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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 방향
1. 고른기회 입학전형 모집인원 확대

 사회적 약자 우대정책의 일환으로 고른기회전형 대상자에 대한 입학인원을 확대함으로써 소외된 

계층에 대한 공공기관의 책무성을 다하고 보다 공정한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구분 전형 2020학년도 모집인원 2021학년도 모집인원

고른기회

국가보훈대상자 5명(정원 내) 8명(정원 내)

기초생활, 차상위, 한부모 9명(정원 외)
17명(정원 내)

6명(정원 외)

농어촌 12명(정원 외) 15명(정원 외)

장애인등 대상자 12명(정원 외) 14명(정원 외)

2. 고교생활 우수자 선발을 위한 학생부종합전형 운영 내실화 

 학생부종합전형운영을 통해 고교교육활동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도모하고 고교생활에 충실한 학생

들을 선발하기 위해 학생부종합전형의 선발비율을 60%로 설정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추구하도록 하

겠습니다.

3. 수능최저학력 기준 전면 폐지 기조 유지

 모든 학생들에게 기회가 열려있는 일반전형과 교육적 자원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고른기회 대상

자를 위해 학생부종합전형 및 수능위주전형의 모든 세부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하였던 

2020학년도와 같이 2021학년도에도 수능최저학력 기준의 전면 폐지 기조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4. 지원자 대입준비 부담 경감

 초등교원양성기관의 특수성과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는 예비초등교사를 선발하는 우리대학교의 특

수성을 고려하여 면접운영의 내실을 기하되 지원자의 면접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학생부종합전형의 

면접반영 비율을 축소하고(면접반영 비율 50% → 30%), 자기소개서 작성 부담을 덜기 위하여 자기

소개서를 폐지하여 지원자의 대입준비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5. 대학입학전형 간소화 추진

 전형명칭의 표준화, 전형개수, 전형요소, 전형절차의 간소화를 통해서 대입전형의 복잡성을 줄이고 

직관적 이해를 도와 대입정보 수요자의 편의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대학교에서는 전형

방법의 경우 수시 1개, 정시 1개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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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전형별 모집인원
 
Ⅲ. 수시모집 주요사항
   1. 지원자격 
   2. 전형방법
   3. 합격자 선발방법

Ⅳ. 정시모집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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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020학 년 도  대 비  주 요  변 경 사 항

1. 변경사항 요약
구  분 2020학년도 2021학년도

수시
모집

(학생부
종합)

참스승

모집인원
변경

90명(정원 내) 70명(정원 내)

국가보훈 5명(정원 내) 8명(정원 내)

기초생활, 
차상위, 한부모 9명(정원 외) 17명(정원 내)

6명(정원 외)

농어촌 12명(정원 외) 15명(정원 외)

장애인 등 
대상자 12명(정원 외) 14명(정원 외)

서해 5도

전형유형
변경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학생부
최저학력

폐지
학생부 내신등급 4등급 이내 폐지

학생부종합

 1단계
선발배수

조정
2.5배수(참스승)
2배수(기타 모든 수시전형) 3배수(모든 학생부종합전형)

면접준비
부담경감

집단면접 및 개별면접 개별면접

면접배점 : 500점 면접배점 : 300점

제출서류
간소화 자기소개서 제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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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전 형 별  모 집 인 원

모집
시기 전형유형 전형구분 전형명칭 모집인원(명) 비고정원 내 정원 외

수시
학생부
종합

일반전형 학생부종합(참스승전형) 70 -

특별전형

고른기회
학생부종합(지역인재 특별전형) 120 -

학생부종합(국가보훈대상자 특별전형) 8 -
학생부종합

(다문화 가정 자녀 및 북한이탈주민 특별전형) 2 -

고른기회

학생부종합(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특별전형) 17 6 입학정원의
5.5% 이내
(정원 외)학생부종합(농어촌학생 특별전형) - 15

학생부종합
(장애인등 대상자 특별전형) - 14

학생부종합(서해5도 특별전형) - 3
입학정원의
1% 이내
(정원 외)

