사학과(나), 고고학과(가), 언어정보학과(가), 특수교육과(가)

233

3

【덕성여대】과학기술대학(자연통합)(가) 【동덕여대】보건관리학과(나) 【서울여대】원예생명조경학과(다) 【경북대】물리교육과(나), 고분자공학과(나), 신
소재공학부(나), 통계학과(가) 【부경대】냉동공조공학과(나) 【부산대】광메카트로닉스공학과(나), 통계학과(가)

2

【인하대】경영학과(가), 국어교육과(가), 국제통상학과(다), 문화콘텐츠문화경영학과(가), 소비자학과(다), 영어교육과(나), 정치외교학과(나),
한국어문학과(나) 【경북대】교육학과(나), 사회복지학부(나), 신문방송학과(나), 영어영문학과(가), 국어국문학과(가), 농업경제학과(나), 문헌
정보학과(나), 불어불문학과(가), 사회학과(나), 유럽어교육학부(불어교육)(나), 일어일문학과(가) 【영남대】천마인재학부(정책과학전공)(다), 자
율전공학부(항공운항-남`여)(가) 【부산대】독어독문학과(가), 중어중문학과(가), 식품자원경제학과(나), 의류학과(가) 【한국교원대】중국어교육
과(가)

227

3

【광운대】수학과(가), 전자바이오물리학과(다) 【경북대】생명과학부(생물학)(가), 응용생명과학부(나), 에너지공학부(나), 건축학부(건축학)(나), 식품공
학부(나), 지구시스템과학부(가), 환경공학과(나) 【계명대】간호학과(다) 【대구가톨릭대】간호학과(나) 【부산대】고분자공학과(나)

2

【한국외대(글로벌)】독일어통번역학과(다), 프랑스학과(가), 한국학과(가), 그리스불가리아학과(가), 브라질학과(가), 이탈리아어통번역학과(다), 인문
과학계열(나), 지식콘텐츠학부(나), 태국어통번역학과(다) 【경북대】노어노문학과(가), 사학과(가), 유럽어교육학부(독어교육)(나), 중어중문학
과(가), 지리학과(나) 【계명대】경찰행정학과(다)

222

3

【경북대】가정교육과(나), 건축학부(건축공학)(나), 물리학과(가), 바이오섬유소재학과(나), 식품영양학과(가), 아동학부(가), 의류학과(가), 토목공
학과(나) 【동국대(경주)】간호학과(다) 【부산대】산업공학과(가), 재료공학부(나), 정보컴퓨터공학부(가), 미생물학과(가), 생물교육과(가), 해양학과(나)
【한국해양대】해사글로벌학부(가), 해양플랜트운영학과(가)

219

3

2

【경기대】유아교육과(다), 관광이벤트학과(다), 회계세무경영 【서울여대】국어국문학과(다), 불어불문학과(다), 일어일문학과(가), 자율전공학부(인문
사회)(나), 독어독문학과(다), 사학과(다), 사회복지학과(가), 영어영문학과(다) 【성신여대】소비자생활문화산업학과(가), 영어영문학과(가), 프랑스어
문문화학과(가) 【숙명여대】소프트웨어융합전공(수나)(나) 【인하대】중국학과(나), 철학과(나)【한국항공대】경영학부(다) 【경북대】한문학과(가), 고고인
류학과(가), 독어독문학과(가), 철학과(가)

【경북대】농업토목생물산업공학부(나), 섬유시스템공학과(나), 산림과학조경학부(나), 원예과학과(나) 【경상대】간호학과(가) 【부경대】컴퓨터공학
과(가), 기계공학과(나), 수산생명의학과(나) 【부산대】나노에너지공학과(나), 식품공학과(나), 대기환경과학과(가), 분자생물학과(가), 물리교육과
(가), 유기소재시스템공학과(가) 【한국해양대】항해학부(가), 기관공학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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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명대】디지펜게임공학전공(다) 【금오공대】기계공학과(가), 전자공학부(나), 기계설계공학과(가) 【대구대】간호학과(나) 【안동대】수학교육과(나) 【영
남대】수학교육과(다) 【경상대】생물교육과(가) 【동의대】간호학과(나) 【부경대】글로벌자율전공학부(자연)(가), 화학공학과(가), 간호학과(가), 전기공학
과(가), 통계학과(가), 화학과(가), 건축학과(나), 생물공학과(나), 의공학과(가), 전자공학과(가) 【부산대】IT응용공학과(나), 물리학과(가), 지구과학교
육과(가), 건축공학전공(가), 건축학전공(가), 나노메카트로닉스공학과(가), 도시공학전공(가), 조선해양공학과(나), 지질환경과학과(나), 토목공학전공
(가), 식품영양학과(가), 항공우주공학과(가) 【울산대】간호학과(나) 【한국해양대】냉동공조에너지시스템공학전공(다), 기관시스템공학부(가)

