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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일반전형 1,739
고등학교 졸업자(2018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1단계: 서류평가 100 (2배수 선발)
2단계:  1단계성적 100 + 면접 및 구술고
사 100
※ 사범대
1단계: 서류평가 100 (2배수 선발)
2단계: 성적(100) + 면접 및 구술고사(60) + 교
직적성ㆍ인성면접(40)
※ 미술, 음악
모집단위따라 다름

예
체
능
&
사
범
계
열

O O O O 의과대학 포함

고려대 특기자전형 460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
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
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해당 모집
단위 관련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과 열정
을 보인자

1단계: 서류평가 100
2단계: 1단계 성적 50 + 면접 50
※ 사이버국방학과
◦1단계: 서류 100
◦2단계: 1단계 성적 60 + 면접 20 + 기타 
     20(군면접, 체력검정등)
※ 체육교육과
◦1단계: 서류 100
◦2단계: 1단계 성적 70 + 면접 30

X X O O O 의과대학 포함
사이버국방 18명 포함

고려대
(세종)

미래인재전형 100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
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
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자신의 전
공분야를 선도할 창의적 사고력과 역량
을 가진자 1단계: 서류 100 (3배수 내외 선발)

2단계: 1단계 성적 70 + 면접 30

X O O X X -

글로벌
스포츠인재 30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
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국제스포츠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자

X O O O O -

연세대

인문학
인재계열 81

2015년 4월 이후 국내외 정규고 졸업자, 
2015년 4월 이후 국내고 졸업자격 검정
고시 합격자, 2018년 2월 정규고 졸업예
정자 중 인문학/사회과학/과학공학/글
로벌인재로서 
성장잠재력을 보여 줄 수 있는 자

※ 언더우드계열, 융합인문사회계열, 융
합과학공학계열: 국내외 정규고 졸업(예
정)자 및 검정고시 합격자가 지원할 수 있
으나, 글로벌인재학부는 해외고 졸업(예
정)자에 한해 지원 가능함.

1단계: 서류 100 (3배수 내외 선발)
2단계: 1단계 성적 70 + 면접 30 X O O △ △

2020학년도 입학전형(현 중학교 3학
년)부터 특기자전형은 인문학인재계
열 중 어문학전공, 과학공학인재계열, 
IT명품인재계열, 국제계열, 예체능계
열의 모집단위에 한하여 유지할 계획
임(인문학인재계열 중 일부 전공과 사
회과학인재계열 폐지)

사회과학
인재계열 69 해외고 출신자, 검정고시 출신자에 한

하여 기타서류 제출 가능

과학공학
인재계열 269 -

국제계열 426

언더우드계열: 영어면접, HASS, ISE
글로벌인재학부: 심층면접(한국어), 
일반면접(영어) 

  [참고] UIC 모집인원표 - 5 페이지

연세대
(원주)

특기인재
(인문/자연/의예) 33

2015년 4월 이후 국내외 정규고 졸업자, 
2018년 2월 국내외 정규고 졸업예정자, 
검정고시 합격자 중 수학,과학 관련 교과 
이수단위 합 30단위 이상/1개 과목 이수
단위 가중 평균등급 4.0등급 이내인 자(
의예과 각각 3.0등급 이내), 수학과학 전
문교과 이수단위 합 10단위 이상인 자
계열별 자신의 성장잠재력을 보여 줄 수 
있는 우수성 입증자료 제출 가능자

1단계 : 서류 100 (3배수 내외 선발)
2단계 : 1단계 성적 70 + 면접 30

X O O △ △ -

EIC
(동아시아
국제학부)

55
2015년 4월 이후 국내외 정규고 졸업자, 
2018년 2월 국내외 정규고 졸업예정자, 
검정고시 합격자

X O O O O -

글로벌
엘리트학부 5  2015년 4월 이후 해외 정규 고등학교 졸

업(예정)자 X X O O O -

한국대학 18년도 전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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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학생부종합
(자기주도형) 457

