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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논술전형 분석(자연)

 모집인원 및 경쟁률 분석
  이화여자대학교는 2020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을 합쳐 논술전형으로 543명을 선
발하며, 이는 작년대비 127명이 감소한 인원이다. 그 중 자연계열은 239명이고, 계열의 구분이 없는 
스크랜튼(자유전공)학부가 26명이다. 자연계열의 논술 유형은 자연Ⅰ과 자연Ⅱ로 나뉘며, 의예과만 자
연Ⅱ에 속한다. 

  2019학년도 수시 논술전형의 경쟁률은 670명 모집에 15,244명이 지원하여 22.75:1의 경쟁률을 기
록하였고, 자연계열학과 중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학과는 의예과로 10명 선발에 1,455명이 지원하여 
144.50:1 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의예과를 제외한 자연계열학과 중에서는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학
과는 융합학부의 뇌.인지과학전공학과로 12명 선발에 407명이 지원하여 33.92:1의 경쟁률을 기록하
였고, 가장 낮았던 학과는 수학과로 8명 선발에 132명이 지원하여 16.50: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전형 분석

자연계열 

시험시간 100분

과목 수리논술 3문항

제 시 문 각 문제당 3~4개의 하위문제가 제시되어 사고를 발전시켜 나가는 방식

전형 방법
(2020학년도)

논술(70%) + 학생부 교과 (30%)

논술 시험일
(2020학년도)

2019.11.24.(일)

수능
최저학력기준

의예과 제외 자연계열 의예과

국, 수(가), 영, 과(1) 중 3개 합 6 이내 &
국, 수(가), 영, 과(2) 및 한국사를 반드시 

응시해야 함.

국, 수(가), 영, 과(1) 중 4개 합 5 이내 &
국, 수(가), 영, 과(2) 및 한국사를 반드시 

응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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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2019학년도 출제 영역분석

년도 2019
학년도

2018
학년도

2017
학년도

자연
계열
Ⅰ

문항
별 

출제
영역

자연 1번 
[기초수학, 수학Ⅰ, 미적분Ⅰ, 
미적분Ⅱ] 이차방정식의 근의 
공식, 원의 방정식, 함수의 
증가와 감소, 합성함수의 미
분법
소문항 1. 원의 일부분이 제
한될 때, 원의 내부에 있는 
직사각형이 어떤 영향을 받
는지를 수리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함.   일 
때, 직사각형 넓이의 최댓값
을 구할 수 있는지 평가함. 

소문항 2.   


일 때 

직사각형 넓이의 최댓값을 
구할 수 있는 지 평가함. 

소문항 3.  


일 때 

직사각형 넓이의 최댓값을 
구할 수 있는지 평가함. 

자연 1번 
[수학Ⅰ, 미적분Ⅰ, 미적분Ⅱ] 
나머지정리와 인수분해, 삼각
함수의 미분법, 합성함수의 
미분법, 삼각함수의 덧셈정리
소문항 1. 삼차식과 삼각함수
의 합성함수가 주어졌을 때, 
미분한 뒤, 치환하여 새로운 
변수에 관한 다항식으로 나
타낼 수 있는지 평가함. 
소문항 2. 삼차식과 삼각함수
의 합성함수로 주어진 식을 
미분하여 최댓값과 최솟값을 
구할 수 있는지 평가함. 

자연 1번 
[미적분Ⅰ, 미적분Ⅱ] 부분적
분, 삼각함수의 적분, 정적분
으로 정의된 수열, 수열의 극
한값
소문항 1. 삼각함수의 그래프
의 성질을 활용하여 정적분
의 값을 구할 수 있는지 평
가함. 
소문항 2. 부분적분법을 활용
하여 삼각함수를 정적분하고 
이를 치환하여 수열의 크기
를 비교할 수 있는지 평가함. 
소문항 3. 정적분으로 이루어
진 수열을 주어진 형태로 변
형하여 크기의 최댓값을 구
할 수 있는지 평가함. 
소문항 4. 수열의 조임정리를 
활용하여 주어진 수열의 극
한값을 구할 수 있는지 평가
함. 