3

【경운대】간호학과(나) 【경일대】간호학과(가) 【금오공대】컴퓨터공학과(나), 기계시스템공학과(나), 응용화학과(나),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나), 화학
소재공학부(가), 건축학부(나), 메디컬IT융합공학과(나), 환경공학과(나) 【대구가톨릭대】수학교육과(나) 【대구한의대】간호학과(가) 【안동대】간호학과
(가), 기계교육과(나) 【영남대】기계공학부(다), 전자공학과(다), 화학공학부(다), 로봇기계공학과(다), 전기공학과(다), 컴퓨터공학과(다) 【경상대】화학
교육과(가), 화학공학과(다), 전자공학과(가) 【부경대】IT융합응용공학과(가), 신소재시스템공학과(나), 시스템경영공학부(나), 융합디스플레이공학과
(나), 제어계측공학과(나), 고분자공학과(나), 식품공학과(나), 정보통신공학과(가), 기계설계공학과(가), 미생물학과(가), 재료공학과(나), 공간정보
시스템공학과(나), 기계시스템공학과(나) 【부산대】생명환경화학과(나), 디자인앤테크놀로지(가), 의생명융합공학부(나), 바이오산업기계공학과(가),
바이오소재과학과(나) 【울산대】화학공학부(다) 【한국해양대】기계시스템공학전공(다), 물류시스템공학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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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여대】아동학과(가), 행정학과(다), 기독교학과(다) 【아주대】사회학과(다), 경제학과(다), 불어불문학과(다) 【인천대】도시행정학과(다), 무역학부
(다), 신문방송학과(가), 행정학과(다), 경영학부(가), 정치외교학과(다), 법학부(다), 유아교육과(가), 창의인재개발학과(가) 【영남대】행정학
과(다) 【부경대】신문방송학과(나)

225

2

【인천대】국어국문학과(가), 사회복지학과(가), 소비자학과(다), 일어교육과(가), 중어중국학과(가), 문헌정보학과(가), 영어영문학과(가), 일어일문학
과(가) 【인하대】일본언어문화학과(다), 의류디자인학과(일반)(다) 【대구대】초등특수교육과(나) 【안동대】국어교육과(나), 영어교육과(나) 【영남대】경찰
행정학과(다) 【부경대】경영학부(가), 국제지역학부(나), 글로벌자율전공학부(인문)(가), 국제통상학부(가), 해양수산경영학과(나), 행정학과(가) 【한국
해양대】해운경영학부(다)

3

【서울여대】패션산업학과(가) 【계명대】유아교육과(가) 【대구대】특수교육과(가) 【영남대】교육학과(다), 국어교육과(다), 정치외교학과(다), 유아교육
과(다), 경영학과(나), 심리학과(나), 언론정보학과(나), 영어교육과(다) 【경상대】역사교육과(가), 영어교육과(가), 국어교육과(가), 유아교육과(가), 윤
리교육과(가) 【동아대】석당인재학부(가) 【부경대】경제학부(가), 법학과(나), 국어국문학과(가), 영어영문학부(나), 일어일문학부(나), 정치외교학과
(나), 사학과(가), 중국학과(나) 【한국해양대】국제무역경제학부(다), 국제통상학과(다), 동아시아학과(다)

