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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2
내신 중점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사회

과학

수학과 함께하는 고교 AI 입문
수학과 함께하는 AI 기초

인공지능

올림포스

기본서

올림포스
전국연합
학력평가

기출문제집

기본서

50일
수학

기초
올림포스
닥터링

초급
올림포스 고난도고급

수학의 왕도수학 특화

국어 특화

영어 특화

개념완성

개념완성
문항편

기본서

국어
독해의 원리

국어
문법의 원리

과목 특징 권장 대상시리즈명 수준

전과목 고등예비과정 예비 고등학생을 위한 과목별 단기 완성 예비 고1

국/영/수

내 등급은? 고1 첫 학력평가 + 반 배치고사 대비 모의고사 예비 고1

올림포스 내신과 수능 대비 EBS 대표 국어·수학·영어 기본서 고1~2

올림포스 전국연합학력평가 기출문제집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 + 개념 기본서 고1~2

단기 특강 단기간에 끝내는 유형별 문항 연습 고1~2

한/사/과 개념완성&개념완성 문항편 개념 한 권+문항 한 권으로 끝내는 한국사·탐구 기본서 고1~2

국어

윤혜정의 나비효과 입문편/워크북 윤혜정 선생님과 함께 개념과 패턴으로 국어 입문 예비 고1~고2

어휘가 독해다! 7개년 학평·모평·수능 출제 필수 어휘 학습 예비 고1~고2

국어 독해의 원리 내신과 수능 대비 문학·독서(비문학) 특화서 고1~2

국어 문법의 원리 필수 개념과 필수 문항의 언어(문법) 특화서 고1~2

영어

정승익의 수능 개념 잡는 대박구문 정승익 선생님과 CODE로 이해하는 영어 구문 예비 고1~고2

Grammar POWER 구문 분석 트리로 이해하는 영어 문법 특화서 고1~2

Reading POWER 수준과 학습 목적에 따라 선택하는 영어 독해 특화서 고1~2

Listening POWER 수준별 수능형 영어듣기 모의고사 고1~2

Voca POWER 영어 교육과정 필수 어휘와 어원별 어휘 학습 고1~2

수학

50일 수학 50일 만에 완성하는 중학~고교 수학의 맥 예비 고1~고2

매쓰 디렉터의 고1 수학 개념 끝장내기 스타강사 강의, 손글씨 풀이와 함께 고1 수학 개념 정복 예비 고1~고1

올림포스 닥터링 친절한 개념 설명을 통해 쉽게 연습하는 수학 유형 고1~2

올림포스 고난도 1등급을 위한 고난도 유형 집중 연습 고1~2

수학의 왕도 직관적 개념 설명과 세분화된 문항 수록 수학 특화서 고1~2

한국사 고등학생을 위한 多담은 한국사 연표 연표로 흐름을 잡는 한국사 학습 예비 고1~고2

기타 수학과 함께하는 고교 AI 입문/AI 기초 파이선 프로그래밍, AI 알고리즘에 필요한 수학 개념 학습 예비 고1~고2

고교 입문과목 기초 기본 특화 단기

내 등급은? 단기 특강

윤혜정의 나비효과 입문편
/나비효과 입문편 워크북

고등학생을 위한
多담은 한국사 연표

정승익의
수능 개념 잡는 대박구문

어휘가 독해다!

매쓰 디렉터의
고1 수학 개념 끝장내기

Grammar
POWER
Listening
POWER

Reading
POWER

Voca
POWER

고2-N수
수능 집중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사회

과학

강의노트

수능개념

구분 특징 영역시리즈명 수준

수능

입문

수능 감(感) 잡기 동일 소재·유형의 내신과 수능 문항 비교로 수능 입문 국/수/영

수능특강 Light 수능 연계교재 학습 전 연계교재 입문서 국/영

수능개념 EBSi 대표 강사들과 함께하는 수능 개념 다지기 전 영역

기출/

연습

수능 기출의 미래 올해 수능에 딱 필요한 문제만 선별한 기출문제집 전 영역

수능특강Q 미니모의고사 매일 15분으로 연습하는 고퀄리티 미니모의고사 전 영역

연계

+

연계 보완

수능특강 최신 수능 경향과 기출 유형을 분석한 종합 개념서 전 영역

수능특강 사용설명서 수능 연계교재 수능특강의 지문·자료·문항 분석 전 영역

수능특강 연계 기출 수능특강 수록 작품·지문과 연결된 기출문제 학습 국/영

수능완성 유형 분석과 실전모의고사로 단련하는 문항 연습 전 영역

수능완성 사용설명서 수능 연계교재 수능완성의 국어·영어 지문 분석 국/영

수능연계교재의 국어 어휘 수능 지문과 문항 이해에 필요한 어휘 학습서 국어

수능연계교재의 VOCA 1800 수능특강과 수능완성의 필수 중요 어휘 1800개 수록 영어

수능연계 기출 Vaccine VOCA 수능-EBS 연계 및 평가원 최다 빈출 어휘 선별 수록 영어

고난도

수능연계완성 3/4주 특강 단기간에 끝내는 수능 킬러 문항 대비서 국/수/영/과

수능의 7대 함정 아깝게 틀리기 쉬운 영역별 수능 함정 문제 유형 분석 국/수/영/사/과

박봄의 사회ㆍ문화 표 분석의 패턴 박봄 선생님과 사회·문화 표 분석 문항의 패턴 연습 사회탐구

모의고사

FINAL 실전모의고사 수능 동일 난도의 최다 분량, 최다 과목 모의고사 전 영역

만점마무리 봉투모의고사 실제 시험지 형태와 OMR 카드로 실전 훈련 모의고사 전 영역

만점마무리 봉투모의고사
RED EDITION

신규 문항 2회분으로 국어·수학·영어 논스톱 모의고사 국/수/영

고난도 시크릿X 봉투모의고사 제대로 어려운 고퀄리티 최고난도 모의고사 국/수/영

수능 입문과목 기출/연습 연계 + 연계 보완 고난도 모의고사

수능특강
Light

수능특강Q
미니모의고사

수능 감
(感)잡기

수능 기출의 
미래

수능연계교재의 
국어 어휘

수능연계교재의
VOCA 1800

수능연계 기출
Vaccine VOCA

수능특강

수능완성

연계

수능특강
사용설명서

수능특강
연계 기출

수능완성
사용설명서

수능연계완성
3/4주 특강
고난도· 신유형

수능의
7대 함정

박봄의
사회ㆍ문화
표 분석의

패턴

FINAL
실전모의고사

만점마무리
봉투모의고사

만점마무리
봉투모의고사

RED EDITION

고난도 시크릿X 
봉투모의고사

고등
예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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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국어 교재 목록 고교 영어 교재 목록
고1~2

시리즈 교재명 분량 가격(원) 발행 시기

고등예비과정 국어 232 8,000 판매중

2022년, 내 등급은? 국어·수학·영어 3월 학력평가+반 배치고사 292 14,000 판매중

윤혜정의 나비효과 입문편
윤혜정의 나비효과 입문편 392 15,000 판매중

윤혜정의 나비효과 입문편 워크북 512 15,000 판매중

어휘가 독해다! 수능 국어 어휘 296 14,000 판매중

올림포스

국어 408 14,000 판매중

현대문학 336 11,000 판매중

고전문학 328 10,500 판매중

독서 256 10,500 판매중

화법과 작문 248 11,500 판매중

언어와 매체 264 11,500 판매중

올림포스 전국연합학력평가 

기출문제집

국어(고1) 504 14,500 판매중

문학 472 14,500 판매중

독서 344 13,500 판매중

국어 독해의 원리

현대시 344 14,500 판매중

고전 시가 328 14,500 판매중

현대 소설 392 15,500 판매중

고전 산문 392 15,500 판매중

독서 384 15,500 판매중

국어 문법의 원리
수능 국어 문법 304 12,000 판매중

수능 국어 문법 180제 228 9,000 판매중

단기 특강
문학 128 6,500 판매중

독서 120 6,500 판매중

고1~2

시리즈 교재명 분량 가격(원) 발행 시기

고등예비과정 영어 296 8,500 판매중

2022년, 내 등급은? 국어·수학·영어 3월 학력평가+반 배치고사 292 14,000 판매중

정승익의 수능 개념 잡는 대박구문 정승익의 수능 개념 잡는 대박구문 328 15,000 판매중

올림포스

독해의 기본1 256 8,000 판매중

독해의 기본2 256 8,000 판매중

구문연습 300 368 15,000 판매중

올림포스 전국연합학력평가 

기출문제집

영어독해(고1) 376 14,000 판매중

영어독해(고2) 384 14,000 판매중

Grammar POWER

기본 360 12,000 판매중

상 320 12,000 판매중

하 304 12,000 판매중

Reading POWER

유형편 기본 264 10,000 판매중

유형편 완성 272 10,000 판매중

구문편 272 10,000 판매중

주제별 독해 완성 288 12,000 판매중

Listening POWER
기본편 모의고사 30회 368 13,000 판매중

실력편 모의고사 25회 328 12,000 판매중

Voca POWER
어원 440 11,500 판매중

고교필수어휘 2500 592 11,500 판매중

단기 특강
영어독해 유형편 120 6,500 판매중

영어독해 어법편 120 6,500 판매중

고2~N수

시리즈 교재명 분량 가격(원) 발행 시기

수능 감(感) 잡기 국어 256 10,500 판매중

수능특강 Light 국어 232 8,300 판매중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504 16,000 판매중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워크북 352 14,000 판매중

윤혜정의 패턴의 나비효과 윤혜정의 패턴의 나비효과 미정 미정 미정

수능 기출의 미래

문학 384 12,500 판매중

독서 360 11,500 판매중

화법과 작문 224 7,500 판매중

언어와 매체 216 7,500 판매중

수능특강Q 미니모의고사

국어 Start 96 3,300 판매중

국어 Jump 104 3,300 판매중

국어 Hyper 96 3,300 판매중

연계  수능특강

문학 456 9,100 판매중

독서 440 9,100 판매중

화법과 작문 304 7,400 판매중

언어와 매체 304 7,400 판매중

수능특강 연계 기출
문학작품 연계 기출1 고전 시가·현대시 320 13,500 판매중

문학작품 연계 기출2 고전 산문·현대 소설 360 13,500 판매중

수능특강 사용설명서
문학 384 15,000 판매중

독서 328 14,000 판매중

수능연계교재의 국어 어휘 수능연계교재의 국어 어휘 248 10,000 판매중

연계  수능완성
문학·독서·화법과 작문 미정 미정

2022년 6월
문학·독서·언어와 매체 미정 미정

수능완성 사용설명서 독서·문학 248 미정 2022년 6월

수능연계완성 4주 특강 고난도·신유형 국어 200 13,000 판매중

수능의 7대 함정 국어 240 9,300 판매중

FINAL 실전모의고사 국어영역 212 11,000 2022년 5월

만점마무리 봉투모의고사
국어영역 103 미정 2022년 7월

RED EDITION(국어+수학+영어) 186 미정 2022년 9월

고난도 시크릿X 봉투모의고사 국어영역 103 미정 2022년 9월

고2~N수

시리즈 교재명 분량 가격(원) 발행 시기

수능 감(感) 잡기 영어 224 9,500 판매중

수능특강 Light
영어 독해 256 9,500 판매중

영어 듣기 192 7,000 판매중

수능특강 Light
(2022)

영어 256 미정

2022년 6월영어독해연습 256 미정

영어듣기 192 미정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독해 360 12,500 판매중

영어 어법·어휘 184 7,000 판매중

수능특강Q 미니모의고사

영어 Start 128 3,300 판매중

영어 Jump 128 3,300 판매중

영어 Hyper 136 3,300 판매중

연계  수능특강

영어 424 9,000 판매중

영어독해연습 392 9,200 판매중

영어듣기 408 9,200 판매중

수능특강 연계 기출
영어지문 연계 기출1 영어 360 13,500 판매중

영어지문 연계 기출2 영어독해연습 360 13,500 판매중

수능특강 사용설명서

영어(상) 216 10,000 판매중

영어(하) 240 10,000 판매중

영어독해연습(상) 200 9,500 판매중

영어독해연습(하) 216 9,500 판매중

수능연계교재의 VOCA 1800 수능연계교재의 VOCA 1800 248 12,000 판매중

수능연계 기출 Vaccine VOCA 2200 수능연계 기출 Vaccine VOCA 2200 512 13,500 판매중

연계  수능완성 영어 미정 미정 2022년 6월

수능완성 사용설명서
영어(상) 224 미정

2022년 6월
영어(하) 224 미정

수능연계완성 4주 특강 고난도·신유형 영어 176 13,000 판매중

수능의 7대 함정 영어 168 6,800 판매중

FINAL 실전모의고사 영어영역 192 11,000 2022년 5월

만점마무리 봉투모의고사
영어영역 75 미정 2022년 7월

RED EDITION(국어+수학+영어) 186 미정 2022년 9월

고난도 시크릿X 봉투모의고사 영어영역 75 미정 2022년 9월※ 교재 분량 및 가격 등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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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수학 교재 목록
고1~2

시리즈 교재명 분량 가격(원) 발행 시기

고등예비과정 수학 216 8,000 판매중

2022년, 내 등급은? 국어·수학·영어  3월 학력평가+반 배치고사 292 14,000 판매중

50일 수학
상 168 7,000 판매중

하 184 7,500 판매중

매쓰 디렉터의 고1 수학 
개념 끝장내기

매쓰 디렉터의 고1 수학 개념 끝장내기 456 16,000 판매중

올림포스

수학(상) 168 6,500 판매중

수학(하) 128 5,000 판매중

수학Ⅰ 176 6,500 판매중

수학Ⅱ 176 6,500 판매중

확률과 통계 184 6,500 판매중

미적분 224 8,000 판매중

기하 160 7,000 판매중

올림포스 전국연합학력평가 
기출문제집

수학(고1) 280 10,000 판매중

수학Ⅰ 248 10,000 판매중

수학Ⅱ 256 10,000 판매중

확률과 통계 232 10,000 판매중

미적분 240 10,000 판매중

올림포스 닥터링

수학 432 14,000 판매중

수학Ⅰ 296 10,500 판매중

수학Ⅱ 264 9,500 판매중

확률과 통계 232 8,000 판매중

미적분 280 10,000 판매중

올림포스 고난도

수학 320 10,500 판매중

수학Ⅰ 184 6,500 판매중

수학Ⅱ 224 8,000 판매중

확률과 통계 192 8,200 판매중

미적분 216 9,000 판매중

수학의 왕도

수학(상) 448 16,000 판매중

수학(하) 400 16,000 판매중

수학Ⅰ 464 16,000 판매중

수학Ⅱ 432 16,000 판매중

확률과 통계 432 15,000 판매중

미적분 464 16,000 판매중

단기 특강

수학Ⅰ 88 5,000 판매중

수학Ⅱ 88 5,000 판매중

확률과 통계 104 5,500 판매중

미적분 112 5,500 판매중

고2~N수

시리즈 교재명 분량 가격(원) 발행 시기

수능 감(感) 잡기

수학Ⅰ 88 5,500 판매중

수학Ⅱ 112 5,500 판매중

확률과 통계 96 5,500 판매중

미적분 120 5,500 판매중

수능 기출의 미래

수학Ⅰ 232 8,500 판매중

수학Ⅱ 224 8,500 판매중

확률과 통계 224 8,500 판매중

미적분 352 11,500 판매중

기하 176 7,000 판매중

수능특강Q 미니모의고사

수학Ⅰ 104 3,300 판매중

수학Ⅱ 104 3,300 판매중

확률과 통계 112 3,300 판매중

미적분 112 3,300 판매중

기하 112 3,300 판매중

연계  수능특강

수학Ⅰ 160 5,600 판매중

수학Ⅱ 168 5,600 판매중

확률과 통계 160 5,600 판매중

미적분 168 5,600 판매중

기하 168 5,600 판매중

수능특강 사용설명서

수학Ⅰ·수학Ⅱ·확률과 통계 192 9,000 판매중

수학Ⅰ·수학Ⅱ·미적분 192 9,000 판매중

수학Ⅰ·수학Ⅱ·기하 192 9,000 판매중

연계  수능완성

수학Ⅰ·수학Ⅱ·확률과 통계 미정 미정

2022년 6월수학Ⅰ·수학Ⅱ·미적분 미정 미정

수학Ⅰ·수학Ⅱ·기하 미정 미정

수능연계완성 4주 특강 
고난도·신유형

수학Ⅰ·수학Ⅱ·확률과 통계 224 13,000 판매중

수학Ⅰ·수학Ⅱ·미적분 232 13,000 판매중

수능의 7대 함정
수학Ⅰ·수학Ⅱ·확률과 통계 184 7,800 판매중

수학Ⅰ·수학Ⅱ·미적분 184 7,800 판매중

FINAL 실전모의고사 수학영역 208 11,000 2022년 5월

만점마무리 봉투모의고사
수학영역 99 미정 2022년 7월

RED EDITION(국어+수학+영어) 186 미정 2022년 9월

고난도 시크릿X 봉투모의고사 수학영역 99 미정 2022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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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과학 교재 목록
고1~2

