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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9일(목)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방송, 통신 4.29(목) 06:00시 이후 보도 가능

보도자료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http://www.kcue.or.kr

문의  ☎ 02-6919-3831~7, 대학입학지원실장: 장경호, 입학기획팀장: 구안규, 담당: 최형진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
  ① 수시모집 학생부위주, 정시모집 수능위주 선발 기조 유지

  ② 고른기회 특별전형 정원내 선발 비율 증가

□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인철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이하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에서 

각 대학이 매 입학연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

행계획을 수립·공표하여야 함에 따라, 전국 회원대학(198개)의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대학교육의 본질 및 초·중등교육의 

정상적 운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학입학전형 간소화 

원칙을 준수하고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이 전형취지

에 부합하도록 각 대학이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도록 권고하였으며, 대교협은 수립된 대학입학

전형시행계획을 취합하여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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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수도권 정시 모집인원 증가, 비수도권 수시모집 모집인원 증가

u 전체 모집인원은 349,124명으로 2022학년도보다 2,571명 증가

 2021학년도 347,447명 → 2022학년도 346,553명(-894명) 

 2022학년도 346,553명 → 2023학년도 349,124명(+2,571명) 

u 수시모집에서 전년대비 선발 비율 증가

 수시모집에서 전체 모집인원 349,124명 중 78.0%인 272,442명 선발 

 전년대비 수시모집 10,064명(+2.3%p) 모집인원 증가(※ 전년대비 정시모집 

7,493명(-2.3%p) 모집인원 감소)

(단위: 명), 21.4.26.(월) 기준

학년도 수시모집 정시모집 합계
증감

수시 정시

2023학년도
272,442

(78.0%)

76,682

(22.0%)

349,124

(100.0%)

10,064

(2.3%p)

-7,493

(-2.3%p)

2022학년도
262,378

(75.7%)

84,175

(24.3%)

346,553

(100.0%)

-4,996

(-1.3%p)

4,102

(1.3%p)

2021학년도
267,374

(77.0%)

80,073

(23.0%)

347,447

(100.0%)

-1,402

(-0.3%p)

983

(0.3%p)
※ 증감에서 구성비의 증감은 반올림으로 인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이하 표에서 동일)

u 권역별 모집인원 

 수도권 정시모집 모집인원(825명) 증가 

 비수도권 수시모집 모집인원(8,669명) 및 선발비율(+3.9%p) 증가 

(단위: 명), 21.4.26.(월) 기준

구분 권역 수시모집 정시모집 합계
증감

수시 정시

2023
학년도

수도권 85,220(64.7%) 46,562(35.3%) 131,782
1,395

(-0.0%p)
825

(0.0%p)

비수도권 187,222(86.1%) 30,120(13.9%) 217,342
8,669

(3.9%p)
-8,318
(-3.9%p)

합계 272,442(78.0%) 76,682(22.0%) 349,124
10,064
(2.3%p)

-7,493
(-2.3%p)

2022
학년도

수도권 83,825(64.7%) 45,737(35.3%) 129,562
-6,443
(-4.8%p)

6,153
(4.8%p)

비수도권 178,553(82.3%) 38,438(17.7%) 216,991
1,447
(0.9%p)

-2,051
(-0.9%p)

합계 262,378(75.7%) 84,175(24.3%) 346,553
-4,996
(-1.2%p)

4,102
(1.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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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시모집 학생부위주, 정시모집 수능위주 선발 기조 유지

u 수시모집 학생부위주, 정시모집 수능위주 선발기조 유지 

 수시모집에서 235,854명(86.6%)을 학생부위주(교과, 종합)로 선발

 정시모집에서 69,911명(91.2%)을 수능위주로 선발  

 수시모집에서 전년대비 비수도권1) 학생부위주(교과)는 5,261명

(-0.3%p), 학생부위주(종합)은 1,768명(-0.1%p) 증가

 정시모집에서 전년대비 수도권 수능위주 모집인원 및 선발비율(1,361명, 

+1.3%p) 소폭 증가

(단위: 명), 21.4.26.(월) 기준

전형유형 2023학년도(A) 2022학년도(B) 증감(C)=(A)-(B)

