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모집시기 전형명 모집인원
가천대 수시1차 가천프런티어 269
가천대 수시1차 농어촌 80
가천대 수시1차 교육기회균형 40
가천대 수시1차 재외국민 79
가천대 수시1차 사회기여자 30
가천대 수시2차 취업자 56
가천대 수시2차 가천미래인재 111
가톨릭대 수시1차 잠재능력우수자 247
가톨릭대 수시1차 스테파노 133
가톨릭대 수시1차 교육기회균형 17
가톨릭대 수시1차 특수교육대상자 10
가톨릭대 수시1차 특성화고졸재직자 20
가톨릭대 정시가군 농어촌학생 63
가톨릭대 정시가군 특성화고교출신자 34
강남대 수시1차 잠재역량우수자 103
강남대 수시1차 특성화고교졸재직자 24
강남대 수시1차 농어촌학생 50
강남대 수시1차 특성화고교졸업자 35
강남대 수시1차 장애인등대상자 23
강남대 수시1차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 30
강남대 수시1차 특성화고교졸재직자 66
강남대 수시2차 잠재역량우수자 60
강남대 수시2차 취업자 60
강릉원주대 수시1차 GWNU꿈 201
강원대 수시 전공역향우수자 355
강원대 수시 KNU리더 122
강원대 수시 농어촌학생 132
건국대 수시1차 KU자기추천 385
건국대 수시1차 KU기회균등(사회적배려대상자) 37
건국대 수시1차 KU기회균등(기초생활/차상위급여수급자) 60
건국대 수시1차 KU기회균등(농어촌학생) 90
건국대 수시1차 KU기회균등(특성화고교출신자) 60
건국대 수시1차 KU기회균등(특성화고졸재직자-정원내) 3
건국대 수시1차 KU기회균등(특성화고졸재직자) 70
건국대 정시다군 농어촌학생 0
건국대 정시다군 KU기회균등(특성화고출신자) 0
건국대 정시다군 KU기회균등(특성화고졸재직자) 0
건국대(글로컬) 수시1차 KU자기추천 119
건국대(글로컬) 수시1차 특성화(전문계)고교출신자 33
건국대(글로컬) 수시2차 농어촌학생 8
건양대 수시 건양사람인 197
건양대 수시 학생부외국어교과우수자 5
건양대 수시 창업특기자 15
건양대 수시 특수교육대상자 10
건양대 수시 특성화고교졸업자 43

2014학년도 전국 4년제 대학 입학사정관전형 전형별 모집인원

  2014학년도 전국 4년제 대학 중 입학사정관제를 실시하는 학교는 주요사항 기준 135개 대학, 

48,866명을 모집합니다. 수시는 134개 대학 46,546명, 정시는 33개 대학 2,320명을 모집합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4학년도 전국 4년제 대학교 대학입학 전형계획 주요사항’을 기준으로 분석

된 자료이므로 모집시기별 모집요강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집인원 : 명)



대학 모집시기 전형명 모집인원
건양대 수시 특성화고졸재직자 20
건양대 수시 유플러스 287
건양대 정시나군 유플러스 59
건양대 정시나군 농어촌학생 65
경기대 수시1차 농어촌학생(인문, 자연) 98
경기대 수시1차 기초생활수급자 14
경기대 수시1차 KGU감성인재 145
경기대 수시1차 디자인비즈 36
경기대 수시1차 사회배려대상자 29
경기대 수시1차 농어촌학생(예체능) 6
경기대 수시2차 자기추천자 93
경기대(서울) 수시1차 농어촌학생(인문, 자연) 18
경기대(서울) 수시1차 KGU감성인재 17
경기대(서울) 수시1차 사회배려대상자 3
경기대(서울) 수시1차 농어촌학생(예체능) 3
경기대(서울) 수시2차 자기추천자 17
경남과학기술대 수시 명춤인재공공인재 27
경동대 수시1차 자기추천제 24
경북대 수시 KNU인재 438
경북대 수시 이웃사랑 50
경북대 수시 농어촌학생 194
경북대 수시 특성화고교출신자 96
경북대 수시 사회기여및배려자 34
경북대 수시 특수교육대상자 26
경북대 수시 고졸재직자 5
경북대 수시 특성화고졸재직자 25
경상대 수시 농어촌학생 124
경상대 수시 개척인재 468
경성대 수시1차 입학사정관 24
경운대 수시1차 입학사정관제 130
경인교대 수시 교직적성잠재능력우수자 200
경인교대 수시 농어촌학생1 13
경인교대 수시 서해5도학생 3
경일대 수시 KIU인재 37
경일대 수시 농어촌학생 13
경일대 수시 기회균형선발 9
경희대 수시1차 네오르네상스 580
경희대 수시1차 학교생활충실자 400
경희대 수시1차 사회공헌역경극복자 100
경희대 수시1차 창의적체험활동 40
경희대 수시1차 고교교육과정연계 50
경희대 정시나군 농어촌학생 136
경희대 정시나군 사회배려대상자 131
경희대 정시나군 특성화고교출신자 72
경희대 정시나군 특수교육대상자 20
계명대 수시 잠재능력우수자 430
계명대 수시 사랑나눔 63
계명대 수시 농어촌학생 183
고려대 수시 학교장추천 630
고려대 수시 사회공헌자 40
고려대 수시 사회배려자 80
고려대 수시 농어촌학생 80
고려대 수시 특성화(전문계)고교졸재직자 30
고려대 정시가군 농어촌학생 57



