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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세종대학교 논술전형 분석(자연)

 모집인원 및 경쟁률 분석
  세종대학교는 2020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논술우수자 전형으로 2019학년도보다 44명 감소한 총 
348명을 선발하며, 그 중 자연계열 학생의 선발인원이 233명으로 전체의 약 67%를 자연계열로 선발
한다. 2019학년도 수시 논술우수자 전형은  392명 모집에 11,597명이 지원해서 29.58: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중 자연계열은 260명 모집에 7,855명이 지원하여 30.21: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형 분석

 2017~2019학년도 출제 영역분석

년도 2019
학년도

2018
학년도

2017
학년도

자연
계A
형

문항
별 

출제
영역

1번
[확률과 통계]
 조합, 확률질량함수, 기댓값, 
모비율 추정 : 
표본비율을 이용하여 모비율
의 구간 추정을 할 수 있는
지, 확률변수와 기댓값 개념

1번
[기하와 벡터] 
공간벡터, 내적, 직선의 방정
식, 평면의 방정식, 구의 방
정식 : 배반인 사건들에 대한 
확률의 덧셈정리, 조건부 확
률의 개념, 확률의 곱셈정리

1번
[기하와 벡터] 
벡터, 시점, 종점, 벡터의 크
기, 단위벡터, 영벡터, 실수
배, 평면벡터, 위치벡터, 벡터
의 성분, 내적, 방향벡터, 법

자연계열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대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자연계열
(전자정보공학대학, 공과대학)

시험시간 120분

문 항 수

수리논술 3문제
(각 문제당 3~4개 내외의 소문제)

◦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
 ※ 출제범위 : 수학 전과목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Ⅰ, 미적분Ⅱ, 기하와 벡터)

배점 수학 100점

전형 방법
모집단위 사정방법

전형요소
전형총점

논술고사 학교생활기록부(교과성적)

자연계열 일괄합산 70% 30% (국어, 영어, 수학, 과학) 1,000

논술 시험일 2019.11.24(일) 10시 ~ 12시 2019.11.24(일) 15시 ~ 17시 

수능
최저학력기준

자연계열  국어, 영어, 수학(가), 과학탐구(1과목) 중 2개 영역 등급의 합이 5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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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2019
학년도

2018
학년도

2017
학년도

을 이해하는지를 평가하는 
문항. 

2번
[기하와 벡터]
벡터의 분해, 내적, 평면 방
정식 : 평면과 구의 방정식을 
이해하고 벡터의 분해를 이
용하여 내적을 계산할 수 있
는 지를 평가하는 문항.

3번
[미적분2] 
부분적분법, 이계도함수, 미
적분의 기본정리, 그래프의 
개형, 최대, 최소 : 
부분적분법과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  

를 이해하고 연속확률변수의 
확률밀도함수를 이용하여 확
률을 계산할 수 있는 지를 
평가하는 문항.
 

2번
[기하와 벡터]
직선의 방정식, 평면의 방정
식, 정사영 : 
직선과 평면의 방정식, 정사
영의 개념을 이해하고 점들 
사이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 
는 지를 평가하는 문항.

3번
[미적분2]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해하고 
치환적분법을 활용하여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는 지를 평
가하는 문항. 

선벡터, AB , , , ⋅  
:
평면 곡선 상에서 움직이는 
두 개의 점이 있을 때, 점의 
위치 및 만나는 횟수, 두 점 
사이의 곡선의 길이 등을 구
하는 문항. 

2번
[확률과 통계] 
시행, 통계적 확률, 수학적 
확률, 여사건, 배반사건, 조건
부 확률, 종속, 독립, 독립시
행, P , P   : 
조건부 확률의 뜻을 이해하
고 확률의 곱셈정리를 활용
할 수 있는 지를 평가하는 
문항. 

2번
[기하와 벡터] 
삼수선의 정리, 삼각함수 : 
삼수선의 정리와 삼각함수를 
활용하여 기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
항. 

