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생 담임 운 영 계 획 서

PEET 고득점으로 가는 바른 자세
핏단기 프리패스로 공부한 고득점 합격생과 함께 바른 공부 습관으로 공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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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생 담임 소개
핏단기 프리패스로 공부하여
- 2017년도 PEET 표준점수 240
이력

- 2019년도 PEET 표준점수 282.5 (M사 추정 표준점수 전국 2등)
- 한양대학교 약학대학 합격
- 충남대학교 약학대학 수석 합격
- PEET단기 모의고사 검수

#

#핏단기 #피트독학 #피트고득점 #효율적인공부법

안녕하세요, 현재 한양대학교 약학대학에 재학중인 ‘현삼’입니다!
재수까지 핏단기 프리패스로만 공부해 피트 초시 표점 240에서 재수 282까지,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동안 터득한 공부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피
트 공부, 내가 하고 있는 방법이 올바르고 효율적인 방법이 맞을까 고민하고 있으시거나, 또
는 이러한 고민이 필요한 지 잘 모르고 홀로 공부하고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초시 때 제가 충분히 공부했다고 믿었습니다. 나 정도면 똑똑하니까 합격할 거라고 착
각했습니다. 그러나 초시 때 턱 없는 점수를 받은 뒤 불안해졌습니다. 더 공부를 한다고해서
점수를 올릴 수 있을까?
피트는 공부해야 하는 범위가 넓고, 해가 지날수록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공부한다고해서 공부 시간과 비례해 점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시험은 아닙니다. 늘 공부
하던 대로의 습관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방법이 최선일지 고민하며 공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공부한 끝에 얻은 점수가 제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반복과 반성하
는 공부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이와 같이 제가 시행착오를 겪으며 깨달았던 것들을 핏준 여러분께 전달해드리려고 합니다.
한정된 시간으로 공부하는 여러분이 효율적으로 공부하고있는지, 꾸준한 관리와 상담을 통해
합격으로 빠르게 가실 수 있도록 바른 자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세설명 - 합격생 담임 소개] 이 모임을 만들게 된 이유는 명확합니다.

문의: 커넥츠앱에서 ‘커넥터 모임’을 검색하세요

인강을 통해 혼자 공부하시는 분, 공부 의지가 자꾸 꺾여서 고민인 분, 또는 실제 피트 고득
점을 달성한 합격생에게 조언을 들을 기회가 없어 불안하신 분 계신 가요? 저도 이 모두에
해당되는 학생이었습니다.
학원에 다니든, 인강을 이용하든 피트 공부는 결국 본인 스스로 하는 싸움입니다. 이 길을 제
대로 걷고 있는지 옆에서 함께 걷는 학습 관리 멘토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바르게 잡고 끈기 있게 하루하루 버텨 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공부 계획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 매일 체크하며 하루를 돌아보고,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인지
팁을 전달받아 자신의 습관으로 체화하실 수 있는 모임으로 어서오세요!

[상세설명 - 합격생 담임 스터디 대상] 이런 상황인 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

인강 독학하는 PEET 수험생

⚫

PEET 공부에 대한 방향성이 걱정되는 초시생

⚫

점수를 올릴 수 있을지 자신 없는 N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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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ET 성적 향상

⚫

스스로 하는 바른 공부 습관 형성

⚫

시험에 대한 자신감 상승

[상세설명 - 합격생 담임 커리큘럼] 주차별(매월) 아래 주제로 진행됩니다.
주차

주차별 주제

커리큘럼 짜기
1

+ 한 주 동안의 과
목별 공부계획
세우기

상세 내용 및 진행방식
- 인강을 활용한 공부 계획 짜기에 도움이 되는 팁 제공
- 앞으로 시험날짜까지의 (인강) 커리큘럼을 대략적으로 구상하기
- 한 주 동안의 공부 계획을 세우고 업로드해 피드백 받기
- 학습 방법에 도움이 되는 조언(바른 공부방법) 제공 (추후 매주 업데

한 주 동안의 과목
2

별 공부계획 세우
고 실천하기
+ 복습 미션 시작

이트 합니다)
- 한 주 동안의 공부 계획을 세우고 업로드하기
- 지난 주 계획에 대한 성취도 확인, 부족한 점이 있을 시 반성하기
- 피드백 받기

- 복습은 수험생 본인 상황에 맞추어 자유롭게 진행하되 인증
요일에는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한 주 동안의 과목
3

별 공부계획 세우

- 2주차 내용과 동일

고 실천하기

- 문풀이 저의 공부 팁 대로 실천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체크

+ 문풀 반성 미션

하고 피드백 해드립니다.

시작
문의: 커넥츠앱에서 ‘커넥터 모임’을 검색하세요

한 주 동안의 과목
4

별 공부계획 세우
고 실천하기 (매주

- 3주차 내용과 동일

반복)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바른 공부 팁)
- 과목별로 핵심만 요약하여 빠르게 복습할 수 있는 나만의 정
리본 만들기
바른 공부방법 공
유

- 자주 빠르게 복습하기
- 틀린 문제를 대하는 자세
- 문제풀이 훈련으로 나의 부족한 점 더 찾아내기
- 실전에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통암기 해야 하는 것들
- 시험 일주일 직전에 꺼내야 하는 필살기
등의 공부 팁을 밴드에 게시합니다.

[상세설명 - 합격생 담임 미션] 스터디에서 실천해야할 구체적인 미션입니다.
#
1

2

미션명
출석 체크

미션 내용 및 인증 방식

진행요일

밴드로 매일 아침 출석 체크: 공부 시작 시간에 의무적으
로 출석 체크를 하여 규칙적인 생활에 대한 책임감 고취

오늘의 총 공

타이머를 이용해 공부에 집중한 시간을 카운트하여 그

부시간 보고

날의 총 공부시간이 기록된 타이머를 사진으로 찍어 올

인증시
간

월~금

9:00

월~금

22:30

월, 목

22:30

화, 금

22:30

리기: 다른 학생과 공부 시간을 비교하여 자극받기
자주자주 복습
3

4

인증

복습은 꾸준히 자주자주: 밴드의 TO DO LIST를 활용하여,
귀찮아서 뛰어넘기 쉬운 복습을 이행하였는지 체크

문풀 후 반성
하기

틀린 문제를 되돌아보고 한 문제씩 업로드(문제+본인의
풀이+반성+바른 풀이법 작성): 틀리게 된 이유 분석과
해결책 마련하기를 올바르게 실천하고 있는지 확인받기

[상세설명 - 사용 자료] 합격생 담임 커넥터가 무료 제공하는 비밀 자료
#

자료 형태

자료명

자료출처

1

PDF

과목별 핵심 요약 정리 예시 자료

2

PDF

틀린 문제 바르게 리뷰하기 예시 자료

문의: 커넥츠앱에서 ‘커넥터 모임’을 검색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