대학 모집시기 전형명 모집인원
고려대 정시가군 특수교육대상자 37
고려대 정시가군 특성화(전문계)고교졸업자 30
고려대(세종) 수시 교육기회균등 45
고려대(세종) 수시 사회공헌자 16
고신대 수시1차 코람데오 97
공주교대 수시1차 시장, 군수추천자 20
공주대 수시1차 잠재력우수자 703
관동대 수시1차 의과대학 13
관동대 수시1차 KD인재 101
관동대 수시1차 에너지자원인재 15
관동대 수시1차 에너지플랜트인재 15
광운대 수시 참빛인재 146
광운대 수시 광운IT미래인재 98
광운대 정시다군 농어촌학생 70
광운대 정시다군 특성화고교출신자 17
광주과학기술원 수시 일반전형 150
광주과학기술원 정시나군 일반전형 20
광주교대 수시 교직적성우수자 70
광주교대 수시 전라남도교육감추천 45
광주교대 수시 다문화가정 3
광주교대 수시 장애인등대상자 10
광주교대 수시 특정영역우수자 60
광주교대 수시 새터민 3
광주교대 수시 국가(독립)유공자자손 5
광주교대 정시나군 농어촌 13
광주교대 정시나군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 9
국민대 수시1차 국민프런티어 115
국민대 수시1차 국가(사회)기여자 14
국민대 수시1차 취업자 20
국민대 수시1차 농어촌학생 119
국민대 수시1차 기회균형 59
국민대 수시1차 특성화고졸재직자 119
국민대 정시나군 농어촌학생 0
군산대 수시1차 새만금인재 157
금오공과대 수시 창업,기능및발명특기자 10
금오공과대 수시 KIT참사랑인재 40
금오공과대 수시 특성화고교출신자 20
김천대 수시1차 글로벌리더 53
꽃동네대 수시 휴먼리더 30
꽃동네대 수시 사회배려자및대안학교 4
꽃동네대 수시 수도자 8
꽃동네대 수시 기회균형 4
꽃동네대 수시 농어촌 4
꽃동네대 수시 일반학생 28
나사렛대 수시1차 장애인등대상자 90
나사렛대 수시1차 일반학생 25
나사렛대 수시1차 전공특기자 5
남서울대 수시1차 N+섬기는리더 55
남서울대 수시1차 N+글로벌인재 53
남서울대 수시1차 N+자기추천 42
단국대(죽전) 수시1차 특성화고교졸업자 71
단국대(죽전) 수시1차 기회균형선발 24
단국대(천안) 수시 DKU인재사정관 368
단국대(천안) 수시 기회균형선발 64