국내 정규고 2014년 2월 이후 졸업
(예정)자 또는 국외 정규고 2013년 3월 
이후 졸업(예정)자 

서류 100 X X O X X 제출 서류 3가지

알바트로스창의
(커뮤니케이션학
부, 컴퓨터공학

전공)

커뮤
5

컴공
11

국내외 정규고 졸업(예정)자(해외고 
2015년 3월 이후 졸업), 검정고시 합격자
(2015년 4월 이후)로서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에 뛰어난 역량을 갖춘 인재

1단계: 서류평가 100 
2단계: 1단계성적 80 + 면접 20 X O O X X

외국어특기자전형과 수학과학특기자
전형을 전면 폐지

알바트로스창의
(아트&테크놀로

지전공)
25

국내외 정규고 졸업(예정)자, 검정고시 
합격자 중에서 융합적 사고력을 갖춘 창
의적 인내, 소프트웨어 관련분야에 역량
을 갖춘 인재

제출 서류 3가지

성균관대
성균인재 874

국내외 정규고 졸업(예정)자 또는 검정
고시 합격자

서류 100
※ 의예, 사범대학, 영상, 스포츠과학
◦1단계: 서류 100
◦2단계: 1단계 성적 80 + 면접 20

X O O △ △
-

글로벌인재 633 -

한양대 글로벌인재
(어학) 82 국내 정규고 졸업(예정)자 및 동등 학

력 소지자
1단계: 외국어 Essay 100 (3배수 내외)
2단계: 외국어 면접 100 X O O X X 영어영문학과, 국제학부, 영어교육과, 

중어중문학과, 독어독문학과 선발

이화여대

어학특기자전형 60 고등학교 졸업자(2018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어학/
수학/과학 분야에 특기가 있는 자

1단계: 서류 100 (4배수 내외)
2단계: 1단계 성적 70, 면접 30

X O O O O -

과학특기자전형 54 X O O X X -

국제학
특기자전형 54

고등학교 졸업자(2018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국제
학 분야에 성장잠재력을 갖추고 있으며, 영
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자

X O O O O -

중앙대

다빈치형인재 617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일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1단계: 서류 100 (3배수 내외)
2단계: 서류 70 + 면접 30 X O O X X

※ 생명자원공학부, 식품공학굽: 1.5
배수 선발
※ 경영학부, 경제학부, 간호학과: 2배
수 내외 선발

탐구형인재 617
※공공인재학부, 경영학부, 경제학부 : 2배
수 내외 선발
※ 에너지시스템공학부, 전자전기공학
부, 융합공학부: 2.5배수 내외 선발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1,040

국내외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① 문화인: 문화·예술적 소양을 바탕으
로 다양한 공동체 안에서 삶을 완성해 나
가는 책임 있는 교양인으로 성장할 잠재
력을 갖춘 자
② 세계인: 외국어능력을 바탕으로 지
구적 차원에서 타인과 함께 평화를 추
구하는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잠재력
을 갖춘 자
③ 창조인: 수학과 과학에 대한 재능과 탐
구력을 바탕으로 학문간 경계를 가로지르
며 융·복합 분야를 개척하는 전문인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갖춘 자

1단계: 서류평가 100 (3배수 내외)
2단계: 서류평가 70 + 면접평가 30

X X O △ △ 해외고 출신자를 위한 학생부 
대체 양식 작성

글로벌
(영어) 40

 2016년 2월 이후 국내외 졸업(예정)자 
또는 2016년 2월 이후 검정고시 합격자
로서 탁월한 외국어 능력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역량을 갖춘 학생

X O O X X 개인활동 자료 및 실적물 
최대 20매 제출 가능

한국외대 특기자전형
(외국어)

서울 
87

글로벌 
35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
는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해당 외국어 분
야(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
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중 1개 분야)에서 
탁월한 외국어 실력과 역량을 갖춘 자

