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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밍구 T 이력 

현) 잡스 교습소 운영(원장) 

현)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수학과 출신 

현) 경기도 영, 수 과외 1 타(과외왕 기준 : 고유번호 102477) 

현) 오르비 수학 CLASS 인강강사 

현) 수만휘 멘토 

현) 오르비 및 수만휘 다수칼럼 보유 

현) 유튜브 무료 인강강사(https://www.youtube.com/user/godghkdalsrn) 

현) 오르비 및 수만휘 다수칼럼 보유 

현) 과외시간 2 만시간 이상 투자 및 100 명 이상 가르친 경험 및 노하우. 

과) 2015, 2016 학년도 수학 수능 만점 

과) 90%는 전부 성적이 올랐습니다. 

과) 멘사 회원 

 

1. 밍구 T-어떻게 해서 선생님이 되었나? 

1) 왕따 

2) 권투선수 및 전교꼴지 

3) 강제자퇴->미국/필리핀 교환학생 및 어학연수 

4) 정신차림->2 년 연속 전교 5 위권 (feat. 복학생의 서러움)  

5) But 1 학년 때 무단결석으로 수시 6 광탈ㅠㅠ 

6) 정시로 간신히 대학을 들어감 

7) 부모님에게 절대 돈을 받지 않겠다는 신념으로 과외시작 

8) 하다 보니 학생들이 좋아졌고, 나만의 교육철학이 생기게 됨. 

9) 처음 맡은 3 명의 친구들이 4 등급에서 전부 1 등급으로 오름 

10)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소문 

11) 현재 동네에서 교습소 직접운영 

12) 학생들에게 가장 올바른 교육을 가르치고 싶고 잘못된 교육을 고치고 싶은 대한민국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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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의특징-8 가지의 약속 

1) 학생의 입장에서 진행하는 강의. 

2) 군더더기 없는 깔끔함. 

3) 오직 수능에 나오는 것만 다루는 강의. 

4) 직접 수험장에서 쓸 수 있는 개념 및 풀이를 제공해주는 강의. 

5) 집중이 잘 되고 시간이 빨리 가는 강의. 

6)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핵심만 집어 주는 강의. 

7) 입체적인 풀이 및 사고방식을 제공해주는 강의. 

8) 중, 하위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강의. 

 

 

3. 밍구 T 와 함께하면 얻는 Advantage 

1) 어디서도 꿇리지 않는 완벽한 수학공부법. 

2) 직접 1:1 질의응답 및 피드백. 

3) 해석의 틀 및 풀이의 틀. 

4) 문제를 보는 정확한 시각. 

5) 논리적 완벽성. 

6) 단 기간에 정확하게 완성되는 개념 및 실력. 

7) 최종목표 : 어떠한 문제든 혼자서 완벽하게 풀 수 있는 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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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