대학 모집시기 전형명 모집인원
단국대(천안) 수시 특성화고교졸업자 38
대구가톨릭대 수시 사랑봉사창의 145
대구교대 수시 참스승 130
대구대 수시 입학사정관제 363
대구한의대 수시 특성화고교출신자 37
대구한의대 수시 농어촌출신자 56
대구한의대 수시 기회균형 25
대구한의대 수시 기린인재 40
대구한의대 정시가군 특성화고교출신자 0
대구한의대 정시가군 농어촌출신자 0
대구한의대 정시가군 기회균형 0
대전대 수시1차 혜화리더십 99
대진대 수시1차 자기추천자 105
대진대 수시1차 창업발명인재 10
대진대 수시1차 밝은사회 70
덕성여대 수시1차 사회기여배려자 9
덕성여대 정시나군 사랑나눔파트너십 16
동국대(경주) 수시1차 BEST 74
동국대(경주) 수시1차 불교계 48
동국대 수시 DoDream 163
동국대 수시 학교생활우수인재 199
동국대 수시 Dharma 108
동국대 수시 사회기여및배려자 41
동국대 수시 특성화(전문계)고졸재직자(수시1) 1
동국대 수시 농어촌 75
동국대 수시 기회균형선발 65
동국대 수시 특성화(전문계)고졸재직자(수시2) 49
동국대 정시가군 특성화(전문계)고졸재직자 10
동덕여대 수시1차 동덕창의리더 153
동덕여대 수시1차 동덕창의디자인리더 24
동덕여대 정시나군 농어촌학생 49
동명대 수시1차 동명글로벌인재 14
동명대 수시1차 자기추천 94
동서대 수시1차 입학사정관제 12
동아대 수시1차 자기추천자 582
동아대 수시1차 농어촌학생 178
동아대 수시1차 특성화고교출신자 130
동아대 수시1차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8
동아대 수시1차 사회통합 80
동아대 수시1차 특성화고교졸재직자 60
동의대 수시1차 자기추천자 423
명지대 수시1차 옵티머스리더 81
명지대 수시1차 기회균형 14
명지대(서울) 수시1차 옵티머스리더 119
명지대(서울) 수시1차 기회균형 26
목원대 수시1차 목원사랑인재 131
목원대 수시1차 농어촌학생 100
목포대 수시1차 MNU기초및차상위계층자 40
목포대 수시1차 MNU장애인 6
목포대 수시1차 MNU인재 154
배재대 수시1차 SMART배재사정관 100
백석대 수시1차 글로벌리더십 131
부경대 수시 PKNU인재 387
부경대 수시 사회적배려대상자 47



대학 모집시기 전형명 모집인원
부경대 수시 농어촌학생 140
부산가톨릭대 수시 성직자추천 40
부산가톨릭대 수시 자기추천 37
부산가톨릭대 수시 리더십 33
부산교대 수시 초등교직적성자 229
부산교대 수시 글로벌 6
부산교대 정시나군 국가보훈대상자 4
부산교대 정시나군 농어촌학생 14
부산교대 정시나군 장애인등대상자 10
부산교대 정시나군 기회균형선발 10
부산대 수시 고교생활우수자 394
부산대 수시 사회적배려대상자 60
부산대 수시 농어촌학생 148
부산대 수시 특성화고교출신자 38
부산대 수시 저소득층학생 112
부산대 수시 특수교육대상자 34
상명대 수시1차 상명미래인재 286
상명대 정시나군 농어촌학생 42
상지대 수시1차 상지스마트(일반전형) 101
상지대 수시1차 상지스마트(농어촌학생) 15
상지대 수시1차 상지스마트(특성화고교) 17
상지대 수시1차 상지스마트(교육기회균등) 5
서강대 수시 학교생활우수자 131
서강대 수시 자기추천 71
서강대 수시 가톨릭지도자추천 41
서강대 수시 기회균형선발 20
서강대 정시나군 기회균형선발 20
서강대 정시나군 농어촌학생 65
서강대 정시나군 전문계고교졸업자 9
서강대 정시나군 특수교육대상자 16
서강대 정시나군 사회통합 31
서울과학기술대 수시 DREAM자기추천 68
서울과학기술대 수시 전공우수자 152
서울과학기술대 수시 특성화고교졸업자 33
서울과학기술대 수시 농어촌학생 83
서울과학기술대 수시 특성화고교졸재직자 80
서울과학기술대 수시 국가(독립)유공자(손)자녀 28
서울과학기술대 수시 전공우수자(조형대학) 34
서울과학기술대 수시 학교생활우수자 554
서울교대 수시 학교장추천 60
서울교대 수시 특정영역집중이수자 60
서울교대 수시 다문화가정자녀 5
서울교대 수시 기회균형선발 10
서울교대 정시나군 일반전형 220
서울교대 정시나군 국가보훈대상자 5
서울교대 정시나군 소년소녀가장 5
서울교대 정시나군 농어촌학생 14
서울교대 정시나군 특수교육대상자 10
서울기독대 정시나군 교회지도자 6
서울기독대 정시나군 농어촌출신자 6
서울기독대 정시나군 사회봉사자 1
서울기독대 정시나군 고령자 6
서울기독대 정시나군 학교장,교사추천자 8
서울기독대 정시나군 기초생활수급자 1



