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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교과 전형

교과성적 100% ⇨수능최저학력기준 있어요!

대학명 전형명 전형방법
수능최저학력기준

비고
인문 자연

가톨릭대 교과우수자 학생부(교과) 100%
ㆍ국, 수(가/나), 영, 사/과(1) 중 2개영역 등급 합 6
ㆍ간호학과(인문) 
  ⇨ 국, 수(나), 영, 사(1) 중 3개영역 등급합 6

ㆍ국, 수(가/나), 과(1) 중 2개영역 등급합 6
ㆍ간호학과(자연)

⇨ 국, 수(가), 영, 과(1) 중 3개영역 등급합 6

• 탐구 1과목
• 간호학과는 인문은 사탐, 자연은 과탐만 반영

고려대(세종) 학생부교과 학생부(교과) 100%
ㆍ국, 수(가/나), 사/과(2) 중 1개영역 3등급 또는 영어 

2등급
ㆍ자연계열 중 경제통계학부, 자유공학부도 적용

ㆍ데이터계산과학/신소재화학/디스플레이융합/반도체
물리/사이버보안 등 ⇨ 국, 수(가), 과(2) 중 1개영역 
3등급 또는 영어 2등급

ㆍ컴퓨터융합/전자및정보/환경시스템/생명정보/
식품생명 등 ⇨ 국, 수(가/나), 과(2) 중 
1개영역 3등급 또는 영어 2등급

• 탐구2과목 평균
• 한국사 응시(필수) 

국민대 교과성적우수자 학생부(교과) 100% ㆍ국, 수(가/나), 탐(1) 중 2개영역 등급합 5 ㆍ국, 수(가/나), 과(1) 중 2개영역 등급합 6 • 탐구 1과목

단국대(죽전) 학생부교과우수자 학생부(교과) 100% ㆍ국, 수(나), 영, 사/과(1) 중 2개영역 등급 합 6 ㆍ국, 수(가), 영, 과(1) 중 2개영역 등급합 6 • 탐구 1과목

단국대(천안) 학생부교과우수자 학생부(교과) 100% ㆍ국, 수(가/나), 영, 사/과(1) 중 2개 영역 등급합 7 
ㆍ국, 수(가//나), 영 사/과(1) 중 2개영역 등급합 7
ㆍ간호학과

⇨ 국, 수(가/나), 영, 사/과(1) 중 2개영역 등급합 5
• 탐구 1과목

삼육대 학생부교과우수자 학생부(교과) 100% ㆍ간호학과/물리치료학과 ⇨ 국, 수(가/나), 영, 사/과(2) 중2개영역 등급합 6 • 탐구2과목

상명대(서울) 학생부교과우수자 학생부(교과) 100% ㆍ국, 수(가/나), 영, 사/과(1) 중2개영역 등급합 7 ㆍ국, 수(가/나), 영, 사/과(1) 중2개영역 등급합 7 • 탐구1과목

상명대(천안) 학생부교과 학생부(교과) 100% ㆍ국, 수(가/나), 영, 사/과(1) 중2개영역 등급합9
ㆍ국, 수(가/나), 영, 사/과(1) 중2개영역 등급합9
ㆍ간호학과 
  ⇨ 수(가/나), 영, 사/과(1) 중2개영역 등급 합 7

• 탐구1과목

서경대 교과성적우수자 학생부(교과) 100% ㆍ국, 수(가/나), 영, 사/과(1) 중2개영역 등급합 6 ㆍ국, 수(가/나), 영, 사/과(1) 중2개영역 등급합 6 • 한국사 등급이 탐구보다 높은 경우 대체 가능

서울과기대 학생부교과우수자 학생부(교과) 100% ㆍ국, 수(나), 영, 사(2) 중2개영역 등급합 6 ㆍ국, 수(가), 영, 과(2) 중 2개영역 등급합 6 • 탐구2과목

서울시립대 학생부교과 학생부(교과) 100% ㆍ국, 수(가/나), 영, 사/과(1) 중 3개영역 등급합 7 ㆍ국, 수(가), 영, 과(1) 중 3개영역 등급합 8 • 탐구1과목

수원대 학생부교과100% 학생부(교과) 100% ㆍ국, 수(가/나), 영, 사/과(1) 중 2개영역 등급합 6 ㆍ국, 수(가/나), 영, 사/과(1) 중 2개영역 등급합 6 • 탐구1과목

순천향대
학생부교과
(일반학생)

학생부(교과) 100% ㆍ국, 수(가/나), 영, 사/과(1) 중 2개영역 등급 합 9
ㆍ국, 수(가/나), 영, 사/과(1) 중 2개영역 등급 합 10
ㆍ간호학과

국, 수(가/나), 영, 사/과(2) 중 3개영역 등급 합 10

• 탐구1과목
• 의예/간호 ⇨ 탐구 2과목

숭실대 학생부우수자 학생부(교과) 100% ㆍ국, 수(나), 사/과(2) 중 2개영역 등급 합 6 ㆍ국, 수(가), 과(2) 중 2개영역 등급 합 7 • 탐구2과목

용인대 교과성적우수자 학생부(교과) 100%
ㆍ국, 수(가/나), 영 중 2개영역 등급 합 8
ㆍ경찰행정학과 ⇨ 국, 수(가/나), 영 등급 합 9

ㆍ국, 수(가/나), 영 중 2개영역 등급 합 8
• (인문/자연)수학 가형 선택 시 1등급 상향

(경찰행정학과 예외)

을지대 교과성적우수자 학생부(교과) 100%

ㆍ간호대학 ⇨ 국, 수(가/나), 사/과(2) 중 2개영역 등급합 6 및 영어 3등급 이내
ㆍ임상병리학과/바이오융합대학/보건과학대학 ⇨ 국, 수(가/나), 사/과(2) 중 2개영역 등급합 8 및 영어 4등급 이내
ㆍ장례지도학과 ⇨ 국, 수(가/나), 사/과(2) 중 1개영역 4등급 및 영어 4등급 이내
ㆍ의예과 ⇨ 국, 수(가), 영, 과(1) 4개영역 등급 합 5

• 탐구2과목 평균
• 의예과⇨ 탐구 1과목

인천대 교과성적우수자 학생부(교과) 100%

ㆍ국, 수(가/나), 영, 사/과(1) 중 2개영역 등급합 7
ㆍ[사범대학]

국, 수(가/나), 영, 사/과(1) 중 2개영역 등급합 6
ㆍ[동북아국제통상학부]

국, 수(가/나), 영, 사/과(1) 중 2개영역 등급합 5

ㆍ국, 수(가/나), 영, 과(1) 중 2개영역 등급합 7
(수학 또는 과탐 반드시 포함)

ㆍ[사범대학]
국, 수(가/나), 영, 사/과(1) 중 2개영역 등급합 6

• 탐구1과목
• 패션산업 ⇨ 인문계열 최저학력 적용

인하대 학생부교과 학생부(교과) 100% ㆍ국, 수(가/나), 영, 탐(1) 중 3개영역 등급합 7
ㆍ국, 수(가), 영, 과(1) 중 2개영역 등급 합 4
ㆍ의예과 ⇨ 국, 수(가), 영, 과(2) 중 3개영역 각 1등급

• 탐구1과목 
• (인문) 제2외국어/한문을사탐1과목으로대체
• 의예과⇨ 탐구 2과목 평균

청운대
일반전형

(인천캠퍼스 및 
간호학과)

학생부(교과) 100% ㆍ국, 수(가/나), 영, 사/과(1) 중 3개영역 등급합 13 ㆍ국, 수(가/나), 영, 사/과(1) 중 3개영역 등급합 13 • 탐구1과목 

한국산업기술대
교과우수자 학생부(교과) 100%

ㆍ국, 수(가/나), 영, 사/과(1) 중 2개영역 등급합 7 (수학 가형 반영 시 1등급 상향)
• 탐구1과목
• 특정교과우수자전형 반영교과목

[공학계열] ⇨ 수학+과학  / [경영] ⇨ 수학+영어특정교과우수자 학생부(교과) 100%

한국항공대 교과성적우수자 학생부(교과) 100%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항공전자정보공학부/
항공재료공학과

ㆍ국, 수(가), 영, 과(1) 중 2개영역 등급합 6

• 탐구1과목
소프트웨어학과/항공교통물류학부/항공운항학과/
자유전공학부/경영학부

ㆍ국, 수(가/나), 영, 사/과(1) 중 2개영역 등급합 5

한성대 교과성적우수자 학생부(교과) 100%
ㆍ국, 수(가/나), 영, 사/과(1) 중 2개영역 등급 합 6
ㆍ(야간) ⇨ 2개영역 등급 합 8

ㆍ국, 수(가/나), 영, 과(1) 중 2개영역 등급 합 7
ㆍ(야간) ⇨ 2개영역 등급 합 8

• 탐구1과목

한양대(에리카) 학생부교과 학생부(교과) 100% ㆍ국, 수(가/나), 영, 사/과(1) 중 2개영역 등급 합 6 ㆍ국, 수(가), 영, 사/과(1) 중 2개영역 등급 합 6 • 탐구1과목 

홍익대(서울)
학생부교과

(교과우수자전형)
학생부(교과) 100% ㆍ국, 수(가/나), 영, 사/과(1) 중 3개영역 등급 합 7 ㆍ국, 수(가), 영, 과(1) 중 3개영역 등급 합 8

• 탐구1과목
• 한국사 4등급 이내
• 캠퍼스자율전공도 계열별로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홍익대(세종)
학생부교과

(교과우수자전형)
학생부(교과) 100% ㆍ국, 수(가/나), 영, 사/과(1) 중 2개영역 등급 합 8 ㆍ국, 수(가), 영, 과(1) 중 2개영역 등급 합 9

• 탐구1과목
• 한국사 필수 응시
• 캠퍼스자율전공도 계열별로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덕성여대 학생부교과 학생부(교과) 100%
ㆍ국, 수(가/나), 영, 사/과(1) 중 2개영역 등급 합 7

(반영하는 2개영역 각각 4등급 이내)

ㆍ국, 수(가/나), 영, 사/과(1) 중 2개영역 등급 합 7
⇨ 수(가) 반영 시 2개영역 등급 합 8
(반영하는 2개영역 각각 4등급 이내)

• 탐구1과목

동덕여대 학생부교과우수자 학생부(교과) 100%
ㆍ국, 수(가/나), 영, 사/과(2) 중 2개영역 등급 합 7

(영어영역 포함 시 2개영역 등급합 6)
ㆍ국, 수(가/나), 영, 사/과(2) 중 2개영역 등급 합 7

(영어영역 포함 시 2개영역 등급합 6)
• 탐구2과목 평균

서울여대 학생부교과 학생부(교과) 100%
ㆍ국, 수(가/나), 영, 사/과(1) 중 2개영역 등급 합 7

⇨ 영어영역 포함 시 2개영역 등급 합 5
ㆍ국, 수(가/나), 영, 사/과(1) 중 2개영역 등급 합 7

⇨ 영어영역 포함 시 2개영역 등급 합 5
• 탐구1과목
• 반영하는 2개 영역은 반드시 각 4등급 이내

숙명여대 학생부교과 학생부(교과) 100% ㆍ국, 수(가/나), 영, 사/과(1) 중 2개영역 등급합 4 ㆍ국, 수(가), 영, 과(1) 중 2개영역 등급 합 4 • 탐구1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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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성적 + 비교과(일괄합산) ⇨수능최저학력기준 있어요!

대학명 전형명
전형방법 수능최저학력기준

비고
교과 비교과 인문 자연

가천대 학생부우수자 80%
20%

(출결ㆍ봉사)
ㆍ국, 수(가/나), 영, 사/과(1) 중 2개영역 등급합 6
※ 금융수학/자유전공학부 ⇨ 자연계열 최저 적용

ㆍ국, 수(가/나), 영, 사/과(1) 중 2개영역 등급합 6
(수학 가형은 1등급 상향하여 적용)

ㆍ한의예과 ⇨ 국, 수(가), 영, 과(2) 중 2개영역 각 1등급
ㆍ의예과 ⇨ 국, 수(가), 영, 과(2) 중 3개영역 각 1등급

• 탐구 1과목(의예과/한의예과 제외)
• 한의예과 과탐 적용 시 2과목 모두 1등급
• 의예과 과탐 적용 시 2과목 평균에서 소수점 절사

경기대 교과성적우수자 90%
10%
(출결)

ㆍ국, 수(가/나), 영, 사/과(1) 중2개영역등급합7 ㆍ국, 수(가), 영, 사/과(1) 중 2개영역등급합7
• 한국사 6등급 이내
• 탐구1과목

성신여대 교과우수자 90%
10%
(출석)

ㆍ국, 수(가/나), 영, 사/과(1) 중 2개영역 등급 합 6
(영어영역 반영 시 2개영역 등급 합 5)

ㆍ국, 수(가/나), 영, 사/과(1) 중 2개영역 등급 합 7
(영어영역 반영 시 2개영역 등급 합 6)

• 탐구1과목

중앙대 학생부교과 70%
30%

(출결ㆍ봉사)
ㆍ국, 수(가/나), 영, 사/과(2) 중 3개영역 등급합 6

서울 ㆍ국, 수(가), 영, 과(1) 중 3개영역 등급합 6 • 탐구1과목(자연)        • 탐구2과목(인문)
• 한국사 4등급 이내
• (인문) 제2외국어/한문을사탐1과목으로대체안성 ㆍ국, 수(가), 영, 과(1) 중 2개영역 등급합 5

한국외대
(서울)

학생부교과 90%
10%

(출결ㆍ봉사)
ㆍ국, 수(가/나), 영, 사/과(1) 중2개영역등급합4

• 탐구1과목
• 한국사 4등급 이내
• (인문) 제2외국어/한문을사탐1과목으로대체

교과성적+면접(일괄합산) ⇨ 수능최저학력기준 없어요!

대학명 전형명 전형방법 비고
남서울대 학생부교과(섬기는리더2) 학생부(교과) 70%+면접30% • 면접⇨학생부 비교과 확인, 인성, 리더십, 전공적합성

대진대 학생부우수자 학생부(교과) 70%+면접30% • 면접⇨논리적 사고력 및 창의능력, 전공적성능력, 인성(태도 및 가치관)

서울신학대 학생부교과(일반전형) 학생부(교과) 60%+면접40% • 면접⇨인성, 학업능력 및 전공적합성, 성장가능성, 대면평가 등

신한대 학생부교과(일반전형) 학생부(교과) 70%+면접30% • 면접⇨기본소양 및 인성평가

평택대 PTU나눔 학생부(교과) 60%+면접40%

호서대 학생부교과(면접전형) 학생부(교과) 60%+면접40%

이화여대 고교추천전형 학생부(교과) 80%+면접20% • 고교별 추천인원 제한 있음

교과성적+비교과(일괄합산) ⇨ 수능최저학력기준 없어요!

대학명 전형명 전형방법 비고
광운대 교과성적우수자 학생부(교과) 80%+ 학생부(비교과) 20% • 비교과(20%) ⇨ 출결10%+봉사10%

남서울대 학생부교과(일반전형) 학생부(교과) 90%+ 학생부(비교과) 10% • 비교과(10%) ⇨ 봉사시간

중앙대 학생부교과(학교장추천) 학생부(교과) 60%+ 서류평가40%
• 서류 ⇨ 학생부+자기소개서
• 고교별 추천인원 제한 있음

교과성적(1단계) + 면접(2단계) ⇨ 수능최저학력기준 없어요!

대학명 전형명
전형방법

비고
1단계 2단계

명지대 학생부교과(교과면접) 학생부(교과) 100% (5배수) 학생부(교과) 70%+ 면접30% • 면접⇨성실성/공동체의식, 기초학업역량, 전공잠재역량, 전형취지부합도

성결대 SKU 창의적인재 학생부(교과) 100%(6배수) 서류평가30%+ 면접70% • 서류 ⇨ 학생부(비교과)+자기소개서

수원대 미래인재면접전형 학생부(교과) 100% (5배수) 학생부(교과) 60%+ 면접40% • 그룹면접⇨자기소개, 인성, 창의력, 사고력, 전공적합성, 학업계획 및 포부

안양대 아리학생부면접전형 학생부(교과) 100% (5배수) 학생부(교과) 80%+ 면접20% • 면접⇨전공소양, 일반소양, 교양, 태도 및 표현력

연세대(미래) 교과우수자전형 학생부(교과)100%(4배수) 학생부(교과) 70%+ 면접30%
• 의예과⇨1단계  6배수 선발 및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 국어, 수학(가), 과탐1, 과탐2 중 3개 합 4등급 이내

※영어 2등급 및 한국사 4등급 이내

협성대 미래역량우수자전형 학생부(교과) 100% (7배수) 학생부(교과) 60%+ 면접40% • 인성, 시사상식 분야 평가

교과성적 100% ⇨ 수능최저학력기준 없어요!

대학명 전형명 전형방법 대학명 전형명 전형방법
강남대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교과) 100% 아주대 학생부교과(학업우수자) 학생부(교과) 100%

명지대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교과) 100% 안양대 학생부교과(아리학생부교과) 학생부(교과) 100%

백석대 학생부교과(일반전형) 학생부(교과) 100% 용인대 학생부교과(일반학생) 학생부(교과) 100%

삼육대
학생부교과(일반전형)
(간호/물리치료 제외)

학생부(교과) 100% 한세대 학생부우수자 학생부(교과) 100%

서울신학대 교과성적전형 학생부(교과) 100% 평택대 학생부교과(PTU교과전형)
학생부(교과) 100%

ㆍ간호학과 ⇨국, 수(가/나), 영, 사/과(1) 중 2개영역 등급 합 6

성결대 교과성적우수자전형 학생부(교과) 100% 한신대 학생부교과우수자전형 학생부(교과) 100%

성공회대 학생부교과 학생부(교과) 100% 한양대(서울)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교과) 100%

세종대 학생부우수자전형 학생부(교과) 100% 협성대 학생부교과우수자전형 학생부(교과) 100%

신한대 학생부교과 학생부(교과) 100% 호서대 학생부교과(학생부전형) 학생부(교과)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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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종합 전형

서류(1단계)+면접(2단계) ⇨ 면접고사 있어요!

대학명 전형명
전형방법

수능최저학력기준 비고
1단계(선발비율) 2단계

가천대

가천바람개비1 / 학석사통합 서류100%(4배수) 1단계50%+면접50% 미적용
• 서류⇨학생부+자기소개서

• 의예과⇨과탐 적용 시 2과목 평균(소수점 절사)

• 한의예과⇨ 과탐 적용 시 2과목 모두 1등급가천의예(의예과/한의예과) 서류100%(4배수) 1단계50%+면접50%
의예과 국, 수(가), 영, 과(2) 중 3개영역 각 1등급

한의예과 국, 수(가), 영, 과(2) 중 2개영역 각 1등급

가톨릭대

잠재능력우수자 서류100%(3배수) 1단계70%+면접30% 미적용 • 서류⇨학생부+자기소개서

학교장추천 서류100%(3배수) 1단계70%+면접30% 의예과

ㆍ국, 수(가), 영, 과(2과목 평균) 중 

3개영역 등급 합 4 및 한국사 4등급 이내

ㆍ과탐 2과목 등급평균에서 소수점 버림

• 서류⇨학생부+자기소개서

• 고교별 추천인원 제한 없음(의예과 제외)

• 의예과⇨고교별 1명 추천 가능

• 의예과⇨추천서 제출

강남대 학생부종합(서류면접전형) 서류100%(4배수) 1단계70%+면접30% 미적용 • 서류⇨학생부+자기소개서

건국대 KU자기추천 서류100%(3배수) 1단계70%+면접30% 미적용 • 서류 ⇨ 학생부+자기소개서

경기대 KGU학생부종합 서류100%(3배수) 1단계70%+면접30% 미적용 • 서류 ⇨ 학생부+자기소개서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서류100%(3배수) 1단계70%+면접30% 미적용 • 서류 ⇨ 학생부+자기소개서

고려대

학생부교과(학교추천) 학생부(교과) 60%+ 서류20%+면접20%

인문 ㆍ국, 수(가/나), 영, 사/과(2) 중3개영역등급합 5

• 학교추천전형 고교별 추천인원 제한

  ⇨3학년 재적수의 4% (소수 첫째자리 올림)   

• 탐구2과목 평균

• 인문계열 ⇨ 한국사 3등급 이내

• 자연계열 ⇨ 한국사 4등급 이내(의과대학 포함)

• 학교추천과 일반전형(학업우수형) 간 복수지원 불가

• 서류 ⇨ 학생부+자기소개서

자연 ㆍ국, 수(가), 영, 과(2) 중 3개영역 등급합 6 

의과대학 ㆍ국, 수(가), 영, 과(2) 중 4개영역 등급합 5

학생부종합

(일반전형-학업우수형)
서류100%(5배수) 1단계70%+면접30%

인문 ㆍ국, 수(가/나), 영, 사/과(2) 중4개영역등급합 7

자연 ㆍ국, 수(가), 영, 과(2) 중 4개영역 등급합 8

의과대학 ㆍ국, 수(가), 영, 과(2) 중 4개영역 등급합 5

학생부종합

(일반전형-계열적합형)
서류100%(5배수) 1단계60%+면접40% 미적용

광운대 학생부종합(광운참빛인재) 서류100%(3배수) 1단계70%+면접30% 미적용 • 서류 ⇨ 학생부+자기소개서

국민대 학생부종합(국민프런티어) 서류100%(3배수) 1단계70%+면접30% 미적용 • 서류 ⇨ 학생부+자기소개서

남서울대 학생부종합(섬기는리더1) 서류100%(4배수) 1단계40%+면접60% 미적용 • 서류 ⇨ 학생부(비교과)  ※교과성적 미반영

대진대 학생부종합(윈윈대진) 서류100%(4배수) 1단계70%+면접30% 미적용 • 서류 ⇨ 학생부+자기소개서

동국대 Do Dream 서류100%(3배수) 1단계70%+면접30% 미적용 • 서류 ⇨ 학생부+자기소개서

명지대 명지인재 서류100%(3배수) 1단계70%+면접30% 미적용 • 서류 ⇨ 학생부+자기소개서

삼육대 학교생활우수자/ MVP전형 서류100%(4배수) 1단계60%+면접40% 미적용 • 서류 ⇨ 학생부+자기소개서

상명대(서울/천안) 학생부종합(상명인재) 서류100%(3배수) 1단계70%+면접30% 미적용 • 서류 ⇨ 학생부+자기소개서

서울과기대 학생부종합(학교생활우수자) 서류100%(3배수) 1단계70%+면접30% 미적용 • 서류 ⇨ 학생부+자기소개서

서울시립대 학생부종합 서류100%(2~4배수) 1단계50%+면접50% 미적용 • 서류 ⇨ 학생부+자기소개서

서울대 학생부종합(일반전형) 서류100%(2배수) 1단계50%+면접50% 미적용 • 서류 ⇨ 학생부+자기소개서+추천서

선문대 학생부종합(선문인재) 서류100%(4배수) 1단계70%+면접30% 미적용 • 서류 ⇨ 학생부+자기소개서

세종대 학생부종합(창의인재) 서류100%(3배수) 1단계70%+면접30% 미적용 • 서류 ⇨ 학생부+자기소개서

순천향대 학생부종합(일반학생전형) 서류100%(3배수) 1단계70%+면접30% 미적용 • 서류 ⇨ 학생부+자기소개서

숭실대 학생부종합(SSU미래인재) 서류100%(3배수) 1단계70%+면접30% 미적용 • 서류 ⇨ 학생부+자기소개서

아주대 학생부종합(ACE전형) 서류100%(3배수) 1단계70%+면접30%
미적용

• 의학과 ⇨ 국, 수(가), 영, 과(2) 4개영역 등급합 5
• 서류 ⇨ 학생부+자기소개서

안양대 아리학생부종합 서류100%(5배수) 1단계70%+면접30% 미적용 • 서류 ⇨ 학생부+자기소개서

연세대(서울)

학생부종합(활동우수형) 서류100%(일정배수) 1단계60%+면접40%

미적용

• 서류 ⇨ 학생부+자기소개서+추천서

학생부종합(면접형)

