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로학원 선배의 재수 성공 가이드
서울대학교 물리교육학과 조유진

처음으로 본 수능을 망치고 재수를 선택했을 때, 저는 종로학원의 시스템이 마음에 들어 선택했습니다. 수업과 생활관리가 좋아서 재수 

생활을 잘 해내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재수를 결심한 여러분,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꼭 충분히 쉬시고, 동기부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수생으로서의 한 해는 정말 힘들 

것입니다. 자신이 왜 공부를 하려는 지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 초심을 잃지 말고 후회 없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재수생활을 

하면서 흐트러질 때마다 재수를 시작했던 그 마음을 생각하며 견뎌냈습니다.

저는저는 부모님의 권유로 재수학원에 다니게 되었는데, 저에게 딱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도 생활관리가 

잘 되어 있어 결석이나 조퇴를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자습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었고, 좋은 선생님들의 수업을 듣고 바로 공부할 수 

있어 시간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 저는 잠이 많은 편이라 고등학교 때 잠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학원에 다녔던 

게 잠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쉬는 날 없이 매일 규칙적으로 학원에 나가면서 최대한 잠을 많이 자려고 노력하여 보통 여섯 

시간 정도 잤습니다. 잠이 많은 학생이라면 꼭 학원에 다니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주말에 쉴 수 있는 시간이 생길 텐데, 그 

시간을 잘 이용하세요. 자신을 스스로 잘 파악하고, 그 시간에도 공부할지, 부족한 잠을 보충할지, 아니면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푸는 

여가로 활용할지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을 기다리는 일주일 동안 너무 지쳐서 학원 일과에 충실하지 못하게 되면 큰 손해입니다.

공부할공부할 땐 학원 수업을 듣고 복습을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고3 때에는 인터넷 강의를 많이 듣다 보니 자율성은 있었지만, 완강을 하기가 

어려웠고 부족한 부분이 생길 때가 많았는데, 학원에서는 좀 빠른 속도로 반복해 줘서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메꾸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학원에 다니게 되면 인터넷 강의는 최소화하고 학원 수업을 따라가기 위한 자습시간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한 달 한 달이 

지날 때마다 실력이 차츰차츰 오르실 겁니다. 또, 부담 없이 질문할 수 있게 분위기가 잘 조성되어 있어 궁금한 것이 생기면 열심히 

질문했습니다.

재수를재수를 하면서 친구를 만들지 않으려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재수생활 동안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함께 공부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고, 지각이나 결석을 하지 않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나중에 같이 더 좋은 풀이를 찾기 위해 고민했고, 외롭고 힘든 재수생활에 

응원이 되어주었습니다. 또 서로 모르는 문제를 물어보고 답해주면서 혼자 공부할 때보다 더 깊이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담임선생님께서는 항상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해주셨고, 종례 시간에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말도 자주 해주셨습니다. 제가 다른 일로 

마음고생을 하고 있을 때도 재수생은 공부에만 전념해야 한다며 저를 달래주셨고 그 덕분에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재수를재수를 시작할 때라 막막할 것이고, 모의고사 성적은 마음처럼 나오지 않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열심히 하신다면 앞으로 꼭 오를 

것입니다. 자신을 잘 파악하고 잠, 공부, 휴식에 적당한 시간을 쓰시고,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세요. 잘 될 거라는 생각을 늘 하시구요. 

재수생활은 인생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게 해 줄 것이고, 후회 없이 공부해서 재수생활을 잘 마쳤을 때의 기쁨은 더할 나위 없이 

달콤할 것입니다. 노량진 종로학원에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