1단계: 서류평가 100 (3배수 내외)
2단계: 1단계 성적 70 + 면접 30 X O O O O -

건국대 KU
자기추천전형 707

국내외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교내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
하고, 해당 전공에 관심과 소질이 있어 스
스로를 추천할 수 있는 자

1단계: 서류평가 100 (3배수)
2단계: 1단계성적 40 + 면접평가 60 X O O X X -

동국대 특기자전형
(어학) 33

 2016년 2월 이후 국내외 고교 졸업(예
정)자 또는 2016년 2월 이후 검정고시 합
격자로서 2015년 10월 1일~2017년 8
월 13일까지 국내 정기시험에 응시하여 
TOEFL 110점, TOEIC 960점, TEPS 873
점, JPT 920점, HSK 6급 260점 이상의 
성적 취득자

학생부 교과 20 + 출결 10 + 봉사 10 + 실기(
에세이) 60 반영 (일괄평가) X O O X O 영어영문학부 20명/일어일문학과 5명/

중어중문학과 8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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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

숙명인재 480 미발표
1단계: 서류 100 (3배수 내외, 경영 2배
수 내외)
2단계: 1단계 성적 40 + 면접 60

X 미발표 숙명미래인재, 과학인재 
전형을 통합

글로벌인재 56

[2017년 발표]
2015년 2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해외고는 2014년 4월 이후 졸업(예
정)자

1단계: 서류 70 + 외국어성적 30
2단계: 1단계 성적 40 + 외국어 면접 60 X O O O O -

성신여대 어학우수자 28
2018년 2월 이전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
자 또는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TOEFL, 
TOEIC, TEPS, DELF, DALF, JPT, ZD, 
ZMP, HSK) 성적 취득자

1단계: 공인어학성적 100
2단계: 공인어학성적 50 + 학생부 30 + 면
접 20

X O O X O TOEIC은 국내 시험만 인정

국민대 어학
특기자전형 56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검정
고시 합격자로서 최근 2년 이내(2015년 
10월 이후) 각 전공별 공인성적 취득자

1단계: 어학성적 100 (모집인원 8배수 선발)
2단계: 1단계 성적 20 + 학생부 30 + 
면접 50

X O O X O

※ 영어영문학부 6명, KMU 38명 : 
TOEIC 900점 이상 또는 TOEFL IBT 
95점 이상 또는 TEPS 800점 이상
※ TOEIC은 국내 시행 정기시험
만 인정함
※ 유라시아학과 3명: ‘토르플(Torfl)’ 
기본단계 이상 취득자 또는 ‘플렉스
(FLEX)’ 러시아어 쓰기, 말하기, 듣기 
  읽기 부분 중 1개영역 이상에서 3A
이상 취득자
※ 일본학과 4명: JLPT N1급 이상
※ 중국학부 중국정경전공 5명: HSK 
6급 180점 이상 

한동대

해외학생전형 70
외국고교 교육과정 2년 이상 이수 했거나 
외국고 1년 포함 중고등과정 통산 3년 이
상 해외서 이수한 자, 또는 해외에서 초중
고교 5년 이상 이수한 자

1단계: 서류 100 (2배수 선발)
2단계: 서류 70 + 면접 30 X O O O O

-

해외선교사
자녀전형 40

해외선교사 파송을 받아 2년 이상 재직 중
인 해외선교사의 자녀 혹은 자녀의 초등
학교 입학 후 통산 6년 이상 파송 받은 해
외선교사의 자녀로서 해외에서 일정 교육
과정 이수자

-

KAIST
카이스트

일반전형 550

2018년 2월 기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국내 법령에 의한 동등 학력자

* 외국에서 마지막 3년 이상의 고등학교 교
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다만,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
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 출신자는 지
원 가능함.
* 기타 고등학교 교육과정 일부를 외국
에서 이수한 경우에는 국가별 학제 및 수
학기간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지원자격
을 판단함.