시리즈 교재명 분량 가격(원) 발행 시기

고등예비과정 통합과학 184 8,000 판매중

개념완성

통합과학 520 16,000 판매중

물리학Ⅰ 480 16,000 판매중

화학Ⅰ 488 16,000 판매중

생명과학Ⅰ 496 16,000 판매중

지구과학Ⅰ 496 16,000 판매중

물리학Ⅱ 368 16,000 판매중

화학Ⅱ 408 16,000 판매중

생명과학Ⅱ 368 16,000 판매중

지구과학Ⅱ 408 16,000 판매중

개념완성 문항편

통합과학 176 7,000 판매중

물리학Ⅰ 168 7,500 판매중

화학Ⅰ 168 7,500 판매중

생명과학Ⅰ 168 7,500 판매중

지구과학Ⅰ 168 7,500 판매중

고교 한국사·사회 교재 목록
고1~2

시리즈 교재명 분량 가격(원) 발행 시기

고등예비과정
한국사 168 8,000 판매중

통합사회 256 9,000 판매중

개념완성

필수 한국사 304 13,000 판매중

자료와 연표로 흐름을 읽는 한국사 264 11,500 판매중

통합사회 512 16,000 판매중

생활과 윤리 376 13,000 판매중

윤리와 사상 304 12,000 판매중

한국지리 480 15,800 판매중

세계지리 312 12,000 판매중

동아시아사 352 12,000 판매중

사회·문화 400 13,500 판매중

정치와 법 304 12,000 판매중

개념완성 문항편 통합사회 184 7,000 판매중

고등학생을 위한 多담은 한국사 연표 고등학생을 위한 多담은 한국사 연표 10 9,000 판매중

고2~N수

시리즈 교재명 분량 가격(원) 발행 시기

수능 기출의 미래

한국사 232 8,500 판매중

생활과 윤리 320 10,500 판매중

한국지리 304 10,500 판매중

세계지리 272 10,000 판매중

사회·문화 328 10,500 판매중

수능특강Q 미니모의고사

한국사 80 3,300 판매중

생활과 윤리 88 3,300 판매중

한국지리 88 3,300 판매중

사회·문화 88 3,300 판매중

연계  수능특강

한국사 264 7,400 판매중

생활과 윤리 240 6,200 판매중

윤리와 사상 240 6,200 판매중

한국지리 248 6,200 판매중

세계지리 240 6,200 판매중

동아시아사 232 6,200 판매중

세계사 240 6,200 판매중

사회·문화 240 6,200 판매중

정치와 법 240 6,200 판매중

경제 240 6,200 판매중

수능특강 사용설명서

한국사 192 9,000 판매중

생활과 윤리 176 9,000 판매중

사회·문화 152 8,000 판매중

연계  수능완성

생활과 윤리 미정 미정

2022년 6월

윤리와 사상 미정 미정

한국지리 미정 미정

세계지리 미정 미정

동아시아사 미정 미정

세계사 미정 미정

사회·문화 미정 미정

정치와 법 미정 미정

경제 미정 미정

수능의 7대 함정
생활과 윤리 176 7,200 판매중

사회·문화 152 6,200 판매중

박봄의 사회·문화 표 분석의 패턴 박봄의 사회·문화 표 분석의 패턴 192 12,000 판매중

FINAL 실전모의고사

한국사영역 76 6,500

2022년 5월
생활과 윤리 76 6,500

한국지리 76 6,500

사회·문화 76 6,500

만점마무리 봉투모의고사

한국사영역 41 미정

2022년 7월생활과 윤리 41 미정

사회·문화 41 미정

고2~N수

시리즈 교재명 분량 가격(원) 발행 시기

수능 기출의 미래

물리학Ⅰ 312 10,500 판매중

화학Ⅰ 280 10,500 판매중

생명과학Ⅰ 328 10,500 판매중

지구과학Ⅰ 296 10,500 판매중

수능특강Q 미니모의고사

물리학Ⅰ 88 3,300 판매중

화학Ⅰ 88 3,300 판매중

생명과학Ⅰ 88 3,300 판매중

지구과학Ⅰ 88 3,300 판매중

연계  수능특강

물리학Ⅰ 272 6,800 판매중

화학Ⅰ 272 6,800 판매중

생명과학Ⅰ 256 6,800 판매중

지구과학Ⅰ 272 6,800 판매중

물리학Ⅱ 280 6,800 판매중

화학Ⅱ 264 6,800 판매중

생명과학Ⅱ 264 6,800 판매중

지구과학Ⅱ 272 6,800 판매중

수능특강 사용설명서
생명과학Ⅰ 192 9,000 판매중

지구과학Ⅰ 192 9,000 판매중

연계  수능완성

물리학Ⅰ 미정 미정

2022년 6월

화학Ⅰ 미정 미정

생명과학Ⅰ 미정 미정

지구과학Ⅰ 미정 미정

물리학Ⅱ 미정 미정

화학Ⅱ 미정 미정

생명과학Ⅱ 미정 미정

지구과학Ⅱ 미정 미정

수능연계완성 3주 특강 

고난도·신유형

생명과학Ⅰ 136 9,000 판매중

지구과학Ⅰ 136 9,000 판매중

수능의 7대 함정

화학Ⅰ 136 6,000 판매중

생명과학Ⅰ 160 6,500 판매중

지구과학Ⅰ 136 6,000 판매중

FINAL 실전모의고사

물리학Ⅰ 72 6,500

2022년 5월
화학Ⅰ 72 6,500

생명과학Ⅰ 72 6,500

지구과학Ⅰ 72 6,500

만점마무리 봉투모의고사

화학Ⅰ 41 미정

2022년 7월생명과학Ⅰ 41 미정

지구과학Ⅰ 41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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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부터 탄탄하게 
고교 입문 시리즈

고교 인공지능 교재 목록

시리즈 교재명 분량 가격(원) 발행 시기

수학과 함께하는

고교 AI 입문/AI 기초

수학과 함께하는 고교 AI 입문 232 12,000 판매중

수학과 함께하는 AI 기초 240 12,000 판매중

시리즈명 시리즈 특징 및 발행 교재

•초등학교, 중학교 수학 성적을 잊게 해 주는 수학의 맥

•수학 취약점 긴급 보완 특화서

상, 하

50일 수학

•수능, 평가원 모의평가 빈출 어휘, 개념어 수록

•배경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정리하여 단기 학습으로 독해력 상승

수능 국어 어휘

어휘가 독해다!
수능 국어 어휘

• 최신 <3월 학력평가 기출문제> 3회분과 EBS만의 예상 문제  

<반 배치고사> 2회분으로 익숙해지는 고등학교 시험 유형

• 등급컷과 내 점수를 비교하여 나의 실력을 확인

국어·수학·영어(3월 학력평가+반 배치고사)

[예비 고1]
2022년, 

내 등급은?

•새 학년에 배우는 주요 개념들을 겨울 방학 동안 단기간 학습 가능

•내신 평가에 자주 출제되는 필수 유형과 다양한 내신 평가 문항 수록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고등
예비과정

• EBS 대표 강사 윤혜정 선생님의 친절한 설명이 가득 담긴 입문서

•영역별 15강씩 3책 분권으로 가볍게 시작하는 국어 학습

•입문편 1강 ↔ 워크북 1강으로 문항 연습까지 완벽하게

윤혜정의 나비효과 입문편, 윤혜정의 나비효과 입문편 워크북

윤혜정의 
나비효과 

입문편/워크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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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수업, 방과 후 학습 교재 추천! 
고교 내신 기본서 시리즈★★★

EBS만의 든든한 
국어·영어·수학 과목 특화 시리즈

• 학습 수준과 목표에 맞는 단계별 영어 특화 교재

• 단계별 체계적인 교재 구성으로 내신과 수능 영어 마스터를 위한 

특화서

Grammar : 기본, 상, 하

Reading :  유형편 기본, 유형편 완성, 구문편, 주제별 독해 완성

Listening : 기본편 모의고사 30회, 실력편 모의고사 25회

Voca : 어원, 고교필수어휘 2500

영어 
POWER 

시리즈

•‘원리’를 중심으로 작품과 지문을 쉽게 독해할 수 있는 국어 독해서

•�내신형 문제부터 수능형 문제까지 다양한 유형의 문항을 배치하여 

수능과 내신을 동시에 대비

국어 독해의 원리 : 고전 시가, 고전 산문, 현대시, 현대 소설, 독서

국어 문법의 원리 : 수능국어문법, 수능국어문법 180제

국어 독해의 원리
국어 문법의 원리

•텍스트 이해가 아닌 시각적으로 표현한 직관적인 수학 개념 설명

•�세분화된 개념 이해, 반복 문제 풀이로 수학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수학 

특화서

•기초 개념 확인부터 기본, 실력, 종합 문제까지 국내 최다 문항 수록

수학(상), 수학(하),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

수학의 왕도

•교과서, 교육과정의 핵심 내용을 반영한 국어·영어·수학 기본서

•엄선된 작품과 지문, 유형별 문항으로 내신과 수능을 한 번에 학습

국어 : 국어, 현대문학, 고전문학, 독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영어 : 독해의 기본1, 독해의 기본2, 구문연습 300

수학 : 수학(상), 수학(하),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단계별/수준별 수학 학습은 올림포스 닥터링(5책) →  

올림포스 수학(7책) → 올림포스 고난도(5책)

올림포스

•기출로 개념과 내신 잡는 개념+기출 기본서 

•올림포스의 핵심 압축 개념과 학력평가 기출 우수 문항 선별 수록
올림포스
전국연합 
학력평가

기출문제집
국어 : 국어(고1), 문학, 독서

영어 : 영어독해(고1), 영어독해(고2)

수학 : 수학(고1),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

•내신 대비를 위한 사회·과학 베스트 문제집

•학교 평가 대비와 복습용으로 적합한 단원별/유형별 문항 구성개념완성 
문항편 사회 : 통합사회

과학 : 통합과학, 물리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전체 출판사 교과서 분석을 통한 핵심 내용과 내신·수능 대비 문항 구성

•개념, 주제들을 하나로 모아 수업에 바로 활용 가능한 다양한 코너 제공

개념완성
한국사 : 필수 한국사, 자료와 연표로 흐름을 읽는 한국사

사회 :  통합사회,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한국지리, 세계지리,   

 동아시아사, 사회·문화, 정치와 법

과학 :  통합과학, 물리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물리학Ⅱ, 화학Ⅱ,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Ⅱ

 단기간에 내신을 끝내는 단기 완성 교재

•학교 선생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내신 단기 완성 교재

•15차시 내외 분량으로 끝내는 내신 마무리

국어 : 문학, 독서

영어 : 영어독해 유형편, 영어독해 어법편

수학 :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

단기 특강

시리즈명 시리즈 특징 및 발행 교재시리즈명 시리즈 특징 및 발행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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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특강의 체제를 따르되 ‘보다 가볍고 부담 없는 분량’으로 학습 가능

• 수능 연계 대비를 시작하는 선생님 선택률 1위의 수능 입문서

국어 : 국어

영어 : 영어 독해, 영어 듣기

수능특강 
Light

•동일한 소재·자료·유형을 내신형 문항과 수능형 문항으로 동시 수록

•내신에서 수능으로 연결되는 포인트를 잡는 학습 전략 제시

국어 : 국어

영어 : 영어

수학 :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

수능 
감(感) 잡기

• EBS 대표 강사들의 학습 비법을 집결한 강의노트

•�학습 노하우를 함께 나누는 학교 선생님들의 든든한 파트너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는 워크북과 함께 더 업그레이드!

강의노트 74책 +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워크북

수능개념

•2022년 6월, 영어영역 개정/신규 출시 예정

•수능특강 3책 체제에 맞추어 ‘영어, 영어독해연습, 영어듣기’로 개편

   ‘영어 독해’ → ‘영어’로 이름 변경 및 개정

   ‘영어듣기’ 일부 개정

   ‘영어독해연습’ 신규 발행

2022년 새로운
수능특강 
Light

얇지만 충실하게 수능 공부의 감을 잡는다! 
수능 입문 시리즈

가장 확실한 수능 필수 학습! 
수능 연계 & 연계 보완 시리즈

•수능특강과 유사도가 높은 기출문제 선별 수록한 핵심 연계 기출 문제집

•신뢰도 있는 수능, 모의평가, 학력평가 기출 문항을 수록한 연계교재 보완
수능특강 
연계 기출 국어 :  문학작품 연계 기출1 고전 시가·현대시,  

 문학작품 연계 기출2 고전 산문·현대 소설

영어 : 영어지문 연계 기출1 영어, 영어지문 연계 기출2 영어독해연습 

전 과목 30책, 15PDF

•2023학년도 수능 체제 적용 수능 연계교재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을 통한 수능 핵심 내용 제시

•수능형 연습 문제를 통한 수능 유형 익히기 

•참신한 실전 문제로 수능 대비 실전 점검 가능

연계

수능특강

• 오개념 학습, 검증 안 된 변형 문항 등 잘못된 방법으로 공부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는 선생님들께 필요한 교재

•�수능특강의 지문과 자료, 문항을 해석하는 것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교재

•�자료와 선지 분석으로 매력적인 오답의 의도, 오답을 피하는 방법 수록
수능특강

사용설명서 국어 : 문학, 독서

영어 : 영어(상), 영어(하), 영어독해연습(상), 영어독해연습(하)

수학 :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수학Ⅰ· 수학Ⅱ·미적분, 수학Ⅰ· 수학Ⅱ· 기하

한국사 : 한국사

사회탐구 :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과학탐구 :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연계교재의 어휘 학습을 한 권으로 완성

•�2023학년도 수능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가장 간편한 어휘 학습서

•�연계교재 수능특강과 수능완성의 중요·핵심 어휘 수록 

수능연계교재의
VOCA 1800

/국어 어휘
국어 :  수능연계교재의 국어 어휘

영어 : 수능연계교재의 VOCA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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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과목 23책, 15PDF

•�주제별 핵심 개념, 유형별 해결 전략·자료 분석·심화 학습이 가능한 연계교재

•�국어·수학영역의 공통+선택형 수능 체제에 맞춘 교재 구성

•�학습 내용을 최종 점검하여 본인의 실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실전 모의고사 5회분 수록

