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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정시모집 일정 및 유의사항
1. 2022학년도 정시모집 일정(일반대학)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발표일: 2021년 12월 10일(금)
일반대학
원서접수
가군
전형
나군
기간
다군
합격자 발표
합격자 등록
정시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
정시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

일자
2021.12.30.(목)~2022.01.03.(월) 중
2022.01.06.(목)~2022.01.13.(목)
2022.01.14.(금)~2022.01.21.(금)
2022.01.22.(토)~2022.01.29.(토)
2022.02.08.(화) 까지
2022.02.09.(수)~2022.02.11.(금)

비고
3일 이상
(8일)
(8일)
(8일)
(3일)

2022.02.20.(일) 21시까지

※홈페이지 발표: 20시까지
※20시~21시: 개별통보만 가능

2022.02.21.(월)

일반대학-추가모집
원서접수/ 전형일/
합격자발표
등록 기간

일자
2022.02.22.(화)~2022.02.28.(월)
※합격통보마감: 2022.02.27.(일) 21시까지

비고
※홈페이지 발표: 20시까지
※20시~21시: 개별통보만 가능

2022.02.28.(월)

2. 2022학년도 정시모집 일정(전문대학)
전문대학
원서접수
전형기간
합격자 발표
합격자 등록

일자
2021.12.30.(목)~2022.01.12.(수) (14일)
2022.01.13.(목)~합격자 발표전까지 자율 운영
2022.02.08.(화) 까지
2022.02.09.(수)~2022.02.11.(금) (3일)

비고

자율모집
(미충원 추가모집)

2022.01.13.(목)부터 가능

정시모집 접수 이후 결원 보충
을 위한 추가 접수 및 충원은
대학이 자율로 실시할 수 있음.

등록 기간

2022.02.28.(월) 24:00까지

※대학별 일자 확인 필요함.

(1) 복수지원 허용 여부
▶ 전문대학은 지원횟수에 제한이 없고, 전문대학 간 또는 전문대학과 일반대학(교육대학,
산업대학 포함) 간 복수지원이 가능합니다.

(2) 입학지원방법 위반사항
▶ 정시모집 기간 중 1개 이상 전문대학에 합격한 자는 정시모집 등록기간(2022.02.09.(수)~
2022.02.11.(금)) 중 반드시 1개의 전문대학에만 등록해야 합니다.
▶ 정시모집 추가합격 및 자율모집 합격시, 2022.02.28.(월)까지 반드시 1개의 전문대학에만 등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대학(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포함) 및 전문대학』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경찰대학, 사관
학교 등), 한국폴리텍대학(기능대학), 각종학교』간에는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 수시모집 대학(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에 지원하여 합격한 자(충원합격 포함)는 등
록 여부과 관계없이 정시모집, 자율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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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2학년도 정시모집 인원 및 지원군 안내
◈ 정시모집 전형유형별 모집인원 변화
구분

정시

2022학년도

전형유형

2021학년도

전년도 대비 변화

모집인원(명)

비율(%)

모집인원(명)

비율(%)

모집인원(명)

비율(%)

수능 위주

75,978

90.2

70,771

88.5

+5,207

+1.7

실기 위주

7,470

8.9

8,356

10.4

-886

-1.5

학생부(교과)

201

0.2

270

0.3

-69

-0.1

학생부(종합)

347

0.4

424

0.5

-77

-0.1

기타(재외국민)

179

0.2

252

0.3

-73

-0.1

84,175

100

80,073

100

+4,102

소계

--

◈ 정시모집 군별 모집 대학 안내
지역

(전국: 139개교)

서울

가톨릭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자연), 국민대, 동국대,
덕성여대(자연,예체능), 명지대(자연),
삼육대, 서울과기대(인문,자연),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서울한영대(예체능), 성균관대,
성신여대, 세종대(국방시스템,
항공시스템),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이화여대(조형예술대학),
중앙대, 총신대,
추계예술대(인문,예체능), 한국외대,
한국체육대, 한성대, 한양대, 홍익대

인천

인천대, 인하대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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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군

가천대, 강남대(인문,자연),
경기대(예체능), 단국대,
대진대(인문,자연), 서울신학대(인문),
성결대, 신한대(일반Ⅰ,일반Ⅱ),
아주대(일반1(의학)), 수원가톨릭대,
평택대, 한국산업기술대(자연),
한국항공대(자연), 한세대, 한신대,
한양대(에리카), 협성대(자연)

나군

다군

(전국: 143개교)

(전국: 124개교)

가톨릭대(인문,자연), 감리교신학대,
건국대, 경희대, 광운대(인문),
국민대, 동국대, 덕성여대(인문,
예체능), 동덕여대, 명지대, 상명대,
서강대, 서울교대, 서울기독대,
서울과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인문,자연), 서울여대,
성공회대(인문), 성균관대(인문,자연),
성신여대, 세종대, 숙명여대(약학,
체교,무용,음악대학), 숭실대,
이화여대, 장로회신학대, 중앙대,
추계예술대(인문,예체능), 케이씨대,
한국외대, 한성대, 한양대, 홍익대
경인교대, 인하대,
인천가톨릭대(조형예술대학)
가천대(예체능 제외),
강남대(인문,자연), 경기대(예체능),
단국대, 대진대(인문,자연),
성결대(예체능), 신한대(일반Ⅰ,
사이버드론봇군사학,실기우수자(디자
인,공연예술)), 수원대, 아신대,
안양대(스포츠지도, 실용음악),
용인대, 차의과학대, 평택대(인문),
한국산업기술대, 한국항공대(자연),
한양대(에리카)(인문,자연),
협성대(인문,예체능)

