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밀 모 임 운 영 계 획 서

목표는 초고득
초고득에는 방법이 있다는데? 그 방법을 알아가는 모임

비밀모임 개설 시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입니다.
아래와 같은 정보가 구체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어야 비밀모임 참여를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비밀모임 소개/비밀모임 대상/비밀모임 목표/비밀모임 커리큘럼/비밀모임 미션/ 관련 자료)

비밀모임을 만든 합격생 담임 소개
-7회 피트 표준점수 293.3

이력

-핏단기 인강 장학생1등
-전남대 약학대학 재학중

#

#피트초고득 #인강생

“초고득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이 다를까? 운이라 치기에는 평소에도 점수를 높게 유지하는
것 같고 머리가 엄청 똑똑한 것도 아닌 것 같고..”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겁니다.
바로 어떻게 저런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사실 이유가 한가지가 아니고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
로 작용하였겠지만 가장 큰 이유를 뽑으라고 하면, 저의 경우는 어떠한 유형을 정리하여 다
음에 만났을 때 다시는 안 틀리는 능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사실 저는 부지런함과는 어울
리는 사람은 아닙니다. 고등학교 내신도 딱히 뛰어나지 않았고, 전적대학교 GPA로 80대 중반
을 넘지 못했지요. 하지만 고등학교 때 모의고사는 성적이 좋았고, 수능도 성적이 좋았으며,
PEET응시 때에는 이렇게 초고득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1년에 한번, 주기가 길고 유형화 되어
있는 시험에 매우 강점을 보여 왔습니다.
저도 과거를 돌이켜 보면 처음부터 잘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빠른 발전
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었고 그 이유에는 틀린 문제를 다시 틀리지 않기 위해 공부를 한 시간
이 매우 많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유형을 정리하고 실수를 정리하는 데에 사
용을 하였지요.
저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얻은 저의 노하우와 제가 정리를 해놓았던 유형들을 여러분들께 알
려드리고자 합니다.

[상세설명 - 비밀모임 소개] 이 모임을 만들게 된 이유는 명확합니다.
문의: 커넥츠앱에서 ‘커넥터 모임’을 검색하세요

1.

공부방법을 모르는 사람에게 공부방법 알려주기.

2.

과목별 유형별 유형 분석

3.

상황에 맞는 상담 제공

[상세설명 - 비밀모임 대상] 특히 이런 상황인 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 푸는 시간이 느리신 분
⚫ 암기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점수가 안 오르시는 분
⚫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

[상세설명 - 비밀모임 목표] 최종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실수가 줄어든다.

⚫

시간이 남게 된다.

⚫

고득점이 된다.

[상세설명 - 비밀모임 커리큘럼] 주차별 아래 주제로 진행됩니다.
컨텐츠

상세 내용 및 진행방식

공부 방법 칼럼

불특정 시기로 과목별 공부방법, 시기별 공부방법에 대한 칼럼

유형 분석

1주일에 최소 두 과목, 두 유형 분석 제공

질의응답

전 과목, 전 범위, 항상,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면 그 즉시

학습상담, 생활상담

신청자에 한에서 주 1회, 답은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면 즉시,
늦어도 해당 주 토요일 오후10시까지

문의: 커넥츠앱에서 ‘커넥터 모임’을 검색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