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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정승준T 온라인 강의 안내문

ZOOM 이용하기 “ 모바일 ”

ZOOM 이용하기 “ PC ”

과제 안내문

주의사항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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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준T-온라인강의안내문 “모바일이용”]
01 ZOOM 어플 다운로드 받고, 로그인 하기

02 참가하기

① 참가 버튼 클릭

② 회의 ID 입력란에 [ 460 339 7871 ] 입력하고 참가 클릭

③ 회의 암호 입력란에 [ mathjsj20 ] 입력하고 계속

④ 잠시 대기 후 입장 수락되면 강의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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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준T-온라인강의안내문 “PC이용”]
01 ZOOM 검색해서 가입하고, 로그인 하기

02 참가하기

① 회의 참가 버튼 클릭

② 회의 ID 입력란에 [ 460 339 7871 ] 입력하고 참가 클릭

③ 회의 암호 입력란에 [ mathjsj20 ] 입력하고 회의 참가

④ 잠시 대기 후 입장 수락되면 강의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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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안내문]
 딥마인드 (복습 및 예습)

빈 종이를 칠판이라 생각하고 그 주에 나간 부분을 다시 한번 복습해봅니다.
막히는 부분이 있거나 의문이 든다면 정확히 알고 있지 않은 것이므로 그 
부분을 다시 공부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완성한 개념을 수업시간 교재에서 풀었던 문제들에 적용시켜 
다시 해결해보고,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QR코드를 활용하여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MPT (오답노트) 담임선생님께 전문항 사진으로 제출

매주 배운 딥마인드 진도에 맞춰서 문제를 풀고, 담임선생님게 제출합니다.
-카카오톡, 문자 등을 이용하여 사진으로 전송부탁드립니다.

시간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대치시대인재
(확통정규)

9:00 – 12:30

대치새움
일등급

9:00 – 12:30

목동사과나무
(확통특강)

1:30 – 5:00

중계학림
(확통특강)

1:30 – 5:00
성북학림
(확통특강)

1:30 – 5:00

대치새움
(확통특강)

1:30 – 5:00
대치시대인재

일등급
1:30 – 5:00

대치시대인재
최상위

1:30 – 5:00

목동시대인재
6:30 – 10:00

성북학림
6:30 – 10:00

중계학림
6:30 – 10:00

대치
정시파이터

6:30 – 10:00

목동사과나무
1:30 – 5:00

성북학림
정시파이터

6:30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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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01 강의실 입장은 수업 30분 전부터 가능합니다. 

지각생의 경우, 입장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강의 시작 30분 전에 수업 준비를 마쳐주시고, 강의실 입장 
해주시기 바랍니다. 

02 출석체크 

출석체크는 강의실 채팅창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름 / 부모님 전화번호 뒷자리] 입력 후 수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03 교재는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택배로 교재를 수령하는 학생의 경우 택배가 기한 내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 정승준수학연구소 홈페이지(www.mathjsj.com)를 이용하여 0회차 수업 PDF를 다운 받으시고,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주간학습지 W해설의 경우, PDF로 제공되지 않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제공되는 수업 자료 오픈 기간 [2020년 12월 31일 오후 2시 – 2021년 1월 3일 오후 10시]
이후 시간에는 PDF 다운로드가 제한됩니다. 미리 다운 받으셔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04 강의 종료 후 홈페이지에 제공되는 복습영상으로 복습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기]
01  실시간 질의 응답 (문자, 카카오톡 가능) 

각 반에 정해진 담임선생님께 문자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질문 가능합니다. 

반 명

▶ 대치 최상위반 / 확통반

▶ 대치 정시파이터

▶ 대일외고

▶ 대치 일등급반

▶ 목동 시대인재

▶ 목동 사과나무 

▶ 성북 학림

▶ 중계 학림

담임선생님 김상훈 선생님 정보라 선생님 박동현 선생님

연락처 010-4134-3141 010-4040-3679 010-2113-7248

주의사항은 반드시 확인 후, 양식에 맞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

문자 상단에 출처 반드시 기재하고, 자신의 풀이과정이나 해설지에서 모르는 부분에 표시하여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셔야 합니다. (출처 표기 예시1 : W 2주차 32번 / 예시2 : 수평선 수학I E02-37)

정승준T 컨텐츠 & 시대인재 컨텐츠만 질문 가능! (외부문항 질문 불가! 단, EBS 교재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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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강보강 방법
01 회원가입과 로그인 방법

홈페이지 주소: www.mathjsj.com (인터넷 브라우저는 크롬 사용을 권장)

홈페이지를 처음 이용하는 학생은 반드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회원가입 시 학부모 핸드폰 번호, 본인 핸드폰 번호는 반드시 면담카드에 작성한 번호와 일치해야 합니다.

02 동영상 보강방법

[자료집] → [동영상 강좌]에서 원하는 강의를 선택합니다.

강의 목록 중 초록색은 출석한 강의, 빨간색은 결석한 강의입니다.

결석한 강의를 수강하고자 한다면 해당 강의를 선택한 후 동영상 시청 신청을 클릭합니다.

회원가입시 등록한 학부모 번호로 보강 승인 문자가

가며, 학부모가 직접 승인을 해주시면 시청가능합니다.

승인완료시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승인완료 문자가

전송됩니다. 

동영상 보강 과정 중 문제가 생긴 경우 

양진희 현장실장(010-5612-2944)에게 연락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