가톨릭대(인문,자연),
건국대(인문,자연), 광운대, 국민대,
동국대(인문,자연), 동덕여대,
명지대, 삼육대, 상명대, 서울기독대,
서울여대(인문,자연),
서울한영대(인문), 성공회대,
성신여대(산업디자인), 숭실대,
중앙대(인문,자연),
추계예술대(예체능), 케이씨대,
한국성서대, 한국외대, 한성대,
홍익대
인천대, 인하대,
인천가톨릭대(간호대학)
가천대, 강남대(인문,예체능),
경기대, 단국대, 대진대, 루터대,
서울신학대, 서울장신대(예체능),
성결대(예체능), 신한대(일반Ⅰ,
일반Ⅱ,실기우수자(모델콘텐츠,태권
도교육융합,미래스포츠융합)),
수원대(예체능), 아주대(일반2,
일반3(약학),일반4(교차),국방IT우수
인재2), 신경대, 안양대(공연예술,
음악학), 차의과학대,
평택대(예체능), 한경대,
한국산업기술대, 한신대(인문,자연),
협성대(인문)

4. 2022학년도 정시모집 지원시 유의사항
(1) 수험생 유의사항
○ 정시모집에서 군별 모집을 실시하는 일반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은 제외함)에 지원하는 경우 군
별(가군, 나군, 다군)로 1회씩만 지원할 수 있음
• 일반대학은 하나의 전형 안에 여러 트랙(다수의 지망 등 하부 단위)으로 묶어서 전형을 운영할 수 없음
• 학생은 하나의 전형에서 다수의 모집단위에 지원할 수 없음
○ 일반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의 정시모집에 합격하여 등록한 자(최초 등록 및 미등록 충원
과정 중의 추가등록을 포함)는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 정시모집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일 16시까지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한 자에 한해서만 추가모집 지원 가능
• 전문대학·산업대학의 정시모집 합격자는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일반대학의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음

(2) 복수지원 허용 범위
○ 정시모집 일반대학(교육대학 포함, 전문대학·산업대학 제외)에 있어서는 모집기간 군이 다른 대학 간 또는 동일
대학 내 복수지원 가능

(3) 복수지원 금지사항
○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의 합격자(최초 합격자 및 충원 합격자)는 ‘정시모집 및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 정시모집에 있어서 모집기간 군이 같은 일반대학(교육대학 포함)간 또는 동일 대학 내 모집기간 군이 같은 모
집단위(일반전형과 특별전형간 포함)간 복수지원 금지
• 산업대학, 전문대학은 모집기간 군의 제한 없음
○ 일반대학 정시모집에 합격하고 등록(최초 등록 및 미등록 충원과정 중의 추가등록을 포함)한 자는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나, 다만 정시모집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일 16시까지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한 자에 한해서만
추가모집 지원 가능
• 산업대학, 전문대학 합격자는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하지 않아도 추가모집 지원 가능
○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 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각종학교’ 간에는 복수지원 금지 및
이중등록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 한국폴리텍대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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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2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 마감일정
지역

일자(요일)

시각

1월 1일(토)

17시

연세대

18시

서울대

16시

한국체육대

17시

고려대, 국민대, 동국대, 서경대, 서울기독대, 성균관대

18시

건국대, 경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명지대, 삼육대, 상명대, 서강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교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서울한영대,
성공회대, 성신여대, 세종대, 숙명여대, 숭실대, 이화여대,
장로회신학대, 중앙대, 총신대, 추계예술대, 한국성서대, 한국외국어대,
한성대, 한양대, 홍익대

19시

케이씨대

20시

감리교신학대

18시

경인교대

17시

인천대

18시

인천가톨릭대, 인하대

16시

중앙승가대, 칼빈대

17시

가톨릭대, 경기대, 단국대, 루터대, 수원가톨릭대, 아신대, 아주대,
한양대(에리카)

18시

가천대, 강남대, 경희대(국제), 대진대, 명지대(용인), 서울신학대,
서울장신대, 성결대, 수원대, 안양대, 용인대, 을지대, 중앙대(안성),
차의과학대, 평택대, 한경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외국어대(글로벌),
한국항공대, 한세대, 한신대, 협성대

19시

신경대

24시

신한대

서울
1월 3일(월)

1월 1일(토)
인천

경기

1월 3일(월)

1월 3일(월)

대학교

<참고자료>
1. 2022학년도 정시모집 지역별 전형분석 자료집(한국대학교육협의회)
2. 2022학년도 정시모집 주요사항 안내(대입정보매거진 111호)
3. 2022학년도 정시모집 전문대학 입학정보(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학교 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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