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켠
2022학년도 강대마이맥 설명회(1203)

내가 논술이다! 논술의 진실

배켠논술

최고의 대학생활을 위한 예비과정 - 바른 독해, 슬기로운 논증, 즐거운 창의 힐링캠프

1. 강사 Introduction
안녕하십니까? 논술강사 김백현입니다.
지난 한 해, 매주 100% 강남대성, 시대인재 논술 단과 학생을
빠짐없이 첨삭하고 상담했습니다.
대학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대학이 어떤 학생을 뽑는지,
대학별 고사가 지난해와 얼마나 변했는지,
모르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변화하고 진보하는 논술시험!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학년도 대치동, 강남대성
최고(最高), 최다(最多) 단과 강의
2022학년에도 철저히
수시논술을 분석하고 성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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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강남대성학원 논술강사
現 시대인재학원 논술강사
現 중앙일보 논술경시대회 출제위원(2014학년도)
前 조동기국어논술학원, 동아일보논술경시채점위원

논술
형식보다 내용
‘논술은 글쓰기가 아니다! 논술은 글읽기이다.’ 김동노
연세대학교 前 입학처장의 말씀입니다. 대학은 인문
과학, 사회과학을 전공할 인재를 선발하고 길러냅니
다. 대학에서 공부하기 위해 독해력, 논증력, 창의력,
표현력이 필요합니다. 논술은 이런 능력을 평가합니
다. 각 능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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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장 좋은 전형은? - 경쟁률, 추가합격 가능성, 재수나 반수 비율, 만족도

학생부

논술

수능

(준비기간 2년 6개월)

(준비기간 N월)

(준비기간 N년)

●

➀ 학생부 수준에 맞춰 지원

➀ 상향 지원

➀ 수능 점수, 안정 하향, 가끔 상향

➁ 이미 80%는 결정됨

➁ 준비를 망설임. 선순환과 악순환

➁ 수능만 준비, 문제은행식 대비✕

⇨ 가능 대학, 학과 분석.
➂ 만족, 수긍 - 가장 안정적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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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전형에 비해 잘 모름!
➂ 만족도 가장 높음.

⇨ 가장 객관적인 전형이라고 생각함.
➂ but 만족도 낮은 편(SKY 제외)

2. 논술과 수능의 평가요소
➊ 독해력
수능영역
➋ 논증력

논술영역
최근 논술 출제 경향
➜창의력은 거의 평가하지 않음

➌ 창의력

➍ 표현력

선택

글(논술)과 말(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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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술은 ‘글쓰기’가 아니다! 논술은 ‘글읽기’이다. - 김동노(연세대 前 입학처장, 출제 위원장)
➀ 사전적 의미

베트남어, 아랍어 등 처음 언어를 배울 때

➁ 경험적 의미

자신의 생각, 경험을 투영, 가장 위험.

➂ 구조적 의미

틀, 획일화, 글쓴이의 생각을 단순화.

➃ 문맥적 의미

글쓴이의 생각을 직접 파악!
글을 이해하지 못하면, 글쓴이에게 물어야 하나 불가능함. 글쓴
이의 표현을 정리하고 사고의 확장을 통해 받아들여야 함. 논
술과 수능 국어에서 요구하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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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읽기는 READ이다.
□ 수시 논술 기출 문제 1.
문제 : 제시문 (가), (나), (다)는 현대 사회에 나타난 소비 현상과 관련된 글이다. 요약하시오.

(가) 소비는 형식적 규칙에 의해 지배되는 것보다는 개인 수준의 욕구와 무질서에 맡겨져 있
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아노미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소비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결코 불확정적이고 주변적인 것은 아니다. 그것은 적극적이고 집단적인 행동이며, 강
제이고 도덕이며 제도이다. 소비는 하나의 가치 체계이며, 체계가 포함하는 집단 통합 및 사
회 통제 기능의 모든 요소를 지니고 있다. 소비 사회는 소비를 학습하는 사회이기도 하며, 소
비에 대해 사회적 훈련을 하는 사회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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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 논술 기출 문제 2.
[문제1]
제시문 (가)와 (나)의 미래를 바라보는 일에 대한 관점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501－600자)
(가)
그래서 역사철학적 통찰이 필요하다. 고대의 거대 이론을 넘어서서 중세를 만들고，중세의
거대 이론을 고쳐서 근대의 것을 내놓고 한 경과를 알아, 근대를 넘어서는 방안 창조가 그런
전례에서보다 더욱 타당성 있게 하는 것이 잘하는 일이다. 새로운 창조의 필연성과 방향을 역
사 이해에서 도출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이론이 적용 범위에서나 내부의 논리에서나 아주 잘
다듬어져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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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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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업 Character
하나. 논술 공식금지(형식✕)

둘. 논술 마인드(내용◯)

논술 형식(틀, 스킬, 요령)은 피해야 합니다.

‘출제자의 생각(출제원리)’을 정확하게 이해한

대학은 ‘틀’에 맞는 글을 원하지 않습니다. 논

후, 대학에서 요구하는 독해력, 논증력, 창의

술은 글쓰기가 아닙니다.(연세대 김동노 입학

력, 표현력을 구체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논

처장) 물론 수험생은 ‘공식’에 솔깃할 수 있습

술의 본질(논술마인드)을 이해해야 제시문을

니다. 그러나 문제마다 공식을 수정해야 하는

바르게 비교하고, 도표를 슬기롭게 분석 할 수

번거로움, 변화된 유형에 속수무책등 문제가

있습니다. 독해가 무엇인지, 논증이 무엇인지,

많습니다. Snowball E를 통해 모든 형식을 타

창의가 무엇인지 실체를 모르는 학생이 너무

파합니다.