대학 모집시기 전형명 모집인원
서울기독대 정시나군 전문계고교출신자 4
서울대 수시 지역균형선발 779
서울대 수시 일반전형 1838
서울대 수시 기회균형선발1(기초생활수급권자및차상위계층) 95
서울대 수시 기회균형선발1(농어촌학생) 95
서울대 수시 기회균형선발1(농업계열고교졸업예정자) 9
서울대 정시나군 기회균형선발2(특수교육대상자) 18
서울시립대 수시 입학사정관 485
서울시립대 수시 기회균등1 154
서울여대 수시1차 기독교지도자 30
서울여대 수시1차 학교생활우수자1 296
서울여대 수시1차 사회기여자 10
서울여대 수시1차 농어촌 58
서울여대 수시1차 기회균등1 27
서울여대 수시1차 바롬플러스인재 278
서울여대 수시2차 학교생활우수자2 196
선문대 수시1차 미래글로컬인재 60
성균관대 수시 성균인재 805
성균관대 수시 지역리더 138
성균관대 수시 특성화고교 50
성균관대 수시 이웃사랑 55
성균관대 수시 장애인등대상자 10
성균관대 정시가군 농어촌학생 0
성균관대 정시가군 특성화고교졸업자 0
성균관대 정시가군 기초생활수급자 0
성균관대 정시나군 특성화고교졸업자 0
성균관대 정시나군 농어촌학생 0
성균관대 정시나군 기초생활수급자 0
성신여대 수시1차 성신체인지 220
성신여대 수시1차 성신자기주도형인재 220
성신여대 수시1차 성신하모니 20
세명대 수시1차 세명미드필더 65
세종대 수시 창의인재 290
세종대 수시 학교생활우수자 100
세종대 수시 사회기여및배려자 20
세종대 수시 글로벌인재 50
숙명여대 수시1차 숙명미래인재 180
숙명여대 수시1차 숙명리더십인재 230
숙명여대 수시1차 농어촌학생 68
숙명여대 수시1차 특성화고교출신자 68
순천대 수시1차 지역인재 60
순천대 수시1차 농어촌학생 68
순천향대 수시1차 피닉스 442
순천향대 수시1차 학교장추천자 20
순천향대 수시1차 농어촌학생 86
순천향대 수시1차 특성화고교출신자 34
순천향대 수시1차 사회적배려대상자 57
숭실대 수시1차 SSU미래인재 374
숭실대 수시1차 SSU참사랑인재(특성화고교졸재직자)1 4
숭실대 수시1차 SSU참사랑인재(특성화고교졸재직자)2 102
숭실대 수시2차 SSU참사랑인재(장애인등대상자) 27
숭실대 수시2차 SSU참사랑인재(사회기여자및배려대상자) 68
숭실대 정시다군 SSU참사랑인재(특성화고교졸재직자) 4
숭실대 정시다군 SSU참사랑인재(농어촌학생) 100



대학 모집시기 전형명 모집인원
숭실대 정시다군 SSU참사랑인재(특성화고교졸업자) 37
숭실대 정시다군 SSU참사랑인재(기회균형선발) 50
신라대 수시1차 자기추천자 20
아주대 수시1차 아주ACE 237
아주대 수시2차 학교생활우수자 209
안동대 수시 ANU핵심인재 17
안동대 수시 ANU자기추천 23
안양대 수시1차 아리우수인재 103
안양대 수시1차 아리민들레 15
연세대(원주) 수시 특기인재 75
연세대(원주) 수시 강원인재육성 66
연세대(원주) 수시 사회공헌및배려자 36
연세대(원주) 수시 연세한마음 30
연세대 수시 농어촌학생 100
연세대 수시 특수교육대상자 15
연세대 수시 특성화고교졸업자 34
연세대 수시 연세한마음 101
연세대 수시 연세입학사정관제 600
영남대 수시 글로컬인재, 취업자및만학도 111
영남대 수시 기회균형 50
영산대(양산) 수시1차 자기추천자 30
영산대 수시1차 자기추천자 30
우석대 수시1차 Well-Tech자기추천자 169
우석대 수시1차 특수교육인재(일반) 40
우석대 수시1차 특수교육인재(장애인등) 4
우송대 수시1차 잠재능력우수자 140
우송대 수시2차 잠재능력우수자 10
울산과학기술대 수시 탐구역량우수자 230
울산과학기술대 수시 학업역량우수자 220
울산과학기술대 수시 학교생활우수자 180
울산과학기술대 수시 지역고교출신자 45
울산과학기술대 수시 기회균등 25
울산과학기술대 정시나군 일반전형 75
울산대 수시1차 UOU프런티어 120
울산대 수시1차 재외국민과외국인 56
원광대 수시1차 둥근빛사정관 530
위덕대 수시1차 농어촌학생 11
을지대(성남) 수시1차 을지리더십 46
을지대(성남) 수시1차 창의적인재 22
을지대(성남) 수시1차 재외국민과외국인 19
을지대(성남) 정시다군 재외국민과외국인 0
이화여대 수시 지역우수인재 270
이화여대 수시 미래인재 330
이화여대 정시가군 농어촌학생 119
이화여대 정시가군 특성화고교졸업자 40
이화여대 정시가군 기초생활수급자 30
이화여대 정시가군 장애인등대상자 15
인하대 수시1차 리더십 90
인하대 수시1차 학생부우수자 320
인하대 수시1차 창의재능우수자 30
인하대 수시1차 참스승인재 30
인하대 수시2차 인하TAS-P형인재 200
인하대 수시2차 기초생활수급자 50
인하대 수시2차 특성화(전문계)고졸재직자 77



