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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인문계열 논술전형 안내1)

 개요
   2021학년도 인문계열 논술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은 31개 대학이다. 그러나 한국산업기술대 수리논
술의 범위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나)형과 같기 때문에 인문계열 학생들도 지원할 수 있어 실제로
는 32개 대학이다. 인문계와 예체능계열 논술전형 모집인원은 4,731명으로 전체 논술전형 모집인원 
11,162명의 42.4%이다.

 주요내용

① 인문계열 논술전형 실시 대학 : 32개 대학 

 

지 역 대학 수 대          학

서울 22개교

가톨릭대(간호-인문), 건국대, 경기대(서울), 경희대, 광운대, 덕성여대, 동국대(서울), 서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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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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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8개교
가톨릭대, 경기대(수원), 단국대(죽전), 아주대, 한국산업기술대(인문지원 가능), 한국외대(글로벌), 

한국항공대, 한양대(ERICA)

인천 1개교 인하대

강원 1개교 연세대(미래)

대구 1개교 경북대

부산 1개교 부산대

충남 1개교 한국기술교육대

② 2021학년도 인문계열 논술고사 실시 시기

구분 지역 인문 ∙ 사회계열 대학 수

수능 

이전

서울 서울시립대, 성신여대, 연세대(서울), 홍익대(서울) 4개 대학

경기 가톨릭대(인문) 1개 대학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2020년 11월 19일 (목)

수능 

이후

서울
건국대, 경희대(서울), 광운대, 덕성여대,  동국대(서울), 서강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여대, 세종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이화여대, 중앙대(서울), 한양대(서울)
15개 대학

경기･인천 경희대(국제), 단국대(죽전), 아주대, 인하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항공대, 한양대(ERICA) 7개 대학

강원 연세대(미래) 1개 대학

부산･울산 부산대 1개 대학

대구․경북 경북대 1개 대학

충남 한국기술교육대 1개 대학

1) 이 글은 “2021학년도 대입정보 119(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Ⅱ. 전형별 대입의 이해와 준비 – 논술전형”의 글을 발췌, 
정리하였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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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인문계열 논술전형의 수능최저학력기준 현황

대학 모집단위 수능최저학력기준

가톨릭대
간호학과(인문) 국,수(나),영,사(1) 중 3개 합 6등급

인문/사회 ×

건국대 인문/사회 국,수,영,탐(1) 중 2개 합 4등급, 한5등급

경기대 인문/예체 ×

경북대 인문 국,수,영,탐(1) 중 3개 합 6~8등급, 한4등급

경희대

인문사회 국,수,영,탐(1) 중 2개 합 4등급, 한5등급

한의예(인문) 국,수(나),영,사(1) 중 3개 합 4등급, 한5등급

체육 국,영 중 1개 3등급

광운대 인문 ×

단국대 인문 ×

덕성여대 인문/사회/의상디자인
국,수,영,탐(1) 중 2개 합 7등급

* 반영 2개 영역 각 4등급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국,수,영 중 2개 합 4등급, 한4등급 

인문 국,수,영,탐(1) 중 2개 합 4등급

부산대 인문/사회 국,수,영,탐 중 3개 합 6~7등급, 한4등급

서강대 인문 국,수,영,탐(1) 중 3개 합 6등급, 한4등급 

서울과학기술대 인문 ×

서울시립대 인문 ×

서울여대 인문/사회
국,수,영,탐(1) 중 2개 합 7등급(각 4등급)

* 영어 포함 시 2개 합 5등급

성균관대

인문 국,수,탐 중 2개 합 4등급, 영2등급, 한4등급

글로벌리더, 글로벌경제, 

글로벌경영
국,수,탐 중 2개 합 3등급, 영2등급, 한4등급

성신여대 인문
국,수,영,탐(1) 중 2개 합 6등급 

* 영어 포함 시 2개 합 5등급 

세종대 인문 국,수(나),영,사(1) 중 2개 합 4등급 

숙명여대 인문 국,수,영,탐(1) 중 2개 합 4등급 

숭실대 인문/경상 국,수(나),탐 중 2개 합 6등급

아주대 인문 ×

연세대(서울) 인문/사회 ×

연세대(미래)
인문/사회 국,수,영,탐(1) 중 2개 합 6등급 

간호(인문) 국,수,영,탐(1) 중 2개 합 4등급 

이화여대
인문 국,수(나),영,탐(1) 중 3개 합 6등급 

스크랜튼(인문) 국,수(나),영,탐(1) 중 3개 합 5등급 

인하대 인문 ×

중앙대 인문 국,수,영,탐 중 3개 합 6등급, 한4등급 

한국기술교육대 인문(산업경영학부) ×

한국산업기술대 공학(인문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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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인문계열 논제 유형

구  분 제시문의 특징 대    학

문학 제재 활용

문학 제재

가톨릭대, 건국대(서울), 경기대, 경희대, 광운대, 단국대(죽전), 동국대, 

서강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홍익대, 연세대(서울), 

연세대(미래),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국외대(글로벌), 

한국항공대, 한양대(서울), 한양대(ERICA)

문학 제재 포함 

인문논술(언어논술)만 출제

가톨릭대(간호-인문), 경희대(인문체능), 광운대(인문), 동국대(인문), 

서울과학기술대(인문), 숙명여대(인문), 한양대(인문), 홍익대(인문)

문학 제재 포함 가능 

인문논술(언어논술)만 출제
세종대(인문), 숙명여대(인문), 숭실대(인문)

수리논리와 

도표･그래프 활용

도표･그래프 포함한 

수리논리

경희대(사회계), 숭실대(경상: 경제 자료 정량적 계산), 연세대(서울-인문/사회, 미래-

인문: 수리통계 자료 가능), 이화여대(인문Ⅱ-경제, 정량적 계산), 

인하대(인문-수치 가공), 한국항공대(이학)

도표･그래프 없는 수리논리
가톨릭대(생활과학, 미디어기술), 건국대(인문사회2-수리 분석 자료, 

지문 제시형과 수리 논증형), 중앙대(경영경제), 한양대(상경)

수리논리 없는 

도표･그래프, 시각자료

건국대(인문사회1), 경기대(인문), 경북대(인문), 단국대(죽전-인문), 

서강대(인문), 서울시립대(인문), 서울여대(인문), 성균관대(인문), 

아주대(인문), 한국외대(인문), 한국외대(글로벌-인문), 한국항공대(사회), 

한양대(인문), 한양대(ERICA-인문, 상경)

영어 제시문 활용 경희대(사회), 연세대(서울), 이화여대(인문Ⅰ), 한국외대

  - 논술관련 자료는 각 대학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각 대학에서는 선행학습영향평가 보
고서를 통해 논제의 출제의도와 예시답안 등 논술전형의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각 대
학에서는 논술가이드북을 제공하여 논술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논술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고, 
논술고사 실시 전 모의논술고사 등을 통해 시험에 대한 방향을 사전 안내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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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모집단위 수능최저학력기준

한국외대

전 모집단위

(LD/LT외)
국,수,영,탐(1) 중 2개 합 4등급, 한4등급

LD/LT 국,수,영,탐(1) 중 3개 합 4등급, 한4등급

한국외대(글로벌) 인문 ×

한국항공대 인문 ×

한양대(서울) 인문/상경 ×

한양대(ERICA) 인문/상경 국,수,영,탐(1) 중 2개 합 6등급  

홍익대 인문 국,수,영,탐(1) 중 3개 합 7등급, 한4등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