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교는 프로그램을강화했습니다

케임브리지시험은학생들이언어능력을가속화할수있는구조화된경로를제공하기에영어를처음접하는

학생들에게큰도움을줄수있습니다 시험을치르는즉시 학생들은캠브리지대학의일부인캠브리지평가

영어로부터성취증명서를받을수있습니다

 

Course 과정 Age group 연령대  Cost (RMB) 비용(RMB) 

Cambridge Young Learners -  
Starters A0 

Primary school Year Groups 1-6 
9,500 

Primary school Year Groups 1-6 
9,500 

Primary school Year Groups 1-6 
9,500 

Primary School Year Groups  
5 & 6  

10,500 

Secondary Preparation Course 
Year Groups 5 & 6 

12,500 

이과정은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진행됩니다 년 월 일까지가입해주십시오

 
Calendar:  

토요일 시간

월 8:30-12:30

월 8:30-12:30

월 8:30-12:30

월 8:30-12:30

월 8:30-12:30

 

mailto:firstname.lastname@britishschool.org.cn
mailto:firstname.lastname@britishschool.org.cn


 

 

주말프로그램 옵션

모든과정은캠브리지공인교사들이가르치고있으며 토요일수업료 시간 수업료 그리고지정된

시험비를포함합니다

Primary A0 Years 1-6 - Cambridge Young Learners -  Starters (RMB 9,500) 

• 케임브리지 젊은 학습자 시험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Primary A1 Years 1-6 - Cambridge Young Learners -  Movers (RMB 9,500) 

• 케임브리지 젊은 학습자 시험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Primary A2 Years 1-6 - Cambridge Young Learners – Flyers (RMB 9,500) 

 

본 코스와 시험을 볼 때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들은 읽기, 쓰기, 듣기 및 말하기의 모든 영역을 연습합니다. 

 학생들은 어려운 문법의 사용을 향상시킵니다. 예를 들어, 과거 시제. 

 어휘력이 약 500 단어 정도 향상되었습니다. 

 모든 학생은 캠브리지에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성취 증명서를 받습니다. 합격 또는 

불합격은 없습니다.  

 Cambridge 젊은 학습자 시험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 B1 - 5 년차 및 6 년차 보조 준비 과정 - 학교용 PET(RMB 10,500) 

 

본 코스와 시험을 볼 때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생들은 읽기, 쓰기, 듣기 및 말하기의 모든 영역을 연습합니다. 

• 학생들은 복잡한 문법 - 예를 들어 서술 시제, 모달 동사, 상대 절과 같은 사용법을 

개선합니다. 

• 어휘력이 약 2,500 단어 정도 향상되었습니다. 

• Cambridge 에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공인 자격증 및 시험 성적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받습니다.  

• 학생들은 7 학년이 되기 전에 공식적인 외부 시험을 준비하고 치른 경험이 있으며, 이는 

중등학교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B1 예비 시험(PET)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준비과정연도그룹 케임브리지 첫번째 입니다

본코스와시험을볼때의장점은다음과같습니다

 제 외국어사용자인학생들이영어레벨의진행상황을확인할수있는훌륭한방법입니다

 학생들은읽기 쓰기 듣기및말하기등모든분야를연습하고영어문학을공부하는동안

이러한기술을고급수준으로계속발전시킵니다

 학생들은복잡한문법 예를들어서술시제 모달동사 상대절과같은사용법을개선합니다

 어휘를약 단어로향상시킵니다

 에서국제적으로공인된공인자격증및시험성적에대한상세한분석을받습니다

 학생들은 학년이되기전에공식적인외부시험을준비하고치른경험이있으며 이는

중등학교로전환하는데도움이될것입니다

 본시험에서학습한복잡한언어는모든과목과학습영역의성과를돕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