대학 모집시기 전형명 모집인원
인하대 수시2차 취업자 3
전남대 수시 리더십 47
전남대 수시 전공특성우수자 218
전남대 수시 특성화고교출신자 87
전남대 수시 장애인등대상자 11
전남대 수시 기초생활수급권자또는차상위계층 16
전남대 수시 농어촌학생 137
전남대(여수) 수시 리더십 6
전남대(여수) 수시 전공특성우수자 53
전남대(여수) 수시 장애인등대상자 4
전남대(여수) 수시 기초생활수급권자또는차상위계층 1
전남대(여수) 수시 농어촌학생 32
전남대(여수) 수시 특성화고교출신자 22
전북대 수시1차 큰사람 403
전북대 수시1차 농어촌학생 127
전북대 수시1차 기회균형선발 93
전북대 수시1차 지역화합인재 30
전북대 정시나군 특성화고졸재직자 10
전북대 정시나군 특성화고졸재직자특별 20
전주교대 수시 전라북도교육감 8
전주교대 수시 농어촌학생 11
전주대 수시1차 수퍼스타 450
전주대 수시1차 농어촌학생 90
전주대 수시1차 기회균형선발 50
전주대 수시2차 (예비)창업자 20
제주대 수시 사회적배려대상자 61
제주대 수시 JNU인재 90
제주대 수시 기회균형선발 45
제주대 수시 글로컬미래교사 62
조선대 수시1차 입학사정관 570
중부대 수시1차 자기추천자 60
중앙대(안성) 수시 다빈치형인재 45
중앙대(안성) 수시 학교생활우수자 80
중앙대(안성) 수시 사회공헌배려자 3
중앙대(안성) 수시 기초생활수급자 18
중앙대(안성) 수시 농어촌학생 22
중앙대(안성) 수시 특수교육대상자 3
중앙대(안성) 정시나군 학교생활우수자 0
중앙대 수시 다빈치형인재 261
중앙대 수시 학교생활우수자 205
중앙대 수시 사회공헌배려자 8
중앙대 수시 기초생활수급자 122
중앙대 수시 농어촌학생 141
중앙대 수시 특성화고졸재직자1 129
중앙대 수시 특수교육대상자 5
중앙대 정시나군 특성화고졸재직자2 55
중앙대 정시나군 학교생활우수자 0
중원대 수시1차 중원인재 228
중원대 수시1차 기회균등 43
진주교대 수시 21세기형교직적성자 155
진주교대 정시나군 국가(독립)유공자(손)자녀 3
진주교대 정시나군 탈북(다문화)학생 3
진주교대 정시나군 농어촌학생 12
진주교대 정시나군 기회균형 10



