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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여자대학교 논술전형 분석

 모집인원 및 경쟁률 분석

   덕성여자대학교는 2020 대입전형에서 인문계열 201명, 자연계열 98명을 선발한다. 2019 대입

전형에서 처음에는 303명(인문계열 205명, 자연계열 98명)으로 발표되었으나 대학 정원 감축

에 따라 257명(인문계열 177명, 자연계열 80명)을 선발했다. 따라서 올해 298명으로 예고되어 

있으나 실제 지원할 때 모집인원이 어느 정도인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019학년도 논술 

전형에서 인문계열은 157명 모집에 2,917명이 지원해 평균 18.58:1을 기록했다. 대부분의 인

문계열 학과들이 15:1 전후의 고른 경쟁률을 보였지만 심리학과는 7명 모집에 167명이 지원

해 23.86: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유아교육과는 8명 모집에 171명이 지원해 21.38: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형 분석(※2019학년도 수시 기준)

인문계열

유형
인문계열 사회계열

문제1 문제2 문제3 문제1 문제2 문제3

제 시 문 3 5 3 5 7 3

문항수(소문항수) 2 2 2 2 2 1

논제유형 서슬+설명 설명+평가 서술+비판 서술+논술 서술 설명

글자수 500자 내외 500자 내외 500자 내외 500자 내외 500자 내외 500자 내외

시험 시간 120분 120분

논술 시험일

(2019학년도 수시)

2018. 11. 25(일) 09:00 ~ 11:00

(08:30분 입실완료)

2018. 11. 25(일) 13:00 ~ 15:00

(12:30분 입실완료)

전형 방법

논술고사 학교생활기록부

2019 논술 80% 학생부(교과) 20%

2020 논술 60% 학생부(교과) 40%

수능

최저학력기준

2019 필수:국어, 영어 / 선택:수학(가/나) 또는 사탐/과탐(2과목 평균) 3개영역 합 8

2020
필수:국어 / 선택:수학(가/나) 또는 사탐/과탐(2과목 평균) 2개영역 합 6

단, 반영하는 2개 영역 각각 4등급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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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간 핵심 개념 비교(2019, 2018, 2017)

 시험 대비 방안

     덕성여자대학교 120분 안에 제시문 3~5개, 500자 내외의 논술문을 3개 작성해야 한다. 또

한 사회계열 3번을 제외하고는 모든 문항이 2개의 소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긴 논술문을 

작성하기보다는 짧은 논술문을 작성해야 한다. 인문계열이나 사회계열 모두 서술하라는 논

제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인문계열은 문학작품이나 윤리의 지문을 활용하여 자아, 문학, 인

간 등 대학에서 기초학문을 수학하기 위한 인문학적 소양을 묻는 문항을 출제한다. 사회계

열은 사회문화나 법과 정치 등의 지문을 활용하여 사회학적 소양을 묻는 문항을 출제한다. 

각 문항은 2개 정도의 소문항으로 구성되어 소문항당 200~300자의 논술문을 작성해야 한

다. 짧게 써야 하는 논술문인 만큼 핵심을 찾아 쓰는 것이 중요하다. 평소에 교과서나 EBS

지문을 통해 핵심을 파악하는 연습을 해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논술 기출 문제 확인 방법

     덕성여자대학교 논술 기출문제와 선행학습 영향 평가 자료는 덕성여자대학교 입학처 홈페

이지 ‘수시모집-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논술자료 및 선행학습영향평가 보고서    

http://enter.duksung.ac.kr/bbs/boardView.do?bsIdx=22&bIdx=323531&page=1&menuId

=827&bcIdx=40&searchCondition=SUBJECT&searchKeyword=

년도 2019 2018 2017

인문

1번 문학, 삶,  자아 성찰, 사회적 문제의식
배려의 윤리,  실용주의 윤리, 여성

주의

논술전형 

미실시

2번 인간, 자연, 동물, 육식 역사, 삶, 인간, 윤리, 진실, 천도

3번
예술, 순수 예술, 대중 예술, 기술 복제, 

문화 산업, 현존성
독서, 책, 예술 활동

사회

1번

정보혁명,  정보화 사회, 인터넷, 스마

트폰, 정보통신기술, 전자상거래, 정보 

소유, 정보 접근, 정보 격차, 정보 활용 

능력, 정치 참여

민주정치,  자유, 평등, 참정권(보

통선거권), 피선거권, 선거공영제

2번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정언 명령, 가언 

명령, 준칙, 법칙, 지속 가능한 발전

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 예산사

용의 효율성, 예산사용의 낭비적 

요소, 낙인, 형평성

3번
가격 혁명, 비교 우위, 자유 무역의 혜

택과 손실

도고, 기업가 정신, 창조적 파괴, 

시장 실패, 독과점, 공정 경쟁, 대

한민국 헌법 제119조 제②항(국가 

분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