학생부위주(교과) 154,716(44.3%) 148,707(42.9%) 6,009(1.4%p)

학생부위주(종합) 81,703(23.4%) 79,850(23.0%) 1,853(0.4%p)

논술위주 11,016(3.2%) 11,069(3.2%) -53(-0.0%p)

수능위주 69,911(20.0%) 75,978(21.9%) -6,067(-1.9%p)

실기/실적위주 27,164(7.8%) 26,287(7.6%) 877(0.2%p)

기타 4,614(1.3%) 4,662(1.3%) -48(-0.0%p)

합계 349,124(100.0%) 346,553(100.0%) 2,571

모집
시기 전형유형

모집인원
증감(C)=(A)-(B)

2023학년도(A) 2022학년도(B)

수시

학생부위주(교과) 154,464(56.7%) 148,506(56.6%) 5,958(0.1%p)

학생부위주(종합) 81,390(29.9%) 79,503(30.3%) 1,887(-0.4%p)

논술위주 11,016(4.0%) 11,069(4.2%) -53(-0.2%p)

실기/실적위주 21,014(7.7%) 18,817(7.2%) 2,197(0.5%p)

기타 4,558(1.7%) 4,483(1.7%) 75(-0.0%p)

수시 소계　 272,442(100.0%) 262,378(100.0%) 10,064

정시

수능위주 69,911(91.2%) 75,978(90.3%) -6,067(0.9%p)

실기/실적위주 6,150(8.0%) 7,470(8.9%) -1,320(-0.9%p)

학생부위주(교과) 252(0.3%) 201(0.2%) 51(0.1%p)

학생부위주(종합) 313(0.4%) 347(0.4%) -34(-0.0%p)

기타 56(0.1%) 179(0.2%) -123(-0.1%p)

정시 소계　 76,682(100.0%) 84,175(100.0%) -7,493

총합계　 349,124 346,553 2,571

✳ 전형유형별 선발비율은 모집시기별 인원 대비 전형유형별 선발비율로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1) 권역별/전형유형별/모집시기별 모집인원 첨부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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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21.4.26.(월) 기준

모집

시기
권역 전형유형 2023학년도(A) 2022학년도(B) 증감(C)=(A)-(B)

수시

수도권

학생부위주(교과) 27,670(32.5%) 26,973(32.2%) 697(0.3%p)

학생부위주(종합) 38,787(45.5%) 38,668(46.1%) 119(-0.6%p)

논술위주 9,133(10.7%) 9,297(11.1%) -164(-0.4%p)

실기/실적위주 7,428(8.7%) 6,690(8.0%) 738(0.7%p)

기타 2,202(2.6%) 2,197(2.6%) 5(-0.0%p)

수도권 소계 85,220(100.0%) 83,825(100.0%) 1,395

비

수도권

학생부위주(교과) 126,794(67.7%) 121,533(68.1%) 5,261(-0.3%p)

학생부위주(종합) 42,603(22.8%) 40,835(22.9%) 1,768(-0.1%p)

논술위주 1,883(1.0%) 1,772(1.0%) 111(0.0%p)

실기/실적위주 13,586(7.3%) 12,127(6.8%) 1,459(0.5%p)

기타 2,356(1.3%) 2,286(1.3%) 70(-0.0%p)

비수도권 소계 187,222(100.0%) 178,553(100.0%) 8,669

수시 소계 272,442 262,378 10,064

정시

수도권

수능위주 43,225(92.8%) 41,864(91.5%) 1,361(1.3%p)

실기/실적위주 3,188(6.8%) 3,514(7.7%) -326(-0.8%p)

학생부위주(교과) 20(0.0%) 45(0.1%) -25(-0.1%p)

학생부위주(종합) 119(0.3%) 150(0.3%) -31(-0.1%p)

기타 10(0.0%) 164(0.4%) -154(-0.3%p)

수도권 소계 46,562(100.0%) 45,737(100.0%) 825

비

수도권

수능위주 26,686(88.6%) 34,114(88.8%) -7,428(-0.2%p)

실기/실적위주 2,962(9.8%) 3,956(10.3%) -994(-0.5%p)

