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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
  ① 전체 모집인원 감소, 정시모집 선발 비율 증가

  ② 수시모집 학생부위주, 정시모집 수능위주 선발 기조 유지

  ③ 고른기회 특별전형 정원내 선발 비율 증가

  ④ 2015개정교육과정 취지에 따른 대학별 수능 선택과목 지

정

□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인철 한국외국어대 총장, 이하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전국 198개 4년제 대학의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에서 각 대학이 매 입학연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공표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대학교육의 본질 및 초·중등교육의 
정상적 운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대학이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도록 
권고하였으며, 대학입학전형 간소화 준수,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이 전형취지에 부합하도록 협의·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대교협은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취합하여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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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전체 모집인원 감소, 정시모집 선발 비율 증가

u 전체 모집인원은 346,553명으로 2021학년도보다 894명 감소

 2020학년도 347,866명 → 2021학년도 347,447명 → 2022학년도 346,553명 

u 정시모집에서 전년대비 1.3%p 증가한 24.3% 선발

 정시모집에서 전체 모집인원(346,553명)의 24.3%인 84,175명 선발 

(단위: 명)

구분 수시모집 정시모집 합계

2022학년도 262,378(75.7%) 84,175(24.3%) 346,553(100.0%)

2021학년도 267,374(77.0%) 80,073(23.0%) 347,447(100.0%)

2020학년도 268,776(77.3%) 79,090(22.7%) 347,86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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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시모집 학생부위주, 정시모집 수능위주 선발 기조 유지

u 핵심 전형요소 중심으로 표준화된 대입전형 체계에 따라 수시모집은 

학생부위주, 정시모집은 수능위주 선발 

 전체 모집인원 346,553명 중 228,557명(66.0%)를 학생부위주, 

75,978명(21.9%)을 수능위주로 선발  

 수시 모집인원 262,378명 중 228,009명(86.9%)을 학생부위주로 선발 

 정시 모집인원 84,175명 중 75,978명(90.3%)을 수능위주로 선발 

(단위: 명)

구분 전형유형
2022학년도

(A)

2021학년도

(B)

수시

학생부위주(교과) 148,506(42.9%) 146,924(42.3%)

학생부위주(종합) 79,503(22.9%) 86,083(24.8%)

논술위주 11,069(3.2%) 11,162(3.2%)

실기/실적위주 18,817(5.4%) 18,821(5.4%)

기타 4,483(1.3%) 4,384(1.3%)

소계   262,378(75.7%) 267,374(77.0%)

정시

수능위주 75,978(21.9%) 70,771(20.4%)

실기/실적위주 7,470(2.2%) 8,356(2.4%)

학생부위주(교과) 201(0.1%) 270(0.1%)

학생부위주(종합) 347(0.1%) 424(0.1%)

기타 179(0.1%) 252(0.1%)

소계 84,175(24.3%) 80,073(23.0%)

합계 346,553(100%) 347,447(100%)

✳ 단 괄호안의 비율은 전체인원 대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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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른기회 특별전형 정원내 선발비율 증가

u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대학은 고른기회 특별

전형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명시함 

 회원대학 모두 고른기회 특별전형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선발 

비율 증가

 2020학년도 46,327명 → 2021학년도 47,606명 → 2022학년도 53,546명

(단위: 명)

구분 정원내 정원외 합계

2022학년도 29,103(8.4%) 24,443(7.1%) 53,546(15.5%)

2021학년도 23,344(6.7%) 24,262(7.0%) 47,606(13.7%)

2020학년도 22,442(6.5%) 23,885(6.9%) 46,327(13.3%)

u 지방대육성법 개정에 따른 지역인재 특별전형 선발인원 증가 

  2020학년도 16,127명 → 2021학년도 16,521명 → 2022학년도 20,783명

(단위: 명)

학년도 대학수 모집인원 총 모집인원 대비 비율(%)

2022학년도 92개교 20,783 6.0

2021학년도 86개교 16,521 4.8

2020학년도 83개교 16,127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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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선택과목 대학명 개수

국어

영역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중 택 1

가야대, 가천대, 가톨릭관동대, 가톨릭대, 감리교신학대, 강남대, 

강릉원주대, 강원대, 건국대, 건국대(글로컬), 건양대, 경기대, 

경남과학기술대, 경남대, 경동대, 경북대, 경상대, 경성대, 경운대, 

경인교대, 경일대, 경주대,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 고려대(세종), 

고신대, 공주교대, 공주대, 광운대, 광주교대, 광주대, 광주여대, 국민대, 

군산대, 극동대, 금강대, 금오공과대, 김천대, 꽃동네대, 나사렛대, 

남부대, 남서울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대구교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대전가톨릭대, 대전대, 대진대, 덕성여대, 동국대, 동국대(경주), 

