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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러셀을 알게 된 계기와 선택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주변의 재수를 하는 최상위권 친구들이 러셀 평촌학원에서 이미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상위권 학생들과 같이 선의의 경쟁을 하며 성적을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러셀 평촌학원은 필요한 수업을 골라서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저 혼자만의 공부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러셀
평촌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2. 슬럼프가 왔던 경험이 있나요?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저는 슬럼프가 오는 이유는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쳇바퀴
굴리듯이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다 보면 생활에 대해 무기력함을 느끼고, 이 생활의
목적이 무엇인가와 같은 회의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슬럼프를 느낄 때마다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하며 공부할 때 힘든 점이나 학습방향에 대해 이야기 하며
답답함을 풀었습니다.
3. 과목별 학습 노하우가 궁금해요!
일단 국어과목의 경우에는 사고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이 1순위이긴 하지만 다른 사설 모의고사나 리트지문과 같은 고난도 지문으로
연습하는 훈련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침마다 평가원 비문학 문학 지문은 1시간
30분정도 시간제한 없이 공부한 후 인강을 통해서 모르는 부분을 보충하는 식으로
공부하였습니다. 기출분석을 할 때 학생들이 가장 실수하는 점 중 하나가 시간을
재고 푼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재고 문제를 풀게 되면 압박감 때문에 공부한다는
느낌을 주긴 하지만 정작 고민하고 사고하는 시간은 부족하게 되어 정작
국어실력은 많이 향상되지 않습니다. 시간 제한 없이 고민하고 생각하며 공부하는
것, 호기심을 가지고 이 문장이 왜 쓰였는지 고민하며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학 과목의 경우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것이 1순위 이며 그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교과서를 생각하며 읽는 것입니다. 수학 개념서를 읽을 때는 이 공식이 왜
도출되었는가?
이것을 왜 배우는 가? 라는 것을 생각하며 읽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좌표를 왜
배우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점,선,면,구의 위치관계 파악을 쉽고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 만든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 과정이
기출문제를 풀 때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출문제를 분석할 때에는 평가원의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조건이 왜 주어졌지? 굳이 이러한 발문을 쓴 이유가 무엇일까? 등을 생각하며
기출문제를 분석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이러한 과정이 혼자 하기에는 버겁다고
생각하여 인강과 현장강의 수업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파이널 기간 때에는
기출문제 풀이를 지속적으로 해주어야 하며 평기원 스타일대로 출제된 양질의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해주세요.
수험생활이 힘든 것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한다고 해서 마음이 힘든 것이 없어지지 않죠. 수능은 내신 시험과 달리 암기
시험도 아니고 컨디션과 운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험이니 불안함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이해 못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위의 최상위권 또는
극상위권 학생들을 보면 항상 잘 봅니다. 어느 정도 이상의 실력이 있다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요. 자만은 금물입니다.
자신에게 쉽다면 모두에게 쉽습니다. 자신에게 어려운 것은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것을 노력으로 극복하는 사람이 좋은 성과를 얻는 것입니다. 불안해
하기 보다는 지금 눈 앞에 놓여진 기출문제 한번 더 분석하고 혹시라도 빠진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며 매꾸는 것이 수험생활에 더 도움될 것입니다. 수험 생활때
멘탈이 좋아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도 멘탈이 않 좋은 학생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멘탈이 않 좋지만 그 불안한 생각을 잊기 위해 공부했습니다. 멘탈이
않 좋다는 핑계로 자신이 공부하지 않는 것을 포장하지 마세요. 순전히 여러분들의
탓입니다. 원하는 대학을 가지 않는다고 해서 현실적인 문제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노력하지 않고 대학을 못 가게 된다면 대학의 콤플렉스가 영원히
여러분의 어깨위에 있을 것입니다. 걱정보단 긍정을 불안보단 노력을 우선시하는
학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