1단계: 서류평가
2단계: 면접평가
* 서류 7 : 면접 3의 비율로 선발

X O X X X 무학과 선발

특기자전형 20
2018년 2월 기준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국내 법령에 의한 동등 학
력자

1단계 서류평가 (2배수 내외 선발)
2단계 면접 X O O X X 무학과 선발

* 타 전형과 중복지원 가능

외국고전형 40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외국에서 마지막 
3년 이상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2018년 8월 이전 졸업(예정)자

서류 100 X X O O X 무학과 선발
* 필요에 따라 면접 진행

POSTECH
포스텍

일반전형 300

고등학교 졸업(예정) 또는 고교 졸업 검정
고시 합격자,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
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1단계: 서류평가 100 (3배수 내외)
2단계: 면접평가 100 X O O △ △

무학과(단일계열) 선발

창의IT인재
전형 20 창의IT융합공학과만 선발

UNIST
유니스트 일반전형

이공 
265

경영 
22

고등학교 졸업(예정) 또는 고교 졸업 검정
고시 합격자,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
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로서 이공계열은 수학과학 분야, 경영계
열은 수학,외국어 분야에 열정 및 학업역
량이 우수한 자

1단계: 종합서류평가(3.5배수 내외 선발)
2단계: 종합다면면접평가(1단계 50 + 
2단계 50 반영하여 선발)

X O O O O 우수성입증자료 최대 2개 
제출 가능

GIST
지스트 일반전형 125

내외
2018년 2월 기준 국내고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받는 자

1단계: 서류 종합평가 100(3배수 내외)
2단계: 서류평가 70 + 면접 30 반영 X O O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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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UIC 모집인원표

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정시 합계
국내고 해외고

언더우드국제대학
(Underwood International College)

언더우드학부 (인문/사회) 112 40 5 157

언더우드학부(생명과학공학) 15 - 15

융합인문사회(HASS) 계열 82 68 6 156

아시아학부 20 - - 20

융합과학공학부 53 25 4 82

글로벌인재학부 ( Global Leadership Division) - 11 - 11

합계 426 15 441

참고자료

※ 국내고는 국내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해외고는 해외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의미함
※ 언더우드학부(생명과학공학)은 국내고, 해외고 구분없이 선발함
※ 아시아학부는 국내고만 지원 가능함
※ 글로벌인재학부는 해외고만 지원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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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 17년도 재외국민 전형안내

대학 전형 지원자격 전형방법 비고

연세대

중고교과정
해외 이수자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나 2017년 2월(단, 
일본 소재 고교 졸업 예정자는 2017년 3월) 졸업
예정자, 또는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에 의
거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서 부모 모두가 지원자와 함께 해외에서 거주하며 
고교 과정 1년 이상 포함하여 통산 3년 이상 중·
고교 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한 자

1단계: 서류 100
2단계: 1단계 서류 70 + 면접 30

※ 예체능
서류 + 실기 일괄합산
(각 100점씩, 총점 200점)

※ 지원자격 취득을 위한 해외수학기간 동안 지원자는 만 3년 이상
을 체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제 및 수학기간을 고려하여 종
합적으로 지원자격을 판단하며, 지원자의 부모는 고교 과정 6개월
(180일)을 포함하여 만 1년 6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해야 함.
※ 고교졸업자나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2015년 4월 이후 국내
외 고교 졸업자 또는 국내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만
지원가능.

초중고교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초  중  고교 전 교육 과정을 해외 이수한 자. 
서류 종합평가

※ 예체능
서류 + 실기 일괄합산

※ 의예과, 치의예과, 간호학과 지원자 추가 지원 자격: 서류제출 마
감일까지 한국어능력시험(TOPIK) 5급 이상의 성적을 제출해야 함
※ 글로벌인재학부 지원자격: 초중고교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만 지원 가능함.

