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리핀 바기오이에듀어학원

선.후보장코스안내



이에듀어학원 아이엘츠 보장반 코스는 필리핀 기존 보장반과는 달리
특별한 아이엘츠 선.후 보장 코스를 만들었습니다.
아이엘츠 선.후 보장 코스란 말그대로 두번 보장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 코스의 장점 :  
1. 처음 아이엘츠를 하는 학생도 신청가능(아이엘츠 공인점수 없이 보장반 신청가능)
2. 선보장 기간때는 ESL과 아이엘츠 수업을 병행하여 기초다짐
3. 선.후보장으로 2번보장을 해줌으로서 목표점수를 빠르게 받을수 있음
4. 보장점수가 나올때 까지 무한 학비지원으로 비용절감 (기숙사비는 제외)
5. 기존에 아이엘츠 공인점수가 있는경우 보장점수에 따른 보장기간 조정가능.

(단 , 공인점수가 6개월안에 받은 점수여야 함)
6.   매주 금요일 아이엘츠 전과목 모의고사

선보장 12주 220주4 24주 후보장

처음 학원에
도착해서
아이엘츠
모의고사를
본후 평균
4.0이
안나오면
선보장 시작

5.5보장 6.0보장 6.5보장

보장점수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주전
아이엘츠
공인시험을
본 후
보장점수에
못 미칠경우
후보장시작



1단계 : 아이엘츠 공인점수가 없어도 이에듀 아이엘츠 선.후보장 신청가능

2단계 : 학원에 처음 도착해서 아이엘츠 모의고사 시험

3단계 : 선보장결정 (아이엘츠 모의고사 오버럴 점수가 4.0 미만이 나오면 실시)

4단계 : 선보장 기간중에는 아이엘츠와 ESL을 병행하면서 수업진행
(4.0 나올때까지 무한학비 제공)

5단계 : 선보장 후 보장점수에 따른 신청한 기간을 시작 (집중 아이엘츠 수업시작)

6단계 : 학생 연수기간이 끝나기 2주전 아이엘츠 공인시험 실시

7단계 :  공인시험점수가 보장점수 미만이면 후보장실시
(보장점수가 나올때 까지 무한학비 제공)

A&J 이에듀어학원의
아이엘츠 선.후 보장 단계별로 알아보기



A&J 이에듀 어학원의
아이엘츠 선.후 보장코스 시간표

Time Monday to Friday

08:00~08:20

08:30~12:20

12:30~13:20

13:30~15:20

15:30~16:20

16:30~18:20

18:30~19:20

19:30~20:20

20:30~21:20

21:30~22:00

수업준비

일대일수업 4시간(Man to Man Class)

점심시간(Lunch Time)

일대일수업 2시간(Man to Man Class)

학원 숙제 및 복습(assignment & Review)

저녁시간(Dinner Time)

단어시험 공부(Memorize of Vocabulary)

단어시험 (Vocabulary Test)

통금체크 (Checking Curfew)

* 현지사정에 따라 스케줄 시간이 변경 될수 있습니다. * 매주 금요일 전과목 모의고사

학원 숙제 및 복습(assignment & Review)



1. 보장반 수업결석, 지각, 단어시험결석, 받아쓰기 결석등을 하면 3회
경고 후 보장반 제외(제외되면 일반 아이엘츠반으로 변경됨)

2. 보장반 기간중 가족 경조사를 제외한 다른 이유로 부재시 경고없이
보장반 제외 (제외되면 일반 아이엘츠반으로 변경됨)

3.   보장반 기간중에 환불신청 불가
4. 보장반 등록비(20만원)
5. 매달 나라별 최대인원 한정(매달 각나라에서 5명까지만 신청받음)

아이엘츠 선.후 보장반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