연계

수능완성

• 문항에 함축된 출제 의도를 EBS가 직접 풀이한 가장 정확한 첨삭 지도서

• 수능완성 학습에 시간이 부족하거나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싶은             

수험생을 위한 교재
수능완성 

사용설명서
국어 : 독서·문학

영어 : 영어(상), 영어(하)

•아쉽게 틀리고 자꾸 틀리는 함정을 탈출하는 해법서

•철저한 기출문제 분석으로 과목별 빠지기 쉬운 7가지 유형의 함정 분석

•수능, 모의평가 기출문제, 연계 문항 중 실수하기 쉬운 함정 문항 선별수능의 
7대 함정 국어 : 국어       영어 : 영어  

수학 :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

사회탐구 : 생활과 윤리, 사회· 문화

과학탐구 :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1등급을 향한 등급 올리기 고난도 문항집

•�최근 수능 유형 분석을 통한 신유형 및 3, 4점 문항 연습으로  

수능 고난도 문항 완벽 대비

•�고난도 단기 집중 학습을 위해 주차별/영역별로 차별화된 구성

수능연계완성
3/4주 특강

고난도·신유형
국어 : 국어       영어 : 영어  

수학 :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

과학탐구 :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빈틈을 채우고 수능연계를 완성하는 고난도 시리즈

•수능과 동일한 난도와 체제, 모의평가 경향 반영

•�실제 시험지와 동일한 사이즈로 제작, OMR카드 제공으로  

최종 실전 연습 가능7월
만점마무리  

봉투모의고사 국어영역, 수학영역, 영어영역, 한국사영역

사회탐구 :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과학탐구 :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국어·수학·영어 합본으로 2회분의 논스톱 모의고사 연습

•6월, 9월 모의평가를 반영한 수능 직전 최종 모의고사 문제집

9월
만점마무리  

봉투모의고사
RED EDITION

합본(국어+수학+영어)

•가장 많은 수험생이 선택한 EBS 대표 과목별 모의고사 문제집

•모의고사 시리즈 중 최다 과목, 최다 분량 수록

•모의평가 1개월 전 단기 집중 문제 풀이로 키우는 실전 감각
5월 

FINAL 
실전모의고사 국어영역, 수학영역, 영어영역, 한국사영역

사회탐구 : 생활과 윤리, 한국지리, 사회·문화

과학탐구 : 물리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능 고난도 킬러 문항 대비 봉투모의고사

•실전보다 실전 같이! 진짜보다 더 어렵게! 제대로 어렵게!

•�EBS 최강 출제진이 만든 고퀄리티 고난도 모의고사로  

어려운 시험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게 미리 예방하고 연습하는  

고난도 봉투모의고사

9월 
고난도 시크릿X
봉투모의고사

국어영역, 수학영역, 영어영역

선배들이 증명한 실전 훈련의 중요성 
수능 적중 모의고사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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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고등학생을 위한 과목별 단기 완성

고등예비과정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6책)

수준  

대상  예비 고1

시리즈 구성

국어

232쪽/8,000원

영어

296쪽/8,500원

수학

216쪽/8,000원

한국사

168쪽/8,000원

통합사회

256쪽/9,000원

통합과학

184쪽/8,000원

완벽한 고등학교 데뷔를 위한

2022년, 내 등급은?
수준  

대상  예비 고1

국어·수학·영어 ㆍ예비 고1ㆍ

3월
학력
평가 +반배치고사

ㆍ예비 고1ㆍ

완벽한 고등학교 데뷔! 

3월 학력평가 + 반 배치고사 대비

지금, 내 등급을 알아야 고등학교 3년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최신

개년

학력평가

월

기출문제

회

EBS
반 배치고사

회분 국어·수학·영어

3월
학력평가+반배치

고사

ㆍ예비 고1ㆍ

국어·수학·영어

정가 14,000원

3월 학력평가와 반 배치고사 대비, 예비 고1을 위한 문제집

 2022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만을 위한 8절 시험지 형태의 교재

예비 고등학생을 위한 시험 소개와 EBS 선생님의 공부법 특강 제공

 전국연합학력평가와 반 배치고사를 소개하고 예비 고1을 위한 공부법 안내

최신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문항과 반 배치고사 실전 문제 수록

 최근 3개년의 3월 학력평가 문항과 반 배치고사를 위한 실전 문제 2회분 제공

 시험지와 동일한 형태로 제공되어 고등학교 입학 전 실력 진단 가능

시리즈 구성

2022년, 내 등급은?

292쪽/14,000원

고등학교 입학 전 필수 교재, 가장 많이 팔리는 고교 입문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목 발행

고등학교의 새로운 개념과 지식을 한 권으로 정리

 고등학교 내신 적응을 위한 교과서 핵심 내용 수록

 내신평가에 자주 출제되는 필수 유형과 다양한 내신평가 문항을 제시

효율적인 단기간 학습을 통해 고등학교 적응 완료

 새 학년에 배우는 주요 개념들을 일목요연하게 요약 정리하여 겨울방학이나 학기 초에 

단기간 학습 가능

신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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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의 기본을 다지는 주제별 기초 단기 특강

50일 수학

상, 하 (2책)

시리즈 구성

상

168쪽/7,000원

하

184쪽/7,500원

고교 수학을 처음 접하는 학생을 위한 친절한 입문서

 고교 수학이 처음인 학생을 위한 매쓰 디렉터의 친절한 교재

 자세한 풀이 과정 설명과 활용도 높은 TIP 제공

 다양한 첨삭 설명과 선생님의 손글씨 문제 풀이 제공

‘핵심 개념 → 대표 유형 → 단원마무리’ 3단계 학습 구성

 자세한 핵심 개념과 개념 체크 문항으로 학습 내용 바로 점검

 대표 유형과 유제를 통해 스스로 문항의 구조를 파악하여 연습 가능

 각 단원별 유형 변형 문제와 내신 문항으로 탄탄한 마무리

EBSi 스타강사 정승제 선생님의 강의 제공

 어려운 문제는 EBSi 사이트에서 정승제 선생님의 무료 강의과 함께 해결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의 시작과 끝!

매쓰 디렉터의 고1 수학 개념 끝장내기

시리즈 구성

매쓰 디렉터의 고1 

수학 개념 끝장내기

456쪽/16,000원

초·중·고 수학의 맥을 잡는 개념 단기 특강

 학교마다 다른 중학 교과서, 교과서를 뛰어넘어 중학생이 꼭 배워야 할 개념 정리

 초등학교, 중학교 때 수학을 못했더라도 수학의 맥을 처음부터 잡아주는 교재

영역별 구성으로 취약 부분 집중 학습 가능

 학교마다 다른 중학 교과서, 교과서를 뛰어넘어 중학생이 꼭 배워야 할 개념 정리

 초등학교, 중학교 때 수학을 못했더라도 수학의 맥을 처음부터 잡아주는 교재

단계적 구성으로 수학의 자신감까지 UP!

 기초 문제부터 개념 적용 문제까지 단계적으로 구성하여 차근차근 연습 가능

수준  

대상  예비 고1~고1

수준  

대상  예비 고1~고2

신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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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국어영역 입문서

윤혜정의 나비효과 입문편

시리즈 구성

윤혜정의 나비효과

입문편

392쪽/15,000원

윤혜정의 나비효과 입문편과 함께 학습하면 시너지 UP

 나비효과 입문편과 동일한 시 문학, 소설 문학, 비문학 각 15강 합본 구성

복습해야 할 ‘오늘의 개념 태그’와 완벽 엄선한 ‘오늘의 태그 문제’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무엇을 익혀야 하는지 공부한 내용을 다시 확인 

 꼼꼼히 살피고 정성껏 선별한 기출문제로 그날의 개념을 바로 적용

입이 달린 듯한 느낌의 살아있는 친절한 해설지와 부록

 매력적인 오답을 피하는 방법, 알아두면 좋을 꿀팁들을 가득 수록

 꼭 알아 두어야 할 어휘와 한자는 따로 정리하여 부록으로 제공

나비효과 입문편과 찰떡궁합

윤혜정의 나비효과 입문편 워크북

연습으로 성장하는
국어 개념 공부의 첫걸음

국어  영역 No.1

윤혜정 선생님과 문제 적용 연습

워 크 북

윤혜정 선생님과 문제 적용 연습

워 크 북

정가  15,000원

윤
혜
정
의

나
비
효
과

입
문
편

워
크
북

문
제 

적
용 

연
습

시리즈 구성

윤혜정의 나비효과 

입문편 워크북

512쪽/15,000원

국어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방향을 잡아주는 국어 입문 교재

 윤혜정 선생님의 베스트셀러 ‘개념의 나비효과’, ‘패턴의 나비효과’의 입문편

 개념과 패턴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정리를 통해 국어 공부의 밑바탕 지식 UP!

EBSi 국어영역 대표 강사 윤혜정 선생님의 직접 집필, 직접 강의

 중요한 부분은 더 자세하게, 어려운 부분은 더 쉽게! 윤혜정 선생님의 친절한 설명

시 문학, 소설 문학, 비문학(15강), 3권 분권으로 가볍고 부담 없이

 영역별로 확실히 알아야 할 내용들을 15강으로 정리

 다양한 예문과 문항들, 기출문제를 통해 지문 독해에서 실전 수능까지 연결 OK!

수준  

대상  예비 고1~고2

신간

윤
혜
정
의

나
비
효
과

입
문
편

저
자

직
강

978-89-547-5026-4 

0 1 7 3 5 

4 6 2 0 5 7 4 5 9 8 8 7 9 

정가 15,000원

국어  영역 No.1

첫술에도 배부르게 하는

국어 개념 공부의 첫걸음

국어  영역 No.1

STEP 1 STEP3STEP 2

개념 설명 개념 QUIZ 기출문제

수준  

대상  예비 고1~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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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개의 구문 CODE로 기출 구문 완벽 분석

정승익의 수능 개념 잡는 대박 구문

시리즈 구성

정승익의 수능 개념

잡는 대박구문

328쪽/15,000원

국어 빈출 어휘 기반으로 구성한 어휘력 향상 특화 교재

 수능·모의평가에서 분야별로 빈출 어휘를 선정하여 수록

 분야별 학습 후 형성 평가를 통해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

배경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정리하여 독해력까지 UP!

 수능 국어에 꼭 필요한 배경지식과 관용 표현을 선별하여 별도 코너 구성

 삽화와 사진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수능 국어에 적응하는 훈련 가능

하루 8쪽, 29강 구성으로 단기간에 어휘 실력 UP!

국어 어휘 No.1 베스트셀러

어휘가 독해다! 수능 국어 어휘

 

ISBN 978-8-95475-088-2 

0 1 7 3 5 

2 8 8 0 5 7 4 5 9 8 8 7 9 

정가 14,000원

 

EBS 국어 어휘 시리즈

수능 국어 어휘

시리즈 구성

수능 국어 어휘

296쪽/14,000원

중학 영어에서 수능 영어로 UPGRADE!

 교과서 영어에서 벗어나 수능 수준의 영어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교재

 800개의 기출 구문으로 자연스럽게 익히는 수능 영어 

다양한 문장 해석의 경험과 동시에 서술형 대비까지!

 다양한 문장을 해석하는 경험으로 생소한 문장도 해석할 수 있는 실력 기르기

 세 단계의 미션을 통한 문장 쓰기 연습으로 서술형 문제까지 대비

구문을 마스터하는 7단계 학습 비법!

수준  

대상  예비 고1~고2

수준  

대상  예비 고1~고2

신간

1-2단계 5-6단계3-4단계
필수 문법

개념 익히기
문장 해석 마스터 문장 해석 연습

7단계

서술형 대비
어휘 

설명

2쪽

문제로  

확인하기

2쪽

기출로

강해지기

2쪽

수능 만점  

배경지식& 

1등급 어휘 창고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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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수학·영어 내신·수능 대비 필수 코스

올림포스

시리즈 구성

국어(5책)

248~408쪽/

10,500~14,000원

영어(3책)

256~368쪽/

8,000~15,000원

수학(7책)

128~224쪽/

5,000~8,000원

최신 학습 트렌드를 반영한 개념 + 기출 기본서

 문제로 개념을 이해하고 기출문제 확인하는 기출문제 기반 기본서

 고1~2에게 필요한 효율적 학습의 결정판

올림포스의 완벽한 개념과 검증된 전국연합학력평가 문항의 만남

 올림포스의 개념 압축 제공 + 전국연합학력평가 기출 우수 문항 선별 수록

 2021년 시행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까지 수록

학년과 과목 특성을 고려한 구성으로 학년에 따라 선택

기출문제 기반 기본서

올림포스 전국연합학력평가 기출문제집

시리즈 구성

국어(3책)

344~504쪽/

13,500-14,500원

영어(2책)

376~384쪽/

14,000원

수학(5책)

232~280쪽/

 10,000원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EBS 대표 기본서

 교과서 기본 개념 정리부터 내신과 수능까지 완벽 대비

엄선된 지문과 문항으로 내신과 수능을 동시에 대비

 검인정 교과서의 핵심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개념 기본서

 다양한 유형의 문항으로 내신은 물론 수능까지 대비 가능

중요도가 높아진 과정 중심 수행평가까지 대비 가능

 기본 유형 익히기 → 유형 확인 문제 → 서술형 문항 연습 → 내신·수능 문항 → 수행평가

 다양한 수행평가 유형을 직접 익힐 수 있도록 특화된 수행평가 내용 제공

수준  

대상  고1~2

수준  

대상  고1~2

국어, 수학, 영어 (16책) 국어, 수학, 영어 (10책)

개
념 +

 

기
출  

기
본
서

전
국
연
합
학
력
평
가  

기
출
문
제
집

수
학

고교
내신1위

올림포스 시리즈 누적판매

1000만

2022

전국연합학력평가

2021년 시행 전국연합학력평가 수록

기    출    로     개    념     잡     고     내    신     잡    자    !

기출문제집

유형별 
개념

최신
기출

완벽
해설

Ⅰ

교재 구입 문의 | TEL 1588-1580
교재 내용 문의 |  사이트(www.ebsi.co.kr)의 학습 Q&A 서비스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BS, All rights reserved.
 “EBS”와  는 EBS의 등록상표이며 본 교재의 저작권은 EBS에 있습니다. EBS의 사전 허락 없이 EBS의 등록상표를  

이용하거나 본 교재를 복제·변형하여 판매·배포·전송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상표법, 저작권법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제보

사이트 home.ebs.co.kr/copyright, 이메일 copyright@ebs.co.kr, 전화 1588-1580

고교 내신 대표 기본서
올림포스
국어•영어•수학의 내신과 수능의 기초를 다지는 기본서

국어: 국어, 현대문학, 고전문학, 독서,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영어: 독해의 기본1, 독해의 기본2, 구문연습 300

수학: 수학(상), 수학(하), 수학I, 수학II,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올림포스 닥터링 /  올림포스 고난도
기초 수학 닥터링부터 고난도 문항을 통한 상위권 도약까지

수학, 수학I, 수학II, 확률과 통계, 미적분

수학Ⅰ

2022

전국연합학력평가

기출문제집

개념완성 문항편
기본부터 실전 문항까지 한 번에 끝내는 문항 연습

사회탐구: 통합사회

과학탐구: 통합과학, 물리학I, 화학I, 생명과학I, 지구과학I

올림포스 전국연합학력평가 기출문제집
개념과 기출을 동시에 잡는 신개념 개념 + 기출 기본서

국어: 국어(고1), 문학, 독서

영어: 영어독해(고1), 영어독해(고2)

수학: 수학(고1), 수학I, 수학II, 확률과 통계, 미적분

개념완성
한 권으로 완성하는 한국사•사회탐구•과학탐구 개념 학습

한국사: 필수 한국사, 자료와 연표로 흐름을 읽는 한국사

사회탐구:  통합사회,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동아시아사, 한국지리, 세계지리, 사회·문화, 정치와 법

과학탐구:  통합과학, 물리학I, 화학I, 생명과학I, 지구과학I, 물리학II, 화학II, 생명과학II, 지구과학II

수학 I  

교재 구입 문의 | TEL 1588-1580
교재 내용 문의 |  사이트(www.ebsi.co.kr)의 학습 Q&A 서비스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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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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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포스 시리즈 누적판매

1000만

2022

전국연합학력평가

2021년 시행 전국연합학력평가 수록

기    출    로     개    념     잡     고     내    신     잡    자    !