3

【계명대】광고홍보학전공(가), 국어교육과(가) 【안동대】윤리교육과(나) 【영남대】자율전공학부(인문사회)(가), 회계세무학과(나), 경제금융학부(나) 【경
상대】행정학과(가), 교육학과(가), 일반사회교육과(가), 경제학과(가), 사회복지학과(가), 심리학과(가), 지리교육과(가) 【동아대】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과(나) 【동의대】경찰행정학(나), 법학(다) 【한국해양대】해양행정학과(가), 영어영문학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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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계명대】EMU경영학부(가), 자율전공부(인문사회)(가), IB(국제경영학과)(다), 교육학과(가) 【대구대】국어교육과(가), 유아특수교육과(다) 【안동대】행정
학과(나) 【영남대】무역학부(나), 한문교육과(다), 식품경제외식학과(다), 중국언어문화학과(나) 【경상대】경영학과(가), 일어교육과(가), 법학과(다), 사
회학과(가), 정치외교학과(가), 회계학과(가) 【동아대】경영학과(가), 행정학과(나), 경제학과(가), 국제무역학과(가), 관광경영학과(가), 금융학
과(나), 정치외교학(나), 글로벌비즈니스학과(나), 사회학(나), 중국일본학부(가) 【창원대】세무학과(가), 특수교육과(가), 행정학과(가), 경영학과(다),
유아교육과(가), 회계학과(가) 【한국해양대】해사법학부(가)

【경운대】항공기계공학과(다) 【경주대】간호학과(가) 【금오공대】산업공학부(가), 신소재공학부(가), 응용수학과(나), 광시스템공학과(나), 토목공학
과(나) 【김천대】간호학과(가) 【대구가톨릭대】물리치료학과(다) 【대구대】수학교육과(가) 【동국대(경주)】수학교육과(다) 【영남대】통계학과(나), 건축학부
(다), 자동차기계공학과(다), 생명공학과(다), 수학과(나), 의생명공학과(다) 【부경대】건축공학과(나), 금속공학과(나), 환경대기과학과(가), 안전공학
과(가), 해양바이오신소재학과(나), 공업화학과(나), 생태공학과(가), 응용수학과(가) 【부산대】조경학과(가), 원예생명과학과(가) 【창원대】간호학과
(가) 【한국해양대】IT융합전공(다), 전자소재공학전공(다), 전파공학과(다), 해양공학과(가), 조선해양시스템공학부(가), 전자통신공학전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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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북대】소프트웨어학과(가) 【경운대】항공전자공학과(다) 【대구가톨릭대】방사선학과(다) 【대구대】물리치료학과(가) 【영남대】식품영양학과(나), 신소
재공학부(다), 의류패션학과(나), 정보통신공학과(다), 식품공학과(다), 가족주거학과(나), 도시공학과(다), 산림자원및조경학과(다) 【위덕대】간호학
과(나) 【경상대】나노신소재공학부(가) 【부산대】바이오환경에너지학과(가), 동물생명자원과학과(가), 식물생명과학과(가)

4

【경운대】물리치료학과(다) 【계명대】기계공학전공(가), 자동차시스템공학전공(다), 건축학전공(가), 화학공학전공(가), 자율전공부(자연)(다), 컴퓨터공
학전공(다) 【대구가톨릭대】안경광학과(다), 자율전공학부(나) 【대구대】지구과학교육전공(다) 【안동대】전자공학교육과(나) 【영남대】원예생명과학과
(다), 화학생화학부(나), 환경공학과(다), 건설시스템공학과(다), 물리학과(나), 생명과학과(나), 파이버시스템공학과(다) 【경상대】물리교육과(가), 해양
경찰시스템학과(다), 식품영양학과(가), 전기공학과(다) 【부경대】에너지자원공학과(가), 인쇄정보공학과(나), 해양학과(가) 【울산대】기계자동차공
학(나) 【한국해양대】해양생명과학부(다), 에너지자원공학과(다), 환경공학과(가), 해양공간건축학부(다)

4

【경북대】정밀기계공학과(가), 치위생학과(가), 나노소재공학부(가) 【경운대】무인기공학과(다) 【계명대】게임모바일공학전공(가), 전자공학전공(다), 화
학전공(다), 식품영양학전공(가), 전기에너지공학전공(가), 통계학전공(가), 의용공학과(다), 로봇공학전공(다), 생명과학전공(가) 【대구대】화학교육전
공(다), 언어치료학과(나), 생물교육전공(다) 【대구한의대】물리치료학과(나) 【동양대】간호학과(가) 【안동대】기계공학과(가), 전자공학과(가), 컴퓨터교
육과(나), 교육공학과(나), 컴퓨터공학과(가) 【경상대】생명과학부(가), 농화학식품공학과(가), 정보통계학과(가), 건축도시토목공학부(가), 정보통신공
학과(다), 기계융합공학과(가), 환경산림과학부(가), 제어계측공학과(가), 조선해양공학과(다), 해양식품생명의학과(다) 【울산대】IT융합학부(나), 전
기전자공학(나), 건축학(나), 의공학(나)

