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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논술전형 안내1)

 개요
   2021학년도 논술전형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논술전형 모집인원은 매년 조금씩 감
소하고 있다.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은 2020학년도와 마찬가지로 33개 대학이다. 그러나 모집인
원은 2020학년도 12,056명에서 2021학년도 11,162명으로 894명 줄었다. 전체 모집인원 대비 비율이 
3.5%에서 3.2%로 감소했다. 둘째, 논술고사의 비중은 높아졌다. 대부분의 대학이 논술의 비중을 높
이는 추세이다. 논술 100%를 반영하는 대학도 3개 대학이다. 2021학년도에 학생부 반영비율을 낮추
고 논술 반영비율을 높인 대학에는 광운대(70%), 연세대 미래캠퍼스(100%), 한국기술교육대(70%), 한
국산업기술대(80%), 홍익대(90%)가 있다. 셋째,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하는 추세이다. 최근 대학들
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추세로 전형을 설계하고 있다. 2021학년도 논술전형에
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낮춘 대학들은 덕성여대, 성신여대, 연세대(미래), 이화여대, 한국외대, 홍익대
가 있고,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높인 대학에는 동국대 경찰행정학과가 있다. 이외에 서울시립대는 논술
전형에서 단계별 전형을 폐지하였다. 2015개정 교육과정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논술전형이기에 대학
들마다 수학의 출제 범위에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사회와 과학 과목에서의 출제 범위 역시 달라질 수 
있기에 대학 모집요강을 살펴보고 준비해야 한다.

 주요내용

① 논술전형 실시 대학 : 33개 대학 

 

지 역 대학 수 대          학

서울 22개교

가톨릭대(의예, 간호), 건국대, 경기대, 경희대, 광운대, 덕성여대, 동국대(서울), 

서강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성균관대, 세종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서울),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서울), 홍익대(서울)

경기 9개교
가톨릭대, 경기대, 단국대(죽전), 아주대, 중앙대(안성), 한국산업기술대, 

한국외대(글로벌), 한국항공대, 한양대(ERICA)

인천 1개교 인하대

강원 1개교 연세대(미래)

대구 1개교 경북대

울산 1개교 울산대(의예)

부산 1개교 부산대

충남 1개교 한국기술교육대

1) 이 글은 “2021학년도 대입정보 119(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Ⅱ. 전형별 대입의 이해와 준비 – 논술전형”의 글을 발췌, 
정리하였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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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술전형은 전국 33개 대학에서 실시한다. 인문계열만 실시하는 대학은 한국외대와 경기대이
고, 자연계열만 실시하는 대학은 울산대 의대와 한국산업기술대이다. 29개 대학에서는 인문계
열과 자연계열 모두 논술전형을 실시한다.

② 논술전형의 전형 요소

유  형 대          학

논술100 연세대(서울), 연세대(미래), 건국대

학생부 10 + 논술 90 홍익대

학생부 20 + 논술 80 덕성여대, 서강대, 아주대, 한국산업기술대

학생부 30 + 논술 70

가톨릭대, 경북대, 경희대, 광운대, 부산대, 서울과기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연세대(원주),  이화여대, 인하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외대(서울), 

한국외대(글로벌), 한국항공대, 한양대, 한양대(에리카)

학생부 40 + 논술 60
경기대, 단국대, 동국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숙명여대, 숭실대, 울산대, 

중앙대, 한국항공대

  - 2021학년도에 학생부 반영비율을 낮추고 논술 반영비율을 높인 대학은 다음과 같다. 광운대
(60:40→70:30), 연세대(미래)(70:30→논술100), 한국기술교육대(60:40→70:30), 한국산업기술대
(60:40→80:20), 홍익대(60:40→90:10)이다.

  - 서울시립대는 2020학년도 2단계 전형에서 단계별 전형을 폐지하고 일괄전형으로 변경했다.