기출문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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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학

문학

2022

전국연합학력평가

기출문제집
고교 내신 대표 기본서

올림포스
국어•영어•수학의 내신과 수능의 기초를 다지는 기본서

국어: 국어, 현대문학, 고전문학, 독서,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영어: 독해의 기본1, 독해의 기본2, 구문연습 300

수학: 수학(상), 수학(하), 수학I, 수학II,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개념완성
한 권으로 완성하는 한국사•사회탐구•과학탐구 개념 학습

한국사: 필수 한국사, 자료와 연표로 흐름을 읽는 한국사

사회탐구:  통합사회,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동아시아사, 한국지리, 세계지리, 사회·문화, 정치와 법

과학탐구:  통합과학, 물리학I, 화학I, 생명과학I, 지구과학I, 물리학II, 화학II, 생명과학II, 지구과학II

올림포스 닥터링 /  올림포스 고난도
기초 수학 닥터링부터 고난도 문항을 통한 상위권 도약까지

수학, 수학I, 수학II, 확률과 통계, 미적분

개념완성 문항편
기본부터 실전 문항까지 한 번에 끝내는 문항 연습

사회탐구: 통합사회

과학탐구: 통합과학, 물리학I, 화학I, 생명과학I, 지구과학I

올림포스 전국연합학력평가 기출문제집
개념과 기출을 동시에 잡는 신개념 개념 + 기출 기본서

국어: 국어(고1), 문학, 독서

영어: 영어독해(고1), 영어독해(고2)

수학: 수학(고1), 수학I, 수학II, 확률과 통계, 미적분

고교
내신1위

올림포스 시리즈 누적판매

1000만

2022

전국연합학력평가

2021년 시행 전국연합학력평가 수록

기    출    로     개    념     잡     고     내    신     잡    자    !

기출문제집

교재 구입 문의 | TEL 1588-1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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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개념

최신
기출

완벽
해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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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출  

기
본
서

전
국
연
합
학
력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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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출
문
제
집

영
어
독
해 (

고     )1

개념완성 문항편
기본부터 실전 문항까지 한 번에 끝내는 문항 연습

사회탐구: 통합사회

과학탐구: 통합과학, 물리학I, 화학I, 생명과학I, 지구과학I

올림포스 전국연합학력평가 기출문제집
개념과 기출을 동시에 잡는 신개념 개념 + 기출 기본서

국어: 국어(고1), 문학, 독서

영어: 영어독해(고1), 영어독해(고2)

수학: 수학(고1), 수학I, 수학II, 확률과 통계, 미적분

고교 내신 대표 기본서
올림포스
국어•영어•수학의 내신과 수능의 기초를 다지는 기본서

국어: 국어, 현대문학, 고전문학, 독서,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영어: 독해의 기본1, 독해의 기본2, 구문연습 300

수학: 수학(상), 수학(하), 수학I, 수학II,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올림포스 닥터링 /  올림포스 고난도
기초 수학 닥터링부터 고난도 문항을 통한 상위권 도약까지

수학, 수학I, 수학II, 확률과 통계, 미적분

개념완성
한 권으로 완성하는 한국사•사회탐구•과학탐구 개념 학습

한국사: 필수 한국사, 자료와 연표로 흐름을 읽는 한국사

사회탐구:  통합사회,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동아시아사, 한국지리, 세계지리, 사회·문화, 정치와 법

과학탐구:  통합과학, 물리학I, 화학I, 생명과학I, 지구과학I, 물리학II, 화학II, 생명과학II, 지구과학II

신간

고1: 국어(고1), 영어독해(고1), 수학(고1)

고2: 문학, 독서, 영어독해(고2),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

수학I

"학교 시험 대비 특별 부록"으로 

서술형·수행평가까지! 

내신의 모든 것 완벽 대비!!

내신과 수능을 위한 EBS 대표 교재
교과서 기본 개념 정리부터 내신과 수능까지 완벽 대비

기본 유형 익히기 ▶ 유형 확인 문제 ▶ 서술형 문항 연습 

▶ 내신 + 수능 문항 ▶ 수행평가까지

수학I

2015  개
정

 교
육

과
정

수
학
I

2015
개정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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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구입 문의
TEL (02)1588-1580 (상담시간 09:00~24:00)

교재 내용 문의
 홈페이지(http://www.ebsi.co.kr)의 
통합 Q&A 서비스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현
대
문
학

2015  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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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과
정

현대문학

현대문학

2015
개정
교육과정

내신과 수능의 기초를 다지는 EBS 대표 교재

문학 교과서 주요 작품 수록 내
신

과
 수

능
의

 기
초

작품별 객관식·서술형 문항으로 

학교 시험 대비와 수능형 실전 문제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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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 문학 공부의 시작! 학교 시험대비의 끝!

“감상 ▶ 이해 ▶ 문제”로 

이어지는 3단계 학습으로 문학 공부 완성!

독해의 기본1

"학교 시험 대비 특별 부록"으로 

서술형·수행평가까지! 

내신의 모든 것 완벽 대비!!

내신과 수능을 위한 EBS 대표 교재
교과서 기본 개념 정리부터 내신과 수능까지 완벽 대비

기본 유형 익히기 ▶ 유형 확인 문제 ▶ 서술형 문항 연습 

▶ 내신 + 수능 문항 ▶ 수행평가까지

독해의 기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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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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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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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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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EBS, All rights reserved.
 “EBS”와  는 EBS의 등록상표이며 본 교재의 저작권은 

EBS에 있습니다. EBS의 사전 허락 없이 EBS의 등록상표를  
이용하거나 본 교재를 복제·변형하여 판매·배포·전송하는 일체
의 행위를 금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상표법, 저작권법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제보
사이트 home.ebs.co.kr/copyright
이메일 copyright@ebs.co.kr
전화 1588-1580

교재 구입 문의
TEL (02)1588-1580 (상담시간 09:00~24:00)

교재 내용 문의
 홈페이지(http://www.ebsi.co.kr)의 
통합 Q&A 서비스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2 EBS 교재 활용 안내  |  고교 2022 EBS 교재 활용 안내  |  고교28 29

수학 기초가 부족한 학생을 위한

올림포스 닥터링

시리즈 구성

수학

432쪽/14,000원

수학Ⅰ

296쪽/10,500원

수학Ⅱ

264쪽/9,500원

확률과 통계

232쪽/8,000원

미적분

280쪽/10,000원

내신 수학 상위권 학생을 위한 맞춤형 고난도 교재

 개념 정리 · 내신 기출 우수 문항의 체계적인 구성

 학교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높은 예상 문항으로 철저한 실전 대비 가능

단원별 필수 유형부터 초고난도 문항까지, 단계적 구성

 중단원별로 등급을 가르는 최고난도 문항 수록

 문항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하여 고난도 문항의 집중 연습 가능

 실력을 점점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문항 난도별 단계적 구성

진짜 상위권 학생을 위한

올림포스 고난도

시리즈 구성

수학

320쪽/10,500원

수학Ⅰ

184쪽/6,500원

수학Ⅱ

224쪽/8,000원

확률과 통계

192쪽/8,200원

미적분

216쪽/9,000원

수학 기초가 부족한 학생을 위한 종합 처방전!

 기초가 부족한 학생도 포기하지 않고 학습할 수 있는 닥터링 처방 제공

 바탕 개념을 토대로 문항 연습을 충분히 반복할 수 있도록 구성

단계별 학습에 최적화된 체계적인 구성

 나선형 구조인 수학을 초중고 수학 연결 개념으로 제공

 닥터링 적용, 활용, 서술형 문제로 이어지는 단계별 학습으로 실전 부담 완화

수준  

대상  고1~2

수준  

대상  고1~2

수학,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 확률과 통계 (5책)

기초를 튼튼! 수학을 더 재미있게!

STEP1 초·중학 연결 개념을 짚어보며. 기초탄탄!

2 어떤 문제도 두렵지 않아. 도전!!!
STEP

3 수학 포기는 NO!!! 자신감 UP!!!
STEP

수학 I

2015
개정

교육과정

수학 I 

기초를 튼튼! 수학을 더 재미있게!

수
학
I 

2015 개
정

 교
육

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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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 확률과 통계 (5책)

고난도
고난도

수학Ⅱ

2015  개
정

 교
육

과
정

수학Ⅱ

진짜 상위권 도약을 위한

“상위권 학생 필수 준비물” 모두 포함!

고난도 문제 해결을 위한 1등급 비법

내신 기출 우수문항 연습

상위 7% 고득점 문항

상위 4% 변별력 문항

수
학
Ⅱ

2015
개정
교육과정

©EBS, All rights reserved.
 “EBS”와  는 EBS의 등록상표이며 본 교재의 저작권은 

EBS에 있습니다. EBS의 사전 허락 없이 EBS의 등록상표를  
이용하거나 본 교재를 복제·변형하여 판매·배포·전송하는 일체
의 행위를 금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상표법, 저작권법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제보
사이트 home.ebs.co.kr/copyright
이메일 copyright@ebs.co.kr
전화 1588-1580

교재 구입 문의
TEL (02)1588-1580 (상담시간 09:00~24:00)

교재 내용 문의
 홈페이지(http://www.ebsi.co.kr)의 
통합 Q&A 서비스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내신 상위 7% 고득점 문항 → 내신 상위 4% 변별력 문항 → 내신 상위 4% of 4%

개념
탄탄 

실전
연습

기본
연습

학습할 개념의 바탕이  

되는 전 단계의 핵심 개념

이해를 쉽게 도와주는  

교과서 개념 정리

학습한 개념의 문제 

+ TWINS 문제

개념 기본 학습을 

돕는 연습

중단원별로 

꼭 풀어야 할 문제 수록 

수포자 탈출은 물론, 

학교시험 완벽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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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사회·과학 개념 기본서

개념완성

시리즈 구성

한국사(2책)

264~304쪽/

11,500~13,000원

사회탐구(8책)

304~512쪽/

12,000~16,000원

과학탐구(9책)

368~520쪽/

16,000원

내신 대비를 위한 사회·과학 대표 실전 문제집

 단원별·유형별 구성으로 기본 개념 정리와 동시에 학교 시험 대비 가능 

 OX문제, 객관식, 서술형 등 다양한 유형의 문항을 한 권으로 연습

사회 교재 구성

과학 교재 구성

개념완성 학습 후 문제 풀이 연습

개념완성 문항편

시리즈 구성

통합사회

184쪽/7,000원

통합과학

176쪽/7,000원

물리학Ⅰ

168쪽/7,500원

화학Ⅰ

168쪽/7,500원

생명과학Ⅰ

168쪽/7,500원

지구과학Ⅰ

168쪽/7,500원

내신과 수능을 동시에 대비할 수 있는 한국사·사회·과학 기본서

 꼼꼼한 내용 정리과 다양한 유형의 문항을 풍부하게 수록

 학교 시험 경향에 맞춘 내신 대비 부록 제공

주제별로 핵심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스토리보드 제공

 흩어진 개념들을 하나의 틀로 묶어 학습 효과 극대화

수업 시간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 자료 구성

수준  

대상  고1~2

한국사, 사회, 과학 (19책)

개념
완성

학교시험 대비 활용 방법

 우리학교 교과서를 확인한다.

 개념완성에 수록된 교과서 조견표를 확인한다.

 시험범위 ‘비법 노트’와 ‘모의 중간/기말고사’로 공부한다.

개념
완성

한국사영역

교재 구입 문의 | TEL 1588-1580 (상담시간 09:00~24:00)

교재 내용 문의 |              홈페이지(www.ebsi.co.kr)의 통합 Q&A 서비스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BS, All rights reserved.
 “EBS”와  는 EBS의 등록상표이며 본 교재의 저작권은 EBS에 있습니다. EBS의 사전 허락 없이 EBS
의 등록상표를 이용하거나 본 교재를 복제·변형하여 판매·배포·전송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상표법, 저작권법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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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학교시험을 위한 
     특별한 준비” 

1.  |특별부록| 중간고사·기말고사 
    대비 4회분      
      범위별 비법 노트 + 모의 중간/기말고사 + 꼼꼼해설

2.  출판사별 교과서 조견표 수록 

한국사영역

필수

 한국사필수

한국사필수

기본 개념부터 실전 연습, 수능 + 내신까지

한 번에 다 끝낼 수 있는 한국사영역 기본서

학
교

 시
험

 대
비

한
국
사
영
역

필수

한
국
사

2015
 개

정
 교

육
과

정

새
 교

과
서

 반
영

개
념
완
성

개념
완성

사회탐구영역

생활과 윤리

개념
완성

기본 개념부터 실전 연습, 수능 + 내신까지

한 번에 다 끝낼 수 있는 탐구영역 기본서

생활과 윤리

사회탐구영역

13,000

ISBN 978-89-547-4392-1

0 9 1 3 5 

1 2 9 3 4 7 4 5 9 8 8 7 9 

학교시험 대비 활용 방법

 우리학교 교과서를 확인한다.

 개념완성에 수록된 교과서 조견표를 확인한다.

 시험범위 ‘비법 노트’와 ‘모의 중간/기말고사’로 공부한다.

“완벽한 학교시험을 위한 
     특별한 준비” 

1.  |특별부록| 중간고사·기말고사 
    대비 4회분      
      범위별 비법 노트 + 모의 중간/기말고사 + 꼼꼼해설

2.  신유형 문항, 수행평가 활동지 추가 구성

3.  출판사별 교과서 조견표 수록 

사
회
탐
구
영
역

생
활
과
윤
리

개
념
완
성

2015
 개

정
 교

육
과

정

새
 교

과
서

 반
영

학
교

 시
험

 대
비교재 구입 문의 | TEL 1588-1580 (상담시간 09:00~24:00)

교재 내용 문의 |              홈페이지(www.ebsi.co.kr)의 통합 Q&A 서비스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BS, All rights reserved.
 “EBS”와  는 EBS의 등록상표이며 본 교재의 저작권은 EBS에 있습니다. EBS의 사전 허락 없이 EBS
의 등록상표를 이용하거나 본 교재를 복제·변형하여 판매·배포·전송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상표법, 저작권법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제보 

사이트 home.ebs.co.kr/copyright | 이메일 copyright@ebs.co.kr | 전화 1588-1580

개념
완성

16,000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Ⅰ

학교시험 대비 활용 방법

 우리학교 교과서를 확인한다.

 개념완성에 수록된 교과서 조견표를 확인한다.

 시험범위 ‘비법 노트’와 ‘모의 중간/기말고사’로 공부한다.

