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합격생 이현진이라고 합니다:)
글 쓰는 것을 워낙 좋아해서 관보에서 확인한 날부터 하나씩 쓰고 있네요ㅎㅎ
지난편은 편하게 썼다면, 이번편은 정보 전달 위주로 쓰겠습니다:)
각 과목별 공부방법을 언젠간 써보고 싶었는데, 우선 이론 과목부터 써보겠습니다.
제 공부 방법이 옳다기 보다 참고만 하시고 필요한 것만 취하셔서 자신만의 수험생활을 하셨으면 좋
겠습니다.

1.기출문제의 중요성
기출문제는 매번 볼 때마다 다르게 느껴집니다.
매번 년차수를 거듭하면서 2년차에는 "단순 주제 및 논점 출제 파악", 3,4년차에는 "다음 출제 문제
예상" 을 중점을 두고 공부했었습니다.
올해는 사실 최대한 많은 기출 예시답안을 보려고 노력했습니다.(복사집-그 해 수석답안(1회~18회)
및 모범답안 +시중 모든 강사님들의 기출 예시답안)
그리고 최신기출만 본 것이 아니라 1회부터 28회까지 모두 봤습니다. 모든 문제를 빠지지 않고 분석
했습니다.
출제위원 교수님이 강평내던 시절까지 강평을 자세히 읽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강평이 가이드라인이라 생각했고
매번 바뀌는 출제위원 강평 속에도 공통점을 찾아 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면 1회 강평글 마지막에 "수험자는 많이 쓰는게 중요한 게 아니고, 출제가 무엇을 물어보고자
하는가를 파악하고 답을 쓰는 자세가 중요한게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필자도 그러한 태도로 채점했
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알고보면 1회부터 출제위원, 채점위원님들은 저희한테 같은 가이드 라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위에 내용외에도 1회부터 이제 29회까지 계속 보다보면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름 보물 찾기처럼 재밌습니다.^^

2.답안 형식의 중요성
내용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객관식이 아닌 서술형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form도 중요하죠.
이것은 분명 채점자에게 어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글씨... 이거 말하면 분명 싫어하실 분 계실거 같은데... 이것도 채점위원 강평보면 수없이 반
복됩니다.(법규도 마찬가지)
예쁘기다보다 정성을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 알아보지 못한다? 그렇다면 객관식으로 따지면 마킹 잘 못한 것입니다.

펜도 여러 종류 써보고, 만년필도 써보고 다양하게 시도해보세요.
분명 맞는 펜이 있을 것이고 여러번 연습하다보면 분명 나아질 것입니다. (저는 라미 만년필 썼었습니
다)
그리고 답안형식은 지오평가사님의 답안작성 특강을 들었습니다. 처음에 틀을 잡는데 도움이 되었고,
이는 2년차부터 제가 5년차에 시험 볼때까지 거의 일관되게 유지한 form을 잡았습니다.
처음 지오평가사님 강의를 들었을때 틀을 많이 잡아주셨고,예시답안 및 최고답안과 유사하게 쓸려고
베끼기 작업도 많이 했습니다.
지오평가사님한테 답안지 들고 직접 대면상담도 많이 받았고, 고칠 수 있는 점은 계속 고칠려고 노력
했네요^^

3.감정평가사라면 당연히 알아야 할 지식 및 체계 습득
올해는 '내가 만약 감정평가사가 된다면 무엇을 알아야할까?' 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법전,감정평가해설서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시중 서브를 많이 달달달 외우기 보다, 부동산 뉴스도 많이 봤습니다.
물론 교수님책들로 이해도를 높이고, 시중 서브 논점들을 보면서 내가 놓친 것은 없나 빠짐없이 주제
를 체크했습니다.(중점으로 본 것은 s+감정평가이론)
그리고 스터디에서 시사, 정책등을 체크해서 제 서브에 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예를들면, 제 서브에 기본논점 -오른쪽 부동산 가치형성요인을 정리하고 =>왼쪽 공백에 지3-1 1번
(분홍색으로 체크해놈)
- 지오평가사님의 3기 1주 1번이라는 뜻입니다.

암호 같긴 하네요 ㅋㅋ
간단하게 요약해 놨습니다. 고령화에 대해서.
그리고 나올만한 논점이라 생각학하고, 답안지에 시간안에 목차 단 하나도 빠지지 않게 하고 싶어서
지용규매 ㅋㅋ 라고 외웠었네요. 지역별, 용도별, 규모별, 매매별ㅋㅋㅋ 합격하고 보니까 웃기네요
^^:;;;;;;;;;;;;;;;;;;;;;;
사실 저는 이해도 많이 하려고 노력하긴 했지만 자신만의 두음을 따서 목차나 내용을 안빠지게 노력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머리가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반복만이 살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3번 반복해도 모르면 노랑색 형광펜->한번 더 봤지만 모르면 주황색 형광펜 ->또 모르면 파란색
형광펜
이런식으로 지저분하게 보긴 했습니다.

4.중요한 논점 분류
저희는 학자가 아닙니다. 수험생입니다.
A급:기출에 자주나온 논점, 중요시 되는 것, 올해 꼭 나올 것 같은 것은 논점들
B급: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논점, 기본논점
C급:중요도는 약하지만 작은 배점으로 나올 수 있는 논점
D급:절대 시험에는 나오지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내용정도는 알아야할 논점
상기 등급으로 분류하고 우선순위 순으로 공부했습니다.

5.100분안에 16장 쓰기-답안 작성 연습
진짜 부끄럽지만 올패스에서 첨삭받은 것 일부 샘플로 올려 보겠습니다. 저도 3개월만에 다시 뒤져서
찾아보니 글씨 참 못 쓰네요....ㅋㅋㅋ

저도 고칠점이 정말 많긴 하지만, 예를들면 30점이면 배점 전략 (서 및 결 5-10%), 물음대로 답하
기-> 물음1) 이런식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제 답안에서도 의의를 뺴놨네요...ㅠ
저때 이후로 계속 문제 분석 끝에 내가 쓸 기본의의는 없나? 하고 목차를 작성했습니다.

-끝으로, 이론 공부방법은 부동산의 개별성처럼 정말 다양합니다.
-꼭 자신에게 맞는 공부방법 찾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