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수정규반은

이투스247로路

2021학년도

이투스247학원 모집요강



프롤로그

왜 이투스247학원이 대세인가?
담임관리형 자기주도학습의 완성

1. 개인별 맞춤형 학습환경 및 관리시스템을 제공하는 학원입니다.
- 수험생의 주체적인 학습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모든 학습콘텐츠

(수업, 교재, 각종 테스트 및 실전모의고사, 문제은행 등)를 개인별로 추천합니다.

- 개인별 학습능력의 진단을 통해 1:1 맞춤형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개인별 목표대학과 이에 맞는 입시/학습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항상 함께 합니다.

- 단체생활에서 오는 불편함을 최대한 지양하고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학습환경을 제공합니다.

2.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학습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학원입니다.
- 학생 개인별 학습능력․수준․강점과 약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학습관리 및

지도를 지양합니다.

- 과도하고 획일적인 단체수업과 불필요한 수업내용으로 인한 시간낭비를 지양합니다.

- 학생별 학습이력을 분석하여, 개인에 맞는 학습계획 및 방법을 제안합니다.

- 충분한 자습시간 확보와 능동적인 시간활용방안을 제시하여 학(學)과 습(習)의 균형감을 조율

합니다.

3. 자기주도적인 학습습관을 배양하는 학원입니다.
- 학습자 중심의 학습프로그램을 통해 주도적인 학습습관을 고취시킵니다.

- 수준별로 다양한 학습콘텐츠 설계와 점검, 입시전략에 맞는 수행능력 함양, 학습분위기 조성 및

유해한 학습환경 차단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컨설턴트들이 항상 학생들과 동행합니다.

- 기간별 학습계획, 실행, 평가, 보완을 위한 자기주도 스케줄링 점검시스템을 제공합니다.

- 주기적인 영역별 학습평가프로그램을 통해 개인별 취약점 파악 및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4. 대입성공을 위한 교육전문가와 완결적인 교육인프라를 갖춘 학원입니다.
- 지난 28년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육대기업인 이투스교육(주)의 모든 대입성공 노하우와 인

프라가 개인별 맞춤형 학습환경 및 관리시스템과 결합하여 학생들의 대입성공을 완성합니다.



프롤로그

학생 개인별

맞춤형 수업

• 불필요한 오프라인 수업은 거르고, 필요한 수업만 모으다.

• 학생에게 꼭 필요한 과목과 주제만 오프라인 수업으로 선택 진행

• 개념학습과 약점보완에 필요한 학습내용은 철저한 학습관리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개개인에 맞게 인터넷강의 및 피드백 수업 진행

• 수능의 출제경향과 원리를 중심으로 수능적 사고력 증진을 위한 수업구성 지도

• 자기주도학습에 필요한 충분한 자습시간 확보

• 학생 개인별 맞춤 학습프로그램을 통한 능동적인 학습습관 유도

담임 관리형

학습 시스템

• 영역별 학습목표 및 학습법 제시

• 영역별 학습진단 및 취약부분 점검

• 약점체크 및 성적향상을 위한 개인별 맞춤학습 방법 제시

• 영역별 균형적인 학습과정 점검 및 학습습관 교정

• 교육적인 진정성과 정서적 교감을 통한 생활관리

멘토링 수업

무료

• 취약과목 및 단원에 대한 1:1멘토링 보충수업과 상담 진행

• 학생 개인별 지속적인 약점체크 및 극복과정 점검

최고의

학습 콘텐츠

• 이투스 1패스 인강수업 무료제공

• 인강 및 자기주도학습용 태블릿 PC 무료 제공

• 학생 개인별 맞춤식 학습콘텐츠(이투스 문제은행) 제공

• 강남하이퍼학원/청솔학원 우수교재 제공

• 다양한 수준별 실전모의고사 제공



프롤로그

자기 주도

학습 프로그램

능동적

학습 습관

배양

프로그램

• 일일/주간/월간 스케줄링으로 학생 개인에 맞는 학습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개별 지도

