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단기 관리형 종합반 성적 현황

구분 국어 영어 한국사 총점 출석율

진단고사 60 95 25 180

98%중간고사 75 90 85 250

기말고사 85 80 80 245

● 종합반의 관리시스템이 내 자신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해줬습니다.

무엇보다도 ‘관리형 종합반’을 성실히 그리고 끝까지 수강한 것이 핵심 성공 요인이 되었습니다. 공단기 설명회에

참석하여 종합반 설명을 들은 후 공단기 종합반 특유의 철저한 관리시스템과 과학적인 피드백이 저에게 필요함

을 직감하였고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매일 아침 행해지는 복습테스트와 중간, 기말고사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며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었고, 종합반을 마칠 즈음 자신의 수준을 스스로 평가

하고 시험기간까지의 공부(강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짤 수 있었습니다.

종합반 수강은 합격까지 건너갈 주춧돌을 견고히 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공단기의 특별한 관리시스템에

1등 강사의 강의력으로 남과 차별되는 실력을 다지고, 무엇보다 수험생활에 맞는 생활패턴을 몸에 익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꼭 합격하겠다는 의지와 하루도 결석하지 않겠다는 성실함만 가지고 공단기 시스템에 저를 온

전히 맡겼습니다.

● 관리형 종합반 수강후

종합반 수료 후, 6월 지방직 시험을 목표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남은기간이 많지 않았기에 고득점보다는 합격가

능점수를 만들기로 하였고, 모든 과목이 골고루 85점이상은 나와야겠다는 생각에 기출이나 문제의 풀이보다는

기본서를 꼼꼼히 공부하고 그것을 최대한 반복 회독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하여 처음 2달은 혼자 공부하

기엔 부족하다 싶은 과목은 단과반실강을 신청하여 공부하고 나머지는 독학으로 기본서를 놓치는 부분 없이확실

히 마무리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시험임박 2달 계획을 세울 때 고민이 많았습니다. 2달여 시간을 최대한 전략적으로 보내기 위한 전략은 저에게

기출문제 풀이보다는 다시 한번 기본서 회독이었습니다. 서울시 시험을 제외하곤 기본서를 벗어나는 내용이 나

오는 경우는 한정되어 있었고, 다시 강조해 목표는 고득점이 아닌 합격이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회독을 시작할

때는 속도가 더뎌서 5과목 1회독이 이주일이 걸렸습니다.

생활습관적인 측면에서는 하루 주 6일 매일 12시간의 공부시간을 확보하였고 주말에 하루는 완전한 휴식을 취했

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가까워지며 오히려 공부시간을 단축하여 하루 8시간 정도 공부하고 나머지 시간은 마인

드컨트롤과 휴식을 취하며 심신체력유지에 신경 썼습니다.

돌이켜보면 합격의 비결은 복잡하지도 다양하지도 않았던 거 같습니다. ‘기본’과 ‘꾸준함’을 주재료로 하여 자신

만의 ‘현실적 전략’을 조미료로 사용한 결과, 합격이라는 달디단 기쁨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설명회 참석 후 종합반 수강,  ‘기본’과 ‘반복＇이 핵심 키워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