대학 모집시기 전형명 모집인원
진주교대 정시나군 특수교육대상자 10
청운대 수시1차 청운리더스(지역학생/수상자/기관장표창자) 142
청주교대 수시 지역우수인재 18
춘천교대 수시 강원교육인재 54
춘천교대 수시 석우인재 98
춘천교대 수시 국가보훈대상자및다문화가정의자녀 8
춘천교대 수시 농어촌학생 12
춘천교대 수시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 10
춘천교대 수시 특수교육대상자 5
충남대 수시 PRISM인재 575
충남대 수시 사회적배려대상자 31
충남대 수시 농어촌학생 147
충북대 수시1차 우수인재양성 369
충북대 수시1차 지역우수인재양성 133
충북대 수시2차 사회적배려대상자 66
충북대 수시2차 특성화고교졸업자 62
충북대 수시2차 농어촌학생 85
충북대 수시2차 특수교육대상자 55
평택대 수시1차 PTU인재 151
평택대 수시1차 퓨처피어선인재 20
포항공과대 수시 일반전형 300
포항공과대 수시 창의IT인재 20
한국교원대 수시 교직적성우수자 187
한국교통대 수시1차 KNUT NAVI 425
한국기술교대 수시1차 창의인재 70
한국기술교대 수시1차 특성화고교졸업자 27
한국산업기술대 수시1차 공학잠재역량우수자 54
한국산업기술대 수시1차 KPT리더십 12
한국산업기술대 수시1차 디자인우수자 12
한국산업기술대 수시1차 특성화고졸재직자1 55
한국산업기술대 수시1차 특성화고졸재직자2 2
한국산업기술대 정시나군 특성화고졸재직자1 0
한국산업기술대 정시나군 특성화고졸재직자2 0
한국외대(글로벌) 수시 HUFS글로벌인재 223
한국외대(글로벌) 수시 HUFS특성화고교출신자 17
한국외대(글로벌) 수시 HUFS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 34
한국외대 수시 HUFS글로벌인재 257
한국외대 수시 HUFS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 33
한국외대 수시 HUFS-Diplomat 24
한국항공대 수시1차 미래항공우주인재 62
한국해양대 수시 아치해양인재 50
한국해양대 수시 미래해양과학자 10
한남대 수시1차 인돈 250
한동대 수시1차 고교생활우수자 305
한동대 수시1차 대안학교 30
한동대 수시2차 G-IMPACT(자기추천) 125
한동대 수시2차 사회기여자및배려자 40
한동대 수시2차 농어촌학생 30
한동대 수시2차 기회균형선발 20
한림대 수시1차 전공역량우수자 508
한림대 수시1차 농어촌학생 71
한림대 수시1차 특성화고교출신자 30
한림대 수시1차 기초생활수급자 25
한림대 수시1차 특수교육대상자 5



대학 모집시기 전형명 모집인원
한밭대 수시 한밭SMART인재 178
한밭대 수시 한밭미래인재 120
한서대 수시1차 스마트인재 248
한양대(ERICA) 수시 학업우수자 310
한양대(ERICA) 수시 재직자(취업자) 2
한양대(ERICA) 수시 특성화고졸재직자 77
한양대(ERICA) 수시 미래인재 100
한양대 수시 학업우수자 310
한양대 수시 브레인한양 254
한양대 수시 미래인재 155
한양대 수시 사랑의실천 34
한양대 수시 특성화고졸재직자 1
한양대 수시 특성화고졸재직자(정원외) 116
한양대 수시 농어촌학생 107
한양대 정시나군 특성화고졸재직자 0
한양대 정시나군 특성화고졸재직자(정원외) 0
호서대 수시1차 벤처프런티어 10
호서대 수시1차 벤처리더 150
호서대 수시1차 특성화고교졸재직자 95
호서대 정시가군 특성화고교졸재직자 30
홍익대 수시1차 일반전형(미술계열) 173
홍익대 수시1차 사회적배려대상자 16
홍익대 수시1차 농어촌학생(미술계열) 10
홍익대 수시1차 특성화고졸재직자(인문/자연) 98
홍익대 수시1차 특성화고졸재직자(정원내) 3
홍익대 정시나군 일반전형(미술계열) 105
홍익대 정시나군 농어촌학생(미술계열) 11
홍익대 정시나군 특성화고졸업(예정)자(미술계열) 11
홍익대 정시나군 기초생활수급자 37
홍익대(세종) 수시1차 일반전형(미술계열) 134
홍익대(세종) 수시1차 사회적배려대상자 16
홍익대(세종) 수시1차 농어촌학생(미술계열) 7
홍익대(세종) 수시1차 특성화고졸재직자(정원내) 3
홍익대(세종) 수시1차 특성화고졸재직자(정원외) 57
홍익대(세종) 수시2차 일반전형 321
홍익대(세종) 정시가군 일반전형(미술계열) 67
홍익대(세종) 정시가군 농어촌학생(미술계열) 5
홍익대(세종) 정시가군 특성화고졸업(예정)자(미술계열) 7
홍익대(세종) 정시가군 기초생활수급자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