• 계획된 학습진도에 맞춰 필요한 수업의 진도과정을 정기적으로 점검

• 학습내용에 대한 피드백과 보충・심화 가이드 제공

• 과목별 진단평가를 통해 취약부분 점검 및 보완학습계획 수립

• 반복적인 실전문제풀이를 통해 문제해결능력과 응용능력 배양

입시 전략

컨설팅

• 입소이후 대학합격까지 전과정을 이투스247학원에서 해결

• 복잡한 입시전형에서 학생개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시/정시 지원전략 제시

- 학생부 종합/교과전형 지원을 위한 합격전략 제공

- 자기소개서 특강 및 첨삭 진행

- 서울대/의치대(MMI) 면접대비반 별도 운영 (수능 이후)

- 대학별 논술전형 대비반 운영

- 정시 지원을 위한 컨설팅 제공

• <이투스교육평가연구소>를 통한 각종 입시자료 및 설명회 제공

Diagnosis
취약단원 점검
우선순위 분석

E-Learning
스케줄링 된

온라인 강좌 수강

Deep Learning
학습매니저의

오프라인 강의 해설

Coaching
개별학습 후

1:1 학습지도 코칭

Scheduling
수준별 1:1

학습 스케줄링

Question
수강 중 이해가

안되는 부분 발생

E-Learning
온라인 강좌 다시 수강

이해가 안되면 딥러닝 반복

Deep Learning Process



재원생혜택

개인 학습 맞춤
스케줄링

일일 학습 목표 작성
247 플래너 관리

온라인 강의 & 학생관리
학습용 태블릿PC 제공

이투스 교육(주) 입시 인프라
대학별 입시자료

맞춤형 학습 피드백
질문예약

완벽한 기출 분석
기출문제&해설강의

이투스 강좌 무제한 수강
이투스1PASS 제공

영어듣기 실력 향상
영어듣기평가

취약 단원 진단
수학진단평가

효과적인 영어 학습
VOCA TEST

나만의 문제지 만들기
E-Bank(이투스 문제은행)

1:1 입시상담
자기소개서 및 학생부 상담

수능/모의고사 정보 제공
수능/모의고사 풀서비스

검증된 교재
강남하이퍼학원 /

청솔학원 교재

모의고사 피드백
종합리포트&모의고사 상담

내신 대비를 위한 막강 콘텐츠
족보닷컴 이용권

합격전략 분석 및 제시
수시/정시 상담

성적분석&맞춤형 대학 진학정보
정시 합격 예측 서비스



혼공하고싶은데콘텐츠가걱정이라면?

이투스1PASS
무 료 제 공



입학안내

구분 재수정규반

개강일 매주 개강(지점별 상이)

제출서류
2020학년도 수능 성적표, 학교생활기록부II

2019년 평가원 모의고사(6월, 9월)

4. 자격심사 / 합격통보5. 등록6. 재수정규반 입학

* 방문하실 때에는 미리 예약 부탁드립니다. 

1. 전화•방문상담 2. 온라인 원서접수 3. 서류 제출

모집요강

접수 및 등록 절차



입학안내

등록금 안내

★ 교재비, 급식비는 별도로 납부합니다. 
★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의 환불규정을 준수합니다. 

금액 적용기간 납부방법

000,000원 매월 1일~말일 카드 결제 및 가상계좌 입금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 사유)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 사유)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총 교습기간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기간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교습기간이 1개월
초과인 경우

(제19조 제2항
제3호의 반환 사유)

교습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교습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 등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등록금 환불

★ 총 교습시간은 코칭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입학안내

선발기준

구분 계열 선발기준

써밋

인문

수능/
평가원

2020학년도 수능 국수영 이나 국수탐(1) 등급합 5 또는

2019년 평가원 국수영 이나 국수탐(1) 등급합 4

교과 국수영사 교과 평균 1.7등급 이내

자연

수능/
평가원

2020학년도 수능 국수영 이나 국수탐(1) 등급합 6 또는

2019년 평가원 국수영 이나 국수탐(1) 등급합 5

교과 국수영과 교과 평균 2.0등급 이내

슈프림

인문

수능/
평가원

2020학년도 수능 국수영탐사(1) 중 2개 영역 등급합 5

또는 2019년 평가원 국수영탐(1) 중 2개 영역 등급합 5

교과 국수영사 교과 평균 2.5등급 이내

자연

수능/
평가원

2020학년도 수능 국수영탐(1) 중 2개 영역 등급합 5

또는 2019년 평가원 국수영탐(1) 중 2개 영역 등급합 5

교과 국수영과 교과 평균 3.0등급 이내



입학안내

무시험 면접 전형

무시험 특별 전형

대 상 선발기준

무시험 성적우수
전형에 해당되지

않는 학생

학원 규정을 성실하게 따르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학습에 열의가 있어 발전 가능성이 있는 학생

