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산논술,
예비고3 ,
논술정규반,
개강
12월 28일(수) 대치 개강



논술 정원이 감소하는 가운데, 산논술은 합격을 위해 매년 더 노력해왔고,,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2014년부터 온라인 — 오프라인 첨삭을 이원화했고,,

2015년부터 객관적인 성적 확인을 위해 정규 논술 평가를 실시했으며,,

2017년부터 대표 유형별 답안 형식을 지정하고 쓰기 훈련을 강화했습니다.,

최근 2019년부터는 대학별 과제를 개인별로 시키고, 대학별 특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2022학년도는 비록 정시 강화 첫해로, 정원이 줄어들었지만,,

수강생 합격을 위해 최선을 다해 7년 연속 100명 이상의 합격을 거뒀습니다. ,

산논술. ,
7년간, 매년, ,
논술전형으로만,
100명이상,
합격시켰습니다 ! 
2022학년도 118명 합격, ,

2021학년도 166명 합격, ,

2020학년도 185명 합격, ,

2019학년도 181명 합격, ,

2018학년도 134명 합격, ,

2017학년도 130명 합격,,

2016학년도 103명 합격 ! ,
중복합격자 포함 ,



. 

방법을 배우고,,
체계적으로 ,
훈련하면,
합격 가능합니다 !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야 논술 공부가 신납니다,

읽고/풀고/쓰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치는 학원
논술로 붙으려면 무엇보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요
령'을 배워야 합니다. 제시문 요약 기술부터 — 출제의도를 찾아내
는 과정과 방법 —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대표 유형의 답안 쓰는 공
식과 과정까지 세세하게 배우고 연습하면 논술은 더 이상 <들어도 
알 수 없는> 답답한 공부가 아닙니다. 방법을 배워야 학생도 풀고 쓸 
수 있습니다.  

논술 공부 시간과 합격은 비례합니다. ,

공부할 것을 가장 많이 
주는 학원 
논술을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할 게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산논술은 매주 과
제가 있고, 또 본인만 원하면 정해진 문제보다 더 많은 문제를 풀 수 있습니
다. 그리고 매주 해설지와 수업 자료가 풍부합니다. 논술을 그냥 보는 것이 아
니라 반드시 붙어야 한다면 논술 공부를 원하는 만큼 할 수 있고 충분히 논술
을 연습할 기회를 주는 산논술입니다.  

지난 14년간 산논술은 매년 어떻게 해야 학생을 더 합격시킬 수 있을
까? 어떻게 해야 단기간에 논술을 효과적으로 훈련할 수 있을까를 고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업 4시간의 구성, 과제의 종류와 성격, 과제를 
제출하고 첨삭하는 방식, 대학별 문제를 많이 풀게 하는 시스템, 논술 
학습 의욕을 고취하고 자극을 줄 수 있는 면담 방식의 개발 등 시스템
을 매년 수정해왔습니다. 좋은 시스템은 탁월한 학생이 아니라도 그 시
스템대로만 움직였을 때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시스템일 것입니다. 산논
술은 논술을 공부하는 가장 최적의 정교한 시스템으로 학생들을 훈련
시킵니다.  

학원에 오는 순간, 시스템대로만 하면 됩니다. ,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체계있는 학원 



강좌,
안내

2023학년도,
예비고3 논술시간표 

산논술,

개인관리,
논술정규반,
(12월 28일 개강),

⬜ 담임이 수강생 개인별로 논술 성적, 원서관리, 지원대학 상담을 총괄진행  
⬜ 수업은 공통 / 과제는 개인별 진행(지원대학별) 
⬜ 매주 온라인에 과제(워크북 문제 풀이, 대학별 문제 풀이)를 올려야 합니다.  
⬜ 2개월에 한번씩 성적 평가를 실시합니다.  
⬜ 첨삭은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담임이 직접 진행합니다.  

※ 7월~10월에는 대학별 특강이 추가로 실시됩니다.

대치

수 6시 - 10시 윤성진

목 6시 - 10시 김성배

토

9시 - 1시 
윤성진

김성배

1시 30분 - 5시 30분 

윤성진

김성배

이명기

김광순

6시 - 10시 
이명기

김광순

일

9시 - 1시 
김성배

김광순

1시 30분 - 5시 30분 

윤성진

김성배

이명기

김광순

6시 - 10시 
윤성진 

이명기

반포 ※ 고3 논술정규반 3월 신학기(1과정) 개강

윤성진 논술팀장  
연세대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석사  
前) <논술단기학교> 산논술팀 대표강사 
前) 연세대 <미래교육원> 논술지도사과정 
강사 

김성배 선생님  
서울대학교 인문대 졸   
前) <논술단기학교> 산논술팀 대표강사 
前) <유레카> 논술연구원 / 진명학원 

이명기 선생님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대학원  
前) <대학생 철학교실> 강사  
現) 산논술 고등부 전임

안국준 선생님  
파리 12대학 철학 석사  
 소르본 대학 철학 박사과정 수료  
現) 산논술 고등부 전임

김광순 선생님  
서울대학교 불문과 졸  
前) 토피아 논술아카데미 연구원 
前) 조선일보 논술센터 강사 
現) 산논술 고등부 논술 전임강사 

이윤표 선생님 
서울대학교졸  
前) 스카이에듀, 비상에듀, 예섬학원 
現) LYP 수학학원(대치,송파) 원장  
現) 산논술 수리논술 특별초빙강사 

산논술은 과제도 많고, 논술 공부를 많이 시킵니다. 열심히 하실 분들만 오세요.  



학종 쓰자니 내신이 불리하신가요? 정시만 노리자니 수학 못하고, 수능에 자신이 없나요? 이럴 때 정신 바짝 차리시고, 남들보다 <논술>

을 미리 시작하세요. 일반고 문과는 어차피 수시 거의 논술입니다. 엄마가 설명회를 듣는 것보다, 학생이 특강을 한 번 듣는 것이 100배, 

1,000배 낫습니다. 딱 한 번, 논술 특강만으로 내 논술 실력, 합격 가능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은 직접 겪어보고 논술 시험을 간

명하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10년차 이상 수시 논술을 지도한 산논술 강사진으로부터 실질적인 수시 합격 조언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

산논술,
예비고3 논술컨설팅특강

정보 1강 진행(3시간)

수강,
방식

1 등록 후, 학부모(학생)이 구글 설문으로 입시 상담을 위한 정보(내신, 모의고사)를 기록합니다. 
2 수업 당일, 학생이 현장에서 <90분 논술테스트>와 <90분 산논술 전임강사진 특강>을 수강합니다.  
3 수업 후, (이메일), 또는 직접 면담(개인선택)으로 개인별 자료(성적표, 첨삭지, 논술 학습, 수시 상담 가이드)를 제공받습니다. 

일시 대치 12월 17(토)/18(일)/21(수)/23(금) ※각반 20명 마감 밤 7시~10시

금액 52,000원(논술모의고사 + 논술특강 90분 + 응시자 답안 첨삭 + 수시 컨설팅(서면, 면담 선택) 

수강신청 : 대치 02-501-0575

딱 한 강으로/논술에 눈 뜨고/실력 진단/수시 컨설팅까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