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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입시 콘텐츠

입시 콘텐츠 활용 안내서

2022~2025학년도 입시 정보 및 학습법 정보

수험생부터예비 고1까지!!



EBS 온라인 입시 콘텐츠

★ EBSi에서 입시를 온라인 콘텐츠로?

















★ EBS 온라인 입시 콘텐츠 특징?

제약X

다양성

다운로드

무료



EBS 온라인 입시설명회



EBS 온라인 입시설명회 찾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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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온라인 입시설명회 찾아가기

왼쪽 목록에서 [EBSi 입시전략 솔루션] 탭 클릭

찾아가는 방법!

상단 목록에서 [입시·학습정보] 탭 클릭

1

2

인터넷 주소 창에 http://www.ebsi.co.kr 을 입력하여 홈페이지에 접속

3

하단 목록에서 [EBS 입시설명회] 탭 클릭4

학년도에서 해당하는 학년도 선택 클릭5

보고싶은 온라인 입시설명회 영상 또는 지난 오프라인 영상 클릭6

아래로 스크롤 바를 내려 영상 확인 재생(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 다운로드 가능)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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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온라인 입시설명회 미리보기

2022 경기·인천 지역 대입의 모든 것

2022 부산·울산·경남 지역 대입의 모든 것

2022 충남·대전 지역 대입의 모든 것



EBS 온라인 입시설명회 미리보기

2022 서울 지역 대입의 모든 것

두근두근 3월 학력평가 대비법

2022 뉴수능 스타트 수학 학습법



EBS 입시컨설팅 솔루션

진로·진학

입시가막막한고1, 고2, 고3을위한

EBS 입시종합컨설팅

전형별 전략 학과별 전략

목표정하기

대입 일정 및 유의사항

고교생활의 이해

‘나＇는 누구인가?

전형찾기

전형별 종류 및 이해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전략세우기

학과별 전략 찾기

진로에 맞는 과목 선택

맞춤 전략 구성



EBS 입시컨설팅 솔루션 찾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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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입시컨설팅 솔루션 찾아가기

왼쪽 목록에서 [EBSi 입시전략 솔루션] 탭 클릭

찾아가는 방법!

상단 목록에서 [입시·학습정보] 탭 클릭

1

2

인터넷 주소 창에 http://www.ebsi.co.kr 을 입력하여 홈페이지에 접속

3

하단 목록에서 [EBSi 입시전략 솔루션] 탭 클릭4

해당하는 컨설팅 전략을 선택 클릭5

보고싶은 온라인 입시컨설팅 솔루션 영상을 클릭하여 영상을 확인6

아래로 스크롤 바를 내려 영상을 다운로드할 수도 있어요^^7

6

7

5



EBS 온라인 입시컨설팅 솔루션 미리보기

진로·진학 대입 일정 및 유의사항

전형별 전략 고른기회 전형_통합

학과별 전략 언론·미디어 계열 학과



EBS 월간 입시&월간 학식

매월 둘째 주 수요일
▼▼▼

EBS 월간 입시

EBS 월간 학식



EBS 월간 입시&월간 학식 찾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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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월간 입시&월간 학식 찾아가기

왼쪽 목록에서 [EBSi 입시 매거진] 탭 클릭

찾아가는 방법!

상단 목록에서 [입시·학습정보] 탭 클릭

1

2

인터넷 주소 창에 http://www.ebsi.co.kr 을 입력하여 홈페이지에 접속

3

하단 목록에서 [월간 입시] 탭 클릭4

학년도에서 해당하는 “2021 월간 입시” 선택 클릭5

월별 입시정보를 볼 수 있는 <EBS 월간 입시>(매월 이벤트도 있어요!)6

궁금한 학식의 맛을 찾아서! 2021 특별 부록 <EBS 월간 학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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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월간 입시&월간 학식 미리보기

월간 입시 색다른 입시 매거진

월간 입시 고3이지만 괜찮아

월간 입시 신박한 고교생활



EBS 월간 입시&월간 학식 미리보기

월간 입시 입시 MBTI (수강후기 EVENT)

월간 학식 대학교 학식 소개

월간 학식 대학교 랜드마크 소개



★ EBS 온라인 입시설명회

★ EBS 입시컨설팅 솔루션

★ EBS 월간 입시&월간 학식

★ EBS 입시 카드뉴스

★ EBS 입시&학습 전략 칼럼

★ EBS 대입상담실

다양한 대입 뉴스 및 학습전략은
<EBSi 입시·학습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