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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중앙대학교 논술전형 분석(인문)

 모집인원 및 경쟁률 분석
   중앙대학교는 2020 대입전형에서 인문계열 411명을 선발한다. 2019 대입전형에서 449명
을 선발했던 것에 비해 38명이 감소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학과는 미디어커뮤니케
이션학부로 14명 모집에 1,324명이 지원하여 94.57: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그 다음으로는 
심리학과가 12명 모집에 954명이 지원하여 70.50: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공공인재학부의 
경우도 24명 모집에 1,479명이 지원하여 61.63: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경영학과의 경우 
149명 모집에 5,717명이 지원하여 38.37:1의 경쟁률을 보였고, 국어국문학과의 경우 9명 모
집에 406명이 지원하여 45.11: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인문대학보다는 사회과학대학의 경쟁률
이 전반적으로 높았고, 사범대학은 교육학과(52.20:1), 유아교육과(33.43:1), 영어교육과
(35.70: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형 분석(※2019학년도 수시 기준)

인문계열

유형

인문사회Ⅰ, Ⅱ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 

간호학과(인문))

경영경제
(경영경제대학 모집 전체)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1 문제 2 문제 3

제 시 문 4 4 2 4 4 1

논제유형

비교분석 및 
설명형

비교분석 및 
설명형

설명 및 
종합적 사고 비교분석 및 

설명형
비교분석 및 

설명형
수리 해결형비교분석 및 

설명형
설명형 및 

비판 및 
대안제시형

글자수 550~570자 550~570자 400~420자 550~570자 550~570자 제한없음

시험 시간 120분 120분

논술 시험일
(2019학년도 수시)

2018. 11. 25.(일)
2019. 11. 24.(일)

2018. 11. 25.(일)
2019. 11. 24.(일)

전형 방법

논술고사 학교생활기록부

2019 논술 60% 학생부(교과) 20%, 비교과(출결,봉사) 20%

2020 논술 60% 학생부(교과) 20%, 비교과(출결,봉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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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간 핵심 개념 비교(2019, 2018, 2017)

인문계열

수능
최저학력기준

2019
인문: 국어, 수학(가/나), 영어, 사탐/과탐 중 3개 영역 등급 합 5 이내, 한국사 4등
급 이내.(탐구영역은 1과목 평균을 반영함. 제2외국어와 한문을 사회탐구영역의 한 
과목으로 인정하여 반영함.)

2020

인문: 국어, 수학(가/나), 영어, 사탐/과탐 중 3개 영역 등급 합 6 이내, 한국사 4등
급 이내.(탐구영역은 2과목 평균을 반영, 단 2과목 평균 반영하여 등급 합이 기준
을 0.5초과할 경우 기준 미충족 / 제2외국어와 한문을 사회탐구영역의 한 과목으로 
인정하여 반영함.)

년도 2019 2018 2017

인문
계열 
Ⅰ형

[문제 1] 고향의 의미, 고향 상실의 
원인

답사, 원정, 구복, 극복, 자
유, 불법, 보시, 삼보 평가, 가설, 의로운 삶, 비평

[문제 2] 귀향의 의미, 고향의 가치 문화적 특수성, 정보수용, 정
보생산방식 비평, 환경, 역지사지

[문제 3] 공동체 문화 형성의 조건과 
효과, 타자와의 거리, 친밀감

극복, 결심, 죽음, 정의, 지
혜, 개별성, 주체적 결단 의지, 욕구, 노력

경영
경제 [문제 3] 이산확률변수, 확률분포 조건부확률, 곱셈정리, 이산

확률변수, 기댓값
조건부확률, 확률의 곱셈정
리

인문
계열 
Ⅱ형

[문제 1] 상호작용의 방식과 결과 새로움, 계기, 방식, 취사선
택, 통합, 쓰임새, 인상

진실(사실), 인정, 수용, 자기
성찰, 외면

[문제 2] 매체의 편집 속성, 맥락 이
해의 중요성, 중재자의 역할

창작, 화자, 공통점, 차이점, 
새로움, 모방, 개방성, 고유
성, 편견, 자기중심적 사고

결과론, 의지, 희망, 연대

[문제 3] 생태 중심주의 윤리관, 인간 
중심주의 윤리관

곡선, 효과, 느림, 심심함, 즐
거움

용기와 의지, 공정한 판단, 
호기심, 열린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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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대비 방안
       중앙대학교 논술은 인문계열Ⅰ과 Ⅱ를 구분하여 출제가 되고 있고, 경제경영계열의 경우는 인

문계열Ⅰ과 문제 1과 2는 공통으로 사용하고, 문제 3만 수리 해결형 논제가 출제되고 있다. 중
앙대학교의 경우 문제의 유형이 크게 변화가 되는 대학이 아니기에 전년도 기출문제와 금년도 
모의논술을 잘 분석하면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다. 다만, 문제의 유형이 고정화, 유형화 되었
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결국 학생의 독해력과 이해력, 분석
력, 비판력, 종합적 사고가 가능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평소 논술을 대비한다고 
생각하면서 국어 독서 훈련과 사회 교과의 학습활동 풀이 등을 꾸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대학에서 제시한 채점기준과 예시답안에 맞게 답안을 작성하는 훈련을 성실하게 하
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경영경제계열에 응시하는 학생들은 문제 3번의 수리 논제를 해결하
기 위해 확률과 통계 교과목의 기본 개념들을 숙지하고 응용문제들을 풀어보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한다. 

 논술 기출 문제 확인 방법
     중앙대학교 2019학년도 수시모집 논술 기출문제는 중앙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수시모집-기출

문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 위치 : http://admission.cau.ac.kr/iphak/previous.html?ctg_cd=susi

※ 위 중앙대학교 논술시험의 자료는 중앙대학교 선행학습영향평가 보고서와 중앙대학교 모집요강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을 밝힙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확인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