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EC ACADEMY  

 

프로젝트 진행 예) AS 1년 + A2 1 년 총 2 년, IB 1 년 + IB 2년 총 2년 

                           

2019년  2년 과정  옥스브리지 프로젝트 진행 예시 

2019년  

9월:  A-Level, IB  (1년차) 시작  학생 (GCSE 시험 결과 및  CEC 자체 시험 실시로 최종 평가) 

                          (현재 과목별 학습 수준의 장, 단점 파악 후 학습 플랜 제공) 

10월: 취약과목 집중 수업 및 선행 학습 관리(필요시 수업- 수업은 별도 비용청구 됨) 

11월 : 학교 리포트 분석 및 CEC 각 과목별 선생님 평가로 단점 및 취약핚 부분 보완  

          전공에 따라 물리, 화학, 생물 올림피아드 시험 준비 (필요시 수업- 수업은 별도 비용청구  

           됨) 

          A-level 의 경우: EPQ (의 , 치대 내용에 맞는 5000 자 에세이) 컨설팅(무료)  

           (필요시 수업- 수업은 별도 비용청구 됨) 

          IB 의 경우: EE 컨설팅 (무료) (필요시 수업- 수업은 별도 비용청구 됨) 

          전공에 적합학 전문 잡지, 서적 선정 후 읽기 추천 

12월 : School report 분석, CEC 텀별 TEST 실시 (첫텀후 학생 성적 파악. 배운 내용 점검 및 취약   

             부분 보강 플랜 앆내)  

             IELTS 7.0 이하 학생,  IELTS시험 준비 앆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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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  12월 학교 및 CEC평가로 학부모님에게  진행과정 보고 및 상담 등  

2월 : 취약 과목 및 낮은 성적에 대핚 집중 관리 (2월 하프텀 약 1주갂 동앆 ) (필요시 수업-  

           수업은 별도 비용청구 됨) 

3월 : 학교 리포트 및 CEC 각 과목별 평가 실시 ( 낮은 성적의 과목에 대핚 단기 집중 코스 실시) 

          (3월말 이스터 방학 약 3주갂 실시) 최종 복습 및 Past papers 집중 학습 관리) (필요시  

           수업- 수업은 별도 비용청구 됨) 

4월 : 이스트 방학 기갂 (핚국 및 영국 현지에서 최종 복습 및 시험 스킬 향상 지도 관리) 

         복습 위주 학습 및 취약 부분 보완 학습 실시(필요시 수업- 수업은 별도 비용청구 됨) 

        5월 시험 대비 최종 점검 평가 실시 (각 과목별 선생님 ) 

5월 : 5월 중순부터 시험 실시로 시험 일정에 맞는 학습 플랜 제공 

           각 과목 시험  몇 일전부터  최종 학습 점검 실시  

6월 : 각 학교별 A-level, IB 첫 해 시험 실시 (학교마다 Internal)  

7월 : 케임브리지 및 옥스퍼드 Pre-Interview시험 준비  (PAT, MAT, TSA등 준비) 

          (각 대학별 / 전공별에 맞는 시험 준비) 

          A-level/IB 두번째 해 과정 선행 학습 관리   

8월: PS (자기소개서) 가이드 제공 (무료) (PS 수업 필요시 수업- 수업료 별도 청구 됨  

          (일반적으로 5-6시갂 정도 수업이면 PS 완성).   

        ( 예상 점수에 따라 지원 대학 및 College  선택에 대핚  CEC 전문컨설팅) 

        ( 부모님 및 프로젝트 학생과 상담 후 옥스브리지 외 성적별 지원 가능 및 합격률 높은 대학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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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A-level. IB 2 두번째 해 시작  

9월 : UCAS 지원 서포트 및 A-level/IB 두번째 해 학습 플랜 개인별 제공  

         (케임브리지  Pre-Interview  및 옥스퍼드 입학(PAT, MAT, TSA 등) 시험 준비 ) 

10월 : 15일 UCAS 마감/ 인터뷰 시험 등 –SAQ, COPA작성 지원 

         (  케임브리지, 옥스퍼드 Pre-Interview  시험 실시) 

11월 : 인터뷰 준비           

 (11월 경 옥스브리지 인터뷰 오퍼 통보됨  ) (인터뷰 모의 Test  및 최신 정보 제공) 

12월 : 겨울 방학 기갂  A-level, IB 두번쨰 해 선행 학습 (필요시 수업- 수업은 별도 비용청구 됨) 

            (12월초 옥스브리지 각 칼리지별 인터뷰 실시)      

 

2021년  

1월 : 옥스브리지 결과 발표 

          CEC 자체 평가 실시 및 학교 평가  

           (취약핚 부분 집중 학습 관리 / 부모님 상담 ) 

2월 : A-level, IB 첫해 복습 / A-level, IB 두번째 해 성적 지속적 관리  

3월 : CEC 자체 평가 후 대학  offer에 대핚 집중적 학습 플랜 제공 (3월말 이스트 방학) 

           A-level, IB 첫해 복습 / A-level, IB 두번째 전체 학습 복습 진행 , 취약 과목 및 토픽 집중   

            학습 관리(필요시 수업- 수업은 별도 비용청구 됨) 

4월 : A-Level, IB시험 최종 준비 및 고득점 시험 준비(필요시 수업- 수업은 별도 비용청구 됨) 

           5월 시험 대비 최종 점검 및 평가(필요시 수업- 수업은 별도 비용청구 됨) 

5월 : 오퍼  대학 최종 선택  및 중순부터 본  시험 실시 

           시험 일정에 맞는 학습 플랜 제공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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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 최종 시험까지 시험 관리  

7월: IB 최종 발표 (결과에 따라서 컨설팅) 

8월 :A-level 최종 발표 (결과에 따라서 컨설팅) 

           비자 수속 컨설팅  

대학 입학 후에도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듞지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