학생부교과 40%

+ 서류평가 60%

(3배수)

서류평가(교과성적 포함) 40% 

+면접60%

• 서류 ⇨ 학생부+자기소개서

• 교과성적 ⇨ z점수(50%) + 석차등급(50%)

• 1학년20%+ 2학년40%+ 3학년40%

• 고교별 재적수의 3% 이내에서 학교장 추천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

연세대(미래)
학교생활우수자 서류100%(3배수) 서류평가80%+면접20%

미적용 

• 면접 ⇨ 인성가치관, 서류확인• 의예과 ⇨ 국, 수(가), 과1, 과2 중 3개영역 등급 합 4

  ※ 영어 2등급 및 한국사 4등급 이내

활동우수자 서류100%(3배수) 서류평가60%+면접40% 미적용 • 면접 ⇨ 인성가치관, 전공역량

을지대 학생부종합(EU자기추천)
학생부(교과+비교과)

100%(5배수)
1단계70%+면접30% 미적용 • 서류 ⇨ 학생부+자기소개서

인천대 학생부종합(자기추천) 서류100%(3배수) 1단계70%+면접30% 미적용
• 서류 ⇨ 학생부+자기소개서

• 동북아국제통상학부/사범대는 1단계 4배수 선발

인하대 학생부종합(인하미래인재) 서류100%(3배수) 1단계70%+면접30% 미적용 • 서류 ⇨ 학생부+자기소개서

평택대 PTU종합 서류100%(3배수) 면접평가100% 미적용 • 서류 ⇨ 학생부+자기소개서

포항공대(포스텍) 일반전형 서류100%(3배수) 1단계67%+면접33% 미적용 • 서류 ⇨ 학생부+자기소개서+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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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명 전형명
전형방법

수능최저학력기준 비고
1단계(선발비율) 2단계

한국산업기술대 학생부종합(KPU인재) 서류100%(3배수) 1단계80%+ 면접20% 미적용 • 서류 ⇨ 학생부+자기소개서

한국교원대 학생부종합우수자 서류100%(3배수) 1단계80%+ 면접20%
• [수능최저학력기준] ⇨국, 수, 영, 탐(2) 4개영역 등급합 13
• 초등교육/불어교육⇨수능최저학력기준 미적용
• 체육교육⇨국/수, 영, 탐(2) 중 3개영역 등급 합 9

• 서류 ⇨ 학생부+자기소개서

한국외대 학생부종합(면접형) 서류100%(3배수) 1단계70%+ 면접30% 미적용 • 서류 ⇨ 학생부+자기소개서

한국항공대 미래인재전형 서류100%(3배수) 1단계70%+ 면접30% 미적용 • 서류 ⇨ 학생부+자기소개서

호서대 학생부종합(호서인재) 서류100%(7배수) 1단계60%+ 면접40% 미적용 • 서류 ⇨ 학생부+자기소개서

덕성여대 덕성인재전형 서류100%(4배수) 1단계60%+ 면접40% 미적용 • 서류 ⇨ 학생부+자기소개서

동덕여대 동덕창의리더전형 서류100%(3배수) 1단계50%+ 면접50% 미적용 • 서류 ⇨ 학생부+자기소개서

서울여대
학생부종합전형

(바롬/플러스/SW융합인재)
서류100%(4배수) 1단계60%+ 면접40% 미적용 • 서류 ⇨ 학생부+자기소개서

성신여대 자기주도인재전형 서류100%(3배수) 1단계60%+ 면접40% 미적용 • 서류 ⇨ 학생부 + 자기소개서

숙명여대 숙명인재Ⅱ(면접형) 전형 서류100%(4배수) 1단계40%+ 면접60% 미적용 • 서류 ⇨ 학생부+자기소개서

서류+면접(일괄합산) ⇨ 면접고사 있어요!

대학명 전형명 전형방법 수능최저학력기준 비고
가천대 가천바람개비2 서류평가70 + 면접30 미적용 • 서류평가 ⇨학생부+자소서 (면접⇨ 수능  이후)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전형
(고교별 2명 추천)

서류평가70 + 면접30
국, 수, 영, 탐 중

3개영역 각 2등급

• 수학나형 응시자⇨ ‘제2외국어/한문’ 필수 응시
• 자연계열⇨ 서로 다른 두 과목 응시(Ⅰ+Ⅱ 혹은 Ⅱ+Ⅱ) 
• 서류평가⇨학생부+자소서+추천서
• 탐구 반영 시 탐구 2과목 등급 합 4 이내 

성공회대 학생부종합 서류평가60 + 면접40 미적용 • 서류평가 ⇨학생부

한신대 참인재전형 서류평가70 + 면접30 미적용 • 서류평가 ⇨학생부

학생부+서류(일괄합산) ⇨ 면접고사 없어요!

대학명 전형명 전형방법 수능최저학력기준 비고
건국대 학생부종합(KU학교추천) 학생부교과성적30%+ 서류평가70% 미적용 • 서류 ⇨ 학생부+자소서+학교장추천공문

경희대 학생부종합(고교연계전형) 학생부교과성적30%+ 서류평가70% 미적용
• 서류 ⇨ 학생부(교과)+자소서
• 고교별 6명 추천(인문2명+ 자연3명+예체능1명)

국민대 학생부종합(학교장추천전형) 학생부교과성적30%+ 서류평가70% 미적용 • 서류 ⇨ 학생부+자기소개서

단국대(죽전/천안) 학생부종합(DKU인재) 서류평가100% 미적용 • 서류 ⇨ 학생부+자기소개서

서강대
학생부종합(1차)

서류평가100% 미적용
• 서류 ⇨ 학생부+자기소개서

학생부종합(2차) • 서류 ⇨ 학생부+자기소개서(수능 이후 제출)

성균관대
학생부종합

(계열모집/학과모집)
서류평가100% 미적용

• 서류 ⇨ 학생부+자기소개서
• 의예/사범대/스포츠과학⇨서류평가 80%+ 면접20%

인하대 학교장추천 서류종합평가 100% 미적용
• 서류 ⇨ 학생부+자기소개서
• 고교별 추천인원 제한 있음

중앙대
다빈치형인재

서류평가100% 미적용 • 서류 ⇨ 학생부+자기소개서
탐구형인재

한국외대 학생부종합(서류형) 서류평가100% 미적용 • 서류 ⇨ 학생부+자기소개서

한성대 학생부종합(한성인재) 학생부(교과) 20%+ 서류평가80% 미적용 • 서류 ⇨ 학생부+자기소개서

홍익대(서울)
학생부종합

(학교생활우수자전형)
서류평가100%

인문 ㆍ국, 수(가/나), 영, 사/과(1) 중 3개영역 등급 합 7 • 서류 ⇨ 학생부+자기소개서
• 탐구1과목              • 한국사 4등급 이내
• 캠퍼스자율전공도 계열별로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자연 ㆍ국, 수(가), 영, 과(1) 중 3개영역 등급 합 8

홍익대(세종)
학생부종합

(학교생활우수자전형)
서류평가100%

인문 ㆍ국, 수(가/나), 영, 사/과(1) 중 2개영역 등급 합 8 • 서류 ⇨ 학생부+자기소개서
• 탐구1과목              • 한국사 필수 응시
• 캠퍼스자율전공도 계열별로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자연 ㆍ국, 수(가), 영, 과(1) 중 2개영역 등급 합 9

성신여대 학교생활우수자전형 서류평가100% 미적용 • 서류 ⇨ 학생부+자기소개서

숙명여대 숙명인재Ⅰ(서류형) 서류100% 미적용 • 서류 ⇨ 학생부

이화여대 미래인재전형 서류평가100%

인문 ㆍ국, 수(나), 영, 사/과(1) 중 3개영역 등급 합 6
• 서류 ⇨ 학생부+자기소개서
• 탐구1과목 
• [사/과] 모두 인정하는 모집단위 
  ⇨ 제2외국어/한문영역을 탐구1과목으로인정

자연 ㆍ국, 수(가), 영, 과(1) 중 3개영역 등급 합 6

의예 ㆍ국, 수(가), 영, 과(1) 4개영역 등급 합 5

스크랜튼
ㆍ[인문] 국, 수(나), 영, 사/과(1) 중 3개영역 등급 합 5
ㆍ[자연] 국, 수(가), 영, 과(1) 중 3개영역 등급 합 5

학생부종합평가 100% ⇨ 면접고사 없어요!

대학명 전형명 전형방법 수능최저학력기준 비고

강남대 학생부종합(학생부전형) 학생부 종합평가 100% 미적용
• 서류 ⇨ 학교생활기록부
  (성실성, 공통체의식, 학업역량, 전공적성, 자기주도성, 도전정신을 평가)

동국대 학생부종합(학교장추천인재) 서류평가100% 미적용
• 서류 ⇨ 학생부                        
• 추천인원⇨고교별 총 5명 이내(인문/자연 계열별 3명 이내)

숙명여대 숙명인재Ⅰ(서류형) 서류100% 미적용 • 서류 ⇨ 학생부                      

신한대 학생부종합 학생부 종합평가 100% 미적용 • 학생부(교과+비교과)를 종합적으로 평가

한신대 참인재전형 서류평가70 + 면접30 미적용 • 서류평가 ⇨학생부

한양대 학생부종합(일반) 학생부 종합평가 100% 미적용
• 평가요소 = 학업역량(50%) + 인성 및 잠재력(50%)
  ⇨수상경력+창체활동+세부능력ㆍ특기사항+행동특성ㆍ종합의견

한양대(에리카)

학생부종합(활동중심형) 학생부 종합평가 100%

미적용 • 학생부를 기반으로 종합적으로 평가
학생부종합(교과복합형)

학생부 종합평가70%
+ 학생부 교과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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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 및 교사추천서 대교협 공통양식

자기소개서 공통양식

1.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이내).

2.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3개 이내)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교외 활동 
중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은 포함됩니다(1,500자 이내).

3. 학교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
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이내).

<자율문항>
 * 지원 동기 등 학생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대학별로 1개

의 자율 문항을 추가하여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참고로, 자율문항의 글
자 수는 보통 1,000자 또는 1,500자 이내에서 대학에서 선택할 수 있음).

교사추천서 공통양식

1. 지원자의 학업 관련 영역에 대해 "V"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평가 불가’를 선택)

평가 항목
평가 대상

매우
우수함 우수함 보통 미흡 평가

불가3학년
전체

계열
전체

학급
전체

1) 학업에 대한
   목표의식과 노력
2)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

3) 수업 참여도

  지원자의 학업 관련 평가에 추가적으로 고려할 만한 사항이 있는 경우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250자 이내, 개조식으로 기술 가능).

2. 지원자의 인성 및 대인 관계에 대하여 "V"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평가 불가’를 선택)

평가 항목 매우 우수함 우수함 보통 미흡 평가불가
1) 책임감 □ □ □ □ □
2) 성실성 □ □ □ □ □
3) 리더십 □ □ □ □ □
4) 협동심 □ □ □ □ □
5) 나눔과 배려 □ □ □ □ □

  지원자의 인성 및 대인 관계에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있는 경우  사
례를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250자 이내, 개조식으로 기술 가능).

3. 지원자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
자 이내).

※ 2022학년도 대입부터 자기소개서 양식 변경 예정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요소(예시)

※ 6개 대학 공통기준: 건국대, 경희대, 서울여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평가요소 평가항목
전형자료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학업역량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보인 

학업 능력과 수준) 

-학업성취도
-학업태도와 학업의지
-지적 호기심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탐구능력

-수상경력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학습 발달 상황
-독서활동 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번 항목
-2번 항목

-1번 항목
-3번 항목

전공적합성
(전공 관련분야에 대한 관심과 노력, 

적성과 학문적 발전가능성)

-적성과 소질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진로 탐색 노력
-전공 관련 활동 경험

-수상경력
-진로희망사항
-자격증 및 인증취득 상황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교과학습 발달 상황
-독서활동 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번 항목
-2번 항목
-4번 항목

-1번 항목
-2번 항목
-3번 항목

인성
(배려•나눔•협력 등의 품성과 

공감•소통하는 능력)

-나눔과 배려 실천
-팀워크와 협력
-리더십
-도덕성과 품성
-성실성
-대인관계와 의사소통능력

-수상경력
-출결사항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2번 항목
-3번 항목

-2번 항목
-3번 항목

발전가능성
(향후 더 높은 단계로 
성장해나갈 가능성)

-자기주도성
-도전정신
-창의성
-문제해결능력/환경극복
-문화적 소양
-경험의 다양성
-전형취지의 적합성

-학적사항
-진로희망사항
-수상경력
-자격증 및 인증취득 상황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교과학습 발달 상황
-독서활동 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번 항목
-2번 항목
-3번 항목
-4번 항목

-1번 항목
-2번 항목
-3번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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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위주 전형

학생부+논술(일괄합산) ⇨수능최저학력기준 있어요!

대학명 전형명 전형방법
수능최저학력기준

비고
인문 자연

가톨릭대 논술우수자 학생부30%+논술70% 간호학과 ⇨ 국, 수(나), 영, 사(1) 중 3개영역 등급 합 6
간호 국, 수(가), 영, 과(1) 중 3개영역 등급 합 6 • 의예과는 한국사 4등급 이내 필수

• 의예과 수능최저기준 적용 시 과탐 2과목 
등급평균(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버림하여 반영)의예 국, 수(가), 영, 과(2) 중 3개영역 등급 합 4

건국대
KU

논술우수자
논술100% 국, 수(가/나), 영, 사/과(1) 중 2개영역 등급합 4

자연 국, 수(가), 영, 과(1) 중 2개영역 등급 합 5 • 탐구1과목
• 한국사 5등급 이내수의예 국, 수(가), 영, 과(1) 중 3개영역 등급 합 4

경희대 논술우수자 학생부30%+논술70%
ㆍ국, 수(가/나), 영, 사/과(1) 중 2개영역 등급합 4
ㆍ한의예과(인문) 
  ⇨ 국, 수(나), 영, 사(1) 중 3개영역 등급합 4

ㆍ국, 수(가), 영, 과(1) 중 2개영역 등급합 5
ㆍ의예과/한의예과/치의예과 
  ⇨ 국, 수(가), 영, 과(1) 중 3개영역 등급합 4

• 탐구1과목
• 한국사 5등급 이내
• 학생부 ⇨ 교과(70%)+비교과(출결ㆍ봉사각15%)
• (인문) 제2외국어/한문을사탐1과목으로대체

동국대 논술우수자 학생부40%+논술60%
ㆍ(인문) 국, 수(가/나), 영, 사/과(1) 중 2개영역 등급합 4
ㆍ(경찰행정학부) 
  ⇨국, 수(가/나), 영 중 2개영역 등급합 4

ㆍ국, 수(가), 영, 과(1) 중 2개영역 등급 합 5
  (수학가형 또는 과학탐구 1개 이상 반드시 포함)

• 탐구1과목
• 한국사 4등급 이내
• 학생부⇨교과(20%)+비교과(출결ㆍ봉사각10%)

서강대 논술전형
학생부20%

(교과10%+비교과10%)
+논술80%

ㆍ국, 수(가/나), 영, 사/과(1) 중 3개영역 등급합 6  
ㆍ한국사 4등급 이내

ㆍ국, 수(가/나), 영, 사/과(1) 중 3개영역 등급합 6   
ㆍ한국사 4등급 이내

• 탐구1과목
• 학생부 비교과 ⇨ 출결(5%)+봉사(5%)

성균관대 논술우수
학생부40%

(교과30%+비교과10%)
+논술60%

ㆍ(인문/사회/경영학) 
  국, 수(가/나), 사/과(2) 중 2개영역 등급 합 4  

ㆍ(자연과학/전자전기/공학/건축학/건설환경공학) 
  국, 수(가), 과(2) 중 2개영역 등급합 4 • 영어 2등급 및 한국사 4등급 이내 필수

• 탐구영역 2과목 평균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인문) 제2외국어/한문을탐구1과목으로대체ㆍ(글로벌리더/글로벌경제/글로벌경영)

  국, 수(가/나), 사/과(2) 중 2개영역 등급합 3
ㆍ(반도체시스템/소프트웨어/글로벌바이오메디컬)
  수(가), 과(1) 등급합 3

세종대 논술우수자 학생부30%+논술70% ㆍ국, 수(나), 영, 사(1) 중 2개영역 등급합 4 ㆍ국, 수(가), 영, 과(1) 중 2개영역 등급합 5 • 탐구1과목

숭실대 논술우수자 학생부40%+논술60% ㆍ국, 수(나), 사/과(2) 중 2개영역 등급 합 6 ㆍ국, 수(가), 과(2) 중 2개영역 등급 합 7 • 탐구2과목    • 학생부⇨교과100%

연세대
(미래)

일반논술전형 논술100%
ㆍ국, 수(가/나), 영, 사/과(1) 중 2개영역 등급 합 6
ㆍ간호학과⇨국, 수(가/나), 영, 사/과(1) 중2개영역 등급 합 4

자연 ㆍ국, 수(가/나), 영, 과(1) 중 2개 영역 등급 합 6
• 탐구1과목(의예과는 탐구2과목)
• 의예과⇨영어 2등급 및 한국사 4등급 이내
• 의예과 ⇨과탐 서로 다른 2과목(Ⅰ,Ⅱ 구분없음) 

응시

공학 ㆍ국, 수(가), 영, 과(1) 중 2개 영역 등급 합 6
간호 ㆍ국, 수(가), 영, 과(1) 중 2개 영역 등급 합 4

의예
ㆍ국, 수(가), 과탐1, 과탐2 총 4개 과목 중
  3개 과목 각 1등급 

중앙대 논술전형
학생부40%

(교과20%+비교과20%)
+논술60%

ㆍ국, 수(가/나), 영, 사/과(2) 중 3개영역 등급합 6

서울 ㆍ국, 수(가), 영, 과(1) 중 3개영역 등급합 6 • 비교과⇨출결+봉사
• 탐구1과목
• 탐구2과목(인문계열 및 의학부)
• 한국사 4등급 이내
• (인문) 제2외국어/한문을사탐1과목으로대체

안성 ㆍ국, 수(가), 영, 과(1) 중 2개영역 등급합 5

의학 ㆍ국, 수(가), 영, 과(2) 중 4개영역 등급합 5

한국외대
(서울)

논술전형
학생부30%

(교과27+비교과3)
+논술70%

LD/LT ㆍ국, 수(가/나), 영, 사/과(1) 중 2개영역 등급 합 3
-

• 탐구1과목
• 제2외국어/한문을사탐1과목으로대체
• 한국사 4등급 이내서울 ㆍ국, 수(가/나), 영, 사/과(1) 중 2개영역 등급 합 4

한양대(에리카) 논술전형 학생부30%+논술70% ㆍ국, 수(가/나), 영, 사/과(1) 중 2개영역 등급합 6 ㆍ국, 수(가), 영, 사/과(1) 중 2개영역 등급합 6 • 탐구1과목

홍익대 논술전형 학생부10%+논술90% ㆍ국, 수(가/나), 영, 사/과(1) 중 3개영역 등급 합 7 ㆍ국, 수(가), 영, 과(1) 중 3개영역 등급 합 8
• 탐구1과목
• 한국사 4등급 이내

덕성여대 논술전형 학생부20%+논술80%
ㆍ국, 수(가/나), 영, 사/과(1) 중 2개영역 등급 합 7
  (반영하는 2개영역 각각 4등급 이내)

ㆍ국, 수(가/나), 영, 사/과(1) 중 2개영역 등급 합 7
  ⇨ 수(가) 반영 시 2개영역 등급 합 8
  (반영하는 2개영역 각각 4등급 이내)

• 탐구1과목

서울여대 논술우수자 학생부30%+논술70%
ㆍ국, 수(가/나), 영, 사/과(1) 중 2개영역 등급 합 7
⇨ 영어영역 포함 시 2개영역 등급 합 5

ㆍ국, 수(가/나), 영, 사/과(1) 중 2개영역 등급 합 7
  ⇨ 영어영역 포함 시 2개영역 등급 합 5

• 탐구1과목 
• 반영하는 2개 영역은 반드시 각 4등급 이내

성신여대 논술우수자 학생부30%+논술70%
ㆍ국, 수(가/나), 영, 사/과(1) 중 2개영역 등급 합 6
  (영어영역 반영 시 2개영역 등급 합 5)

ㆍ국, 수(가/나), 영, 사/과(1) 중 2개영역 등급 합 7
  (영어영역 반영 시 2개영역 등급 합 6)

• 탐구1과목

숙명여대 논술우수자 학생부30%+논술70% ㆍ국, 수(가/나), 영, 사/과(1) 중 2개영역 등급합 4 ㆍ국, 수(가), 영, 과(1) 중 2개영역 등급 합 4 • 탐구1과목

이화여대 논술전형 학생부30%+논술70%
인문 ㆍ국, 수(나), 영, 사/과(1) 중 3개영역 등급 합6 자연 ㆍ국, 수(가), 영, 과(1) 중3개영역등급 합 6 • 탐구1과목 

• 사/과 모두 인정하는 모집단위 
  ⇨ 제2외국어/한문영역을 탐구1과목으로인정스크랜튼 ㆍ국, 수(나), 영, 사/과(1) 중 3개영역등급 합5 스크랜튼 ㆍ국, 수(가), 영, 과(1) 중 3개영역등급 합5

학생부+논술(일괄합산) ⇨ 수능최저학력기준 없어요!

대학명 전형명 전형방법 비고
가톨릭대 논술전형 학생부30%+ 논술70% • 학생부 ⇨ 교과 100%

경기대 논술고사우수자 학생부40%+ 논술60% • 학생부 전교과 성적 반영

광운대 논술우수자 학생부30%+ 논술70% • 학생부 ⇨ 교과80%+ 출결10%+ 봉사10%

단국대(죽전) 논술우수자 학생부40%+ 논술60% • 학생부 ⇨ 교과 100%

서울과학기술대 논술전형 학생부30%+ 논술70% • 학생부 ⇨ 교과100%

서울시립대 논술전형 학생부40%+ 논술60% • 학생부 ⇨ 교과100%

아주대 논술우수자 학생부20%+ 논술80%
• 학생부 ⇨ 교과 100%
• 의학과⇨국, 수(가), 영, 과(2) 4개영역등급합 5

연세대(서울) 논술전형 논술100% • 자연계열 논술 ⇨ 수학(60점) +과학(40점)

인하대 논술우수자 학생부30%+ 논술70%
• 학생부 ⇨ 교과 100%
• 의예과 ⇨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국, 수(가), 영, 탐(2) 중 3개영역 각 1등급

한국기술교육대 코리아텍일반전형 학생부30%+ 논술70% • 학생부 ⇨ 교과 100%

한국산업기술대 일반전형(논술) 학생부20%+ 논술80% • 학생부 ⇨ 교과 100%

한국외대(글로벌) 논술전형 학생부30%+ 논술70% • 학생부 ⇨ 교과 100%

한국항공대 논술우수자 학생부30%+ 논술70% • 학생부 ⇨ 교과 100%

한양대 논술전형 학생부종합평가20%+논술80%

• 인문 ⇨ 인문논술        
• 상경 ⇨ 인문논술+수리(나)논술
• 자연 ⇨ 수리(가)논술
• 의예 ⇨ 인문논술+수리(가)논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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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고사 실시 대학(11개교)

학생부+적성고사 ⇨수능최저학력기준 있어요!

대학명 전형명 전형방법 수능최저학력기준 비고

고려대(세종) 학업능력고사전형 학생부(교과) 60%+ 학업능력고사40%

인문
ㆍ국, 수(가/나), 사/과(2) 중 1개영역 3등급 또는 영어 2등급

ㆍ자연계열 중 경제통계학부, 자유공학부도 해당

• 탐구2과목 평균

• 한국사 응시(필수) 
자연

ㆍ데이터계산과학/신소재화학/디스플레이융합/반도체물리/사이버보안/전자기계융합공학

  ⇨ 국, 수(가), 과(2) 중 1개영역 3등급 또는 영어 2등급

ㆍ컴퓨터융합/전자및정보/환경시스템/생명정보/식품생명공학과

  ⇨ 국, 수(가/나), 과(2) 중 1개영역 3등급 또는 영어 2등급

평택대 PTU적성 학생부(교과) 60%+ 적성40% 간호학과 ㆍ국, 수(가/나), 영, 사/과(1) 중 2개영역 등급 합 6
• 탐구1과목

• 한국사 응시(필수)

학생부+적성고사 ⇨ 수능최저학력기준 없어요!

