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원 0원 챌린지 미션
‘패스트원 프리미엄 일대일 영어회화’를 최대 100% 환급받을 수 있는 0원 챌린지!

01 신청 & 사전 영어실력 점검
전문 컨설턴트에게 학습상담 받고, 환급 챌린지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스피킹 테스트인
SPE 테스트 시 영상 촬영 예정입니다. 0원 챌린지 종료 후 비교 영상 제작해서 마케팅으로
활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마케팅 활용 동의서 필수

02 일대일 레슨 전체 출석
신청하신 일대일 레슨을 100% 출석해주세요. 패스트원 예약시스템어플 내 출석 목록을
스크린샷해서 인증해주세요.
* Live 50 출석인증 가능하며, 차감취소의 경우 미출석으로 간주됩니다.

03 매월 온라인 그룹레슨 5회 이상 출석
패스트원 디지털 학습앱인 ‘리얼미디어’에서 월 22회 수강가능한 그룹레슨을 매월 5회 이상
수강해주세요. 패스트원 리얼미디어 어플 내 수업 출석 횟수를 스크린샷해서 인증해주세요.

04 학습일지 블로그 포스팅
최소 1주에 1번씩 자신의 일대일 레슨 학습일지를 업로드해주세요. 블로그 포스팅을 하면
복습까지 되는 효과까지 있어 훨씬 도움이 될거에요. 자신의 블로그 링크 제출은 필수입니다.
1) 일대일 레슨이라면 티처가 작성해준 레슨노트, 온라인 그룹 레슨이라면 스크린샷을 첨부해주세요.
2) 포스팅당 7장 이상의 사진을 넣어주세요. (인물사진은 지양, 센터사진, 레슨노트 등 자신의 학습관련 사진)
3) 포스팅 제목에 ‘일대일영어회화 패스트원’을 꼭 넣어주세요.
ex. 일대일 영어회화 패스트원 | 학습일지 1주차, 패스트원 | 일대일영어회화 학습일지 2주차
4) 포스팅에 꼭 들어가야하는 필수 태그 8개
#패스트원 #일대일영어회화 #영어회화과외 #원어민영어과외 #원어민영어회화 #직장인영어과외
#영어과외 #비즈니스영어과외
5) 블로그 포스팅은 전체공개로 4주이상 게시되어야합니다.

05 환급 신청서 작성 후 제출
4번까지의 미션을 모두 완료하였다면, 이제 환급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주세요!
> 환급신청서 작성하러가기

06 Final SPE
0원 챌린지 기간 동안 배웠던 영어회화 실력을 파이널 SPE를 통해 뽐내주세요.
* 완료 후 처음과 마지막 SPE테스트 비교 영상 제작 예정입니다.
* SPE 날짜는 환급신청서 작성한 날짜로 조율해드립니다.

06 영상 후기 참여
0원 챌린지 기간동안 일대일영어회화 레슨 수강 후기를 영상으로 남겨주세요.
1) 영상 분량 : 1~3분 내외
2) 영상 컨셉 : 수강 후기 (얼굴 노출 필수)
3) 영상 후기 촬영날짜는 환급신청서에 기재된 날짜로 연락드릴 예정이며,
촬영 3일 전 간단한 질문지를 보내드립니다.
4) 진정성 있는 수강후기를 위해 개인사진 요청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5) 촬영된 영상은 편집 후 패스트원 SNS 채널 업로드와 브랜드광고로 활용 될 예정입니다.

패스트원 ‘0원 챌린지’로 당신의 의지를 꽉 잡고,
영어 정복 후 수강료까지 환급받고 가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