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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홍익대학교 논술전형 분석(자연)

 모집인원 및 경쟁률 분석
  홍익대학교는 2020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인문, 자연계열 전체 1,667명 중 논술전형으로 
386명을 선발하여 논술전형의 비중은 23.16%이다. 2020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386 명 
중 자연계열은 223명을 선발한다.

  2019학년도 논술전형은 399명 모집에 9,007명이 지원하여 경쟁률이 22.57 : 1 이였다. 자
연계열의 경쟁률은 230명 모집에 5,537명이 지원하여 24.07 : 1 으로 전체 경쟁률보다 높았
다. 이중 건축학부 건축학전공(5년제)은 9명 모집에 436명이 지원해 48.44:1의 높은 경쟁률
을 보이고 2년간 증가추세를 보였다. 작년 건설도시공학부는 올해 토목공학과와 도시공학과
로 나눠 모집하는 점을 고려해 봐야한다.

 전형 분석 (※ 2020학년도 모집요강을 반드시 참고할 것)

자연계열 

시험시간 120분

과목
문항수

(소문항수)

① 수리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지문 또는 질문(수리형)
② 수학 및 자연과학 주요 분야 관심 이슈에 대한 2~4개의 제시문 또는 질문

3문항(총 10∼11문항)

전형 방법
(2020학년도)

논술 학생부(교과)

60%
40%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택1) 상위 
3과목씩 총 12과목)

논술 시험일 2019. 10. 5.(토) 10:00

수능
최저학력기준

모집단위 수능최저학력기준 한국사

자연(서울)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1) 중 3개 영역 등급 합 7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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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2019학년도 출제 영역분석

구분 2019
학년도

2018
학년도

2017
학년도

수학

1번
[수학2, 확률과 통계]
확률, 두 사건의 종속과 독립, 
확률변수의 기댓값 : 순열과 
조합, 확률, 두 사건의 독립과 
종속, 이산확률변수의 기댓값
의 정의를 아는지 묻는 문제. 
기댓값 E(X)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1 < E(X) < 2 를 만
족하는지 물어서 창의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생각하도록 하
는 문제

2번
[기하와 벡터, 미적분1, 미적
분2]
평면운동, 직선운동, 속도, 벡
터의 성분, 가속도 : 좌표평면 
상의 평면운동을 직선운동으
로 단순화시킬 수 있는지, 미
적분Ⅰ 과목의 정적분을 활용
하여 속도와 거리, 속도와 가
속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

3번
[미적분2, 기하와 벡터]
정사영, 타원, 삼각형의 외심
과 내심 :  반지름이 1인 원
에 외접하는 정삼각형의 넓이
를 구하는 문제.  타원을 원
으로 정사영할 때 정삼각형   
의 정사영을 조사하여 넓이를 
비교하는 문제

1번
[미적분1, 미적분2]
원주각, 극한, 미분계수, 삼각
함수 : 공간 또는 평면에서 
물체의 움직임을 기하학적 형
상으로 단순화하여 파악하는 
문제. 단위원에 내접하는 정n
각형 바퀴가 1회전할 때 바퀴 
중심이 움직이는 자취와 회전 
전후의 변위를 파악할 수 있
는지 평가. 이로부터 얻어지
는 수열의 성질과 극한을 구
할 수 있는지 평가

2번
[미적분1, 미적분2, 확률과 
통계, 기하와 벡터]
상대도수, 히스토그램, 확률밀
도함수, 극한, 정적분, 도형의 
넓이, 속도와 거리, 미적분의 
기본 정리 : 확률밀도함수와
의 유사을 각 계급에 (상대도
수)/(계급의 크기)를 나타낸 
히스토그램은 연속함수의 그
래프처럼 보이는 것 같은 유
사성을 이해하고 주어진 각 
경우에 (상대도수)/(계급의 크
기)를 나타낸 히스토그램의 
극한에 해당하는 함수를 구할 
수 있는지 평가

3번
[미적분1, 미적분2, 기하와 
벡터]
정사영, 이면각, 법선벡터, 삼
각함수의 덧셈정리, 벡터의 
내적, 최댓값 : 원기둥이 (중
심축과 다른) 회전축을 중심
으로 회전할 때 그림자의 모
양과 면적을 구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

1번
[미적분2, 수학2]
주기, 주기함수, cos x : 코사
인함수는 실수전체에서 정의
된 주기 2인 정수의 집합을 
정의역으로 가지는 함수로서
는 주기함수가 아님을 이해하
고 설명할 수 있는지 묻는 문
제

2번
[확률과 통계, 미적분1, 미적
분2]
사건, 독립, 이항분포, 확률변
수, 기댓값, E(X), 극한값, e, 
등비급수, 급수의 합 : 확률의 
기본성질을 이해하고, 확률의 
덧셈정리와 곱셈정리를 활용
하여 확률과 기댓값을 구할 
수 있는지 평가. 다항함수의 
도함수를 활용하여 최댓값을 
구할 수 있는지, 등비급수의 
합을 구하는 과정을 응용하여 
급수의 합을 구하는 문제

3번
[수학1, 확률과 통계]
거리, 부등식의 영역, 경우의 
수, 순열, 조합 : 평면상의 두 
점 A, B가 주어졌을 때, 평면
은 A에 더 가까운 점들의 영
역과 B에 더 가까운 점들의 
영역으로 나누고 두 영역의 
경계, 즉 A, B로부터 같은 거
리의 점들은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이다. 이러한 사항을 
이해하는지 묻고, 세 점이 주
어졌을 때 평면이 어떤 영역
들로 나누어지는지 논리적으
로 추론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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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대비 방안(예시)
     홍익대학교 자연계 논술은 수리논술만 3문항에 120분으로 진행된다. 소문항은 10~11문항 정도

로 난이도에 비해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시간 배분을 적절하게 해서 문제를 풀고 답안을 작성
해야 한다. 출제 유형이 해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고등 수학 전단원에 걸쳐 기본적인 교과 
지식을 점검해야 한다. 또한 수능 전에 시험을 실시하고 최저학력기준이 높은 편임으로 원서 작
성에 있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논술 기출 문제 확인 방법
    2019학년도 논술 기출문제는 홍익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의 수시모집-기출문제에서 ‘2019학년도 

수시 논술문제(자연계열)’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인터넷 접속 주소: 

https://admission.hongik.ac.kr/board/detail?bid=etc&type=&sn=25589

※ 2020학년도 홍익대학교 논술전형에 대한 자료는 홍익대학교 입학 홈페이지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