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화문의 : 02) 3444-8047
홈페이지 : www.edmclass.com/academy

신규등록생 선착순 30명에게 

cambridge IELTS 13 교재를 무료로 

증정해 드립니다.!

개강 전 미리 등록하고

할인혜택 받으세요!

신규등록생
Cambridge IELTS 13 
최신판 교재증정 이벤트

얼리버드 등록 
10% 할인 이벤트

개강 안내

개강일 : 주중반 10월 5일(월)  |  주말반 10월 7일(일)

10

영국문화원 인증

IELTS
공식시험센터

아이엘츠는

IELTS전문가에게

맡기세요!
2018 대한민국 교육브랜드 대상 IELTS 학원 1위 

edm메이트

에릭남

TIME TABLE



기초 10일 완성! 수강료 100% 환급!

수강대상

시작반 (1차개강 10/5)

IELTS 입문 강좌 공통과정

시작반

대상

특징

구성 

- IELTS를 처음 접하시는 분

- 문법/어휘 기초가 부족하신분

- IELTS 기본/실전 강의가 어렵다면

- IELTS 공부를 자꾸 포기하게 된다면

- IELTS초보자를 위한 단계

- 기본 IETLS 필수 300동사 및 문법

- 원어민 선생님 Speaking 수업 진행

오전 10시~13시

주5일 : 월,화,수,목,금
150,000원

시작반 (2차개강 10/22)

- IELTS초보자를 위한 단계

- 기본 IETLS 필수 300동사 및 문법

- 원어민 선생님 Speaking 수업 진행
150,000원

과목 별 기초실력 향상

수강대상

기본반 (오전)

기본반
- IELTS 기본기 실력 향상을 원하시는 분

- 문제 유형 파악 및 Writing에 필요한 영작이 부족하신 분

- IELTS 전 영역 기본기를 위한 단계

- 기본 IELTS Reading / Listening / Writing 영작 / Speaking600,000원

기본반 (저녁) - IELTS 전 영역 기본기를 위한 단계

- 기본 IELTS Reading / Listening / Writing 영작 / Speaking
350,000원

기본반(공통) : 기본 IELTS Reading + Listening + Writing 영작 + Speaking  

시작반(공통) : 기본 IELTS 필수 300동사 및 문법  / 원어민 강사님 Speaking 수업 진행

IELTS 초보자가 기본기를 다지기 적합한 단계

IELTS를 처음 시작하거나 기초부터 학습을 하고자 하는 분

오전 10시~13시

주5일 : 월,화,수,목,금

오전 10시~13시

주5일 : 월,화,수,목,금

저녁 19시~21시

월,화,수,목

100%
환급 프로그램

시작하는 수강생을 위해

시작반 10일 출석 후 기본/정규반 1개월 수강 완료 시

수강료 100% 환급 해 드립니다.
100%
환급



Overall 5.5를 위한 최적의 전략!

수강대상

5.5목표반 (오전)

IELTS 정규 강좌

5.5목표반

대상

특징

구성 

6.5목표반(아카데믹, 제너럴) : 토픽별 아이디어 정리, 고득점 어휘 학습 + 실전대비 학습 첨삭 제공

- 토익(600+) / 토플(60+)가 있으신 분

- 기본 수준의 영작이 되시는 분

- 아이엘츠 5.0 이상의 점수 보유

- 5.5 이상 목표 중급 단계 

- 실전 문제를 통한 실전 감각 훈련 

- 유형별 문제 풀이 스킬 습득

5.5목표반(아카데믹, 제너럴) : 실전 문제를 통한 실전 감각 훈련 + 유형별 문제 풀이 스킬 습득

7.0목표반(아카데믹, 제너럴) : 실전 위주의 스킬 마스터 + 고득점 분석 훈련 + 고득점을 위한 샘플 답안 제공

IELTS 중급에서 고급레벨로 올라가기 적합한 단계

시험영어 응시 경험이 있거나 유학이나 이민을 준비하고자 하는 분

오전 10시~13시

주5일 : 월,화,수,목,금
600,000원

[제너럴]5.5목표반 (오전)

- 5.5 이상 목표 중급 단계 

- 실전 문제를 통한 실전 감각 훈련 

- 유형별 문제 풀이 스킬 습득

오전 10시~13시

주5일 : 월,화,수,목,금
600,000원

IELTS 고득점! 전략으로 승부한다!

