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정승준T 정시파이터
온라인 강의 안내문
ZOOM 이용하기 “ 모바일 ”
ZOOM 이용하기 “ PC ”
수업 안내문
시험지 제출하기
주의사항
질문하기
[정시파이터 ZOOM]
회의 ID [ 599 764 6074 ]
회의 암호 [ 2022math ]
*정규 및 확통 수업과 다른 ID이므로 주의해주세요!!*
입장시 이름은

[이름 / 부모님 전화번호 뒷자리]로 설정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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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준T-온라인강의안내문 “모바일이용”]
01
02

ZOOM 어플 다운로드 받고, 로그인 하기
참가하기

① 참가 버튼 클릭

(입장시 이름은 [이름 / 부모님 전화번호 뒷자리]로 설정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② 회의 ID 입력란에 [ 599 764 6074 ] 입력하고 참가 클릭

③ 회의 암호 입력란에 [ 2022math ] 입력하고 계속

*카메라 : 비디오를 사용하여 참가 / *오디오 : 인터넷 오디오로 통화 클릭

④ 잠시 대기 후 입장 수락되면 강의 듣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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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준T-온라인강의안내문 “PC이용”]
01
02

ZOOM 검색해서 가입하고, 로그인 하기
참가하기

① 회의 참가 버튼 클릭

② 회의 ID 입력란에 [ 599 764 6074 ] 입력하고 참가 클릭

③ 회의 암호 입력란에 [ 2022math ] 입력하고 회의 참가

*카메라 : 비디오를 사용하여 참가 / *오디오 : 인터넷 오디오로 통화 클릭

④ 잠시 대기 후 입장 수락되면 강의 듣기
정승준 주간꿀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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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안내문]
인파이터모의고사

모의고사

W

개별 첨삭 및

응시

해제강의

해제강의

행동교정

인파이터모의고사

시험지는 당일날 오픈합니다. 절대, 미리 오픈하지 말아주세요.

*모의고사는 당일 개봉을 원칙으로 합니다.
*화면에 미개봉 모의고사가 보이도록 준비합니다.
*시험지는 끝나자마자 채점 후 담당 첨삭선생님께 카톡 OR 문자로
풀이가 잘 보이도록 모든 페이지 사진을 찍어 보냅니다.
*1:1첨삭 및 행동교정지는 늦어도 다음날 오전에 확인 가능합니다.

주간학습지 W

교재 뒷표지 QR 이용하여 제출

개별 오답노트를 만들기 위함이므로 본인이 푼 정답으로만 체크합니다.
※ 과제 제출 방법
교재 뒷 부분 QR코드 링크로 해당 주차 과제 제출하기
과제는 수업시작과 동시에 마감됩니다.
마감된 이후 과제 제출은 담임선생님께 연락바랍니다.

중복제출의 경우 최근에 제출된 과제로 MPT가 제공됩니다.

MPT (오답노트)

담임선생님께 전문항 사진으로 제출

W-MPT는 과제 제출 시 제공되며, 홈페이지에서 인쇄 가능합니다.
(OMR을 제출했으나 MPT가 없는 경우에는 담임선생님께 연락바랍니다.)
※ MPT 인쇄 방법
www.mathjsj.com [My Service] → [MPT 인쇄]
본인이 받았던 MPT가 누적저장 되어있으며,
회차별로 MPT 출력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4

정승준 주간꿀템

[시험지 제출하기]
01

시험 종료 후 빨간색연필(또는 사인펜)으로 채점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점된 부분이 잘 보이지 않을 경우 첨삭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다 나은 첨삭을 위해, ① 풀이를 침범하지 않도록 채점하기 ② 빨간색으로 채점하기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02

시험지 제출

시험지 제출은 채점이 종료되자마자 지정된 선생님께 카톡 또는 문자로 사진을 찍어 제출합니다.
*선생님 번호는 수업 하루 전 개별 공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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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파이터 모의고사 – 미개봉 상태 / 주간학습지 W – 문제를 전부 풀어둔 상태로 준비하시고,
책상에서 문제를 푸는 화면이 잘 보이도록 화면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이 다른 학생에게도 공유되므로 화면에 풀이 내용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

04

강의 종료 후 홈페이지에 제공되는 복습영상으로 복습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간학습지W 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문자전용) : 01056122944 정승준수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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