고려대

3년 이상
해외과정
이수자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 고교과정 1개년 포함하여 중·고 
과정 연속 3년 이상 재학자 또는 고교과정 1개년 
포함하여 중·고 과정 통산 4년 이상 재학자

※ 인문계열 
◦1단계: 서류 100
◦2단계: 1단계성적 70 + 면접 30

※ 자연계열
◦1단계: 서류 100
◦2단계: 1단계성적 60 + 수학지필 30 + 면접 10

※ 예능계
서류 60 + 실기 40 (일괄전형)

부모 모두 지원자의 체류 기간의 절반 이상을 함께 체류해야함.

9년 이상
해외과정
이수자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 외국의 학교에서 9년 이상 우리나
라 초·중·고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외국학교에서 우리나라 초·중·고교에 상응하
는 정규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으로서 
TOPIK, TOEFL, TEPS, IELTS 중 1개 이상의 어
학능력자격을 만족하는 자

서류 종합평가 100 -

서강대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국내외 고교 2017년 2월 28일 이전 졸업(예정)자로
서 해외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ㆍ고등학교 과정을 3년 이상 재학한 자 
(연속, 비연속 무관)

서류평가 100

※ 교포자녀: 부모 모두 실체류 기간 1년 6개월 (고교과정 6개월 
포함)
※ 해외국무 공무원 자녀/상사지원 자녀/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해당: 부 또는 모 실 체류1년 6개월 (고교과정 6개월 포함)
※기타 재외국민: 부모 모두 실체류 기간 1년 6개월(고교과정 6개
월 포함)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교육에 상응
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과 외국인
으로서 정규 고등학교 2017년 2월 28일 이전 졸업
(예정)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 제1
항 제9호에 의거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
다고 인정된 자

※ TOPIK 4급 이상, TOEFL 80, IELTS 5.5, TEPS 550 이상 취득자

※ 본인만 외국인인 경우: 외국 국적을 취득 후, 해외에서 고교 2개 
학년 이상 수료자

성균관대

재외국민전형
국내외 고교 2017년 2월 28일 이전 졸업(예정)자로
서 해외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 3개 학년 이상 수료(연속, 비
연속 무관)’한 자

※ 인문계 
서류평가 60 + 필답고사 40(국어 20, 영
어 20)

※ 자연계
서류평가 60 + 수학필답고사 40

※ 의예과
◦1단계: 서류 50 + 필답 50 (5배수 내외 선발)
◦2단계: 1단계 성적 80 + 면접 20

※ 공무원, 상사주재원, 외국정부 근무자, 국제기구 근무자, 유치 과학자, 
교수요원, 현지법인 근무자의 자녀
- 해당 부 또는 모의 실 체류기간 1년 6개월 이상 (체류 기간 2년 이상)

※ 해외파견 교육연수를 받은 공무원, 상사주재원, 교포 자녀, 본인만 외,
국인인 학생
- 부모 모두 실 체류기간 1년 6개월 이상(체류 기간 3년 이상)

전교육과정
해외이수자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
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과 외국인으로
서 2017년 2월 28일 이전 고교 졸업 학력 인정
(예정) 자

서류평가 100
※ 본인만 외국인인 외국인
- 외국 국적을 취득 후, 해외에서 고교 2개 학년 이상 수료자

※ 의예과는 선발 제외

한양대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해외소재 학교에서 고교 과정 1개 학년 이상을 포
함, 중고교 과정 통산 3개 학년 수료한 자(연속, 비
연속 무관)로서 부모는 학생의 특례 해외 재학 인
정기간 동안 총 545일 이상(고교 과정 180일 포
함) 해외에서 체류한 경우

