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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수능 가채점 결과로 본 주요 대학`학과 정시 지원 가능 점수(송원학원)

<인문계>

2020년 12월 5일 토요일

<자연계>

원점수
영어
(300점 만점) 등급

원점수
영어
(300점 만점) 등급

지원가능대학`학과

지원가능대학`학과

292 이상

1

[서울대]경영대학(가) [이화여대]의예(가)

295 이상

1

[서울대]의예(가) [연세대]의예(나)

287 이상

1

[서울대]경제학부(가),정치외교학부(가),사회(가),농경제사회학부(가),심리(가),인문계열(가) [경희대]한의예(가) [원광대]치의예(나)

290 이상

1

[가톨릭대]의예(나) [성균관대]의예(나) [울산대]의예(나) [고려대]의과대학(나) [중앙대]의학부(가) [경희대]의예(가)

282 이상

1

[서울대]소비자(가),지리(가),사회복지(가),영어교육(가),국어교육(가),사회교육(가),아동가족(가),역사교육(가),지리교육(가) [연세대]
경영(나),경제학부(나) [고려대]경영대학(나),경제(나),통계(나),정치외교(나) [대전대]한의예(가) [원광대]한의예(나) [동국대경주캠]한
의예(다) [대구한의대]한의예(나) [동의대]한의예(나)

284 이상

1

[서울대]치의학(가),컴퓨터공학부(가),수리과학부(가),전기정보공학부(가) [연세대]치의예(나) [한양대]의예(나) [이화여대]의예(가) [인
하대]의예(다) [아주대]의학(가) [연세대미래캠]의예(가) [단국대천안캠]의예(다) [강원대]의예(가) [전남대]의예(가) [가천대메디컬캠]의
예(나) [한림대]의예(나) [순천향대]의예(다) [경북대]의예(가) [부산대]의예(가) [인제대]의예(가)

1

[연세대]응용통계(나),행정(나),정치외교(나),언론홍보영상학부(나),심리(나),사회(나),영어영문(나),교육학부(나),중어중문(나),독어독
문(나),불어불문(나) [고려대]행정(나),자유전공학부(나),미디어학부(나),식품자원경제(나),사회(나),교육(나),영어영문(나),국어국문
(나),심리학부(나),국어교육(나),영어교육(나),언어(나),중어중문(나),한국사(나),철학(나),불어불문(나),보건정책관리학부(나) [서강대]
경영학부(가) [성균관대]글로벌경영(가),글로벌경제(가) [한양대]파이낸스경영(가),행정(가) [이화여대]초등교육(가)

1

[서울대]기계공학부(가),화학생물공학부(가),수학교육(가),물리(가),생명과학부(가),재료공학부(가),산업공(가),항공우주공(가) [경희대]
치의예(가) [건양대대전캠]의학(가) [충남대]의예(가) [전북대]의예(가) [조선대]의예(가) [충북대]의예(나) [을지대]의예(나) [원광대]의예
(나) [가톨릭관동대]의학(다) [영남대]의예(나) [계명대]의예(다) [대구가톨릭대]의예(다) [동국대경주캠]의예(다) [경상대]의예(가) [동아대]
의예(가) [고신대]의예(다) [제주대]의예(다)

274 이상

2

[연세대]국어국문(나),생활디자인(나),문헌정보(나),사학(나),철학(나),의류환경(나),식품영양(나),노어노문(나),사회복지(나),아동가
족(나),실내건축(나),문화인류(나) [고려대]사학(나),노어노문(나),역사교육(나),일어일문(나),한문(나),지리교육(나),컴퓨터(나),서어서
문(나),독어독문(나) [서강대]경제학부(가),사회과학부(가),지식융합미디어학부(가),인문계(가) [성균관대]글로벌리더학부(가),사회과학
계열(가),경영(나) [한양대]정보시스템(가),미디어커뮤니케이션(가),정책(나),경제금융학부(나) [이화여대]뇌인지과학(가),계열별통합선
발(가) [중앙대]경영경제대학(다) [한국외대]LT학부(가) [서울교대]여자(나),남자(나)