4

【경북대】생태환경시스템학부(나), 자동차공학부(가), 축산생명공학과(나), 융복합시스템공학부(가), 생태환경관광학부(생물응용)(나) 【경일대】응급구
조학과(다) 【계명대】공중보건학전공(가), 신소재공학전공(다), 수학전공(다), 토목공학전공(가), 건축공학전공(다), 생태조경학전공(가), 교통공학전
공(가), 식품가공학전공(다), 환경과학전공(다) 【대구대】기계공학전공(나), 화학공학과(나) 【안동대】기계자동차공학과(가) 【영남대】전기공학과(
야)(다) 【울산대】첨단소재공학부(나), 수학과(가), 조선해양공학부(나), 건축공학부(가), 산업경영공학부(가), 생명과학부(나), 아동가정복지학(가), 식
품영양학(나) 【창원대】건축학부(가), 생물학화학융합학부(가), 신소재공학부(가), 정보통신공학과(다), 토목환경화공융합공학부(다), 물리학과(다),
산업시스템및조선해양융합공학부(가), 수학과(다)

4

【경북대】말특수동물학과(나), 축산학과(나), 식품외식산업학과(가) 【경운대】임상병리학과(나), 치위생학과(다) 【경일대】소방방재학과(다), 자율전공학
부(나) 【계명대】산업공학과(가), 지구환경학전공(가), 도시계획학전공(다) 【대구가톨릭대】모바일소프트웨어전공(다), 제약공학과(나) 【대구대】기계설
계공학전공(나), 물리교육전공(다) 【동국대(경주)】자유전공학부(자연)(다), 의생명공학전공(다) 【안동대】정보통계학과(가), 기계로봇공학과(가), 신소재
공학부(가), 응용화학과(가), 정보통신공학과(가)

4

【경북대】건설방재공학부(가), 섬유패션디자인학부(섬유공학)(가) 【경운대】항공정보통신공학과(다) 【경일대】철도학부(가) 【대구가톨릭대】의공학
과(다), 바이오메디컬전공(다), 전자공학전공(다), 건축공학과(다), 건축학과(다), 기계자동차공학부(다), 응용화학전공(다),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
(다), 식품영양학과(다), 전기에너지공학전공(다), 화학공학전공(다), 소프트웨어융합학과(다), 인공지능빅데이터공학과(다), 자동차ICT융합공학과(다),
메카트로닉스공학전공(다), 식품공학과(나), 언어청각치료학과(다) 【대구대】전자공학전공(나), 컴퓨터소프트웨어전공(나), 생명공학과(나), 컴퓨터공
학전공(가), 건축공학과(나), 생명과학과(다), 화학응용화학과(가) 【대구한의대】화장품제약자율전공(다) 【동국대(경주)】에너지전기공학전공(가), 신소
재화학전공(다), 바이오제약공학전공(다), 빅데이터응용통계학전공(다), 가정교육과(다), 기계시스템공학전공(가), 컴퓨터공학전공(가) 【동양대】철도
전기융합학과(나), 철도기계시스템학과(나) 【안동대】창의융합학부(자연)(나), 건축공학과(가), 멀티미디어공학과(가), 지구환경과학과(가), 환경공학
과(가), 식품생명공학과(가), 식품영양학과(가), 생명공학부(가), 토목공학과(가)

144

4

【경일대】건축학전공(가), 컴퓨터공학전공(다), 기계자동차학부(가), 화학공학전공(가) 【경주대】군정보사관학과(가) 【김천대】방사선학과(가), 임상병리
학과(가) 【대구가톨릭대】에너지신소재공학전공(다), 산업보건학과(다), 조리외식경영학과(나), 조경학과(나) 【대구대】작업치료학과(나), 식품영양학과(나),
건설시스템공학과(나), 멀티미디어공학전공(나), 신소재에너지공학과(나), 재활심리학과(가), 전자제어공학전공(가), 직업재활학과(다), 통계빅데이터
전공(나), 환경공학과(나), 도시계획공학전공(가), 수학전공(가), 식품공학과(가), 인공지능전공(가), 조경학전공(나) 【대구한의대】임상병리학과(가), 제
약공학과(가), 화장품공학부(가) 【동국대(경주)】전자정보통신공학전공(가), 조경학과(다), 안전공학전공(가) 【동양대】항공IT학과(나) 【안동대】식물의학
과(가), 원예생약융합학부(가), 물리학과(가), 의류학과(나)

