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27 모의고사 

컨텐츠 명
• 5027 모의고사 수학 가형

• 5027 모의고사 수학 나형

대상 수준 • 2~4등급 권장

구성

및

특징

•  수능 수학 1등급 달성을 위해 다 맞아야 하는 ‘킬러 3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27 문항’으로 구성한 미니 모의고사

 –  킬러 3문항을 모두 틀리거나 1문제만 맞아도 1등급 달성이 가능한 경향을

    반영하여 기획한 1등급 달성을 위한 모의고사

 –  최근 난이도에 대한 경향, 출제 주제가 반영된 구성으로 실제 시험 30문항 중

    27문항을 풀이하는 평가도구

•  [문제파트 : 선다형(객관식) 20문항 + 단답형(주관식) 7문항] + [해설]로 구성

 –  다양한 풀이로 접근 방법에 대한 여러 가능성 제시

 –  3, 4, 5월 출시분은 2020학년도 수능의 경향을 반영한 6평 대비 모의고사

 –  6월 이후 출시분은 2021학년도 6평의 경향을 반영한 수능 대비 모의고사

판형 • 270x395mm(수능 시험지 크기)

분량
• 1회당 27문항 총 8회분 구성

• 1회당 문제 16p와 해설 3~4p씩

출시 일정

국어,수학,영어 작전모의

컨텐츠 명
• 국어 작전모의

• 영어 작전모의

대상 수준 • 전체

구성

및

특징

•  풀세트 모의고사

 – 수능 시험지와 동일한 구성으로 모의평가, 수능을 대비할 수 있는 모의고사

 – 수능 및 평가원 모의고사 최신 출제 경향을 반영하여 기획 및 개발

 – 개정 교육과정 반영

• 국어 : 2021학년도 EBS 연계교재의 문학 작품과 독서 제재 반영

•  수학 : 수능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면서도 다수의 학생들이 잘 틀리는

   문항 위주로 구성

• 영어 : 2021학년도 EBS 연계교재의 변형 문항 수록

판형 • 270x395mm(수능 시험지 크기)

분량

• 국어 : 1회당 45문항 총 4회분 구성

• 수학 : 1회당 30문항 총 8회분 구성

• 영어 : 1회당 45문항 총 5회분 구성

출시 일정

한국사, 사탐 작전모의

컨텐츠 명
•  한국사,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한국지리, 세계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정치와 법, 경제, 사회•문화 작전모의

대상 수준 • 전체

구성

및

특징

•   풀세트 모의고사

 – 수능 시험지와 동일한 구성으로 모의평가, 수능을 대비할 수 있는 모의고사

 – 수능 및 평가원 모의고사 최신 출제 경향을 반영하여 기획 및 개발

 – 개정 교육과정 반영

•  개념을 정리하고, 실제 수능에 출제 가능한 우수 문항으로 구성

•   최상위권 등급을 구분하는 고난도 문항에 대비할 수 있도록 최고난도 킬러 문항 

포함

•  해설지 : 부족한 개념을 보충할 수 있도록 매 선택지마다 상세하고 자세한 해설

판형 • 270x395mm(수능 시험지 크기)

분량
• 1회당 20문항 총 5회분 구성

•  1회당 문제 4p와 해설 2p씩

출시 일정

과탐 작전모의

컨텐츠 명 • 물리학I, 화학I, 생명과학I, 지구과학I 작전모의

대상 수준 • 전체

구성

및

특징

• 풀세트 모의고사

 – 수능 시험지와 동일한 구성으로 모의평가, 수능을 대비할 수 있는 모의고사

 – 수능 및 평가원 모의고사 최신 출제 경향을 반영하여 기획 및 개발

 – 개정 교육과정 반영

•   중위권~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고퀄리티 모의고사

•   고난도 문항을 대비할 수 있도록 수능보다 조금 어려운 난이도

판형 • 270x395mm(수능 시험지 크기)

분량
• 1회당 20문항 총 5회분 구성

•  1회당 문제 4p와 해설 2p씩

출시 일정

* 위 컨텐츠 제공 일정 및 브랜드명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1학년도 이투스교육 모의고사 콘텐츠 활용가이드 

강남하이퍼 수학 킬러3

컨텐츠 명
• 강남하이퍼 수학 킬러3 가형

• 강남하이퍼 수학 킬러3 나형

대상 수준 • 1~2등급 권장

구성

및

특징

•  정답률이 낮은 21, 29, 30번에 해당하는 문항 유형의 3문항으로 구성한

    미니 모의고사

 – 원점수 100점을 결정짓는 최고난도 3문항만을 집중 훈련

 –  최고난도 3문항 빈출 주제를 선별하여 실제 출제 가능한 유형의 킬러 난이도

    문제를 학습

•  [문제파트 : 3문항] + [워크북파트 : 해설 + ‘문제파트에 대응하는 단순변형 3문항 

+ 유사기출 3문항’]으로 구성

 – 논리 비약없는 정확한 해설로 추후 킬러 문항 대응 능력 향상

 –  최고난도 문항 풀이로 그치지 않고 유사한 유형을 연습할 수 있는 변형문항,

    기출문항으로 추가 학습 가능

판형 • 270x395mm(수능 시험지 크기)

