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EC ACADEMY
CEC 3대 합격 프로젝트

옥스브리지 프로젝트

영국 의, 치대 프로젝트

영국 TOP 10 대학 프로젝트



CEC ACADEMY 프로그램 안내

CEC의 명문대 합격 노하우 

• CEC의 모든 학생들의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

• 각 학생 별 수준에 맞는 학습법 및 공부 계획 수립

• 고객이 아닌, 가족처럼 대하는 CEC만의 관리 시스템

•  원거리 학생에게 동영상 (SKYPE) 수업

• 365일 Q&A 서비스

• 텀별 CEC TEST 실시 후 성적관리 및 시험관리 시스템

• 원장님 이하, 모든 선생님은 최상의 질적 수업 지향

• 각 학생 별 성적 및 전공에 맞는 인터뷰 및 고급 정보 제공

• 20년 노하우에 맞는 CEC만의 학생관리 및 생활관리

영국 명문대 및 의, 치대 정보 및 인터뷰 수업

• 한국과 마찬가지로 급변하는 영국 교육 정보가 필수

• 각 학생별 지원하는 대학 및 전공 (CEC에서 선 정보 파악)

• 몇년전 DB활용으로 인터뷰 SOURCE제공

• 인터뷰 선생님 어레인지 (현, 학부 및 졸업생 NETWORK 활용)

• 모의 인터뷰 및 현장 답사로 생소한 장소에 대한 적응력 강화

• 재수 학생들을 위한 특별 관리 및 지원 서비스 제공

•  의/치대 학생을 위한 영국 내 한국인 "의/치대 위원회"   

NETWORK 지원

CEC 3대 프로젝트 특혜

 모든 수업 10% 할인 적용

자기소개서 무료첨삭

교육 컨설팅 무료 제공

장학금 지급 (옥스브리지 입학생) 

인적 네트워크 서비스

주기적 학습 플랜 체크

INTERVIEW 수업 10시간

PS (PERSONAL STATEMENT) 5시간 

텀별 TEST 평가  

TSA, PAT , MAT, BMAT, UKCAT,등
PRE-INTERVIEW TEST  준비 10시간

CEC ACADEMY CEC ACADEMY는 영국 교육 입시 전문 교육원입니다.

CEC는 영국 교육에 대한 각 분야 최고의 교육 전문가로 구성되

어있으며, 독창적인 성적 관리와 진학 정보 시스템으로 학생들

을 글로벌 리더로 양성하는 교육원입니다.



CEC ACADEMY 옥스브리지 합격 프로젝트

옥스브리지 합격 프로젝트 특장점

•현재 중, 하위권 학생도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학생별 수준에 맞는 선생님의 맞춤형 강의

•학습적인 모든 부분에 대한 과목별 영국 최고 전문가의 컨설팅

• 텀별 CEC TEST 진행으로 체계적 학습관리 및 시험에 대한 부담 감소 및  

효율적인 학습 플랜

•A-LEVEL, IB, PRE U 시험에만 집중하게 하는 학습 가이드

•시험 후 자기 소개서 및 인터뷰 그리고, 입학시험 전문 특별수업

•인터뷰 준비시, 기존 선생님 외에 현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등 완벽 준비 정보 제공

• 각 년 전공별 실제 인터뷰 자료 공개 및 고급 정보 제공  

( 케임브리지, 옥스퍼드 대학 별 인터뷰  준비시 각 COLLEGE별  

인터뷰  고급 정보 제공 및 인터뷰 교수 취향 파악 등 제공)

CEC “옥스브리지 합격 프로젝트” 프로그램 이란?

영국�유학생들의�꿈이자,�희망인�옥스브리지�합격에�대한�모든�정보를��

제공하고�다년간�합격생�배출�및�관리시스템을�많은�학생들에게�제공하고

자�프로젝트를�개발하였습니다.