③ 2021학년도 논술전형 실시대학 모집인원(정원내외 모두 포함) 비교

대학 전형
모집인원

증감

2021년 
계열별 모집인원

반영비율 수능최저

학력기준
2021년 2020년 인문 예체능 자연 논술 학생부

가톨릭대 논술 175 175 0 71 104 70 30 ×/○(의학)

건국대 KU논술우수자 445 451 ▼6 130 315 100 ○

경기대(서울) 논술고사우수자 42 42 0 42 60 40 ×

경기대(수원) 논술고사우수자 130 130 0 124 6 60 40 ×

경북대 논술(AAT) 772 793 ▼21 204 568 70 30 ○

경희대 논술우수자 684 714 ▼30 219 20 445 70 30 ○

광운대 논술우수자 206 206 0 94 112 70 30 ×

단국대(죽전) 논술우수자 340 350 ▼10 144 196 60 40 ×

덕성여대 논술 232 220 12 150 5 77 80 20 ○

동국대 논술우수자 452 470 ▼18 243 209 60 40 ○

부산대 논술 533 679 ▼146 222 5 306 70 30 ○

서강대 논술 235 235 0 144 91 80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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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원 외로 경북대는 15명, 성균관대는 12명을 선발함.
  - 교육부 방침에 따라 논술전형 모집인원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2021년에도 2020년에 비하여 

894명이 감소하였다. 연세대가 223명 감소로 가장 많이 줄었으며 한양대(ERICA) 176명, 부산대 
146명, 성신여대 102명 등 24개 대학에서 모집인원이 줄었다. 반면에 2개 대학은 인원이 늘었는
데 한국산업기술대는 118명, 덕성여대는 12명이 증가하였다. 2020년 대비 2021년 대학별 논술전
형 모집인원 변화 및 계열별 모집인원은 다음 표와 같다. 

※ ‘실제 지원 시 2021학년도 각 대학별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학 전형
모집인원

증감

2021년 
계열별 모집인원

반영비율 수능최저

학력기준
2021년 2020년 인문 예체능 자연 논술 학생부

서울과학기술대 논술 266 270 ▼4 24 242 70 30 ×

서울시립대 논술 101 142 ▼41 21 80 60 40 ×

서울여대 논술우수자 150 150 0 89 61 70 30 ○

성균관대 논술우수 532 532 0 219 313 60 40 ○

성신여대 논술우수자 186 288 ▼102 98 88 70 30 ○

세종대 논술우수자 338 348 ▼10 115 223 70 30 ○

숙명여대 논술우수자 300 300 0 202 98 70 30 ○

숭실대 논술우수자 292 296 ▼4 133 159 60 40 ○

아주대 논술우수자 203 212 ▼9 56 147 80 20 ×

연세대(서울) 일반논술 384 607 ▼223 124 260 100 ×

연세대(미래) 일반논술 262 314 ▼52 101 161 100 ○

울산대(의예) 논술 12 12 0 12 60 40 ○

이화여대 논술 479 543 ▼64 268 12 199 70 30 ○

인하대 논술우수자 530 562 ▼32 218 312 70 30 ×/○(의학)

중앙대(서울) 논술 705 730 ▼25 391 314 60 40 ○

중앙대(안성) 논술 84 97 ▼13 84 60 40 ○

한국기술교육대 코리아텍일반 210 230 ▼20 29 181 70 30 ○

한국산업기술대 논술우수자 268 150 118 268 80 20 ×

한국외대(서울) 논술 374 378 ▼4 374 70 30 ○

한국외대(글로벌) 논술 115 115 0 115 70 30 ○

한국항공대 논술우수자 153 166 ▼13 19 134 70 30 ×

한양대(서울) 논술 373 376 ▼3 104 11 258 80 20 ×

한양대(ERICA) 논술 216 387 ▼171 61 155 70 30 ○

홍익대 논술 383 386 ▼3 120 4 259 90 10 ○

합  계 11,162 12,056 ▼894 4,668 63 6,4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