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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INITE SCHOOL

50문제 중에 5개를 틀리는 학생과 25개를 틀리는 학생이 같이 수업을 듣습니다. 
이런 방식이 과연 좋은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INFINITE SCHOOL

모든 것이 다른 우리 아이들이  
같은 내용을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속도로 배우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INFINITE SCHOOL

ON·OFF LINE BLENDED LEARNING

ON-OFF LINE 
BLENDED 
SYSTEM

ON-LINE OFF-LINE

온라인으로 강의와 자료를 제공하여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며, 오프라인으로 올바르게 학습하였는지 
제대로 숙지하였는지 체크하고 관리하여 성적 상승의 결과를 만드는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러닝 시스템

1. 시간대에 구애받지 않고 강의를 들을 수 있음 
2. 모르는 부분은 무한 반복으로 수강할 수 있음 
3. 노트필기 정확도가 증가하여 학습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음 

1. 학습질문에 대한 선생님의 신속한 피드백 
2. 학생의 심리적인 상태까지 파악하는 확실한 케어 
3. 개별 과제관리 및 테스트를 통해 모르는 부분을 반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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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INITE SCHOOL

인강수업 
노트필기 
과제해결

페이스조절 
필기/과제확인 
질의응답

심층테스트 
오답정리 
진행승인

ON-LINE OFF-LINE OFF-LINE

단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하나만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장점을  
결합하고 단점을 보완하여 학습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온라인으로 강의와 자료를 제공하여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며, 오프라인으로 올바르게 학습하였는지 
제대로 숙지하였는지 체크하고 관리하여 성적 상승의 결과를 만드는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러닝 시스템

ON·OFF LINE BLENDED LEARNING



INFINITE SCHOOL

일주일에 딱 하루만 오세요! 



INFINITE SCHOOL

인피닛스쿨 : 주당 6시간 온라인 + 주당 3시간(1회) 오프라인 내원관리

ON ON ON ON ON ON

OFF

DAY1 DAY2 DAY3 DAY4 DAY5 DAY6 DAY7

1 hour

3 hour



INFINITE SCHOOL

우리아이에게 인피닛 스쿨이 필요한 5가지 이유 



INFINITE SCHOOL

1. 언제든지 내 스케쥴에 맞게 개강일을 정하는 시스템        
개강일을 오히려 학생/학부모님께 물어보는 학원



INFINITE SCHOOL

2. 언제든지 내 스케쥴에 맞게 내원일정을 정하는 시스템        
일주일에 원하는 내원일정을 사전에 정하는 시스템



INFINITE SCHOOL

3. 내 페이스에 맞게 일주간의 미션을 클리어하는 시스템      
천천히 느긋하게 또는 빠르게 몰아치는 각자의 페이스에 맞춰서 진행되는 공부



INFINITE SCHOOL

4. 개념폭식 후 숙제방치가 아닌 개념/문제의 효율적 배치가 가능한 시스템       
15분 개념 + 15분 정리 + 30분 문제풀이의 티키타카가 완성되는 시스템



INFINITE SCHOOL

5. 마지막 단원까지 완전히 공부가 완료되는 시스템        
종강일에 마지막 단원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가 끝나서 전범위 테스트를 보는 학원



OFF-LINE MANAGEMENT SYSTEM

INFINITE SCHOOL

개인별 질의응답

단원별 테스트  
(다음단원 수강여부)

수강과제 체크 
(노트필기/문제풀이)

진도체크 및  
학습오류상황 수정

Infinite Care System

완전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없도록  
무제한 질의응답이 가능합니다. 

모르고 넘어가는 부분이 없도록 다소 긴 
단원별 테스트를 통과해야 다음단원으로  
진도나가는 것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진도가 나가는 페이스를 조절하고, 학생본인도 잘 몰랐던  
개념의 함정이나 문제연습량과 같은 부분도 섬세하게 관찰합니다. 

공부를 자기화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인 노트필기와  
풀어와야할 연습문제를 풀이수준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합니다. 



ON-LINE CONTENTS SYSTEM http://www.infschool.com



ON-LINE CONTENTS SYSTEM http://www.infschool.com



OFF-LINE MANAGEMENT SYSTEM

INFINITE SCHOOL

MON TUE WED THU FRI SAT SUN

10:00~11:00
Infinite Care Infinite Care Infinite Care Infinite Care Infinite Care Infinite Care11:00~12:00

12:00~13:00

13:00~14:00

14:00~15:00
Infinite Care Infinite Care Infinite Care Infinite Care Infinite Care Infinite Care15:00~16:00

16:00~17:00

17:00~18:00

18:00~19:00

19:00~20:00
Infinite Care Infinite Care Infinite Care Infinite Care Infinite Care20:00~21:00

21:00~22:00

* 한국시간 기준입니다. 인피닛케어는 법정공휴일에 휴무입니다.