분량
• 1회당 3문항 총 8회분 구성

•  1회당 3문항 4p와 워크북 16p

출시 일정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컨텐츠 명 • 강남하이퍼 국어 킬러9

대상 수준 • 1~2등급 권장

구성

및 

특징

•  최근 평가원 모의고사, 수능 문제 중 정답률이 낮은 ‘독서, 문학, 문법’ 영역의

   9문항으로 구성한 미니 모의고사

 –  기본 구성 : [독서 3문항] + [독서 3문항] + [문법 3문항]

 –  변형 구성 : [독서 3문항] + [독서 4문항] + [문법 2문항] 또는 [독서 3문항] +

    [문학 3문항] + [문법 3문항]

• 고난도 문제 집중 학습을 통한 전체적인 시험 시간 관리 연습

• 문학 지문 집중 연습으로 독해력 향상

판형 • 270x395mm(수능 시험지 크기)

분량
• 1회당 9문항 총 8회분 구성

•  1회당 문제 8p와 해설 3~4p씩

출시 일정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강남하이퍼 국어 킬러9

컨텐츠 명
• 강남하이퍼 수학 준킬러10 가형

• 강남하이퍼 수학 준킬러10 나형

대상 수준 • 1~3등급 권장

구성

및

특징

•  최근 수능 수학 시험에서 1등급 달성의 핵심이 되는 ‘킬러 3문항을 제외한 4점 

    문항’으로 구성한 미니 모의고사

 – 체감난이도, 1등급을 결정짓게 하는 준킬러 4점 문항을 훈련

 –  최근 모의고사 트렌드를 반영한 준킬러 4점 문항의 특징(낯선 상황 제시, 

    다소 길이감 있는 계산)을 적극 반영

• [문제파트 : 10문항] + [해설]로 구성

 – 다양한 풀이로 접근 방법에 대한 여러 가능성 제시

 – 3, 4, 5월 출시분은 2020학년도 수능의 경향을 반영한 6평 대비 모의고사

 – 6월 이후 출시분은 2021학년도 6평의 경향을 반영한 수능 대비 모의고사

판형 • 270x395mm(수능 시험지 크기)

분량
• 1회당 10문항 총 10회분 구성

•  1회당 문제 8p와 해설 3~4p씩

출시 일정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2회 3~4회 5~6회 7회 8회 9회 10회

강남하이퍼 수학 준킬러10 강남하이퍼 영어 킬러8

컨텐츠 명 • 강남하이퍼 영어 킬러8

대상 수준 • 1~2등급 권장

구성

및

특징

•  최근 3개년 평가원 모의고사, 수능 문제 중 정답률이 낮은 유형을 선별하여

    해당 유형의 8문항으로 구성한 미니 모의고사

 –  유형 : 함축의미 추론, 어법, 빈칸, 순서, 삽입, 흐름, 제목, 어휘, 주제, 요약문,

    장문독해

• [문제파트 : 8문항] + [해설]로 구성

 – 절대평가 시험에 맞춘 1등급을 달성을 위한 핵심 문항 구성

 –  해설 : 본문 해석, 알아야 할 어휘, 지문 분석 과정 설명, 선지에 대한 해설,

    까다로운 문장에 대한 자세한 해석

 – 킬러 유형에 대한 연습문항과 학습이 되는 해설

• 15분 시간 내에 오답률 높은 유형의 문제를 풀이하면서 시간 조절 연습

•  상위권 학생에게는 짧은 시간 동안 전체 모의고사 한 회차를 푸는 것과 비슷한 

효과

판형 • 270x395mm(수능 시험지 크기)

분량
• 1회당 8문항 총 24회분 구성

• 1회당 문제 8p와 해설 4p씩

출시 일정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3회 4~6회 7~9회 10~12회 13~15회 16~18회 19~21회 22~24회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국어 1회 2회 3회 4회

수학 1회 2~3회 4~5회 6회 7~8회

영어 1회 2회 3회 4~5회

5월 9월 10월

1~2회 3회 4~5회

5월 9월 10월

1~2회 3회 4~5회

• 수학 작전모의 가형

• 수학 작전모의 나형

| 이투스 247학원, 강남하이퍼학원, 청솔학원 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