1

[서울대]수의예(가),원자핵공(가),건축(가),화학부(가),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가),천문(가),응용생물화학부(가),건설환경공학부(가),지구
환경과학부(가),간호대학(가),물리교육(가) [연세대]시스템반도체공(나),전기전자공학부(나),화공생명공학부(나) [고려대]사이버국방
(나),반도체공(나),스마트보안학부(나),전기전자공학부(나),화공생명공(나) [경희대]한의예(가) [건국대]수의예(가) [전북대]치의예(가)
[전남대]치의학(가) [동신대]한의예(가) [조선대]치의예(가) [가천대]한의예(나) [단국대천안캠]치의예(나) [원광대]치의예(나) [강릉원주
대]치의예(다) [상지대]한의예(다) [경북대]치의예(가) [대구한의대]한의예(나) [부산대]치의학(가),한의학(나)

270 이상

2

[연세대]간호(나),신학(나) [고려대]간호대학(나) [서강대]영미문화계(가),중국문화(가),유럽문화(가) [성균관대]인문과학계열(나),영상(나),
교육(나) [한양대]심리뇌과학(가),데이터사이언스(가),관광학부(가),경영학부(나),정치외교(나),국어교육(나),영어영문(나),영어교육(나),
교육공(나) [이화여대]국어교육(가),영어교육(가),교육(가) [중앙대]사회과학대학(가) [한국외대]LD학부(나) [서울시립대]세무(가)

1

2

[성균관대]한문교육(나),의상(나) [한양대]영화(가),사회(나),철학(나),중어중문(나),국어국문(나),교육(나),사학(나) [이화여대]간호학부
(가),교육공(가),유아교육(가),역사교육(가),사회교육(가),지리교육(가),특수교육(가) [중앙대]인문대학(가),영어교육(나),교육(나),유아
교육(나),간호(다) [경희대]경영(가),회계세무(가),경제(가),Hospitality경영학부(가),정치외교(가),무역(가) [한국외대]국제학부(가),한
국어교육(가),중국언어문화학부(가),영어교육(가),EICC(나),중국외교통상학부(나),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나),정치외교(나),스페인어
(나),경제학부(나) [서울시립대]행정(가),경영학부(가),국제관계(가),자유전공학부(나) [건국대]미디어커뮤니케이션(다) [동국대]경찰행
정학부(가) [경인교대]여자(나),남자(나) [한국교원대]초등교육(가)

[서울대]조선해양공(가),생물교육(가),화학교육(가),식품동물생명공학부(가),의류(가),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가),지구과학교육(가) [연세
대]컴퓨터과학(나),기계공학부(나),수학(나),신소재공학부(나),산업공(나),화학(나),생명공(나),생화학(나) [고려대]기계공학부(나),컴퓨
터(나),생명공학부(나),데이터과학(나),산업경영공학부(나),신소재공학부(나),수학(나),자유전공학부(나),수학교육(나) [성균관대]반도체
시스템공(나) [한양대]미래자동차공(가) [강원대]수의예(가) [충북대]수의예(가) [대전대]한의예(가) [충남대]수의예(가) [세명대]한의예
(나) [원광대]한의예(나) [우석대]한의예(나) [전남대]수의예(나) [경북대]수의예(가) [동국대경주캠]한의예(다) [동의대]한의예(나) [제주
대]수의예(다)

2

[서울대]식품영양(가),식물생산과학부(가),산림과학부(가) [연세대]물리(나),시스템생물(나),도시공(나),천문우주(나),글로벌융합공학
부(나),대기과학(나),건축공(나) [고려대]생명과학부(나),가정교육(나),바이오의공학부(나),화학(나),건축(나),융합에너지공(나),바이오시
스템의과학부(나),물리(나),식품공(나),간호대학(나) [성균관대]글로벌바이오메디컬공(나),소프트웨어(나) [한양대]에너지공(가),화학
공(가),파이낸스경영(가),융합전자공학부(나),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나),기계공학부(나),전기생체공학부(나) [중앙대]창의ICT공과대
학(다) [전북대익산캠]수의예(나) [경상대]수의예(가)

2

[연세대]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나),식품영양(나),실내건축(나),지구시스템과학(나),간호(나),의류환경(나) [고려대]건축사회환경공학부
(나),환경생태공학부(나),보건환경융합과학부(나),지구환경과학(나) [서강대]전자공(가),컴퓨터공(가),화공생명공(가),수학(가),기계공
(가) [성균관대]공학계열(가),자연과학계열(가),전자전기공학부(나),수학교육(나) [한양대]신소재공학부(가),생명공(가),수학(가),생명과
학(가),산업공(나),유기나노공(나),원자력공(나),화학(나),도시공(나),건축학부(나) [이화여대]뇌인지과학(가),수학교육(가) [중앙
대]AI(가),산업보안(나),소프트웨어학부(다) [경북대]모바일공(가)

