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나 ’ 만 의  전 략 을  완 성 하 는  겨 울 방 학

이  투  스  2  4  7  로  路   충  분  하  다

시작하라

주도하라

이루어라

문·이과 통합, 수능체제의 변화, 정시 모집 강화…
2022대입 변화, 누군가에겐 위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기회라 말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자신있는 겨울을 준비할 것입니다.

대학 입시의 전문가로 구성된 담임들과
이투스교육㈜의 방대한 교육인프라가 담긴 콘텐츠,

그리고 자기주도학습을 완성할 관리시스템이 있기에 -

위기 속에서도 ‘나’만의 기회를 찾아내는
이투스247학원 담임관리형 자기주도학습 시스템

달라질 ‘나’를 만날 인생 겨울방학,
지금 시작하세요.



이 투 스 2 4 7 학 원 에 서  이 미  많 은  선 배 들 이  자 신 의  꿈 을  이 뤘 습 니 다 .

그 리 고 ,  이 투 스 2 4 7 학 원 에 서  이 뤄 낼  여 러 분 의  꿈 도  이 와  다 르 지  않 을  것 입 니 다 .

최상위권 대학 합격자 4년 연속 증가

2018학년도에 이어 2020학년도까지 이어진 수능만점신화 2020윈터스쿨에서 이뤄낸 대입성공결과

민병찬 [일산화정점]

서울대
의예과 합격

신우진 [창원점]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합격

정해은 [분당이매점]

고려대
의예과 합격

최우진 [창원점]

고려대
경영학과 합격

정진유 [분당정자점]

경희대
한의예과 합격

이예찬 [원주점]

2017학년도

2018학년도

2019학년도

120명
176명

214명

2020학년도

221명

2017학년도

2018학년도

2019학년도

49명
159명

189명

2020학년도

204명

2017학년도

2018학년도

2019학년도

94명
211명

218명

2020학년도

240명
의치한수

SKY/
KAIST

경찰·사관
학교·교대

나만의 전략을 완성하는 겨울방학 이투스247로路충분하다

ㆍ이투스247학원(통학/기숙) 재원생 중 확인된 최종합격자 정보   ㆍ광고에 동의하지 않은 학생 제외   ㆍ복수대학 합격자 포함        

※ 2019년도 이투스247학원 ‘2020윈터스쿨’ 재원생 후기 중 발췌

4 나만의 전략을 완성하는 겨울방학 이투스247로路충분하다5

담임 선생님께 저의 학습 스케줄을 피드백 받고 상담하는 과정 속에서 안

정감을 느끼며 학습을 진행할 수 있었던 점이 좋았습니다. 저는 재수 생활

에서 절대적인 공부 시간의 확보가 가장 중요했는데, 이투스247학원에서 

온전히 학습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수험 기간 동안 저를 이끌어 줄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이투스247학원에서는 담임 선생님과 1:1로 학습 스케줄링, 질의응답 

등을 통해 학습을 점검할 수 있었고, 저 혼자였다면 어려웠을 수능 대

비 전략까지 함께 세울 수 있었습니다.

김성은 [광주동구(남)점]

2018
수능 만점
[국·수·영·탐(2)]

2020
수능 만점
[국·수·영·탐(2)]

“이투스247학원을 다니고,
의대 4관왕이라는 결실을 이뤘습니다”

“1:1질의응답으로 학습의 빈틈없이
꼼꼼하게 공부할 수 있었어요”

“담임 선생님의 전문적인 피드백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주기적인 면학분위기 관리 덕분에
자연스럽게 학습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제게 맞는 학습 전략으로
제대로 수능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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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림 없는 실력 완성 
학습관리 시스템

담임 선생님과의 거리가 더 가까워지는 My247 학습관리시스템

자기주도학습의 모든 과정을 체계화한 10STEP 프로세스

결과의 차이를 만드는 힘,

방법의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이투스247학원의 담임관리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공부를 완성하는데 집중합니다.

공부의 시작부터 대학 진학에 이르기까지 대학 입시의 전문가인 담임 선생님과 함께  

모든 과정을 점검하고, 자기주도학습의 빈틈을 채워줄 학습/생활/입시/콘텐츠의 

막강한 결합으로 내 안의 공부 잠재력을 100% 끌어올립니다.

자기주도학습의 힘을 키우는 이투스247학원 윈터스쿨 
우리는 오늘도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강해지고 있습니다.

하루를 공부해도 실력의 깊이가 달라지는

담임관리형 자기주도학습 시스템 이투스247학원만의 학습관리시스템(LMS)인 My247을 통해 학습이력, 성적
추이 등 학원생활의 모든 누적데이터를 다각도로 분석, 활용함으로써 객관
적이고 체계적인 학습관리가 완성됩니다.

학습설계, 콘텐츠 추천, 질의응답 등 자기주도학습과 관리의 균형을 체계화한 10STEP 프로세스로 학습의 모든 과정을 실력으로 채우세요!