대학명 전형명 전형방법

가천대 학생부교과(적성우수자) 학생부(교과) 60%+ 적성고사40%

삼육대 학생부교과(적성전형) 학생부(교과) 60%+ 적성고사40%

서경대 일반학생①(적성고사) 학생부(교과) 60%+ 적성고사40%

성결대 학생부교과(적성우수자) 학생부(교과) 60%+ 적성고사40%

수원대 일반전형(적성) 학생부(교과) 60%+ 적성고사40%

을지대(성남/대전) 학생부교과(교과적성우수자) 학생부(교과) 60%+ 적성고사40%

평택대 PTU적성(학생부교과+적성고사) 학생부(교과) 60%+ 적성고사40%

한국산업기술대 학생부위주(적성우수자) 학생부(교과) 60%+ 적성고사40%

한성대 학생부교과(적성우수자) 학생부(교과) 60%+ 적성고사40%

한신대 학생부교과(적성우수자) 학생부(교과) 60%+ 적성고사40%

대학별 적성고사 문항 수 및 고사시간

※ 일부대학은 2020학년도 수시모집 기준 적성고사 정보이므로 추후 해당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세요.

대학명 전형명
출제과목

(인문계열 문항수)
출제과목

(자연계열 문항수)
시험시간 비고

가천대 학생부교과(적성우수자) 국어20 + 수학20 +영어10 60분

• 인문⇨국어 문항 당 4점, 수학/영어 문항 당 3점

• 자연⇨국어/영어 문항 당 3점, 수학 문항 당 4점

• 총 400점 만점 / 기본점수 230점  

고려대(세종) 학업능력고사전형 국어20 + 영어20 수학20 + 영어20 80분

삼육대 학생부교과(적성전형) 국어30 + 수학30 60분
• 인문⇨국어 문항 당 4점, 수학 문항 당 3점

• 자연⇨국어 문항 당 3점, 수학 문항 당 4점

서경대 일반학생①(적성고사) 언어20 + 수리20 60분 • 문항별 점수 ⇨ 10점씩

성결대 학생부교과(적성우수자) 국어25 + 수학25 60분
• 수능 교과형 문항 출제

• 문항당 각 8점

수원대 일반전형(적성) 국어30 + 수학30 60분

• 인문⇨국어 문항 당 4점, 수학 문항 당 3점

• 자연⇨국어 문항 당 3점, 수학 문항 당 4점

• 총 400점 만점(기본점수 190점)

을지대 학생부교과(교과적성우수자) 국어20 + 수학15 +영어20 60분

• 교과적성(수능교과형)

• 난이도별 배점⇨상(7)ㆍ중(6)ㆍ하(5)

• 총 400점 만점(기본점수 40점)

평택대 학생부교과(적성고사전형) 국어25 + 수학25 60분
• 수능 교과형 문항 출제(EBS 연계)

• 문항당 각 8점

한국산업기술대 학생부위주(적성우수자) 국어25 + 수학25 70분
• 경영⇨국어 문항 당 3점, 수학 문항 당 2점

• 공학⇨국어 문항 당 2점, 수학 문항 당 3점

한성대 학생부교과(적성우수자) 국어30 + 수학30 60분

• 인문계열⇨국어 문항 당 6점, 수학 문항 당 4점

• 사회계열⇨국어 문항 당 5점, 수학 문항 당 5점

• 공과계열⇨국어 문항 당 4점, 수학 문항 당 6점

한신대 학생부교과(적성우수자) 국어30 + 수학30 60분

• 인문⇨국어 문항 당 4점, 수학 문항 당 3점

• 자연⇨국어 문항 당 3점, 수학 문항 당 4점

• 총 400점 만점(기본점수 19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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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 수시모집전형

대학명 전형명
모집
인원

전형방법
면접방식 수능최저학력기준 비고

1단계 2단계

경인교대
학생부종합

(교직적성전형)
324

서류평가 100%
(2배수)

서류평가70+심층면접30
• 서류진위확인 면접 및 대학 자체개발 면접문항을 
통해 교직인성/교직적성/문제해결력을 종합적으로 
평가

• 미적용
• 수시모집 성비제한 없음 
• 학교장 추천인원 제한 없음
• 서류⇨학생부+자소서

공주교대

학생부교과
(고교성적우수자)

80
학생부 100%

(3배수)
학생부90.2+심층면접9.8 • 자체 개발 문항

• 교직관, 교양, 표현력, 태도 등을 평가
• 학생부종합전형은 면접관이 추가질문 가능

• 국/수/영/탐 4개영역등급합11
• 탐구영역 2과목 평균

• 성비제한 적용
학생부종합

(교직적성인재)
30

서류평가 100%
(2배수)

서류평가50+심층면접50 • 미적용

광주교대
학생부종합

(교직적성우수자)
121

서류평가100%
(3배수)

서류평가60+심층면접40 • 심층면접 • 미적용
• 성비제한 적용(한쪽성이60%)
• 서류⇨학생부

대구교대
학생부종합
(참스승전형)

70
서류평가 100%

(3배수)
서류평가70+면접30

• 개별면접(집단면접 폐지)
 ⇨의사소통능력/문제해결력/교직소양및인성

• 미적용
• 성비제한 적용(한쪽성이70%)
• 서류⇨학생부

부산교대
학생부종합

(초등교직적성자)
94

서류종합평가100%
(3배수)

서류평가60+면접40
• 집단면접 ⇨3인 1조로 예비교사로서의 자질에 

대한 질문을 바탕으로 평가
• 창의지성, 교직 가치관, 상호협력을 평가

• 미적용

• 성비제한 적용(한쪽성이65%)
• 서류⇨학생부+자소서+추천서
• 실질반영비율(%)
  ⇨서류종합평가71.4+면접28.6

서울교대

학생부교과
(학교장추천)

60 교과성적 100%(2배수) 교과성적90+면접10

• 교직인성/교직적성 문제 제시

• 국/수/영/탐 4개영역 등급 합 9
 (수가+과탐 응시자는 4개영역
 등급 합 11) 및 한국사 4등급
• 탐구영역 2과목 평균
• 사향인재전형은 수능최저 미적용

• 성비제한 없음
• 학교장 추천인원 제한 없음
• 서류⇨학생부+자소서
• 사향인재추천은 학교장추천공문 제출
  (교사추천서 폐지) 

학생부종합
(교직인성우수자)

100 서류평가 100%(2배수)

서류평가50+면접50
학생부종합

(사향인재추천)
30 서류평가 100%(2배수)

전주교대

학생부교과
(고교성적우수자)

50
학생부 100%(2배수)
(교과성적90+출결10)

1단계성적90+면접10
• 개별면접 ⇨선택한 문항에 대해 답변준비 후
면접문항을 읽고 구술답변(3~4분)

• 국/영/수/탐/한국사 
 5개영역 등급 합 13

• 탐구 2과목
• 성비제한 없음학생부종합

(교직적성우수자)
10 학생부60 + 서류40 1단계성적50+면접50 • 구체적인 면접방식은 추후발표

• 국/수/탐/한국사
  4개 영역 각 4등급 이내
• 영어 2등급 이내

진주교대
학생부종합
(21세기형

교직적성자)
70

서류평가 100%
(2.5배수)

서류평가70+심층면접30 
(필요시 현장방문)

• 개별면접 ⇨면접위원 3인 / 10분
• 집단면접 ⇨발표 및 토의(조별6명) / 50분
• 적성ㆍ인성검사(50분)

• 미적용
• 성비제한 적용(한쪽성이 80%)
• 서류⇨학생부+자소서

청주교대
학생부종합

(배움나눔인재)
90

서류평가 100%
(3배수)

1단계성적60+면접40 • 교직 적성과 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미적용
• 성비제한(한쪽성이 75%)
• 서류⇨학생부+자소서

춘천교대
학생부종합

(교직적•인성인재)
96

서류평가 100%
(4배수)

1단계성적 60 +면접평가40
• 교직인성 ⇨서류평가 확인 및 인성평가
• 교직적성 ⇨교육쟁점 및 교육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능력 평가

• 국/수/영/탐 4개영역 등급 합 14
• 한국사 4등급 이내

• 성비제한 없음
• 서류⇨학생부+자소서

교육대학 정시모집(일반전형) 

대학명
(모집군)

전형방식

정시모집 반영요소 및 
반영비율(%)

수능반영영역 반영
지표

성비적용
(한쪽 성의 

비율)
비고

수능 학생부 면접 국 수가 수나 영 사/과 가산점

경인교대
(나군)

1단계(1.5배수) 100 - -

25 25 25 25 수가3% 백 ○(80%)

• 226명 선발           • 탐구 2과목
1 2 3 4 5 6 7 8 9

영어 100 95 90 85 80 75 70 65 60
한국사 0 0 0 0 -2 -4 -6 -8 -10

2단계 70 - 30

공주교대
(나군)

1단계(2배수) 100 - -

25 25 25 25
수가5%
과탐5%

표 ○

• 169명 선발           • 탐구 2과목
1 2 3 4 5 6 7 8 9

영어 200 190 180 170 160 140 120 100 80
한국사 2 2 1.75 1.75 1.5 1.5 1 1 0

2단계 90.1 - 9.9

광주교대
(나군)

1단계(2배수) 90 교과성적10 -

25 25 25 25 수가3% 백 ○(60%)

• 118명 선발           • 탐구 2과목
1 2 3 4 5 6 7 8 9

영어 225 215 205 195 185 175 165 155 145
한국사 2 2 1.5 1.5 1 1 0.5 0.5 0

2단계 90 10

대구교대
(나군)

1단계(2배수) 100 - -
30.8 30.8 15.3 23.1

수가5%
과탐5%

표 ○(70%)
• 167명 선발           • 탐구 2과목

1 2 3 4 5 6 7 8 9
영어 100 95 90 85 80 75 70 65 02단계 88.8 8.2 3

부산교대
(나군)

일괄합산 78.4 17.6 3.9 25 25 25 25 수가5% 백 ○(65%)
• 136명 선발           • 탐구 2과목

1 2 3 4 5 6 7 8 9
영어 100 95 88 76 59 39 22 10 0

서울교대
(나군)

1단계(2배수) 100 - -
33.3 33.3 33.3

수가5%
과탐5%

표 -
• 157명 선발           • 탐구 2과목
• 영어 3등급 및 한국사 4등급 이내2단계 80 - 20

전주교대
(나군)

1단계(2배수) 100 - -

28 28 16 28 - 혼합 -

• 192명 선발           • 탐구 2과목
• 국⇨표준점수 반영   • 수/탐⇨백분위점수 반영
• 한국사 4등급 이내

1 2 3 4 5 6 7 8 9
영어 96 90 80 70 50 40 30 20 0

2단계 60 30 10

진주교대
(나군)

1단계(2배수) 72.7 27.3 -
25 25 25 25 수가5% 백 ○(70%)

• 138명 선발           • 탐구 2과목
1 2 3 4 5 6 7 8 9

영어 100 97.3 94.6 92 89.3 86.6 66.6 46.6 26.62단계 71.4 26.8 1.8

청주교대
(나군)

1단계(2배수) 100 - -
25 25 25 25 수가5% 표 ○(75%)

• 126명 선발           • 탐구 2과목
1 2 3 4 5 6 7 8 9

영어 200 192 178 154 120 80 46 22 02단계 80 11 9

춘천교대
(나군)

1단계(2배수) 100 - -

28.6 28.6 14.2 28.6
수가5%
과탐5%

표 -

• 127명 선발           • 탐구 2과목
1 2 3 4 5 6 7 8 9

영어 100 95 88 76 59 39 22 10 0
한국사 10 9.8 9.6 9.4 0 0 0 0 0

2단계 8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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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수시모집 의예과 수능최저학력기준
대학명 전형명 수능최저학력기준 대학명 전형명 수능최저학력기준

가천대
학생부교과(학생부우수자)  국, 수(가), 영, 과(2) 중 3개영역 각 1등급

※ 과탐 2과목 평균(소수점 버림) 아주대
학생부종합(ACE전형)

 국, 수(가), 영, 과(2과목 평균) 4개영역 등급합 5
학생부종합(가천의예) 논술우수자전형

가톨릭관동대
CKU교과  국, 수(가), 영, 과(2과목 평균) 중 3개영역 등급합 4

연세대

학생부종합(활동우수형)

 미적용CKU종합(1)  국, 수(가), 영, 과(2과목 평균) 중 3개영역 등급합 5
학생부종합(면접형)

가톨릭대
논술우수자전형  국, 수(가), 영, 과(2과목 평균) 중 3개영역 등급 합 4

 ※한국사 4등급 이내/과탐 2과목 평균(소수점 버림)학생부종합(학교장추천)

연세대(미래)

논술전형(일반논술)
 국, 수(가), 과탐1,과탐2 중 3개 1등급
 ※과탐 서로 다른 2과목 필수 응시(Ⅰ,Ⅱ 구분 없음)
 ※영어 2등급 및 한국사 4등급 이내건양대 일반학생  국, 수(가), 영, 과(2과목 평균) 중 3개영역 등급합 3

※과탐 2과목 평균(소수점 버림)
학생부종합

(학교생활우수자)
 국, 수(가), 과탐1, 과탐2 중 3개 합 4등급 이내
 ※과탐 서로 다른 2과목 필수 응시(Ⅰ,Ⅱ 구분 없음)
 ※영어 2등급 및 한국사 4등급 이내

경북대
일반학생(학종)  국, 수(가), 영, 과(1) 4개영역 등급합 5 

 ※한국사 4등급 이내논술전형(AAT)
학생부교과(교과우수자)

경상대
학생부교과(일반전형)  국, 수(가), 영, 과(2과목 평균) 중 3개영역 등급합 4

 ※수(가) 필수 반영, 과탐 2과목 평균(소수점 버림)
영남대

학생부교과(일반학생)  국, 수(가), 영, 과(1) 4개영역 등급합 5 
 ※한국사 4등급 이내학생부종합(개척인재)  미적용 학생부교과(창의인재)

경희대
논술우수자전형  국, 수(가), 영, 과(1) 중 3개영역 등급합 4

 ※한국사 5등급 이내
울산대

학생부종합(종합면접)  국, 수(가), 영, 과(2)중 3개영역 등급 합 3, 한국사 4등급 이내
 ※과탐 서로 다른 두 과목 응시(평균시 소수 첫째자리반올림)  

논술전형  국, 수(가), 영, 과(2) 4개영역 등급 합 5, 한국사 4등급 이내
 ※과탐 서로 다른 두 과목 응시(평균시 소수 첫째자리 버림)네오르네상스(학종)  미적용

원광대 학생부종합  국, 수(가), 영, 과(2과목 평균) 중 3개영역 등급 합 6 
 (수학 필수반영)

계명대
학생부교과(일반전형)  국, 수(가), 영, 과(1) 중 3개영역 등급 합 3

 ※ 수(가) 및 과탐 필수 응시

을지대(대전) 학생부교과
(교과성적우수자)  국, 수(가), 영, 과(1) 4개영역 등급합 5 학생부종합(일반전형)  미적용

고려대

학교추천  국, 수(가), 영, 과(2과목 평균) 중 4개영역 등급합 5
 ※한국사 4등급 이내

이화여대 학생부종합(미래인재)  국, 수(가), 영, 과(1) 4개영역 등급합 5

일반전형-학업우수형
인제대 학생부교과(의예전형)  국, 수(가), 과(1) 3개영역 합 4

 ※영어 2등급 이내일반전형-계열적합형  미적용

고신대 학생부교과(일반고)
인문  국, 수(나), 영 합 3등급

인하대

학생부교과전형
 국, 수(가), 영, 과(2과목 평균) 중 3개영역 각 1등급

자연  국, 수(가), 영, 과(2과목 평균) 중 3개영역 등급합 4
 ※수(가)필수반영/ 과탐2과목평균(소수점 버림)

논술전형

학생부종합(미래인재전형)  미적용단국대(천안) 학생부종합(DKU인재)  국, 수(가), 영, 과(2과목 평균) 3개영역 등급합 5
 ※수(가)필수 반영

부산대
학생부교과

 국, 수(가), 과(2과목 평균) 등급합 4
 ※영어 2등급 및 한국사 4등급 이내

전남대 학생부교과(일반전형)  국, 수(가), 영, 탐(1) 4개영역 등급합 5 

전북대
일반전형(학교)  국, 수(가), 영, 과(2과목 평균) 중 3개영역 등급합 5

 ※과탐 2과목 평균(소수점 버림) 학생부종합

큰사람전형(학종)  국, 수(가), 영, 과(2과목 평균) 중 3개영역 등급합 7
 ※과탐 2과목 평균(소수점 버림) 동국대(경주)

학생부교과(교과)
 국, 수(가), 과(1) 3개영역 등급합 4
 ※영어 2등급 이내학생부종합(참사랑) 조선대 학생부교과(일반전형)  국, 수(가), 영, 과(1) 4개영역 등급합 6 

서울대

학생부종합(일반전형)  미적용
중앙대

논술전형  국, 수(가), 영, 과(2과목 평균) 중 4개영역 등급 합 5
 ※한국사 4등급 이내

학생부종합(다빈치형인재)
학생부종합(탐구형인재)  미적용

학생부종합(지역균형)  국, 수(가), 영, 과(2과목 합4) 중 3개영역 각 2등급
 ※과탐은 서로 다른 과목의 Ⅰ+Ⅱ 혹은 Ⅱ+Ⅱ

충남대
학생부교과(일반전형)  국, 수(가), 영, 과(2) 중 3개영역 등급합 4  ※ 수(가) 필수 반영

학생부종합(PRISM인재)성균관대 학생부종합(학과모집) 미적용  국, 수(가), 영, 과(2) 중 3개영역 등급합 5  ※ 수(가) 필수 반영

충북대 학생부교과  국, 수(가), 영, 과(2과목 평균) 중 3개영역 등급합 4

순천향대

학생부교과(일반)  국, 수, 영, 탐(2과목 평균) 4개 영역 등급합 6 
 ※수(가), 과탐 미응시자는 각각 0.5등급 하향 반영 한림대 학생부종합(학교생활우수자)  국, 수(가), 영, 과(2과목 평균) 중 3개영역 등급합 4  

 ※ 단, 영어포함 경우 영어 1등급 

학생부종합(일반)  미적용 한양대
학생부종합

 미적용
논술전형

대입수시모집 치의예과 수능최저학력기준
대학명 전형명 수능최저학력기준 대학 전형명 수능최저학력기준
강릉원주대 학생부종합(해람인재)  국, 수(가), 과(1) 3개영역 등급합 5  

연세대
논술전형

 미적용학생부종합(활동우수형)
학생부종합(면접형)

경북대

학생부교과(일반학생)
 국, 수(가), 영, 과(1) 4개영역 등급합 5 
 ※한국사 4등급 이내  학생부종합(일반학생)

원광대 학생부종합  국,수(가),영,과(2 평균) 중 3개영역 등급 합 6 (수학 필수반영)
 국,수(나),영,사(2 평균) 중 3개영역 등급 합 6 (수학 필수반영)논술전형(AAT)

경희대
논술우수자전형  국, 수(가), 영, 과(1) 중 3개영역 등급합 4 

 ※한국사 5등급 이내 전남대
(학석사) 학생부교과(일반전형)  국, 수(가), 영, 탐(1) 4개영역 등급합 6

학생부종합(네오르네상스)  미적용

전북대
학생부교과(일반전형)  국, 수(가), 영, 과(2과목 평균) 중 3개영역 등급합 5 

 ※과탐 반영 시 2과목 평균등급에서 절사
부산대(학석사) 학생부종합  국, 수(가), 영, 과(2과목 평균) 중 3개영역 등급합 4 

 ※수(가) 필수 반영/ 한국사 4등급 이내 학생부종합(큰사람전형)  국, 수(가), 영, 과(2과목 평균) 중 3개영역 등급합 7 
 ※과탐 반영 시 2과목 평균등급에서 절사

서울대(학석사)
학생부종합(일반전형)  미적용 조선대 학생부교과(일반전형)  국, 수(가), 영, 과(1과목) 4개영역 등급합 6 

학생부종합(지역균형) 국, 수(가), 영, 과(2과목 합4) 중 3개영역 각 2등급
 ※과탐은 서로 다른 과목의 Ⅰ+Ⅱ 혹은 Ⅱ+Ⅱ 단국대(천안) 학생부종합(DKU인재)  국, 수(가), 영, 과(2과목 평균) 3개영역 등급합 5

 ※수(가)필수 반영

대입수시모집 한의예과 수능최저학력기준
대학명 전형명 수능최저학력기준 대학 전형명 수능최저학력기준

가천대
학생부교과(학생부우수자)

 국, 수(가), 영, 과(2) 중 2개영역 각 1등급

동국대(경주)

학생부교과(교과) 국, 수(가), 과(1) 3개영역 등급합 5
※영어 2등급 이내학생부종합(가천의예)

경희대
논술우수자

인문
 국, 수(나), 영, 사(1) 중 3개영역 등급합 4
 ※제2외국어/한문으로사탐 1과목 대체 가능 
 ※한국사 5등급이내 학생부종합(참사랑)

인문 국, 수(나), 탐(1) 3개영역 등급합 5

자연 국, 수(가), 과(1) 3개영역 등급합 5

※영어 2등급 이내 자연  국, 수(가), 영, 과(1) 중 3개영역 등급합 4
 ※한국사 5등급이내

학생부종합(네오르네상스)  미적용 동신대 학생부교과(일반전형) 국, 수, 영, 탐(1) 3개영역 등급합 4  
※수(가) 선택 시 등급합 5

대구한의대

학생부교과(일반전형)  국, 수(가), 영, 과(1) 4개영역 등급합 7 동의대
학생부교과(일반고교과) 국, 수(가/나), 영 3개영역 등급합 5

학교생활우수자 미적용

학생부교과(면접전형) 인문 국, 수(나), 영, 사(1) 4개영역 등급합 7

자연 국, 수(가), 영, 과(1) 4개영역 등급합 8

부산대
(학석사통합과정) 학생부교과 국, 수(가), 영, 과(2과목 평균) 중 3개영역 등급합 4 

※수(가) 필수 반영
학생부종합(기린인재)

세명대 학생부교과(인문계고) 국, 수(가/나), 영 3개영역 등급합 4
※한국사 2등급 이내

대전대

학생부교과(일반) 인문 국, 수(나), 영, 사/한국사(2과목 평균) 중 3개영역 등급합 4

자연 국, 수(가), 영, 과/한국사(2과목 평균) 중 3개영역 등급합 5학생부교과(교과우수자) 원광대 학생부종합 국,수(가),영,과(2과목평균) 중 3개영역 등급 합 6 (수학 필수반영)
국,수(나),영,사(2과목평균) 중 3개영역 등급 합 6 (수학 필수반영)

학생부종합(혜화인재) 미적용 우석대 학생부교과(교과일반) 국, 수(가/나), 영, 과(1) 4개영역 등급 합 7 (수학 가형 1등급 상향)
국, 수, 영, 사(1) 4개영역 등급 합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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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원(학부과정) 수시/정시모집 전형 ⇨ 수시6회 제한 미적용

대학명 전형명
전형방법

면접방식 비고(모든 대학 수능최저학력기준 없음)
1단계 2단계

DGIST
(대구경북
과기원)

학교장추천전형
(고교별 1명)

서류평가
(3배수)

면접평가100

• 서류평가 ⇨ 학업 및 탐구역량, 사회적 역량, 특기의 우수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발표면접 ⇨ 문해능력, 스토리텔링 능력, 창의성 평가
• 개별면접 ⇨ 제출서류기반 확인
• 학업역량평가 ⇨ 수학 및 과학 기초학업역량 검증, 문제에 대한
                 개념이해,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증

