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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이 전자책의 가치, 당신도 국어 1등급 충분히 가능합니다.

수능 국어 1등급? 타고나지 않아도 누구나 충분히 받을 수 있습
니다. 올바른 훈련을 통해 누구나 가능해요. 저는 현역 4등급이었
던 국어 성적을 독학으로 공부해서 삼수 때는 안정적 1등급(백분
위98)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저는 머리도 안 좋고 (아이큐 두 자리), 어릴 때 책도 많이 안 읽
었습니다. 그런데 수능 국어를 올바른 방법으로 공부해서 성적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노력한다면 어릴 때 책을 안 읽은 사람도, 국어
재능이 없는 사람도 충분히 수능 1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전자책은 국어 성적을 높이기 위한 올바른 공부법과 이를 위
해 어떤 문제집을 풀고 어떤 인강을 들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커
리큘럼으로 하나하나 전부 제시합니다.

아무리 국어에 기초가 없는 노베이스라 해도 상관 없습니다. 수
능 국어가 워낙 추상적이라 어떻게 공부해야할지 워낙 막막하시
죠?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마리가 안 잡히는 수능 국어의
본질은 두뇌 피지컬입니다. 즉, 국어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는 뇌
근육을 길러야한다는 겁니다.

국어 피지컬을 구성하는 2가지 능력과 그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구
체적인 커리큘럼을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비효율적으로 공부했던 인강이나 교재, 제가 잘못 공부한
방법은 뺐습니다. 저의 시행착오를 여러분은 겪으면 안됩니다.

제가 3년 동안 독학으로 국어 공부를 하며 고생 끝에 알아낸 꿀
팁을 여러분은 손쉽게 얻어가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국어 공부 어떻게 해야할지, 국어 문제집을 뭘 풀어야
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번 고민할 때마다 1-2시간 고민한다고 하면, 시급으로만 쳐도
9천원~ 1만8천원의 손해입니다. 그런데 수험생의 시간 가치는 그
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로인해 입는 여러분의 손실은 막대
합니다.

밥 한 끼 가격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돈을 아끼시는 건 어
떨까요?.

그것이 이 전자책이 드리는 가치입니다.

1. 노베이스 국어 공부법의 본질
노베이스 국어 공부법의 본질, 2가지 능력

이제 더 이상 국어 공부법을 찾기 위해 인터넷 안 뒤지셔도 됩니
다. 그냥 제가 이 글 하나로, 수능 국어 공부의 본질을 2가지 능
력으로 깔끔히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는 평가원이 요구하는 국어의 본질에 맞춰서 공부하기만 하
면 됩니다. 이것만 알아도 시간을 날리거나 비효율적으로 공부하
거나 하지 않을 겁니다.

수능 국어 시험의 본질은,
1)글을 이해하며 읽고,
2)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능력

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즉, 독해력과 판단력이라는 두 가지 능력을 평가합니다.

제시된 독서지문이든 문학 지문이든, 글을 읽을 때 이해를 하며
읽을 수 있어야 하고,(독해력)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선지의 정오를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
할 수 있어야 합니다.(판단력)

이 2가지면 끝이에요. 이 2가지 능력의 피지컬을 향상시키기 위
한 훈련을 하면 성적은 우상향됩니다.

더 이상 헛바퀴 돌리는 듯한 국어 공부를 하지마세요.

그렇다면 어릴 때 책을 읽지도 않았고, 국어에 재능도 없는 우리
는 어떻게 훈련을 해야할까요?

노베이스가 국어 성적 높이는 훈련법을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