개념
완성

기본 개념부터 실전 연습, 수능 + 내신까지

한 번에 다 끝낼 수 있는 탐구영역 기본서

과학탐구영역

과
학
탐
구
영
역

생
명
과
학
Ⅰ

개
념
완
성

2015
 개

정
 교

육
과

정

새
 교

과
서

 반
영

학
교

 시
험

 대
비

“완벽한 학교시험을 위한 
     특별한 준비” 

1.  |특별부록| 중간고사·기말고사 
    대비 4회분      
      범위별 비법 노트 + 모의 중간/기말고사 + 꼼꼼해설

2.  신유형 문항, 수행평가 활동지 추가 구성

3.  출판사별 교과서 조견표 수록 생명과학Ⅰ

교재 구입 문의 | TEL 1588-1580 (상담시간 09:00~24:00)

교재 내용 문의 |              홈페이지(www.ebsi.co.kr)의 통합 Q&A 서비스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BS, All rights reserved.
 “EBS”와  는 EBS의 등록상표이며 본 교재의 저작권은 EBS에 있습니다. EBS의 사전 허락 없이 EBS
의 등록상표를 이용하거나 본 교재를 복제·변형하여 판매·배포·전송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상표법, 저작권법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제보 

사이트 home.ebs.co.kr/copyright | 이메일 copyright@ebs.co.kr | 전화 1588-1580

사회, 과학 (6책)

수준  

대상  고1~2

본책 해설부록
교과서 분석을 통한  

핵심 내용과 학교/수능  

시험 대비를 위한  

문항 구성

학교 시험 비법 노트,  

시험 범위별 실전 문제와

수행 평가 예상문제 제공

정답에 대한 자세한  

해설, 오답 피하기로  

오답에 대한 자세한  

설명 제공

*과목별 수록 내용은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  보너스 코너 : 통합사회 필수 용어 체크

대단원 종합 문제기본 문제
문항 풀이 전 교과서에서 

꼭 학습해야 할 핵심 
내용 복습

중단원 핵심 개념부터 
체크하면서 가볍게 

워밍업

핵심 개념 체크와 
20문항의 FULL 

테스트로 실력 점검

핵심 내용 정리

대단원 종합 문제
+ 고난도/서술형 문제 

출제 예상 문제
교과서 핵심 내용을 
복습하고 핵심 개념 
체크로 학습 점검

시험 대비를 위해 출제 
빈도가 높은 필수 

문제 연습

변별력 문제까지 
완벽하게 대비하는 
다양한 문제 풀이

핵심 내용 정리

사
회
탐
구
영
역

개
념
완
성

문
항
편

2015
 개

정
 교

육
과

정

개념
완성

문항편
사회탐구영역

기본 개념부터 실전 연습, 수능 + 내신까지

한 번에 다 끝낼 수 있는 탐구영역 문항집

통합사회

개념
완성

문항편
생
명
과
학
Ⅱ

사회탐구영역

통합사회

학교시험 대비 활용 방법

 우리학교 교과서를 확인한다.

 개념완성 문항편에 수록된 조견표를 확인한다.

 시험범위에 해당하는 단원의 출제 예상문제와 핵심개념으로 공부한다.

학
교

 시
험

 대
비

▶ 출판사별 조견표 전체 수록
▶ 새 교과서 반영

“우리 학교 시험대비를 더 쉽게”

교재 구입 문의 | TEL 1588-1580 (상담시간 09:00~24:00)

교재 내용 문의 |              홈페이지(www.ebsi.co.kr)의 통합 Q&A 서비스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BS, All rights reserved.
 “EBS”와  는 EBS의 등록상표이며 본 교재의 저작권은 EBS에 있습니다. EBS의 사전 허락 없이 EBS
의 등록상표를 이용하거나 본 교재를 복제·변형하여 판매·배포·전송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상표법, 저작권법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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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

통
합
사
회

과
학
탐
구
영
역

통
합
과
학

개
념
완
성

문
항
편

2015
 개

정
 교

육
과

정

개념
완성

문항편
생
명
과
학
Ⅱ

과학탐구영역

통합과학

개념
완성

문항편
과학탐구영역

기본 개념부터 실전 연습, 수능 + 내신까지

한 번에 다 끝낼 수 있는 탐구영역 문항집

통합과학

학
교

 시
험

 대
비

▶ 출판사별 조견표 전체 수록
▶ 새 교과서 반영

“우리 학교 시험대비를 더 쉽게”

학교시험 대비 활용 방법

 우리학교 교과서를 확인한다.

 개념완성 문항편에 수록된 조견표를 확인한다.

 시험범위에 해당하는 단원의 출제 예상문제와 핵심개념으로 공부한다.

교재 구입 문의 | TEL 1588-1580 (상담시간 09:00~24:00)

교재 내용 문의 |              홈페이지(www.ebsi.co.kr)의 통합 Q&A 서비스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BS, All rights reserved.
 “EBS”와  는 EBS의 등록상표이며 본 교재의 저작권은 EBS에 있습니다. EBS의 사전 허락 없이 EBS
의 등록상표를 이용하거나 본 교재를 복제·변형하여 판매·배포·전송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상표법, 저작권법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제보 

사이트 home.ebs.co.kr/copyright | 이메일 copyright@ebs.co.kr | 전화 1588-1580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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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를 익히는 국어 특화 기본서

국어 독해의 원리

시리즈 구성

현대시

344쪽/14,500원

고전 시가

328쪽/14,500원

현대 소설

392쪽/15,500원

고전 산문

392쪽/15,500원

독서

384쪽/15,500원

최신 수능 경향에서 찾은 국어 문법(언어)의 핵심 원리 

 핵심 문법 개념을 삽화와 표를 통해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

 확인 문제와 수능형 문제로 배운 문법 개념을 바로 응용하는 연습 가능

국어 문법(언어)에 대한 탄탄한 기본기 강화

 문법에 대한 기본 이해력을 강화하고 내신 및 수능에 대비할 수 있는 설명 제공

 충분한 문제 풀이 연습과 해결 전략 제시로 실전 적응력 UP

현행 수능 체제에 맞는 내용만 선별하여 구성

 수능에서 다루지 않는 문법, 오개념, 이전 교육과정 내용 철저히 검증

 현행 교육과정과 최신 수능 트렌드에 최적화된 내용만을 선별하여 제공

수능 국어 문법 만점을 위한 절대 원리

국어 문법의 원리

시리즈 구성

수능 국어 문법

304쪽/12,000원

수능 국어 문법

180제

228쪽/9,000원

교과서 수록 작품과 정전급 작품·제재 수록

 교과서와 교과서 외 최다 기출 및 정전급 작품과 지문 선별 수록

 수록 작품과 우리 학교 교과서를 비교하는 ‘작품 목록 비교표’ 제공

6개의 원리로 완성하는 국어영역 문학, 독서 독해 학습

 6개의 독해 원리로 작품과 지문을 독해할 때 필요한 요소를 한번에 학습 가능

 다양한 갈래의 작품과 독서 지문들을 충분히 접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

내신부터 수능까지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All-in-One 국어 특화서

현대시, 고전 시가, 현대 소설, 고전 산문, 독서 (5책)

고전
시가

고

전

시

가

현대
소설

현

대

소

설

현대시

현
대
시

수능 국어 문법, 수능 국어 문법 180제 (2책)

수준  

대상  고1~2

‘원리 익히기’에서 원리를 익히고  
‘원리 다지기’에서 원리를 적용하여  

학습하는 단계별 구성

활용1
차근차근 배우는 독해 원리

활용2

작품과 지문마다 친절한 설명과  
풍부한 보충 자료를 제공하여 

작품 사전으로 활용

필요한 정보만 쏙쏙

수준  

대상  고1~2

정답과 풀이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최신 수능 경향 분석을 통해 뽑아낸 문법의 핵심 원리
원리 확인 문제 + 수능형 문제

국어

원리
수능 국어 문법

문법의

국
어 

문
법
의 

원
리

수
능 

국
어 

문
법

EBS 국어 특화 시리즈

국어 독해의 원리 국어 문법의 원리6가지 원리를 통한 간단하고 명확한 국어 학습법

현대시 / 현대 소설 / 고전 시가 / 고전 산문

독서

문학

독서

수능에서 찾은 언어(문법) 만점을 위한 절대 원리

수능 국어 문법

수능 국어 문법 180제

개념

유형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최신 수능 경향 분석을 통해 뽑아낸 문법의 핵심 원리
원리 확인 문제 + 수능형 문제

국어

원리
수능 국어 문법

문법의

교재 구입 문의 | TEL 1588-1580 (상담시간 09:00~24:00)

교재 내용 문의 |  사이트(www.ebsi.co.kr)의 학습 Q&A 서비스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BS,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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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할 경우 상표법, 저작권법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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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원리
수능 국어 문법 180제

문법의

국
어 

문
법
의 
원
리

수
능 

국
어 

문
법 

1
8
0
제

EBS 국어 특화 시리즈

국어 독해의 원리 국어 문법의 원리6가지 원리를 통한 간단하고 명확한 국어 학습법

현대시 / 현대 소설 / 고전 시가 / 고전 산문

독서

문학

독서

수능에서 찾은 언어(문법) 만점을 위한 절대 원리

수능 국어 문법

수능 국어 문법 180제

개념

유형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최신 수능 경향 분석을 통해 출제한 실전 문항 180선
연습문제 + 실전 문제 + 기출 분석국어

원리
수능 국어 문법 180제

문법의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최신 수능 경향 분석을 통해 출제한 실전 문항 180선
연습문제 + 실전 문제 + 기출 분석

교재 구입 문의 | TEL 1588-1580 (상담시간 09:00~24:00)

교재 내용 문의 |  사이트(www.ebsi.co.kr)의 학습 Q&A 서비스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BS, All rights reserved.
 “EBS”와  는 EBS의 등록상표이며 본 교재의 저작권은 EBS에 있습니다. EBS의 사전 허락 없이 

EBS의 등록상표를 이용하거나 본 교재를 복제·변형하여 판매·배포·전송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상표법, 저작권법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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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 고교 영어 시리즈

영어 POWER 시리즈
GRAMMAR, READING, LISTENING, VOCA (11책)

 EBS 고교 영어 시리즈 베스트셀러

 어휘, 문법, 독해, 영어듣기까지 총망라한 영어 특화 기본서

읽기와 쓰기 중심, 원리 중심의 표준 문법서

Grammar POWER
기본, 상, 하 

기본

● 기초 영문법 지식이 부족한 학생을 위해 필수 문법 중심으로 구성

● 한 권으로 고교 내신 및 수능에 필요한 필수 기본 문법 완성

상/하

● 엄선한 고교 중급 수준의 영문법을 우선 순위에 따라 체계적으로 구성

● 다양한 유형의 실전 연습문제와 주제 및 상황에 맞는 어휘, 예문 제시

“이 교재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

다. 우선 문장 성분을 기본으로 개념을 설명합니다. 

또한 문제 유형이 폭넓어 학생들이 암기가 아닌 이

해를 기반으로 학습하게끔 유도합니다. 학생이라면 

누구나 서점에 있는 수많은 수험서 앞에서 막막한 

심정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 영

어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하지만 공부 방법을 몰라 

단순히 시중에 나온 모든 수험서를 공부한 사람으

로서, 저는 이 교재를 강력 추천합니다.”

민재원 | 서울대 수리과학부

“공식을 무작정 외워야하는 기존의 문법책들과는 

달리 이 책은 문법의 원리를 쉽게 설명해 주고 있

다. 이해에 도움이 되는 꼭 필요한 설명들은 자세히 

기술되어 있으며 학습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불

필요한 설명들은 배제한 책이다. 책의 구성이 매우 

체계적이어서 이해가 어렵거나 잊어버린 부분을 되

살려 보는 것에 용이하다.”

지형근 | 고려대 스페인어과

“내가 고교 시절 공부하던 때를 떠올리면, 어떤 문

장이든 5개 형식으로 분류하며 공부했던 모습이 떠

오른다. 하지만 실제로 정해진 형식에 맞추기 어려

운 문장들이 다분히 많았고, 설명되지 못하는 예외

적인 부분의 암기는 매우 힘들었다. 이 책에서는 문

장의 형식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하지 않는 대신, 글

의 구조를 분석하는 패턴과 현재의 문법 경향을 모

두 포함하여 설명한다. 책을 따라가다 보면 그간 설

명되지 못했던 예외의 현상들을 자연스럽게 받아

들이게 된다. 이 책은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원서를 읽으며 분석하지 못하는 부분을 쉽

사리 해결하고 싶은 모든 사람들에게 유용함을 확

신한다.”

신준섭 |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G
ram

m
ar POW

ER

“방대한 영문법 지식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어떻게 제시해 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시

중의 문법 교재들에서는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이

런 점에서 EBS Grammar Power는 가히 혁명적

이다. 현대 영문법 연구의 학문적인 성과를 학생들

의 수준과 요구에 맞춰 체계화하고 이를 의사소통 

중심의 학습법에 의해 제시한 이 교재를 통해, 어렵

기만 하던 영문법 학습과 이에 따른 영어 읽기 학습

이 대폭 수월해 질 것이라 자신한다. 정말 좋은 영

문법 교재가 세상에 나오게 됨을 진심으로 반기고 

축하하는 바이다.”

이현우 교수  | 인하대학교 사범대학장 
前 한국중등영어교육학회장

“영문법에 대한 기초지식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많

은 도움이 될 교재라 여겨집니다. 내용의 선정도 

꼭 필요한 것만 추렸다고 보이며, 설명 방식도 최

근의 순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의 연구 성과를 많

이 여과시켜 일반 독자들에게 쉽게 이해시키려 노

력한 점이 엿보입니다. 영문법 학습의 새로운 패러

다임을 제시하려 노력한 집필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창수 교수 | 유원대학교 영어과

“Grammar POWER 교재는 전반적으로 학생들

이 어렵게 여기는 문법을 쉬우면서도 자세히 설명

해 주고 있는 점이 좋았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측면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

습니다. 기존에 나와 있던 교재와는 다른 깊이 있는 

문법 교재인 것 같아 저 역시도 꼭 활용해 보고 싶

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희연 | 인천 부흥고 교사

교재 구입 문의 | TEL 1588-1580
교재 내용 문의 |              사이트(www.ebsi.co.kr)의 학습 Q&A 서비스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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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12,000원

유형별·주제별 독해 능력 강화

Reading POWER 
유형편 기본/완성, 구문편, 주제별 독해 완성 (4책)

유형편·구문편

● 유형편 기본-유형편 완성-구문편 3단계 구성

● 빈출 유형 해결에 꼭 필요한 독해 전략 제시

주제별 독해 완성

● 인문·사회, 과학·기술, 예술, 언어·생활 등 주제별 구성

● 특정 주제에 대한 집중 학습을 통한 지문 적응력 향상 

영어듣기 모의고사, 이것만 풀면 끝!