위의 단계는 모든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진행됨과 동시에 단계별 과정을 준비함으로 시행착오 없이 합격 가능성을 높이며, 

CEC만의 모든 노하우를 제공함과 동시에 기본적인 성적 외 나머지 준비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학생 성적 평가 및 분석 현재 수준에 맞는 학습법 전공별 인터뷰 준비 대학 선택

각 과목별 취약점 파악 CEC 텀별 평가 및 분석 CEC 인터뷰 정보제공
지원학과 인터뷰 

정보제공

희망 전공 분석 취약점 보완 특별수업 자기소개서 완벽 지원 모의 인터뷰 제공

개별적 컨설팅
개인별 맞춤 
선생님 수업

MAT, PAT, TSA, LNAT,  
PRE-INTERVIEW TEST 수업

취약 과목 집중

단·장기�학습계획�수립 동영상 학습 지원서비스 UCAS 지원서비스
Offer 후

Offer Reach Strategy 

【 옥스브리지 프로젝트 과정 】



CEC ACADEMY 영국 명문 의, 치대 합격 프로젝트

영국 “의, 치대 합격 프로젝트” 특장점

•현 중, 하위권 학생 및 GCSE / A-Level / IB / PRE U 학생들 모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프로젝트 시작 전 학생에 대한 전문 학습 평가 및 플랜제공

•각 과목별 및 화학 / 생물 등 각 과목별 전문선생님 지도

•텀별 CEC TEST 시행으로 단계별 진행과정 관리

•BMAT, UKCAT 준비에 대한 전문 선생님 강의

•자기소개서 완벽한 가이드 제공 및 인터뷰 준비 제공

•지원 대학 NETWORK 활용으로 선 인터뷰 고급 정보 지원

•각 년 의 치대 지원대학, 대학별 실제 인터뷰 자료 공개 및 고급 정보 제공

CEC “영국 명문 의, 치대 합격 프로젝트” 

프로그램이란?

최근�영국�의,�치대�지원하는�학생들의�증가로�영국�현실에�맞는�최신��

고급�정보와�합격에�도움되는�모든�자료를�제공하고�다�년간�수�많은�

의대�합격생�배출�노하우�및�CEC관리시스템을�많은�학생들에게�제공

하고자�프로젝트를�개발하였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학생 성적 평가 및 분석 현 수준에 맞는 학습법 인터뷰 준비 대학 선택

각 과목별 취약점 파악 CEC텀별 평가 및 분석
WORK EXPERIENCE

정보지원
인터뷰 정보제공

화학 및 생물 집중관리 취약 과목 집중 수업 자기소개서 완벽 지원 모의 인터뷰 제공

GCSE 과정부터 집중 개인별 맞춤 수업
BMAT, UKCAT 

수업 지원
취약 과목 집중

단·장기�계획�수립 동영상 학습 지원서비스 UCAS 지원서비스
Offer 후

Offer Reach Strategy 

【 의, 치대 프로젝트 과정 】



CEC ACADEMY 영국 TOP 10 대학 입학 프로그램

“영국 TOP 10 합격 프로젝트” 특장점 

•현재 중,하위권 학생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학생별, 보드별 수준에 맞는 선생님의 맞춤형 강의

•학습적인 모든 부분에 대한 과목별 영국 최고 전문가의 컨설팅

•텀별 CEC TEST 진행으로 체계적 학습관리 및 시험에 대한 부담 감소 및 효율적인 학습플랜

•A-LEVEL, IB, PRE-U등 시험에만 집중하게 하는 학습 가이드

•시험 후 자기소개서 및 인터뷰 및 PRE-INTERVIEW 입학시험 전문 특별 수업

•인터뷰 준비시 기존 선생님 외에 현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등 완벽 준비 정보 제공

• 각 년 전공별 실제 인터뷰 자료 공개 및 고급 정보 제공 한국에서 국제학교 학생 /  

영국유학을 준비하는 학생 / 현 영국 유학중인 학생 위주

CEC “영국 TOP 10 합격 프로젝트” 프로그램이란?

(IMPERIAL / LSE / UCL / ST. ANDREWS 등)

CEC에서는�성적이�낮은�학생들에게�최소한의�목표를�“영국�TOP�10�

대학�입학”으로��정하고�있으며,�다�년간의�경험과�노하우로�관리형�시스

템을�운영하고�있습니다.�세계�대학�100위권�이내�합격은�어려운�것이�

아닙니다.�CEC�“영국�명문대�TOP�10��합격�프로젝트로�명문대�입학의�

가능성을�높일�수�있습니다.