동덕여대, 동명대, 동서대, 동신대, 동아대, 동양대, 동의대, 루터대, 

명지대, 목원대, 목포가톨릭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배재대, 백석대, 

부경대, 부산가톨릭대, 부산교대, 부산대, 부산외국어대, 삼육대, 상명대, 

상지대, 서강대, 서경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교대, 서울기독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서울신학대, 서울여대, 서울장신대, 서울한영대, 서원대, 

선문대, 성결대, 성공회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세명대, 세종대, 세한대, 

송원대, 수원가톨릭대, 수원대, 숙명여대, 순천대, 순천향대, 숭실대, 

신경대, 신라대, 신한대, 아세아연합신학대, 아주대, 안동대, 안양대, 

연세대, 연세대(미래), 영남대, 영산대, 예수대, 용인대, 우석대, 우송대, 

울산대, 원광대, 위덕대, 유원대, 을지대, 이화여대, 인제대, 

인천가톨릭대, 인천대, 인하대, 장로회신학대, 전남대, 전북대, 전주교대, 

전주대, 제주국제대, 제주대, 조선대, 중부대, 중앙대, 중원대, 진주교대, 

차의과학대, 창신대, 창원대, 청운대, 청주교대, 청주대, 초당대, 

추계예술대, 춘천교대, 충남대, 충북대, 칼빈대, 케이씨대, 평택대, 

한경대, 한국교원대, 한국교통대, 한국국제대, 한국기술교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성서대, 한국외국어대, 한국체육대, 한국항공대, 

한국해양대, 한남대, 한동대, 한라대, 한려대, 한림대, 한밭대, 한서대, 

한세대, 한성대, 한신대, 한양대, 한양대(ERICA), 한일장신대, 협성대, 

호남대, 호남신학대, 호서대, 호원대, 홍익대

185개교

수학

영역

미적분/기하 

중 택 1

가천대, 가톨릭대, 강원대, 건국대, 경북대, 경성대,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 공주대, 광운대, 국민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대구한의대, 

덕성여대, 동국대, 동국대(경주), 동덕여대, 동아대, 동의대, 목포대, 

부산대, 상지대, 서강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서원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순천대, 숭실대, 아주대, 연세대, 연세대(미래), 

영남대, 울산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제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조선대, 중앙대, 차의과학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교원대, 

한국항공대, 한림대, 한양대, 한양대(ERICA), 홍익대

56개교

미적분/기하/

확률과 통계 중 

택 1

가야대, 가천대, 가톨릭관동대, 가톨릭대, 강남대, 강릉원주대, 강원대, 

건국대, 건국대(글로컬), 건양대, 경기대, 경남과학기술대, 경남대, 

경동대, 경북대, 경상대, 경성대, 경운대, 경인교대, 경일대, 경주대,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 고려대(세종), 고신대, 공주교대, 공주대, 

광운대, 광주교대, 광주대, 광주여대, 국민대, 군산대, 극동대, 금강대, 

금오공과대, 김천대, 꽃동네대, 나사렛대, 남부대, 남서울대, 단국대, 

177개교

➃ 2015개정교육과정 취지에 따른 대학별 수능 선택과목 지정

u 공통+선택형 구조 도입의 수능체제 개편에 따라 수능 선택과목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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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선택과목 대학명 개수

대구가톨릭대, 대구교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대전가톨릭대, 대전대, 

대진대, 덕성여대, 동국대, 동국대(경주), 동덕여대, 동명대, 동서대, 

동신대, 동아대, 동양대, 동의대, 명지대, 목원대, 목포가톨릭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배재대, 백석대, 부경대, 부산가톨릭대, 부산교대, 부산대, 

부산외국어대, 삼육대, 상명대, 상지대, 서강대, 서경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교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서울신학대, 서울여대, 서원대, 선문대, 

