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별 상담등을 통해 앞으로 맞춤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지인의 추천으로 공단기 프리패스를 끊어 집 근처 독서실을 다니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시작하는 공부이다 보니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지 감이 잡히지도 않았었고, 철저히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이 길들여지지 않아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매일 늦게 일어나 독서실은 두 세시 쯤 가기 일쑤였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시간을 보냈고, 결과적으로 이런 불규칙적인 생활 패턴으로 인해 처음에 세운 계획과는

다르게 2개월 정도의 시간을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종합반과 함께 공부를 시작한 가장 큰 이유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처음 공무원 공부를 혼자 시작했을 때 누구의 도움도 없이 막연하게 혼자 해야 해서 어려웠던

것들이 공단기에서는 체계적으로 교수님들과 담임선생님들의 관리 아래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저는 효율적으로

계획과 목표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담임선생님과 부원장님 등 수험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1:1로 진행되는

상담들은 공부를 하는데 있어서 제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고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뿐만 아니라 슬럼프를

극복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노량진까지의 40분정도 걸리는 거리여서 최대한 남들보다는 일찍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항상

6시 20분에 일어나 학원에는 7시 20분에 도착하자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세웠고, 잠자는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일어나는 시간은 6시 20분이었습니다.  영어 공부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어휘 능력이라

생각했고, 앉아서 단어를 외우기보다는 이동하면서 단어장을 가지고 다니며 이동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이동하는 동안에 단어를 외웠고, 학원에 도착하면 7시 20분이었습니다. 7시 30분부터 45분

까지 보카영상을 시청하면서 외운 단어를 복습했습니다. 영상 시청이 끝나면 단어시험과 함께 그 전날에 배운

것들을 테스트 했는데, 이렇게 매일매일 복습 테스트를 통해 제가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더 공부를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어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주마다 개인별로 복습테스트

결과를 묶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보충문제를 내주는 공단기 종합반만의 복습테스트는 저에게 또 한

분의 선생님과 같았고, 이를 통해 약점을 쉽게 효율적으로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복습테스트가 끝나고 약

30여 분 간 자습시간에는 테스트에서 틀린 문제를 정리하고 틀린 이유를 찾아 생각해 본 뒤 기본서에

정리해두었습니다. 

이렇게 공단기에서 1,2월 종합반을 수강하면서 기본 이론과 개념 체계들을 바로 잡을 수 있었고,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공단기 관리형 종합반 성적 현황

구분 국어 영어 한국사 총점 출석율

진단고사 50 65 30 145

97%중간고사 70 70 65 205

기말고사 65 80 55 200

불규칙적인 생활패턴의 독학생, 종합반을 만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