수강대상6.5목표반
- 토익(700+) / 토플점수(70+)가 있으신 분

- 아이엘츠 5.0 이상의 점수 보유자 중 아이엘츠 6.5 목표하는 분

6.5목표반 (오전)

- 6.5 이상 목표 중고급 단계

- 토픽별 아이디어 정리, 고득점 어휘 학습

- 실전대비 학습 첨삭 제공

- 기출문제 분석을 통한 예상기출문제 대비

오전 10시~13시

주5일 : 월,화,수,목,금
600,000원

6.5목표반 (저녁)

- 6.5 이상 목표 준중급 단계

- 원어민 강사님 Speaking 수업 진행

- 고득점 표현, 문장 연습

- 기출문제 분석을 통한 예상 기출문제 대비

저녁 19시~21시

월,화,수,목
350,000원

6.5주말반 (오전)

- 6.5 이상 목표 준중급 단계

- small size class

- 담임 선생님의 관리

- 실전 문제를 통한 실제시험 적응 훈련

오전 10시~14시

주말 : 일
195,000원

[제너럴]6.5목표반 (오전)

- 6.5 이상 목표 중고급 단계

- 토픽별 아이디어 정리, 고득점 어휘 학습

- 실전대비 학습 첨삭 제공

- 기출문제 분석을 통한 예상기출문제 대비

오전 10시~13시

주5일 : 월,화,수,목,금
600,000원

동시등록
이벤트

2개월 동시등록하면 최대 26만원 혜택!

종합반 2개월 등시등록 시 교재 무료제공

스파르타반 2개월 동시등록 시 응시료 26만원 환급 

26만원
환급



기본기부터 독하게!

수강대상

기본 스파르타반 (종일)

IELTS 스파르타 강좌

기본 스파르타반

대상

특징

구성 

5.5목표 스파르타반(아카데믹) : 5.5 이상 단기간 목표 점수 달성 + 소수인원 / 선생님 1:1 Care 

- IELTS 기본기를 전반적으로 단기간에 완벽히 수강 희망하는 분

- 문제 유형 파악 및 Writing에 필요한 영작이 부족하신 분

- 한달동안 IELTS 기본기 완벽 준비

- Writing / Reading 집중 강화

- 실제 시험에서 활용 가능한 문장 영작 훈련

- 유형별 문제 풀이 연습

기본 스파르타반(공통) : 한달동안 IELTS 기본기 완벽 준비 + 유형별 문제 풀이 연습

6.5목표 스파르타반(아카데믹) : 6.5 이상 단기간 목표 점수 달성 + 소수인원 / 선생님 1:1 Care

※ 벼락치기 코스 등록 기간에만 프리패스 인강 30일 수강권 전원 무료 제공

IELTS 중급에서 고급레벨로 올라가기 적합한 단계 + 선생님의 개별적인 맞춤형 피드백

시험영어 응시 경험이 있거나, 유학 또는 이민을 준비하는 분 + 단기간에 효과적인 점수 향상이 필요한 분

종일 10시~16시

주5일 : 월,화,수,목,금
900,000원

고득점을 위한 소수정예!

수강대상

6.5목표 스파르타반 (종일)

6.5목표 스파르타반
- 토익(700+) / 토플점수(70+)가 있으신 분

- 아이엘츠 5.0 이상의 점수 보유자 중 아이엘츠 6.5 목표하는 분

- 보다 단기간에 General IELTS 목표점수 달성을 희망하는 수험생

1,200,000원

독하고 철저하게 목표달성!