위의 단계는 모든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진행됨과 동시에 단계별 과정을 준비함으로 시행착오 없이 합격 가능성을 높이며, 

CEC만의 모든 노하우를 제공함과 동시에 기본적인 성적 외 나머지 준비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학생 성적 평가 및 분석 현 수준에 맞는 학습법 전공별 인터뷰 준비 대학 선택

각 과목별 취약점 파악 CEC 텀별 평가 및 분석 CEC 인터뷰 정보제공
지원학과 인터뷰 

정보제공

희망 전공 분석 취약점 보완 특별수업 자기소개서 완벽지원  대학별 요구사항 중점 준비

개별적 컨설팅
개인별 맞춤 
선생님 수업

각 대학별 요구 사항 준비 취약 과목 집중

단·장기�학습계획�수립 동영상 학습 지원서비스 UCAS 지원서비스
Offer 후

Offer Reach Strategy 

【 영국 TOP 10 대학 프로젝트 과정 】



CEC ACADEMY CEC 실적 및 현황

총 146명 지원으로 결과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CEC ACADEMY 최근 실적 현황

최근�6년간�총�146명이�지원하였으며,�옥스브리지�17명,�영국�의,�치대�

18명�합격,�영국�TOP�4�및�의,�치대�58명�합격,�그�외�학생�영국�TOP�10�

및�명문�미국�및�홍콩�대학으로�진학시켰습니다.

CEC는�영국�입시�시험인�GCSE�/�IGCSE�/�A-LEVEL�/�IB�등�모든�과정

에�대한�영국�교육전문가로�구성되어�진학�상담,�학습관리,�과목�선정�등�

기본적인�업무�외�영국�교육에�관한�모든�정보를�제공하고�있습니다.

한영호�원장님을�비롯�모든�강사진의�경험과�명문대�입학을�목적으로�달

려온�결과,�“학생들의�수준에�맞는�학습법”과�“선생님들과�학생들과의�호

흡할�수�있는�공부�방법”을�CEC에서�적용하여�그�결과는�CEC�교육원생�

전원�영국�TOP�10�대학에�합격할�수�있었으며,�CEC에서는�단지,�좋은�대

학만의�목표가�아닌�인성도�같이�교육하고�있어�한국인�유학생들을�글로

벌�인재�발굴의�메카로�자리잡고�있습니다.

구분 Cambridge Oxford Imperial LSE 의, 치대
영국 Top 10
(UCL등)

총합계

2017 6 3 1 6 15 31명

2016 1 1 3 1 2 17 25명

2015 2 1 3 4 13 23명

2014 3 3 2 3 11 22명

2013 5 1 3 1 3 15 28명

2012 2 1 2 2 10 17명

의ㆍ치대 합격

90%

영국 
TOP 10 합격

95%
최근 6년간

총 146명 지원

【 CEC ACADEMY 최근 6년간  실적 현황 】

CEC 2017년 최종 합격생 실적

•Cambridge 19명

•Oxford 7명

•Imperial 14명

•LSE 5명

•의, 치대 20명

•영국 Top 10 대학

   UCL, St. Andrews 등 81명



CEC ACADEMY CEC 3대 프로젝트 업무 / CEC 사례별 성공 수기란

CEC “TOTAL CARE SYSTEM” 

CEC�Academy�에서는�학생들의�개인�생활�및�학습�관리를�부모님을�대

신하여�업무를�하고�있습니다.�CEC�의�전문�관리�시스템을�통해서�실패�

없이,�옥스브리지,�의,�치대�및�영국�TOP�10�대학에�입학�할�수�있습니다.��

많은�경험과�결과를�통해�얻은�노하우로�학생들의�명문대�진학�가능성을�

높여�갈�것입니다.

개인별 성적관리

주말, 주중 학습관리

방학/하프텀 학습관리

텀 별 TEST

생활관리

인성교육

가디언 업무

학습관리

CEC Academy 교육 목표는 

모든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현실로 만드는 것 입니다. 

공부는 강제적인 것보다는 

“왜 내가 공부를 해야하는지”에 대한 

동기 부여와 목표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CEC의 교육철학 입니다.



CEC ACADEMY 본사 및 지사 안내

CEC 프로젝트 성공 사례

2012년 이OO 학생

케임브리지 대학 

엔지니어링 

입학 사례

2014년 박OO학생

LSE ECONOMICS 

입학 사례

2015년 정OO 학생

옥스퍼드 엔지니어링 

입학 사례

2017년 서00 학생 

Cambridge 의대 

입학 사례

2014년 오OO 학생

맨체스터 치대 

입학 사례

2014년 박OO학생

CAMBRIDGE 

ECONOMICS 

입학 사례

2016년 온OO학생

OXFORD 

ENGINEERING 

입학 사례

2017년 김00 학생

Queen Mary 

London 치대 

입학 사례 

CAMBRIDGE 학부졸업

ABBEY COLLEGE CAMBRIDGE  

A-LEVEL 이수

2010년 ~ CEC 가디언 전문 관리 관리 전 외국 

사립학교에서 공부하였으나 첫해에 학생이 

원하는 점수를 얻지 못해 영국으로 유학 옴.