※ 인문계열: 국어필답고사 100
※ 자연계열: 수학필답고사 100
※ 국제학부: 영어구술면접 100

※ 공인어학성적 기준 점수 이상 성적 제출자
- 필답(면접)고사 취득 총점의 3% 가산점 부여

※ 인문/자연계열
- TOEFL 80점, TEPS 720점, HSK 5급, JLPT N1급 중 1가지 취득

※ 국제학부 : TOEFL 100점, TEPS 800점 중 1가지 이상 취득

※ 의과대학, 사범대학, 예체능 계열 선발 제외

초중고교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에서 
전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재외국민과 외국인으로서 
TOPIK 급 이상 보유하거나 한국어 또는 영어로 
진행하는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교육을 이수한 자

※ 인문/자연계열: 서류평가 100
※ 음악대학, 예술체육대학: 작품심사 100

※ 국제학부: TOEFL 100점 또는 TEPS 800점 이상의 성적 소지자만 지
원 가능(TOPIK 성적 별도 요구X)

※ 의과대학, 사범대학 선발 제외

한국대학 17년도 재외국민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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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 17년도 재외국민 전형안내

대학 전형 지원자격 전형방법 비고

이화여대

중고교과정
해외 이수자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
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고교
과정 1개년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 통산 3년 이상
(비연속 인정) 외국에서 수학 및 체류한 자 ※ 필답고사 100

※ 인문계열: 국어 50 + 영어 50
※ 자연계열: 수학 50 + 영어 50
※ 국제학부: 영어 100

※ 해외파견근무자: 해당 부 또는 모가 2년 이상 해외근무/2년이상 
거주/1년 6개월 이상 체류

※기타 재외국민: 부모 모두 3년 이상 거주/부모 모두 1년 6개월 
이상 체류6년 이상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고교과정 1개년을 포함하여 초·중·고교과정 통
산 6년 이상(비연속 인정) 외국에서 수학 및 체
류한 자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고등학교 졸업자(2017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외국에서 12년 이
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하고 TOPIK 3급 이상, 
TOEFL 80, TEPS 550, IELTS 5.5 점 중의 하나 
이상의 어학 조건을 만족하는 자

서류 종합평가 100% -

중앙대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고교과정 1개년을 포함하여 통산 3년 이상 중ㆍ고
교 과정을 해당국에서 연속(비연속) 이수한 학생
으로서 부모 모두 2년 이상 거주, 1년 6개월 이
상 체류한 자

※ 인문자연: 서류심사 100 (2018)

※ 의학부 
◦1단계: 서류 심사 60 + 수학 40
◦2단계: 1단계 성적 60 + 면접 40

※ 예체능: 서류심사 40 + 실기 60

-

전교육과정
해외이수자 초중고 해외 전 교욕과정 이수한 자 의학부는 2명 이내 선발

경희대

재외국민전형
외국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혹은 외국 고등학교에
서 국내 고등학교에 전학한 졸업(예정)자 중, 외국
에서 고교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고등학교 
과정을 총 3년 이상 이수한 자(연속, 비연속 무관)

※ 인문/예체능계열: 국어 40 + 영어 60
※ 자연계열: 영어 40 + 수학 60 부모 모두 근무/거주 기간 3년, 체류기간 1.5년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외국에서 초·중·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학생 (국적은 관계하지 않음) 면접 100 -

한국외대

재외국민전형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12년 이
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
로서 고교과정 1년 포함 3년 이상의 중고교 과정
을 이수한 자

국어시험 40 + 영어시험 60

※ 해외근무공무원, 외국정부/국제기구 근무자/유치과학자 및 교수요
원/해외근무 상사직원: 원보호자(부 또는 모) 2년 이상 거주 (실체류 1
년 6개월 이상)

※ 교포자녀: 부모 모두 2년 이상 거주 (실체류 1년 6개월 이상)

전교육과정
해외이수자

외국에서 초·중·고등학교 모든 교육과정을 이
수한 학생 면접 100 TOPIK 4급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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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권 대학 전형 안내

