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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입문강의상황판단
PSAT 입문 수험생과 상황판단 무방비 수험생을 위한 강의 !

귀납적 분석에 의한 상황 및 문제의 구조 개괄적 이해 !

기출문제 분석 방법 정립 !

상황판단 필수 공부 방법 습득 !

강    사 하 주 응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前 V법학원 PSAT 상황판단 전임

- 現 프라임법학원 PSAT 상황판단 전임

프라임 전국모의고사 상황판단 출제 전임

- �PSAT 상황판단의 정석� 시리즈 저자

- 상황판단 교재 판매 1~3위 동시 석권 (네이버 책 판매량 기준, 2019.4.24.)

[질문･상담]

이메일 : hapsat@naver.com

일    정 2022. 5. 23.(월) ~ 5. 27.(금)  (총5회 / 월화수목금)

       

일 월 화 수 목 금 토

5/22 23 24 25 26 27 28

시    간 오전 9 : 00 ~ 12 : 00  (회당 3시간)

교    재 PSAT 상황판단의 정석 �기초입문� (제본교재, 실강 수강생 무료제공)

강의 목표 1. 상황판단영역 공부법과 기출문제 분석 방법을 정립.

  • 기출문제의 분석방법과 분석 시 유의사항 등을 확인

  • 기본적인 문제 유형 분류 및 유형별 귀납적 분석 연습

  • 필수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상황판단 공부법 확인

2. 상황판단영역의 특성과 문제 구조에 대한 이해.

  • ‘상황(문제의 소재)’이 갖는 보편적 구조와 특성을 귀납적 분석으로 파악

  • 모든 유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고의 틀’과 ‘문제풀이 접근법’에 대한 가설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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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내용 상황판단영역을 비롯하여 PSAT의 각 영역을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자 어쩌면 거의 유일

하다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기출문제를 제대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기출문제를 제대로 

분석하면, 상황판단영역의 문제들이 구성되는 원리를 파악할 수 있으며 출제자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 정확하고 효율적인 문제풀이 접근법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기출문제를 분석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기출문제 분석’인지를 알지 못하는 수험생이 상당히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PSAT 상황판단 기초입문강의』에서는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방법을 비롯한 상황판단 공부법을 

구축하고 상황판단영역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서

① 기출문제를 귀납적으로 분석하고 문제풀이 접근법을 개발하는 정석적인 방법을 안내하며,

② 이러한 방법을 함께 실천해 보면서 상황판단영역의 일반적인 특징을 짐작해 보고,

③ 효과적이거나 효율적인 문제 풀이법에 대한 가설을 설정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④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공부법을 소개하여, 앞으로의 수험기간 중에 길을 잃고 헤매는 일이 

없도록 안내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황판단영역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상당부분 덜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수강 대상 1. 처음 PSAT를 준비하기 시작하는 수험생

2. 상황판단영역의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막막하기만 한 수험생

3. 기출문제 분석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나,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잘 몰라 답답한 수험생

4. 시험의 경험은 있지만 결과가 좋지 못하고 공부법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수험생

강의 진도

주 차 회 차  날 짜 내 용

1주

1 5/23 (월)

• 연간 강의 계획 안내

• PSAT란? ‘상황판단’이란?

• 상황판단영역 공부법

• 기출문제 분석 방법

  - ‘분석’의 의미, 특징 및 구조 파악, 접근법 설정

• 문제 유형의 분류

• TEXT형 부합･추론 문제의 귀납적 분석

강의 중

문제 풀이 병행

2 5/24 (화) • 법조문형 부합･추론 문제의 귀납적 분석

20분 시험 후

강의
3 5/25 (수) • 계산･비교형 문제의 귀납적 분석

4 5/26 (목) • PUZZLE형 분석

5 5/27 (금) • 모의연습
40분 시험 후

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