소  계 217 38

정시
나군

수능
위주

일반전형 수능위주(일반학생 전형) 167 -

특별전형 고른기회

수능위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특별전형) - 0

수능위주(농어촌학생 특별전형) - 0

수능위주(장애인등 대상자 특별전형) - 0

수능위주(서해5도 특별전형) - 0

소  계 167 0

합  계 384*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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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모집인원은 교육부의 입학정원 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추후 공지되는 모집요강을 반드시 참고하기 바람
    2. 수시 참스승전형과 정원 내 특별전형에서의 미충원 인원은 정시 일반학생 전형 모집인원에 추가하여 선발함
    3. 수시 참스승전형, 지역인재 특별전형, 정시 일반학생 전형은 남·여 비율 적용함(1, 2단계)
      - 어느 한 성(性)도 모집(선발)인원의 70%를 초과하지 못함(단, 어느 한 성이 모집(선발) 인원의 30%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인원만큼 다른 성에서 충원함) 
    4. 정원 외 전형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농어촌학생’, ‘장애인등 대상자’, ‘서해 5도’ 전형은 

수시모집 미충원 시 정시모집 해당전형으로 이월하여 충원하며, 전형방법은 정시 일반학생 전형과 동일함 
     * 2019학년도 미충원 인원 1명이 포함된 인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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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수 시 모 집  주 요 사 항

1. 지원자격
구 분 전형명 지원 자격

정
원
내

학생부종합
(참스승전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학생부종합
(지역인재 특별전형)

대구·경북지역 소재 정규 고등학교에서 3년 전(全) 교육과정(입학 시부터 졸업 
시까지)을 이수하고 출신 고등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자
 ※ 지역 내에서 다른 고등학교 전입(출)자의 경우 포함

학생부종합
(국가보훈대상자

특별전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국가보훈 기본법」제3조 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
보훈 관련법령에 따른 아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
 1)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외)손자녀
 2)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참전유공자 제외)
 3) 6·18자유상이자 및 그 자녀
 4) 지원 순직·공상 군경(공무원) 및 그 자녀
 5)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및 그 자녀
 6) 5·18민주유공자 및 그 자녀
 7)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자녀
 8)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자녀
〔자격심사〕보훈(지)청장이 발급하는「대학입학 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심사

학생부종합
(다문화 가정 자녀 
및 북한이탈주민 

특별전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된 자로서 아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 부모 모두 한국인에서 태어난 자녀가 부모 중 1명이 외국인과 재혼하여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되는 경우 제외

 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

정
원
내
외

학생부종합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특별전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호(수급권자) 제2호(수급자), 
제10호(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차상위계층 지원자격 유형〕
 1) 차상위 건강보험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자
 2)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3)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대상자
 4) 차상위 자활급여 대상자
 5) 차상위 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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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전형명 지원 자격

정
원
외

학생부종합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및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도서·벽지(이하, ‘농어촌 지역’이라 함)에 소재하는 학교에서 입학 시부터 
졸업 시까지 전(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아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에서 전(全) 교육과정(6년)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재학기간 동안 학생 본인 및 부모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2)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전(全) 교육과정(12년)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재학기간 동안 학생 본인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지원자격 관련 유의사항〕
 a. 고등학교(중학교, 초등학교) 재학 기간 중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농어촌지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고등학교(중학교, 초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 해당 지역을 
농어촌으로 인정

 b. 농어촌지역 소재 특수목적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지원 불가
 c. 지원 자격은 연속된 연수(농어촌 거주기간)만을 인정

학생부종합
(장애인등 대상자

특별전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아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한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자(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제외)
 2) 기타「장애인복지법」에 이중등록 되지 않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 등급자(국가보훈처 등록)

학생부종합
(서해 5도 특별전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출신 고등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자
 1) 서해 5도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서해 5도에 설립된 중학교 및 고등

학교의 전(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서해 5도에 거주하면서 서해 5도에 설립된 초·중·고등학교의 전(全)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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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형방법
가. 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종합전형 해당 전형
- 참스승전형 - 지역인재 특별전형
- 국가보훈대상자 특별전형 - 다문화 가정 자녀 및 북한이탈주민 특별전형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특별전형 -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 장애인등 대상자 특별전형 -  서해 5도 특별전형

 
 1) 단계별 선발인원 및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점수)

선발모형 전형단계 선발인원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및 비율
서류평가 면접 총점