자연 2번
[미적분Ⅰ, 미적분Ⅱ] 도함수, 
함수의 극대와 극소, 구분구
적법, 부분적분법
소문항 1. 도함수와 적분의 
관계를 이용하여 적분을 계
산할 수 있는지를 평가함. 
소문항 2. 주어진 함수의 특
징을 이해하여 부분적분을 
적용하는 계산능력과 도함수
의 값을 이용하여 함수의 증
감을 판별하고 최댓값을 찾
아 낼 수 있는지를 평가함. 
소문항 3. 구분구적법의 정의
를 활용하여 주어진 식의 극
한값을 구할 수 있는지 평가
함. 

자연 2번
[미적분Ⅰ] 방정식과 부등식, 
함수의 그래프, 도함수의 활
용
문제 2. 다항함수들의 극값과 
다항함수들이 만나는 서로 
다른 교점들의 개수 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고, 극댓값과 극솟값을 활
용하여 다항함수들이 만나는 
서로 다른 교점들의 개수를 
결정할 수 있는지 평가함. 

자연 2번
[수학Ⅰ] 방정식과 부등식, 
도형의 방정식, 부등식의 영
역
소문항 1. 절댓값이 4개 포
함된 일차부등식의 곱을 만
족하는 영역을 좌표평면에 
나타낼 수 있는지 평가함. 
소문항 2. 절댓값이 3개 포
함된 일차부등식의 합을 만
족하는 영역을 좌표평면에 
나타낼 수 있는지 평가함.
소문항 3. 위의 두 소문항에
서 다룬 절댓값을 응용하여 
절댓값이 6개 포함된 일차부
등식의 합을 만족하는 영역
을 좌표평면에 나타내고 그 
넓이를 구할 수 있는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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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2019
학년도

2018
학년도

2017
학년도

함. 
자연 3번
[기초수학,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정수, 다항식의 
연산, 명제, 경우의 수
소문항 1. 정수의 성질에 대
한 기초적인 이해를 바탕으
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이차방정식 계수들의 
순서쌍이 만족하는 조건을 
구할 수 있는지 평가함. 
소문항 2. 조건의 범위를 확
장했을 때, 이차방정식 계수
들의 순서쌍이 만족하는 조
건을 구할 수 있는지 평가함. 
소문항 3. 조건을 모든 음의 
정수로 확장했을 때, 계수들
의 순서쌍이 만족하는 조건
을 구할 수 있는지 평가함. 
소문항 4. [0, 10] 구간내에
서 함수값이 정수가 되도록 
하는 계수들의 순서쌍의 개
수를 구할 수 있는지 평가함. 

자연 3번
[수학Ⅱ, 미적분Ⅰ, 미적분Ⅱ] 
수열의 극한, 수학적 귀납법, 
삼각함수의 덧셈정리
소문항 1. 삼각함수를 활용한 
수학적 귀납법으로 제시된 
수열에서 4번째 항을 구할 
수 있는지 평가함. 
소문항 2. 위에서 주어진 수
열의 일반항을 제시하고 수
학적 귀납법을 활용하여 일
반항을 구할 수 있는지를 평
가함. 
소문항 3. 위에서 주어진 수
열의 일반항에 대하여 이 
증가할 때 극한값을 구할 수 
있는지 평가함. 

자연 3번
[수학Ⅰ, 기하와 벡터] 도형
의 방정식, 두 점 사이의 거
리, 이차곡선, 타원의 접선, 
평면곡선의 접선
소문항 1. 반지름의 길이가 
다른 두 원이 직선과 만나는 
두 점을 활용한 직각삼각형
의 넓이의 최댓값을 구할 수 
있는지 평가함.
소문항 2. 직선이 움직일 때 
직각삼각형의 꼭짓점이 그리
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지 평가함. 
소문항 3. 선분의 길이의 합
이 일정하려면 점의 자취는 
타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문제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지 평가함. 
소문항 4. 점과 직선사이의 
거리공식을 활용하여 주어진 
두 선분의 길이의 비가 등식
을 만족하는 것을 보일 수 
있는지 평가함. 