성결대, 성공회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세명대, 세종대, 세한대, 송원대, 

수원가톨릭대, 수원대, 숙명여대, 순천대, 순천향대, 숭실대, 신경대, 

신라대, 신한대, 아주대, 안동대, 안양대, 연세대, 연세대(미래), 영남대, 

영산대, 예수대, 용인대, 우석대, 우송대, 울산대, 원광대, 위덕대, 

유원대, 을지대, 이화여대, 인제대, 인천가톨릭대, 인천대, 인하대, 

장로회신학대, 전남대, 전북대, 전주교대, 전주대, 제주국제대, 제주대, 

조선대, 중부대, 중앙대, 중원대, 진주교대, 차의과학대, 창신대, 창원대, 

청운대, 청주교대, 청주대, 초당대, 추계예술대, 춘천교대, 충남대, 

충북대, 케이씨대, 평택대, 한경대, 한국교원대, 한국교통대, 한국국제대, 

한국기술교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성서대, 한국외국어대, 한국체육대, 

한국항공대, 한국해양대, 한남대, 한동대, 한라대, 한려대, 한림대, 

한밭대, 한서대, 한세대, 한성대, 한신대, 한양대, 한양대(ERICA),  

한일장신대, 협성대, 호남대, 호서대, 호원대, 홍익대

확률과 통계 대구한의대, 동의대, 인제대 3개교

탐구

영역

사회탐구영역 

선택
대구한의대, 인제대 2개교

과학탐구영역 

선택

가천대, 가톨릭대, 강릉원주대, 강원대, 건국대, 건양대, 경북대, 경상대, 

경성대,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 고려대(세종), 고신대, 광운대, 국민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대구한의대, 덕성여대, 동국대, 동국대(경주), 

동덕여대, 동아대, 부산대, 상지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세종대, 숙명여대, 순천대, 숭실대, 

아주대, 연세대, 연세대(미래), 영남대, 우석대, 울산대, 원광대, 을지대, 

이화여대, 인제대, 인천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조선대, 

중앙대, 차의과학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교원대, 한국기술교대, 한림대, 

한양대,  한양대(ERICA), 홍익대 

62개교

사회/과학

탐구영역 중 선택

가천대, 가톨릭관동대, 가톨릭대, 강원대, 건국대, 건양대, 경기대,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고려대(세종), 고신대, 공주교대, 광운대, 

국민대, 금강대, 금오공과대, 김천대, 남부대, 단국대, 대구교대, 대전대, 

덕성여대, 동국대, 동국대(경주), 동덕여대, 동신대, 동아대, 동의대, 

명지대, 목포가톨릭대, 부경대, 부산가톨릭대, 부산교대, 부산대, 

부산외국어대, 상명대, 상지대, 서강대, 서울교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서울신학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세명대, 세종대, 송원대, 

수원가톨릭대, 숙명여대, 순천대, 순천향대, 숭실대, 아주대, 연세대, 

연세대(미래), 영남대, 예수대, 우석대, 우송대, 원광대, 을지대, 

이화여대, 인천가톨릭대, 인천대, 인하대, 전북대, 전주교대, 조선대, 

중앙대, 진주교대, 차의과학대, 창신대, 창원대, 청주대, 춘천교대, 

충남대, 충북대, 한경대, 한국교원대, 한국교통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성서대, 한국외국어대, 한국해양대, 한동대, 한림대, 한성대, 한양대, 

한양대(ERICA), 홍익대 

92개교

사회/과학/직업

탐구영역 중 선택

가야대, 감리교신학대, 강남대, 강릉원주대, 건국대(글로컬), 

경남과학기술대, 경남대, 경동대, 경상대, 경성대, 경운대, 경인교대, 

경일대, 경주대, 계명대, 고신대, 공주대, 광주교대, 광주대, 광주여대, 

107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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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선택과목 대학명 개수

군산대, 극동대, 꽃동네대, 나사렛대, 남부대, 남서울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대전가톨릭대, 대전대, 대진대, 동국대, 

동국대(경주), 동명대, 동서대, 동양대, 동의대, 루터대, 목원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배재대, 백석대, 삼육대, 상지대, 서경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기독대, 서울여대, 서울장신대, 서울한영대, 서원대, 선문대, 성결대, 

성공회대, 세명대, 세한대, 수원대, 순천향대, 신경대, 신라대, 신한대, 

아세아연합신학대, 안동대, 안양대, 영산대, 용인대, 울산대, 위덕대, 

유원대, 인제대, 장로회신학대, 전남대, 전북대, 전주대, 제주국제대, 

제주대, 중부대, 중원대, 청운대, 청주교대, 초당대, 충남대, 충북대, 

케이씨대, 평택대, 한국교원대, 한국국제대, 한국기술교대, 한국성서대, 

한국체육대, 한국항공대, 한남대, 한라대, 한려대, 한림대, 한밭대, 

한서대, 한세대, 한신대, 한일장신대, 협성대, 호남대, 호남신학대, 

호서대, 호원대
v 수능위주/일반전형/정원내 입력자료 기준

v 수능 영역별 선택과목은 선발 모집단위에 따라 대학명이 중복될 수 있음

v 수능 영역별 지정과목 현황으로 영역별 상위 성적 선택인 경우 제외 

□ 대교협은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주요사항」 책자를 

제작하여 고등학교, 시도교육청 및 관계 기관에 배포하고, 대입정보포털 

홈페이지(www.adiga.kr)에 7월 중 게재함으로써 학생, 학부모 및 교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