단계별전형
1단계 3배수 100%(1,000점) 100%(1,000점)
2단계 1배수 70%(700점) 30%(300점) 100%(1,000점)

 2) 인재상 및 평가역량
  ① 인재상 :　창의·융합적 인재, 전공역량을 갖춘 인재, 열정과 의지를 가진 인재, 더불어 살 수 있는 인재
  ② 평가방법 : 예비초등교사(prospective PRIMARY teacher)로서 기본적인 역량(PRIMARY competency)을 평가

하기 위한 “PRIMARY 평가 및 평가지표” 활용 
  ③ PRIMARY 평가 및 평가지표

  

평가역량 평가내용

P

서

류

평

가

개인·사회적 역량

(Personal and Social traits)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 

협업능력을 포함하는 인성역량 

R
교직소양

(Recognition to teaching(education)

초등교직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 의지와 

사명감

I
창의적 지식활용 역량

(Innovative knowledge utilization)

대학 교육과정의 우수한 이수를 

가능하게 하는 주도적이고 유연한 학습역량

M
교직수행 역량

(Mastery of teaching)

초등교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적인 

리더십, 교수역량을 포함한 전공역량

A

면

접

평

가

의사소통능력

(Ability of communication)

질문 및 상황에 대한 이해력과 논리적 

유창한 언어적 표현력

R
문제해결능력

(Reacting to Problem solving skills)

질문 및 상황의 체계적 분석을 통한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Y
교직소양 및 인성

(Yearlong focus on education and identity(persona)

교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교직관련 

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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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서류평가(1단계)
  ① 평가자료 : 학교생활기록부
   ※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할 수 없는 자의 경우에는 우리대학교에서 요구하는 대체서류 제출
  ② 평가역량 : 창의적 지식활용 역량, 교직기본 소양, 교직전공 역량, 개인·사회적 인성 역량

평가역량 평가 내용 평가배점

P 개인・사회적 인성 역량 공동체 활동 속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 나눔 활동 300

R 교직기본 소양 초등교직에 대한 기본적 자세, 의지와 사명감 100

I 창의적 지식활용 역량 대학 교육과정의 우수한 이수를 가능하게 하는 주도적이고 
유연한 학습역량 300

M 교직수행 역량 초등교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적인 리더십, 교수능력을 
포함한 전공역량 300

  ③ 평가방법 :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다수 평가위원을 통한 정성적 종합평가

 4). 심층면접(2단계)
  ① 평자자료 : 제출서류 참고 학생 1인에 대한 예비교사로서의 자질에 관한 질문
  ② 평가역량 :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교직소양 및 인성

평가역량 평가 내용 평가 배점
A 의사소통능력 질문 및 상황에 대한 이해력과 논리적이고 유창한 언어적 

표현능력 100

R 문제해결능력 질문 및 상황의 체계적 분석을 통한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100

Y 교직소양 및 인성 교직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교직관련 인성 100

  ③ 평가방법 : 평가위원에 의한 정성적 종합평가
  
 4) 수능최저학력 기준 : 없음

3. 합격자 선발방법
  1) 1단계 : 서류평가 성적순으로 모집인원의 3배수 선발
  2) 2단계 : 1단계전형 성적과 면접 점수를 합산하여 성적순으로 순위 결정
   ※ 면접에 응시하지 않으면 불합격 처리하며, 면접에서 예비초등교사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자는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합격자 선발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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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정시모집 주요사항

1. 지원자격
구 분 전형명 지원 자격
정
원
내

일반학생 전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된 자로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
〔국어, 수학(가/나형 지정 없음),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탐구 2과목〕

2. 전형방법

선발
모형

전형
단계

선발
인원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및 반영비율
수능(표준점수) 학생부 면접

총점반영
점수

기본
점수

실질
반영
비율

반영
점수

기본
점수

실질
반영
비율

반영
점수

기본
점수

실질
반영
비율

단계별
전형

1단계 2배수 650점 0 100% - - 650점

2단계 1배수 650점 0 88.8% 100 40 8.2% 100 78점 3.0% 850점

3.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반영방법
 가. 수능 영역별 반영비율 및 점수

구분 반영 영역 수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2과목
(사회, 과학) 총점

비율(%) 4 30.8 30.8 15.3 응시 23.1 100
최고점 200 200 100 150 650

 나. 영어 영역 환산점수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환산점수 100 95 90 85 80 75 70 65 0