2

[서강대]화학(가),물리(가),생명과학(가) [성균관대]건설환경공학부(나),컴퓨터교육(나) [한양대]수학교육(가),자원환경공(나),건축공학
부(나),물리(나),건설환경공(나) [이화여대]계열별통합선발(가),과학교육(가) [중앙대]공과대학(나),자연과학대학(나),건축(나),간호
(다) [경희대]정보디스플레이(가),약과학(가),수학(가) [서울시립대]인공지능(가),통계(가),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가),기계정보공(가) [건
국대]스마트ICT융합공(다),시스템생명공(다),의생명공(다),미래에너지공(다) [홍익대]건축(다),컴퓨터데이터공학부(다) [아주대]국방디
지털융합(다) [경북대]수학교육(나)

2

[경희대]화학(가),생물(가),간호(가),한약(가),물리(가),식품영양(가) [경희대국제캠]소프트웨어융합(나),화학공(나),전자공(나),생체의공
(나),컴퓨터공(나),기계공(나),정보전자신소재공(나),응용화학(나),응용수학(나),산업경영공(나) [서울시립대]화학공(가),컴퓨터과학부
(가),신소재공(가),수학(가),건축(가),생명과학(가),도시공(가),융합응용화학(가),공간정보공(가),물리(가),건축공(가),토목공(가) [건국
대]수학교육(가),전기전자공학부(가),화학공학부(가),컴퓨터공학부(가),생명과학특성(나),화학(나),수학(나),산업공(나),스마트운행체
공(다),화장품공(다),융합생명공(다) [동국대]통계(가),수학교육(가),화공생물공(나),컴퓨터공(나) [홍익대]자율전공(자연예능)(다),기계
시스템디자인공(다),실내건축(다),수학교육(다),신소재화공시스템공학부(다),전자전기공학부(다),도시공(다) [국민대]자동차IT융합(나)
[경북대]전자공학부(가) [부산대]수학교육(가),화공생명공(가),기계공학부(나),전자공(나)

2

[경희대]지리(가) [경희대국제캠]유전생명공(나),식품생명공(나),응용물리(나),우주과학(나),원자력공(나),환경학및환경공(나),건축공
(나),식물환경신소재공(나),건축(나) [서울시립대]환경공학부(가),환경원예(가),교통공(가),조경(가) [건국대]기계항공공학부(가),생물
공(가),건축학부(가),물리(가),사회환경공학부(나),동물자원과학(나),식량자원과학(나),산림조경(나),축산식품생명공(나) [동국대]전자전
기공학부(가),화학(가),융합에너지신소재공(가),멀티미디어공(가),기계로봇에너지공(가),산업시스템공(가),생명과학(가),정보통신
공(나),수학(나),물리반도체과학부(나),의생명공(나) [홍익대]건설환경공(다) [숙명여대]화학(나),화공생명공학부(나),의류(나),생명시스
템학부(나) [인하대]데이터사이언스(가),생명공(가),항공우주공(나),화학공(나),전기공(나),컴퓨터공(나),간호(나),인공지능공(다),전자공
(다),스마트모빌리티공(다) [아주대]사이버보안(다),간호(다),소프트웨어(다),전자공(다),기계공(다),응용화학생명공(다),화학(다) [숭실
대]소프트웨어학부(가) [국민대]자동차공(가),바이오의약(가),빅데이터경영통계(가),융합전자공(나),건축학부(다) [세종대]항공시스템
공(가) [경북대]전기공(가),컴퓨터학부(가),응용화학공학부(나),기계공학부(나),생물교육(나) [부산대]전기공(가),정보컴퓨터공학부(가),생
물교육(가),생명과학(나),화학(나)

