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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전형 요약 및 주요사항

1. 전형 요약

전형명 모집 인원 모집 단위 비고

정
원
내

일반전형

가군 28명
나군 31명
다군 97명

+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

전 모집 단위 수능 80% 학생부 20% 
한의예과
간호학과 수능 100%

예술체육대학
(예능계, 체능계) 수능 30% 실기 70%

평생교육융합계열 학생부 100%

지역인재① 수시모집 지역인재 I,III
 미충원 인원

한의예과
간호학과 수능 100%

지역인재② 수시모집 지역인재 II,IV 
미충원 인원

한의예과
간호학과 수능 100%

정
원
외

농어촌학생전형

수시모집 미충원 모집단위 및 인원 학생부 100%

특성화고교전형

교육기회균등전형

특성화고교졸업재직자

만학도전형

군위탁생특별전형

※ 수능 미응시자 지원 가능(한의예과, 간호학과 제외)
※ 지역인재① : 강원지역 고교 출신자
※ 지역인재② : 강원지역 고교 출신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지역인재①, ② 전형의 한의예과는 A형으로 선발
      A형 : 수학(미적분/기하)과 탐구(과학 2개) 선택 필수 / B형 : 제한 없음

모집군 모집단위 비고

가군

경상대학 경영학과, 국제경영학과, 호텔항공관광경영학과

※ 군별 중복지원 가능
단, 모집군별 1개의 
모집단위 및 전형에만 
지원할 수 있음

생명환경과학대학 동물자원학과, 스마트생명과학과, 조경산림학과

예술체육대학(예능계) 가구·패션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시각영상디자인학과

나군

보건의료대학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 작업치료학과, 
보건계열(제약바이오전공/보건의료경영전공/식품영양학전공/언어치료전공)

FIND칼리지 자유전공학부

글로벌융합대학 한국어교육학과

미래라이프대학 평생교육융합계열(사회적경제학과/평생교육상담학과/레저레크레이션학과/
식음료외식산업학과)

다군

한의과대학 한의예과

미래인재대학 경찰법학과, 공공인재학과, 군사학과,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사회복지학과, 유아교육학과, 건설환경공학과, 소방안전학과

미디어문화대학 문화콘텐츠학과, 미디어영상광고학과, 만화애니메이션학과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전기전자융합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예술체육대학(체능계) 체육학전공, 생활체육학전공(야), 태권도학전공

2. 주요사항
◼ 군별 모집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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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영역별 반영비율(백분위 점수 반영)(p.30 참고)

반환사유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비고

경찰법학과/공공인재학과/군사학과/
도시계획부동산학과/사회복지학과/유아교육학과/

문화콘텐츠학과/미디어영상광고학과/
만화애니메이션학과/경영학과/국제경영학과/
호텔항공관광경영학과/가구·패션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학과/시각영상디자인학과/
체육학전공/생활체육학전공(야)/

태권도학전공/자유전공학부/한국어교육학과

40% - 20% 40%

※ 탐구영역
2과목 중 상위 

1과목 적용
작업치료학과/건설환경공학과/소방안전학과/

동물자원학과/스마트생명과학과/
조경산림학과/전기전자융합공학과/

컴퓨터공학과

- 40% 20% 40%

보건계열 40%
국어 또는 수학 택1 20% 40%

간호학과/물리치료학과/임상병리학과 25% 35% 20% 20%
※ 탐구영역

2과목 중 상위 
1과목 적용
※ 직탐불가

한의예과 20% 40% 20% 20%
※ 탐구영역
2과목 평균 
백분위 적용
※ 직탐불가

※ 영어영역 등급별 백분위 점수 기준

등급 1 2 3 4 5 6 7 8 9

점수 100 90 75 60 55 50 35 20 10

◼ 학생부 반영방법(p.32 참고)

교과성적

• (전 모집단위)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교과 중 학기별 최고 석차등급인 과목 최대 3개 
    (학기별 1개 교과당 최대 1개 과목 반영)
• (한의예과)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교과 중 학기별 최고 석차등급인 과목 최대 5개
    (학기별 1개 교과당 최대 1개 과목 반영)

출결점수 • 미인정(사고) 결석 일수를 등급화하여 반영
• 미인정(사고) 지각, 조퇴, 결과의 경우 3회를 결석 1회로 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