자연
계열
Ⅱ

문항
별 

출제
영역

자연 1번 
[기초수학, 수학Ⅰ, 미적분Ⅰ, 
미적분Ⅱ] 이차방정식의 근의 
공식, 원의 방정식, 함수의 
증가와 감소, 합성함수의 미
분법
소문항 1. 원의 일부분이 제
한될 때, 원의 내부에 있는 
직사각형이 어떤 영향을 받
는지를 수리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함.   일 
때, 직사각형 넓이의 최댓값
을 구할 수 있는지 평가함. 

소문항 2.   


일 때 

직사각형 넓이의 최댓값을 
구할 수 있는 지 평가함. 

자연 1번 
[수학Ⅰ, 미적분Ⅰ, 미적분Ⅱ] 
나머지정리와 인수분해, 삼각
함수의 미분법, 합성함수의 
미분법, 삼각함수의 덧셈정리
소문항 1. 삼차식과 삼각함수
의 합성함수가 주어졌을 때, 
미분한 뒤, 치환하여 새로운 
변수에 관한 다항식으로 나
타낼 수 있는지 평가함. 
소문항 2. 삼차식과 삼각함수
의 합성함수로 주어진 식을 
미분하여 최댓값과 최솟값을 
구할 수 있는지 평가함. 

※ 자연계열Ⅰ의 1번과 동일

자연 1번 
[미적분Ⅰ, 미적분Ⅱ] 부분적
분, 삼각함수의 적분, 정적분
으로 정의된 수열, 수열의 극
한값
소문항 1. 삼각함수의 그래프
의 성질을 활용하여 정적분
의 값을 구할 수 있는지 평
가함. 
소문항 2. 부분적분법을 활용
하여 삼각함수를 정적분하고 
이를 치환하여 수열의 항끼
리의 관계를 구할 수 있는지 
평가함. 
소문항 3. 수열의 조임정리를 
활용하여 주어진 수열의 극
한값을 구할 수 있는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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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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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항 3.  


일 때 

직사각형 넓이의 최댓값을 
구할 수 있는지 평가함. 

※ 자연계열Ⅰ의 1번과 동일

함. 

자연 2번
[미적분Ⅰ, 미적분Ⅱ] 도함수, 
함수의 극대와 극소, 구분구
적법, 부분적분법
소문항 1. 도함수와 적분의 
관계를 이용하여 적분을 계
산할 수 있는지를 평가함. 
소문항 2. 주어진 함수의 특
징을 이해하여 부분적분을 
적용하는 계산능력과 도함수
의 값을 이용하여 함수의 증
감을 판별하고 최댓값을 찾
아 낼 수 있는지를 평가함. 
소문항 3. 구분구적법의 정의
를 활용하여 주어진 식의 극
한값을 구할 수 있는지 평가
함. 

※ 자연계열Ⅰ 2번의 상위호
환

자연 2번
[수학Ⅱ, 미적분Ⅰ, 미적분Ⅱ] 
수열의 극한, 수학적 귀납법, 
삼각함수의 덧셈정리
소문항 1. 삼각함수를 활용한 
수학적 귀납법으로 제시된 
수열에서 4번째 항을 구할 
수 있는지 평가함. 
소문항 2. 위에서 주어진 수
열의 일반항을 제시하고 수
학적 귀납법을 활용하여 일
반항을 구할 수 있는지를 평
가함. 
소문항 3. 위에서 주어진 수
열의 일반항에 대하여 이 
증가할 때 극한값을 구할 수 
있는지 평가함. 

※ 자연계열Ⅰ의 3번과 동일

자연 2번
[수학Ⅰ] 방정식과 부등식, 
도형의 방정식, 부등식의 영
역
소문항 1. 절댓값이 4개 포
함된 일차부등식의 곱을 만
족하는 영역을 좌표평면에 
나타낼 수 있는지 평가함. 
소문항 2. 절댓값이 3개 포
함된 일차부등식의 합을 만
족하는 영역을 좌표평면에 
나타낼 수 있는지 평가함.
소문항 3. 위의 두 소문항에
서 다룬 절댓값을 응용하여 
절댓값이 6개 포함된 일차부
등식의 합을 만족하는 영역
을 좌표평면에 나타내고 그 
넓이를 구할 수 있는지 평가
함. 