2

[경희대국제캠]원예생명공(나),사회기반시스템공(나),한방생명공(나) [건국대]환경보건과학(나),식품유통공(나) [동국대]가정교육(가),바
이오환경과학(가),건축공학부(나),건설환경공(나),식품생명공(나) [숙명여대]수학(나),IT공(나),식품영양(나),컴퓨터과학(나),기계시스템
학부(나),기초공학부(나),전자공(나),소프트웨어융합(나),응용물리(나) [인하대]신소재공(가),정보통신공(가),화학(가),수학(가),건축학부
(가),사회인프라공(가),기계공(나),고분자공(나),글로벌금융(나),에너지자원공(나),식품영양(나),통계(다),공간정보공(다),물리(다) [아주
대]화학공(다),산업공(다),미디어(다),수학(다),환경안전공(다),교통시스템공(다),신소재공(다),건설시스템공(다) [단국대]건축(나),수학
교육(다),산업보안(다) [숭실대]산업정보시스템공(가),건축건축공(가),IT융합(나) [국민대]소프트웨어학부(가),기계시스템공(가),바이오
발효융합(가),전자시스템공(가),식품영양(가),정보보안암호수학(가),건설시스템공학부(가),에너지기계공(나),전자화학재료(나),지능전자
공(나),나노전자물리(다),임산생명공(다),산림환경시스템(다) [세종대]정보보호(나) [경북대]화학(가),간호(가),수학(가),생명공(가),통
계(가),글로벌소프트웨어융합(나),자연과학자율전공(나),신소재공학부(나),에너지공학부(나) [부산대]통계(가),항공우주공(가),산업공
(가),환경공(가),물리교육(가),유기소재시스템공(가),화학교육(가),재료공학부(나),고분자공(나),수학(나) [부산대양산캠]간호(나)

2

[인하대]환경공(가),산업경영공(가),조선해양공(가),아태물류학부(나),수학교육(나),생명과학(나),해양과학(다) [아주대]생명과학(다),물
리(다),건축(다) [단국대]화학공(나),전자전기공학부(나),기계공(나),컴퓨터공(다),소프트웨어(다),모바일시스템공(다),정보통계(다),과학
교육(다) [숭실대]실내건축(가) [국민대]나노소재(가),기계금속재료(가),경영정보학부(가),융합기계공(나) [세종대]컴퓨터공(나),소프트웨
어(나),인공지능(나),만화에니메이션텍(나),데이터사이언스(나),수학통계학부(나),기계항공우주공학부(나),지능기전공학부(나),디자인이
노베이션(나),화학(나),생명시스템학부(나) [경북대]생물(가),물리(가),화학교육(나),지구과학교육(나),고분자공(나),물리교육(나),환경공
(나),건축(나) [계명대]간호(다) [경운대]항공운항(나) [부산대]디자인엔테크놀로지(가),건축(가),분자생물(가),지구과학교육(가),도시공
(가),미생물(가),식품영양(가) [부산대밀양캠]나노메카트로닉스공(가) [부산대양산캠]의생명융합공학부(나)

229 이상

3

[단국대]고분자공(나),파이버융합소재공(다),건축공(다),토목환경공(다) [세종대]국방시스템공(가),스마트생명산업융합(나),나노신소재
공(나),양자원자력공(나),환경에너지공간융합(나),전자정보통신공(나),지구자원시스템공(나),물리천문(나),건설환경공(나),건축공학부
(나) [경북대]식품영양(가),지구시스템과학부(가),의류(가),아동학부(가),건축공(나),응용생명과학부(나),섬유시스템공(나),토목공(나),가
정교육(나),식품공학부(나),바이오섬유소재(나),농업토목생물산업공학부(나),산림과학조경학부(나),원예과학(나) [영남대]수학교육(다)
[대구가톨릭대]간호(나) [동국대경주캠]간호(다) [부산대]대기환경과학(가),물리(가), 건축공(가),토목공(가),조선해양공(나),지질환경과학
(나),해양(나) [부산대밀양캠]나노에너지공(나),IT응용공(나),광메카트로닉스공(나)

217 이상

3

[영남대]통계(나),전자공(다),컴퓨터공(다),기계공학부(다),전기공(다),건축학부(다),로봇기계공(다),화학공학부(다) [금오공대]기계설계
공(가),전자공학부(나),컴퓨터소프트웨어공(나) [안동대]간호(가) [대구가톨릭대]물리치료(다) [대구대]간호(나) [부산대밀양캠]바이오환경
에너지(가),바이오산업기계공(가),식품공(나),바이오소재과학(나)

