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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학년도 대학 모집인원과 수시전형 모집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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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술고사 실시 대학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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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명 전형 전형요소 최저기준
가톨릭대 논술우수자 학생부 50 + 논술 50 적용
건국대(서울) KU논술우수자 학생부 40 + 논술 60 적용→미적용
경기대(서울) 논술우수자 학생부 50 + 논술 50 미적용
경기대(경기) 논술우수자 학생부 50 + 논술 50 미적용
경북대 논술(AAT) 학생부 20 + 논술 80 적용

계약학과 학생부 20 + 논술 80 적용
경희대 논술우수자 학생부 30 + 논술 70 적용
고려대(서울) 일반전형 학생부 40 + 논술 60 적용
광운대 논술우수자 학생부 40 + 논술 60 적용→미적용
단국대(죽전) 논술우수자 학생부 40 + 논술 60 미적용
동국대(서울) 논술우수자 학생부 40 + 논술 60 적용
부산대 논술전형 학생부 20 + 논술 80 적용
서강대 논술전형 학생부 40 + 논술 60 적용
서울과학기술대 일반전형(논술) 학생부 30 + 논술 70 적용→미적용
서울시립대 논술전형 1단계(4배수): 논술 100

2단계:학생부50+논술50 적용→미적용
서울여대 논술우수자 학생부 30 + 논술 70 적용
성균관대 과학인재 논술 60 + 서류 40 적용→미적용

논술우수 학생부 40 + 논술 60 적용
세종대 논술우수자 학생부 50 + 논술 50 적용
숙명여대 논술우수자 학생부 40 + 논술 60 적용
숭실대 논술우수자 학생부 40 + 논술 60 적용
아주대 일반전형1(논술) 학생부 50 + 논술 50 적용
연세대(원주) 일반논술 학생부 30 + 논술 70 적용
연세대(서울) 일반전형 학생부 12.9+논술 87.1 적용
울산대 일반전형 학생부 50 + 논술 50 적용

지역인재 학생부 50 + 논술 50 적용
이화여대 일반전형(논술) 학생부 30 + 논술 70 적용
인하대 논술우수자 학생부 30 + 논술 70 적용
중앙대(안성) 논술전형 학생부 40 + 논술 60 적용
중앙대(서울) 논술전형 학생부 40 + 논술 60 적용
한국외대(글로벌) 논술전형 학생부 30 + 논술 70 적용
한국외대(서울) 논술전형 학생부 30 + 논술 70 적용
한국항공대 일반학생 학생부 40 + 논술 60 미적용
한양대(ERICA) 논술전형 학생부 40 + 논술 60 적용

사회기여 및 배려대상자 학생부 40 + 논술 60 적용
한양대(서울) 논술전형 학생부 50 + 논술 50 미적용
홍익대(서울) 논술전형 학생부 40 + 논술 60 적용

<표 Ⅲ-5> 2016학년도 논술실시 대학별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 17 -

3. 서울소재 5개 주요 대학의 모집인원과 전형유형

대학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논술 정시 전체

모집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고려대 1,035 27.5 1,110 29.5 1,027 27.3 3,767
서강대 559 34.1 405 24.7 501 30.6 1,640

성균관대 1,362 36.6 1,363 36.6 900 24.2 3,725
연세대 257 10.8 430 18 683 28.6 991 41.5 2,300
한양대 346 11.9 1,030 35.6 520 18 759 26.2 2,897

대학 전형명 선발인원 2015대비 증감
2015 2016 인원 비율(%)

고려대(서울) 일반전형 1,210 1,110 -100 -8.3
서강대 논술전형 468 405 -63 -13.5

성균관대 논술우수 1,171 1,223 52 4.4
과학인재 193 140 -53 -27.5

연세대(서울) 일반전형(수시) 738 683 -55 -7.5
한양대(서울) 논술 585 520 -65 -11.1

합계 4,365 4,081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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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명 전형 전형요소(2015년) 최저기준
고려대(서울) 일반전형 학생부 40(55)+논술 60(45) 적용
서강대 논술전형 학생부 40+논술 60 적용
성균관대 과학인재 논술 60+서류 40 적용→미적용

논술우수 학생부 40+논술 60 적용
연세대(원주) 일반논술 학생부 30+논술 70 적용
연세대(서울) 일반전형 학생부 12.9(30)+논술 87.1(70) 적용
한양대(ERICA) 논술전형 학생부 40 + 논술 60 적용

사회기여자 학생부 40 + 논술 60 적용
한양대(서울) 논술전형 학생부 50 + 논술 50 미적용

4. 연세대학교 2014학년도 수시모집 입학성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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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모집

인원

지원현황 일반선발 수능자격기준

인원 경쟁률 만족% 경쟁률

인문 505 20,273 40.1 61.2 24.6

자연 294 11,204 38.1 56.1 21.4

의예/치의예 34 1,860 54.7 26.1 14.3

전체 833 33,337 40.0 57.5 23.0

계열 단과대학
지원 합격※

인원 평균 표준편차 인원 평균 표준편차

인문

문과대 5,898 51.0 11.9 107 73.8 6.1

상경대 2,743 55.1 14.0 72 81.3 3.8

경영대 3,422 56.8 14.1 68 85.3 2.9

신과대 278 53.7 9.3 15 66.0 6.0

사회과학대 4,448 51.2 12.7 90 76.8 5.5

생활과학대 860 46.0 9.8 16 69.0 7.8

교육학부 693 52.3 10.8 18 71.0 3.5

체육학과 71 45.9 12.0 2 60.0 3.5

간호대 303 54.7 8.8 11 66.8 4.6

자유전공 949 57.6 14.8 19 82.6 4.3

합계 19,665 52.9 13.1 418 77.2 7.5

자연

이과대 1,985 49.1 15.3 39 77.6 10.0

공과대 6,989 47.4 14.6 155 77.0 7.7

생명시스템대 1,135 44.5 12.8 24 72.2 8.8

생활과학대 457 44.9 14.0 14 70.6 11.7

간호대 218 43.0 13.3 9 68.2 3.1

합계 10,784 47.2 14.6 241 76.0 8.7

의치 의예/치의예 1,776 54.7 17.3 30 84.1 9.9

전체 32,225 51.1 14.1 689 77.0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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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단과대학
지원 합격1)

