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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숭실대학교 논술전형 분석(자연)

 모집인원 및 경쟁률 분석
  숭실대학교는 2020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인문, 자연계열 전체 2,675명 중 논술전형으로 
296명을 선발하여 논술전형의 비중은 11.06%이다. 2020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296 명 
중 자연계열은 158명을 선발한다.

  2019학년도 논술전형은 332명 모집에 11,234명이 지원하여 경쟁률이 34.89 : 1 이였다. 
자연계열의 경쟁률은 173명 모집에 5,366명이 지원하여 31.02 : 1 으로 2년 연속 경쟁률 감
소 추세를 보였다. 자연계열 모집 학과 중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학과는 매년 의생명시스템학부로 
6명 모집에 264명이 지원하여 44 :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고, 가장 경쟁률이 낮았던 학과는 물리학
과로 7명 모집에 157명이 지원하여 22.43 : 1을 기록하였다. 

 전형 분석 (※ 2020학년도 모집요강을 반드시 참고할 것)

구  분 자연계열 

시험시간 100분
과목

문항수
(소문항수)

 수학의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와 수리적 응용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
2(2)

배점 수학 100점

전형 방법
(2020학년도)

논술 학생부(교과)

60% 40%
(국15,수35,영25,과학25)

논술 시험일
(2020학년도)

2019. 11. 16. (토) 08:30 ~ 10:40

수능
최저학력기준

국어, 수학(가), 과탐(2) 중 2개 영역 등급 합 7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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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2019학년도 출제 영역분석

구분 2019
학년도

2018
학년도

2017
학년도

자연
계열

수학

1-A번
[미적분1]
다항식의 적분, 적분과 미분
의 관계 : 수학식을 유도하고, 
다항식의 적분, 적분과 미분
의 관계 등을 이용하는 문제

1-B번
[기하와 벡터]
좌표공간에서의 두 점 사이
의 거리, 평면과 구의 방정식 
: 좌표공간에서의 두 점 사이
의 거리, 평면과 구의 방정식 
등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
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

1-1번
[미적분1]
호도법, 삼각함수, 도함수의 
활용 : 그림으로 주어진 상황
을 이해하고, 호도법과 삼각
함수의 성질을 이용하여 요구
되는 값을 수식으로 표현하는 
능력과, 미분법으로 최적화하
는 능력을 측정하는 문제

1-2번
[수학2, 확률과 통계, 미적분
2]
등비수열, 등비급수, 이산확률
분포, 기댓값 : 주어진 조건으
로부터 각각의 경우에 대한 
확률을 계산하여 이산확률분
포를 완성하는 능력과, 이 분
포의 기댓값을 계산하는 능력
을 평가하는 문제

1-A번
[미적분1, 확률과 통계]
다항함수의 미분법, 다항함수
의 적분법, 경우의 수, 조합 : 
함수값과 정적분 계산을 올바
르게 하고, 주어진 연립방정
식을 계산하여 조건을 만족하
는 경우를 올바르게 찾는지 
평가하는 문제, 함수값과 도
함수값 계산을 올바르게 하
고, 방정식의 해 중에서 조건
을 만족하는 경우를 찾는 문
제
1-B번
[기하와 벡터]
삼수선의 정리ㅣ, 두 평면이 
이루는 각, 좌표공간, 공간좌
표, 공간벡터 : 삼수선의 정리
를 이용해 주어진 점, 직선, 
평면의 관계를 파악하고, 좌
표공간으로 옮겨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구하는 문제

과학

2-A번
[화학1]
몰, 분자량, 화학 반응식 : 아
보가드로수와 몰의 의미를 이
해하여 화학 반응을 화학 반
응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화학 반응식으로부
터 반응물과 생성물을 판단하
여 몰-질량, 몰-부피, 질량-부
피 등의 양적 관계를 환산하
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

2-B번
[물리1]
역학적 에너지, 운동에너지, 
퍼텐셜 에너지, 충격량 : 충
격량에 의한 운동량의 변화와 
역학적 에너지 보존법칙을 이
해하고, 이를 통한 물체의 운
동을 분석하는 능력을 평가하
는 문제

2-(1),(2)번
[화학1, 화학2]
화학 반응식, 반응열 : 화학 
반응식을 정량적으로 완결하
고, 반응열, 질량, 비열간의 
관계를 이용하여 물의 온도 
상승치를 정량적으로 계산하
는 문제, 석탄 에너지에 대한 
자료를 해석하는 능력을 요구
하는 문제

2-(3),(4)번
[물리1, 물리2]
역학적 에너지, 탄성력, 알짜
힘 :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
칙에 대한 내용을 물체의 운
동을 분석하는 기본 도구로 
생각할 수 있다. 등속 운동 
및 등가속도 운동과 힘에 대
한 인과관계를 이해하는지, 
기본 물리 법칙을 활요하여 
운동관련 물리량을 구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

2번
[과학, 물리1, 화학1, 화학2, 
생명과학2]
광자, 광합성, 화학 반응식 : 
광합성 원리를 이해하고 이에 
관련된 광자의 에너지와 화학 
반응식 추론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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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대비 방안(예시)
     숭실대학교 논술의 특징은 수학과 과학의 배점이 절반씩이었으나 올해부터는 과학논술 없이 수

학논술만 실시된다. 시험시간이 120분에서 100분으로 축소되었다. 기존 과학논술 예상시간이 
30분이었음을 가만하면 수학논술 시간이 10분 증가되었다고 할 수 있다.

     3개년 수리논술 기출문제를 살펴보면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와 벡터 등에서 출제되고 있으
며 각 과목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내용이면서도 고난도 문항이라기보다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는 문항이다. 

       작년까지 과학논술에서 변별력을 가졌었다면, 수리논술만 실시되는 올해부터 수학논술의 난이
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교과서 중심의 기본개념에 충실하면서 올해 모의논술 문
제를 접해서 출제 경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논술 기출 문제 확인 방법
    2019학년도 논술 기출 문제는 숭실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의 수시모집 - 공지사항에서 ‘2019학

년도 신입학 대학별 고사 선생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인터넷 접속 주소: 

http://iphak.ssu.ac.kr/2014/susi/notice_view.asp?number=1184&srchoption=&keyword=&flag=1&
page=

※ 2020학년도 숭실대학교 논술전형에 대한 자료는 숭실대학교 입학 홈페이지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