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BS 중학사이트 무료 강의와 함께하는 EBS 중학 교재

사교육 없이도 잘하는 우리,

스스로 계획하며 커 가는 우리,

EBS와 함께라면 충분합니다.

2020년

EBS 중학 교재
자기주도 학습 
활용 안내

중|학|도|역|시



교과서가 달라도, 중학 자기주도학습은

EBS 중학 
대상  1~3학년

발행 책 수  17책 

과목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새상에 없던 새로운 공부법, 한 권으로 끝내는 자기주도 학습서

▶학교마다 다른 중학 교과서, 그 교과서를 뛰어넘어 교육과정의 학습 개념을 모두 담아낸 중학 개념 기본서

▶개념책 + 실전책 + 정답과 해설 + 미니북이 한 권에!

 EBS 중학사이트에서 자기주도 학습의 완성을 위한 무료 강의 제공

     방송, 인터넷, 모바일 무료 강의로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EBS 중학 뉴런’

중학 역사도 역시,

EBS 중학 뉴런 역사①, ② (2015 개정 교육과정)

2020년 10월 말 발행 예정

개념책

학습 개념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기본 학습부터 예습과 복습까지

실전책

다양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실전에 대비할 수 있는 

문제 중심 구성

미니북

시험 직전 체크!! 

핵심 족보, 문법 족보, 

단어 암기장 등 

과목 맞춤형 보너스

▶ ▶

기본서

중학



하루 한 장으로 규칙적인 수학 습관을 기르자!

한 장 수학

대상  1~3학년

발행 책 수  6책 (1학기, 2학기)

과목  수학

▶개념과 문제가 쉽게 구성되어 하루 2~3장 분량으로 한 학년 과정을 빠르게 학습

‘한 장 공부 표’를 활용하여 학습량을 계획, 기록하며 체계적인 수학 습관 기르기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도 계획적으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수학 공부

기본 개념을 쏙쏙 이해하고 개념 확인 문제를 통해 확인, ‘핵심 반복’으로 중요 개념은 한 번 더!

▶스스로 쉽게 연습하고 확인하는 다양한 수학 문항 유형

‘형성 평가’, ‘쉬운 서술형’으로 연습하고 혼자서도 이해할 수 있는 상세한 풀이로 확인

수학 특화

중학

초등 수학부터 중학까지, 30일 만에 

초·중 수학의 맥을 잡다. 

30일 수학 (상, 하)

기초부터 고교 수학까지, 50일 만에 

초·중·고 수학의 맥을 잡다

50일 수학 (상, 하)

▶초등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의 수학 개념을 하나의 맥으로 연결

단기 보충 특강으로 완성하는 수학 개념

주제별 학습으로 취약점 긴급 진단과 학습 가능

▶초·중·고 수학의 맥을 잡는 개념 단기 특강 + 취약점 긴급 보완

영역별로 초등부터 고1 수학까지 개념을 중심으로 연결하여 단계적으로 구성

문항은 기초를 다지기 위하여 개념을 적용한 문제부터 차근차근

 ⇒ 영역별 개념 학습과 문제 연습으로 부족한 영역 집중 학습 가능



중학 국어로 수능까지 잡는다!

필독 중학 국어로 수능 잡기

EBS 국어 어휘 시리즈

어휘가 독해다! 중학 국어 어휘

대상  1~3학년

발행 책 수  4책

과목  국어

대상  1~3학년

발행 책 수  1책

과목  국어(통합교과 어휘)

중학 국어로 내신과 수능을 동시에 대비하는 4책 구성 국어 특화 시리즈

▶ 교과서 시, 교과서 소설: 교과서 수록 작품으로 중학 내신부터 수능 문제까지 대비

▶ 문법: 내신에 필요한 중학 국어 문법은 물론 수능 국어 영역 문법까지 대비

▶ 비문학 읽기: 7가지 패턴의 글 읽기로 7주 만에 중학 국어 완성

▶중학 국어 학습에 반드시 필요하고 자주 나오는 개념어, 주제어 선정 수록

광고 속 어휘, 문학에서 상징적 의미를 지닌 단어, 속담과 한자 성어 등의 관용 표현, 순우리말을 

만화·삽화로 쉽고 재미있게 정리

▶어휘력과 독해력을 함께 키우는 30강, 30일 단기 완성

지문 속 어휘의 뜻, 지문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 풀이로 어휘력, 독해력 동시 향상

어휘가 바로 독해의 열쇠!
국어뿐만 아니라 타 교과 실력에도 직결되는 어휘력은 이 책으로 한 방에 해결!!

국어 특화

중학

EBS 국어 어휘 시리즈 : 어휘가 독해다! 

