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악대학 – 정시모집_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방법

 개 요

   2020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실기성적과 함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반영하는 전국 4년

제 음악계열 대학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반영방법을 정리함.

 유의사항

  - 해당 자료는 정시모집전형 중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반영 방법을 정리한 자료이며, 

지원 자격 및 성적 반영방법은 반드시 각 대학별 모집요강을 확인하여야 함.

 전형요소 및 전형방법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반영은 많은 대학이 국어와 영어영역을 반영하고 있으며, 탐구영

역, 국어/수학 중 선택  혹은 국어/수학/영어 중 선택 등으로 다양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반영방법이 있음.

대학교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

비고
국어

수학

가/나
영어

탐구

사회 과학 직업

칼빈대 100

한양대(서울) 80 20

세종대 70 30

성결대 70(2개 영역) 1과목 30
수학(가) 선택시 가산점 10%

한국사 가산점 부여

배재대 (70) (70) 30 (70) 한국사 가산점 부여

연세대
66.6

(200점)

33.3

(100점)
한국사 3%(10점)

강원대(춘천) 62.5 (37.5) (37.5) 수학 또는 영어 선택

전북대 60 가산점 40

대구가톨릭대 (60) (60) 40 한국사 가산점 부여

숙명여대(작곡과 제외) 60 40 한국사 가산점 부여

충남대 60 탐구2과목 각 20 　영어/한국사 등급별 감산점 반영

용인대 1개 영역 60 1과목 40

가톨릭대, 국민대, 

명지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작곡과), 

장로회신학대, 제주대, 

총신대, 추계예대

50 50

한국사 등급별 가산점 반영

(가톨릭대, 명지대, 숙명여대, 제주

대, 총신대)　

전남대 50 2과목 각25
음악교육과: 영어 200점

음악과, 국악과: 100점

대학교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

비고
국어

수학

가/나
영어

탐구

사회 과학 직업

경희대, 수원대 50 20 1과목 30 한국사 가산점 반영(수원대)

단국대(죽전) 50 (30) 20 (30)

제2외국어/한문 탐구1과목과 대체 

가능, 수학(가) 백분위 점수의 15%

가산점 부여

건국대 50 (30) 15 2과목 (30) 한국사5% 반영

중앙대(안성) 50 50 영어, 한국사 가산점부여

강남대 (50) (50) 30 1과목 20

원광대 (50) (50) 25 1과목 25 한국사 등급별 가산점 반영

안동대, 이화여대 (50) (50) (50) 2과목 (50)
이대-제2외국어/한문을 탐구영역의 

한 과목으로 인정

신한대 2개 영역 각 50 탐구 및 한국사는 1개만 반영

단국대(천안) 40 50 10

경주대, 안양대, 

한양대(에리카)
40 30 1과목 30　

한양대-한국사 가산점 반영

안양대-한국사(P/F)

경상대, 공주대 40 30 30(2과목 평균)
공주대- 제2외국어/한문 탐구1과목

과 대체 가능, 한국사(P/F)

침례신대(음악치료) 40 (30) (30) 1과목 (30)

강릉원주대 40 10 25 20 한국사5%

남서울대, 백석대,   

호남신대
(40) (40) (40) 1과목 20

동국대(경주), (40) (40) (40) 2과목 20

한국교통대 40 40 20(2과목 평균)

계명대(성서), 한세대 (40) (40) 30 1과목 30
한세대-수학(가)형 5%, 한국사 가

산점

경기대 40 30 20 10

서울신학대 (33.3) (33.3) (33.3) (33.3)

목원대, 서경대, 서원대 (40) (40) 20 (40)
목원대, 서경대-한국사 등급 가산

점

군산대 (40) (40) 40 20 수학(가)형 20% 가산점

협성대 (40) (40) 30 30

예원예술대 (40) (40) 40 한국사 20%

한국교원대 (36.3) (36.3) 33.3 30 수학(가)형 10% 가산점

중부대, 호서대 (35) (35) (35) 1과목 30

한서대 (35) (35) 35 20 한국사 10%

창원대 35 30 35

경북대, 전남대 33.3 　 33.3 2과목 33.3 한국사 가산점(경북대)

동덕여대 (33.3) (33.3) 33.3 1과목 33.3 한국사 가산점

경남대, 성신여대, 

영남대, 인제대
(33.3) (33.3) (33.3) (33.3) 영남대-한국사 가산점

동아대, 순천대 33.3 (33.3) 33.3 2과목 (33.3)

창신대 30 20 30 1과목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