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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홍익대학교 논술전형 분석(인문)

 모집인원 및 경쟁률 분석
   홍익대학교는 2020 대입전형에서 인문계열 163명을 선발한다. 2019 대입전형에서 인문
계열 169명을 선발한 것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최저학력기준이 있는 대학으로 비슷한 수준
의 다른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인문계열 대부분의 학과들이 20:1을 
넘지 않았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역사교육과는 4명 모집에 100명이 지원해 25:1의 경
쟁률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예술학과 24.5:1, 자율전공 24.64:1을 기록했다. 가장 낮은 경쟁
률을 보인 영어교육과는 5명 모집에 75명이 지원해 15: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형 분석(※2019학년도 수시 기준)

인문계열

유형
인문

1번 2번

제 시 문 4 4
문항수(소문항수) 1 1

논제유형 논술 설명

글자수 800±100자 800±100자

시험 시간 120분

논술 시험일

(2019학년도 수시)
2018.10.07.(일) 10:00

전형 방법

논술고사 학교생활기록부
2019 논술 60% 학생부(종합) 40%
2020 논술 60% 학생부(종합) 40%

수능

최저학력기준

2019 국, 수(가/나), 영, 사/과 영역 중 3개 영역 등급 합 6 이내, 한국사 4등급
2020 국, 수(가/나), 영, 사/과 영역 중 3개 영역 등급 합 6 이내, 한국사 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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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간 핵심 개념 비교(2019, 2018, 2017)

 시험 대비 방안
     홍익대학교는 최저학력기준이 매우 높은 편이다. 그러므로 비슷한 수준의 다른 대학에 

비해 경쟁률이 낮은 편이다. 최저 충족률이 높지 않다는 점을 생각하면 최저를 충족하
면 실질적인 경쟁률은 더 낮아진다. 논술문항은 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마다 
제시문은 4개를 사용하고 있으며 800자 내외의 논술문을 작성해야 한다. 1번 문항의 경
우 제시문 4개 각각 ‘옛것의 의미’와 ‘옛것을 계승하는 방식’을 논하라고 했으므로 각 
제시문 마다 200자 내외로 작성하면 된다. 2번 문항은 하나의 제시문을 활용하여 다른 
제시문의 상황(3가지 상황이 주어져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므로 문항 1번과 마찬가지로 
각 제시문마다 200자 내외로 작성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다. 제시문이 길지 않고 작
성할 논제가 명시적으로 주어져 있으므로 기본 독해력을 키우는데 주력하는 것이 좋다.

 논술 기출 문제 확인 방법
     홍익대학교 논술 기출문제는 홍익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수시모집-기출문제’ 또는 ‘입시

도우미-기출문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선행학습영향평가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료 위치 : https://admission.hongik.ac.kr/board/detail?bid=etc&type=&sn=25590
     선행학습영퍙평가 :
     https://admission.hongik.ac.kr/board/detail?bid=notice&type=&sn=25551

년도 2019 2018 2017

인문

1번 계승, 전통, 개념 풍자, 비판적 사고 및 이해 장소, 여행, 낯섦

2번 법치주의,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자본주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자본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