수강대상

5.5목표 스파르타 A반 (종일)

5.5목표 스파르타반 - 토익(600+) / 토플(60+)가 있으신 분

- 기본 수준의 영작이 되시는 분

- 아이엘츠 5.0 이상의 점수 보유자

- 충분한 학습시간으로 보다 단기간에 

   목표달성을 원하는 분

- 5.5 이상 단기간 목표 점수 달성

- Writing / Speaking 집중 강화

- 소수인원 / 선생님 1:1 Care

- Writing 첨삭 무제한 제공

- Face to Face 첨삭

- 6.5 이상 단기간 목표 점수 달성 

- Writing / Speaking 집중 강화

- 소수인원 / 선생님 1:1 Care

- Writing 첨삭 무제한 제공

- Face to Face 첨삭

종일 10시~17시30분

주5일 : 월,화,수,목,금
1,200,000원

5.5목표 스파르타 B반 (종일)
종일 10시~17시30분

주5일 : 월,화,수,목,금
1,200,000원

종일 10시~17시30분

주5일 : 월,화,수,목,금

REAL 수강후기
이벤트

애정뿜뿜

100자만 작성하면

스타벅스 카페라떼 Tall

100% 증정!

작성만 해도 100%증정

edm이
상품권,치킨 쏜닭!

IELTS 합격후기 작성 이벤트

5만원
백화점상품권스타벅스

기프티콘



16년 전통의
아이엘츠 강사진 소개

Ian Lee
아이엘츠 빠른 합격의 인도자

IELTS 강의경력 15년

Dip in TESOL,University of Stirling, UK

前 김영 편입학원 전문 강사

Allen Yang
Writing Task 1 최강자

IELTS 강의경력 12년

BA in Economics, University of 
Manitoba, Canada

Jacob Tae
아이엘츠 개념 코치

시험 영어 강의 경력 16년

University of Phoenix MBA

시험 영어 인강 경력 10년

Heather Cho
원어민 같은 쉬운 표현으로 IELTS 고득점 

IELTS 강의경력 6년

BA in Combined Business 
Studies, University of East London

前 미키 아이엘츠 강사

Christine Lee
목표달성을 위한 최고의 선택

Majored in Economics and Spanish, 
the University of Auckland

Sophia
쉽고 빠르게 아이엘츠 뽀개기

University of Leeds, MA TESOL

Jonathan Laker
Hello, I’m Jonny from England

MA Screenwriting for TV 
and Film, Royal Holloway, University 
of London

BA Media Production, University 
of Northumbria

BA Hons Business in Accounting, 
Galway-Mayo Institute of 
Technology, Ireland

EF International Language 
School in Sydney, Australia

Johnny Carroll
Johnny Carroll From Ireland



EVENT10월

무료 특강 안내

시험 일정 안내

IELTS 시작반
Payback 이벤트

왕초보가 IELTS를 시작하는 확실한 방법

시작반 10일 출석 후 

기본/정규반 1개월 수강 완료 시

수강료 100% 환급 해 드립니다.

1차 마감 : 2018.10.04 (목)

2차 마감 : 2018.10.21 (일)

* 타 이벤트 혜택과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100%
환급

얼리버드 등록
10% 할인

개강 전 미리 등록 시

edm아이엘츠

수강생 모두에게 제공합니다.

기간 : 2018.10.04 (목)

* 타 이벤트 혜택과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단과반, 주말반 제외)
10%
할인

Speaking 
새로운 Topic 정리

일시 : 10/12 (금) 오후 2:30~4:00

장소 : edm아이엘츠 701 강의실

강사 :  Heather 선생님 

Reading 어휘유추 개념
Reading 문제풀이의 정석

일시 : 10/26(금) 오후 2:30~4:00

장소 : edm아이엘츠 701 강의실

강사 : jocob 선생님 

특강 01

특강 02

영국문화원
IELTS시험

10월 13일 (토)

10월 20일 (토)

10월 27일 (토)

10월 12일 10월 26일 
모의
고사

영국문화원 인증 IELTS공식 시험 접수처
선정 기념 이벤트

영국문화원 인증
IELTS 공식시험센터

edm아이엘츠는 시험센터 환경조사 및

분석을 거쳐 시공된 최적의 IELTS

시험센터입니다. 

매월 2회, 
전국 4개 지역 시행
(서울/대전/대구/부산)

* 모의고사는 리딩, 리스닝, 라이팅 과목만 진행됩니다. 

edm아이엘츠에서 시험접수하면
스타벅스 상품권 증정

5,000원
상품권

* 수령방법 : 시험 접수 증 지참하여 edm아이엘츠 방문 시 (시험 응시 후)

울림이 없는 최신음향

시스템과 방음시설

2015년 9월 오픈,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2호선 강남역, 9호선 신논현역

도보 5분거리 위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