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림대 의예 합격! 
강남대성학원 자연 28반 성치훈 

  안녕하세요, 강남대성 자연 28반에서 재수해서 한림대 의예에 합격한 성치훈이라고 합니다.  

 

<재도전을 결심하게 된 계기> 

  저는 고등학교를 다닐 때 학생부와 내신 관리를 거의 하지 않고 정시 공부에 집중했습니다. 따로 학원도 다니지 않고 제 신념에 

갇혀 매일같이 기출문제만 반복해서 봤습니다. 고3이 되었을 때는 학교 수업시간 대부분이 자습시간으로 바뀌었고 6시 30분 즈음 

일어나 새벽 1시 정도까지 졸지 않고 눈을 부릅뜨고 자습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특성상 3년 전교생 기숙사였고, 교실과 기숙사 거

리가 2,3분 정도 거리였기 때문에 버리는 시간도 없이 온전히 수능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수능 준비를 했음

에도 수능 결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몇 년간 수능 하나만을 바라보며 열심히 공부했고, 나름 확신을 갖고 나만의 공부방식을 따랐

는데 망했습니다. 몇 년간 수능만 바라보고 공부한 나의 점수가 이 정도로 낮다는 것에 어이가 없었고, 아무 고민 없이 재수를 선택

하게 되었습니다. 

  

<강남대성학원을 선택한 이유> 

  저의 고등학교는 재수를 결정한 친구들이 워낙 많았고, 수능 이후 학교 기숙사에 남아서 생활할 때 재수를 성공한 선배들이 찾아

와 강연 비슷하게 여러 조언들을 남겨주었습니다. “선행반은 일찍 지칠 수 있다.”, “기숙학원과 정규반은 사람마다 달라서 성향에 

맞추어 골라야 한다.” 등의 조언이었습니다. 3년 기숙 고등학교에 살면서 기숙학원이 맞지 않겠다고 생각했고, 수능 이후 너무 지

쳐있었기 때문에 선행반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정규반 중 강남대성 정규반을 선택한 이유는 긴 수업시간 때문이었습니다. 고3 

생활 대부분을 자습으로 보냈기 때문에 생활 패턴을 완전히 바꿔보고 싶었습니다. 갖고 있던 이상한 신념을 버리고 많은 수업을 들

으며 자습 때 활용해 무의미한 자습이 없기를 바라며 강남대성을 선택하였습니다. 

 

<학습방법> 

#저는 현역 때 하던 모든 것을 바꾸려 노력했습니다.  

  5시간 자던 것을 8시간 수면으로 늘렸습니다. 현역 때는 일주일 내내 전부 성실히 임하던 자습을 재수할 때는 주말 오전은 온전

히 쉬었습니다. 학사 생활을 했었는데 주말 오전에는 혼자 주변 산책을 다니기도 하고, 헬스장에 가서 운동도 하고, 학사에서 혼자 

유튜브를 보며 그림 그리기도 배워보고, 책도 읽는 등 취미를 즐겼습니다. 물론 공부법을 변화시킨 것도 크겠지만 공부시간을 오히

려 줄였음에도 성적은 크게 올랐고, 수면시간 증가와 여러 취미생활로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스트레스 감소는 중학생 

때부터 있던 흰머리가 전부 검은 머리로 바뀌어서 크게 체감이 되었습니다. 
 

#저는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는 것이 재수 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현역 때 하던 공부법을 완전히 바꾸진 않더라도 수정 및 조정의 과정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선 노력한 만큼 실력이 오른다는 점입니다.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부분 과

목의 공부법을 찾을 수 있었는데 공부법을 찾았다고 생각한 이유가 자습을 할 때마다 실력이 증가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

후 시간만 주어지면 수능 만점도 가능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겼고, 쉬는시간과 점심시간, 저녁시간을 전부 자습에 활용하는 계기

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슬럼프가 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슬럼프는 공부를 해도 늘지 않고, 막연한 두려움으로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게 되는 상황입니다. 재수 초기에 가장 

두려웠던 것은 4년간 수능 공부에만 전념했는데 만약 수능에 실패한다면 사회 어느 곳에서도 수능 공부만 한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공부법 중 특히 국어 공부법을 찾고, 비문학을 읽는 실력이 계속 오르면서 대학에 가서 다양

한 논문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학을 가더라도 상관없이 4년간의 노력이 헛된 것은 아니

라고 생각했고, 실력이 계속 늘어나는 것을 즐기며 슬럼프 없이 재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몇몇 고등학교 친구들도 그랬던 것 같고, 저도 그랬고 자기 공부법에 대한 확신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재수할 때는 이 확신이 굉

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했고, 대성학원 선생님들의 조언을 토대로 공부법을 조정했습니다. 대성학원 선생님들의 조언은 재수를 하

면서 이 학원을 다니길 잘했다고 생각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의 공부에 대한 조언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모범생이 되기 위한 방법들이었던 것 같고, 대성학원 선생님들의 조

언은 당장 나의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언이었습니다. 또 한 반에 들어오시는 선생님이 워낙 많아서 몇몇 조언에 대한 맹신 없

이 다양한 조언을 들었고, 공부법의 가이드라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과목별로 단권화를 하는 게 좋을 것이다” “문제 거르지 마

라” “아인슈타인이 말하기를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증세이다.’ 그러니 같은 문제만 풀지 마

라” “수능 직전까지 실력은 오른다” 등의 조언은 현역 때의 잘못된 습관들을 바로잡을 수 있게 해주었고, 나름 빠르게 저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저는 화1 3등급입니다. 6, 9월 평가원은 전부 50이었습니다. 그만큼 수능은 변수가 많은 시험입니다. 재수생활 1년을 수능에 전

부 쏟아붓는 것은 추천하지 않아요. 나름의 여유를 찾고 즐기시길 바랍니다. 지금 다시 재수생활로 돌아가라고 해도 저는 크게 거

부감이 들지는 않습니다. 불안감은 있었지만 즐거움도 많았습니다. 실력도 오르며 스트레스도 적게 받을 수 있는 자신만의 재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공부법과 생활방식을 찾아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