• 서류⇨학생부+자소서+추천서
• 학교장추천전형⇨고교별 1명 추천
• 정시모집선발(수능우수자전형)
  ⇨수능성적 100% : 국, 수(가), 영, 과탐(2과목), 한국사일반전형

GIST
(광주과기원)

학교장추천
(고교별2명)

서류전형
(4배수)

서류평가70 +면접30 • 내적 역량 확인 및 전공수학능력 평가

• 서류⇨학생부+자소서+추천서
• 정시모집선발
  ⇨ 국(20), 수가(30), 영(20), 과탐(30), 한국사
     ※ 과학Ⅱ: 변환표준점수의 10% 가산점 부여
  1단계 ⇨서류평가: 수능성적(70)+서류종합평가(30)
  2단계 ⇨면접평가: 인성면접(Pass/Fail)

영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0 97 91 82 70 55 40 25 10

한국사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5 5 5 4.5 4 3.5 3 2 1

일반전형

KAIST
(한국과기원)

학교장추천
(고교별2명)

서류평가
(2.5배수)

서류평가60 + 면접40
(종합평가)

• 서류평가⇨인성, 학업성취도, 발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평가⇨수학•과학 관련 사고력 및 문제해결력 평가
            (자기소개서 기반 질문 및 공통질문 포함) 
            ※ 일반전형은 영어관련 개인별 면접도 포함)  

• 서류⇨학생부+자소서+추천서+자소서증빙자료(선택)
• 학교장추천전형⇨고교별 2명 이내 추천
• 정시모집선발(수능우수자 전형)
 ⇨ 국, 수가, 영, 과탐(서로 다른 과목의‘Ⅰ+Ⅱ’ 또는‘Ⅱ+Ⅱ’ 조합), 한국사

영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0 95 90 85 80 75 70 65 60

한국사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5 5 4 4 3 3 2 2 1

일반전형

UNIST
(울산과기원)

일반전형
종합서류평가

(4배수)
종합다면면접평가

(서류평가50 +면접50)
• 지원계열 적합성 및 서류 확인,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서류⇨학생부+자소서+우수성입증자료
• 수시모집으로 100% 선발(정시모집 미실시)

 사관학교/경찰대학/한국전통문화대학교 ⇨ 수시6회 제한 미적용!
※ 2020학년도 대입수시모집 전형 기준이므로 추후 발표되는 2021학년도 전형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학명 전형명
원서접수

(2019년 기준)
전형방법

비고
시작일(시) 마감일(시) 1단계(1차시험) 2단계(2차시험)

육군사관학교

학교장추천
※고교별 재학생 2명,
졸업생 1명이내 추천

6. 21(금) 7. 1(월)

• 2019. 7. 27(토) 10:00~16:10
• 합격자발표 ⇨ 8. 6(화)
• 남자(4배수)/여자(6배수)

국어  45문항(80분) 
수학  30문항(100분)
영어  45문항(70분)(영어듣기평가 없음)

• 8.26~9.27 중 응시조별 1박2일
• 합격자발표 ⇨ 10.18(금)

• 최종합격자발표 12. 13(금)
• 일반전형 우선선발(학교장추천) 최종선발방식
 ⇨ 1차(학과)시험과 신체검사는 Pass(합)/Fail(불) 판단
 ⇨ 2차시험 1,000점(면접640점+체력160점+내신200점)으로 최종선발
• 일반전형 우선선발(군적성) 최종선발방식
 ⇨ 1차(학과)시험 100점+2차시험 800점(면접640점+체력160점)+내신 100점

으로 최종선발
• 일반전형 우선선발(일반) 최종선발방식
 ⇨ 1차(학과)시험 500점+ 2차시험 500점(면접400점+체력100점)
• 일반전형 정시선발 최종선발방식
 ⇨ 1차시험(50점)+면접(200점)+체력(50점)+내신성적(100점)+수능(600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등급별 차등 부여(최대 3점)(우선선발만 해당)

군적성우수

일반우선

해군사관학교

학교장 추천전형
※고교별 2명 추천

6. 21(금) 7. 1(월)

• 2019. 7. 27(토) 10:00~16:10
• 합격자발표 ⇨ 8. 6(화)
• 남자(4배수)/여자(8배수)

국어  45문항(80분) 
수학  30문항(100분)
영어  45문항(70분)(영어듣기평가 없음)

• 8월~9월 중 개인별 2박3일
• 신체검사/체력검정/면접/
 잠재역량평가
• 합격자발표 ⇨ 10.17(목)

• 최종합격자발표 10. 17(학교장추천/수시선발) / 12.13(정시선발)
• 특별전형(학교장추천) 최종선발방식
  ⇨1차(학과)시험(200점)+학생부(100점)+면접(400점)+체력(100점)+잠재역량

평가(200점)+한국사능력검정가산점(5점)+체력검정가산점(3점)
• 일반우선전형(수시선발) 최종선발방식(수능미반영)
  ⇨1차시험(400점)+학생부(100점)+면접(400점)+체력검정(100점)+한국사능력검

정가산점(5점)+체력검정가산점(3점)
• 정시선발
  ⇨ 수능시험(500점)+학생부(100점)+면접(300점)+체력검정(100점)+체력검정

가산점(5점)

일반우선전형

공군사관학교 일반전형 6. 21(금) 7. 1(월)

• 2019. 7. 27(토) 10:00~16:10
• 합격자발표 ⇨ 8. 6(화)
• 남자(5배수)/여자인문(14배수)/여자자연
(18배수)
국어  45문항(80분) 
수학  30문항(100분)
영어  45문항(70분)(영어듣기평가 없음)

• 8.20~9.28 중 개인별 1박2일
• 신체검사/역사안보관 논술/
 체력검정/면접
• 합격자발표 ⇨ 11.6(수)

• 최종합격자발표 12.17(화)
• 최종선발방식
  ⇨ 1차시험(30점)+역사안보관논술(10점)+체력(30점)+면접(80점)+학생부(100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가산점(10점)=총260점 

국군간호
사관학교

일반전형
(우선선발 학교장 
추천은 2명이내)

6. 21(금) 7. 1(월)

• 2019. 7. 27(토) 10:00~16:10
• 합격자발표 ⇨ 8. 6(화)
• 남자인문(4배수),자연(6배수))/여자(4배수)

국어  45문항(80분) 
수학  30문항(100분)
영어  45문항(70분)(영어듣기평가 없음)

• 9.16~9.27 중 개인별 2박3일
• 신체검사/체력검정/면접
• 합격자발표 ⇨ 10.15(화)

• 최종합격자발표 10.15(수시전형) / 12. 13(정시전형)
• 수시전형(우선선발) 최종선발방식
  ⇨ 1차시험(125점)+체력(50점)+면접(200점)+학생부(125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가산점(5점)
  ⇨ 학교생활기록부 ⇨ 125점(교과112.5 + 비교과12.5)
• 정시전형 최종선발방식
  ⇨체력(50점)+면접(150점)+학생부(100점)+수능(700점)+한국사(수능)가산점(10점)
  ⇨ 학교생활기록부 ⇨ 100점(교과90 + 출결10)
• 한국사능력검정 ⇨ 중급 이상 취득 시 가산점 1～5점 부여

경찰대학 일반전형 5. 17(금) 5. 27(월)

• 7. 27(토) 08:30~13:30
• 합격자발표 ⇨ 8. 5(월)
• 모집정원의 4배수

국어 45문항(60분)  
수학 25문항(80분)
영어 45문항(60분)(영어듣기평가 없음)

• 10.7~10. 18 중 개인별 지정일
• 체력검사/인적성검사/면접
 (신체검사 별도)

• 최종합격자발표 12. 16(월)
• 남자88명+여자12명 선발
• 수능성적 반영방식
 ⇨ 국어(140점)+수학(140점)+영어(140점)+탐구(80점) =총500점
• 한국사는 최종환산점수에서 등급렬 감점 적용
• 최종선발방식
 ⇨ 1차시험(20%)+체력(5%)+면접(10%)+학생부(15%)+수능성적(50%)  

한국전통문화
대학교

일반전형 7. 1(월) 7. 5(금)

• 7. 27(토) 08:30~
• 합격자발표 ⇨ 8. 9(금)
• 학생부 성적 입력: 8.12~8.16
• 모집정원의 3배수 선발
 (전통미술공예학과는 2배수 선발)

국어  45문항(80분)
수학  30문항(100분)
영어  45문항(70분)(영어듣기평가 없음)

한국사  20문항(30분)

• 심층면접 8.21~8.22
• 2단계 전형 평가요소  
  1단계성적 700점
  학교생활기록부 200점
  심층면접 100점

• 최종합격자발표 9. 9(월)
• 학생부교과성적 반영비율: 1학년(20)%+2학년(30%)+3학년(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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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등록 금지

✔ 이중등록 금지
   ○ 모집 시기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등록 확인 예치금 납부 포함)하여야 한다.
   ○ 수시모집 합격자는 수시모집 등록 기간 내에만 등록 처리하며, 수시모집에 복수로 합격한 자는 수시

모집 등록 기간 내에 1개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한다.
   ○ 수시모집에서 합격한 대학에 이미 등록한 자가 다른 대학의 수시모집에 충원 합격하여 그 대학에 등록

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등록한 대학을 포기한 후, 충원 합격 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정시모집에서 복수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정시모집 등록 기간에 1개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한다.
   ○ 정시모집에서 합격한 대학에 이미 등록을 한 자가 다른 대학의 정시모집에 충원 합격하여 그 대학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등록한 대학을 포기한 후, 충원 합격 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이중등록 위반자에 대한 조치
   ○ 대교협은 개별 대학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검색･분석하여 이중등록 금지를 위반한 

자의 명단을 각 대학에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대학은 해당자의 입학을 지체없이 무효로 한다.

복수지원 금지

✔ 복수지원 허용 범위

   ○ <수시모집>은 전형기간이 같아도 대학간 복수지원이 가능하며,

   ○ <정시모집>은 모집기간 군이 다른 대학간 또는 동일 대학내 모집기간 군이 다른 모집단위간 복수지
원이 가능하다.

✔ 복수지원 금지
   ○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의 합격자 및 충원합격자는 정시 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을 금지한다. 
   ○ 정시모집에서 모집 기간군(가군/나군/다군)이 같은 대학(교육 대학 포함)이나 또는 같은 대학 내에서 

모집 기간군이 같은 모집 단위에는 복수지원할 수 없다. 
      단,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은 모집 기간군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 정시모집에 합격하고 등록(최초 등록 및 미등록 충원과정 중의 추가등록을 포함)한 자는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 추가 모집 기간 전에 정시 모집 등록을 포기한 자에 한하여 추가 모집 지원 가능 
      • 산업대, 전문대에는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하지 않아도 추가 모집 지원 가능 

   ○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각종학교 간에는 복수지원 
금지 및 이중등록 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위반자에 대한 조치
   ○ 대학별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복수지원 위반사실이 전산자료 검색을 통해 확인될 경우 입학을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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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모집 일반전형(수능위주전형)

※ 혼합=표준점수(국/수)+백분위(탐구변환표준점수)

대학명
수능성적
반영비율

계열
수능반영영역

가산점
반영
지표

제2외국어/
한문 ⇨탐구
1과목대체

비고
국 수가 수나 영 사 과

가천대
수능100%
(일반전형1)

인문
우수한 영역 순

35%+25%

20 20

백 -

• 인문계열/자연계열 ⇨ 탐구1과목 적용
• 의예과/한의예과 ⇨ 탐구2과목 적용
• 일반전형2 
  ⇨ 국/수/영/탐 중 상위 3개 영역 반영(탐구1과목)
  ⇨ 최상위(45%)+차상위(40)%+차차상위(15%)   

자연
금융수학/자유전공(인문)

20 20
수가5%
과탐3%

의예/한의예 25 30 20 25

가톨릭대 수능100%

인문/사회 30 30 20 30

혼합 -

• 탐구1과목
• 의예/간호 ⇨ 탐구2과목
• 영어영역 ⇨ 등급별 환산점수 활용
• 의예과/간호학과 ⇨ 영어영역 가산점 부여

의예 30 40 30

간호(자연) 30 40 30

간호(인문) 30 40 30

자연과학부/공학부 30 30 20 20 수가10%

건국대 수능100%

인문Ⅰ 30 25 15 25

- 혼합
○

(인문계열 모집단위)

• 탐구2과목
• 한국사 5% 반영
• 인문⇨제2외국어/한문영역 성적을 탐구 1과목으로 인정

인문Ⅱ 25 30 15 25

자연Ⅰ 20 35 15 25

자연Ⅱ 20 30 15 30

경기대 수능100%

휴먼인재융합대/관광문화대 40 30 20 10

수가 15% 백 - • 탐구1과목

지식정보서비스대 30 40 20 10

지식정보서비스대
(국제산업정보학과)

(30) 60 10

융합과학대/창의공과대 25 40 20 15

경희대 수능100%

인문 35 25 15 20

- 혼합
○

(인문ㆍ사회계열 
모집단위)

• 탐구2과목
• 한국사 5% 반영
• 인문⇨제2외국어/한문영역 성적을 사탐 1과목으로 인정

사회 25 35 15 20

자연 20 35 15 25

고려대(서울) 수능100%

인문/가정교육과 36 36 28

- 혼합 -
• 탐구2과목
• 영어영역 ⇨ 등급별 감점
• 한국사영역 ⇨ 등급별 가산점

자연 31 38 31

간호/컴퓨터
(수학과 탐구유형별로
모집인원의 50%선발)

31 38 31

36 36 28

광운대 수능100%

인문사회 30 25 20 25 건축학과(5년제)/
정보융합학부

수가10%

정보융합학부
과탐5%

혼합
○

(사회탐구 1과목으로 
인정)

• 탐구2과목
• 사탐응시자 ⇨제2외국어/한문영역 성적을 사탐 1과목
으로 인정

경영/국제통상 30 35 20 15

정보융합학부 20 35 20 25

자연 20 35 20 25

건축학과(5년제) 25 30 20 25

국민대 수능100%
인문/건축학(인문) 30 20 20 30

백 - • 탐구2과목
자연 20 30 20 30 수가10%

단국대(죽전) 수능100%

경영경제대학 25 35 20 20

백 -
• 탐구2과목 
• 의학계열 ⇨국, 수(가) 표준점수 반영

문과대/법과대/사회과학/
특수교육/한문교육

35 25 20 20

건축학전공 35 25 20 20 수가10%

자연계열(건축학 제외) 20 35 20 25

동국대 수능100%
인문 30 25 20 20

혼합
○

(인문계열 모집단위)
• 탐구2과목              • 한국사 5% 반영
• 인문⇨제2외국어/한문영역 성적을 탐구1과목으로 인정자연 25 30 20 20

명지대 수능100% 인문•자연 30 30 20 20

자연과학대/공과대/
건축학부/전공자유/

ICT융합대학
수가10%
과탐10%

백 - • 탐구2과목

상명대 수능100%

인문 35 25 20 20
자연계열
수가10%

표 - • 탐구1과목자연 20 35 20 25

수학교육 25 40 15 20

서강대 수능100% 전 계열 35.5 45.2 19.3 수가10% 혼합 - • 탐구2과목

서경대 수능100%

인문과학/사회과학 40 10 25 25

백
○

(전모집단위)
• 탐구2과목
• 군사학과 ⇨ 수능(60%)+면접(20%)+체력고사(20%)

군사학과 25 25 25 25

이공대학 10 40 25 25 수가5%/ 과탐5%

서울과기대 수능100%

영문/행정/경영/
건축학전공(인문)/환경정책

전공(인문)
30 25 20 25

- 표 - • 탐구2과목
공과대/정보통신대/

에너지바이오/산업공학/
MSDE학과

20 35 20 25

서울대 수능100%

인문/사회과학/경영 등 33.3 40 26.7

- 혼합

<제2외국어/한문>
1~2등급 만점

3등급 이하 0.5점씩 
차등 감점

• 탐구2과목
• 수능응시영역 기준은 전형계획참조자연과학/공과대학 등 33.3 40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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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모집 일반전형(수능위주전형)

※ 혼합=표준점수(국/수)+백분위(탐구변환표준점수)

대학명
수능성적
반영비율

계열
수능반영영역

반영
지표

제2외국어/
한문 ⇨탐구
1과목대체

비고
국 수가 수나 영 사 과 가산점

서울시립대 수능100%

인문계열Ⅰ 30 30 25 15

- 혼합
○

(인문계열 모집단위)

• 탐구2과목
• 인문계열Ⅱ⇨ 경영학부/경제학부/세무학과
• 인문⇨제2외국어/한문영역의 성적을 탐구1과목으로 인정

인문계열Ⅱ 30 35 25 10

자연계열 20 30 20 30

성결대
수능90%

학생부10%
전체모집단위

(인문/사회/공과대)
(35) (35) (35) 30 수가10% 백 -

• 학생부 ⇨ 교과 100% 
• 탐구1과목
• 국, 수, 영 영역 중 상위 2개 영역 선택 반영

성균관대 수능100%
인문 40 40 20

- 혼합
○

(인문계열 모집단위)
• 탐구2과목
• 인문⇨제2외국어/한문영역의 성적을 탐구1과목으로 인정

자연 25 40 35

세종대 수능100%

인문 30 30 20 20
국방시스템/
항공시스템
수가10%

창의소프트학부
수가5%

혼합 - • 탐구2과목
자연(창의소프트학부) 35 35 20 10

국방시스템공학/항공시스템공학 15 40 20 25

자연 15 40 20 25

수원대 수능100%
인문 30 20 20 30

수가10% 백 -
• 탐구1과목
• 간호학과는 탐구2과목

자연 20 30 20 30

숭실대 수능100%

인문계열 35 25 20 20

혼합
○

(인문ㆍ경상계열 
모집단위)

• 탐구2과목
•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한문 과목만 사회탐구 
1개 과목으로 대체 가능

경상계열 25 35 20 20

자연계열1 20 35 20 25

자연계열2/융합특성화자유전공 20 35 20 25
수가10%
과탐5%

아주대 수능100%

인문1
경영대학/

간호학과(인문)
25 40 20 15

- 혼합 - • 탐구2과목
인문2 인문대학/사회과학대학 35 25 20 20

자연1
공과대학/정보통신대학/
자연과학대학/간호대학

20 35 20 25

자연2 의학과/국방디지털융합 20 40 10 30

안양대 수능100%
인문/사회/사범 40 30 30 자연계열

수가10%
과탐10%

백 - • 탐구1과목
자연 40 30 30

연세대
(서울)

수능100%

인문/사회 33.3 33.3 16.7 16.7

- 혼합
○

(인문사회계열 
모집단위)

• 탐구2과목
• 한국사 가산점 10점 부여
• 과탐⇨서로 다른(물/화/생/지) 2과목 응시
        (Ⅰ,Ⅱ 구분없음)
• 인문⇨제2외국어/한문영역의 성적을 탐구1과목으로 인정

자연 22.2 33.3 11.2 33.3

인천대 수능100%

인문계열/패션산업/디자인 40 30 30

자연계열
수가15%

백
-

• 탐구2과목동북아국제통상학부 30 40 30

자연 30 40 30

인하대 수능100%

인문 30 25 20 20

- 혼합
○

(사회탐구 1과목으로 
인정)

• 탐구2과목
• 한국사 5% 반영
• 인문⇨제2외국어/한문영역의 성적을 사탐1과목으로 인정

인문
(아태물류/글로벌금융/
공간정보공학/간호학과/

국제학부)

30 30 20 15

자연 20 30 20 25

중앙대 수능100%
인문 40 40 20

- 혼합
○

(사회탐구 1과목으로 
인정)

• 탐구2과목
• 인문⇨제2외국어/한문영역의 성적을 사탐1과목으로 인정

자연 25 40 35

한국산업
기술대

수능100%

공학계열 25 35 20 20

수가10% 백 -

• 일반학생전형⇨탐구1과목
• 수능우수자전형 ⇨탐구반영시 2과목 평균
공학계열 ⇨ 수학60%+상위1개영역40%
경영/디자인 ⇨ 수학50%+상위1개영역50%

경영학/디자인 35 25 20 20

한국외대 수능100%
인문 30 30 20 20

- 혼합
○

(사회탐구 1과목으로 
인정)

• 탐구2과목
• 자연계열 한국사 필수 응시(가산점 없음)
• 인문⇨제2외국어/한문영역의 성적을 사탐1과목으로 인정자연 20 35 1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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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모집 일반전형(수능위주전형)

※ 혼합=표준점수(국/수)+백분위(탐구변환표준점수)    ※ 영어영역 반영정보 ☞ 11쪽 참조    ※ 한국사 반영정보 ☞ 12쪽 참조

대학명
수능성적
반영비율

계열

수능반영영역

가산점
반영
지표

제2외국어/

한문 ⇨탐구
1과목대체

비고
국 수가 수나 영 사 과

한국항공대 수능100%

항공우주및기계공학부

항공전자정보공학부

항공재료공학과

20 35 25 20 -

표 - • 탐구 2과목
소프트웨어학과

항공교통물류학부

항공운항학과

자유전공학부

20 30 30 20 수가5%

경영학부 30 20 30 20 -

한성대 수능100%
상상력인재학부

ICT디자인학부

국어/수학 영역 중

높은 점수 40%

낮은 점수 20% 반영

25 15
수가 백분위 

10점 가산
백 - • 탐구 1과목

한양대

<가군>

수능100%

<나군>

수능90%

학생부10%

인문 30 30 10 30

<자연계열>

과탐 Ⅱ과목

3%

혼합

○

(인문ㆍ상경계열 

모집단위)

• 탐구 2과목

• 인문ㆍ상경계열

⇨제2외국어/한문영역의 성적을 사탐1과목으로 인정

상경 30 40 10 20

자연 20 35 10 35

한양대(에리카) 수능100%

인문/상경 25 30 20 25

- 혼합

○

(사회탐구 1과목으로 

인정)

• 탐구 2과목

• 인문ㆍ상경계열

⇨제2외국어/한문영역의 성적을 사탐1과목으로 인정자연 25 30 20 25

홍익대(서울) 수능100%
인문 30 30 15 25

- 표 - • 탐구 2과목
자연 20 35 15 30

홍익대(세종) 수능100%
인문 (40) (40) 20 40

- 표 - • 탐구 2과목
자연 20 35 15 30

덕성여대 수능100%
인문/사회 30 20 25 25 -

백 - • 탐구2과목
자연과학/공과대학 20 30 25 25 수가10%

동덕여대 수능100%
인문/사회 30 25 25 20 -

백 - • 탐구 2과목
자연 25 30 25 20 수가10%

서울여대 수능100%

인문사회 30 20 30 20

백 -

• 탐구 1과목

• 수학가형 가산점

⇨ 디지털미디어/정보보호/소프트웨어융합/수학

• 과학탐구 가산점

⇨ 식품응용시스템/자율전공(자연)/화학생명환경과학/

   원예생명조경 

자연 20 30 30 20

<일부학과>

수가10%

과탐10%

성신여대 수능100%

인문사회 30 20 30 20
-

백 ○

• 탐구 2과목

• 제2외국어/한문영역의 성적을 탐구1과목으로 인정

• 수학가형 가산점(10%) 부여 학과

⇨식품영양학과

• 수학가형(10%) 및 과탐Ⅱ(5%) 가산점 부여 학과

⇨간호학과/글로벌의과학과

(물리Ⅱ/화학Ⅱ/생명과학Ⅱ에 응시한 경우 가산점 부여)

경제/경영 20 30 30 20

간호(인문) 20 30 30 20

<일부학과>

수가10%

<일부학과>

수가10%

과탐5%

간호(자연)/글로벌의과학

/식품영양/수학/화학/청정

융합에너지공학/바이오식

품공학/바이오생명공학

10 35 30 25

의류산업/통계학/서비스디

자인공학/융합보안공학/컴

퓨터공학/정보시스템공학

10 35 30 25

숙명여대 수능100%

인문계열 35 25 20 20

응용물리전공

물리20%
백

○

(인문계열/의류학과)

• 탐구2과목

• 인문(의류학과 포함)

