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정치외교학부 합격!
강남대성인문별관 1반 서영재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대성 인문별관 인문1반에서 공부했고 이번에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하게 된 서영재라고 합니다.

< 합격 소감 >
합격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와서 좋았고 무엇보다도 제가 원하던 진로에 한발 나아간 것 같아서 정말 기뻤습니다.

< 재수 결심 이유>
원래 희망이었던 진로가 있었는데 그것이 제게 맞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바로 재수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대성학원을 선택하게 된 이유 >
현역 때도 대성학원이 아무래도 재수학원 중에서 최고라는 말을 들어왔었고 실제로도 저희 누나도 대성학원에서 공부하고 서울대
입학하게 된 사례가 있어서 대성학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 대성학원 첫 인상, 분위기 >
대성학원에 처음 왔을 때 처음 반에 들어갔을 때 모두들 쉬는 시간이었는데도 책을 펴고 정숙을 지키며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고
‘아, 정말 공부하는 곳이 맞구나’ 여기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 대성학원의 장점 >
제가 생각하는 대성학원의 제일 큰 장점은 아무래도 최상위권의 학생들이 모두 모여서 자신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곳이기 때문
에 많은 동기부여도 되고 그만큼 그런 학생들을 맞추기 위해서 좋은 선생님들이 계신 것 같아서 좋은 결과를 얻는데 큰 도움이 되
었던 것 같습니다.

< 대성학원의 관리시스템 >
대성학원 관리시스템 중에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점심을 먹고 나서 늘 매일 치러지는 미니테스트가 가장 인상 깊었습
니다. 월수금에는 국어를 보고 화목에는 수학을 보면서 미니테스트를 통해서 점심을 먹고 난 후에도 시험을 치르면서 실전 대비 감
각을 길러주는 그런 관리시스템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 대성학원에서 공부하면서 달라진 점 >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어떻게 해서든 시간을 내서 공부할 때는 공부를 하고 특히 수면에 대해서는 반드시 6~7
시간을 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켰던 것이 현역 때와는 달리 제가 재수하면서 지켰던 점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현역 때는
하지 않았던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암기과목을 노트에 적어서 암기한다든가 어려웠던 과목을 훑어본다거나 그런 자투리 시간의
활용이 재수 때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 재수생활 중 방해 요인과 극복방법 >
재수할 때 방해 요인이 있었다면 아무래도 핸드폰으로 하는 SNS가 가장 방해 요인이었는데 그것을 막고자 저는 좀 특이하게 모
의고사를 핸드폰으로 캡처하거나 국어 지문을 캡처해서 갤러리에 저장해두고 핸드폰을 켤 때마다 SNS 앱으로 들어가지 않고 갤러
리로 들어가서 글을 읽어본다거나 문제를 훑어보면서 그것을 극복했었습니다.

< 시간 관리 노하우 >
시간 관리 노하우는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여겼던 것이 수면이었고요. 수면을 충분히 취하되 남은
시간에는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공부를 하고 특히 아침에 늘 깨어있기 위해서 적어도 6시에는 기상을 해서 전날에 공부했던 수
학이라든가 국어라든가 문제집들을 보면서 머리를 깨워주는데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 자신만의 학습 비법 >
우선 국어 같은 경우에는 특히 비문학은 제가 가장 어려워했던 파트여서 우선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감을 익히고 실전 대

비 연습을 많이 하였고요. 또 대성에서 나오는 사설문제집이나 제가 개인적으로 구매한 사설 문제집에서 실전에서 내가 모르는 문
제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며 훈련을 많이 하였고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개념을 위주로 공부를 많이 하되
EBS나 다른 문제집에서 나오는 많은 문학 작품을 읽어보려 하였고 그럼에도 기출문제를 통해서 거기서 나오는 패턴들이나 그런
출제 유형들을 많이 익히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 제가 고득점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
를 풀되 풀다가 잘 안 풀릴 때는 답지를 본다거나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풀어보려고 어쩔 때는 문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한 문
제당 3시간씩도 써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답지를 보고 얻은 풀이방법은 나중에 실전에서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제가 제 스스로 터득한 풀이방법을 가지고 시험장에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 취약과목 학습법 >
저의 취약과목은 국어였는데요. 평소 하던 대로 문제 풀고 채점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력이 많이 늘지 않는 것 같아서 국어에도 뭔
가 색다른 공부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9월 정도부터 국어에서도 오답노트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틀린 문제 특히 비문학 같
은 경우에는 틀린 문제를 공책에 적고 내가 왜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경로를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적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답지에
서 혹은 선생님께서 제시하는 올바른 접근 방식을 하나하나 비교하며 써가며 ‘아,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였고 시험에서도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 시기별 학습법 >
저는 9월 모의고사 전후로 시기가 나뉜다고 생각했는데, 9월 모의고사 전에는 어떻게 해서든 개념을 충분히 숙지하고 최대한 많
은 문제를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9월 모의고사 후에는 그런 문제들을 바탕으로 오답 노트를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많이 읽
어보고 또 파이널을 대비해서 여러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보았던 것이 좋은 공부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 대성학원 학습 콘텐츠 중 가장 도움되었던 콘텐츠와 활용법 >
강대모의고사가 가장 저에게 기억에 남는 대성의 콘텐츠였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이유가 그것이 저에게 실전 감각을 키우는데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그 문제를 출제하신 대성의 여러 선생님들의 출제의도를 파악하고 또 그것을 숙지하는
훈련을 제공해주어서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콘텐츠였습니다.

< 재수 생활 중 가장 힘들었던 순간>
저에게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아무래도 9월 모의고사가 끝나고 가장 힘들었는데요. 9월 모의고사에서 제가 생각했던 대로 점수
가 나오지 않고 많이 당황을 했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그때마다 저희 학원에 담임선생님께서 9월 모의고사를 못 봤어도 수능
만 잘 보면 된다고 격려를 해주셔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 재수 생활 중 가장 즐거웠던 순간 >
두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수면 시간을 꼭 지키자였구요. 현역 때 수면 시간을 잘 지키지 않아서 새벽까지 그냥 어영부영 시간을 때우다가 다음날
고생한 적이 많아서 반드시 수면 시간을 꼭 지켜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두 번째는 현역 때와는 다르게 선생님께서 시키시는 것들 모두 다 지켜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선생님 말씀을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 재수를 시작하는 후배들에게 격려 >
제가 대성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저희 담임선생님이신 권한상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시간이 없다고 해서 실패하는 것
도 아니고, 시간이 많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결국 내가 마음먹기에 달렸고 내 행
동에 달렸기 때문에 끝까지 열심히 수능장에서 나오는 순간까지 화이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