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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성화고교 졸업(예정)자 수시전형 특징
1. 전형 구분
가. 특성화고 특별전형
- 출신 고등학교장의 동일계열 교육과정 이수확인을 받은 자
- 모집단위와 관련된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자
나. 고른 기회 전형
- 여러 지원 자격 중 1개 분야
- 선발인원 확대
- 타 지원 자격 충족 수험생과의 경쟁

다. 재직자 특별전형
- 졸업 후 3년간 재직 후 지원가능
- 모집 학과 소수
- 야간, 주말반 과정 (평생학습 개념)
- 입학 후 재직 상태 유지

2. 특성화고 특별전형 특징
가. 수시모집에서 다수 선발
- 수시모집 인원은 127개 대학 2,695명(88%)이며 정시모집 인원은 125개 대학 367
명(12%)이다.
나. 특성화고 특별전형 학생부교과전형 (서울/인천/경기)
- 덕성여대, 명지대, 삼육대(일반), 서울시립대, 성결대, 성공회대, 성신여대, 수원대,
용인대, 인하대, 평택대, 한경대, 한국항공대, 한세대, 한신대, 협성대
-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 대학 : 서울시립대(3개 3등급), 인하대(국수영 중 1개 3등급),
한국항공대(2개 합 5~6등급)
- 최저등급이 없는 경우 일반전형에 비해 합격선이 매우 높은 편이다.

1

ex) 수능최저 없는 교과전형 2019 입시결과 예시 (덕성여대)

다. 특성화고 특별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서울/인천/경기)
- 가천대, 가톨릭대, 강남대, 건국대(서울), 경희대(서울/국제), 고려대(서울), 광운대, 대진대, 동국대(서울)
서강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안양대, 연세대(서울/원주), 한국산업기술대, 한성대
-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 대학 : 고려대(3개 합 6~7등급), 서강대(3개 3등급)
- 연세대, 성균관대 특성화고 특별전형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
- 연세대, 성균관대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로 2020학년도 연세대, 성균관대 특성화고 특별전형 경쟁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면접이 있는 전형
가천대(2단계 50%), 가톨릭대(2단계 30%), 건국대(서울, 2단계 30%), 경희대(서울/국제, 2단계 30%),
고려대(서울, 2단계 30%), 광운대(2단계 30%), 동국대(2단계 30%), 상명대(2단계 30%), 서울여대(2단계
40%), 신한대(30%), 한국산업기술대(30%)
라. 특성화고 특별전형 실기전형 (서울/인천/경기)
- 경기대(수원/디자인비즈학부 70%), 삼육대(아트앤디자인학과 80%), 한성대(ICT디자인학부
, 60%)
마. 특성화고 특별전형 적성고사전형 (서울/인천/경기)
- 을지대(성남,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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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별로 발표하는 모집 요강에서 확인할 것

3. 특성화고 특별전형 모집시기별 모집인원

* 대학별로 발표하는 모집 요강에서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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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 자격에 특성화고 졸업자 자격이 부여된 고른기회 전형 (서울/인천/경기)
- 국민대(고른기회 I), 세종대(고른기회전형), 숭실대(고른기회전형), 성균관대(고른기회전형), 아주대(고른기
회 I), 한양대 서울/에리카(고른기회전형)

5. 기타 참고사항
가. 학생부종합전형 일반 vs 학생부종합전형 특성화고 전형 비교 ex) 경희대

- 학생부종합전형이라고 해도 특성화고 특별전형의 경우 높은 내신의 합격선을 보인다.
나. 특성화고 특별전형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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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별로 발표하는 모집 요강에서 확인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