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생 담임 운 영 계 획 서

오직 인강 프리패스만으로 PEET 고득점
피트 상위0.3% 이화여대 약대생의 학습코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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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PEET 표준점수 합 272.3 (상위 0.3%)

이력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최초합격
부산대학교 약학대학 수석합격

#

#핏단기 #인강프리패스 #독학 #피트고득점 #약대합격

<오직 인강 프리패스만으로 독학하여 PEET 고득점에 성공하였습니다.>
저는 PEET 초시 때 표준점수 합 245.1에서 재시 때 표준점수 합 272.3으로 가파르게 성적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큰 폭으로 성적이 오른 이유는 인강 프리패스를 수강했기 때문입니다. 초
시를 준비할 때에는 학원에서 현강을 수강했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따라
서 재도전을 시작하기 전에 초시를 준비했던 방법의 문제점을 파악해보았습니다. 첫번째 문
제는 현강을 고집하여 저와 맞지 않는 강사의 강의 수강을 강행했던 것이었습니다. 두번째
문제는 학원에서 정해준 비효율적인 시간표대로 공부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저에게
맞는 강사의 강의를 선택할 수 있는 인강 프리패스를 수강하며 직접 계획을 세워 공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인강을 수강하면 본인에게 맞는 강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진도
를 따라가지 못해서 실패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실패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강에 맞
게 효율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한 결과 2019 PEET에서 표준점수 합 272.3으로 상위 0.3%라
는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인강으로 독학하여 성공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방법, 그리고 과목별로 효과
적인 공부법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계획 수립 방법과 공부법을 체득하였고, 오직
인강 프리패스만으로 독학하여 PEET 고득점에 성공하였습니다. 따라서 핏단기 시그니쳐 프리
패스만으로 PEET 고득점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에게 저의 학습 코칭이 상당한 도움이 될 것
이라고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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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커넥츠앱에서 ‘커넥터 모임’을 검색하세요

이 모임은 PEET를 처음 준비하면서 막연한 분들, 재도전을 하기로 마음먹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PEET는 많은 N수생들로 인해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PEET 고득점에 성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굳은 의
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면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PEET에서 만족스러운 성적을 받기 위해
꼭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방법, 그리고 각 과목별 공부법을 전수해드리겠습니다.
인강 커리큘럼에 맞추어 개인에게 적합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도와드립니다. 또한 한 주마다
피드백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계획을 보완하여 합격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끝까
지 의지가 약해지지 않도록 모임 내에서 본인의 순수한 공부 시간 순위도 알려드립니다. 수
험생활 도중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슬럼프 역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먼저 PEET를
치르고 약대에 합격한 선배로서 약대 합격을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상세설명 - 합격생 담임 스터디 대상] 이런 상황인 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 오직 인강만으로 독학하여 피트 고득점을 원하시는 분
⚫ 혼자서 공부계획을 세우기 힘드신 분
⚫ 효율적인 공부를 하고자 하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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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계적인 학습

⚫

피트 고득점

⚫

약학대학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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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별 주제

인강 공부법 설명
1

및 커리큘럼에 맞
춘 계획 수립

2

3

상세 내용 및 진행방식

인강을 수강하는 중에 지켜야 할 것과 인강을 수강하기 전,후에
효율적으로 예,복습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과목별 인강
커리큘럼에 맞춰 해당 커리큘럼이 진행되는 동안 각 과목별 인
강을 수강할 요일과 시간대를 정합니다.

1주차 계획 실천도

1주차 계획을 실천한 정도(계획한 각 내용을 실천했는지 여부)를

피드백 및 순수한

확인하고 피드백을 진행하여 필요한 경우 기존의 계획을 보완합

공부 시간 순위 공

니다. 그리고 1주차 동안 순수하게 공부한 시간을 누적하여 모

개

임에 속한 35명 중 본인의 순위를 공개합니다.

2주차 계획 실천도

2주차 계획을 실천한 정도(계획한 각 내용을 실천했는지 여부)를

피드백 및 순수한

확인하고 피드백을 진행하여 필요한 경우 기존의 계획을 보완

공부 시간 순위 공

합니다. 그리고 2주차 동안 순수하게 공부한 시간을 누적하여

개

모임에 속한 35명 중 본인의 순위를 공개합니다.

문의: 커넥츠앱에서 ‘커넥터 모임’을 검색하세요

3주차 및 한달 계
4

획 실천도 피드백
및 순수한 공부 시
간 순위 공개

3주차 및 한달 계획을 실천한 정도(계획한 각 내용을 실천했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피드백을 진행하여 필요한 경우 기존의 계
획을 보완합니다. 그리고 3주차 및 한달 동안 순수하게 공부한
시간을 누적하여 모임에 속한 35명 중 본인의 순위를 공개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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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션명
공부 시작하는
시간 인증

미션 내용 및 인증 방식

진행요일

매일 아침 공부를 시작하는 시간(오전 9시 이전)에 공부
할 교재를 펼치고 데이마인 어플(인증 시간 조작을 방지

인증시
간
오전 9

월~토

시 이전

하기 위한 목적)로 사진 찍어 올리기
매일 밤 공부를 마치는 시간(오후 11시 이후)에 당일 계

2

공부 마치는

획과 계획 실천 여부가 나와있는 스터디 플래너를 데이

시간 인증

마인 어플(인증 시간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로 사진

오후 11

월~토

시 이후

찍어 올리기

3

하루 동안의

하루 동안 순수하게 공부한 시간(인강을 듣는 시간 제외)

순수한 공부

을 스톱워치로 COUNT-UP한 시간, 그리고 당일 계획과

시간과 당일

계획 실천 여부가 나와있는 스터디 플래너를 일반 카메

계획 실천도

라 어플(인증할 내용을 가리지 않기 위한 목적)로 사진

인증

찍어 올리기

미션2를
인증하

월~토

는 시간
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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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형태

1

미정

자료명

자료출처

2

문의: 커넥츠앱에서 ‘커넥터 모임’을 검색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