인원 평균2) 표준편차 인원 평균2) 표준편차

인문

문과대 5,732 3.58 1.42 138 2.85 1.15

상경대 2,683 3.26 1.37 83 2.73 1.21

경영대 3,307 3.47 1.44 97 2.75 1.13

신과대 265 4.00 1.37 19 3.32 1.38

사과대 4,353 3.46 1.46 109 3.02 1.33

생과대 841 3.94 1.42 22 3.50 1.19

교육학부 680 3.55 1.45 21 2.88 1.16

체육 68 3.91 1.35 2 2.77 0.92

간호대 295 3.93 1.44 16 3.09 1.19

자유전공 909 3.48 1.46 25 2.64 1.19

합계 19,133 3.51 1.44 532 2.89 1.21

자연

이과대 1,951 3.16 1.23 58 2.56 0.94

공과대 6,906 3.27 1.24 225 2.54 0.95

생명대 1,115 3.05 1.28 35 2.36 1.11

생과대 444 3.68 1.32 22 2.43 0.70

간호대 217 3.75 1.32 13 3.01 1.04

합계 10,633 3.25 1.26 353 2.54 0.96

의치 의예/치의예 1,616 2.69 1.30 35 1.91 0.91

전체 31,382 3.38 1.38 920 2.72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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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년도

문항번호 관련과목 관련단원 출제형태 난이도

5. 최근 3년간 주요 대학의 수리 논술문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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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과목 관련단원
학년도

소계 합계 비율
(%)2012 201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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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년도 문항번호 관련과목 관련단원 출제형태 난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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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과목 관련단원
학년도

소계 합계 비율
(%)2012 201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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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년도 문항번호 관련과목 관련단원 출제형태 난이

도

구분 중학
고교 대학

합계
문항수 비율(%) 문항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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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과목 관련단원
학년도

소계 합계
(%)

비율
(%)2012 201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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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중학 고교 대학

문항 합계
문항수 비율 문항수 비율 문항수 비율

실시
년도 문항번호 관련과목 관련단원 출제형태 난이도



- 35 -



- 36 -

관련과목 관련단원
학년도

소계 합계 비율
(%)2012 201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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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중학
고교 대학

문항 합계
문항수 비율(%) 문항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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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년도 문항번호 관련과목 관련단원 출제형태 난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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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과목 관련단원
학년도

소계 합계 비율(%)
2012 2013 2014

구분 중학
고교 대학

합계
문항수 비율(%) 문항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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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서·논술학교 운영 현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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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제주도 독서․논술학교 수리논술 문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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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고사 문항번호 관련과목 관련단원 출제형태 난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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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과목 관련단원
실시고사

합계
진단 실전1 실전2 실전3 실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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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고사 문항번호 관련과목 관련단원 출제형태 난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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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과목 관련단원

실시고사
합계

진단1 진단2 진단3 진단4 진단5 진단6 실전1 실전2 실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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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고사 문항번호 관련과목 관련단원 출제형태 난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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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과목 관련단원

실시고사
합계

진단1 진단2 진단3 진단4 진단5 진단6 실전1 실전2 실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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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과목 관련단원 2012 2013 2014 소계 과목
합계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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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대학과 제주도교육청의 수리논술 문제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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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과목 관련단원
주요 대학 제주도 교육청

합계 비율 합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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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수리논술 교육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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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n the Current State and Improvement Plan 
of Mathematical Essay Education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 Based on Mathematical Essay Test of Major Private 

Universities -

1)

Yang, Eun-Jeong

Mathematics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o, Youn-Hee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2016 university applicant numbers, 
nonscheduled admission applicant numbers, reflection rate of essay test, 
qualification standard of the scholastic aptitude test, and score deviation 
of essay test in specific universities.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five 
major private universities in Seoul, such as Korea University, Sogang 
University, Sungkyunkwan University, Yonsei University, and Hanyang 
University are selected, and their topics for mathematical essay test and 
the features of test in the past three years from 2012 to 2014 based on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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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type, unit type, frequency of use, level of difficulty are 
investigated.
  In addition, the current state of mathematical essay conducted by 
‘Reading and Essay School’ program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is analyzed, In the diagnostic test for 
mathematical essay education and mock test for real SAT, not only  
related subjects, related units, examination question trends, level of 
difficulty, the frequency of units are analyzed and its results are also  
compared to the frequency of questions in major universities 
mathematical essay test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the political,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plans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should be implemented for vitalizing mathematical essay 
education, and effective teaching methodologies for math teachers who 
want to teach math essay test in schol should be also developed and 
implemented.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help math teachers build effective 
math essay teaching plan as well as they would be practical and helpful 
in establishing math essay education plan and effective strategies for 
school math essay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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