⇨ 제2외국어/한문영역의 성적을 사탐1과목으로 인정

경상대학 30 30 20 20

응용물리/화학/생명시스템

전자공학/IT공학/화공생명/

기계시스템/기초공학부/

식품영양

25 35 20 20

수학과 15 50 20 15

통계(인문) (30) 50 20 (30)

통계(자연) (30) 50 20 (30)

컴퓨터/소프트웨어(인문) 25 35 20 20

컴퓨터/소프트웨어(자연) 25 35 20 20

의류학과(인문) 35 25 20 20

의류학과(자연) 35 25 20 20

이화여대 수능100%

인문 30 25 20 25

- 혼합
○

(인문계열 모집단위)

• 탐구2과목

• [사/과]를 모두 인정하는 모집단위 ⇨ 
제2외국어/한문영역의 성적을 탐구 1과목으로 인정자연 25 30 2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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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정시모집 수능위주전형

지역 대학명 전형유형
전형방법(%) 수능 성적 반영 방식(%)

학생부(교과성적) 반영
수능 학생부 면접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1과목)

서울

동양미래대학 일반전형 60 40 - (50) 가산점
-

(동점자처리기준)
50

• 학생부 ⇨ 교과성적 90% + 출결 10%
• 교과성적 ⇨ 전학년(6개학기) 중 우수 2개 학기 반영

명지전문대학 일반전형(수능위주) 70 30 - (40) (40) 20 • 3학년 1, 2학기 전교과성적 100%

배화여자대학 일반전형(수능위주) 70 30 - (33.3) 33.3 - 33.3 • 3개 학기(2-1, 2-2, 3-1) 중 우수 2개 학기 성적 반영

삼육보건대학 일반전형(수능) 100 - - (40) 40 5 15

서울여자간호대학 일반전형 100 - - (33) 34
-

(동점자처리기준)
33 (2과목)

서일대학 일반전형(수능위주) 80 20 - 66.6 (2개 영역 반영) 가산점 33.3 • 5개 학기(3학년 1학기까지) 중 우수 2개 학기 성적 반영

숭의여자대학 일반전형(수능위주) 60 40 - (33) 34
-

(동점자처리기준)
33 • 3개 학기(2-1, 2-2, 3-1) 중 우수 2개 학기 성적 반영

인덕대학 일반전형(수능위주) 60 40 - (35) 35 - 30 • 5개 학기(3학년 1학기까지) 중 우수 2개 학기 성적 반영

한양여자대학 일반전형(수능) 60 40 - 33.3 33.3 16.6 8.4 8.4 • 3개 학기(2-1, 2-2, 3-1) 성적 반영

인천

경인여자대학 일반전형(수능) 70 30 - (50) (50) (50) - (50)
• 5개 학기(3학년 1학기까지) 중 우수 2개 학기 성적 반영
• [수능성적] ⇨ 우수 2개 영역 반영

인하공업전문대학
일반전형(공업계열) 100 - - - 33.3 33.3 - 33.3 • 수능 수학 가형 응시자 15% 가산점 부여

일반전형(사회실무계열) 60 - 40 33.3 - 33.3 - 33.3

인천재능대학

일반전형(수능) 100 - - (50) (50) 가산점 - (50) • [수능성적] ⇨ 우수 2개 영역 반영

일반전형(학생부) - 100 - - - - - - • 전학년(6개학기) 중 우수 2개 학기 반영

일반전형(수능+면접) 40 - 60 (50) (50) 가산점 - (50) • 항공운항서비스과만 해당
• 전학년(6개학기) 중 우수 2개 학기 반영
 (전학년 영어성적 추가반영)일반전형(학생부+면접) - 40 60 - - - - -

경기

경기과학기술대학 일반전형(수능) 100 - - (50) (50) (50) - (50) • [수능성적] ⇨ 우수 2개 영역 반영

경민대학 일반전형 60 40 - (50) (50) (50) - (50) • 4개 학기(1,2학년) 중 우수 2개 학기 성적 반영

경복대학 일반전형 80 - 20 (50) (50) (50) - (50)
• [항공서비스학과] ⇨ 수능40%+ 면접60%
• 5개 학기(3학년 1학기까지) 전과목 성적 반영

계원예술대학 일반전형 100 - - (33.3) (33.3) (33.3) - (33.3)

국제대학

일반전형(수능) 100 - -
(50) (50) (50) - (50)

• [면접고사] ⇨ 간호학과, 항공서비스학과
• 간호학과는 국(33.3%),수(33.3%),영(33.4%) 3개 영역 반영일반전형(수능+면접) 60 - 40

일반전형(학생부) - 100 - - - - - - • 4개 학기(1,2학년) 중 우수 1개 학기 성적 반영

김포대학 일반전형 70 30 - (50) (50) (50) (50) (50) • 5개 학기(3학년 1학기까지) 중 우수 1개 학기 성적 반영

대림대학
일반전형(수능) 60 40 -

(50) (50) (50) (50) (50)

• 학생부 ⇨ 교과성적80%+출결20%
• 5개 학기(3학년 1학기까지) 중 우수 2개 학기 성적 반영
• 제2외국어/한문 영역도 반영 가능

일반전형(수능+면접) 40 - 60 • 항공운항서비스과

동남보건대학 일반전형(수능) 90 10 - (50) (50) (50) - (50) • 출결100% 반영(교과성적 미반영)

동서울대학
일반전형(수능) 100 - -

25 25 25 25 -
일반전형(수능+면접) 40 - 60 • 항공서비스과

동아방송예술대학 일반전형 60 40 - (50) (50) (50) (50)(2과목) • 4개 학기(1,2학년) 중 우수 2개 학기 성적 반영

동원대학 일반전형(수능) 100 - - (50) (50) (50) (50) (50)
• 제2외국어/한문 영역도 반영 가능
• 반영지표 ⇨ 상위 2개 영역의 등급 반영

두원공과대학
일반전형(수능) 100 - -

(50) (50) (50) - (50)
일반전형(수능+면접) 40 - 60 • 항공서비스과, 군사학과

부천대학
일반전형(수능) 100 - -

(50) (50) (50) - (50)
일반전형(수능+면접) 40 - 60 • 건축과, 항공서비스과, 호텔외식조리과

서울예술대학 일반전형(수능위주) 100 - -
50 - 50 - - • 인터랙티브아트

- 50 50 - - •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

서정대학 일반전형(수능) 80 20 - (50) (50) - - (50) • 4개 학기(1,2학년) 중 우수 2개 학기 성적 반영

수원과학대학 일반전형(수능) 60 40 - (50) (50) (50) - (50) • 전학년(6개학기) 중 우수 1개 학기 반영

신구대학 일반전형(수능) 100 - - (50) (50) (50) • 수능 탐구영역 미반영

신안산대학
일반전형(수능) 100 - - (50) (50) • 수능 수학 가형 응시자 10% 가산점 부여

일반전형(학생부) - 100 - - - - - - • 5개 학기(3학년 1학기까지) 중 우수 1개 학기 성적 반영

연성대학
일반전형(수능) 70 30 -

(50) -
50

(탐구/제2외국어)

• 2학년 2개 학기 반영

일반전형(수능+면접) 40 - 60 • 사회복지/군사학/호텔관광/항공서비스과

안산대학 일반전형(수능) 60 40 - (50) (50) - - (50) 전학년(6개학기) 중 우수 1개 학기 반영

여주대학
일반전형(수능) 70 30 - (50) (50) (50) - - • 간호/물리치료/치위생/안경광학/작업치료

일반전형(학생부) - 100 - - - - - - • 5개 학기(3학년 1학기까지) 중 우수 1개 학기 성적 반영

오산대학
일반전형(수능) 70 30 -

(50) -
50

(탐구/제2외국어)

• 5개 학기(3학년 1학기까지) 중 우수 1개 학기 성적 반영

일반전형(수능+면접) 40 - 60 • 기술드론부사관/항공서비스/기술행정부사관/조리부사관

용인송담대학 일반전형(수능) 100 - - (50) - 50

웅지세무대학 일반전형(수능) 100 - - - - 100 - -

유한대학
일반전형(수능) 100 - - (50) (50) (50) - (50)

일반전형(학생부) - 100 - - - - - - • 전학년(6개학기) 중 우수 2개 학기 반영

장안대학
일반전형(수능) 60 40 -

(50) (50) (50) - (50)
• 4개 학기(1,2학년) 중 우수 1개 학기 성적 반영

일반전형(수능+면접) 40 - 60 • 항공관광과/부사관과

청강문화산업대
일반전형(수능) 100 - - (50) 50

일반전형(면접) - - 100 - - - - - • 웹툰만화콘텐츠/무대미술

한국관광대학
일반전형(수능) 100 - -

(50) (50) (50) (50) (50)
• 제2외국어/한문 영역도 반영 가능

일반전형(수능+면접) 40 - 60 • 호텔경영과, 항공서비스과, 국제비서과, 군사과

한국복지대학 일반전형(수능) 70 30 - 80 (40×2) - 20 •국어+영어+수학 성적 반영⇨1학년/2-3학년

※ 수도권 전문대학의 정시모집 전형 중 일반전형(수능) 위주로 정리한 자료이오니, 실기위주 전형은 해당 전문대학의 2021학년도 전형계획을 확인하여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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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영어영역(절대평가) 대학별 정시모집 등급별 점수(예시)

대학명 전형명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비고

가천대
일반전형1

98 95 91 80 70 60 50 40 30
일반전형2

가톨릭대
의예과(가산점) 10 9.5 9 8.5 8 7.5 7 6.5 6 • 의예과 ⇨등급별 가산점 부여

• 일반학과 ⇨등급별 환산점수 부여인문/사회/자연/공학 200 196 190 180 170 160 150 140 0

강남대 일반학생 100 95 90 80 70 50 30 10 0

건국대
KU일반학생(인문) 200 196 193 188 183 180 170 160 150

KU일반학생(자연) 200 200 196 193 188 183 180 170 160

경기대 일반학생 100 98 94 86 70 50 30 10 0

경희대 일반전형 200 192 178 154 120 80 46 22 0

고려대 일반전형 0 -1 -3 -5 -7 -9 -11 -13 -15 • 등급별 감점

광운대 일반학생 200 197 192 184 172 160 148 136 0

국민대 일반학생 100 98 95 90 85 80 75 70 0

단국대(죽전•천안)
전계열 100 97 92 80 70 40 15 5 0

의학 100 80 70 40 30 20 15 5 0

동국대 일반전형 200 199 197 190 180 140 90 20 0

명지대 수능우수자 100 98 96 90 80 60 40 20 0

상명대 수능전형 100 98 96 94 90 80 70 60 40

서강대 일반전형 100 99 98 97 96 95 94 93 92

서경대 일반학생 100 90 80 70 50 30 20 10 0

서울대(영어) 일반전형 0 -0.5 -1 -1.5 -2 -2.5 -3 -3.5 -4 • 2등급 이하 0.5점씩 감점

서울대
(제2외국어/한문)

일반전형 0 0 0.5 1 1.5 2 2.5 3 3.5 • 3등급 이하 0.5점씩 감점

서울과학기술대 일반전형 135 130 125 115 100 80 60 30 0

세종대 일반학생 100 95 85 70 50 30 15 5 0

성결대 일반전형 100 90 80 70 60 50 35 20 0

수원대 수능위주 100 97 94 91 88 81 71 56 41

숭실대 일반전형 140 136 130 121 101 81 61 31 0

서울시립대
일반전형(인문) 250 246 242 238 234 230 226 222 0

일반전형(자연) 200 198 196 194 192 190 188 186 0

성균관대 일반전형 100 97 92 86 75 64 58 53 50

아주대
10% 반영 시 100 96 92 84 60 40 20 10 0

20% 반영 시 200 192 184 168 120 80 40 20 0

안양대 수능위주 100 95 90 85 80 65 50 30 0

연세대(서울) 일반전형 100 95 87.5 75 60 40 25 12.5 5

을지대
일반전형Ⅰ,Ⅱ 100 95 90 80 70 60 50 30 10

일반전형Ⅰ,Ⅱ(의예과) 100 80 70 60 50 0 0 0 0

인천대 일반학생 30 26 19 10 0 -10 -19 -26 -30 • 6등급 이하부터 등급별 감점

인하대 일반전형 200 198 194 185 170 150 120 80 0

중앙대
일반전형(인문) 100 97 93 88 80 72 61 55 50

일반전형(자연) 100 98 95 92 86 75 64 58 50

한국산업기술대
일반학생 80 72 68 64 48 40 24 16 8

수능우수자 160 144 136 128 96 80 48 32 16

한국외대
일반전형(인문) 140 133 123 107 80 53 27 13 0

일반전형(자연) 105 100 92 80 60 40 20 10 0

한국항공대 수능위주 136 133 128 123 118 113 108 103 98

한성대 일반전형 100 97 94 80 70 55 40 25 10

한양대
인문•상경 100 96 90 82 72 60 46 30 12

자연 100 98 94 88 80 70 58 44 28

한양대(에리카) 인문•상경•자연 100 99.5 99 98 96.5 95 92.5 90 85

홍익대 일반전형 200 195 188 179 168 155 140 123 104

덕성여대 수능100%전형 100 98 94 80 70 60 50 40 0

동덕여대 일반전형 100 97 91 82 70 55 40 20 0

성신여대 일반학생 100 95 85 70 55 40 25 10 0

서울여대 일반학생 100 97 94 80 65 50 35 20 0

숙명여대 일반학생 100 95 85 75 65 55 45 35 25

이화여 수능전형 100 98 94 88 84 80 76 72 68



18 인천광역시교육청

수능 한국사영역(절대평가) 대학별 정시모집 등급별 점수(예시)

대학명 전형명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비고

가톨릭대
인문•사회•간호(인문) 10 10 10 10 9 9 8 8 8

자연•공학•간호(자연) 10 10 10 10 10 9 9 8 8

건국대 KU일반학생 200 200 200 200 196 193 188 183 180

경기대 일반전형 0 0 0 0 -0.5 -0.5 -0.5 -1 -1 • 4등급 이내 ⇨ 감점 없음 / 5등급 이하부터 감점

경희대
인문사회 200 200 200 195 190 185 180 175 170

자연 200 200 200 200 194 188 182 176 170

건국대 KU일반전형 200 200 200 200 196 193 188 183 180

고려대
일반전형(인문) 10 10 10 9.8 9.6 9.4 9.2 9 8

일반전형(자연) 10 10 10 10 9.8 9.6 9.4 9.2 8

광운대 일반학생 10 10 10 10 9.8 9.6 9.4 9.2 9

국민대 일반학생 0 0 0 0 -0.2 -0.4 -0.6 -0.8 -1.0 • 4등급 이내 ⇨ 감점 없음 / 5등급 이하부터 0.2점씩 감점

단국대(죽전/천안) 수능위주 5 5 5 4 4 3 2 1 0

동국대 일반학생 200 199 197 190 180 140 90 20 0

명지대 수능우수자 3 3 3 3 3 3 2 2 2

상명대 수능전형 10 10 10 10 9.8 9.6 9.4 9.2 9

서강대 수능(일반) 10 10 10 10 9.6 9.2 8.8 8.4 8.0

서울과학기술대 일반전형 50 50 50 49 48 45 40 20 0

서울시립대 일반전형 0 0 0 0 -2 -4 -6 -8 -10 • 4등급 이내 ⇨ 감점 없음 / 4등급 이하부터 2점씩 감점

서경대 일반학생 5 5 5 4 4 3 3 2 1

서울대 일반전형 0 0 0 -0.4 -0.8 -1.2 -1.6 -2 -2.4 • 4등급 이내 ⇨ 감점 없음 / 4등급 이하부터 0.4점씩 감점

세종대 일반학생 10 10 10 9.8 9.6 9.4 9.2 9 8.8

성결대 일반전형 100 100 100 100 100 98 96 94 92

성균관대 일반전형 10 10 10 10 9 8 7 6 5

수원대 수능위주 5 5 5 5 5 2 2 2 2

숭실대 일반전형 4 3.5 3 2.5 2 1.5 1 0.5 0

아주대 일반전형 0 0 0 0 -5 -10 -20 -30 -40 • 4등급 이내 ⇨ 감점 없음 / 4등급 이하부터 등급별 감점

연세대 일반전형(인문/자연) 10 10 10 10 9.8 9.6 9.4 9.2 9

을지대 일반전형 5 5 5 5 4 3 2 1 0

인하대
일반전형(인문) 50 50 50 50 45 45 40 40 40

일반전형(자연) 50 50 50 50 50 45 45 40 40

중앙대 일반전형 10 10 10 10 9.6 9.2 8.8 8.4 8

한국산업기술대
일반전형

10 10 10 10 9.8 9.6 9.4 9.2 9
수능우수자

한국외대 일반전형(인문) 10 10 10 9.8 9.6 9.4 9.2 9 8

한국항공대 일반학생 10 10 10 10 9.9 9.8 9.7 9.6 9.5

한신대 일반학생 10 10 10 10 10 10 9 8 7

한성대 일반전형 10 10 10 10 8 6 4 2 0

한양대
인문•상경 0 0 0 -0.1 -0.2 -0.3 -0.4 -0.5 -0.6 • 인문/상경 ⇨ 3등급 이내 감점 없음

• 자연 ⇨ 4등급 이내 감점 없음자연 0 0 0 0 -0.1 -0.2 -0.3 -0.4 -0.5

한양대(에리카) 일반전형 10 10 10 10 9.9 9.8 9.7 9.6 9

홍익대
일반전형(서울) 10 10 10 9.9 9.8 9.7 9.6 9.5 9.4

일반전형(세종) 10 10 10 10 10 9.9 9.8 9.7 9.6

덕성여대 수능100%전형 10 10 10 10 9 8 7 6 0

동덕여대 일반전형 3 3 3 3 2.5 2 1.5 1 0.5

성신여대 일반학생 2 1.5 1 0.5 0 0 0 0 0 • 5등급이하부터 가산점 없음

서울여대 일반학생 5 5 5 4.95 4.8 4.5 4 2 0

숙명여대 일반학생 3 3 3 2 2 2 1 1 1

이화여대
수능전형(인문) 10 10 10 9.8 9.6 9.4 9.2 9 8.5

수능전형(자연) 10 10 10 10 9.8 9.6 9.4 9.2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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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4년제 대학 현황 (국립/사립/산업대학/교육대학)

연번 대학명 설립 연번 대학명 설립 연번 대학명 설립 연번 대학명 설립 연번 대학명 설립 연번 대학명 설립
1 강릉원주대 국립 36 건국대 사립 71 대전대 사립 106 성신여대 사립 141 장로회신학대 사립 176 한일장신대 사립

2 강원대 국립 37 건양대 사립 72 대전신학대 사립 107 세명대 사립 142 전주대 사립 177 협성대 사립

3 경남과학기술대 국립 38 경기대 사립 73 대진대 사립 108 세종대 사립 143 제주국제대 사립 178 호남대 사립

4 경북대 국립 39 경남대 사립 74 덕성여대 사립 109 세한대 사립 144 조선대 사립 179 호남신학대 사립

5 경상대 국립 40 경동대 사립 75 동국대 사립 110 송원대 사립 145 중부대 사립 180 호서대 사립

6 공주대 국립 41 경성대 사립 76 동덕여대 사립 111 수원가톨릭대 사립 146 중앙대 사립 181 홍익대 사립

7 군산대 국립 42 경운대 사립 77 동명대 사립 112 수원대 사립 147 중앙승가대 사립

8 금오공과대 국립 43 경일대 사립 78 동서대 사립 113 숙명여대 사립 148 중원대 사립

9 목포대 국립 44 경주대 사립 79 동신대 사립 114 순천향대 사립 149 차의과학대 사립

10 목포해양대 국립 45 경희대 사립 80 동아대 사립 115 숭실대 사립 150 창신대 사립 산업대학(수시6회제한예외)

11 부경대 국립 46 계명대 사립 81 동양대 사립 116 신경대 사립 151 청주대 사립 182 청운대 사립

12 부산대 국립 47 고려대 사립 82 동의대 사립 117 신라대 사립 152 초당대 사립 183 호원대 사립

13 서울과학기술대 국립 48 고신대 사립 83 루터대 사립 118 신한대 사립 153 총신대 사립 교육대학

14 서울대 국립 49 관동대 사립 84 명지대 사립 119 아세아연합신대 사립 154 추계예술대 사립 184 경인교대

15 서울시립대 국립 50 광신대 사립 85 목원대 사립 120 아주대 사립 155 침례신학대 사립 185 공주교대

16 순천대 국립 51 광운대 사립 86 목포가톨릭대 사립 121 안양대 사립 156 칼빈대 사립 186 광주교대

17 안동대 국립 52 광주가톨릭대 사립 87 배재대 사립 122 연세대 사립 157 평택대 사립 187 대구교대

18 인천대 국립 53 광주대 사립 88 백석대 사립 123 영남대 사립 158 포항공대(포스텍) 사립 188 부산교대

19 전남대 국립 54 광주여대 사립 89 부산가톨릭대 사립 124 영남신학대 사립 159 한국국제대 사립 189 서울교대

20 전북대 국립 55 국민대 사립 90 부산외대 사립 125 U1대 사립 160 한국기술교대 사립 190 전주교대

21 제주대 국립 56 KC대 사립 91 부산장신대 사립 126 영산대 사립 161 한국산업기술대 사립 191 진주교대

22 창원대 국립 57 극동대 사립 92 삼육대 사립 127 영산선학대 사립 162 한국성서대 사립 192 청주교대

23 충남대 국립 58 금강대 사립 93 상명대 사립 128 예수대 사립 163 한국외대 사립 193 춘천교대

24 충북대 국립 59 김천대 사립 94 상지대 사립 129 예원예술대 사립 164 한국항공대 사립 특별법 설치대학(수시6회제한예외)

25 한경대 국립 60 꽃동네대 사립 95 서강대 사립 130 용인대 사립 165 한남대 사립 광주과학기술원(GIST)

26 한국교통대 국립 61 나사렛대 사립 96 서경대 사립 131 우석대 사립 166 한동대 사립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27 한국교원대 국립 62 남부대 사립 97 서울기독대 사립 132 우송대 사립 167 한라대 사립 울산과학기술원(UNIST)

28 한국체육대 국립 63 남서울대 사립 98 서울신학대 사립 133 울산대 사립 168 한려대 사립 한국과학기술원(KAIST)

29 한국해양대 국립 64 단국대 사립 99 서울여대 사립 134 원광대 사립 169 한림대 사립 경찰대학

30 한밭대 국립 65 대구가톨릭대 사립 100 서울장신대 사립 135 위덕대 사립 170 한서대 사립 공군사관학교

31 가야대 사립 66 대구대 사립 101 서원대 사립 136 을지대 사립 171 한성대 사립 국군간호사관학교

32 가천대 사립 67 대구예술대 사립 102 선문대 사립 137 이화여대 사립 172 한세대 사립 육군사관학교

33 가톨릭대 사립 68 대구한의대 사립 103 성결대 사립 138 인제대 사립 173 한신대 사립 해군사관학교

34 감리교신학대 사립 69 대신대 사립 104 성공회대 사립 139 인천가톨릭대 사립 174 한양대 사립 한국예술종합학교

35 강남대 사립 70 대전가톨릭대 사립 105 성균관대 사립 140 인하대 사립 175 서울한영대 사립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국 전문대학 현황 (국립/도립/사립)

연번 대학명 설립 연번 대학명 설립 연번 대학명 설립 연번 대학명 설립 연번 대학명 설립 연번 대학명 설립
1 한국복지대 국립 26 광양보건대 사립 51 동아방송예술대 사립 76 서울예술대 사립 101 영진전문대 사립 126 춘해보건대 사립