개인별 맞춤형
학습 콘텐츠 추천

개인별 학습설계진단평가
목표대학 비교평가
입시진단 Report

오답문제 다면풀이&
해설영상 제공

학습 피드백
테스트

월간 종합
Report

질의응답 
프로그램 제공

학습진도율 및 과목 간
학습균형 점검

학습매니저
현장 피드백 Q&A

1010STEP 프로세스 완전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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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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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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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몰입을 극대화하는  
생활관리 시스템

28년 대입성공 노하우의 집약체
입시관리 시스템

어쩌면 합격에 대한 우리의 열망은 여러분보다 더 클지도 모릅니다.

대입제도의 이해와 입시전략을 위한 설명회 및 시즌별 입시자료집, 방대한 자료의 정확한 분석을 통한

수시/정시 합격예측서비스, 성적예측에 근거한 수시·정시 1:1 개인별 대면 입시컨설팅까지.

이투스교육㈜의 28년 대입성공 노하우를 집대성한 최신 대입정보와 교육인프라로

복잡한 대입 전형 속, 나만의 기회를 찾아 대입성공을 이끌어냅니다.

수시/정시 1:1입시컨설팅 & 정시합격 예측서비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 발간 입시자료집

전자출결을 통해 학생의 등/하원을 꼼꼼히 관리하고,

지각/조퇴/외출 발생 시 학부모에게 알람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학습 과정에서 학생이 사용하는 학습용 태블릿PC는 태블릿 모니터링 

시스템(E-Scort)을 통해 실시간 원격으로 관리되고 제어되어 학습의 

완전한 몰입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생활규정으로 강력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철저

한 위생관리와 정기적인 방역/소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환경

을 제공합니다.

전자출결 시스템

강력한 면학분위기

태블릿 모니터링 시스템 (E-Sc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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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것만 多 모았다   
재원생특전 & 콘텐츠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이투스247만의 차별화된 학습콘텐츠, 이투스교육의 저력을 누리세요!

이투스1PASS와 이투스 문제은행, 수능 전문가들이 직접 만든 강남하이퍼학원과 청솔학원 주요 교재, 게다가 개인별 성적분석리포트까지 -
나에게 필요한 콘텐츠가 궁금하다면 담임 선생님과 함께 설계해보세요. 일부 혜택은 윈터스쿨이 끝나도 계속됩니다!

247콘텐츠 PACKAGE

개인 학습 맞춤
e플래너

맞춤형 학습피드백
질문예약 시스템 & 질의응답

영어 1등급을 완성하는
VOCA TEST

영어듣기 실력 향상
영어듣기 평가

수학 2등급을 완성하는
수학 일일테스트/수학진단평가

나만의 문제지
이투스 문제은행

(E-Bank)

일일 학습 목표 작성
247플래너

인강 및 학습용
태블릿PC

이투스 강좌 무제한
이투스1PASS

수능 전문가가 만든
강남하이퍼/청솔학원 교재

기출 완전정복
기출문제 & 해설강의

247관리 PACKAGE

이투스 강좌 무제한
이투스1PASS 할인권

(종강 이후)

모의고사 이후 학습전략 수립 
1:1 모의고사 상담

내신 대비를 위한 
고퀄리티 콘텐츠
족보닷컴 이용권

자소서 첨삭/학생부 준비 
1:1입시상담

등급컷, 진학정보 등 
수능/모의고사 풀서비스

합격전략 연구&분석 
수시/정시 컨설팅

실전감각을 키우는 
이투스 전국 모의고사

입시변수를 줄이는 맞춤형 진학정보 
정시 합격 예측 서비스

채점결과, 성적추이 등 
모의고사 성적관리 서비스

이투스247학원 윈터스쿨을 경험한
재원생 10명 중 9명이 만족!

이투스247학원만의 독자적 학습관리 시스템인 ‘My247’과 학습전략 담임의 ‘1:1 담임관리’로 

학생이 꼭 필요로 하는 학습 콘텐츠와 관리를 제공합니다.

이투스247학원의 높은 만족도는 오직 학습의 중심, 학생에게 집중한 결과입니다.

담임관리 시스템 만족도

1:1 
질의응답 
만  족  도

95%

출결관리 만족도
93%

94%
면학분위기 만족도95%

최 상 의  결 과 를  이 끌 어 낼  최 선 의  선 택 ,
결 국  이 투 스 2 4 7 학 원 입 니 다 .