Listening POWER
기본편 모의고사 30회, 실전편 모의고사 25회 (2책)

● 출제 가능성 높은 주제와 유형으로 구성된 모의고사

● 어려운 연음, 핵심 내용, 관용 표현 등 DICTATION 수록

● 듣기평가·모의고사 대비 수준별 교재

단어의 기원과 지문의 맥락, 어휘 학습의 양대 산맥

Voca POWER
어원, 고교필수어휘 2500 (2책)

어원

● 고교 영어 개정 교육과정 필수 어휘 수록

● 교과서/기출문제/연계교재 빈출 어휘를 어원별로 묶어 제시

고교필수어휘 2500

● 지문의 맥락을 통한 자연스러운 어휘 학습

● 기출문제/연계교재 응용 지문을 바탕으로 하여 간접 연계 대비 가능

수준  

대상  고1~2

Grammar POWER(3책) Reading POWER(4책) Listening POWER(2책) Voca POWER(2책)

304~360쪽/

12,000원

264-288쪽/

10,000-12,000원

328-368쪽/

12,000-13,000원

440~592쪽/

11,500원

시리즈 구성

유형

유형

절대평가 대비 고교 영어독해 기본서

리딩파워 유형편 [완성]

R
eading P

O
W

ER

유
형
편

완
성

정가 10,000원
ISBN 978-89-547-4129-3 

0 4 7 3 5 

3 9 2 1 4 7 4 5 9 8 8 7 9 

교재 구입 문의 | TEL 1588-1580
교재 내용 문의 |              사이트(www.ebsi.co.kr)의 학습 Q&A 서비스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BS, All rights reserved.
 “EBS”와  는 EBS의 등록상표이며 본 교재의 저작권은 EBS에 있습니다. EBS의 사전 허락 없이 

EBS의 등록상표를 이용하거나 본 교재를 복제·변형하여 판매·배포·전송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상표법, 저작권법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제보 

사이트 home.ebs.co.kr/copyright | 이메일 copyright@ebs.co.kr | 전화 1588-1580

기본

기본리스닝파워 고교영어듣기

30  회 모의고사

기본

L istening POW
ER

기
본

교재 구입 문의  |  TEL 1588-1580 (상담시간 09:00~24:00)

교재 내용 문의  |   사이트(www.ebsi.co.kr)의 학습 Q&A 서비스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BS, All rights reserved.
 “EBS”와   는 EBS의 등록상표이며 본 교재의 저작권은 EBS에 있습니다. EBS의 사전 허락 없이 EBS의 등록상

표를 이용하거나 본 교재를 복제·변형하여 판매·배포·전송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상표법, 저작권법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제보  사이트  home.ebs.co.kr/copyright  |  이메일 copyright@ebs.co.kr  |  전화 1588-1580
정가 13,000원

Voca POW
ER

보카파워 어원

교재 구입 문의  |  TEL 1588-1580 (상담시간 09:00~24:00)

교재 내용 문의  |   사이트(www.ebsi.co.kr)의 학습 Q&A 서비스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BS, All rights reserved.
 “EBS”와   는 EBS의 등록상표이며 본 교재의 저작권은 EBS에 있습니다. EBS
의 사전 허락 없이 EBS의 등록상표를 이용하거나 본 교재를 복제·변형하여 판매·배포·

전송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상표법, 저작권법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제보  
사이트 home.ebs.co.kr/copyright | 이메일 copyright@ebs.co.kr | 전화 1588-1580

완전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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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념 수학 특화 기본서

수학의 왕도

시리즈 구성

수학(상)

448쪽/16,000원

수학(하)

400쪽/16,000원

수학Ⅰ

464쪽/16,000원

수학Ⅱ

432쪽/16,000원

확률과 통계

432쪽/15,000원

미적분

464쪽/16,000원

시대의 흐름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독보적인 세로형 연표 

 한국사 전 시대를 5장으로 정리하여 각 시대별 흐름 파악과 집중 학습

 세로형 구성의 특징을 살려 역사의 흐름과 이해를 돕고 가독성을 최대화

친절한 설명과 풍부한 그림·지도·사진 제공

 중요한 개념 및 어려운 개념은 별도의 첨삭 설명이 더해져 쉽게 이해 가능

 다양한 그림 자료를 수록하여 기억에 오래 남는 한국사 흐름 학습

휴대가 간편한 ‘휴대용 축소판’ 별도 제공

 기본 크기와 85% 사이즈의 축소판을 별도로 제공하는 2 in 1 구성

 기본 크기는 메모와 필기가 가능한 재질, 축소판은 휴대가 가능한 재질로 제작

국내 최초 세로형 연표

고등학생을 위한 多담은 한국사 연표

시리즈 구성

고등학생을 위한

多담은 한국사연표

학습용 5쪽,

휴대용 5쪽

/9,000원

공부에는 왕도가 없지만, 수학에는 왕도가 있다!

 직관적 개념 설명, 세분화된 확인 문제의 반복으로 이해를 확실하게 하는 기본서

 기초 개념 확인 문제부터 기본, 실력, 종합 문제까지 국내 최다 문항 수록

개념의 시각화 · 세분화된 문제

 텍스트가 아닌 시각적 표현으로 개념을 직관적이고 효과적으로 이해

 완벽한 이해를 위한 세분화된 개념 문제로 자연스럽게 학습 동기 유발

기초에서 고난도 문항까지 단계적 구성

 기초 개념 확인 문제에서부터 대표 문제, 기본&실력 종합 문제를 거쳐                  

고난도, 신유형 문제까지 풀다 보면 저절로 실력이 올라가는 단계적 구성

수학(상), 수학(하),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 확률과 통계 (6책)

수준  

대상  고1~2

수준  

대상  예비 고1~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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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선생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내신 단기 완성 교재

단기 특강

시리즈 구성

문학

128쪽/6,500원

독서

120쪽/6,500원

영어독해 유형편

120쪽/6,500원

영어독해 어법편

120쪽/6,500원

수학Ⅰ

88쪽/5,000원

수학Ⅱ

88쪽/5,000원

확률과 통계

104쪽/5,500원

미적분

112쪽/5,500원

현직 교사들이 맥락 있게 전달하는 AI 입문서

 고등학교 수준의 수학의 원리로 파이선 프로그래밍 기초 학습

 일상 속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AI 알고리즘 학습

선택 교과·방과 후 교실·동아리 활동 최적의 교재

 ‘인공지능’ 교과목 도입으로 쏟아지는 AI 교재 속, 제대로 만든 진짜 AI 교재

 봐도 모르는 코딩 기초서는 NO! 교육 전문가들이 제대로 만든 확실한 AI 입문서

EBS 소프트웨어 이솦에서 무료 강의 제공

 무료 강의 · 데이터 소스 및 소스코드로 실습까지 간편하게!

파이선 프로그래밍, AI 알고리즘에 필요한 수학 개념 학습

수학과 함께하는 고교 AI 입문·AI 기초

시리즈 구성

수학과 함께하는

고교 AI 입문

232쪽/12,000원

수학과 함께하는

AI 기초

240쪽/12,000원

학교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EBS 내신 스테디셀러!

 모든 교과서의 내용을 통합하여 수록

 오랜 시간에 걸쳐 정제된 내용으로 오류와 오개념 ZERO 

 15차시에 적합한 분량 구성 (국어 13강, 영어 16~20강, 수학 7~8강) 

고등학교 내신 완성에 최적화된 구성

 교과서 핵심 개념과 내신 기출 문항을 완벽하게 분석

 단계별 확인 테스트를 통해 수시로 취약 부분 점검 가능

 고품질의 문항으로 내신 시험 완벽 대비

국어, 영어, 수학 (8책)

정가 6,500원정가 6,500원

정가 5,500원

고교 AI 입문, AI 기초 (2책)

수준  

대상  고1~2

수준  

대상  예비 고1~고2

신간

일상 속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AI 알고리즘

수학의 원리로 풀어 보는 파이선 프로그래밍

무료 강의 제공 www.ebssw.kr

교재 구입 문의 | TEL 1588-1580 (상담시간 09:00~24:00)

정가 12,000원

저작권 침해 제보
사이트 home.ebs.co.kr/copyright | 이메일 copyright@ebs.co.kr | 전화 1588-1580

교재 내용 문의 | 소프트웨어 이솦 사이트(www.ebssw.kr)의 강좌 Q&A 서비스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BS, All rights reserved.
“EBS”와              는 EBS의 등록상표이며 본 교재의 저작권은 EBS에 있습니다. EBS의 사전 허락 없이

EBS의 등록상표를 이용하거나 본 교재를 복제·변형하여 판매·배포·전송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상표법, 저작권법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입문고교

무료 강의 제공 www.ebssw.kr

고
교

입
문

"인공지능 기초"와 "인공지능 수학" 교과를 융합한 

고교 인공지능 입문서

본 교재는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내용 기준」을 

반영하여 제작되었습니다.

교재 구입 문의 | TEL 1588-1580 

정가 12,000원

저작권 침해 제보
사이트 home.ebs.co.kr/copyright | 이메일 copyright@ebs.co.kr | 전화 1588-1580

교재 내용 문의 | 소프트웨어 이솦 사이트(www.ebssw.kr/ai4u2021)의 교재 Q&A 서비스를 

©EBS, All rights reserved.
“EBS”와              는 EBS의 등록상표이며 본 교재의 저작권은 EBS에 있습니다. EBS의 사전 허락 없이

EBS의 등록상표를 이용하거나 본 교재를 복제·변형하여 판매·배포·전송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상표법, 저작권법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9 788954 759588

53500

ISBN 978-89-547-5958-8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융합

입문고교

교육과정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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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에서 수능으로! 수능 입문서

수능 감(感) 잡기

시리즈 구성

국어

256쪽/10,500원

수학Ⅰ

88쪽/5,500원

수학Ⅱ

112쪽/5,500원

확률과 통계

96쪽/5,500원

미적분

120쪽/5,500원

영어

224쪽/9,500원

예비 수험생의 수능을 향한 도약을 돕는 단계적 교재

 본격적인 수능 연계교재 학습 전, 수능특강 Light로 연계교재 맛보기!

수능 출제 경향과 유형에 한발 앞선 대비

 기초 수준의 문제부터 실전 수준의 문제까지 풍부한 연습 문제 

 다양한 소재와 적절한 난도의 지문을 통한 종합적 학습 가이드 제시

‘보다 가볍고 학습에 부담이 없는’ 수능특강의 시작

 국어: 쉬운 작품과 제재가 담긴 5개 영역으로 수능특강을 집약

 영어: 유형편·주제편·테스트편으로 수능특강과 동일하면서 콤팩트한 구성

수능 기초 완벽 다지기!

수능특강 Light

시리즈 구성

국어

232쪽/8,300원

영어 독해

256쪽/9,500원

영어 듣기

192쪽/7,000원

+

2022년 6월 

개정/신규 출시

영어

256쪽/미정

영어독해연습

256쪽/미정

영어듣기

192쪽/미정

핵심을 놓치지 않은 압축 분량으로 단기간에 익히는 수능의 感

 방학 또는 방과 후 시간에 부담 없이 학습할 수 있는 20강 내외의 분량

 수능 대비가 처음인 학생도 자신감 있게 학습할 수 있는 적정한 난도

수능 감각을 쉽고 편하게 익힐 수 있는 구성

 유형에 따라 꼭 알아야 하는 필수 공식을 체계적으로 정리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방식을 단계별로 제시, 완벽한 이해 방법 제공

현 수능 체제에 맞춘 최적의 수능 입문서

국어, 수학, 영어 (6책) 국어, 영어, 영어듣기 (3책)

수능특강을 향하여 가볍게 도약하자!
예비 수험생을 위해 수능특강 

집필진이 준비한 수능 대비 필독서

본 교재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교육과정을 토대로 제작된 교재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과 함께 

교과서의 기본 개념을 충분히 익힌 후 활용하시면 
더 큰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능특강
Light

영어 듣기

수능특강
Light
 영어 듣기

 시청자센터 & 인터넷 VOD 문의
TEL 1588-1580 (상담시간 09:00~24:00)

  교재 구입 문의
TEL (02)526-2472 (상담시간 09:00~18:00)

 교재 내용 문의
EBSi 홈페이지 (http://www.ebsi.co.kr)의 학습 
Q&A 서비스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EBS, All rights reserved.

‘EBS’와  는 EBS의 등록상표이며 본 교재의 
저작권은 EBS에 있습니다. EBS의 사전 허락 없이  
EBS의 등록상표를 이용하거나 본 교재를 복제·변형 
하여 판매·배포·전송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상표법, 저작권법 등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제보 
사이트 home.ebs.co.kr/copyright
이메일 copyright@ebs.co.kr  /  전화 1588-1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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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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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특강
Light
 영어 독해

  교재 구입 문의
TEL 1588-1580 (상담시간 09:00~24:00)

 교재 내용 문의
EBSi 홈페이지 (http://www.ebsi.co.kr)의 학습 
Q&A 서비스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EBS, All rights reserved.

‘EBS’와  는 EBS의 등록상표이며 본 교재의 
저작권은 EBS에 있습니다. EBS의 사전 허락 없이  
EBS의 등록상표를 이용하거나 본 교재를 복제·변형 
하여 판매·배포·전송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상표법, 저작권법 등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제보 
사이트 home.ebs.co.kr/copyright
이메일 copyright@ebs.co.kr  /  전화 1588-1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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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특강을 풀기 전에
가볍고 부담 없는 분량으로
수능 영어 대비를 Light 하게!

영어 독해

수능특강
Light
본 교재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교육과정을 토대로 제작된 교재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과 함께 
교과서의 기본 개념을 충분히 익힌 후 활용하시면 

더 큰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국어

수능특강을 향하여 가볍게 도약하자!
예비 수험생을 위해 수능특강 

집필진이 준비한 수능 대비 필독서

국어

수능특강
Light

I S B N  9 7 8 - 8 9 - 5 4 7 - 3 9 4 9 - 8  

정가 8,300원

 시청자센터 & 인터넷 VOD 문의
TEL 1588-1580 (상담시간 09:00~24:00)

  교재 구입 문의
TEL (02)526-2472 (상담시간 09:00~18:00)

 교재 내용 문의
EBSi 홈페이지 (http://www.ebsi.co.kr)의 학습 
Q&A 서비스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EBS, All rights reserved.

‘EBS’와  는 EBS의 등록상표이며 본 교재의 
저작권은 EBS에 있습니다. EBS의 사전 허락 없이  
EBS의 등록상표를 이용하거나 본 교재를 복제·변형 
하여 판매·배포·전송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상표법, 저작권법 등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제보 
사이트 home.ebs.co.kr/copyright
이메일 copyright@ebs.co.kr  /  전화 1588-1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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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_수능특강light_국어_표지.indd   1 2016. 5. 26.   오후 3:16

수준  

영역  국/수/영

수준  

영역  국/영

내신에서 수능으로 연결되는 포인트를 잡는 학습 전략

내신 유형의 문항으로
익히는 개념과 해결법

수능 유형의 문항을 
통해 익숙해지는 수능

내신형 문항 수능형 문항
동일한 

소재·유형 ※2022년 6월, 영어영역 개정/신규 출시 예정

‘영어 독해’ → ‘영어’로 이름 변경 및 개정,  ‘영어듣기’ 일부 개정, ‘영어독해연습’ 신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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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대표강사 저자 직강 교재

수능개념

시리즈 구성

국어(11책)

92~372쪽/

5,500~13,000원

수학(15책)

128~448쪽/

6,000~14,000원

영어(8책)

116~252쪽/

6,000~10,000원

한국사/사회탐구(24책)

136~424쪽/

6,500~13,500원

과학탐구(16책)

112~260쪽/

5,800~10,000원

EBSi 국어영역 No.1 윤혜정 선생님 직접 집필, 직접 강의

 2011년부터 시작된 국어영역 베스트셀러 ‘개념의 나비효과’ 시리즈 최신판

 윤혜정 선생님의 음성 지원 되는 듯한 친절한 팁과 노하우가 가득

개념부터 제대로 꼼꼼히 공부하는 수능 국어 개념

 국어 공부가 아직 낯선 학생들 시작할 수 있는 차근차근 친절한 국어 학습

 처음 보는 문학 작품, 독서 지문도 혼자 이해할 수 있는 완벽 개념

배운 개념들과 관련된 찰떡궁합 기출문제는 워크북으로 연습

 개념의 나비효과와 워크북을 함께 1강씩 학습하면 학습 시너지 UP!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학습 후엔 ‘윤혜정의 패턴의 나비효과’(출시 예정)

내 꿈에 날개 달아 줄 만점 국어의 시작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 워크북

시리즈 구성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504쪽/16,000원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워크북

352쪽/14,000원

수능의 개념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EBS 필수 기본서

 EBS 대표 강사의 노하우를 담은 저자 직강 교재

다년간의 수능 강의로 다져진 EBS 강사의 비법 강의 노트

 수능에 출제되는 주요 개념을 중심으로 정리

 수능특강 학습 전 기본 개념을 미리 다져 수능특강 학습 효과를 극대화

 수능 개념·유형·평가원 기출 문항의 구성으로 수능 실전의 기본 완성

EBS 대표 강사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학교 선생님의 든든한 파트너

 내신 대비와 수능 대비, 어떤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기본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 과학 (74책)

영원한 일등급, 
영일쌤의

지구과학Ⅰ

과학탐구

2023학년도
수능 대비 강의노트

차현우의

스마트 
수학Ⅱ

수학

2023학년도
수능 대비 강의노트

김철회의

알고리즘 독서

국어

2023학년도
수능 대비 강의노트

개념의 나비효과, 개념의 나비효과 워크북(2책)

수준  

영역  전 영역

신간신간

수준  

영역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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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선별한 EBS 대표 기출문제집

수능 기출의 미래

시리즈 구성

국어(4책)

216~384쪽/

7,500~12,500원

수학(5책)

176~352쪽/

7,000~11,500원

영어(2책)

184~360쪽/

7,000~12,500원

한국사(1책)

232쪽/8,500원

사회탐구(4책)

272~328쪽/

10,000~10,500원

과학탐구(4책)

280~328쪽/

10,500원

‘최저가’, ‘최고효율’, 3,300원으로 만나는 미니모의고사

 교재별 15~20분 분량의 미니모의고사 14회 수록 

 국어, 영어는 난도별 Start-Jump-Hyper 3책 구성

저렴한 가격, 그러나 퀄리티는 업계 최고

 역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감수 문항으로 전체 문항 구성

 과년도 수능 연계교재에서 우수 문항만을 엄선하여 수록

수업용, 과제용, 자학자습용으로 다양한 활용 가능

 출력 비용과 번거로움을 해소하여 수업용으로도 용이

 콤팩트한 구성으로 시간 부담 없는 문제 풀이 훈련

BEST 연계교재 문항 초저가 미니모의고사

수능특강Q 미니모의고사

시리즈 구성

국어(3책)

96~104쪽/

3,300원

수학(5책)

104~112쪽/

3,300원

영어(3책)

128~136쪽/

3,300원

한국사(1책)

80쪽/3,300원

사회탐구(3책)

88쪽/3,300원

과학탐구(4책)

88쪽/3,300원

단기간 마스터 가능한 에센스 문항과 가볍고 효율적인 해설 

 다 보기 어려운 두꺼운 분량과 눈 아픈 해설은 그만!

