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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논술전형 분석

 모집인원 및 경쟁률 분석

   단국대학교는 2020 대입전형에서 인문계열 150명, 자연계열 200명을 선발한다. 2019 대입전

형에서 350명을 선발했던 것과 동일한 인원을 선발한다. 2019부터 건축학과는 자연계열 논술

로 선발하기 시작했다. 2019학년도 논술 경쟁률은 350명 모집에 11,099명이 지원해 평균 

31.71: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인문계열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커뮤니케이션 학부가 46.91:1

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상담학과가 37:1로 그 다음으로 높았다. 반면 한문교육과는 

19.8:1, 특수교육과는 22.83:1로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오전과 오후 시험문제가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합격자 논술의 평균 성적이 가장 낮은 학과가 한문교육

과로 68.9점이고 가장 높은 학과가 영미인문학과로 82.2점이었다. 합격생의 평균 내신 등급은 

4점대로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전형 분석(※2019학년도 수시 기준)

인문계열

유형

오전 오후

인문(문제1) 인문(문제2) 인문(문제3) 인문(문제1) 인문(문제2) 인문(문제3)

제 시 문 3 5 4(도표 포함) 3 4 4(도표 포함)

문항수(소문항수) 2 1 1 2 1 1

논제유형 요약+설명 설명+평가 설명+해결방안 요약+설명 설명+평가 설명+해결방안

글자수 600자 내외 600자 내외 600자 내외 600자 내외 600자 내외 600자 내외

시험 시간 120분 120분

논술 시험일

(2019학년도 수시)

2018. 10. 27(토) 10:00 ~ 12:00

(09:30분 입실완료)

2018. 10. 27(토) 14:00 ~ 16:00

(13:30분 입실완료)

전형 방법

논술고사 학교생활기록부

2019 논술 60% 학생부(교과) 40%

2020 논술 60% 학생부(교과) 40%

수능

최저학력기준

2019 없음

2020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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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간 핵심 개념 비교(2019, 2018, 2017)

 시험 대비 방안

     단국대학교 120분 안에 제시문 3~5개, 600자 내외의 논술문을 3개 작성해야 한다. 1번 문

항은 요약과 설명을 출제하며 주로 문학 지문을 활용한다. 2번 문항은 설명과 평가를 요구

하는 문항을 출제하며 사회 교과 지문을 활용한다. 3번 문항은 세 문항 중 가장 난이도가 

높으며 도표와 그래프를 활용하여 현상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을을 제시하도록 한

다. 글자수는 세 문항이 모두 동일하다. 또한 단국대는 교과서의 지문을 변형이나 윤문 없

이 그대로 출제하고 있다. 따라서 평소 교과서를 독해할 수 있는 수준이면 제시문을 이해

하기 어려워 논술문을 작성하지 못 하는 일은 없다. 도표와 그래프 역시 교과서에 있는 자

료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도표나 그래프 해석에 어려움은 없다. 또한 단국대는 지속

적으로 동일한 유형의 문제를 출제하고 있으므로 충분히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다. 출제하

는 주제를 살펴보면 3년 동안 인문계열 전체를 아우르는 다양한 주제를 출제하고 있다. 따

라서 교과서의 지문과 자료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독해력과 분석력을 갖추고 비슷한 논

제 유형을 작성하는 연습을 하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

 논술 기출 문제 확인 방법

     단국대학교 논술 기출문제는 단국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수시-논술고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선행학습영향평가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료 위치 : http://ipsi.dankook.ac.kr/jukjeon/nonschedule01/docu_01_list.php?bbsid=juk_pds09

     선행학습영퍙평가 http://ipsi.dankook.ac.kr/jukjeon/info/sunheng.php?bbsid=juk_sunhang

년도 2019 2018 2017

오전

1번 예의, 안티,  문화, 악플, 선플 평등, 꿈,  인종차별, 남녀차별 버팀목, 의자, 공정 무역

2번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개인, 

사회, 자유, 권리, 공공의 이

익, 사회적 책임 

법치주의, 민주 정치, 법률

주의, 정의, 도덕 법칙

연구 윤리, 탐구 과정, 연구 

결과의 활용

3번
경제 주체, 인적 자본, 결혼, 

이혼, 출산, 기대 수명

취학률, 경제 성장률, 실업

률, 고용률
노동, 여가, 노동 생산성

오후

1번 행복, 고통,  쾌락, 경쟁
문화, 다양성, 닫힌사회, 열

린사회

인정, 어우러지다, 기대다, 

호혜적 인간

2번
평화, 분쟁, 식민지, 현실주

의, 자유주의

인간의 존엄, 행복 추구, 정

의, 시장 경제, 소득 불평등

연구 윤리, 인권, 윤리적 활

용

3번
가족, 정서적 안정감, 인터

넷, 스마트폰, 중독, 게임, 

대화

혼인, 이혼, 1인 가구, 가족 

구조

소득 불평등, 사회적 불평

등, 소득 재분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