 다. 수학 영역 가형, 과학탐구 영역 가산점 부여 : 취득 표준점수의 각 5% 가산
   ※ 가산점으로 인하여 해당 영역의 최고점을 초과할 경우 영역별 최고점을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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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수능성적 영역별 산출 방법
  1) 국어영역, 수학영역(나형) : 본인이 취득한 표준점수
   ※ 수학 가형 응시자 : 본인이 취득한 표준점수 × 1.05
  2) 영어영역 : 본인이 취득한 등급별 환산점수
  3) 탐구영역 : 본인이 취득한 2개 과목 합산점수 × 0.75
   ※ 과학탐구 응시자 : (본인이 취득한 2과목 합산점수 × 0.75) × 1.05
  4)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4.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반영방법
 가. 적용대상 : 2018년 2월 이후 고교 졸업(예정)자
 나. 교과성적
  1) 반영교과
   - 석차등급으로 기재된 전(全) 교과목
   - A, B, C 또는 ‘우수’, ‘보통’, ‘미흡’으로 기재된 체육·예술(음악/미술) 교과(군) 과목
   -「P」,「이수」또는「∙(점)」등으로 기재된 교과목은 반영하지 않음
  2) 반영방법
   -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의 성적 반영
   - 학년별 가중치 없음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3) 교과성적 반영점수 산출방법(80점 ~ 32점)

산출식
▶ 교과성적 = ∑ 등급별 점수 × 100

∑ 등급별 점수 = ∑(과목별 단위 수 × 과목별 (석차)등급 점수)
∑ 과목별 단위 수 × 10

  4) 과목별 등급 점수
   - 석차등급으로 기재된 과목
석차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점수 8.0 7.7 7.4 7.1 6.8 5.9 5.0 4.1 3.2

     - A, B, C 또는 ‘우수’, ‘보통’, ‘미흡’으로 기재된 체육·예술(음악/미술) 교과(군) 과목
A 또는 우수 B 또는 우수 C 또는 미흡

점수 8 7.4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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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비교과 성적
   1) 출결상황 점수(10점 ~ 4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결석일수 0일 1~2일 3~4일 5~6일 7~8일 9일 이상

점수 10 9 8 7 6 4

   2) 봉사활동실적 점수(10점 ~ 4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봉사시간 50시간 이상 45~49시간 40~44시간 35~39시간 30~34시간 29시간 이하

점수 10 9 8 7 6 4

  라. 학교생활기록부 없는 자(비교내신 대상자) 성적 반영방법
적용대상 반영방법

a. 2017년 2월 이전 졸업자(2017년 2월 졸업자 포함)
b. 교과교육 소년원의 고교과정 이수자
c. 검정고시 출신자
d. 외국의 고등학교 과정 이수자
e. 일반계 고교 직업과정 위탁생
f. 공업계 2+1 체제 이수자
g. 조기 졸업자
h. 학교생활기록부 석차등급이 없는 고교 졸업(예정)자

□ 졸업자 학교생활기록부 성적(100점)= 
 ∑(국어·수학·영어․탐구 2과목 수능 등급별 점수)×2+20 

수능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점수 8.0 7.7 7.4 7.1 6.8

수능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점수 5.9 5.0 4.1 3.2   

 ◦졸업자성적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산출함

5. 면접
 가. 평가자료 : 자체 면접문항
 나. 평가영역 :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교직소양 및 인성
 다. 평가방법(집단면접) : 평가위원에 의한 정성적 종합평가

6. 수능 최저학력 기준 : 없음

7. 합격자 선발방법
 가. 1단계 : 수능성적 순으로 모집인원의 2배수 선발
 나. 2단계 : 수능성적과 학생부 성적, 면접 점수를 합산하여 성적순으로 순위 결정
  ※ 면접에 응시하지 않으면 불합격 처리하며, 면접에서 예비초등교사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자는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합격자 선발에서 제외



전화 상담 : 053) 620-1276∼9 
인터넷 상담 : www.dnue.ac.kr

 
(우) 42411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219

대구교육대학교 교무처 입학관리본부
 ☎ 053-620-1276∼9 / Fax 053-620-1280

 www.dnue.ac.kr

입학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