 쉬운 문항은 간략하고 빠르게, 고난도 문항은 2배 더 심도 있게

 핵심만 짚어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기출문제집

최신 모의평가·수능 트렌드 완벽 반영

 개편된 수능 체제에 맞춘 체제 및 최신 기출 완벽 반영

 소단원별 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 빈도 분석으로 중요 단원 파악 가능

 최근 5~7개년 핵심 기출 문항 선별 수록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 과학 (20책)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 과학 (19책)

수준  

영역  전 영역

수준  

영역  전 영역

신간

* ‘한국사’는 2023학년도 수능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처음 적용됩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선별한 기출 문항과 수능 대비 연습 문항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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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연계교재

수능특강

시리즈 구성

국어(4책)

304~456쪽/

7,400~9,100원

수학(5책)

160~168쪽/

5,600원

영어(3책)

392~424쪽/

9,000~9,200원

한국사(1책)

264쪽/7,400원

사회탐구(9책)

232~248쪽/

6,200원

과학탐구(8책)

256~280쪽/

6,800원

위험한 변형 문항은 그만, 진짜가 만든 진짜 분석집!

 수능특강을 공부하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 수능특강 사용설명서

 잘못된 개념, 중요하지 않은 개념은 NO, 연계교재의 바른 사용법 공개

수능특강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위한 구성

 검증 안 된 변형 문제로 오개념을 심어주지 않도록 제대로 된 내용으로 구성

 수능특강에 수록된 지문·자료에 대한 쉽고 자세한 설명, 심화 학습 자료 제공

수능특강을 학습하는 수험생을 위한 구성

 수능특강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보다 자세하고 쉬운 설명 제공

 어려운 자료에 대한 해석과 다양한 확인 문제로 학습 내용 확실하게 마무리

지문·자료·문항 분석력 UP 프로젝트

수능특강 사용설명서

시리즈 구성

국어(2책)

328~384쪽/

14,000~15,000원

수학(3책)

192쪽/9,000원

영어(4책)

216~240쪽/

9,500~10,000원

한국사(1책)

192쪽/9,000원

사회탐구(2책)

152~176쪽/

8,000~9,000원

과학탐구(2책)

192쪽/9,000원

2023학년도 수능 대비 필수 기본서

 과목별 교육과정의 핵심 내용을 담아 2023학년도 수능 필수 교재

 개념 설명·적용 문제 구성으로 학습 내용 점검과 실전 대비

수능 유형에 최적화된 문제로 실전 대비

 필수 개념 문제와 수능 유형의 문제로 자연스럽게 실전 감각 익히기

 최신 수능 트렌드를 반영한 구성으로 2023학년도 수능 완벽 대비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 과학, 제2외국어·한문, 직업탐구 (30책, 15PDF)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 과학 (14책)

수준  

영역  전 영역

수준  

영역  전 영역

신간

* EBSi 사이트에서 ‘한눈에 보는 정답’를 추가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제2외국어·한문, 직업탐구영역은 PDF로 제공하며, 일부 과목은 강의노트로 판매합니다.

수능연계교재의 VOCA 1800 / 수능연계교재의 국어 어휘

쉬는 시간, 하굣길에 틈틈이 살펴보는 연계교재 단어

수능특강 연계 기출수능특강 사용설명서
연계교재는 
필수 학습!

사용설명서의 친절한  
설명으로 보완 학습!

간접 연계와 비연계도
기출문제로 확장 학습!

수능특강

신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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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특강과의 완벽한 시너지

수능특강 연계 기출

시리즈 구성

문학작품 연계 기출1

고전 시가·현대시

320쪽/13,500원

문학작품 연계 기출2

고전 산문·현대 소설

360쪽/13,500원

영어지문 연계 기출1

영어

360쪽/13,500원

영어지문 연계 기출2

영어독해연습

360쪽/13,500원

연계 지문 활용 예문·체계적인 어휘 정리·필수 점검 문항까지 한번에!

 수능특강·수능완성과 동일한 구성으로 학습 시너지 효과 극대화

 어휘만 나열한 단순한 구조는 NO, 어휘가 포함된 문장을 예문으로 제시

 효율적인 이해와 연계교재 지문의 반복 학습 효과

본책 외 별도 부록 제공: 휴대용 암기카드, 지문 MP3 제공

 휴대가 용이한 카드 형태의 휴대용 암기카드 동봉

 EBSi 사이트에서 표제어 및 예문 MP3 다운로드 제공

영어 연계교재 4책의 어휘 학습을 한 권으로!

수능연계교재의 VOCA 1800

시리즈 구성

수능연계교재의

VOCA 1800

248쪽/12,000원

수능특강 문항과 유사도가 높은 기출문제 선별 수록

 수능특강 작품·지문과 연관성 있는 기출 문항을 연결하여 수능 연계 방식을 미리 체험

국어: 수능특강 수록 작품, 수록 작가의 또 다른 작품을 다룬 기출문제

영어: 수능특강 수록 지문과 유사한 소재·유형·주제의 기출문제

신뢰도 있는 기출 문항을 수록하여 연계 잡고! 비연계 잡고!

 검증되지 않은 유사 변형 문제는 그만!

 검증된 수능·모의평가·학력평가·연계교재 문항으로 연계교재 확장 학습

 최신 기출 트렌드를 반영하여 2023학년도 수능 완벽 대비

국어, 영어 (4책)

수준  

영역  국/영

수준  

영역  영어

신간 신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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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연계교재 6책의 어휘 학습을 한 권으로!

수능연계교재의 국어 어휘

시리즈 구성

수능연계교재의 

국어 어휘

248쪽/10,000원

수능 필수 어휘만 선별 수록한 40일 단기 완성 VOCA 교재

 평가원 기출 지문과 EBS 연계교재에 수록된 단어를 엄선하여 체계화

 휴대용 포켓 단어장, 표제어&예문 MP3 파일, 수능형 어휘 문항 실전 테스트 제공

단순한 어휘 학습을 뛰어넘은, 수능 대비 영단어장의 끝판왕

 간접 연계까지 포함한 어휘 연계 현황으로 간접 연계 어휘 출제 프로세스 파악 가능

 기본 표제어 외 어휘 확장 학습이 가능하도록 유의어·관용어 등 심화 학습 제공

EBS만의 독자적인 어휘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한 체계적인 database 분석

 ‘10개년 평가원 기출·7개년 EBS 연계교재·2015 개정 교육과정 기본 어휘목록·9종 

교과서 단어’ 중 빈출도·중요도 측면에서 최고치를 기록하는 2,200단어를 표제어로 

엄선하여 수록

수능 영단어장의 끝판왕

수능연계 기출 Vaccine VOCA 2200

시리즈 구성

수능연계 기출

 Vaccine VOCA

 2200

512쪽/13,500원

수능 국어 1등급을 가르는 어휘, 연계교재 어휘는 선택이 아닌 필수!

 수능 국어의 1등급을 판가름하는 어휘를 가장 완벽하게 학습하는 방법 

 당해 연도 연계교재 국어 핵심 어휘를 선별하여 수록

국어 연계교재 보조·심화 학습서

 국어영역 연계교재 어휘 모음집

 1학기에 수능완성 국어 어휘까지 미리 학습 가능

 어휘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한 ‘깨알 지식’ 코너 제공

수준  

영역  국어

신간
수
능
연
계

기
출

Vaccine
2200

수
능
연
계

기
출

Vaccine
2200

휴대용 포켓 단어장 | 표제어&예문 MP3파일 | 수능형 어휘 문항 실전 테스트

Vaccin
e

수능
연계

기출 2200계기
백신

보카

수능 적중 어휘 자동암기 3종 세트 제공

수능 영단어장의 끝판왕!

10개년 수능
빈출 어휘

7개년 연계교재
핵심 어휘

Vaccin
e

2200
수능

연계
기출

영단어 암기용 가리개

어휘망각바이러스에대한면역력을키워주는

백신보카의3대힐링포션

•10개년 평가원 기출(수능/모평) + 7개년 EBS 연계교재 + 교육과정 기본 어휘 + 9종 교과서 단어 중
빈출도·중요도 최고치를 기록한 2,000개 표제어 + 고급 심화 어휘 200개

•표제어의 예문은 평가원 기출 지문과 수능-EBS연계 지문에서 추출

•A General Service List of English Words, The Academic Word List, The Teacher's Grammar of
English 및 Practical English Usage 등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영미 어휘/문법 원서를 두루 참조하여
수능 출제 가능성이 높은 핵심 어휘 선별

•10년 이상 축적된 수능 연계교재의 방대한 영어 어휘 Database를 EBS 연계교재 최우수 집필진이
R&F(Range and Frequency) 어휘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핵심 표제어 및 연관 어휘 추출
수능 필수 적중 어휘만 선별 수록한 40일 단기 완성 VOCA 교재

•1Day x (50개 표제어 + 5개 심화·고난도 어휘)
=매일 55개 어휘를 다양한 <Review Test>를 통해 체계적으로 내면화 가능

•단순 반복 암기 테스트를 넘어선 실제 수능 기출 지문으로 구성된 <Actual Test> 코너 제공
수능/모평 기출 문항 중 교재 본문 표제어가 포함된 지문 및 문항 활용, 어휘 학습 후 수능형 유형 문항으로 실전 적응력 배가

•표제어 외 실전 빈출도가 높은 심화·고난도 어휘 학습 <Advanced Step> 코너 제공
어휘 확장 학습이 가능하도록 표제어의 연어(collocation), 구동사(phrasal verb), 뉘앙스 차이가 있는 유의어 등 수록

•수능 어휘 출제 현황을 테마별로 정리한 <Vaccine VOCA PLUS+> 코너 제공
반의어, 혼동어, 숙어, 수능 빈출 주제 관련 어휘 파악으로 항체 형성, 2022학년도 수능부터 전면 적용되는 간접 연계 출제
방식 완벽 대비

공신력

체계성

실전력

수능연계교재의 VOCA 1800
연계교재 수능특강과 수능완성의

어휘 학습을 한 권으로 끝!

Voca POWER 고교필수어휘 2500
지문의 맥락을 통해 어휘의 뜻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신개념 어휘 학습

Voca POWER 어원
교과서·기출·연계교재 빈출 어휘를

어원별로 익히는 50일 완성

수능연계 기출 Vaccine VOCA 2200
기출과 연계를 아우르는 수능 필수 어휘만

선별 수록한 40일 단기 완성

EBS영어VOCA시리즈

교재 구입 문의 | TEL 1588-1580 (상담시간 09:00~24:00)
교재 내용 문의 | 사이트(www.ebsi.co.kr)의 학습 Q&A 서비스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BS, All rights reserved.
“EBS”와 는 EBS의 등록상표이며 본 교재의 저작권은 EBS에
있습니다. EBS의 사전 허락 없이 EBS의 등록상표를 이용하거나 본 교재를

복제·변형하여 판매·배포·전송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상표법, 저작권법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제보

사이트 home.ebs.co.kr/copyright,이메일 copyright@ebs.co.kr,
전화 1588-1580

접
어
서
책
갈
피
로
활
용
해
보
세
요
.

수준  

영역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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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연계교재

수능완성

시리즈 구성

국어(2책)

미정/미정

수학(3책)

미정/미정

영어(1책)

미정/미정

사회탐구(9책)

미정/미정

과학탐구(8책)

미정/미정

‘수능특강 사용설명서’로 입증된 연계교재 필수 아이템!

 가짜 연계 변형교재는 STOP! 수능완성도 진짜가 만든 진짜 분석집으로!

출제자가 직접 분석한 가장 정확한 첨삭 지도서 

 출제 의도는 출제자가 가장 잘 안다! 문항에 함축된 출제 의도를 EBS가 직접 분석

 수능완성의 핵심 개념·지문·작품·자료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빠른 설명

 지문의 전문 또는 주제별 주요 어휘 추가 수록, 핵심 연계 포인트 정리

빠르게, 그리고 완벽하게 수능완성을 마스터하는 방법

 시간이 부족한 수험생에게는 빠르게 수능완성을 마스터하는 꿀팁 수록

 수능완성을 가르치는 선생님에게는 친절한 보조 교재

지문 분석력 UP 프로젝트

수능완성 사용설명서

시리즈 구성

독서·문학

248쪽/미정

영어(상)

224쪽/미정

영어(하)

224쪽/미정

유형·테마편·실전편 구성으로 수능을 최종적으로 대비하는 필수 교재

 수능에 대한 실전 감각을 기를 수 있는 유형·테마별 수능 실전 문제 수록

 나의 실력을 최종 점검해볼 수 있는 수능 유형의 실전모의고사 제공

핵심 개념 정리와 출제 가능 유형 완벽 공략

 주제별로 핵심 개념을 콤팩트하게 정리하여 주요 내용 복습 가능

 최신 수능 트렌드를 총망라하여 출제 가능성 있는 유형 완벽 대비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제2외국어·한문, 직업탐구 (23책, 15PDF) 독서·문학, 영어(상), 영어(하) (3책)

수준  

영역  전 영역

수준  

영역  국/영

* EBSi 사이트에서 ‘한눈에 보는 정답’를 추가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제2외국어·한문, 직업탐구영역은 PDF로 제공하며, 일부 과목은 강의노트로 판매합니다.