3

[영남대]식품영양(나),화학생화학(나),도시공(다),신소재공학부(다),산림자원(다),조경(다),자동차기계공(다),식품공(다) [금오공대]기계
공(가),신소재공학부(가),기계시스템공(나),컴퓨터공(나),메디컬IT융합공(나),건축학부(나) [안동대]기계교육(나) [대구가톨릭대]방사선(다)
[대구대] 물리치료(가),수학교육(가),지구과학교육(다) [경일대]간호(가) [대구한의대]간호(가) [부산대밀양캠]조경(가),동물생명자원과학
(가),식물생명과학(가),원예생명과학(가),생명환경화학(나)

3

[경북대상주캠]소프트웨어(가),치위생(가) [영남대]생명과학(나),의류패션(나),수학(나),가족주거(나),물리(나),생명공(다),의생명공(다),정
보통신공(다),환경공(다),파이버시스템공(다),건설시스템공(다),원예생명과학(다) [금오공대]산업공학부(가),화학소재공학부(가),광시스템
공(나),환경공(나),응용화학(나),토목공(나),응용수학(나) [계명대]화학공(가),건축(가),디지펜게임공(다),컴퓨터공(다),전자공(다),자동차
시스템공(다) [안동대]컴퓨터교육(나),수학교육(나) [대구대]화학교육(다) [경운대]간호(나)

3

[경북대상주캠]정밀기계공(가),나노소재공학부(가),말특수동물(나),생물응용(나) [계명대]게임모바일공(가),기계공(가),통계(가),식품영
양(가),산업공(가),전기에너지공(가),생명과학(가),자연계열(다),신소재공(다),화학(다),의용공(다),식품가공(다),건축공(다) [안동대]기계
공(가),기계자동차공(가),멀티미디어공(가),교육공(나),전자공학교육(나) [대구가톨릭대]제약공(나),수학교육(나),건축(다),의공(다),식품
영양(다) [대구대]생물교육(다),물리교육(다) [동국대경주캠]수학교육(다),의생명공(다)

4

[경북대상주캠]식품외식산업(가),융복합시스템공학부(가),건설방재공학부(가),생태환경시스템학부(나),축산생명공(나),축산(나) [계명대]
생태조경(가),지구환경(가),토목공(가),교통공(가),공중보건(가),로봇공(다),수학(다),환경과학(다),도시계획(다) [안동대]전자공(가),식품
생명공(가),정보통신공(가),컴퓨터공(가),응용화학(가),신소재공학부(가),토목공(가),건축공(가),정보통계(가),이공계열(나) [대구가톨릭
대]인공지능로봇공(나),인공지능빅데이터공(다),화학공(다),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다),기계자동차공학부(다),자동차ICT융합공(다),모바
일소프트웨어(다),응용화학(다),전자공(다) [대구대]컴퓨터공(가),언어치료(나),기계공(나),화학공(나),전자공(나) [동국대경주캠]컴퓨터
공(가),기계시스템공(가),신소재화학(다),가정교육(다) [위덕대]간호(나) [경운대]항공기계공(다)

164 이상

4

[경북대상주캠]섬유공(가),자동차공학부(가) [안동대]환경공(가),생명공학부(가),기계로봇공(가),식물의학(가),원예생약융합학부(가) [대구
가톨릭대]조경(나),바이오메디컬(다),건축공(다),산업보건(다),소프트웨어융합(다),전기공(다),메카트로닉스공(다),안경광(다) [대구대]재
활심리(가),전기지능로봇공(가),화학(가),정보보호(나),컴퓨터소프트웨어(나),생명공(나),건축공(나),작업치료(나),식품영양(나),통계빅데
이터(나),생명과학(다) [동국대경주캠]전자정보통신공(가),에너지전기공(가),안전공(가),바이오제약공(다),빅데이터응용통계(다) [경일대]
응급구조(다) [경운대]항공전자공(다),물리치료(다)

153 이상

4

[안동대]지구환경과학(가) [대구가톨릭대]식품공(나),언어청각치료(다),에너지신소재공(다) [대구대]식품공(가),인공지능(가),수학산업수
학(가),재활건강증진(가),산림자원(가),도시계획공(가),건설시스템공(나),기계설계공(나),에너지시스템공(나),신소재에너지공(나),조경
(나),동물자원(다) [동국대경주캠]조경(다) [경일대]소방방재(다) [경운대]무인기공(다)