131

5

【경일대】자율주행모빌리티학과(나), 전기공학과(다), 전자공학과(가), 자율로봇공학과(다), 건축공학전공(다) 【경주대】소방방재학과(가), 환경에너지
학과(가), 융합소프트웨어공학과(가) 【대구대】동물자원학과(다), 재활건강증진학과(가), 산림자원학과(가), 재활공학과(다), 정보통신공학전공(가), 바
이오산업학전공(나), 원예학전공(가) 【대구한의대】의료공학전공(나), 소방방재환경전공(나), 미술치료학과(나), 건축학전공(가), 스마트IT전공(나), 식
품영양학전공(나)

121

5

【경일대】토목공학과(가) 【경주대】전통건축학과(가) 【대구한의대】바이오산업융합학부(나), 보건학부(다), 식품조리학전공(다), 실내디자인전공(나), 방
재안전관리전공(가), IT의료데이터과학전공(가), 향산업전공(다)

110

5

【대구한의대】한약개발학전공(나) 【위덕대】신재생에너지반도체공학부(나), IT융합학과(다), 물리치료학과(다), 외식산업학부(다)

96

5

【위덕대】보건관리학과(다), 에너지전기공학부(다)

218

213

207

200

3

【계명대】경영학전공(다), 법학과(다), 심리학과(가), IR(국제관계학과)(가), 언론영상학전공(다), 행정학전공(가), 영어교육과(가) 【대구가톨릭대】경찰행
정학과(다) 【대구대】영어교육과(나), 일반사회교육과(가) 【안동대】법학과(나) 【영남대】국어국문학과(나), 새마을국제개발학과(다), 역사학과(나), 영어
영문학과(나), 사회학과(나), 일어일문학과(나), 철학과(나) 【부경대】유아교육과(가) 【울산대】경찰학(나), 경영학부(나) 【창원대】법학과(다), 신문방송
학과(가), 국어국문학과(다), 글로벌비즈니스학부(다)

193

3

【경북대】생태환경관광학부(생태관광)(나) 【계명대】관광경영학전공(다), 한문교육과(가), 회계학전공(가), 사회학과(가), 세무학전공(다), 경제금융학전
공(가), 경영정보학전공(다), 국제통상학전공(가), 전자무역학전공(가) 【대구가톨릭대】역사교육과(나), 유아교육과(나) 【대구대】경찰행정학과(가), 유아
교육과(가), 역사교육과(다), 지리교육과(가) 【영남대】문화인류학과(나), 유럽언어문화학부(나)

4

【계명대】사회복지학과(다), 국어국문학전공(다), 스페인어중남미학전공(가), 소비자정보학과(가), 문예창작학과(가), 영어영문학전공(다), 중국어문학
전공(다), 중국학전공(가) 【대구가톨릭대】심리학과(다), 국어교육과(나), 영어교육과(다) 【대구한의대】중등특수교육과(나) 【영남대】군사학과(남)(가)

4

【계명대】문헌정보학과(다), 철학윤리학과(가), 유럽학전공(가), 일본학전공(가), 정치외교학전공(다), 글로벌한국어문화교육전공(가), 미국학전공(가),
일본어문학전공(다), 독일어문학전공(다), 러시아어문학전공(다), 사학과(가) 【금오공대】경영학과(나) 【대구가톨릭대】지리교육과(나), 교육학과(나)
【대구대】사회복지학과(나), 심리학과(나) 【동국대(경주)】행정경찰공공학부(다), 유아교육과(다) 【안동대】경제무역학부(나), 국어국문학과(나), 유럽문
화관광학과(나), 사학과(나) 【영남대】경영학과(야)(다)