대 상 선발기준

무시험 성적우수,
무시험 면접 전형에
해당되지 않는 학생

* 전국 소재 외고, 과학고, 영재고, 국제고 및 전주 상산고, 포항제철고,

광양제철고, 현대 청운고, 하나고, 민족사관고, 용인외고, 천안북일고, 

하늘고, 인천포스코고, 김천고, 진성고, 공주한일고, 해운대고, 

안산동산고, 울산현대고,  전국 단위 자사고 졸업생

*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재학 중인 학생



학원생활

학사일정

구분 학기 학습 중점사항 기간

재수조기선발반 영역별 약점 연습
2019.12.02.~2020.02.15.(약 11주)
2020.01.01.~2020.02.15. (약 7주)

1학기 재수정규반 개념완성/적용연습 2020.02.17.~2020.05.31. (약 15주)

2학기
재수정규반
(반수반)

약점보완/킬러문항대비 2020.06.01.~2020.09.19. (약 15주)

3학기
재수정규반

(파이널 완성반)
실전모의/적중예상 2020.09.21.~2020.11.17. (약 8주)



학원생활

학사일정

구분 학기 학사일정

재수
조기선발반

12월  재수조기선발반 개강

1월  재수조기선발반 / 1월 시작반 개강

재수정규반

2월  재수정규반 개강

3월
 서울시교육청 모의고사 / 이투스 전국연합 모의고사

 재수성공사례 선배와의 간담회

 이투스 인강강사 학습법 설명회(국/수/영/탐)

4월
 경기도교육청 모의고사 / 이투스 전국연합 모의고사

 이투스 인강강사 학습법 설명회(국/수/영/탐)

5월
 이투스 전국연합 모의고사

 상반기 학부모 간담회

 경찰대 및 사관학교설명회

재수정규반
(반수반)

6월
 평가원 모의고사 / 이투스 전국연합 모의고사

 6월 모평 분석 설명회

7월
 인천시교육청 모의고사 / 이투스 전국연합 모의고사

 이투스 인강강사 학습법 설명회(국/수/영/탐)

 자기소개서 특강

8월

 이투스 전국연합 모의고사

 수시지원 컨설팅 / 수능원서접수

 수시지원 학부모 간담회

 이투스 인강강사 학습법 설명회(국/수/영/탐)

재수정규반
(파이널 완성반)

9월
 평가원 모의고사 / 이투스 전국연합 모의고사

 수시원서접수 / 9월 모평분석 설명회

10월
 서울시교육청 모의고사 / 이투스 전국연합 모의고사

 수능파이널 대비 모의고사 Day(수능갓Day)

11월
 이투스 전국연합 모의고사

 대학수학능력시험

 대학별고사 대비 특강

12월  정시지원 컨설팅 / 정시원서접수



학원생활

월-토요일 표준 일과표

구분 시간 일과 내용

등원 ~7:50 출석확인 및 담임 조회

이동금지 08:00~09:00 학습계획작성 / 전일 복습(이동금지시간)

오전학습 09:00~11:30
학년별 국수영 TEST(일일TEST) / 

인강학습(1:1 맞춤형 선택) 및 맞춤형 심화학습
/ 개인 스케줄링 상담 / 질의 응답

이동금지 11:30~12:00 개인학습(이동금지시간)

점심 12:00~13:00 급식 및 도시락 지참 또는 외출

이동금지 13:00~13:30 인원체크 / 영어듣기평가 / 개인학습(이동금지시간)

오후학습 14:00~17:00
인강학습(1:1 맞춤형 선택) 및 맞춤형 심화학습

개인스케줄링 상담

이동금지 17:00~17:30 개인학습(이동금지시간)