277 이상

267 이상

264 이상

258 이상

251 이상

245 이상

239 이상

2

2

2

2

2

[경희대]미디어(가),자율전공(가),사회(가),관광학부(가),지리(가),행정(가),응용영어통번역(가),사학(가),철학(가),간호(가),의상(가),주
거환경(가),아동가족(가) [한국외대]아랍어(가),ELLT(가),페르시아어이란(가),태국어(가),일본언어문화학부(가),인도어(가),베트남어(가),
터키아제르바이잔어(가),행정(나),국제통상(나),영미문학문화(나),프랑스어학부(나),노어(나),융합일본지역학부(나),이탈리아어(나) [서
울시립대]도시사회(가),경제학부(가),사회복지(가),영어영문(가),중국어문화(가),철학(가),도시행정(나) [건국대]기술경영(가),영어교육(가),
경영(나),응용통계(나),행정(나),경제(나) [동국대]국어교육(가),역사교육(가),국제통상(가),경영정보(가),미디어커뮤니케이션(가),경영(나),
회계(나),광고홍보(나) [홍익대]자율전공(인문예능)(다),경영학부(다),경제학부(다) [숙명여대]미디어학부(나),사회심리(나)
[경희대]국어국문(가),영어영문(가) [경희대국제캠]국제(나),건축(나),스페인어(나) [한국외대]말레이인도네시아어(가),중국어교육(가),
몽골어(가),독일어교육(가),프랑스어교육(가),포르투갈어(나),스칸디나비아어(나),네덜란드어(나),독일어(나) [서울시립대]국어국
문(가),국사(가) [건국대]글로벌비즈니스(가),국제무역(가),일어교육(가),의상디자인(나),문화콘텐츠(나),융합인재(나),부동산(나),정치
외교(나),중어중문(나),국어국문(나),지리(나),영어영문(나) [동국대]경제(가),교육(가),행정(가),정치외교(가),국어국문문예창작학
부(가),식품산업관리(가),지리교육(가),법학(나),영어영문학부(나),사회(나),사학(나),철학(나) [홍익대]국어교육(다),법학부(다),영어교
육(다),역사교육(다),영어영문(다),불어불문(다),국어국문(다),교육(다) [숙명여대]경영학부(나),앙트러프러너십(나),홍보광고(나),컴퓨
터과학(나),글로벌협력(나),영어영문(나),행정(나),경제학부(나),교육학부(나),의류(나),법학부(나),르꼬르동블루외식경영(나),문헌정보
(나),정치외교(나) [인하대]아태물류학부(나) [국민대]빅데이터경영통계(가),KMU(다),건축학부(다) [숭실대]경영학부(가) [춘전교대]남
자(나),여자(나) [청주교대]남자(나),여자(나) [공주교대]남자(나),여자(나) [전주교대]남자(나),여자(나) [광주교대]남자(나),여자(나) [경
북대]행정학부(나) [대구교대]여자(나),남자(나) [부산대]경영(가),역사교육(가),경제학부(나) [부산교대]남자(나),여자(나) [진주교대]남
자(나),여자(나) [제주대]초등교육(나)
[경희대국제캠]한국어(나),러시아어(나),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나),중국어(나),일본어(나),프랑스어(나) [건국대]사학(나),교육공(나),
철학(나) [동국대]북한(가),사회복지(가),중어중문(가),불교학부(가),일본(나) [홍익대]독어독문(다) [숙명여대]소비자경제(나),소프트웨
어융합(나),TESL(나),프랑스언어문화(나),한국어문학부(나),문화관광(나),독일언어문화(나),아동복지학부(나),역사문화(나),일본(나),
중어중문학부(나),가족자원경영(나) [인하대]간호(나),글로벌금융(나),국제통상(다),공간정보공(다) [아주대]금융공(다),간호(다),e-비
즈니스(다),심리(다),경영(다) [국민대]미디어(가),광고홍보(가),경영학부(가),경영정보학부(가),재무금융(가),회계(가),교육(가),정치외
교(나),경제(나),사회(나),국제통상(나),법학부(다),중국정경(다),국어국문(다),영어영문학부(다) [숭실대]회계(가),경제(가),금융학
부(가),언론홍보(가),글로벌통상(가),벤처중소기업(가),정보사회(가),행정학부(가),법학(가),국어국문(가),사회복지학부(다) [세종대]호
텔관광외식경영(나) [경북대]경영학부(가),경제통상학부(가),국어교육(나),영어교육(나),윤리교육(나),인문사회자율전공(나),역사교육
(나),심리(나),교육(나) [부산대]미디어커뮤니케이션(가),공공정책학부(가),국어교육(가),지리교육(가),일반사회교육(가),영어교육(가),일
어일문(가),특수교육(가),심리(나),행정(나),정치외교(나),무역학부(나),사회(나),사학(나)
[인하대]미디어커뮤니케이션(가),경영(가),교육(가),문화콘텐츠문화경영(가),영어영문(가),국어교육(가),경제(나),사회교육(나),정치외
교(나),영어교육(나),행정(다),아동심리(다),의류디자인(다) [아주대]행정(다),문화콘텐츠(다),정치외교(다),사회(다),영어영문(다),국어
국문(다) [단국대]국제학부(가),커뮤니케이션학부(가),상담(가),경제(나),행정(나),무역(나),법학(나),정치외교(나),특수교육(다),경영학
부(다),사학(다),철학(다) [국민대]행정(나),유라시아(나),일본(나),중국어문(다),한국역사(다) [숭실대]국제법무(가),중어중문(가),정치
외교(가),사학(가),평생교육(가),불어불문(가),철학(가),일어일문(가),독어독문(나),영어영문(나) [세종대]미디어커뮤니케이션(나),경영
학부(나),경제(나),행정(나),법학부(나) [경북대]영어영문(가),사학(가),불어불문(가),독어독문(가),정치외교(나),신문방송(나),지리교
육(나),일반사회교육(나),사회(나),사회복지학부(나),문헌정보(나),농업경제(나),지리(나) [부산대]교육(가),관광컨벤션(가),사회복지(가),
문헌정보(가),중어중문(가),불어불문(가),독어독문(가),윤리교육(가),유아교육(가),예술문화영상(나),영어영문(나),국어국문(나),철
학(나),실내환경디자인(나),아동가족(나)

