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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종합)전형 수능최저학력 기준

 개요

  최근 들어 학생부(종합)전형은 입시의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이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이 많고, 적용하더

라도 일부 모집단위에서만 적용하기도 한다.

 유의사항

    1. 이 자료는 각 대학에서 발표한 <2020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제작되었음

    2. 지원할 때, 해당 대학의 모집요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주요내용 : 수도권

대학 전형 모집단위 수능최저학력기준

가천대 가천의예 의예과 국/수가/영/과(2과목) 중 3개 영역 1등급

가톨릭대 학교장추천 간호학과(인문) 국/수나/영/사(1과목) 중 3개 영역 등급 합이 6등급

가톨릭대 학교장추천 간호학과(자연) 국/수가/영/과(1과목) 중 3개 영역 등급 합이 6등급

가톨릭대 학교장추천 의예과 국/수가/영/과(2과목) 중 3개 영역 등급 합이 4등급 및 한국사 4등급

고려대 일반학생 인문계 국/수/영/사과(1과목) 등급 합이 6등급 및 한국사 3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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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전형 모집단위 수능최저학력기준

고려대 일반학생 자연계(일부 제외) 국/수가/영/과(1과목) 등급 합이 7등급 및 한국사 4등급

고려대 일반학생 의과대학 국/수가/영/과(2과목) 등급 합이 5등급 및 한국사 4등급

고려대 학교추천Ⅱ 인문계 국/수/영/사과(2과목) 중 3개 영역 등급 합이 5등급 및 한국사 3등급

고려대 학교추천Ⅱ 자연계(일부 제외) 국/수가/영/과(2과목) 중 3개 영역 등급 합이 6등급 및 한국사 4등급

고려대 학교추천Ⅱ 의과대학 국/수가/영/과(2과목) 등급 합이 5등급 및 한국사 4등급

고려대 사회공헌자Ⅰ 인문계 국/수/영/사과(2과목) 중 3개 영역 등급 합이 6등급 및 한국사 3등급

고려대 사회공헌자Ⅰ 자연계 국/수가/영/과(2과목) 중 3개 영역 등급 합이 7등급 및 한국사 4등급

고려대 사회공헌자Ⅱ 인문계 국/수/영/사과(2과목) 중 3개 영역 등급 합이 6등급 및 한국사 3등급

고려대 사회공헌자Ⅱ 자연계 국/수가/영/과(2과목) 중 3개 영역 등급 합이 7등급 및 한국사 4등급

고려대 농어촌학생 인문계 국/수/영/사과(2과목) 중 3개 영역 등급 합이 6등급 및 한국사 3등급

고려대 농어촌학생 자연계(일부 제외) 국/수가/영/과(2과목) 중 3개 영역 등급 합이 7등급 및 한국사 4등급

고려대 농어촌학생 의과대학 국/수가/영/과(2과목) 등급 합이 5등급 및 한국사 4등급

고려대 특성화고교졸업자 전 모집단위(일부 제외) 국/수가/영/과직(2과목) 중 3개 영역 등급 합이 7등급 및 한국사 4등급

고려대 특성화고교졸업자 경영대학/식품자원경제학과 국/수가/영/과직(2과목) 중 3개 영역 등급 합이 6등급 및 한국사 3등급

서울교육대 교직인성우수자 초등교육학과 국/수/영/사과(2과목) 등급 합이 9등급 및 한국사 4등급(단, 수가/과 각각 1등급 상향)

서울대 지역균형 인문사회계 국/수/영/탐 중 3개 영역 2등급

서울대 지역균형 자연과학계열 국/수가/영/과직 중 3개 영역 2등급

서울대 지역균형 작곡과 국/수/영/사과 중 3개 영역 2등급

서울대 지역균형 성악과/기악과/국악과 국/수/영/사과 중 3개 영역 3등급

서울대 지역균형
디자인학부/동양화과/서양화과/조소과/

체육교육과/간호대학
국/수/영/사과 중 3개 영역 2등급

서울대 일반학생 디자인학부(디자인전공) 국/수/영/사과 중 3개 영역 2등급

서울대 일반학생
디자인학부(공예전공)/디자인학부(디자인전공)

/서양화과
국/수/영/사과 중 3개 영역 3등급

서울대 일반학생 체육교육과 국/수/영/사과 중 2개 영역 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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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전형 모집단위 수능최저학력기준

서울대 일반학생 동양화과 국/수/영/사과/한국사 중 3개 영역 3등급

서울대 일반학생 조소과 국/수/영/사과 중 2개 영역 등급

아주대 학생부종합(ACE) 의학과(예과) 국/수가/영/과(2과목) 등급 합이 5등급

이화여대 미래인재 인문계열(일부 제외) 국/수나/영/사과(1과목) 중 3개 영역 등급 합이 5등급

이화여대 미래인재 자연계열(일부 제외) 국/수가/영/과(1과목) 중 3개 영역 등급 합이 6등급

이화여대 미래인재 의예과(자연) 국/수가/영/과(1과목) 등급 합이 5등급

이화여대 미래인재 스크랜튼학부(인문) 국/수나/영/사과(1과목) 중 3개 영역 등급 합이 4등급

이화여대 미래인재 스크랜튼학부(자연)/뇌인지과학 국/수가/영/과(1과목) 중 3개 영역 등급 합이 5등급

이화여대 사회기여자 인문계열 국/수나/영/사과(1과목) 중 3개 영역 등급 합이 6등급

이화여대 사회기여자 자연계열(일부 제외) 국/수가/영/과(1과목) 중 3개 영역 등급 합이 7등급

이화여대 고른기회 인문계열 국/수나/영/사과(1과목) 중 3개 영역 등급 합이 6등급

이화여대 고른기회 자연계열(일부 제외) 국/수가/영/과(1과목) 중 3개 영역 등급 합이 7등급

홍익대(서울) 학교생활우수자 인문계열/예술학과/캠퍼스자율전공(인문/예능) 국/수/영/사과(1과목) 중 3개 영역 등급 합이 6등급 및 한국사 4등급

홍익대(서울) 학교생활우수자 자연계열/캠퍼스자율전공(자연/예능) 국/수가/영/과(1과목) 중 3개 영역 등급 합이 7등급 및 한국사 4등급

홍익대(서울) 미술우수자 미술계열 국/수/영/사과(1과목) 중 3개 영역 등급 합이 8등급 및 한국사 4등급

홍익대(서울) 사회적배려대상자Ⅰ 인문계열 국/수/영/사과(1과목) 중 1개 영역 2등급 및 한국사 5등급

홍익대(서울) 사회적배려대상자Ⅰ 자연계열 국/수가/영/사과(1과목) 중 1개 영역 2등급 및 한국사 5등급

홍익대(서울) 국가보훈대상자 인문계열 국/수/영/사과(1과목) 중 1개 영역 2등급 및 한국사 5등급

홍익대(서울) 국가보훈대상자 자연계열 국/수가/영/사과(1과목) 중 1개 영역 2등급 및 한국사 5등급

홍익대(서울) 농어촌학생 미술계열 국/수/영/사과(1과목) 중 1개 영역 3등급 및 한국사 5등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