2 한국농수산대 국립 27 광주보건대 사립 52 동아인재대 사립 77 서일대 사립 102 오산대 사립 127 충북보건과학대 사립

3 강원도립대 도립 28 구미대 사립 53 동양미래대 사립 78 서정대 사립 103 용인송담대 사립 128 충청대 사립

4 경남도립거창대 도립 29 국제대 사립 54 동원과학기술대 사립 79 서해대 사립 104 우송정보대 사립 129 포항대 사립

5 경남도립남해대 도립 30 군산간호대 사립 55 동원대 사립 80 선린대 사립 105 울산과학대 사립 130 한국골프대 사립

6 경북도립대 도립 31 군장대 사립 56 동의과학대 사립 81 성덕대 사립 106 웅지세무대 사립 131 한국관광대 사립

7 전남도립대 도립 32 기독간호대 사립 57 동주대 사립 82 세경대 사립 107 원광보건대 사립 132 한국승강기대 사립

8 충남도립대 도립 33 김포대 사립 58 두원공과대 사립 83 송곡대 사립 108 유한대 사립 133 한국영상대 사립

9 충북도립대 도립 34 김해대 사립 59 마산대 사립 84 송호대 사립 109 인덕대 사립 134 한림성심대 사립

10 가톨릭상지대 사립 35 농협대 사립 60 명지전문대 사립 85 수성대 사립 110 인천재능대 사립 135 한양여자대 사립

11 강동대 사립 36 대경대 사립 61 목포과학대 사립 86 수원과학대 사립 111 인하공업전문대 사립 136 한영대 사립

12 강릉영동대 사립 37 대구공업대 사립 62 문경대 사립 87 수원여자대 사립 112 장안대 사립 137 혜전대 사립

13 강원관광대 사립 38 대구과학대 사립 63 배화여자대 사립 88 순천제일대 사립 113 전남과학대 사립 138 호산대 사립

14 거제대 사립 39 대구미래대 사립 64 백석문화대 사립 89 숭의여자대 사립 114 전북과학대 사립

전문대학은 수시6회 제한에 
적용되지 않음

(단, 수시모집에 합격 시
정시모집/추가모집에 지원불가)

※ 백석예대, 정화예대, 
국제예대는 고등교육법이 아닌 

평생교육법에 의한 
전공대학이므로 

수시모집 합격 후에도 
정시모집 지원가능

15 경기과학기술대 사립 40 대구보건대 사립 65 백제예술대 사립 90 신구대 사립 115 전주기전대 사립

16 경남정보대 사립 41 대덕대 사립 66 부산경상대 사립 91 신성대 사립 116 전주비전대 사립

17 경민대 사립 42 대동대 사립 67 부산과학기술대 사립 92 신안산대 사립 117 제주관광대 사립

18 경복대 사립 43 대림대 사립 68 부산여자대 사립 93 아주자동차대 사립 118 제주한라대 사립

19 경북과학대 사립 44 대원대 사립 69 부산예술대 사립 94 안동과학대 사립 119 조선간호대 사립

20 경북보건대 사립 45 대전과학기술대 사립 70 부천대 사립 95 안산대 사립 120 조선이공대 사립

21 경북전문대 사립 46 대전보건대 사립 71 삼육보건대 사립 96 여주대 사립 121 진주보건대 사립

22 경인여자대 사립 47 동강대 사립 72 상지영서대 사립 97 연성대 사립 122 창원문성대 사립

23 계명문화대 사립 48 동남보건대 사립 73 서라벌대 사립 98 연암공업대 사립 123 천안연암대 사립

24 계원예술대 사립 49 동부산대 사립 74 서영대 사립 99 영남외국어대 사립 124 청강문화산업대 사립

25 고구려대 사립 50 동서울대 사립 75 서울여자간호대 사립 100 영남이공대 사립 125 청암대 사립



20 인천광역시교육청

2021학년도 대입전형일정

모집시기 기     간 합 격 자 발 표 등 록 기 간 비 고

수시모집(4년제 대학)

<원서접수 기간>
2020. 9. 7.(월) ∼ 9. 11.(금) 중 

3일 이상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2020. 7. 6(월) ∼ 7. 10.(금) 중 

3일 이상 또는 수시모집 원서접수기간

최초합격자 발표
2020. 12. 15(화)까지

미등록 충원합격자 발표
 2020. 12. 23(수)까지

(합격자 발표는 21시까지)

최초합격자 등록
2020. 12. 16.(수) ∼12. 18.(금)(3일)

 미등록 충원등록마감일
2020. 12. 24(목)

 

학생부기준일
2020. 8. 31(토)

수시모집(전문대학)

수시1차 2020. 9. 7(월)～9. 28(월)
최초합격자 발표

2020. 12. 15(화)까지
미등록 충원합격자 발표

 2020. 12. 19.(토)~12. 25(금)까지

최초합격자 등록
2020. 12. 16.(수) ∼12. 18.(금)(3일)

 미등록 충원등록마감일
  2020. 12. 25(금)수시2차 2020. 11. 9(월)～11. 23(월)

대학수학능력시험일 / 
성적 통지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일: 2020. 11. 19(목) 성적통지일: 2020. 12. 9(수)

정시모집
(4년제 대학)

원서접수   2020. 12. 26(토)～2020. 12. 30(수) 중 3일이상

가군

나군

다군

<전형기간>
 2021. 1. 2(토)～1. 10(일)(9일)

2021. 1. 11(월)～1. 19(화)(9일)

2021. 1. 20(수)～1. 28(목)(9일)

∙최초합격자 발표
 2021. 2. 1(월)까지

∙미등록충원합격자 발표
 2021. 2. 16(화)까지

(합격자 발표는 21시까지)

∙최초합격자 등록
 2021. 2. 2(화)～2. 4(목)(3일)

∙미등록 충원등록마감일
 2021. 2. 17(수)

학생부기준일
2020. 11. 30(토)

정시모집(전문대학)
<원서접수 기간>

2020. 12. 26(토) ~ 2021. 1. 8.(금)

∙최초합격자 발표
 2021. 2. 1(월)까지

∙미등록충원합격자 발표(등록)기간
2021. 2. 5(금) ～2. 28(일)

최초합격자 등록
2021. 2. 2(화) ～2. 4(목)(3일)

∙미등록 충원등록마감일
 2021. 2. 28(일)

추가모집     2021. 2. 19(금)～2. 25(목) 기간 중에 원서접수‧전형‧합격자발표하고 등록은 2.26(금) 마감 

 대입진학관련 상담안내

상담유형 상담신청 비고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진학상담센터마중물

• 진로진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상담 예약
  (http://jinhak.ice.go.kr) ⇨ 마중물진학센터 ⇨ 상담온라인예약
• 032-420-8475에서 전화 예약

• 1시간 상담 가능(월~토)
• 상담시간(09:00~17:00)

