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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치대/한의대 논술, 면접고사 일정 >

일정 의대 치대 한의대

9월 28일 (토)
-연세대(원주) 면접(학교생활우수자/강
원인재/기회균형)

10월 12일 (토) -연세대(논술) 오후 1시30분

10월 18일 (금)
-인제대(지역인재,농어촌) 면접
10월 18일(금)~19일(토) 중 1일)

10월 19일 (토)

-가톨릭관동대(CKU종합1)면접
10월 19일(토)~20일(일) 중 1일
-성균관대(학과모집) 면접
-연세대(면접형) 면접
-연세대(원주)(교과면접) 면접
-영남대(창의인재) 면접

-연세대(면접형) 면접 -대전대(일반-교과) 면접

10월 20일 (일) -고려대(학교추천 I) 오전 8시20분

10월 25일 (금)
-세명대(지역인재-종합) 면접
-우석대(지역인재-종합) 면접

10월 26일 (금)

-건양대(지역인재-교과) 면접
-고려대(특기자) 오후12시30분
-연세대(연세한마음/북한이탈주민)면접
-연세대(원주) 면접 (기초생활/농어촌/
북한이탈주민)

-연세대(연세한마음/북한이탈주민)면접 -대전대(혜화인재) 면접

11월 1일 (금) -동신대(지역인재2) 면접

11월 2일 (토)
-계명대(일반-종합) 면접
-연세대(과학인재) 면접

-연세대(과학인재) 면접

11월 7일 (목)
-강릉원주대(농어촌) 면접
11월7일~9일 중 1일

11월 14일 (목) 수능

11월 16일 (토)

-가톨릭대(논술) 오전 9시30분
-경북대(일반-종합/지역인재-종합)면접
-경희대(논술) 오전 9시
-계명대(일반-교과) 면접
-고려대(농어촌) 오후 1시30분
-대구가톨릭대(지역교과) 면접
-울산대(논술) 오전 9시

-강릉원주대 면접 (해람인재/지역인재/
사회적배려대상자)
-경북대(일반-종합/지역인재-종합)면접
-경희대(논술) 오전 9시

-경희대(자연-논술) 오전 9시

11월 17일 (일)

-계명대(지역-교과) 면접
-순천향대(일반-종합/지역인재-종합)면
접
-인하대(인하미래인재) 면접

-경희대(인문-논술) 오후3시

11월 19일 (화)
-원광대 면접
(학생부종합/기회균등/농어촌)

-원광대 면접
(학생부종합/기회균등/농어촌)

-원광대(학생부종합) 면접

11월 20일 (수) -원광대(지역인재) 면접 -원광대(지역인재) 면접 -원광대(지역인재) 면접

11월 21일 (목)

-경상대(일반-종합/지역인재-종합/농
어촌/기초생활) 면접
-전북대(큰사람) 면접
-제주대(일반/지역인재) 면접

-전북대(큰사람) 면접

11월 22일 (금)
-연세대(원주) 논술
-조선대(지역인재-종합) 면접
(11월22일(금) ~ 24일(일) 중 1일)

-조선대(지역인재-종합) 면접
(11월22일(금) ~ 24일(일) 중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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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의대 치대 한의대

11월 23일 (토)

-경북대(논술) 오후 3시
-계명대(지역-종합) 면접
-고신대(일반고/지역인재) 면접
(오전8시:부/울/경 지역&그외 오후1시)
-동국대(경주)(면접) 면접
-부산대(논술) 오전 9시30분
-서울대(일반) 면접 면접
-연세대(활동우수형) 면접
-울산대(지역인재) 면접
-중앙대(논술)
-충북대(학생부종합 I) 면접

-경북대(논술) 오후3시
-서울대(일반) 면접
-연세대(활동우수형) 면접

-동국대(경주)(면접) 면접
-동의대(학교생활우수자) 면접

11월 24일 (일)

-고려대(학교추천 II) 오후 1시30분
-동국대(경주)(지역인재) 면접
-이화여대(논술)
-한양대(논술) 오후5시

-동국대(경주) 면접
(지역인재/참사람)

11월 26일 (화)
-충남대(PRISM인재/농어촌/저소득층)
면접

11월 27일 (수)
-전남대(지역인재) 면접
-충북대(학생부교과/지역인재/농어촌) 
면접

-전남대(지역인재) 면접

11월 28일 (목)
-인제대(의예) 면접
(11월28일(목)~30일(토) 중 1일)

11월 29일 (금)
-서울대(기회균형 I) 면접
-한림대(학교생활우수자/지역인재/농어
촌) 면접

11월 30일 (토)

-가톨릭대 면접
(학교장추천/가톨릭지도자추천)
-동아대(지역균형인재) 면접
-서울대(지역균형) 면접
-아주대(논술) 오후3시
-연세대(기회균형) 면접
-울산대(종합면접) 면접
-인하대(논술)

-서울대(지역균형) 면접
-연세대(기회균형) 면접

-대구한의대(교과면접) 면접

12월 1일 (일)