전문 컨설팅과 체계적인 수업과 생활 관리를 

통해 성적 향상 및 명문대 입학 전략으로 성공

LSE ECONOMICS 3학년 재학

ABBEY COLLEGE A-LEVEL 이수

2013년 –CEC 전문 가디언 및 기숙원생

관리 전, GCSE부터 체계적인 학습 플랜과  

AS 선행을 중점으로 관리된 학생으로 

목표를 LSE위주로 학습 가이드로 학습관리 / 

생활관리의 전략적 성공.

OXFORD 2015년 엔지니어링 입학 / 

PRE A LEVEL 이수

MPW CAMBRIDGE-A2 LEVEL 이수

ABBEY COLLEGE CAMBRIDGE-AS / 

2010년 ~ CEC 가디언 전문 관리 

관리 전 한국 일반 중학교 재학 중위권으로 한국 

대학 불확실성 고민 중 유학 결정, 전문 가디언 

관리 시스템으로 성적 및 자신감 상승, 꾸준한 

생활 관리와 수업으로 영국 명문대 입학 

CAMBRIDGE 1학년 재학 / 

PERSE SCHOOL A-LEVEL 이수

BEDFORD SCHOOL GCSE 이수 / 

제주 NLCS 2014년 – CEC 가디언  및 기숙원생

관리전, 기본적으로 우수한 성적이며, 영국 의대에 

대한 정보와 과정을 한국보다 현지 영국에서 하는 

것이 합격율을 올릴수 있다는 판단과 형이 CEC 

가디언으로 되어 있었고, 역시 케임브리지 수학과 

합격하여 형제가 케임브리지 대학 합격.

MANCHESTER DENTAL SCHOOL 

3학년 재학

ABBEY COLLEGE A-LEVEL 이수

2012년 –CEC 전문 가디언 및 기숙원생

관리전, 명문 보딩에서 GCSE까지 수학 후, 

A-LEVEL때 CEC에 가디언 및 기숙원생으로 

지내며, 학습 가디언 및 전문 컨설팅으로 영국 

치대 3개 대학 합격 성공

CAMBRIDGE ECONOMICS 3학년 재학

MPW COLLEGE A-LEVEL 이수

2013년 –CEC 전문 가디언 및 기숙원생

관리 전, 공부는 상위권이나, 본인의 관리적인 

부분과 의지를 강하게 하기 위해 자발적 

선택으로CEC에 계약되었고, 계속적 자기 

관리로 성공적 입학.

OXFORD ENGINEERING 1학년

터키에서 A-LEVEL 이수

2014년 –CEC 옥스브리지 전문 관리

관리 전, 터키의 A-LEVEL사립학교에서 

공부했지만, 학교에서A-LEVEL과 영국 대학 

입학 정보부족으로 힘들어 하여 CEC 전문 

컨설팅과 주기적인 수업, 정보로 옥스퍼드 

입학 성공

QUEEN MARY LONDON 1학년 재학

MPW CAMBRIDGE A-LEVEL / 

제주 NLCS 국제학교 GCSE

2015년 CEC 가디언 학생 및 기숙원생

관리전,  제주 NLCS 에서 공부했지만  환경적, 

학습적 부분에서 변화가 필요해서, CEC 상담 후 

2년 프로젝트 진행 및 관리로 체계적 학습 플랜 

및 정해진 생활 관리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

영 국 본 사

•�Address:�St�Andrews�House,

���59�St�Andrews�Street,�Cambridge,�CB2�3BZ,�UK

•Tel:�+44�(0)�1223�363356

•Internet�Phone:�070�7135�1284

•Fax:�02)�3473�9995

•E-Mail:�cambridge@camedu.net

서 울 지 사

•Address:�서울�강남구�삼성로�72길�3,�3층

•Tel:�02)�537�9995

•Internet�Phone:�070�7137�1420

•Fax:�02)�3473�9995

•E-Mail:�seoul@camedu.net

중 국 지 사

•�Address:�#�F515,�Thomson�Lake,�Jiangxia�District,�

Wuhan�City,�Hubei�Province,�China

•Tel:�+86�(0)�27�8793�0973�/�+86�155�2795�5595

w w w. c a m e d u . n e 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