저녁 17:30~18:30 급식 및 도시락 지참 또는 외출

이동금지 18:30~19:00 인원체크 / 학원 공지사항

야간학습 19:30~21:00
인강학습(1:1 맞춤형 선택) 및 맞춤형 심화학습

의무자율 학습시간

이동금지 21:30~22:00 개인학습 / 학습플래너 작성(이동금지시간)



학원생활

일요일 표준 일과표

구분 시간 일과 내용

등원 ~8:30 출석확인

이동금지 09:00~10:00

희망자 선택 자습오전학습 10:00~11:00

이동금지 11:00~12:00

점심 12:00~13:00 도시락 지참 또는 외출

이동금지 13:00~14:00

희망자 선택 자습오후학습 14:00~16:30

이동금지 16:30~17:30

저녁 17:30~18:30 도시락 지참 또는 외출

이동금지 18:30~19:30

희망자 선택 자습야간학습 19:30~21:00

이동금지 21:00~22:00



학원생활

생활수칙

“학생 본인과 모두를 위해”

생활 수칙 꼭 지켜주세요!

원칙 학습 집중을 위한 절대 정숙 공간

일반
2인 이상 단체행동 금지, 원내 대화 금지, 흡연 금지, 

이성교제 금지, 교직원 지시불이행

등/하원
및

이동시간

월-토 : 07:50~22:00
일 : 08:50~22:00 (17:30 하원 가능)

이동 불가 시간 (정위치-Solitary Room)
08:00~08:30          11:30~12:00
13:00~13:30          17:00~17:30
18:30~19:00           21:30~22:00

지각
결석
조퇴

무단결석 2회의 경우 제적

피할 수 없는 지각/결석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담임의 재가 필요

조퇴/외출의 경우 담임이 인정하는 사유에 한해 허용
1. 조퇴/외출 전 부모님과 통화
2. 조퇴/외출증 담임선생님 발급
3. 행정선생님께 제시 후 조퇴/외출

태블릿
이용

퇴실 시 이용하던 페이지 로그아웃

인강 시청 및
사전 어플 사용만 가능

임의로 어플 다운 및 업데이트 금지

이어폰 개인 휴대

학습관련 이외 사용금지

태블릿 및 충전기 탈/부착 금지

프린트
이용

-한 장당 50원의 사용요금 발생
-정해진 시간 외 프린트 및 복사 절대 금지
-무단복제와 관련된 프린트 사용통제

학원의 각종 시설물(에어컨, 사물함, 정수기 등)을 파손하지 않도록 합니다.



학원생활

학원수칙

적용 기간 : 2020년 02월 17일 ~ 2020년 11월

적용 방법 : 규칙 위반 사항에 대한 누적

벌점
부여 기준

규칙 위반 내용

규칙 위반
(1점)

1. 등원시간 미준수
2. 학습태도 불량
3. 이동금지시간 미준수
4. 인강목적 외 태블릿 사용
5. 학원 내에서 대화(식사시간, 엘리베이터 앞, 화장실 내부)
6. 비상계단 무단이용
7. 학생 간 친목도모
8. 식사시간 외 학원 전화기 무단 사용
9. 불성실한 일일TEST응시(고의누락 및 미제출 등)
10. 학원 내부에서 화장 적발(화장실 포함)

규칙 위반
(2점)

1. 지각 체크 하지 않고 무단 입실
2. 태블릿 솔리터리룸 외 무단반출
3. 미허가 전자기기 반입 및 사용(핸드폰 및 MP3 등)

경 고
(5점)

1. 무단 결석 및 무단이탈 1회
2.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어플 삭제 및 강제 종료
3. 이성간의 대화 및 쪽지 전달

제 적

1. 흡연 징후 및 적발
2. 이성교제 징후 및 적발
3. 교직원 지시 불이행 및 불손한 태도
4. 학생간의 위화감 조성 및 폭력행위
5. 학원 기물 파손 및 절도
6. 타인의 물건(태블릿,교재,개인물품 등)을 함부로 만지는 행위 적발

1점 2점 3점 4점 5점(정학) 6점 7점(제적)



