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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학교 논술전형 분석

 모집인원 및 경쟁률 분석

   경기대학교는 2020 대입전형에서 인문계열 172명(서울 42명, 수원 130명)을 선발한다. 자연계

열은 논술로 선발하지 않는다. 2019 대입전형에서 177명을 선발했던 것에 비해 소폭 감소했

다.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경찰행정학과는 4명 모집에 165명이 지원해 41.25:1로 가

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반면 회계세무·경영정보학부, 지식재산학과는 13.89:1과 13.5:1

로 가장 낮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관광학 계열과 미디어영상학, 문예창작학을 제외하고는 대

부분 학과가 20:1을 넘지 않았다.

 전형 분석(※2019학년도 수시 기준)

인문계열

유형
논술고사 A형 논술고사 B형

언어영역[문항A-1] 사회영역[문항A-2] 언어영역[문항B-1] 사회영역[문항B-2]

제 시 문 3 3 3 3

문항수(소문항수) 1 1 1 1

논제유형 분석 및 비교설명 분석 설명 및 분석 분석 및 대안제시

글자수 700(±50자) 700(±50자) 700(±50자) 700(±5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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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대학교 120분 안에 제시문 3개, 700자 내외의 논술문을 2개 작성해야 한다. 구체적인 

소문항이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문항을 작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A-1 문항의 경우는 앞부분에서 체험이 어떤 것인지를 작성해야 하고, 뒷부분에서는 주인공

의 내적 변화과정을 작성해야 한다. 수험생은 주어진 분량 안에서 어느 쪽이 중심 논제인

지 결정하고 답안을 작성해야 한다. 최근 3년 동안 출제된 주제는 인문·사회 분야에서 핵

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분야이므로 낯설지 않다. 또한 제시문이 길거나 어렵지 않기 때문에 

수험생은 글의 핵심을 논제와 연결하여 찾아내야 한다. 700자 내외의 글이라고 바로 논술

문을 작성하기보다는 개요를 작성하고 논술문을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따라서 논제를 

세세하게 분석한 다음 개요를 작성하고 논술문을 작성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논술 기출 문제 확인 방법

     경기대학교 논술 기출문제는 경기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입학자료실-기출문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 위치 : http://enter.kyonggi.ac.kr/pages/?p=29&b=B_1_2

년도 2019 2018 2017

논술
고사 
A형

언어
영역
[문

항A-
1]

가치 있는 체험, 문학의 효

용, 내적 변화, 삶의 고양

이름, 명명, 의미, 정체성, 

인생, 본질, 애정, 삶

직선과 곡선, 곧은 길과 굽

은 길

사회
영역
[문

항A-
2]

최저 임금제, 사회 양극화, 

소득 재분배, 외부효과, 결

과론적 윤리, 정부의 역할

깨진 유리창의 법칙, 사회참

여, 민법, 사적 자치의 원리, 

사회갈등, 차별

결과론적 윤리관, 나비효과, 

유전자 조작 농산물

논술
고사 
B형

언어
영역
[문
항B-
1]

문학과 인접 분야, 교섭, 유

사점, 연관성, 재생산

가부장제, 여성, 젠더, 성평

등, 문학효용론
한글창제

사회
영역
[문B
항-2

]

사회불평등 현상과 양극화, 

사회 정의, 공정으로서의 정

의, 롤스의 정의론

숙의민주주의, 대의민주주

의, 여론조사, 선거, 정치적 

대표성

상속세, 외부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