185

172

4

【계명대】경영학전공(야)(가) 【대구가톨릭대】자율전공학부(나), 국제의료경영학과(다) 【대구대】행정학과(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나)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다) 【동국대(경주)】국사학전공(가), 영어영문학전공(가), 자유전공학부(인문)(다) 【안동대】경영회계학부(나), 생활복지학과(나), 중어중
문학과(나), 창의융합학부(인문)(가) 【영남대】행정학과(야)(다)

4

【경일대】경찰행정학과(가) 【계명대】행정학전공(야)(다), 기독교학과(가), 국제통상학전공(야)(다), 경제금융학전공(야)(다), 관광경영학전공(야)(가), 회
계학전공(야)(다) 【대구가톨릭대】언론광고학부(나), 호텔경영학과(나), 관광경영학과(다), 사회복지학과(다), 아동학과(나), 행정학과(나), 법학과(나)
【대구대】경영학과(나), 관광경영학과(나), 가정복지학과(가), 지역사회개발복지학과(다) 【동국대(경주)】국어국문학전공(가),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다), 경영학전공(다), 일어일문학전공(가), 고고미술사학전공(가), 사회복지학과(다), 중어중문학전공(가), 명상심리상담학과(가), 글로벌경제통상학
부(다), 회계학전공(다) 【안동대】민속학과(나), 한문학과(나) 【영남대】경제금융학부(야)(다), 국어국문학과(야)(다), 무역학부(야)(다), 새마을국제개발학
과(야)(다), 정치외교학과(야)(다) 【위덕대】초등특수교육전공(다)

141

4

【경일대】부동산지적전공(다), 자율전공학부(나) 【경주대】항공서비스학과(가), 사회복지학과(가), 호텔카지노경영학과(가), 문화관광콘텐츠학과(가),
외식조리학부(가), 관광경영학과(가) 【계명대】경영정보학전공(야)(가), 법학과(야)(가), 일본학전공(야)(가), 중국학전공(야)(가), 미국학전공(야)(가) 【대구
가톨릭대】경영학부(다), 일어일문학과(나), 중어중국학과(나), 경제금융부동산학과(나), 무역학과(나) 【대구대】산업복지학과(나), 문헌정보학과(가), 호
텔관광학과(나), DU인재법학부(가), 영어영문학과(가), 도시행정학과(가), 일본어일본학과(가), 경제학과(나), 중국어중국학과(가), 사회학과(다), 창조
융합학부(가) 【대구한의대】상담심리학과(가) 【동국대(경주)】정보경영학전공(다) 【안동대】동양철학과(나) 【위덕대】중등특수교육전공(나)

131

5

【경일대】사회복지전공(가), 상담심리학과(다) 【경주대】문화재학과(가) 【대구가톨릭대】정치외교학과(다), 도서관학과(다) 【대구대】국제관계학과(나), 무
역학과(다), 부동산지적학과(가), 금융보험학과(나), 한국어문학과(나), 회계학과(다) 【대구한의대】청소년교육상담학과(나), 의료경영학과(다) 【동국
대(경주)】불교아동보육학과(가) 【위덕대】경찰행정학과(나), 유아교육과(나)

118

5

【경일대】경영학전공(가) 【대구가톨릭대】스페인어중남미학과(나), 영어학과(다), 한국어문학과(다) 【대구한의대】노인복지학전공(다), 아동복지학
과(가) 【동국대(경주)】불교학부(가) 【위덕대】경찰정보보안학과(다), 경영학과(나), 항공관광학과(나)

108

5

【대구대】유럽문화학과(다) 【대구한의대】통상경제학부(가), 호텔관광학전공(가) 【위덕대】사회복지학과(다), 소방방재학과(나), 일본언어문화학과(다),
한국어학부(다)

98

일
러
두
기

5

【위덕대】불교문화학과(나), 사회복지학과(야)(나), 경영학과(야)(나)

1. 자기채점(원점수) 기준입니다.
2. <인문계열> 원점수(300)=국어(100)+수학(나)(100)+사회탐구(2과목 합 100)
<자연계열> 원점수(300)=국어(100)+수학(가)(100)+과학탐구(2과목 합 100)
3. 대체적인 지원 가능 자료로 활용하기 바랍니다.
4. 각 대학별 모집단위의 영역별 조합 유형에 따라 지원 가능 점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정시요강이 발표되지 않은 대학의 모집단위는 수시모집단위와 2020학년도 모집단위를 참고했습니다.
(고딕체는 대구경북 지역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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