초등 국어 어휘 / 중학 국어 어휘 / 수능 국어 어휘



앞서가는 중학 영어는 

마이코치

기초부터 탄탄하게 중학 영어 첫걸음은

EBS 기초 영문법 / 기초 영독해

대상  1~3학년

발행 책 수  6책

과목  영어

▶My Grammar Coach(기초편/표준편): 스타강사 정승익 선생님의 명쾌한 영문법 강의 제공

▶My Reading Coach(레벨1~3): 중학 성취 기준 독해 문항으로 구성된 수준별 독해 학습 

▶My Word Coach: 청각이미지 형성 MP3와 함께하는 중학 교과서 핵심 영단어 60일 완성

▶ 그림과 도식을 이용한 독해 원리 설명

▶ 핵심 독해 원리의 반복 학습을 도와줄 워크북

▶ 쉽고 재밌는 지문을 통한 영어 친화력 향상

영어 특화

중학

EBS 기초 영문법 (1, 2권)

▶ 그림과 도식을 이용한 친절한 문법 개념 설명

▶ 실생활 대화 속 문법을 통한 실력 향상

▶핵심 개념의 반복 학습을 도와줄 워크북

EBS 기초 영독해 (6월 발행 예정)

▶ 그림과 도식을 이용한 독해 원리 설명

▶ 핵심 독해 원리의 반복 학습을 도와줄 워크북

▶ 쉽고 재밌는 지문을 통한 영어 친화력 향상



기본과 실력을 올려주는

TV 중학–역사

중학 필독, 역사에 빠지다

필독–한국사, 세계사

대상  2~3학년

발행 책 수  3책

과목  역사

대상  2~3학년

발행 책 수  2책

과목  역사

중학 역사 교과 과정의 중요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

▶역사①-1, 역사①-2, 역사② 3책 구성

▶TV 중학만의 체계적, 단계적 학습으로 내신 대비

▶자기주도 학습에 도움을 주는 명강사 무료 강의 제공

스토리텔링을 통해 혼자서도 쉽고 재미있게! 

▶중학 역사 교과를 한국사, 세계사로 나누어 2책 구성

▶맥락을 이해하는 공부를 통해 역사에 대한 흥미 상승

어려운 자료나 용어는 한 번 더 자세하게!

▶역사에서 중요한 유물·인물·사건 등을 선정해 사진·지도·삽화·자료 등을 함께 수록

▶읽을거리를 통해 중요한 단어나 어려운 용어를 설명하고 핵심 정리로 마무리

▶부족한 부분은 EBS만의 친절한 무료 강의로

역사 특화

중학



예비 고교

예비 고등학생을 위한 과목별 단기 완성

고등예비과정

독서 경험 없는 요즘 고등학생을 위한 초보 독해 연습

국공따(국어 공부 따로 하지 마라)

첫술에도 배부르게 하는 국어 개념 공부의 첫걸음 

윤혜정의 나비효과 입문편

발행 책 수  6책

과목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한국사

발행 책 수  6책

과목  국어

발행 책 수  1책(시 문학, 소설 문학, 비문학 합본)

과목  국어

▶주요 개념 정리와 정확한 개념 이해

새 학년에 배우는 주요 개념들을 일목요연하게 요약 제시, 단기간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

▶고등학교 내신평가에 한발 빠른 적응 훈련

내신평가에 자주 출제되는 필수 유형과 다양한 내신평가 문항을 제시

▶미션을 수행해 가면서 누구보다 탄탄한 국어 기본 실력 쌓기

개념을 한눈에 정리하고 눈으로 연습하고, 기출문제로 원리 다지기

▶각 주제별 독해 연습을 ‘운문문학, 산문문학, 비문학(독서)’ 갈래별로 반복

문학·비문학 독해 핵심원리 연습 ⇒ 120쪽의 얇은 분량으로 언제 어디서든 눈으로 떠먹는 수능·내신 대비

▶EBS 대표 강사 윤혜정 선생님의 입담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교재

중요한 부분은 더 자세하게~ 어려운 부분은 더 쉽게~ 음성지원 되는 듯한 선생님의 친절한 설명이 가득  

⇒ 윤혜정 선생님이 직접 집필하여 강의와 함께하면 시너지 UP↑

▶ 시 문학, 소설 문학, 비문학(독서)이 영역별로 15강씩! 3책 분권으로 더 가볍고 부담 없이

[STEP 1] 개념 설명 ⇒ [STEP 2] 개념 QUIZ ⇒ [STEP 3] 기출문제

다양한 예문과 문항들, 기출문제를 통해 지문 독해에서 실전 수능까지 유기적으로 연결

고등학교 0학년 필수 교재
모든 교과서를 한 권으로, 교육과정 필수 내용을 빠르고 쉽게!!!



한국교육방송공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한류월드로 281

고객센터: 1588-1580(상담시간 9:00~24:00)

무료 강의: EBS 중학사이트 mid.ebs.co.kr

2020년 EBS 중학 교재 자기주도 학습 활용 안내 EBS 중학 교재 안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