자연
계B
형

문항
별 

출제
영역

1번
[머적분1]
두 점 사이의 거리, 무리함수
의 극한 : 
벡터의 내적과 선분의 내분
을 이해하고 정사영을 이용
하여 선분의 길이를 계산할 
수 있는 지를 평가하는 문항. 

2번
[기하와 벡터]
정사영, 내분 : 
벡터의 내적과 선분의 내분
을 이해하고 정사영을 이용
하여 선분의 길이를 계산할 

1번
[미적분2]
치환적분법, 부분적분법 : 
 부분적분법과 치환적분법을 
활용하여 주어진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는 지를 평가하는 
문항.

2번
[기하와 벡터]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 공
간벡터의 연산 :
선분의 내분점과 벡터의 실
수배를 이해하고 두 점 사이
의 거리를 벡터를 이용하여 

1번
[기히와 벡터] 
벡터, 시점, 종점, 벡터의 크
기, 단위벡터, 영벡터, 실수
배, 평면벡터, 위치벡터, 벡터
의 성분, 내적, 방향벡터, 법
선벡터, AB , , , ⋅  
:
미분법과 적분법을 활용하여 
평면상에서 움직이는 점들의 
위치 및 속력 등을 구할 수 
있는 지를 평가하는 문항. 

2번
[기하와 벡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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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대비 방안
    세종대학교는 2020학년도부터 논술의 비중을 60%에서 70%로 늘렸으며 수능최저기준을 다소 완

화하였다는 점에서 논술성적의 변별력을 더욱 높이려는 의도가 보인다. 자연계 논술은 총 3문항
이 출제되며 출제 경향을 보았을 때 대체적으로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와 벡터에서 각각 한 
문항씩 출제한다. 2020학년도 모의논술 문항 역시 이와 같은 형식으로 출제되었으며 지난 기출
문제에 이어 모비율 추정에 관한 문제가 또 출제되었다. 난이도는 수능 수학시험의 4점짜리 문
항과 비슷하거나 약간 어려운 수준으로 출제되므로 수능시험과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논술 기출 문제 확인 방법
     세종대학교 논술 기출문제는 세종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입시도우미] - [기출문제] - [수시] 

의 ‘2019학년도 논술우수자 전형 기출문제 및 해설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고 2019학년도 선행
학습영향평가 보고서는 [공지사항] - [공통]의 ‘2019학년도 세종대학교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논술 기출 문제
http://ipsi.sejong.ac.kr/sub_page/sub5/0102_view.asp?tab1=5&B_CATEGORY=1&B_CODE=BOARD_145598540
3&IDX=14&gotopage=1&search_category=&searchstring=
 2019학년도 세종대학교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http://ipsi.sejong.ac.kr/sub_page/sub5/0107_view.asp?tab1=5&B_CATEGORY=0&B_CODE=BOARD_145587801
5&IDX=342&gotopage=1&search_category=&searchstring=
※ 2020학년도 세종대학교 논술전형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세종대학교 수시 모집요강 및 홈페이지의 
탑재 내용을 확인하기 바람.

년도 2019
학년도

2018
학년도

2017
학년도

수 있는 지를 평가하는 문항. 

3번
[미적분2]
도함수, 최솟값, 이계도함수 : 
이계도함수를 이용하여 함수
의 최솟값을 구할 수 있는 
지를 평가하는 문항. 

계산할 수 있는 지를 평가하
는 문항.

3번
[미적분2]
지수함수, 도함수, 접선, 함수
의 그래프, 방정식에의 활용 
: 좌표평면에 주어진 곡선에 
대하여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계수가 만족해야하는 조건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미분법
을 활용하여 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파악하여 해결
하는 문항.

교선, 삼수선의 정리, 이면각
(변, 면, 크기), 정사영, 좌표
공간, 공간좌표, 공간벡터, P
   :
정사영을 이해하고 평면과 
직선의 방정식 및 위치관계
를 구할 수 있는 지를 평가
하는 문항. 

3번
[수학2, 미적분2]
절대부등식, 치환적분법 :
 절대부등식과 치환적분법을 
활용하여 주어진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는 지를 평가하는 
문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