대학 전형일정 지원자격 영어공인성적

HKU Fast Track: 11/16 12:00 마감 
Main Round: 12/30 12:00 마감

※ 세가지 지원자격 존재

① IBDP 30점 이상

② A-Level 3과목 C이상 (Language 미포함)

③ SAT/ACT 점수 + AP/SATⅡ 점수
- 3개 점수 중 한가지 충족
(1) Old SAT: 1800점 이상
(2) ACT Plus Writing: 27점 이상
(3) New SAT: 1310점 이상 (Essay: 항목당 6점 이상)
 
- 2개 점수 중 한가지 충족
(1) AP 3과목 3점 이상
(2) SAT Subject Test 3과목 600점 이상

iBT TOEFL: 93점 이상
Old SAT Reading, Writing: 550점 이상
IELTS: 6.5 이상
IB English HL: 4점, SL: 5점 이상

HKUST Fast Track: 11/15 마감 
Main Round: 1/5 마감

※ 세가지 지원자격 존재

① IB 성적 (IB 합격점 36~40)

② A-Level 3과목 이상 (3과목 A*)

③ SAT/ACT 점수 + AP/SATⅡ 점수
- 3개 점수 중 한가지 충족
(1) Old SAT: 1800점 이상
(2) ACT Plus Writing: 27점 이상
(3) New SAT with Essay: and 

- 2개 점수 중 한가지 충족
(1) AP 3과목 3점 이상
(2) SAT Subject Test 3과목 600점 이상

iBT TOEFL: 90점 이상
AP Eng Lang and Comp/Lit & Comp: 4점 이상
IELTS: 7.0 이상
IB English A: 4점 이상(HL, SL 동일)
IB English B: 6점 이상(HL, SL 동일)

CUHK Advance Offer: 11/15 마감
Regular Deadline: 1/4 마감

※ 세가지 지원자격 존재

① IBDP 30점 이상

② A-Level 평균 C 이상

③ SAT/ACT 점수 + AP/SATⅡ 점수
- 2개 점수 중 한가지 충족
(1) New SAT: 1190점 이상
(2) ACT: 24점 이상

- 2개 점수 중 한가지 충족
(1) AP 2과목 3점 이상
(2) SAT Subject Test 2과목 600점 이상

iBT TOEFL: 80점 이상
IELTS: 6.0 이상
Old SAT Essay: 8점 이상
New SAT Verbal: 590점 이상
ACT Eng: 23점 이상
IB Eng: 4점 이상

City U
Early Application: 12/31
Normal Application: 2/28
* Rolling Basis

※ 세가지 지원자격 존재

① IBDP 30점 이상

② A-Level 평균 C 이상

③ SAT/ACT/AP
- 4개 점수 중 한가지 충족
(1) New SAT: 1190점 이상
(2) Old SAT: 1650점 이상
(3) ACT: 24점 이상
(4) AP: 3과목 4점 이상

iBT TOEFL: 79점 이상
IELTS: 6.5 이상

Poly U Early Consideration: 11/25
Normal Consideration: 1/16

※ 세가지 지원자격 존재

① IBDP 30점 이상

②A-Level 3과목 B 이상

③ SAT/ACT/AP
- 4개 점수 중 한가지 충족
(1) New SAT: 1190점 이상
(2) Old SAT: 1650점 (Essay 8점) 이상
(3) ACT: 24점 이상
(4) AP: 2과목 3점 이상

iBT TOEFL: 80점 이상
IELTS: 6.0 이상

아시아권 대학 전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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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권 대학 전형 안내

대학 전형일정 지원자격 영어공인성적

NUS Application Closing Date: 2/28

※ 세가지 지원자격 존재

① IBDP 성적 제출

② A-Level 3과목 성적 제출

③ SAT/ACT 점수 + SATⅡ(Math Level2 포함) 3과목 점수
- 2개 점수 중 한가지 충족
(1) Old SAT: 1850점 (CR/WR 600, Math 650 이상)
(2) ACT: 29점 이상 (Writing 27점 이상)
 