학생부위주(교과) 232(0.8%) 156(0.4%) 76(0.4%p)

학생부위주(종합) 194(0.6%) 197(0.5%) -3(0.1%p)

기타 46(0.2%) 15(0.0%) 31(0.1%p)

비수도권 소계 30,120(100.0%) 38,438(100.0%) -8,318

정시소계 76,682 84,175 -7,493

합계 349,124 346,553 2,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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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른기회 특별전형2) 정원내 선발비율 증가

u 균등한 고등교육 제공을 위하여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대

학이 고른기회 특별전형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명시함 

 회원대학 모두 고른기회 특별전형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선발 

비율 증가

 21학년도 47,606명 → 22학년도 53,546명(+1.7%p) → 23학년도 55,279명(+0.4%p)

(단위: 명), 21.4.26.(월) 기준

구분
2023

학년도(A)
2022

학년도(B)
2021

학년도(C)
2023학년도
증감(D)

2022학년도
증감(E)

정원내 31,027
(8.9%)

29,103
(8.4%)

23,344
(6.7%)

1,924
(0.5%p)

5,759
(1.7%p)

정원외 24,252
(6.9%)

24,443
(7.1%)

24,262
(7.0%)

-191
(-0.1%p)

181
(0.1%p)

합계 55,279
(15.8%)

53,546
(15.5%)

47,606
(13.7%)

1,733
(0.4%p)

5,940
(1.7%p)

※ 괄호안 비율은 전체 모집인원 대비 고른기회 특별전형 선발인원 비율

u 지역인재 특별전형

 지역인재 특별전형 운영 대학 및 모집 비율이 꾸준히 증가함

 21학년도 16,521명 → 22학년도 20,783명(+1.2%p) → 23학년도 → 21,235명(+0.1%p)

(단위: 명), 21.4.26.(월) 기준

구분 2023학년도(A) 2022학년도(B) 2021학년도(C)
2023학년도

증감(D)

2022학년도

증감(E)

대학수 93개교 92개교 86개교 1개교 6개교

모집인원 21,235
(6.1%)

20,783
(6.0%)

16,521
(4.8%)

452
(0.1%p)

4,262
(1.2%p)

※ 괄호안 비율은 전체 모집인원 대비 지역인재 특별전형 선발인원 비율

2)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따른 고른기회 특별전형
 * 국가보훈대상자, 농어촌학생,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특성화고교졸업자, 특성화고 등

을 졸업한 재직자, 장애인 등 대상자, 서해 5도 학생, 만학도, 지역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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➃ 2015개정교육과정 취지에 따른 대학별 수능 선택과목 지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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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위주/일반전형/정원내 입력자료 기준 

 국어영역에서 모든 대학이 선택과목 구분 없이 1개과목 반영  

 수학영역에서 대다수 대학이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중 1개과목 반영

(미적분, 기하 중 1개과목 반영대학 약 26%)

 탐구영역에서 대다수 대학이 과목 구분없이 사회, 과학탐구(직업탐구) 반영 

 21.4.26.(월) 기준

구분 선택과목 2023학년도(A) 2022학년도(B) 증감(C)=(A)-(B)

국어영역 언어와 매체,
화법과작문 중 선택

183개교 185개교 -2개교

수학영역

미적분,기하,확률과 
통계 중 선택

175개교 177개교 -2개교

미적분,기하 중 선택 58개교 55개교 3개교

확률과 통계 선택 3개교 3개교

탐구영역

탐구영역(사회,과학,
직업) 중 선택

104개교 107개교 -3개교

탐구영역(사회,과학)
중 선택 

96개교 92개교 4개교

탐구영역(과학) 선택 62개교 61개교 1개교

탐구영역(사회) 선택 2개교 2개교

※ 수능 영역별 선택과목은 선발 모집단위에 따라 대학수가 중복 될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보도 첨부자료 확인

□ 대교협은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주요사항」 

책자를 제작하여 고등학교, 시도교육청 및 관계 기관에 

배포하고, 대입정보포털 홈페이지(www.adiga.kr)에 7월 중 

게재함으로써 학생, 학부모 및 교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