-경희대(네오르네상스) 면접 오후 2시
-고려대(일반) 오전 8시20분
-순천향대(기초,차상위-종합/농어촌-종
합) 면접

-경희대(네오르네상스) 면접 오후 2시 -경희대(네오르네상스) 면접 오후 2시

12월 4일 (수) 수능 성적 발표일

12월 6일 (금) -가천대(가천의예) 면접

12월 7일 (토)

-건양대 면접 (일반/지역인재/농어촌)
(일반/지역인재/농어촌)
-아주대(ACE) 면접
-조선대(일반-교과) 면접

-조선대(일반-교과)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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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인문/사회/상경 계열 자연 계열

9월 29일 (일) -성신여대(오전 9시 / 오후 1시) -성신여대(오후 4시30분)

10월 5일 (토)
-서울시립대
-홍익대(오전 10시 : 인문/예술/자율전공)

-서울시립대

10월 6일 (일)
-가톨릭대(오후 2시30분 :인문사회/생활과학/미디어
기술콘텐츠/간호학)

-가톨릭대(오전 9시30분 :자연과학/공학/간호)
-홍익대(오전 10시 : 자연/자율전공)

10월 12일 (토)

-연세대 (오전 9시 : 화생공/전기전자/건축공/도시공
/사회환경시스템공/기계공)
(오후 1시30분 : 신소재공/산업공/컴퓨터과학/이과대
/생명시스템/치의예)

10월 13일 (일) -연세대(오후1시 : 사회계, 오후 4시30분 : 인문계)

10월 26일 (토)
-경기대(오전 10시 : 휴먼인재융합/관광문화대
오후 2시 : 지식정보서비스대)

11월 14일 (목) 수능 시험일

11월 16일 (토)

-건국대 (오전 10시)
-경희대 (오후 3시 : 문과대/생활과학대/외국어/체대
/건축(인문))
-단국대 (오전10시: 법/경제/무역/경영/국제경영//
오후 3시30분 : 국문/사학/철학/영문/정외/행정/도
시계획부동산/커뮤니케이션)
-서울여대 (오전 9시30분 인문/자율전공
//오후 1시 사회과학/경영)
-성균관대 (오전 9시 : 경영/글로벌리더,글로벌경영,
경제// 오후 1시 : 인문과학/사회과학)
-숙명여대 (인문계/의류학)
-숭실대(오후 12시30분 : 인문//오후 4시30분 경상)
-한국항공대(오후 4시 : 소프트웨어/항공교통물류/ 
항공운항/자유전공/경영)

-가톨릭대(의예) (오전 9시30분)
-건국대 (오후 3시)
-경희대 (오전 9시: 공과/이과/약학/의대/치대/한의
대/식품영양/간호(자연))
-서강대
-서울여대 (오후 4시 : 자연과학/미래산업융합대/자
율전공)
-숙명여대
-숭실대 (오전 8시30분)
-울산대(의예) 오전9시
-한국항공대(오전 10시: 항공우주&기계공/항공전자/
항공재료
-한양대(에리카)
오전 9시30분 : 건축/건설환경공/교통물류공/전자공
/생명나노공/로봇공/소프트웨어/나노광전자
오후 1시30분 : 재료화학공/기계공/산업경영공/ICT
융합공/응용수학/응용물리학/분자생명과학/화학분자
공/해양융합공학)

11월 17일 (일)

-경희대
오전9시:자율전공/정경대/호텔관광/간호학(인문)
오후3시:경제학/무역학/경영대/지리학(인문)/한의예
(인문)
-덕성여대
-동국대(오후1시:문과/경찰행정/경엉
오후 4시30분: 법과대/사회과학대/사범대
-서강대
-한양대(에리카)
오전9시30분: 광고홍보/정보사회미디어/경제학/경영
오후1시30분: 한국언어문학/문화인류/문화콘텐츠/중
국학/일본학/영미언어문화학/프랑스학

-경희대(오전9시:전자정보/소프트웨어융합/응용과학/
생명과학)
-단국대
오전10시:고분자시스템공/토목환경공/건축공/소프트
웨어학/컴퓨터공/모바일시스템공/산업보안/과학교육
-덕성여대
-동국대
-성균관대
오전9시:공학계열/건축학
오후1시: 자연과학계열/전자전기/소프트웨어/반도체
시스템/글로벌아이오메디컬
-한국산업기술대

11월 18일 (일) -서울과학기술대 -서울과학기술대

11월 22일 (일) -연세대(원주) -연세대(원주)

< 일반 논술, 면접고사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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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인문/사회/예체능계열 자연계열

9월 29일 (일) -서경대 -서경대

10월 6일 (일) -삼육대 -삼육대

10월 12일 (토) -을지대 -을지대

10월 20일 (일) -한성대 -한성대

10월 26일 (토) -성결대 -성결대

11월 14일 (목) 수능 시험일

11월 17일 (일)
-한국산업기술대
-홍익대(세종) 오후 2시

-한국산업기술대
-홍익대(세종) 오후 2시

11월 23일 (토) -고려대(세종) 오전 11시 -고려대(세종) 오후 3시

11월 24일 (일) -가천대 -가천대

11월 30일 (토) -평택대 -평택대

12월 1일 (일) -한신대 -한신대

일정 인문/사회/상경 계열 자연 계열

11월 23일 (토)

