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로학원 선배의 재수 성공 가이드

한양대학교 전기생체공학부 고한빈

안녕하세요. 저는 노량진 종로학원에서 치열한 1년을 보내고 한양대 전기생체공학부와 공주교대, 진주교대에 합격한 고한빈입니다. 

우선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농촌학교에서 성실한 3년을 보냈고 3년 동안 시골에서는 상위권이었습니다. 내신이 좋으니 어디든 갈 

수 있을 거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능 공부를 소홀히 한 결과 최저등급을 맞추지 못했고, 결국 재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작년 

노량진에서 재수한 선배의 추천으로 노량진 학원가를 알아보다 다른 어떤 학원보다 철저한 관리와 혜택이 좋았던 노량진 종로학원을 

선택하였습니다. 올해 입시에 성공하게 된 이유를 생각해보니 3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1. 아침 7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규칙적으로 공부하는 학원 시스템이었습니다.

등원할등원할 때나 하원할 때 항상 부모님께 문자가 가서 지각이나 결석을 할 수 없었고, 늦으면 담임선생님께 꾸지람과 힘내라는 격려를 

들으며 1년 동안 수능 패턴에 맞출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국, 영, 수 수준별로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1년 동안 저에게 최적화된 수준의 

수업으로 성적도 꾸준히 오를 수 있었습니다.

2. 열정적인 선생님들입니다.

교무실에 가면 항상 수업 연구를 하시며 질 높은 수업을 해 주십니다. 수업 후 나눠주는 유인물과 그 단원 기출과 함께하며 진도를 

나가다 보면 어느새 한 등급이 상승해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또한, 10시까지 학원에 남아 질문을 받아 주시는데, 

물어보면 누구보다 친절하게 가르쳐주시고,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등 항상 학생들을 신경 써주십니다.

33. 공부에 전념하는 자습 분위기

자습시간에 선생님이 떠드는 학생이 있으면 경고와 벌점을 주어서 반에서 떠드는 학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공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공부하지 않는 학생들까지도 그런 반 분위기를 따라 공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고등학교와 재수종합반의 가장 

큰 차이는 반 분위기였습니다. 작년과는 다르게 올해 자습시간에는 공부만 하였고, 올해 자습시간에 공부한 양은 족히 작년의 3배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이 외에도 여러 가지 장점이 있었습니다. 1년간 내신관리나, 친구들과의 관계 등 모든 걸 버리고 단순하게 수능이라는 목표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건 매우 뜻깊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학원체제에 맞춰서 1년간 꾸준히 따라가면 성적이 안 오를 수가 없는 구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저는 영어가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에 항상 3등급이었던 실력이 올해는 다 풀고 20분이 남았고, 안정적인 1등급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잘 생각해보니 매일 단어, 구문 시험을 보며 기본기를 다지고 학원 수업을 꼬박꼬박 듣고 프린트물 복습을 하고, EBS로 

정리하는 남들이 모두 하는 과정이었지만 노량진 종로학원에서의 꾸준함 때문에 겉핥기식의 공부가 아닌 진정한 실력을 다지는 공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마지막으로 1년 동안 저보다 마음고생 했을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열정적으로 수업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성실한 생활을 한다면 아무도 예상치 못한 놀라운 성과를 거두리라 믿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