3

[경북대]노어노문(가) [영남대]국어교육(다),영어교육(다) [대구대]특수교육(가)

226 이상

3

[영남대]심리(나),언론정보(나),유아교육(다),교육(다)

218 이상

3

[영남대]인문사회계열(가),회계세무(나),경영(나),무역학부(나),영어영문(나),한문교육(다),정치외교(다) [계명대]영어교육(가) [대구대]국
어교육(가),유아특수교육(다),역사교육(다) [안동대]국어교육(나)

3

[영남대]경제금융학부(나),일어일문(나),사회(나),역사(나),중국언어문화(나),식품경제외식(다) [계명대]유아교육(가),국어교육(가),EMU
경영학부(가),인문사회계열(가),심리(가) [대구가톨릭대]역사교육(나),심리(다) [대구대]경찰행정(가),영어교육(나) [안동대]영어교육(나),
행정(나)

3

[경북대상주캠]생태관광(나) [영남대]국어국문(나),유럽언어문화학부(나),문화인류(나),철학(나),새마을국제개발(다) [계명대]광고홍보
(가),국제관계(가),교육(가),한문교육(가),국제통상(가),국제경영(다),법학(다),경영(다),문헌정보(다),관광경영(다) [대구가톨릭대]국어교
육(나),지리교육(나),유아교육(나),경찰행정(다),영어교육(다) [대구대]일반사회교육(가),유아교육(가),지리교육(가) [금오공대]경영(나)
[안동대]윤리교육(나)

200 이상

[계명대]회계(가),행정(가),경제금융(가),패션마케팅(가),문예창작(가),사회(가),세무(다),사회복지(다),언론영상(다),영어영문(다),경영정
보(다),스포츠마케팅(다) [대구가톨릭대]교육(나) [대구대]심리(나),사회복지(나) [동국대경주캠]행정경찰공공학부(다)

180 이상

4

[계명대]소비자정보(가),글로벌한국어문화교육(가),사학(가),스페인어중남미(가),철학(가),미국(가),중국(가),중국어문(다),국어국문(다),
정치외교(다),독일어문(다),일본어문(다) [대구가톨릭대]외국어자율전공학부(나),사회복지(다) [안동대]인문사회계열(가),사학(나),국어국
문(나) [동국대경주캠]국사(가),유아교육(다)

171 이상

4

[계명대]유럽(가),일본(가),전자무역(가),러시아어문(다) [대구가톨릭대]자율전공학부(나),행정(나),국제의료경영(다) [대구대]자유전공학
부(가),행정(다) [안동대]식품영양(가),중어중문(나),유럽문화관광(나),경제무역학부(나),법학(나) [동국대경주캠]영어영문(가),자유전공학
부(다),경영(다),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다) [경일대]경찰행정(가)

