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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추가모집 유의 사항(Q&A)
1. 추가모집에 지원이 가능한 경우는 무엇인가요?

추가모집 지원 가능 추가모집 지원 불가능

1. 정시모집 4년제 일반대학에 합격하였으나 등록

을 포기한 자

2. 정시모집 4년제 일반대학 등록자이나 미등록 충

원 등록 마감일 16시까지 정시 등록을 포기한 자

3. 정시모집 전문대학, 산업대학 등록한 자

4. 특별법에 설치된 대학･전공대학(각종학교) 수

시･정시 합격자 및 등록자

1. 수시모집 합격자 및 등록자

(일반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포함)

2. 정시모집 4년제 일반대학에 등록한 자

2. 정시모집에 합격하여 등록한 경우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나요?

▪ 정시모집에 합격하여 등록한 자(최초 등록 및 충원합격하여 추가등록 포함)는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단, 정시모집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일 16시까지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한 자에 한해서만 추가 모집 

지원이 가능합니다.

▪ 올해의 경우 정시모집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일인 2021. 2.19(금) 16시 전에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한 

경우에는 추가모집 지원이 가능합니다.  

▪ 2021. 2. 19.(금) 16시 이후에는 등록을 포기하여도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3.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등록한 경우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나요? 수시 등록을 포기하면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나요?

▪ 수시모집의 최초 합격자 및 충원 합격자는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합격했다는 사실만으로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4. 추가모집에 대한 사항은 어디에서 확인이 가능하나요?

▪ 추가모집 원서접수･전형･합격자 발표: 2021. 2. 22.(월)∼27.(토) 21시

▪ 대학별 추가모집 인원 현황은 미등록충원합격 등록 마감일 2021. 2. 19.(금) 이후

대교협 홈페이지(http://www.kcue.or.kr)-보도자료 또는 대입정보포털(http://adiga.kr)-대입뉴스에
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대교협에서는 대학의 자료를 취합하여 최초 1회에 한하여 보도자료로 발표하며, 추가 발표를 포함하

여 총 2회 추가모집 현황을 안내합니다.

▪ 이후 대학별 추가모집 현황, 일정 및 전형 방법은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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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가모집에 지원이 금지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가요?

▪ 추가모집은 정시모집 이후에 발생하는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전형을 의미합니다. 추가모

집은 정시모집 충원 등록 기간이 지난 후에 실시합니다. 추가모집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첫째, 정시모집에 합격한 사실이 없는 자 또는 정시모집에 합격하였으나 추가모집 기간 전에 등록(일

반 4년제 대학 기준)을 포기한 자입니다.

- 둘째, 산업대학(청운대, 호원대),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지원자는 정시모집에 합격한 후 등록을 포기

하지 않아도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셋째, 4년제 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정시모집 및 추가모

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