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로학원 선배의 재수 성공 가이드
한국외국어대학교 독일어과 이세진

안녕하세요. 이번에 한국외국어대학교 독일어과에 입학하는 이세진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는 작년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수능점수를 

받고 대학을 맞춰 가려고 했지만 부모님의 권유로 노량진 종로학원에 다니게 됐습니다. 노량진 종로학원의 장점을 꼽으라면 정말 

많지만 그중에서도 저는 칼 같은 시간관리가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공부를 꾸준히 하게 되면 누구나 학원 밖을 나가고 싶고 놀고 

싶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학원을 다니면서 노량진 종로학원만의 엄격한 시간관리 덕분에 학원을 빠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또한또한 공휴일에도 어김없이 학원을 출석해야하는 그러한 엄격한 스파르타식 교육덕에 나사가 풀린 고등학교 시절의 느슨한 공부방법이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저녁식사가 끝나고 자습시간 때 선생님과의 1:1 질의응답 시간도 저에겐 매우 유익하였습니다. 기본적인 

문제든 심화적인 문제든 1:1로 학생이 이해가 될 때까지 알려주셨기 때문에 적어도 이해가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합격한 전형인 논술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논술은 정말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대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능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논술전형만 믿고 고3이 돼서 공부를 안 한 것이 가장 후회가 남습니다. “논술전형에서 

수능을 많이 보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건 모두 거짓입니다. 대학도 수능 점수를 보긴 봐요. 부디 예비 고3이라면 논술 믿고 

공부하지 말고 틈틈이 모의고사 공부에 전념하세요. 논술만 믿는다면 N수생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학원에서 운영하는 

논술시스템으로 논술을 준비했는데요. 아무래도 전문적인 논술선생님이다 보니 논술선생님도 수능을 우선으로 보시고 모든 학교의 

논술유형을 세세하게 알려준게 저에겐 너무나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논술강사이심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진학상담도 해 주시며 

수시지원도 도와주시고 정말 저에겐 유익하였습니다.(담임선생님과의 수시 상담과 논술선생님의 수시 상담의 조화는 정말 수시 

지원에지원에 고민이 많던 저에게 명쾌한 선택을 하게 도와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입 수능에 있어서 현역 수험생과 N수생의 절대적인 차이는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하루 8시간 수업을 마치고 4시간의 

감독선생님 관리하에 자습은 저의 고등학교 시절에는 절대 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점점 수능이 가까워지면서 느슨해지는 저의 

마인드는 정말 노량진 종로학원만의 엄격한 시간 관리와 꼼꼼한 질의응답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저 같은 공부에 관심도 없던 

학생도 재수학원을 다니면서 생각과 마음가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재수를 생각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적극적으로 노량진 종로학원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비록 정말 매우 힘겹고 지옥 같은 시간이지만 다시 한 번 대입에 결의를 다지고자 하는 학생이라면 현역시절에 

바라보지도 못한 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꾸준하게 공부하세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꾸준하게 종로학원의 패턴을 따라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대학의 눈이 높아지면서 꿈도 못 꿔왔던 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끝까지 관리해주시고 고생하신 부모님과 노량진 종로학원 선생님, 자습관리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말 하고 싶습니다. 

17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모든 N수생들 힘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