대교협 전화상담 전화: 1600-1615

• 2월∼7월(평시)
09:00∼18:00

대입상담교사 및 파견교사

• 8월∼1월(집중기)
09:00∼22:00

대입상담교사 및 파견교사

대학입학정보포털 온라인상담 • 대입정보포털어디가(http://adiga.kr)에서 신청 • 대교협 상담교사에 의한 온라인 상담

커리어넷 http://www.careernet.go.kr •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상담 신청 가능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Gray Gamma 2.2)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3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CMYK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tru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Remo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10X10
    /10X10Bold
    /12LotteMartDreamBold
    /12LotteMartDreamLight
    /12LotteMartDreamMedium
    /12LotteMartHappyBold
    /12LotteMartHappyMedium
    /12LotteMartHLight
    /365_smile
    /365break
    /365ingiqung
    /365kisskiss
    /365socool
    /365sunbeams
    /365sweetmuffin
    /365uppercat
    /AcadEref
    /ACaslonPro-Bold
    /ACaslonPro-BoldItalic
    /ACaslonPro-Italic
    /ACaslonPro-Regular
    /ACaslonPro-Semibold
    /ACaslonPro-SemiboldItalic
    /AdobeArabic-Bold
    /AdobeArabic-BoldItalic
    /AdobeArabic-Italic
    /AdobeArabic-Regular
    /AdobeDevanagari-Bold
    /AdobeDevanagari-BoldItalic
    /AdobeDevanagari-Italic
    /AdobeDevanagari-Regular
    /AdobeFangsongStd-Regular
    /AdobeFanHeitiStd-Bold
    /AdobeGothicStd-Bold
    /AdobeHebrew-Bold
    /AdobeHebrew-BoldItalic
    /AdobeHebrew-Italic
    /AdobeHebrew-Regular
    /AdobeHeitiStd-Regular
    /AdobeKaitiStd-Regular
    /AdobeMingStd-Light
    /AdobeMyungjoStd-Medium
    /AdobeNaskh-Medium
    /AdobeSongStd-Light
    /AGaramondPro-Bold
    /AGaramondPro-BoldItalic
    /AGaramondPro-Italic
    /AGaramondPro-Regular
    /AgencyFB-Bold
    /AgencyFB-Reg
    /Aharoni-Bold
    /ahn2006-B
    /ahn2006-L
    /ahn2006-M
    /AIGDT
    /Algerian
    /AmdtSymbols
    /AMGDT
    /AmiR-HM
    /Andalus
    /AngsanaNew
    /AngsanaNew-Bold
    /AngsanaNew-BoldItalic
    /AngsanaNew-Italic
    /AngsanaUPC
    /AngsanaUPC-Bold
    /AngsanaUPC-BoldItalic
    /AngsanaUPC-Italic
    /Aparajita
    /Aparajita-Bold
    /Aparajita-BoldItalic
    /Aparajita-Italic
    /ArabicTypesetting
    /Arial-Black
    /Arial-BoldItalicMT
    /Arial-BoldMT
    /Arial-ItalicMT
    /ArialMT
    /ArialNarrow
    /ArialNarrow-Bold
    /ArialNarrow-BoldItalic
    /ArialNarrow-Italic
    /ArialRoundedMTBold
    /ArialUnicodeMS
    /AuctionGothicBold
    /AuctionGothicLight
    /AuctionGothicMedium
    /BankGothicBT-Light
    /BankGothicBT-Medium
    /BaskOldFace
    /Batang
    /BatangChe
    /Bauhaus93
    /BCcardB
    /BCcardL
    /BellMT
    /BellMTBold
    /BellMTItalic
    /BerlinSansFB-Bold
    /BerlinSansFBDemi-Bold
    /BerlinSansFB-Reg
    /BernardMT-Condensed
    /Binggrae
    /Binggrae-Bold
    /BinggraeII
    /BinggraeII-Bold
    /BirchStd
    /BlackadderITC-Regular
    /BlackoakStd
    /BMDoHyeon
    /BMHANNA11yrsold
    /BMJUA
    /BMKIRANGHAERANG
    /BMYEONSUNG
    /BodoniMT
    /BodoniMTBlack
    /BodoniMTBlack-Italic
    /BodoniMT-Bold
    /BodoniMT-BoldItalic
    /BodoniMTCondensed
    /BodoniMTCondensed-Bold
    /BodoniMTCondensed-BoldItalic
    /BodoniMTCondensed-Italic
    /BodoniMT-Italic
    /BodoniMTPosterCompressed
    /BookAntiqua
    /BookAntiqua-Bold
    /BookAntiqua-BoldItalic
    /BookAntiqua-Italic
    /BookmanOldStyle
    /BookmanOldStyle-Bold
    /BookmanOldStyle-BoldItalic
    /BookmanOldStyle-Italic
    /BookshelfSymbolSeven
    /BradleyHandITC
    /BritannicBold
    /Broadway
    /BrowalliaNew
    /BrowalliaNew-Bold
    /BrowalliaNew-BoldItalic
    /BrowalliaNew-Italic
    /BrowalliaUPC
    /BrowalliaUPC-Bold
    /BrowalliaUPC-BoldItalic
    /BrowalliaUPC-Italic
    /BrushScriptMT
    /BrushScriptStd
    /Calibri
    /Calibri-Bold
    /Calibri-BoldItalic
    /Calibri-Italic
    /Calibri-Light
    /Calibri-LightItalic
    /CalifornianFB-Bold
    /CalifornianFB-Italic
    /CalifornianFB-Reg
    /CalisMTBol
    /CalistoMT
    /CalistoMT-BoldItalic
    /CalistoMT-Italic
    /Cambria
    /Cambria-Bold
    /Cambria-BoldItalic
    /Cambria-Italic
    /CambriaMath
    /Candara
    /Candara-Bold
    /Candara-BoldItalic
    /Candara-Italic
    /Castellar
    /Centaur
    /Century
    /CenturyGothic
    /CenturyGothic-Bold
    /CenturyGothic-BoldItalic
    /CenturyGothic-Italic
    /CenturySchoolbook
    /CenturySchoolbook-Bold
    /CenturySchoolbook-BoldItalic
    /CenturySchoolbook-Italic
    /ChaparralPro-Bold
    /ChaparralPro-BoldIt
    /ChaparralPro-Italic
    /ChaparralPro-LightIt
    /ChaparralPro-Regular
    /CharlemagneStd-Bold
    /Chiller-Regular
    /ChosunilboNM
    /CityBlueprint
    /ColonnaMT
    /ComicSansMS
    /ComicSansMS-Bold
    /CommercialPiBT-Regular
    /CommercialScriptBT-Regular
    /Complex
    /Consolas
    /Consolas-Bold
    /Consolas-BoldItalic
    /Consolas-Italic
    /Constantia
    /Constantia-Bold
    /Constantia-BoldItalic
    /Constantia-Italic
    /CooperBlack
    /CooperBlackStd
    /CooperBlackStd-Italic
    /CopperplateGothic-Bold
    /CopperplateGothic-Light
    /Corbel
    /Corbel-Bold
    /Corbel-BoldItalic
    /Corbel-Italic
    /CordiaNew
    /CordiaNew-Bold
    /CordiaNew-BoldItalic
    /CordiaNew-Italic
    /CordiaUPC
    /CordiaUPC-Bold
    /CordiaUPC-BoldItalic
    /CordiaUPC-Italic
    /CountryBlueprint
    /CourierNewPS-BoldItalicMT
    /CourierNewPS-BoldMT
    /CourierNewPS-ItalicMT
    /CourierNewPSMT
    /CreChoC
    /CreChoM
    /CreCjaL
    /CreCjaM
    /CreFoursB
    /CreFoursM
    /CreHappB
    /CreHappL
    /CreHappM
    /CreHappS
    /CreHearL
    /CreHearM
    /CreHearP
    /CreMarsh
    /CurlzMT
    /CwritB
    /CwritL
    /CwritM
    /CwritUL
    /Daum_SemiBold
    /DaunPenh
    /David
    /David-Bold
    /DFKaiShu-SB-Estd-BF
    /DilleniaUPC
    /DilleniaUPCBold
    /DilleniaUPCBoldItalic
    /DilleniaUPCItalic
    /Dinbla
    /DIN-Black
    /Dinbol
    /DIN-Bold
    /Dinlig
    /DIN-Light
    /Dinmed
    /DIN-Medium
    /Dinreg
    /DIN-Regular
    /DokChampa
    /Dotum
    /DotumChe
    /DSVWrittingM
    /Dutch801BT-Bold
    /Dutch801BT-BoldItalic
    /Dutch801BT-ExtraBold
    /Dutch801BT-Italic
    /Dutch801BT-Roman
    /DX3G1Std-B
    /DX3G1Std-L
    /DX3G1Std-M
    /DXAbtStd-B
    /DXAbtStd-L
    /DXAbtStd-M
    /DXAriStd-B
    /DXAriStd-L
    /DXAriStd-M
    /DXBdmStd-B
    /DXBdmStd-L
    /DXBdmStd-M
    /DXBglStd-B
    /DXBglStd-L
    /DXBglStd-M
    /DXBJMStd-B
    /DXBJMStd-L
    /DXBJMStd-M
    /DXBomgStd-B
    /DXBomgStd-ExtraBold
    /DXCLSStd-B
    /DXCLSStd-L
    /DXCLSStd-M
    /DXCtnStd-B
    /DXCtnStd-L
    /DXCtnStd-M
    /DXExptrnStd-Regular
    /DXHgrmB-KSCpc-EUC-H
    /DXHgrmStd-B
    /DXHgrmStd-M
    /DXHSStd-B
    /DXHSStd-L
    /DXHSStd-M
    /DXJddStd-B
    /DXJddStd-M
    /DXKPMB-KSCpc-EUC-H
    /DXLBaStd-B
    /DXLBaStd-L
    /DXLBaStd-M
    /DXLogStd-B
    /DXLogStd-L
    /DXLogStd-M
    /DXMghStd-B
    /DXMghStd-M
    /DXMgoStd-B
    /DXMgoStd-L
    /DXMgoStd-M
    /DXMgoStd-Th
    /DXMinkeStd-Regular
    /DXMndStd-B
    /DXMndStd-L
    /DXMndStd-M
    /DXMobrRStd-B
    /DXMobrRStd-ExtraBold
    /DXPBSStd-B
    /DXPBSStd-L
    /DXPBSStd-M
    /DXPnM-KSCpc-EUC-H
    /DXPnsStd-B
    /DXPnsStd-L
    /DXPnsStd-M
    /DXPOPiStd-Regular
    /DXPOPStd-Regular
    /DXPrvStd-B
    /DXPrvStd-L
    /DXPrvStd-M
    /DXRMbxStd-B
    /DXRMbxStd-L
    /DXRMbxStd-M
    /DXSaZStd-B
    /DXSaZStd-L
    /DXSaZStd-M
    /DXSeNB-KSCpc-EUC-H
    /DXShnm-KSCpc-EUC-H
    /DXSidStd-B
    /DXSidStd-M
    /DXSmeB-KSCpc-EUC-H
    /DXSTSStd-Regular
    /DXWndSStd-Regular
    /DXWWStd-B
    /DXWWStd-L
    /DXWWStd-M
    /Dynalight-Regular
    /Ebrima
    /Ebrima-Bold
    /EdwardianScriptITC
    /Elephant-Italic
    /Elephant-Regular
    /EngraversMT
    /ErasITC-Bold
    /ErasITC-Demi
    /ErasITC-Light
    /ErasITC-Medium
    /EstrangeloEdessa
    /EucrosiaUPC
    /EucrosiaUPCBold
    /EucrosiaUPCBoldItalic
    /EucrosiaUPCItalic
    /EuphemiaCAS
    /EuroRoman
    /EuroRomanOblique
    /EuroSig
    /ExpoM-HM
    /FangSong
    /FelixTitlingMT
    /FootlightMTLight
    /ForteMT
    /FranklinGothic-Book
    /FranklinGothic-BookItalic
    /FranklinGothic-Demi
    /FranklinGothic-DemiCond
    /FranklinGothic-DemiItalic
    /FranklinGothic-Heavy
    /FranklinGothic-HeavyItalic
    /FranklinGothic-Medium
    /FranklinGothic-MediumCond
    /FranklinGothic-MediumItalic
    /FrankRuehl
    /FreesiaUPC
    /FreesiaUPCBold
    /FreesiaUPCBoldItalic
    /FreesiaUPCItalic
    /FreestyleScript-Regular
    /FrenchScriptMT
    /FZSY--SURROGATE-0
    /Gabriola
    /Gadugi
    /Gadugi-Bold
    /Garamond
    /Garamond-Bold
    /Garamond-Italic
    /GaramondPremrPro
    /GaramondPremrPro-It
    /GaramondPremrPro-Smbd
    /GaramondPremrPro-SmbdIt
    /Gautami
    /Gautami-Bold
    /GDT
    /GENISO
    /Georgia
    /Georgia-Bold
    /Georgia-BoldItalic
    /Georgia-Italic
    /GF_007GoldenPig
    /GF_Aspirin
    /GF_Assarabia
    /GF_BabyAndHoney
    /GF_BabyMyungJo
    /GF_BabyNavel
    /GF_BadGuy_Bold
    /GF_BadGuy_Light
    /GF_BadGuy_Medium
    /GF_BadGuy_UltraLight
    /GF_BournePrincess
    /GF_BroadHips
    /GF_Cats
    /GF_ChildsHeart
    /GF_Cider
    /GF_ClothesPin
    /GF_EyePrince
    /GF_FairDeer
    /GF_FreezeGame
    /GF_Friend_12px
    /GF_GoodDay
    /GF_GoodMorning
    /GF_GreenGrape
    /GF_HandsAreCold
    /GF_HideYourself
    /GF_Huckleberry
    /GF_JingleBellRock
    /GF_Kingkong
    /GF_LittleNavel
    /GF_Lunch
    /GF_MariMaria
    /GF_OceanFriends
    /GF_OrangeMong
    /GF_PaperAirplane
    /GF_Ridiculous_B
    /GF_Ridiculous_L
    /GF_Ridiculous_M
    /GF_RollingPaper
    /GF_RomanHoliday
    /GF_ShyKingkong
    /GF_SnowFlower
    /GF_TallLankGirl
    /GF_Tricycle
    /GF_WhiteCat
    /GF_WhoAreU
    /GF_WoollalaGirls
    /GFFairDeer-Light
    /GFFonttoBlack-Regular
    /GFFonttoWhite-Regular
    /GFManuscriptPaper-Regular
    /GFPickingStars-Regular
    /GFPicnic-B
    /GFPicnic-L
    /GFPicnic-M
    /GFPlastic-Bold
    /GFPlastic-Light
    /GFPlastic-Medium
    /GFPlastic-Regular
    /GFPlastic-SemiBold
    /GFPonder
    /GFSnowDeco-Free
    /GFSnowDeco-In
    /GFSnowDeco-Out
    /GFWoodScent-Regular
    /GiddyupStd
    /Gigi-Regular
    /GillSansMT
    /GillSansMT-Bold
    /GillSansMT-BoldItalic
    /GillSansMT-Condensed
    /GillSansMT-ExtraCondensedBold
    /GillSansMT-Italic
    /GillSans-UltraBold
    /GillSans-UltraBoldCondensed
    /Gisha
    /Gisha-Bold
    /glogo
    /GloucesterMT-ExtraCondensed
    /GodoB
    /GodoM
    /godoMaum
    /godoRoundedL
    /godoRoundedR
    /GothicE
    /GothicG
    /GoudyOldStyleT-Bold
    /GoudyOldStyleT-Italic
    /GoudyOldStyleT-Regular
    /GoudyStout
    /GreekC
    /GreekS
    /Gulim
    /GulimChe
    /Gungsuh
    /GungsuhChe
    /H2bulB
    /H2bulM
    /H2gprM
    /H2gsrB
    /H2gtrE
    /H2gtrM
    /H2hdrM
    /H2hsrM
    /H2mjrE
    /H2mjsM
    /H2mkpB
    /H2porL
    /H2porM
    /H2sa1M
    /H2wulE
    /H2wulL
    /HaanBaekjeB
    /HaanBaekjeM
    /HaanCjaB
    /HaanCjaL
    /HaanCjaM
    /HaanSaleB
    /HaanSaleM
    /HaansoftBatang
    /HaansoftDotum
    /HaanSollipB
    /HaanSollipM
    /HaanSomangB
    /HaanSomangM
    /HaanWing2
    /HaanYGodic23
    /HaanYGodic24
    /HaanYGodic25
    /HaanYHeadB
    /HaanYHeadL
    /HaanYHeadM
    /Haettenschweiler
    /HA-GBM
    /HancomEQN
    /HancomGothicBold
    /HancomGothicRegular
    /HanSantteutDotumBold
    /HanSantteutDotumRegular
    /HanS-Calli
    /HarlowSolid
    /Harrington
    /HCRBatang
    /HCRBatang-Bold
    /HCRBatangExt
    /HCRBatangExtB
    /HCRBatangExtB-Bold
    /HCRDotum
    /HCRDotum-Bold
    /HCRDotumExt
    /HeadlineR-HM
    /Helvetica53-Extended
    /Helvetica57-Condensed
    /HeummBeadsB
    /HeummBeadsW
    /HeummBombi122
    /HeummBombi152
    /HeummLandsnail142
    /HeummMokgak182
    /HeummNovel152
    /HeummNovel172
    /HeummSimple172
    /HeummSodam142
    /HeummYouaremine152
    /HighTowerText-Italic
    /HighTowerText-Reg
    /HMKBP
    /HMKBS
    /HoboStd
    /HoonDdukbokR
    /HoongichaR
    /HoonGolmR
    /HoonGomuR
    /HoonGrimR
    /HoonJungleR
    /HoonMakdR
    /HoonProvR
    /HoonWhayangR
    /HoonWindhillR
    /HUAnswer150
    /HUBubbS
    /HUDungW
    /HUFace13
    /HUFace16
    /HUFigh15
    /HUPop14
    /HUPop16
    /HURabbit122
    /HURabbit142
    /HUSolboot132
    /HUTok15
    /HUWalk112
    /HUYourStory132
    /HUYourStory152
    /HYbdaL
    /HYbdaM
    /HYbsrB
    /HYBuDle-Medium
    /HYcysM
    /HYdnkB
    /HYdnkM
    /HYGoThic-Bold
    /HYgprM
    /HYGraPhic-Bold
    /HYgsrB
    /HYgtrE
    /HYhaeseo
    /HyhwpEQ
    /HYkanB
    /HYkanM
    /HYKHeadLine-Medium
    /HYLongSamul-Bold
    /HYLongSamul-Light
    /HYmjrE
    /HYMokPan-Bold
    /HYmprL
    /HYMyeongJo-Medium
    /HYMyeongJo-Ultra
    /HYnamB
    /HYnamL
    /HYnamM
    /HYPillGi-Light
    /HYPop-Medium
    /HYporM
    /HYPost-Bold
    /HYsanB
    /HYSeNse-Bold
    /HYSinGraPhic-Medium
    /HYSinMun-MyeongJo
    /HYsnrL
    /HYSooN-MyeongJo
    /HYsupB
    /HYsupM
    /HYTaJa-Bold
    /HYTaJa-Medium
    /HYtbrB
    /HYwulB
    /HYwulM
    /HYYeasoL-Bold
    /HYYeatGul-Bold
    /HYYeatGul-Medium
    /Impact
    /ImprintMT-Shadow
    /InformalRoman-Regular
    /InterGTB
    /InterGTL
    /InterGTM
    /IrisUPC
    /IrisUPCBold
    /IrisUPCBoldItalic
    /IrisUPCItalic
    /IskoolaPota
    /IskoolaPota-Bold
    /ISOCP
    /ISOCP2
    /ISOCP3
    /ISOCPEUR
    /ISOCPEURItalic
    /ISOCT
    /ISOCTEUR
    /ISOCTEURItalic
    /Italic
    /ItalicC
    /ItalicT
    /ITCAvantGardeStd-Bk
    /ITCAvantGardeStd-BkCn
    /ITCAvantGardeStd-BkCnObl
    /ITCAvantGardeStd-BkObl
    /ITCAvantGardeStd-Bold
    /ITCAvantGardeStd-BoldCn
    /ITCAvantGardeStd-BoldCnObl
    /ITCAvantGardeStd-BoldObl
    /ITCAvantGardeStd-Demi
    /ITCAvantGardeStd-DemiCn
    /ITCAvantGardeStd-DemiCnObl
    /ITCAvantGardeStd-DemiObl
    /ITCAvantGardeStd-Md
    /ITCAvantGardeStd-MdCn
    /ITCAvantGardeStd-MdCnObl
    /ITCAvantGardeStd-MdObl
    /ITCAvantGardeStd-XLt
    /ITCAvantGardeStd-XLtCn
    /ITCAvantGardeStd-XLtCnObl
    /ITCAvantGardeStd-XLtObl
    /ITCGaramondStd-Bk
    /ITCGaramondStd-Lt
    /Jabmlv50
    /Jahglv50
    /Jahsmv50
    /Jajgmv50
    /Jajmmv50
    /JasmineUPC
    /JasmineUPCBold
    /JasmineUPCBoldItalic
    /JasmineUPCItalic
    /Jatgbv50
    /Jatmbv50
    /Jaxgxv50
    /JejuGothic
    /JejuHallasan
    /JejuMyeongjo
    /Jokerman-Regular
    /JuiceITC-Regular
    /Jumja-1
    /KaiTi
    /Kalinga
    /Kalinga-Bold
    /Kartika
    /Kartika-Bold
    /KhmerUI
    /KhmerUI-Bold
    /KodchiangUPC
    /KodchiangUPCBold
    /KodchiangUPCBoldItalic
    /KodchiangUPCItalic
    /Kokila
    /Kokila-Bold
    /Kokila-BoldItalic
    /Kokila-Italic
    /KoPubBatangBold
    /KoPubBatangLight
    /KoPubBatangMedium
    /KoPubDotumBold
    /KoPubDotumLight
    /KoPubDotumMedium
    /KoreanAIJA-R
    /KoreanAMERI-B
    /KoreanAMERI-L
    /KoreanAMERI-M
    /KoreanAMJ-B
    /KoreanAMJ-E
    /KoreanAMJ-L
    /KoreanAMJ-M
    /KoreanBDG-R
    /KoreanBLACK-B
    /KoreanBLACK-M
    /KoreanBRRNA-R
    /KoreanBRRNO-R
    /KoreanBRS-B
    /KoreanBRS-L
    /KoreanBRS-M
    /KoreanCNM-B
    /KoreanCNM-L
    /KoreanCNM-M
    /KoreanDBIY-R
    /KoreanDBSN-R
    /KoreanDH-B
    /KoreanDH-L
    /KoreanDH-M
    /KoreanDHNUS-L
    /KoreanDHNUS-M
    /KoreanDMRS-R
    /KoreanDREAM1-R
    /KoreanDREAM2-R
    /KoreanDREAM3-R
    /KoreanDREAM4-R
    /KoreanDREAM5-R
    /KoreanDREAM6-R
    /KoreanDREAM7-R
    /KoreanERIN-B
    /KoreanERIN-L
    /KoreanERIN-M
    /KoreanERWJ-B
    /KoreanERWJ-L
    /KoreanERWJ-M
    /KoreanEXP-B
    /KoreanEXP-L
    /KoreanEXP-M
    /KoreanGD10-R
    /KoreanGD11-R
    /KoreanGD12-R
    /KoreanGD13-R
    /KoreanGD14-R
    /KoreanGD15-R
    /KoreanGD16-R
    /KoreanGD17-R
    /KoreanGD18-R
    /KoreanGD19-R
    /KoreanGEUDH-B
    /KoreanGEUDH-M
    /KoreanGGBB-R
    /KoreanGHD-B
    /KoreanGHD-L
    /KoreanGHD-M
    /KoreanGID-R
    /KoreanGIR-L
    /KoreanGIR-M
    /KoreanGJIY-R
    /KoreanGRHD-B
    /KoreanGRHD-L
    /KoreanGRHD-M
    /KoreanGRP-B
    /KoreanGRP-L
    /KoreanGST-R
    /KoreanHH-B
    /KoreanHH-L
    /KoreanHH-M
    /KoreanHJJ-B
    /KoreanHJJ-L
    /KoreanHJJ-M
    /KoreanHM-B
    /KoreanHM-L
    /KoreanHM-M
    /KoreanHNJA-R
    /KoreanHNSC-B
    /KoreanHYGR-R
    /KoreanJHMJ-B
    /KoreanJHMJ-L
    /KoreanJHMJ-M
    /KoreanJJPP-B
    /KoreanJJPP-M
    /KoreanJMDB-R
    /KoreanJU-B
    /KoreanJU-L
    /KoreanJU-M
    /KoreanKGR-R
    /KoreanKMBJ-R
    /KoreanKTLB-R
    /KoreanMR-B
    /KoreanMR-L
    /KoreanMR-M
    /KoreanMST-R
    /KoreanNGD-B
    /KoreanNGD-E
    /KoreanNGD-L
    /KoreanNGD-M
    /KoreanNGS-B
    /KoreanNGS-M
    /KoreanNM-B
    /KoreanNMJ-B
    /KoreanNMJ-L
    /KoreanNMJ-M
    /KoreanNM-L
    /KoreanNM-M
    /KoreanNSGS-B
    /KoreanNSGS-L
    /KoreanNSGS-M
    /KoreanPGD-B
    /KoreanPGD-L
    /KoreanPGD-M
    /KoreanPGS-B
    /KoreanPGS-L
    /KoreanPNKO-B
    /KoreanPNKO-L
    /KoreanPNKO-M
    /KoreanPOBBO-R
    /KoreanPOBB-R
    /KoreanPOBIM-R
    /KoreanPOBI-R
    /KoreanPODGO-R
    /KoreanPODG-R
    /KoreanPONMO-R
    /KoreanPONM-R
    /KoreanPRPR-R
    /KoreanRBTR-R
    /KoreanRDR-R
    /KoreanRO-B
    /KoreanRO-L
    /KoreanRO-M
    /KoreanSDBR-R
    /KoreanSGCK-R
    /KoreanSKCGD-R
    /KoreanSMI-B
    /KoreanSMI-L
    /KoreanSMI-M
    /KoreanSNMC-R
    /KoreanSNRO-R
    /KoreanSRBB-R
    /KoreanSY-R
    /KoreanTDER-R
    /KoreanTITGD1-R
    /KoreanTITGD2-R
    /KoreanTITGD3-R
    /KoreanTITGD4-R
    /KoreanTITGD5-R
    /KoreanTPCH-R
    /KoreanTY-R
    /KoreanUJSN-R
    /KoreanYNIBG-B
    /KoreanYNIBG-L
    /KoreanYNMYT-B
    /KoreanYNMYT-L
    /KoreanYNMYT-M
    /KoreanYNSJG4-R
    /KozGoPr6N-Bold
    /KozGoPr6N-ExtraLight
    /KozGoPr6N-Heavy
    /KozGoPr6N-Light
    /KozGoPr6N-Medium
    /KozGoPr6N-Regular
    /KozGoPro-Bold
    /KozGoPro-ExtraLight
    /KozGoPro-Heavy
    /KozGoPro-Light
    /KozGoPro-Medium
    /KozGoPro-Regular
    /KozMinPr6N-Bold
    /KozMinPr6N-ExtraLight
    /KozMinPr6N-Heavy
    /KozMinPr6N-Light
    /KozMinPr6N-Medium
    /KozMinPr6N-Regular
    /KozMinPro-Bold
    /KozMinPro-ExtraLight
    /KozMinPro-Heavy
    /KozMinPro-Light
    /KozMinPro-Medium
    /KozMinPro-Regular
    /KristenITC-Regular
    /KunstlerScript
    /LaoUI
    /LaoUI-Bold
    /Latha
    /Latha-Bold
    /LatinWide
    /Leelawadee
    /LeelawadeeBold
    /Leelawadee-Bold
    /LetterGothicStd
    /LetterGothicStd-Bold
    /LetterGothicStd-BoldSlanted
    /LetterGothicStd-Slanted
    /LevenimMT
    /LevenimMT-Bold
    /LilyUPC
    /LilyUPCBold
    /LilyUPCBoldItalic
    /LilyUPCItalic
    /LithosPro-Black
    /LithosPro-Regular
    /Love
    /LucidaBright
    /LucidaBright-Demi
    /LucidaBright-DemiItalic
    /LucidaBright-Italic
    /LucidaCalligraphy-Italic
    /LucidaConsole
    /LucidaFax
    /LucidaFax-Demi
    /LucidaFax-DemiItalic
    /LucidaFax-Italic
    /LucidaHandwriting-Italic
    /LucidaSans
    /LucidaSans-Demi
    /LucidaSans-DemiItalic
    /LucidaSans-Italic
    /LucidaSans-Typewriter
    /LucidaSans-TypewriterBold
    /LucidaSans-TypewriterBoldOblique
    /LucidaSans-TypewriterOblique
    /LucidaSansUnicode
    /MagicR-HM
    /Magneto-Bold
    /MaiandraGD-Regular
    /MalgunGothic
    /MalgunGothicBold
    /MalgunGothicRegular
    /Mangal
    /Mangal-Bold
    /Marlett
    /MaturaMTScriptCapitals
    /MCgdk
    /MCgds
    /MCgdtk
    /MDAlong
    /MDArt
    /MDEasop
    /MDGaesung
    /MDSol
    /Meiryo
    /Meiryo-Bold
    /Meiryo-BoldItalic
    /Meiryo-Italic
    /MeiryoUI
    /MeiryoUI-Bold
    /MeiryoUI-BoldItalic
    /MeiryoUI-Italic
    /MesquiteStd
    /MHunmin
    /MicrosoftHimalaya
    /MicrosoftJhengHeiBold
    /MicrosoftJhengHeiRegular
    /MicrosoftJhengHeiUIBold
    /MicrosoftJhengHeiUIRegular
    /MicrosoftNewTaiLue
    /MicrosoftNewTaiLue-Bold
    /MicrosoftPhagsPa
    /MicrosoftPhagsPa-Bold
    /MicrosoftSansSerif
    /MicrosoftTaiLe
    /MicrosoftTaiLe-Bold
    /MicrosoftUighur
    /MicrosoftUighur-Bold
    /MicrosoftYaHei
    /MicrosoftYaHei-Bold
    /MicrosoftYaHeiUI
    /MicrosoftYaHeiUI-Bold
    /Microsoft-Yi-Baiti
    /MingLiU
    /MingLiU-ExtB
    /Ming-Lt-HKSCS-ExtB
    /Ming-Lt-HKSCS-UNI-H
    /MinionPro-Bold
    /MinionPro-BoldCn
    /MinionPro-BoldCnIt
    /MinionPro-BoldIt
    /MinionPro-It
    /MinionPro-Medium
    /MinionPro-MediumIt
    /MinionPro-Regular
    /MinionPro-Semibold
    /MinionPro-SemiboldIt
    /Miriam
    /MiriamFixed
    /Mistral
    /Mkdol
    /Mkmj
    /Modern-Regular
    /MoebiusKorea-Bold
    /MoebiusKorea-Regular
    /MoeumTR-HM
    /MongolianBaiti
    /Monospace821BT-Bold
    /Monospace821BT-BoldItalic
    /Monospace821BT-Italic
    /Monospace821BT-Roman
    /Monotxt
    /MonotypeCorsiva
    /MoolBoran
    /Mpost
    /MS-Gothic
    /Msinhab
    /Msinham
    /MS-Mincho
    /MSOutlook
    /MS-PGothic
    /MS-PMincho
    /MSReferenceSansSerif
    /MSReferenceSpecialty
    /MS-UIGothic
    /MT-Extra
    /Munheb
    /Munhel
    /MVBoli
    /MyriadArabic-Bold
    /MyriadArabic-BoldIt
    /MyriadArabic-It
    /MyriadArabic-Regular
    /MyriadHebrew-Bold
    /MyriadHebrew-BoldIt
    /MyriadHebrew-It
    /MyriadHebrew-Regular
    /MyriadPro-Bold
    /MyriadPro-BoldCond
    /MyriadPro-BoldCondIt
    /MyriadPro-BoldIt
    /MyriadPro-Cond
    /MyriadPro-CondIt
    /MyriadPro-It
    /MyriadPro-Light
    /MyriadPro-LightIt
    /MyriadPro-Regular
    /MyriadPro-Semibold
    /MyriadPro-SemiboldIt
    /NanumBarunGothic
    /NanumBarunGothicBold
    /NanumBarunGothicLight
    /NanumBarunGothicOTFUltraLight
    /NanumBarunGothicOTF-YetHangul
    /NanumBarunGothicUltraLight
    /NanumBarunpen
    /NanumBarunpen-Bold
    /NanumBrush
    /NanumGothic
    /NanumGothicBold
    /NanumGothicExtraBold
    /NanumGothicLight
    /NanumMyeongjo
    /NanumMyeongjoBold
    /NanumMyeongjoExtraBold
    /NanumPen
    /NanumSquareB
    /NanumSquareEB
    /NanumSquareL
    /NanumSquareOTFB
    /NanumSquareOTFEB
    /NanumSquareOTFL
    /NanumSquareOTFR
    /NanumSquareR
    /NanumSquareRoundB
    /NanumSquareRoundEB
    /NanumSquareRoundL
    /NanumSquareRoundR
    /Narkisim
    /Navi_hellosanta
    /Navi_loveinlove
    /Navi_okok
    /NewGulim
    /NiagaraEngraved-Reg
    /NiagaraSolid-Reg
    /NirmalaUI
    /NirmalaUI-Bold
    /NSimSun
    /NuevaStd-Bold
    /NuevaStd-BoldCond
    /NuevaStd-BoldCondItalic
    /NuevaStd-Cond
    /NuevaStd-CondItalic
    /NuevaStd-Italic
    /NVgmM
    /NVmdM
    /NWC2STDA
    /Nyala-Regular
    /OCRAExtended
    /OCRAStd
    /OldEnglishTextMT
    /Onyx
    /OratorStd
    /OratorStd-Slanted
    /PalaceScriptMT
    /PalatinoLinotype-Bold
    /PalatinoLinotype-BoldItalic
    /PalatinoLinotype-Italic
    /PalatinoLinotype-Roman
    /Papyrus-Regular
    /Parchment-Regular
    /Perpetua
    /Perpetua-Bold
    /Perpetua-BoldItalic
    /Perpetua-Italic
    /PerpetuaTitlingMT-Bold
    /PerpetuaTitlingMT-Light
    /PhippinlineBold
    /PianoB
    /PianoL
    /PianoM
    /PlantagenetCherokee
    /Playbill
    /PMingLiU
    /PMingLiU-ExtB
    /PoorRichard-Regular
    /PoplarStd
    /PostB
    /PostL
    /PostM
    /PrestigeEliteStd-Bd
    /Pristina-Regular
    /Proxy1
    /Proxy2
    /Proxy3
    /Proxy4
    /Proxy5
    /Proxy6
    /Proxy7
    /Proxy8
    /Proxy9
    /PyunjiR-HM
    /Raavi
    /RageItalic
    /Ravie
    /RixAcasiaUniqueB
    /RixAfricaB
    /RixAfricaL
    /RixAfricaM
    /RixBGEB
    /RixBGM
    /RixButterflyM
    /RixCatM
    /RixCatSofaM
    /RixCheetahB
    /RixCheetahL
    /RixCheetahM
    /RixComingsoonB
    /RixDearGiraffeM
    /RixDictationM
    /RixFlowerB
    /RixGamgijosimhaeM
    /RixGoB
    /RixGoEB
    /RixGoL
    /RixGoM
    /RixGoMaejumM
    /RixHappyVirusM
    /RixJGoB
    /RixJJanguB
    /RixJJanguM
    /RixJjimjilbangsonyuM
    /RixMelangchollyB
    /RixMelangchollyM
    /RixMGoL
    /RixMindureM
    /RixMjB
    /RixMjEB
    /RixMjL
    /RixMjM
    /RixMoonB
    /RixMoonL
    /RixMoonM
    /RixOctloveB
    /RixOctloveM
    /RixPark03
    /RixPolarBearB
    /RixPolarBearM
    /RixPolarisB
    /RixPrinceB
    /RixPrinceL
    /RixPrinceM
    /RixRedskyM
    /RixSquirrelM
    /RixStar&MeM
    /RixStarlightB
    /RixStarlightL
    /RixSunM
    /RixSweetChocoM
    /RixTapDanceB
    /RixTapDanceL
    /RixTapDanceM
    /RixThornFlowerB
    /RixWonderLandB
    /RixWonderLandL
    /RixWonderLandM
    /Rockwell
    /Rockwell-Bold
    /Rockwell-BoldItalic
    /Rockwell-Condensed
    /Rockwell-CondensedBold
    /Rockwell-ExtraBold
    /Rockwell-Italic
    /Rod
    /RosewoodStd-Regular
    /SaenaegiR-HM
    /SakkalMajalla
    /SakkalMajallaBold
    /SanACL
    /SanEgM
    /SangSangBodyL
    /SangSangBodyM
    /SangSangTitleB
    /SangSangTitleM
    /SanHgM
    /ScriptMTBold
    /SegoePrint
    /SegoePrint-Bold
    /SegoeScript
    /SegoeScript-Bold
    /SegoeUI
    /SegoeUI-Bold
    /SegoeUI-BoldItalic
    /SegoeUI-Italic
    /SegoeUI-Light
    /SegoeUI-SemiBold
    /SegoeUI-Semilight
    /SegoeUISymbol
    /SeH-CL
    /SeoulHangangB
    /SeoulHangangL
    /SeoulHangangM
    /SeoulNamsanB
    /SeoulNamsanL
    /SeoulNamsanM
    /ShonarBangla
    /ShonarBangla-Bold
    /ShowcardGothic-Reg
    /Shruti
    /Shruti-Bold
    /SimHei
    /SimplifiedArabic
    /SimplifiedArabic-Bold
    /SimplifiedArabicFixed
    /SimSun
    /SimSun-ExtB
    /SnapITC-Regular
    /Stencil
    /SunBatang-Bold
    /SunBatang-Light
    /SunBatang-Medium
    /Sylfaen
    /SymbolMT
    /Tahoma
    /Tahoma-Bold
    /TempusSansITC
    /THEAlbino
    /THEAlien
    /THEAppleL
    /THEAppleM
    /THEAppleR
    /THEBanilB
    /THEBanilM
    /THEBanilR
    /THEBignews
    /THEBlackjackB
    /THEBlackjackM
    /THEBlueSky
    /THEBluewind
    /THECandy
    /THECandybar
    /THEChocoB
    /THEChocoM
    /THEChocoR
    /THEChrist
    /THEChungB
    /THEChungEB
    /THEChungM
    /THEChungR
    /THEChungSB
    /THECoala
    /THECoyly
    /THECuteRabbit
    /THEDewB
    /THEDewL
    /THEDewM
    /THEDodamB
    /THEDodamM
    /THEDodamR
    /THEDonguri
    /THEDoodle
    /THEDugeun
    /THEDungsil
    /THEDutch
    /THEEpisodeB
    /THEEpisodeL
    /THEEpisodeM
    /THEEuropetravel
    /THEFork
    /THEFreshly
    /THEHappy
    /THEHeart
    /THEHellojeju
    /THEHonesty
    /THEHoneybutter
    /THEHongchaBoyM
    /THEHongchaBoyR
    /THEHongchaDodo
    /THEHongchaGirl
    /THEHongchaHighheel
    /THEHongchaKidari
    /THEHongchaKongnamul
    /THEHongchaLefthand
    /THEHongchaNemo
    /THEInhojin
    /THEJung110
    /THEJung120
    /THEJung130
    /THEJung140
    /THEJung150
    /THEJung160
    /THEJung170
    /THEKkak
    /THEKkome
    /THEKwang
    /THELeft
    /THELetsL
    /THELetsM
    /THELetsR
    /THELuxGo
    /THELuxGoB
    /THELuxGoB_U
    /THELuxGoEB
    /THELuxGoEB_U
    /THELuxGoL
    /THELuxGoM
    /THELuxGoM_U
    /THELuxGoR
    /THELuxGoR_U
    /THELuxmB
    /THELuxmEB
    /THELuxMj2B
    /THELuxMj2B_U
    /THELuxMj2EB
    /THELuxMj2EB_U
    /THELuxMj2L
    /THELuxMj2L_U
    /THELuxMj2M
    /THELuxMj2M_U
    /THELuxMj2R
    /THELuxMj2R_U
    /THELuxmL
    /THELuxmM
    /THELuxmR
    /THEMacaron
    /THEMagicboy
    /THEMario
    /THEMiss
    /THEMoonL
    /THEMoonR
    /THEMoonSB
    /THENormal
    /THEPebbleB
    /THEPebbleL
    /THEPebbleM
    /THEPHSP_B
    /THEPHSP_EB
    /THEPHSP_M
    /THEPlaying
    /THEPuddingB
    /THEPuddingP
    /THEPuddingW
    /THEPure
    /THERain
    /THERLove
    /THESherbet
    /THESleepy
    /THESmall
    /THESnowNight
    /THESomething
    /THEStayB
    /THEStayEB
    /THEStayR
    /THEStripe
    /THESugarL
    /THESugarM
    /THESugarR
    /THESuperpower
    /THESusu
    /THETreeF
    /THETreeL
    /THETreeM
    /THEUmbrella
    /THEVirginSpring
    /THEYellB
    /THEYellM
    /THEYellR
    /THEYRibbon
    /TimesNewRomanPS-BoldItalicMT
    /TimesNewRomanPS-BoldMT
    /TimesNewRomanPS-ItalicMT
    /TimesNewRomanPSMT
    /TraditionalArabic
    /TraditionalArabic-Bold
    /Trebuchet-BoldItalic
    /TrebuchetMS
    /TrebuchetMS-Bold
    /TrebuchetMS-Italic
    /TSThgrgl
    /TSTNamr
    /TSTPenC
    /TTBigeyesL
    /TTBlogB
    /TTBlogL
    /TTBlogR
    /TTComsetakR
    /TTGaksultangB
    /TTGaksultangL
    /TTGaksultangR
    /TTHayanbaramB
    /TTHayanbaramL
    /TTHayanbaramR
    /TTHayanbunpilB
    /TTHayanbunpilL
    /TTHayanbunpilR
    /TTJayunjuuiB
    /TTJayunjuuiL
    /TTJayunjuuiR
    /TTMagicstickB
    /TTMagicstickL
    /TTMagicstickR
    /TTManwhagageB
    /TTManwhagageL
    /TTManwhagageR
    /TTManyeosoopB
    /TTManyeosoopL
    /TTManyeosoopR
    /TTMasoolpiriB
    /TTMasoolpiriL
    /TTMasoolpiriR
    /TTMGothicL