많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해야 내공이 쌓이게
됩니다.

셋. 검증된 강의와 관리

최고(最高)의 강남대성 학생들이 선택한 명쾌한
강의! 최다(最多)의 학생들이 선택한 압도적 강
의! 매주 모든 학생들을 1:1클리닉하며, 학생의
약점을 파악해 개인별 ‘논술노트’를 만듭니다.
관리프로그램(첨삭 시스템, 1주 단위)
(글쓰기시뮬레이션➝1:1첨삭➝ 리라이팅➝ 배켠
Care(리라이팅첨삭)➝ 장원답안선정➝ 전체첨삭,
합격자 연습답안, 복원답안 활용)

넷. 진화하는 최고의 논술교재
김백현은 강의 교재를 혼자 만들지 않습니다. 15년간 축적된 김백현의 통합논술 노하우, 작년(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학년
도) 압도적 최고(最高), 최다(最多) 수강생의 우수답안, 합격생의 연습답안과 복원답안, 올해 수험생의 장원답안을 모두 반영해 만든 교재입니다. ‘수험생
들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매주 업데이트합니다. 출제자의 생각, 문제의 진정한 의미, 제시문 분석, 합격생 답안 분석, 우수답안 분석, 부족
답안 분석, 리라이팅 우수답안 답안 분석, 대학 측 해설자료, 백현 샘의 알기 쉬운 재해석 등 모두 품었습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교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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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켠 논술 Schedule
월
오

강남대성

전

오

강남대성

후

화
강남대성

강남대성

수
강남대성

강남대성

목
강남대성

강남대성

금
강남대성

강남대성

토

일

8:20~12:20

8:20~12:20

논술

논술

강남대성

강남대성

1:30~5:30

1:30~5:00

논술

논술

강남대성

시대인재

6:30~10:00

저

첨삭

녁

첨삭

첨삭

첨삭

첨삭

논술
시대인재

6:30~10:00
논술
강대마이맥
(8월 시작반)

① 시험 시간에 1:1 개별 첨삭을 진행합니다.

첨삭
안내

② 글쓰기 한 번에 2번의 첨삭을 진행하며 부족한 경우 완성될 때까지 추가 첨삭을 진행합니다.
➂ 겨울방학(시작반)은 김백현이 직접 첨삭과 상담을 진행합니다.
③ 필요한 경우 대학 채점위원, 멀티 합격자(경희대 한의대, 연대, 고대 동시 합격자)가 1차 첨삭을 진행합니다.
④ 이럴 경우 2차 첨삭을 김백현이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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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업 Menual
1. 1주 Schedule(금요반, 일요반 동일)
일요일(수업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Snowball E

기본시뮬레이션

Snowball E

강대마이맥학원, 강남대성학원, 시대인재학원 수강생 中 장원답안 선정

(기본강의)

& 첨삭진행

(강평)

& After class(주간 복습용 노트)

토요일

2. 시험
1월부터 6월까지 독해력과 논증력을 키웁니다. 7월부터 독해력과 논증력에 표현력을 덧붙여 키웁니다. 독해력과 논증력(내용 요소)은 Snowball
Note로 확인합니다. 문제점을 찾아 개선합니다. 표현력(형식 요소)은 답안지로 확인합니다. 시험은 약점을 찾고 보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3. Rewriting
읽기 습관과 쓰기 습관은 반복 학습을 통해 기를 수 있습니다. 제대로 연습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며, 바꾸기 힘든 자신만의 습관은 리라이팅
을 통해 확인합니다. 역시 Snowball Note와 답안지로 확인합니다.

12

4. 수업 리뉴얼
1.

★2022학년도 논술정형 대비 리뉴얼! 누구나 ‘쉽게’ 논술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전과정 업그레이드 완성!(논술

을 처음하는 학생도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전과정 야심차게 리뉴얼) ➜ 상위권 대학부터 중위권 대학까
지 논술 전형을 정확하게 준비할 수 있는 유일의 강좌입니다.(하나의 강의로 대한민국 모든 대학 논술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예외가 없는 기본! 이것을 가르치는 유일한 강좌입니다.

2. 독해력과 논증력,

수리적 사고력 ‘김백현이 직접 케어’합니다.(수업 이외 별도 상담시간 약속)

대한민국 최고의 노하우를 습득한다. 제시문에서 주제 찾는 것부터 다른 제시문을 유추하는 능력! 그리고 수리적 사
고까지 완성합니다. ➜ 수능 국어(비문학영역)에 확실한 도움 형식보다 내용이 우선입니다.

3. ➀채점표를 통한 정확한 첨삭,

➁점삭 후 자신의 점수 확인! ➂전체 수강생 중 자신의 위치 확인 ➃개선 방안

모든 과정을 김백현이 직접 합니다. 또한 대면 첨삭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코로나 위험에 따라 영상 첨삭, 서면
첨삭도 학생이 원한다면 가능합니다. 첨삭 방식을 학생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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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켠논술
cafe.naver.com/snball
C.P. 010-3997-1330
BY 김백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