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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의학계열 전형별 선발 현황
• 의예과는 의전원에서 의대 체제로 전환이 완료되어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했던 2019학년도, 

2020학년도 대입과 마찬가지로 2,922명(정원내 기준)을 선발한다.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치과대 
학부 모집으로 전환을 마친 치의예과도 629명을 선발하며, 한의예과는 몇 년 동안 큰 변화 없이 
726명을 선발한다. 2020 대입에서 특기자를 선발하던 실기 전형(고려대, 연세대) 폐지와 논술전
형 선발 인원이 감소되었다.

•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높게 설정된 경우 합격자의 교과 성적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의학계열 
입시에서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의 충족 여부가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주된 판단 요소가 된다. 의
대 정시의 경우 가군 모집인원이 나군에 비해 263명 많다.

• 의사들의 윤리의식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다중 미니면접(MMI)을 중심으로 인 ‧ 적성 평가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다중 미니면접은 지원자가 면접실마다 주어진 상황이나 제시문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답하는 과정에서 인성, 협동심, 소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는다. 건양대, 계명
대, 고신대, 대구가톨릭대, 동아대, 서울대, 성균관대, 아주대, 울산대, 인제대, 한림대 등에서 실
시하고 있다.

• 선호도가 높은 치과대의 경우 수능최저학력기준이 높아 이월 인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정시 
선발 인원이 계획 인원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나군 모집 인원이 상대적으로 많다.

• 정시모집 한의대를 희망하는 자연계열 학생들은 인문/자연계열을 구분하지 않고 모집하는 대학 
중 수학 가형에 많은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인문계열 학생들과의 경쟁
을 피할 수 있다.

• 수의예과는 최근 선호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정시 선발 인원이 가군에 집중되어 있다.

(단위: %)

학과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논술전형 수능전형
의예과 25.67 31.31 4.93 38.09

치의예과 15.09 40.22 5.41 38.47
한의예과 28.79 27.27 4.13 39.81
수의예과 32.46 26.21 4.64 36.69

계 25.26 31.34 4.84 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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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시모집 유형별 현황

지역 대학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논술 계

서울

가톨릭대 42 21 63

경희대 55 21 76

고려대 34 52 86

서울대 105 105

성균관대 25 25

연세대 84 84

이화여대(자연) 15 15

중앙대 20 26 46

한양대 39 9 48

인천 인하대 15 15 10 40

경기
가천대 5 20 25

아주대 20 10 30

강원

가톨릭관동대 26 8 34

연세대(미래) 14 36 15 65

한림대 38 38

대전

건양대 34 34

을지대 22 22

충남대 46 19 65

충남
단국대 15 15

순천향대 42 13 55

충북 충북대 10 10 20

부산

고신대 50 50

동아대 30 30

부산대 45 45 90

경남
경상대 29 12 41

인제대 56 56

울산 울산대 18 12 30

대구
경북대 10 45 20 75

계명대 36 10 46

경북

대구가톨릭대 20 20

동국대 10 14 24

영남대 41 41

광주
전남대 37 38 75

조선대 43 27 70

전북
원광대 66 66

전북대 75 9 84

제주 제주대 20 20

합  계 750 915 14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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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시모집 군별 현황

지역 대학 가 나 다 계

서울

가톨릭대 30 30

경희대 34 34

고려대 20 20

서울대 30 30

성균관대 15 15

연세대 26 26

이화여대(인문) 6 6

이화여대(자연) 55 55

중앙대 40 40

한양대 62 62

인천 인하대 9 9

경기
가천대 15 15

아주대 10 10

강원

가톨릭관동대(인문) 3 3

가톨릭관동대(자연) 12 12

연세대(미래) 28 28

한림대 38 38

대전

건양대 15 15

을지대 17 17

충남대 45 45

충남
단국대 25 25

순천향대 38 38

충북 충북대 29 29

부산

고신대 26 26

동아대 19 19

부산대 35 35

경남
경상대 35 35

인제대 37 37

울산 울산대 10 10

대구
경북대 35 35

계명대 30 30

경북

대구가톨릭대 20 20

동국대 19 19

영남대 35 35

광주
전남대 50 50

조선대 56 56

전북
원광대 27 27

전북대 57 57

제주 제주대 20 20

합  계 587 324 202 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