    /TTMGothicM
    /TTMissleeB
    /TTMissleeL
    /TTMissleeR
    /TTSigolbapsangB
    /TTSigolbapsangL
    /TTSigolbapsangR
    /Tunga
    /Tunga-Bold
    /TwCenMT-Bold
    /TwCenMT-BoldItalic
    /TwCenMT-Condensed
    /TwCenMT-CondensedBold
    /TwCenMT-CondensedExtraBold
    /TwCenMT-Italic
    /TwCenMT-Regular
    /Typo_SsangmunDong_B
    /TypoMoonFlowerM
    /Univers-Bold
    /Univers-Condensed
    /Univers-CondensedBold
    /Univers-UltraCondensed
    /Utsaah
    /Utsaah-Bold
    /Utsaah-BoldItalic
    /Utsaah-Italic
    /Vani
    /Vani-Bold
    /VenactiSb-Regular
    /Verdana
    /Verdana-Bold
    /Verdana-BoldItalic
    /Verdana-Italic
    /Vijaya
    /Vijaya-Bold
    /VinerHandITC
    /Vivaldii
    /VladimirScript
    /Vrinda
    /Vrinda-Bold
    /Webdings
    /Wingdings2
    /Wingdings3
    /Wingdings-Regular
    /WoorinR-HM
    /YDIAsphaltB
    /YDIAsphaltL
    /YDIBingB
    /YDIBingL
    /YDIBirdB
    /YDIBirdL
    /YDIBirdM
    /YDIBlueB
    /YDIBlueEB
    /YDIBlueL
    /YDIBlueM
    /YDIBurnB
    /YDIBurnG
    /YDIBurnW
    /YDIChbinB
    /YDIChbinL
    /YDIChbinM
    /YDIChooB
    /YDIChooL
    /YDIChooM
    /YDIChunB
    /YDIChungB
    /YDIChungCB
    /YDIChungL
    /YDIChungM
    /YDIChunL
    /YDIChunM
    /YDICMjoB
    /YDICMjoL
    /YDICMjoM
    /YDICosB
    /YDICosD
    /YDICosL
    /YDICstreB
    /YDICstreL
    /YDICstreM
    /YDICstreUL
    /YDIDanB
    /YDIDanL
    /YDIDanM
    /YDIFadeB
    /YDIFadeL
    /YDIFadeM
    /YDIGasiIIB
    /YDIGasiIIL
    /YDIGasiIIM
    /YDIGirlB
    /YDIGirlL
    /YDIGirlM
    /YDIGukB
    /YDIGukL
    /YDIGukM
    /YDIGurmB
    /YDIGurmL
    /YDIGurmM
    /YDIHoopL
    /YDIHsangIIB
    /YDIHsangIIL
    /YDIHsangIIM
    /YDIJininB
    /YDIJininL
    /YDIJininM
    /YDIManB
    /YDIManL
    /YDIManM
    /YDIMokB
    /YDIMokL
    /YDIMokM
    /YDIMonoB
    /YDIMonoL
    /YDIMonoM
    /YDIneogongju
    /YDINeoulB
    /YDINeoulL
    /YDINeoulM
    /YDIOffIIB
    /YDIOffIIEB
    /YDIOffIIL
    /YDIPaintB
    /YDIPaintL
    /YDIPaintM
    /YDIPinoB
    /YDIPinoL
    /YDIPinoM
    /YDIPu
    /YDIPuM
    /YDISapphIIB
    /YDISapphIIL
    /YDISapphIIM
    /YDISmileB
    /YDISmileL
    /YDISmileM
    /YDISongB
    /YDISongL
    /YDISongM
    /YDISprIIB
    /YDISprIIL
    /YDISprIIM
    /YDISumB
    /YDISumL
    /YDISumM
    /YDIWindB
    /YDIWindL
    /YDIWinIIB
    /YDIWinIIL
    /YDIWinIIM
    /YDIWriSin
    /YDIYahwaB
    /YDIYahwaL
    /YDIYahwaM
    /YDIYGO310
    /YDIYGO320
    /YDIYGO330
    /YDIYGO340
    /YDIYGO350
    /YDIYGO360
    /YDIYMjO220
    /YDIYMjO230
    /YDIYMjO240
    /YDIYMjO310
    /YDIYMjO320
    /YDIYMjO330
    /YDIYMjO340
    /YDIYMjO350
    /YDIYMjO360
    /YDIYSin
    /YDIYuroB
    /YDIYuroL
    /YDIYuroM
    /YDSAH
    /YDSHO
    /YDSHS
    /YDSJH
    /YDSJY
    /YDSMJ
    /YDSpringwaltz
    /YDSSH
    /YetR-HM
    /YGO540
    /YGO550
    /YjBACDOOBold
    /YJBELLAMedium
    /YJBLOCKMedium
    /YJBONMOKGAKMedium
    /YjBUTGOTLight
    /YjCHMSOOTBold
    /YjDOOLGIMedium
    /YjDWMMOOGJOMedium
    /YjGABIBold
    /YjGOTGAEMedium
    /YjINITIALPOSITIVEMedium
    /YJINJANGMedium
    /YjMAEHWASemiBold
    /YjNANCHOMedium
    /YjSHANALLMedium
    /YjSOSELSemiBold
    /YjTEUNTEUNBold
    /YjWADAGMedium
    /Ymjo420
    /Ymjo440
    /Ymjo450
    /YonseiB
    /YonseiL
    /ZWAdobeF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15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12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76
    /HSamples [2 1 1 2] /VSamples [2 1 1 2]
  >>
  /ColorImageDict <<
    /QFactor 0.76
    /HSamples [2 1 1 2] /VSamples [2 1 1 2]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15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15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15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12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76
    /HSamples [2 1 1 2] /VSamples [2 1 1 2]
  >>
  /GrayImageDict <<
    /QFactor 0.76
    /HSamples [2 1 1 2] /VSamples [2 1 1 2]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15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15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None)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CreateJDFFile false
  /Description <<
    /ARA <FEFF0633062A062E062F0645002006470630064700200627064406250639062F0627062F0627062A002006440625064606340627062100200648062B062706260642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6450646062706330628062900200644063906310636002006480637062806270639062900200648062B06270626064200200627064406230639064506270644002E00200020064A06450643064600200641062A062D00200648062B0627062606420020005000440046002006270644062A064A0020062A0645002006250646063406270626064706270020062806270633062A062E062F06270645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64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6002E00300020064806450627002006280639062F0647002E>
    /BGR <FEFF04180437043F043E043B043704320430043904420435002004420435043704380020043D0430044104420440043E0439043A0438002C00200437043000200434043000200441044A043704340430043204300442043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434043E043A0443043C0435043D04420438002C0020043F043E04340445043E0434044F044904380020043704300020043D04300434043504360434043D043E00200440043004370433043B0435043604340430043D0435002004380020043F04350447043004420430043D04350020043D04300020043104380437043D0435044100200434043E043A0443043C0435043D04420438002E00200421044A04370434043004340435043D043804420435002000500044004600200434043E043A0443043C0435043D044204380020043C043E0433043004420020043404300020044104350020043E0442043204300440044F04420020044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43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6002E0030002004380020043F043E002D043D043E043204380020043204350440044104380438002E>
    /CHS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863900275284e8e55464e1a65876863768467e5770b548c62535370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6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9069752865bc666e901a554652d965874ef6768467e5770b548c52175370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6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CZE <FEFF0054006f0074006f0020006e006100730074006100760065006e00ed00200070006f0075017e0069006a007400650020006b0020007600790074007600e101590065006e00ed0020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16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60068006f0064006e00fd006300680020006b0065002000730070006f006c00650068006c0069007600e9006d0075002000700072006f0068006c00ed017e0065006e00ed002000610020007400690073006b00750020006f006200630068006f0064006e00ed006300680020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16f002e002000200056007900740076006f01590065006e00e90020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900200050004400460020006c007a00650020006f007400650076015900ed007400200076002000610070006c0069006b0061006300ed0063006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6002e0030002000610020006e006f0076011b006a016100ed00630068002e>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c0020006400650072002000650067006e006500720020007300690067002000740069006c00200064006500740061006c006a006500720065007400200073006b00e60072006d007600690073006e0069006e00670020006f00670020007500640073006b007200690076006e0069006e006700200061006600200066006f0072007200650074006e0069006e00670073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e002000440065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6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c00200075006d002000650069006e00650020007a0075007600650072006c00e40073007300690067006500200041006e007a006500690067006500200075006e00640020004100750073006700610062006500200076006f006e00200047006500730063006800e4006600740073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7a0075002000650072007a00690065006c0065006e002e002000440069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5006e006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6002e003000200075006e0064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ESP <FEFF005500740069006c00690063006500200065007300740061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63006900f3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6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61006400650063007500610064006f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760069007300750061006c0069007a00610063006900f3006e00200065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3006f006e006600690061006e007a006100200064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650072006300690061006c00650073002e0020005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64006f0073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6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ETI <FEFF004b00610073007500740061006700650020006e0065006900640020007300e400740074006500690064002c0020006500740020006c007500750061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c0020006d0069007300200073006f00620069007600610064002000e400720069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9006400650020007500730061006c006400750073007600e400e4007200730065006b0073002000760061006100740061006d006900730065006b00730020006a00610020007000720069006e00740069006d006900730065006b0073002e00200020004c006f006f006400750064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730061006100620020006100760061006400610020007600610069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a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6002e00300020006a00610020007500750065006d00610074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f006e00690064006500670061002e>
    /FRA <FEFF005500740069006c006900730065007a00200063006500730020006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6100660069006e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72006f00660065007300730069006f006e006e0065006c007300200066006900610062006c0065007300200070006f007500720020006c0061002000760069007300750061006c00690073006100740069006f006e0020006500740020006c0027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2e0020004c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e900e90073002000700065007500760065006e0074002000ea0074007200650020006f007500760065007200740073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610069006e007300690020007100750027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6002e0030002000650074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73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73002e>
    /GRE <FEFF03A703C103B703C303B903BC03BF03C003BF03B903AE03C303C403B5002003B103C503C403AD03C2002003C403B903C2002003C103C503B803BC03AF03C303B503B903C2002003B303B903B1002003BD03B1002003B403B703BC03B903BF03C503C103B303AE03C303B503C403B5002003AD03B303B303C103B103C603B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3BA03B103C403AC03BB03BB03B703BB03B1002003B303B903B1002003B103BE03B903CC03C003B903C303C403B7002003C003C103BF03B203BF03BB03AE002003BA03B103B9002003B503BA03C403CD03C003C903C303B7002003B503C003B103B303B303B503BB03BC03B103C403B903BA03CE03BD002003B503B303B303C103AC03C603C903BD002E0020002003A403B1002003AD03B303B303C103B103C603B10020005000440046002003C003BF03C5002003B803B1002003B403B703BC03B903BF03C503C103B303B703B803BF03CD03BD002003B103BD03BF03AF03B303BF03C503BD002003BC03B5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3BA03B103B9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6002E0030002003BA03B103B9002003BD03B503CC03C403B503C103B503C2002003B503BA03B403CC03C303B503B903C2002E>
    /HEB <FEFF05D405E905EA05DE05E905D5002005D105E705D105D905E205D505EA002005D005DC05D4002005DB05D305D9002005DC05D905E605D505E8002005DE05E105DE05DB05D9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5D405DE05EA05D005D905DE05D905DD002005DC05EA05E605D505D205D4002005D505DC05D405D305E405E105D4002005D005DE05D905E005D505EA002005E905DC002005DE05E105DE05DB05D905DD002005E205E105E705D905D905DD002E0020002005E005D905EA05DF002005DC05E405EA05D505D7002005E705D505D105E605D90020005000440046002005D1002D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5D505D1002D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5DE05D205E805E105D400200036002E0030002005D505DE05E205DC05D4002E>
    /HRV <FEFF004F0076006500200070006F0073007400610076006B00650020006B006F00720069007300740069007400650020006B0061006B006F0020006200690073007400650020007300740076006F00720069006C0069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6F006A00690020007300750020007000720069006B006C00610064006E00690020007A006100200070006F0075007A00640061006E00200070007200650067006C006500640020006900200069007300700069007300200070006F0073006C006F0076006E006900680020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6100740061002E0020005300740076006F00720065006E0069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6D006F006700750020007300650020006F00740076006F007200690074006900200075002000700072006F006700720061006D0069006D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9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6002E0030002000690020006E006F00760069006A0069006D0020007600650072007A0069006A0061006D0061002E>
    /HUN <FEFF0045007a0065006b006b0065006c0020006100200062006500e1006c006c00ed007400e10073006f006b006b0061006c002000fc007a006c0065007400690020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5006d006f006b0020006d00650067006200ed007a00680061007400f30020006d00650067006a0065006c0065006e00ed007400e9007300e900720065002000e900730020006e0079006f006d00740061007400e1007300e10072006100200061006c006b0061006c006d0061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5006d006f006b006100740020006b00e90073007a00ed0074006800650074002e002000200041007a002000ed006700790020006c00e90074007200650068006f007a006f00740074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5006d006f006b00200061007a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e9007300200061007a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6002c0030002d0073002000e900730020006b00e9007301510062006200690020007600650072007a006900f3006900760061006c0020006e00790069007400680061007400f3006b0020006d00650067002e>
    /ITA (Utilizzare queste impostazioni per creare documenti Adobe PDF adatti per visualizzare e stampare documenti aziendali in modo affidabile. I documenti PDF creati possono essere aperti con Acrobat e Adobe Reader 6.0 e versioni successive.)
    /JPN <FEFF30d330b830cd30b9658766f8306e8868793a304a3088307353705237306b90693057305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e4f5c6210306b4f7f75283057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5308c305f0020005000440046002030d530a130a430eb306f3001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6002e003000204ee5964d3067958b304f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306f30d530a930f330c8306e57cb30818fbc307f3092884c3044307e30593002>
    /LTH <FEFF004e006100750064006f006b0069007400650020016100690075006f007300200070006100720061006d006500740072007500730020006e006f0072011700640061006d0069002000730075006b0075007200740069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50073002c002000740069006e006b0061006d0075007300200076006500720073006c006f0020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1006d00730020006b006f006b0079006200690161006b006100690020007000650072017e0069016b007201170074006900200069007200200073007000610075007300640069006e00740069002e002000530075006b0075007200740075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50073002000670061006c0069006d00610020006100740069006400610072007900740069002000730075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90072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6002e00300020006200650069002000760117006c00650073006e0117006d00690073002000760065007200730069006a006f006d00690073002e>
    /LVI <FEFF004c006900650074006f006a00690065007400200161006f00730020006900650073007400610074012b006a0075006d00750073002c0020006c0061006900200069007a0076006500690064006f0074007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50073002c0020006b006100730020007000690065006d01130072006f00740069002000640072006f01610061006900200075007a01460113006d0075006d00610020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500200073006b00610074012b01610061006e0061006900200075006e0020006400720075006b010101610061006e00610069002e00200049007a0076006500690064006f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5007300200076006100720020006100740076011300720074002c00200069007a006d0061006e0074006f006a006f0074002000700072006f006700720061006d006d0075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5006e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6002e003000200076006100690020006a00610075006e0101006b0075002000760065007200730069006a0075002e>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waarmee zakelijke documenten betrouwbaar kunnen worden weergegeven en afgedrukt.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6.0 en hoger.)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73006f006d002000650072002000650067006e0065007400200066006f00720020007000e5006c006900740065006c006900670020007600690073006e0069006e00670020006f0067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200061007600200066006f0072007200650074006e0069006e00670073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6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e>
    /POL <FEFF004b006f0072007a0079007300740061006a010500630020007a00200074007900630068002000750073007400610077006900650144002c0020006d006f017c006e0061002000740077006f0072007a007901070020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9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a00770061006c0061006a01050063006500200077002000730070006f007300f300620020006e00690065007a00610077006f0064006e0079002000770079015b0077006900650074006c00610107002000690020006400720075006b006f0077006101070020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90020006600690072006d006f00770065002e00200020005500740077006f0072007a006f006e00650020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900200050004400460020006d006f017c006e00610020006f007400770069006500720061010700200077002000700072006f006700720061006d00610063006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9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7700200077006500720073006a006900200036002e00300020006f00720061007a002000770020006e006f00770073007a00790063006800200077006500720073006a00610063006800200074007900630068002000700072006f006700720061006d00f30077002e004b006f0072007a0079007300740061006a010500630020007a00200074007900630068002000750073007400610077006900650144002c0020006d006f017c006e0061002000740077006f0072007a007901070020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9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a00770061006c0061006a01050063006500200077002000730070006f007300f300620020006e00690065007a00610077006f0064006e0079002000770079015b0077006900650074006c00610107002000690020006400720075006b006f0077006101070020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90020006600690072006d006f00770065002e00200020005500740077006f0072007a006f006e00650020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900200050004400460020006d006f017c006e00610020006f007400770069006500720061010700200077002000700072006f006700720061006d00610063006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9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7700200077006500720073006a006900200036002e00300020006f00720061007a002000770020006e006f00770073007a00790063006800200077006500720073006a00610063006800200074007900630068002000700072006f006700720061006d00f30077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3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66006f0072006d00610020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61006400650071007500610064006f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1002000760069007300750061006c0069007a006100e700e3006f0020006500200061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e3006f00200063006f006e0066006900e1007600650069007300200064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65007200630069006100690073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900610064006f0073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6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6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f5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RUM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10163006900200061006300650073007400650020007300650074010300720069002000700065006E0074007200750020006100200063007200650061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610064006500630076006100740065002000700065006E007400720075002000760069007A00750061006C0069007A006100720065002000640065002000EE006E00630072006500640065007200650020015F0069002000700065006E00740072007500200069006D007000720069006D0061007200650061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C006F007200200064006500200061006600610063006500720069002E0020004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C0065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74006500200070006F0074002000660069002000640065007300630068006900730065002000630075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15F0069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6002E003000200073006100750020007600650072007300690075006E006900200075006C0074006500720069006F006100720065002E>
    /RUS <FEFF04180441043F043E043B044C043704430439044204350020044D044204380020043F043004400430043C043504420440044B0020043F0440043800200441043E043704340430043D0438043800200434043E043A0443043C0435043D0442043E0432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C0020043F043E04340445043E0434044F04490438044500200434043B044F0020043D0430043404350436043D043E0433043E0020043F0440043E0441043C043E044204400430002004380020043F043504470430044204380020043104380437043D04350441002D0434043E043A0443043C0435043D0442043E0432002E00200421043E043704340430043D043D044B043500200434043E043A0443043C0435043D0442044B00200050004400460020043C043E0436043D043E0020043E0442043A0440044B0442044C002C002004380441043F043E043B044C04370443044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43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6002E00300020043B04380431043E00200438044500200431043E043B043504350020043F043E04370434043D043804350020043204350440044104380438002E>
    /SKY <FEFF0054006900650074006f0020006e006100730074006100760065006e0069006100200073006c00fa017e006900610020006e00610020007600790074007600e100720061006e006900650020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f007600200076006f00200066006f0072006d00e1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c0020006b0074006f007200e90020007300fa002000760068006f0064006e00e90020006e0061002000730070006f013e00610068006c0069007600e90020007a006f006200720061007a006f00760061006e006900650020006100200074006c0061010d0020006f006200630068006f0064006e00fd006300680020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f0076002e002000200056007900740076006f00720065006e00e90020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900200076006f00200066006f0072006d00e10074006500200050004400460020006a00650020006d006f017e006e00e90020006f00740076006f00720069016500200076002000700072006f006700720061006d0065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100200076002000700072006f006700720061006d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c0020007600650072007a0069006900200036002e003000200061006c00650062006f0020006e006f007601610065006a002e>
    /SLV <FEFF005400650020006E006100730074006100760069007400760065002000750070006F0072006100620069007400650020007A00610020007500730074007600610072006A0061006E006A00650020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F0076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C0020007000720069006D00650072006E006900680020007A00610020007A0061006E00650073006C006A006900760020006F0067006C0065006400200069006E0020007400690073006B0061006E006A006500200070006F0073006C006F0076006E006900680020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F0076002E0020005500730074007600610072006A0065006E00650020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50004400460020006A00650020006D006F0067006F010D00650020006F00640070007200650074006900200073002000700072006F006700720061006D006F006D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9006E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6002E003000200074006500720020006E006F00760065006A01610069006D0069002E>
    /SUO <FEFF004b00e40079007400e40020006e00e40069007400e4002000610073006500740075006b007300690061002c0020006b0075006e0020006c0075006f007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40065006a0061002c0020006a006f0074006b006100200073006f007000690076006100740020007900720069007400790073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f006a0065006e0020006c0075006f00740065007400740061007600610061006e0020006e00e400790074007400e4006d0069007300650065006e0020006a0061002000740075006c006f007300740061006d0069007300650065006e002e0020004c0075006f006400750074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9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69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6002e0030003a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9006c006c0061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f006d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73006f006d00200070006100730073006100720020006600f60072002000740069006c006c006600f60072006c00690074006c006900670020007600690073006e0069006e00670020006f00630068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650072002000610076002000610066006600e400720073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e002000200053006b006100700061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6002e00300020006f00630068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TUR <FEFF0130015f006c006500200069006c00670069006c0069002000620065006c00670065006c006500720069006e0020006700fc00760065006e0069006c0069007200200062006900e70069006d006400650020006700f6007200fc006e007400fc006c0065006e006d006500730069006e0065002000760065002000790061007a0064013100720131006c006d006100730131006e006100200075007900670075006e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620065006c00670065006c0065007200690020006f006c0075015f007400750072006d0061006b0020006900e70069006e00200062007500200061007900610072006c0061007201310020006b0075006c006c0061006e0131006e002e0020004f006c0075015f0074007500720075006c0061006e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7300790061006c00610072013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6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6002e003000200076006500200073006f006e00720061006b00690020007300fc007200fc006d006c0065007200690079006c00650020006100e70131006c006100620069006c00690072002e>
    /UKR <FEFF04120438043A043E0440043804410442043E043204430439044204350020044604560020043F043004400430043C043504420440043800200434043B044F0020044104420432043E04400435043D043D044F00200434043E043A0443043C0435043D044204560432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C0020043F044004380437043D043004470435043D0438044500200434043B044F0020043D0430043404560439043D043E0433043E0020043F0435044004350433043B044F04340443002004560020043404400443043A0443002004340456043B043E04320438044500200434043E043A0443043C0435043D044204560432002E0020042104420432043E04400435043D04560020005000440046002D0434043E043A0443043C0435043D044204380020043C043E0436043D04300020043204560434043A04400438043204300442043800200437043000200434043E043F043E043C043E0433043E044E0020043F0440043E043304400430043C043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456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6002E00300020044204300020043F04560437043D04560448043804450020043204350440044104560439002E>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high quality Adobe PDF documents suitable for a delightful viewing experience and printing of business document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7.0 and later.)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e44c988b2c8c2a40020bb38c11cb97c0020c548c815c801c73cb85c0020bcf4ace00020c778c1c4d558b2940020b3700020ac00c7a50020c801d569d55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6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600 6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