- SATⅡ(Math Level2 포함) 3과목 점수
  (1년 이내, 2번의 응시 기회)

필수 제출 아님

SMU Application Closing Date : 3/19

※ 여섯가지 지원자격 존재

① IBDP 성적 제출

② A-Level 성적 제출

③ SAT 성적
- 2개 점수 중 한가지 충족
(1) Old SAT: 1900점 이상 (CR, WR 각 600점 이상)
(2) New SAT: 1350점 이상 (Verbal 650점 이상, Essay 필수아님) 

④ ACT 29점 이상 (Reading, English 각 27점 이상)

⑤ IELTS 7.0 이상 (Reading: 7.0 / WR: 6.5 이상)

⑥ TOEFL 93점 이상 (Reading, Writing 각 22 점이상) 

필수 제출 아님

NTU Application Closing Date : 3/19

※ 네가지 지원자격 존재

① IBDP 성적제출

② A-Level 성적 제출

③ SAT 점수 + SATⅡ 3과목성적
- Old SAT: 1900점 이상 (각 영역 680점 이상) 
- SATⅡ 3과목성적 (1년이내, 2번기회) 
   * 공학, 과학 계열은 SATⅡ Math Level 2 성적 제출필수

④ AP 3과목 4점 이상
   * 공학, 과학 계열은 AP Cal 필수

필수 제출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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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글로벌캠퍼스 전형 안내

대학
전형일정

지원자격 전형방법 공인영어성적 제출서류
봄학기 가을학기

SUNY
Korea

지원마감
17년 1월 30일

지원마감
17년 6월 12일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국내,외) 타대학 재학자, 홈스쿨링 학생 서류평가

TOFEL IBT 80 이상
IELTS 6.5 이상
SAT Critical Reading 430 이상

* Personal Statement 
(최대 650 단어 이내로 작성)

* 추천서

* 영어 능력증명(TOEFL,IELTS,ACT,SAT)

* 고등학교 공식 성적표 원본

U of Utah, 
Asia 

Campus

 우선마감
16년 11월 28일

최종마감
17년 2월 1일

우선마감
17년 5월 1일 

최종마감
17년 6월 30일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전적 대학의 취
득 학점이 30학점 이하인 지원자
(고등학교 및 출신 대학교 성적증명서 
제출 필요)

서류평가 IBT TOFEL 80점 이상
IELTS 6.5점 이상

* 고교 성적증명서
* ACT or SAT: 미국시민권자 + 모든 영어권
   시민권자 모두 포함

George 
Mason 
Korea

1차 지원마감
17년 1월 10일

2차 지원마감
17년 1월 31일

1차 지원마감
17년 3월 31일

2차 지원마감
17년 7월 31일

- 서류평가
IBT TOFEL 80점 이상
IELTES 6.5점 이상
SAT Critical RD 450점 이상
ACT English 20점 이상

* 온라인 지원서

* 고등학교 공식 성적증명서 

* 영어 능력증명(TOEFL,IELTS,ACT,SAT)

Ghent 
University, 

Global 
Campus

1차 지원마감
16년 12월 19일

2차  지원마감
17년 2월 1일 

3차 지원마감
17년 5월 17일

4차 지원 마감
17년 7월 20일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검정고시 합격자 
및 IBDP 취득자
* 10학년제 교육 시스템(필리핀등) 졸업
생도 고등학교 졸업자로 인정.

온라인 원서 접수 
시스템에 등록,

온라인 입학시험
(오프라인X)

IBT TOEFL 86점 이상
IELTS 6점 이상
SAT Critical RD 500점 이상
ACT English 21점 이상

* 고등학교 성적 증명서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영어 능력증명(TOEFL,IELTS,ACT,SAT)

송도글로벌캠퍼스 전형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