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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서울시립대학교 논술전형 분석(자연)

 모집인원 및 경쟁률 분석
  서울시립대학교는 2020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논술전형으로 2019학년도보다 9명 감소한 총 142
명을 선발하며, 그 중 자연계열 학생의 선발인원이 88명으로 전체의 약 62%를 자연계열로 선발한
다. 2019학년도 수시 논술전형은  151명 모집에 7,935명이 지원해서 52.55: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중 자연계열은 95명 모집에 4,762명이 지원하여 50.13:1의 경쟁률을 보였다. 경쟁률이 높은 학
과로는 화학공학과 70.17:1, 신소재공학과 67:1,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 62.26:1 순이고 환경원예학
과 31.5:1, 건축학부(건축공학전공) 34:1, 교통공학과 34:1순으로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전형 분석

 2017~2019학년도 출제 영역분석

자연계열

시험시간 120분

문 항 수
수리논술 4문제

(각 문제당 2~5개 내외의 소문제)
◦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

배점 수학 100점

전형 방법

구분 논술고사 학교생활기록부(교과)

1단계(4배수) 100%(600점) -

2단계 60%(600점) 40%(400점)

논술 시험일 2019.10.5.(토)
 장소 및 시간: 2019. 9. 27.(금) 17:00 입학안내 홈페이지 공지 예정

수능
최저학력기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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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문항
별 

출제
영역

1번
[수학1]
항등식의 성질, 이차함수, 이
차방정식 : (a) 항등식에서 
결정되지 않은 계수의 값을 

1번
[미적분2]
두 곡선 사이의 넓이, 치환적
분법 : 
1-1) 치환적분법을 이용하여 

1번
[수학1, 기하와 벡터, 미적분
2]
삼각형의 넓이, 타원, 최댓값 
: 1-1) 직선과 타원이 만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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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계수법을 이용해 구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이
다. (b) 이차함수의 부호를 
이차함수에 대응되는 이차방
정식의 판별식을 이용해 파
악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
제이다. 

2번
[확률과 통계] 
조건부확률, 확률의 곱셈정리 
: 확률의 곱셈정리, 덧셈정리
와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
을 활용함으로써 주어진 확
률 을 구할 수 있는지를 평
가하는 문제이다.

3번
[기하와 벡터] 
공간좌표, 공간벡터 : 공간도
형을 공간좌표와 공간벡터로
의 바꾸어 해석하는 이해 수
준과 그 구체적인 적용 능력
을 평가는 문제이다. 

4번
[미적분2] 
함수의 극댓값, 최댓값 : 
주어진 사각형의 넓이를 한 
변수의 함수로 표현하고 지
수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하여 
함수의 극댓값 및 최댓값을 
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정적분의 값을 구할 수 있는
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1-2) 정적분의 활용으로써 
주어진 구간에서 두 곡선 사
이에 있는 도형의 넓이를 구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
제이다.

2번
[기하와 벡터] 
공간좌표, 공간벡터, 정사영 : 
1) 기본적인 공간좌표와 공간
벡터의 도구를 활용하는 능
력을 평가하는 문제이다. 2) 
정사영의 개념을 구체적인 
도형에 적용 활용할 수 있는
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3번
[확률과 통계] 
이항분포, 확률변수의 기댓값 
: 단위원, 외분점, 단위벡터, 
확률 :  이항분포의 확률과 
이항정리의 공식을 활용함으
로써 주어진 확률변수의 기
댓값을 구할 수 있는지를 평
가하는 문제이다.

4번
[수학2, 미적분2] 
등비수열, 합의 기호 , 지
수함수 :  등비수열, 합의 기
호와 지수함수의 뜻과 그래
프를 이해하고 주어진 수열 
을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이
용해서 해석하고 등비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점을 구하고 타원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
이다.
1-2) 직선과 타원이 만나는 
점을 구하고 삼각형의 넓이
의 최댓값을 함수의 그래프
의 개형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2번
[확률과 통계] 
이항분포, 평균, 분산 :
1-1) 이항정리를 활용해서 
평균 E  임을 논리
적으로 보일 수 있는지를 평
가하는 문제이다. 
1-2) 이항정리를 활용해서 
분산 V  임을 
논리적으로 보일 수 있는 지
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3번
[기하와 벡터] 
평면벡터, 내적 : 삼각형의 
수심의 위치 벡터를 벡터의 
수직과 벡터의 내적 같은 기
본적인 평면 벡터 의 성질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지
를 확인하고 풀이 과정을 논
리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지
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4번
[수학2] 
집합, 등차수열, 수열의 합 : 
단위원, 외분점, 단위벡터, 확
률 : 1-1) 등차수열의 조건을 
이해하고 이러한 조건을 만
족시키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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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대비 방안
    서울시립대학교 자연계열 논술전형은 수능 이전에 실시하고 학과별 선발인원이 상당히 적은 

편이며, 문제의 난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충분한 수학적 문제 해결 훈련이 필요하며 
문제해결능력, 논증 능력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합격하기에 쉽지 않은 전형
이다. 4개의 문항이 출제되는데 고교 수학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고르게 출제가 되므로 수능 
수학 시험을 준비하듯이 전 단원에 걸쳐 주요 내용과 증명들을 정리해야 한다.

 논술 기출 문제 확인 방법
     서울시립대학교 논술 기출문제는 서울시립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수시모집-기출문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 위치: 

https://iphak.uos.ac.kr/admission/freeBoard/view.do?x=4&y=0&list_id=OF1&seq=37&sort
=1&pageIndex=1&searchCnd=&searchWrd=&viewAuth=Y&writeAuth=Y&epTicket=LOG

※ 본 원고의 내용은 서울시립대학교 선행학습영향평가 보고서와 모집요강을 참고하였음을 알
려드립니다. 논술고사와 관련된 최종 내용은 서울시립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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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
이다.
1-2) 전체집합과 차집합 그
리고 그것의 원소의 개수와
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이
용해서 특정한 조건을 만족
시키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