-경북대 오전 9시
-부산대 오후 3시30분
-세종대
오전10시 : 인문과학대/사회과학대/법학부
오후3시 : 경영경제대/호텔관광대
-한국외국어대
오전10시 : 사회과학대/국제학부/LD학부/경상대
오후3시: 상경대/경영대/LT학부
-한양대
오전9시45분 : 정보시스템학/경제금육/경영
오후1시30분 : 인문과학/사회과학/국어교육/연극영화

-경북대 오후 3시
-광운대
-부산대 오전 9시30분
-중앙대

11월 24일 (일)

-광운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국어대
오전10시 : 영어/서양어/중국어
오후3시 : 아시아언어문화/일본어/사범대/글로벌캠

-세종대
오전 10시: 자연과학/생명과학/소프트웨어융합
오후 3시: 전자정보공학/공과
-이화여대
-한양대
오전9시45분: 건축/건축공/건설환경공학/도시공학/
자원환경공/유기나노공/생명공/원자력공/물리/화학/
생명과학/경제금융학/경영/생활과학대/간호학
오후1시30분:전기생체공/신소재공/화학공/기계공/산
업공/수학/수학교육
오후5시:융합전자공/컴퓨터소프트웨어/에너지공/미래
자동차공학/의예

11월 30일 (토)
-아주대(오전 9시 : 공과/금융공학 , 오후 3시 정보
통신대/자연과학/의대)
-인하대

12월 1일 (일)
-아주대(오전 9시 :경영/인문/사회)
-인하대

< 적성고사 일정 >



김앤조입시전략연구소

7

< 모의 논술고사 일정 >

대학 신청시간 시행일자/장소 비고

가톨릭대

선착순 응시
5월6일 (월) 10시 ~ 6월7일 (금) 24시
온라인 시험

추후 공지 오프라인 시험

건국대 추후 공지 (7월 중) 온라인 시험

걍희대
5월2일 (목) 18시~5월6일 (월) 24시
선착순, 개별접수, 입학처 홈페이지에
서 접수

6월1일 (토) 10시~12시
당일 12시30분 논술특강 진행
채저결과 : 7월5일 (금) 발표

단국대
6월25일 (월)~7월5일 (금) 고교교사가 
신청, 선착순

고교별 자체 실시
자료발송 : 7월12일 (금)

모의논술자료 공개 : 8월5일 (월)

성균관대

4월29일 (월) ~5월6일 (월)
고교별 자체 실시
자료수령 : 5월13일(월) 이후

개인별응시 6월10일 (월) ~ 홈페이지에서 개별출력

성신여대 별도신청없이 응시가능
5월11일 (토)~ 5월19일 (일) 오후3시
온라인시험

결과발표 : 6월12일 (수) 오후 2시

세종대

4월29일(월) 10시 ~ 5월8일 (수) 21시 5월12일(일) 10시~12시 오프라인 시험 논술고사 후 논술 해설 특강 진행

4월29일(월) 10시 ~ 5월17일 (금) 18시
5월12일(일) 13시~5월17일(금) 18시 
온라인 시험

한국외대

대전/부산 : 4월25일 (목) 14시
대구/광주 : 5월 중
서울 : 6월 중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5월11일 (토) 대전컨벤션센터
5월25일 (토) 부산 벡스코
6월15일 (토) 대구 엑스포
6월29일 (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7월24일 (수)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입시설명회 및 모의논술 실시

한양대
5월8일 (수) 17시 ~ 5월10일 (금) 22시
선착순, 개별신청

1차 모의논술
5월18일 (토) 9시~22시
온라인 시험

채점결과 : 5월31일 (금) 15시
출제교수 해설직강 : 6월1일 (토)
해설직강 신청 : 5월24일(금) 10시~5월
27일 (월) 15시

< 모의 적성고사 일정 >

대학 신청시간 시행일자/장소 비고

가천대 3월25일 (월) ~ 6월29일 (토) 해당 고교에서 실시 입학설명회와 함께 진행

수원대

5월1일 (수) 10시~5월16일 (목) 12시
6월11일 (화) 10시~6월27일 (목) 12시

5월1일 (수) ~ 6월28일 (금)
5월1일 (수) ~ 6월28일 (금)

입학설명회와 함께 진행
설명회/교내투어/모의적성고사

5월1일 (수) ~ 6월28일 (금) 해당고교에서 실시 입학설명회와 함께 진행

을지대 4월10일 (수) ~ 6월28일 (금) 해당고교에서 실시 입학설명회와 함께 진행

평택대 4월1일 (월) ~ 8월30일 (금) 해당고교에서 실시 입학설명회와 함께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