자연 3번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
계] 정수, 다항식의 연산, 명
제, 경우의 수
소문항 1. 정수의 성질에 대
한 기초적인 이해를 바탕으
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삼차방정식 계수들의 
순서쌍이 만족하는 조건을 
구할 수 있는지 평가함. 
소문항 2. 조건을 음이 아닌 
정수로 확장했을 때, 함수값
이 정수임을 보일 수 있는지 
평가함. 
소문항 3. 조건을 모든 음의 
정수로 확장했을 때, 계수들

자연 3번
[미적분Ⅰ] 방정식과 부등식, 
함수의 그래프, 도함수의 활
용, 정적분의 활용
소문항 1. 다항함수들의 극값
과 다항함수들이 만나는 서
로 다른 교점들의 개수 사이
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지
를 묻고, 극댓값과 극솟값을 
활용하여 다항함수들이 만나
는 서로 다른 교점들의 개수
를 결정할 수 있는지 평가함. 
소문항 2. 소문항 1의 조건
을 만족하는 자연수에 대하
여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
이의 최댓값과 최솟값을 구

자연 3번
[수학Ⅰ, 기하와 벡터] 도형
의 방정식, 두 점 사이의 거
리, 이차곡선, 타원의 접선, 
평면곡선의 접선
소문항 1. 반지름의 길이가 
다른 두 원이 직선과 만나는 
두 점을 활용한 직각삼각형
의 넓이의 최댓값을 구할 수 
있는지 평가함.
소문항 2. 직선이 움직일 때 
직각삼각형의 꼭짓점이 그리
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지 평가함. 
소문항 3. 선분의 길이의 합
이 일정하려면 점의 자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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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대비 방안
   이화여자대학교 자연계 논술은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여학생이라면 자신감을 갖고 도전
해 볼 만한 대학이다. 비슷한 수준의 남학생들이 지원할 수 없다는 것과 수학 과목만 응시하는 것 
때문에,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최저학력기준을 맞출 수 있으면서 수학에 자신이 있는 여학생들이라
면 논술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논술시험의 난이도는 적절한 편
이며, 3개년 기출문제를 풀면서 학력평가 고난도 문항을 준비하듯 출제 유형에 익숙해지는 것이 유
리할 것이다. 

   논술 문항의 특징이라면 의예과와 일반학과의 문항이 매우 흡사하고, 일반학과의 문항 중 몇 문제
의 발문이나 조건을 까다롭게 변형시켜 의예과의 문항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이화여자대학교의 일반
학과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도 의예과(자연계열 Ⅱ)의 기출 문항을 풀어보면서 시험을 준비하면 좋을 
것이다. 또한 마지막 팁이라면 교과서나 학력평가에서는 쉽게 볼 수 없던 정수론 관련 유형이 출제
되기도 하는 것을 유념하여, 수학을 좋아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논술전형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라면 
시간을 쪼개어 정수론 관련 문항을 연습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논술 기출 문제 확인 방법
    2019학년도 논술 기출 문제는 이화여자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의 전체 공지사항에서  ‘2019학년

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인터넷 접속 주소: 

http://admission.ewha.ac.kr/enter/doc/board/notice_allView.asp?p_board_idx=12932&s_search_t
ype=all&s_search_text=%BC%B1%C7%E0

※ 2020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논술전형에 대한 자료는 이화여자대학교 입학 홈페이지에서 최종 확
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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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순서쌍이 만족하는 조건
을 구할 수 있는지 평가함. 
소문항 4. [0, k] 구간내에서 
함수값이 정수가 되도록 하
는 계수들의 순서쌍의 개수
를 구할 수 있는지 평가함. 

※ 자연계열Ⅰ 3번의 상위호환

할 수 있는지 평가함. 

※ 자연계열Ⅰ 2번의 상위호
환

타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문제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지 평가함. 
소문항 4. 점과 직선사이의 
거리공식을 활용하여 주어진 
두 선분의 길이의 비가 등식
을 만족하는 것을 보일 수 
있는지 평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