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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학교 논술전형 분석

 모집인원 및 경쟁률 분석

   가톨릭대학교는 2020 대입전형에서 논술전형 175명(인문계열 78명, 자연계열 97명)을 선발한

다. 2019 대입전형에서도 175명을 선발하였고, 2020년 대입에도 이를 유지하고 있다. 인문계

열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학과는 간호학과로 11명 모집에 542명이 지원하여 49.27:1

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그 다음은 심리학과로 6명 모집에 216명이 지원하여 36.00: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인 학과는 법정경학부의 행정학전공으로 4명 모집

에 66명이 지원하여 16.50: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인문학부 27.45:1, 사회학전공 21.50:1, 경

영학전공 23.00:1, 영어영문학부 21.50:1 등 나머지 대다수의 학과들은 20:1을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형 분석(※2019학년도 수시 기준)

인문 ․  사회 계열

유형
인문 ․  사회 계열(간호학과 인문 포함)

[인문1] [인문2] [인문3]

제 시 문 3 3 2

문항수(소문항수) 1 1 1

논제유형 설명 및 분석형 비교 분석형 분석 및 비판형

글자수 300~350자 500~600자 500~600자

배점 20점 40점 40점

시험 시간
2019 120분

2020 100분

논술 시험일

(2019학년도 수시)

2018. 10. 7(일) 15:00 ~ 17:00

(14:30분 입실완료)

전형 방법

논술고사 학교생활기록부

2019 논술 70% 학생부(교과) 30%

2020 논술 70% 학생부(교과) 30%

수능

최저학력기준

2019
인문사회 계열 없음

(간호학과 적용: 국어, 수학(나), 영어, 사탐(1) 중 2개 영역 각 2등급 이내)

2020
인문사회 계열 없음

(간호학과 적용: 국어, 수학(나), 영어, 사탐(1) 중 3개 영역 등급 합 6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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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간 핵심 개념 비교(2019, 2018, 2017)

 시험 대비 방안

     가톨릭대학교 인문사회 논술은 시험시간 120분에 3개의 문항을 출제해 왔다. 제시문의 수

는 문항 당 대개 2~3개 정도로 길지 않고 학생들이 충분히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수준으로 출제되고 있다. 즉, 어려운 제시문을 분석하는 것에 초점이 있기보다는 문

항에서 요구하는 분석력과 비판적 사고력 등을 측정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렇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평소 국어과에서 다루어지는 다양한 소재의 글을 읽고 글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는 훈련과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들을 논리적으로 작성하는 훈련을 할 필

요가 있다. 그와 더불어 다양한 사회 선택 과목 중에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교과서를 중심

으로 학습활동을 충실하게 풀어보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최근 논술 문제들은 교과의 

성취수준을 반영하여 그 안에서 출제하려고 노력하고 있기에 학생들은 더더욱 교과서의 

핵심 개념을 이해하고, 관련 학습활동을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학습활동을 풀이할 때에

는 가톨릭대학교에서 요구하는 답안 분량을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답안을 작성하는 훈련

을 해 보는 것이 매우 좋은 논술 시험 대비 방안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논술 기출 문제 확인 방법

     가톨릭대학교 논술 기출문제는 가톨릭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수시모집-기출문제 자료

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 위치 : http://ipsi.catholic.ac.kr/pages/?p=14&b=B_1_4&cate=수시

년도 2019 2018 2017

인문
사회
계열

[문항1]
문화, 문화 상대주의, 문화 

절대주의, 보편 윤리

바람직한 리더의 속성, 이

순신, 쾌락과 고통, 동기부

여, 신중함, 분별력, 실천적 

지혜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가

치 개입 ․ 가치 중립, 일제

의 식민 사관, 민족주의 사

관, 실증 사학

[문항2]

흥부전, ‘매품’, 죄형 법정

주의, 형벌의 효과, 자유론, 

타인의 자유에 대한 간섭, 

자기방어

로자 파크스, 인종분리법, 

국가권력,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사회 계층과 불평등, 성 역

할, 고정관념, 성 불평등, 

역지사지

[문항3]
대리 줄서기, 암표 매매, 자

유시장 원리, 자원의 효율

적 배분, 공정성, 가치

순자, 사람의 본성, 성악설, 

후천적 교육, 맹자의 인성

론, 후천적 노력, 청소년 봉

사활동의 가치와 문제점

주체와 타자의 공존, 혈구

지도(絜矩之道), 공유지의 

비극, 공공재의 보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