신간

신간신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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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1등급을 위한 연계의 완성

수능연계완성 3/4주 특강 고난도·신유형

시리즈 구성

국어

200쪽/13,000원

수학Ⅰ·수학Ⅱ·

확률과 통계

224쪽/13,000원

수학Ⅰ·수학Ⅱ·미적분

232쪽/13,000원

영어

176쪽/13,000원

생명과학Ⅰ

136쪽/9,000원

지구과학Ⅰ

136쪽/9,000원

수능 등급을 올려 주는 함정 탈출 해법서 

 아쉽게 틀리고, 자꾸 틀리는 오답률 높은 대표 함정 문항 철저하게 분석

 철저한 기출 분석으로 과목별 함정에 빠지기 쉬운 7가지 유형 제시

함정에서 탈출할 수 있는 함정 탈출 노하우 공개

 함정에 빠지기 쉬운 문항을 분석하고 주의해야 할 포인트 설명

 실수하기 쉬운 패턴을 미리 알고 피하는 ‘함정 탈출 매뉴얼’ 제공

유형별 연습 문항으로 수능 실전 대비

 시험 출제 가능성이 높은 예상 문항을 제공하여 실전 대비 가능

 수능 당일 시험장에서 틀리지 않는 힘을 기르는 함정 탈출 반복 훈련

빠지기 쉬운 함정 탈출

수능의 7대 함정

시리즈 구성

국어

240쪽/9,300원

수학Ⅰ·수학Ⅱ·

확률과 통계

184쪽/7,800원

수학Ⅰ·수학Ⅱ·미적분

184쪽/7,800원

영어

168쪽/6,800원

생활과 윤리

176쪽/7,200원

사회·문화

152쪽/6,200원

화학Ⅰ

136쪽/6,000원

생명과학Ⅰ

160쪽/6,500원

지구과학Ⅰ

136쪽/6,000원

완벽한 1등급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

 최상위권 학생들이 자주 틀리는 ‘변별력을 높이는’ 고난도 문항 제공 

 고난도 단기 집중 학습을 위한 차별화된 구성

연계와 기출 사이의 빈틈을 메우는 신유형 수록

 최근 수능 유형 분석을 통한 신유형 및 고난도 문항 연습

 유형별·난도별 문항풀이 연습으로 자신의 강약점 파악 가능

학교에서도, 혼자서도 할 수 있는 3·4주 분량

 주차별 분량을 제시하여 학교 수업과 자학 자습 모두 활용 가능

국어, 수학, 영어, 과학 (6책)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9책)

수준  

영역  국/수/영/과

수준  

영역  국/수/영/사/과

오답률이 가장 높은 대표 함정 7개의 유형 철저 분석 

함정 탈출 노하우 공개 및 유형 실전 연습 제공

국어, 영어, 수학 가형, 수학 나형

FINAL 
실전모의고사

만점마무리 
봉투모의고사

고난도 시크릿X 
봉투모의고사

EBS 모의고사 시리즈

수능 당일,
함정에 빠지지 않는

노하우 대공개

국어, 영어, 수학 가형, 수학 나형

한국사, 생활과 윤리, 한국지리 

사회․문화, 물리학I, 화학I 

생명과학I, 지구과학I

국어, 영어, 수학 가형, 수학 나형

한국사,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화학I, 생명과학I, 지구과학I

정가 6,500원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 I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I

수
능
실
전
대
비

과
학
탐
구
영
역

생
명
과
학
I

978-89-547-5279-4 

0 7 4 3 5 

4 9 7 2 5 7 4 5 9 8 8 7 9 
오답률이 가장 높은 대표 함정 7개의 유형 철저 분석 

함정 탈출 노하우 공개 및 유형 실전 연습 제공

국어, 영어, 수학 가형, 수학 나형

FINAL 
실전모의고사

만점마무리 
봉투모의고사

고난도 시크릿X 
봉투모의고사

EBS 모의고사 시리즈

수능 당일,
함정에 빠지지 않는

노하우 대공개

국어, 영어, 수학 가형, 수학 나형

한국사, 생활과 윤리, 한국지리 

사회․문화, 물리학I, 화학I 

생명과학I, 지구과학I

국어, 영어, 수학 가형, 수학 나형

한국사,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화학I, 생명과학I, 지구과학I

정가 7,200원

사회탐구영역 

생활과 윤리

사회탐구영역  생활과 윤리

수
능
실
전
대
비

사
회
탐
구
영
역

생
활
과

윤
리

978-89-547-52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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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률이 가장 높은 대표 함정 7개의 유형 철저 분석 

함정 탈출 노하우 공개 및 유형 실전 연습 제공

국어영역  국어

국어영역 

국어

정가 9,300원

국어, 영어, 수학 가형, 수학 나형

FINAL 
실전모의고사

만점마무리 
봉투모의고사

고난도 시크릿X 
봉투모의고사

EBS 모의고사 시리즈

수능 당일,
함정에 빠지지 않는

노하우 대공개

국어, 영어, 수학 가형, 수학 나형

한국사, 생활과 윤리, 한국지리 

사회․문화, 물리학I, 화학I 

생명과학I, 지구과학I

국어, 영어, 수학 가형, 수학 나형

한국사,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화학I, 생명과학I, 지구과학I

수
능
실
전
대
비

국
어
영
역

국
어

978-89-547-5272-5 

0 1 7 3 5 

5 2 7 2 5 7 4 5 9 8 8 7 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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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도 문항에는 패턴이 있다

박봄의 사회·문화 표 분석의 패턴

시리즈 구성

박봄의 사회·문화 

표 분석의 패턴

192쪽/12,000원

가장 많은 수험생이 선택한 EBS 대표 모의고사

 수능과 동일한 체제의 모의고사로 실전 감각 UPGRADE

 2023학년도 수능 대비 가장 먼저 출시되는 모의고사로 6월 모의평가부터 대비

실전 감각을 키우는 최다 분량 모의고사

 과목별 7~9회분으로 충분한 연습 분량 제공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항을 실제 수능 유형과 난도에 맞게 수록

No.1 실전 훈련 모의고사

FINAL 실전모의고사

시리즈 구성

국어영역

212쪽/11,000원

수학영역

208쪽/11,000원

영어영역

192쪽/11,000원

한국사영역

76쪽/6,500원

사회탐구(3책)

76쪽/6,500원

과학탐구(4책)

72쪽/6,500원

사회·문화 1등급으로 가는 최종 난관, 표 분석 문제!

 단골 고난도 문항으로 출제되는 표 분석 문제를 집중 학습하는 교재

표 분석 문항을 패턴별로 분석하여 집중 학습

 각 패턴별로 기본 원리를 먼저 익힐 수 있도록 자세한 첨삭 설명 제공

 단순한 문제 풀이 스킬 연습으로는 대비할 수 없는 적용 문제까지 완벽 대비

 취약한 패턴을 파악하여 집중 학습 가능

EBS 대표 강사, 박봄 선생님 저자 직강!

 박봄 선생님의 인기 강좌 ‘사회·문화 표 분석의 패턴’ 강의 노트의 정규 교재화!

 EBSi 사이트에서 저자 직강 제공

선생님 직접 집필, 직접 강의

사회·문화
표 분석의 패턴

표 분석의 패턴으로 완성하는 사회·문
화

 1등
급

의
박
봄

선
생
님

직
접

집
필
.
직
접

강
의

박
봄
의

사
회
·
문
화

표

분
석
의

패
턴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 과학 (11책)

수준  

영역  사회탐구

신간

수준  

영역  전 영역

EBS 최종 모의고사 시리즈

만점마무리 봉투모의고사 RED EDITION

9월 발행 예정

5월 발행 예정 7월 발행 예정 9월 발행 예정

FINAL 
실전모의고사

만점마무리 
봉투모의고사

고난도 시크릿X 
봉투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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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과 동일한 체제와 난도의 봉투모의고사

만점마무리 봉투모의고사

시리즈 구성

국어영역

103쪽/미정

수학영역

99쪽/미정

영어영역

75쪽/미정

한국사영역

41쪽/미정

생활과 윤리

41쪽/미정

사회·문화

41쪽/미정

화학Ⅰ

41쪽/미정

생명과학Ⅰ

41쪽/미정

지구과학Ⅰ

41쪽/미정

상위권 학생이라면 도전해야 할 고난도 특화 프리미엄 모의고사

 고난도 극한 체험 모의고사로 실제 수능에서 만날 고난도 문항 완벽 대비

 6월, 9월 모의평가 경향 반영 및 경향 분석 자료 수록

역대 최고난도 모의고사! 킬러 문항·준킬러 문항 구성 

 수능 당일 고난도 문항을 만난다면? 고난도 문항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면?

 가능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미리 체험하고 대비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효과

실제 수능과 동일한 유형의 시험지와 OMR 카드 제공

 실제 수능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습 가능

제대로 어려운 고퀄리티 봉투모의고사

고난도 시크릿X 봉투모의고사

시리즈 구성

국어영역

103쪽/미정

수학영역

99쪽/미정

영어영역

75쪽/미정

EBS만 가능한 프리미엄 문항의 실전 모의고사

 실제 수능과 동일한 유형과 난도의 문항으로 실전 감각 UP!

 EBS 베테랑 집필진이 직접 출제한 고퀄리티의 100% 신규 문항

 9월 모의평가 및 수능에 대비한 단기 실전 테스트로 활용

실제 수능과 동일한 형태의 시험지로 실전 훈련 효과 극대화

 문항 배치와 난도, 배점 구성까지 실제 수능에 완벽하게 일치

 동일한 시험지는 물론 동일한 OMR 카드 제공하여 답안 작성 훈련 가능

국어, 수학, 영어 (3책)

수준  

영역  전 영역

신간

수준  

영역  국/수/영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 과학 (9책)

신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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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스톱 국·수·영 모의고사!

만점마무리 봉투모의고사 RED EDITION 

시리즈 구성

국어+수학+영어

2회분

186쪽/미정

마지막의 마지막에 필요한 것은 실전 같은 모의고사!

 만점마무리 봉투모의고사와는 다른 문항으로 구성된 또 하나의 모의고사

 100% 신규 문항 국·수·영 2회분으로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실전 대비 가능

국어+수학+영어 모의고사를 한 봉투에 담은 효과적인 모의고사

 수능 실전 훈련에 가장 효과적인 국어·수학·영어 3 in 1 구성

 수능과 동일한 유형과 난도의 문항으로 마지막 실력 점검 가능

실제 수능과 동일한 유형의 시험지와 OMR 카드 제공

 실제 수능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습 가능 

수준  

영역  국/수/영

신간

교재자료

EBS 교재 문제의 한글 파일, 교재이미지 및

EBS 강의에 활용한 강의자료 제공

기출문제

수능, 모평, 학평 기출문제를 2006년부터 최근까지 

연도, 학년, 과목별로 골라 다운로드 가능 

자료 마당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는 ‘수업자료’와

자율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방과후 수업교실’

나의 학급

선생님이 학급을 개설하고 학생을 초대하면

 해당 학생의 EBSi 학습 이력 조회 및 응원 가능

선생님들께 EBS의 리소스를 제공하는 교사 전용 서비스

https://teacher.ebsi.co.kr 에서 교사 인증 후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과목별 최신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쉬운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RED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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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구입 안내
EBS 고객센터 1588-1580

EBS 교재기획출판부 02-526-2472 (9~18시)

지역 총판명 연락처

서울(9)

강남구/서초구 (주)도서총판 푸른언덕 02-596-2000

동작구/관악구 일신도서 02-889-6200

강북구/도봉구/노원구 대각미디어 02-3391-4302

성동구/광진구/동대문구/중량구 대영도서 02-2245-9800

강서구/양천구 경학사 02-3665-4700

성북구/종로구/중구 (주)세종비앤피 02-956-2900

마포구/용산구/은평구/서대문구 우정도서 02-3159-9310

강동구/송파구 갑진사 02-478-0557

구로구/금천구/영등포구 동아학원사 02-853-1773

인천/경기(14)

인천(부평구/계양구/서구)/김포시 부평교육사 032-330-0821~2

인천(중구/남구/연수구/동구/남동구)/강화군/옹진군 대영교육도서 032-772-1333

고양시/파주시 도서총판 새라새것 031-949-7760

포천시/연천군/동두천시/의정부시/양주시/가평군 의정부동아서적 031-544-4923

구리시/남양주시/양평군/광주시/하남시 동원서적 031-563-5752

평택시/안성시 도서총판 서가 031-652-3002

용인시/이천시/여주시 동아교육 031-276-3377

성남시 재경도서 031-797-9501

수원시 학습사 031-255-1573

오산시/화성시 서한도서 031-373-6402

안양시/의왕시/과천시/군포시 (주)중앙 031-383-5550

안산시 대동서적(주) 031-416-7979

시흥시/광명시 (주)일지서적 02-2616-5294

부천시 대동서적 032-653-8202

강원(3)

춘천시/양구군/화천군/인제군/철원군/홍천군 중앙도서 033-255-1369

원주시/횡성군/영월군/정선군/평창군 중앙서관 033-732-5515

속초시/고성군/양양군/동해시/삼척시/태백시/강릉시 동아도서 033-647-8988

대전/충청(11)

대전시 한국교육서적 042-226-8300

청주시/보은군/진천군/괴산군 청주서적 043-267-8910

충주시/음성군/증평군 북적북적 043-847-1845

제천시/단양군 중앙서점 043-645-7787

공주시/청양군 세종에듀메이트 044-868-0585

천안시/세종시 동아도서 041-622-3604

당진시/서산시/태안군 당진서점 041-353-6900

홍성군/보령시/서천군 중앙서점 041-634-6900

지역 총판명 연락처

논산시/계룡시/부여군 이화서점 041-735-5503

아산시/예산군 영진서점 041-545-7002

영동군/옥천군/금산군 중앙서점 043-742-1575

전북(5)

전주시/완주군/무주군/진안군/장수군/임실군 열린도서 063-272-2203~4

김제시/고창군/부안군 제일서림 063-547-2280

정읍시/남원시/순창군 제일서점 063-531-7121

익산시 하늘문고 063-855-7499

군산시 군산서적 063-464-7330

광주/전남(6)

광주시/화순군/담양군/장성군 금강서적 062-384-5800

순천시/광양시/구례군/곡성군/보령군/고흥군 중앙서점 061-741-4351

여수시 여수서림 061-665-0101

해남군/진도군/장흥군/완도군/강진군 해남서점 061-532-7700

나주시/함평군/영광군 한길서림 061-351-0409

목포시/영암군/신안군/무안군 목포동아도서 061-284-9151

대구/경북(7)

대구시/경산시 (주)교육종합도서 053-427-8989

구미시/상주시/칠곡군 세종서점 054-453-0256

문경시/영주시/예천군/봉화군 대한서점 054-632-8590

포항시/울진군/울릉군/영덕군 (주)경북서림 054-262-5700

안동시/청송군/의성군/영양군/군위군 종로교재사 054-856-3737

김천시/성주군/고령군 꽃동산서점 054-434-8900

영천시/청도군/경주시 명문서적 054-771-2399

부산/경남(7)

부산시 남일도서 051-313-5441~3

울산시 (주)원영도서 052-273-6802

거창군/합천군/함양군 덕유문고 055-944-1007

사천시/남해군/진주시/하동군/산청군/의령군 신라책사 055-741-2706

함안군/창원시/창녕군 남도서적 055-252-5288

밀양시/김해시 능력서점 055-322-7401

통영시/고성군/거제시 이문당서점 055-645-3311

제주(2)

제주시 우생당 064-753-5200

서귀포시 (주)제주도서 064-762-2739



교재별, 수준별
무료강의 연계

book.ebs.co.kr 

학습 로드맵 제공
나에게 맞는 

EBS 교재 추천

EBS 교재 

구독�방송 서비스고교 무료 강의

www.ebsi.co.kr www.ebs.co.kr

수능특강 풀고 뭐 풀지?

EBS 교재사이트 오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