160 이상

4

[계명대]경영(야)(가),법학(야)(가),관광경영(야)(가),경제금융(야)(다),행정(야)(다) [대구가톨릭대]법학(나),무역(나),언론광고학부(나),호
텔경영(나),글로벌항공서비스(나),관광경영(다),경영(다) [대구대]부동산지적(가),가정복지(가),문헌정보(가),영어영문(가),DU인재법학부
(가),미디어커뮤니케이션(나),경영(나),관광경영(나),지역사회개발복지(다) [안동대]의류(나),생활복지(나),경영회계학부(나) [동국대경주
캠]국어국문(가),고고미술사(가),일어일문(가),중어중문(가),사회복지(다),글로벌경제통상학부(다),회계세무(다),정보경영(다)

152 이상

4

[계명대]기독교(가),경영정보(야)(가),중국(야)(가),국제통상(야)(다),회계(야)(다) [대구가톨릭대]회계세무(나),글로벌문화콘텐츠(나),경제
금융부동산(나),아동(나),정치외교(다),도서관(다) [대구대]일본어일본(가),중국어중국(가),도시행정(가),호텔관광(나),한국어문학부(나),
회계(다),사회(다),무역(다) [안동대]동양철학(나),민속(나) [위덕대]초등특수교육(다)

143 이상

5

[대구대]경제(나),국제관계(나),산업복지(나),금융보험(나),유럽문화(다) [안동대]한문(나) [동국대경주캠]명상심리상담(가),불교아동
보육(가)

129 이상

5

[동국대경주캠]불교학부(가) [위덕대]중등특수교육(나),경영(나)

117 이상

5

[위덕대]유아교육(나),경찰행정(나),경찰정보보안(다)

97 이상

5

[위덕대]소방방재(나),항공관광(나),불교문화(나),경영(야)(나),사회복지(야)(나),일본언어문화(다),사회복지(다),한국어학부(다)

1. 지원 가능점수는 원점수 기준임. 2. 교육대는 인문계열에만 나타냄.
3. 영역별(국어, 수학, 사탐, 과탐) 만점은 원점수로 각 100점 기준임.
4. 인문계열은 국어+수학나+사탐, 자연계열은 국어+수학가+과탐 기준임. 5. 탐구는 2과목 합산점수임.
6. 대학별 수능 점수는 영역별 반영 비율(%) 및 가산점이 포함되지 않은 점수임.
7. 영어영역은 대학별로 반영 방법이 상이하므로 개인별, 대학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8. 고딕체는 대구`경북지역 대학임.

268 이상

265 이상

262 이상

256 이상

251 이상

245 이상

208 이상

196 이상

185 이상

177 이상

<점수 계산방법(예시)>
국어

수학

원점수

90

95

탐구

탐구점수계산식

선택1

선택2

2과목

본인의
탐구점수

해당영역 총점 계산식

142 이상

4

[대구가톨릭대]외식조리(나) [대구대]정보통신공(가),원예(가),멀티미디어공(나),환경공(나),융합산업공(나),바이오산업(나),재활공(다),직
업재활(다) [위덕대]물리치료(다) [경운대]치위생(다)

41

42

(41+42)=83

83

90+95+83=268

98 이상

5

[위덕대]신재생에너지공(나),보건관리(다),에너지전기공학부(다),외식산업학부(다),IT융합(다)

Y K

과목

C M

표
보
는
법

274 이상

238 이상

4

190 이상

277 이상

[인하대]사학(가),사회복지(가),중국(나),프랑스언어문화(나),철학(나),한국어문(나),소비자(다),일본언어문화(다) [아주대]경제(다),사
학(다),불어불문(다) [단국대]영미인문(가),도시계획부동산학부(나),국어국문(나),한문교육(다) [세종대]국제학부(나),역사(나),국어국문
(나),교육(나) [경북대]철학(가),국어국문(가),일어일문(가),고고인류(가),한문(가),중어중문(가),불어교육(나),독어교육(나) [영남대]행
정(다),경찰행정(다) [계명대]경찰행정(다) [대구대]초등특수교육(나) [부산대]노어노문(가),고고학(가),언어정보(가),의류(가),한문(나)
[부산대밀양캠]식품자원경제(나)

233 이상

211 이상

280 이상

6

면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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