Infinite Care System Daily Schedule: 2021년/5월/31일 ~ 2021년/8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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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LINE MANAGEMENT SYSTEM

질의응답 24시간 보장제 

• 학생과 담당선생님이 직접 카톡으로 연결 
• 질문(영상/메모)을 업로드하면 최대 24시간안에 답변(영상/메모) 제공!

02

OFF-LINE MANAGEMENT SYSTEM

수강페이스 조절: 월수금/화목토 체크 

• 학생과 담당선생님이 직접 카톡으로 연결 
• 수강시작일 다음날부터 체크 시작! 1:1 맞춤형 스케쥴 제공!

03



INFINITE SCHOOL

수강과목을 결정하기 전에 1시간 객관식으로만 구성된 레벨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레벨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가장 적합한 수업을 추천드리게 됩니다.



2021 Infinite School System

INFINITE SCHOOL

수강시작일부터 6일간

1 3 5

2 4

레벨테스트 
시스템안내 

(온라인/오프라인 
모두가능)

수강과목 
시작일 
내원스케쥴

인피닛스쿨 
OT영상 

(구글클래스룸 
등록)

수강시작  
진도체크

오프라인 방문 
내원관리

수강등록시점

수강등록당일수강등록전 아무때나 내원스케쥴

주간리포트 발송 
패스 못하면 나머지 공부 



2021 Infinite School System

INFINITE SCHOOL

1 한 단위의 수업기간은 총 4주입니다. 과목마다 단위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2 개강일은 학부모님/학생이 원하는 어느 날이나 가능합니다. 시작일부터 4주후가 종강일입니다.

3 매주 오프라인에서 실시되는 테스트를 반드시 통과해야 다음주의 인강이 시스템에서 오픈됩니다.  

4 개강일 전에 레벨테스트를 통해서 학생에게 가장 최적화된 수업을 권고합니다.

5 수업시간은 과목/선생님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공되는 시간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6 진행상황 및 과제/테스트점수 학생/학부모님과 실시간 공유 가능한 개인별 게시판 제공



☑ 수강과목   ☑ 시작일   ☑ 내원스케쥴
수강등록시, 위의 3가지가 반드시 Fixed되어야 합니다!

INFINITE SCHOOL



현장으로 오는 시간을 정말 최소화 시켰습니다. 
집에서 인강에 집중하기 힘든 학생들은 학원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현장에서 인강학습을 하는 경우 
반드시 본인의 노트북과 이어폰을 준비해서 등원해주세요. (아이패드와 같은 태블릿도 가능)

INFINITE SCHOOL



INFINITE SCHOOL

온라인 학습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면대면 접촉의 상실, 자습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이로 인한 동기유발 저하, 페이스 저하등을 오프라인 관리로 충분히 보완하였습니다.



INFINITE SCHOOL

오프라인 내원수업이 불가능한 경우, 줌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INFINITE SCHOOL



INFINITE SCHOOL

SAT/ACT

* 개설과목과 강사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최신 업데이트는 유선상으로 문의주세요. 



INFINITE SCHOOL

AP



INFINITE SCHOOL

IBDP

* 개설과목과 강사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최신 업데이트는 유선상으로 문의주세요. 



INFINITE SCHOOL

Regular 
/Honors

* 개설과목과 강사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최신 업데이트는 유선상으로 문의주세요. 



INFINITE SCHOOL

IGCSE

* 개설과목과 강사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최신 업데이트는 유선상으로 문의주세요. 



INFINITE SCHOOL

MYP

* 개설과목과 강사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최신 업데이트는 유선상으로 문의주세요. 



INFINITE SCHOOL

Book /LAB

* 개설과목과 강사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최신 업데이트는 유선상으로 문의주세요. 



INFINITE SCHOOL

Olympiad 
/Univ.

* 개설과목과 강사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최신 업데이트는 유선상으로 문의주세요. 



INFINITE SCHOOL

Computer

* 개설과목과 강사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최신 업데이트는 유선상으로 문의주세요. 



INFINITE SCHOOL

2021년 여름방학 특강은 6/7(월)부터 시작합니다.



INFINITE SCHOOL

학생의 페이스에 맞게 수강기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개월 단위의 수업을 1개월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주당 12시간 인강 + 주당 2번의 내원관리)



인피닛 스쿨 = 학습의 무한자유이용권

INFINITE SCHOOL



인피닛스쿨은 개강일이후 일년내내 오픈되어 있습니다.

INFINITE SCHOOL



2021년 여름 가장 올바른 선택
INFINITE SCHOO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