관리시스템

학습관리

★ 개인 맞춤 커리큘럼



관리시스템

학습관리

★ 학습 플래너 점검 및 상담

• 담임선생님의 피드백

• 오늘의 각오
• 일일 학습목표 작성
• 목표한 학습내용 달성여부
• 오늘의 반성과 내일의 다짐

• 한 주의 다짐
• 과목별 학습 스케줄 작성
• 주요 일정 작성



관리시스템

★ 인강 진도율 관리

★ 질문 당직

학습관리



관리시스템

★ MY247 학습 콘텐츠

↑ VOCA

↑ 영어듣기

↑ 수학진단평가

학습관리



관리시스템

★ 이투스 문제은행 E-Bank를 활용한 데일리 테스트

학습관리



관리시스템

과목 콘텐츠명
6평대비(3~5월)

Season1
9평대비(6~8월)

Season2 + Season3
수능대비(9~11월)

Season4

국어
작전모의 3회 1회

강남하이퍼 국어 킬러9 3회 3회 2회

수학

작전모의 1회 4회 3회

5027 모의고사 3회 3회 2회

강남하이퍼 수학 킬러3 3회 3회 2회

강남하이퍼 수학 준킬러10 12회 2회 2회

영어
작전모의 1회 1회 3회

강남하이퍼 영어 킬러8 9회 9회 6회

사회탐구 작전모의 2회 3회

과학탐구 작전모의 2회 3회

연간 모의고사 콘텐츠

구 분
[시즌1] 
개념학습

[시즌2] 
3월 학평 대비

[시즌3] 
EBS수특 학습

[시즌4]
6월 모평 대비

[시즌5]
파이널Ⅰ

[시즌6]
파이널Ⅱ

이감
진단평가1,2회
간쓸개1~7호

3월학평1,2회
간쓸개8, 9호

간쓸개10~14호
6월모평1~5회
간쓸개15~19호

파이널Ⅰ1~7회
간쓸개21~26호

파이널Ⅱ 1~10회
간쓸개27~36호

구 분 모의고사 부교재

상상
윈터모의고사 3~10 (1~2월)

6모 대비 모의 1~4 (5월)
파이널 1~11(8~11월)

주간 상상력 1~27 (3~10월)

구 분 모의고사 월간지

한수
3모 대비 2회 (2월)
6모 대비 4회 (5월)

파이널 10회 (8~11월)
한수달 1~10월호

연간 외부 모의고사 콘텐츠



관리시스템

시즌 교재명

Season1
[3-5월]

Season3
[7-8월]

강남하이퍼학원 / 청솔학원 교재

시즌 교재명

Season1
[3-5월]

Season2
[6월]

Season3
[7-8월]

Season4
[9월-수능]

시즌 교재명

Season1
[3-5월]

Season2
[6월]

Season3
[7-8월]

Season4
[9월-수능]

★ 국어 ★ 수학

★ 영어



관리시스템

입시관리 : 각종 입시 자료 제공

★ 각종 설명회 자료집★ 입시리허설 ★ 자기소개서 작성 가이드 ★ 학종특강

수시/정시 컨설팅

★ ‘수시 지원 순위 맞춤형 검색기’와 ‘정시합격점수검색기’를 활용하여
학생의 성적을 분석 하고 수시 및 정시 지원 가능성을 검토하는 입시 컨설팅



관리시스템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 정시합격 예측 서비스 이용권 무료 제공(5만원 상당)
 가채점 상담 : 정시 지원 가능성 검토, 2차 수시 논술 및 면접 응시 여부 상담
 실채점 상담 : 수능 성적 분석, 학생 성적의 유불리, 작년 합불 자료 분석, 정시 지원

흐름 파악을 통한 합격 전략 수립

입시관리 : 정시관리



관리시스템

출결 관리

전자 출결 시스템으로 등/하원을 체크하며, 지각, 조퇴, 외출 발생 시 학부모에게
SMS가 발송되어 학생들의 상황을 수시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등원문자] [하원문자]



관리시스템

태블릿 모니터링 시스템

인강을 학습하는 시간 동안 학생의 학습 태블릿 PC를 실시간으로 원격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학습 관리와 양질의 면학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학생 모니터링 화면] [학생 사용이력 분석]

제어

금지어플등록및
학습에필요하지않은
시청확인시원격제어

학습분석

사용량및사용이력등
통계를이용한학습분석

모니터링

학생들의화면을
실시간으로관리



대입성공은

이투스247로路

Website : http://247.etoos.com/index.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