나만의 전략을 완성하는 겨울방학 이투스247로路충분하다11

※ 2020윈터스쿨 재원생 만족도 조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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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스247학원은 언제나   
여러분의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전국 70여개 이투스247학원 네트워크를 통해 담임관리형 자기주도학습을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제주

울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라

경상

강원

충청

인천

통학16개

통학18개
기숙4개

통학2개
기숙1개

통학2개

통학2개

통학1개

통학1개

통학1개

통학2개

서울도봉점

강북점

서울성북점

서울성동점
서울광진점

서울송파점

강남점

서울서초점

서울대점

목동점

서울강서점

마포점

목동오목교점

라이브학원

서울강동점

은평서대문점

통학3개

통학3개

통학5개

통학5개

통학5개

세종

경기

권역 지점 연락처 주      소

서울

강남 02)5660-24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4길 28, 송민빌딩 13층

라이브학원 02)5570-24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4길 28, 송민빌딩 11층

강북 02)9420-247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236, 대신빌딩 8층

마포 02)7040-247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107, 2층

목동 02)8920-247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 183, 3층

목동오목교 02)2651-0247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73, 양지빌딩 2차 13층

서울강동 02)4770-247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543, 진주빌딩 5층

서울강서 02)2666-0247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348, 우장산 힐스테이트 상가 2층

서울광진 02)4560-247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71, CS플라자 2층

서울대점 02)8820-247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30, 청운빌딩 4층

서울도봉 02)9920-247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524, 하버드빌딩 5층

서울서초 02)5230-2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2길 63, 대은빌딩 2층

서울성동 02)2294-0247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410, 153타워 2층

서울성북 02)9210-247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125, 골든타워 13층

서울송파 02)4190-247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354, 동일빌딩 4층

은평서대문 02)3560-247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 196, 구산빌딩 4층

경기

광명 02)8980-247 경기도 광명시 범안로 1039, 삼호빌딩 8층

구리남양주 031)5550-247 경기도 구리시 체육관로80번길 27, 성창빌딩 5층

김포 031)9830-247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로 162, 한강메트로 6층

부천 032)4380-247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181, 골든벨타워 3층 

분당정자 031)7050-24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81, 폴라리스빌딩 2층

분당이매 031)7080-24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779번길 22, 2층

산본 031)3970-247 경기도 군포시 광정로 70, 유공빌딩 8층

수원시청 031)2230-247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266번길 25, 우덕빌딩 3층

수원영통 031)2450-24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05 모던타운 7층 

수원장안 031)2681-247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대평로90번길 46, 선일프라자 5층

안산 031)4020-247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30, 폴리타운 A동 8층

용인수지 031)2650-24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문정로7번길 8, 2층

의정부 031)8370-247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385, 4층

일산동구 031)9030-247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226, 선덕빌딩 3층

일산서구 031)9070-247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19, 정도프라자 5층

일산화정 031)9797-24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616, 동원빌딩 6층

파주 031)9450-247 경기도 파주시 와석순환로 135, 신한프라자 3층

평택 031)6540-247 경기도 평택시 평택5로 20번길 39, 타임스퀘어 6층

인천
인천부평 032)5270-247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90, 여산빌딩 10층

인천청라 032)5670-247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102번길 8-26, 삼성빌딩 5층

권역 지점 연락처 주      소

강원
원주 033)7610-247 강원도 원주시 남원로 570

춘천 033)2620-247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춘천순환로 131, 3층

대전
대전둔산 042)4880-247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남로 127

대전유성 042)8260-247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석로 19, 반석프라자 6층

세종 세종 044)8640-24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49, 에스제이타워 4층

충청
천안 041)5560-247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00, 9층

청주 043)2340-247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대농로 70, 8층

광주

광주광산 062)9740-247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로 191, 4층

광주남구 062)7160-247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181, 2층

광주동구(남) 062)2360-247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0, 1층 

광주동구(여) 062)2270-247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87, 2층

광주북구 062)5247-247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27, 농협빌딩 7층

전라

목포 061)2820-247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2로 22번길 30, 2층

순천 061)7250-247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1길 19, 3층

익산 063)7232-247 전라북도 익산시 하나로 440, 영창빌딩 3층

대구

대구달서 053)6312-247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219, 센트로타워 4층

대구수성 1관 053)7420-247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538, 2층

대구수성 2관 053)4230-247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166, 4층

부산

부산교대 051)5010-247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97, ST빌딩 6층

부산동래 051)5581-247 부산광역시 동래구 중앙대로 1325, 이센타워 13층

부산북구 051)3630-247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03번길 12, 샤롯데 6층

부산서면 051)8030-24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천로 24번길 16

부산해운대 051)7411-24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2로 29, 센텀매커스빌딩 14층

울산 울산남구 052)2600-247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39, 6층

경상

구미 054)6049-247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75-1, 5층

김해 055)3250-247 경상남도 김해시 내외로 77번길 26, 마이더스 빌딩 6층

마산 055)2980-24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874, 2층

진주 055)7570-247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964, 3층

창원 055)2660-247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682번길 14, 삼광빌딩 10층

제주 제주 064)7270-24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승천로 71, 4층

기숙

비봉 031)3760-247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고향의봄길 99-32

안면도 041)6750-247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중신로 422

안성 031)6740-247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국사봉로 246-14

양평 031)5670-247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용문로 147

용인 031)3220-247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88-18

나만의 전략을 완성하는 겨울방학 이투스247로路충분하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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