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로학원 선배의 재수 성공 가이드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임희래

작년 수능을 본 뒤 논술시험을 열심히 다녔지만 아쉽게도 붙은 곳이 없었던 저는 그냥 점수에 맞춰 대학을 진학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과 대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결국 1년 더 노력하여 좋은 대학을 가보겠다는 다짐과 함께 재수를 결심하였습니다.

1학기

저저 같은 경우 이 시기가 제일 짜증 나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막상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재수를 시작하긴 했지만 이게 끝나긴 할까 하는 

생각과 함께 집중이 잘 안 되기 쉽습니다. 이럴 때는 안 되는 과목을 하기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과목을 하면서 차츰 공부하는 마음을 

다잡아가는 게 좋다고 봅니다. 완전히 놀지 말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적당히 쉬는 것이 초반에는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초반에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나면 1학기 후반에는 약간의 계획을 잡고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6월 모의고사가 다가오면서 마무리 

준비도 6월 전까지 봤던 모의고사와 문제집들의 틀렸던 문제들을 가지고 오답 노트를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자신이 

모르겠는 부분과 헷갈릴 것 같은 부분들만을 적어서 시험 전에 보면 기억도 잘 나고 시험 점수도 잘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2학기

아마아마 6월 시험을 보고 좌절하신 분도 있고 마음 놓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둘 중 어느 경우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학기 때 커리큘럼 또한 1학기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다지는 내용이지만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6월 성적이 망했다고 

해서 그만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직 수능까지 4개월이 넘게 남았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공부에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동안 하루나 이틀 정도는 날을 잡아서 종일 놀아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놀고 나서 방학이 끝나기 하루 전엔 무조건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부도 습관이기 때문에 하루 전에 시작해서 적응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9월 모의고사 전까지 수업을 

통해 자신의 실력을 향상시키고 6월과는 다른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자습시간에 스스로의 계획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9월 

모의고사를 보기 전에는 EBS수능완성 교재를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파이널파이널

수험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쉬는 것을 최소화해야 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 때 많이 놀면 나중에 놀 거 당겨 

노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최대한 공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파이널 특강 때 선생님들이 집중적으로 잡아주시는 내용도 많기 때문에 

파이널 특강을 듣는다고 해서 전혀 손해 볼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자신과 안 맞다 생각하시면 자신의 방식대로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6월 모의고사와 9월 모의고사를 중점적으로 내용 정리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능과 가장 비슷한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오답 노트와 내용 정리를 꼼꼼히 해두시길 바랍니다. 수능 직전이기 때문에 흐트러지기도 쉬울 거라 생각합니다. 

최대한 마음가짐 다잡고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논술에 관하여논술에 관하여

종로학원의 논술 커리큘럼은 상당히 잘 짜진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훌륭하신 선생님들과 수업 이외의 특강으로 논술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능이 끝났다 해도 논술공부를 놓아서는 안 됩니다. 수능 전처럼 공부할 필요는 없겠지만, 꾸준히 논술을 

봐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마 논술을 학원의 커리큘럼에 맞춰 했다면 자료가 충분히 많이 쌓였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부족하고 뭔가 

불안하다면 마무리 특강을 들으시면 되고 아니라면 혼자 집에서 자료들을 기초로 삼아 공부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 논술을 통해 고려대학교에 합격했기 때문에 종로학원의 논술만큼은 정말 믿고 따라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위에위에 내용은 저에게 맞는 공부법이었습니다. 만약 저 내용이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다 싶으면 자신의 방법대로 잘 헤쳐나가시는 게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로학원의 좋은 커리큘럼이 있고 최고의 선생님들이 계신다 해도 본인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꼭 인지하며 재수학원에 다니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자신을 한계까지 내모실 필요는 없습니다. 적당한 

휴식도 꼭 취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내년에도 또 여기 오긴 싫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종로학원생들 

파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