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MYP·IGCSE·IB
A레벨·대학입시

QE학원
QE는 최상위 대학 입시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고집합니다. 

 

2009년부터 QE의 학생들은 주요 시험에서 지속적으로 전국 평균을 능가

하는 상위권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QE는 학생 분석 후 튜터와 매칭하는,

학업 성공과 인성 개발을 보장하는 최고의 교육 브랜드입니다.

MYP·IGCSE

IB

UNI�

ADMISSION

A�LEVEL



QE학원은 수준별 수업, 자체 제작 교재를 통해

목표 달성에 도달할 때까지 학생과 함께합니다.

QE만의 차별성은

무엇이 있을까요?

강사가 자체 제작한 교재

개인 수준별 맞춤 티칭

효과적인 E3 전략 학습

탄탄한 경력을 가진 튜터

01.

완벽한

커리큘럼

02.

엘리트 

강사진

03.

대학입시

멘토링

IB & IGCSE 시험관

IB 45(만점) 졸업생

Oxbridge 졸업생

싱가포르 국제학교 교사

한 발 앞선 대학입시 멘토링

영문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

입학시험 준비 (SAT, ACT)

실전 인터뷰 트레이닝



E X P O S E E L A B O R A T E E X E C U T E

QE학원의 시그니처인 E3 교육 방식

QE만의 'E3' 커리큘럼

시험 문제를 분석하는 것은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필수

단계입니다. 주요 문제 유형

을 분석하고 새 주제의 접근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시험 문제풀이와 함께 교과서

개념을 확실히 익히도록 반복

지도합니다. 또 교과서 내용이

효과적으로 압축되어 있는 강

의와 개인 노트를 제공합니다.

01.

문제 

분석

02.

핵심

노트

완벽한 이해를 위해 수업이

끝난 후에도 약점과 특정문

제 공략법 등을 보완하며,

개인 학업에 대한 상담 역시

가능합니다.

시간 제한형 연습과 반복 훈

련으로 실력을 키웁니다. QE

의 모의고사는 각 학생 별로

최대한 모든 문제 유형을 다

루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03.

모의 

시험

04.

학업

상담

QE학원의 수업 진행 과정

문제 �풀이 문제 �분석 반복 �훈련



수학, 비즈니스, 경제, 화학, 물리학, 경제학, 영어 A&B, 영문학(랭릿), 

지리, 생물학, 제너럴 페이퍼(에세이), 역사, 심리학, 강의를 제공합니다.

QE의 강의자료는 답변 훈련 및 주요 질문 분석에 집중돼 있고 학생 학습을 모니터링,

학습 약점을 인식, 문제 해결 능력 등이 가능하도록 구성돼 있습니다.

MYP·IB·IGCSE

MYP·IB

IGCSE

정규코스 수업

특별선택수업 (수업수 선택) 

주 1회 수업 (그룹과외 & 개인과외)

시간제한형 시험과 리뷰

시험대비 수업

1:1 또는 소그룹 규모로 진행되는 수업입니다. 

맞춤형 커리큘럼과 쪽집게 강사들이 기본 개

념정리부터 시험 대비까지 함께 합니다.

시험대비 집중 수업

방학 프로그램

시험 준비 (고강도 단기코스)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QE학원의 '크래시 코스(Crash

Course)'는 집중적으로 단기간에 강도 높

은수업을 제공합니다. 시험 고득점 공략을

훈련합니다.

TOK 수업

발표과제 지도

주제별 분석

에세이 작성

제출 전 최종 첨삭

처음부터 끝까지 IB/IGCSE 졸업생들과

시험관들과 함께하는 전문 TOK 지도를 받

을 수 있습니다.

IA/EE 수업

자료 리서치와 설명

주제별 분석

에세이 작성

제출 전 최종수정 및 보완

처음부터 끝까지 IB/IGCSE 졸업생들과

시험관들과 함께하는 받는 IA/EE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A Level

'GCE A레벨' 자격은 지식, 이해, 추론 능력 및 

기술에 중점을 둡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정받는

예비 대학 자격 중 하나이며, 세계적으로 인정

된 대학 입학 자격증입니다.

QE학원은 학생들이 A 레벨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한 공략법과 기출문제를 제공합니다. 튜

터들은 수학과 화학, 물리학, 경제학, 생물학, 에

세이 과제 및 강의를 효과적으로 제공합니다.

QE 수업등록 절차

영어, 중국어, 

한국어 상담사와 

문의 진행 

STEP 1 STEP 2 STEP 3 STEP 4

시범수업 후 

수업평가 제출

학원비 지불 및

수업 진행

학생 등록, 

스케줄 조정 후

시범수업 배치



학생후기
100% 의 QE학생들, 2020년 IB 시험에서 6, 7점대 기록! 

89% 의 QE학생들, 2020년 IGCSE 시험에서 성적 우수! 

김하루
UN I TED  WORLD  COLLEGE (DOVER)

"QE 수업을 통해 코스 내용과 경제학 강의 

핵심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었고 학습에 자신

감을 얻었습니다. 선생님의 수업 구조, 학습 노

트, 모의시험 등 끝없는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ECONOMICS (IGCSE): B -> A*

박하영
AUSTRAL I AN  I NTERNAT I ONAL

SCHOOL

"제이든 선생님은 항상 수업 후 상담을 통해 도

움을 주는 헌신적인 교사입니다. 수업은 학교

수업에서 가르치지 않은 많은 수학적 기술을

배울 수 있어서 유용했습니다. 제이든 선생님

은 수업 중 시험 연습과 피드백을 제공함으로

써 기술과 개념을 파악하도록 도와줬습니다."

MATHEMATICS (IGCSE): B -> A*

박브라이언
UN I TED  WORLD  COLLEGE (DOVER)

"숀 선생님은 헌신적이고 경험이 풍부한 선생님입

니다. 우리가 더 잘 이해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

였으며 간결하고 핵심적인 노트를 제공해줬습니

다. 수업이 명확하고 깊이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

었습니다."

ECONOMICS (IGCSE): B -> A*

박데니
UN I TED  WORLD  COLLEGE (DOVER)

 

"영어와 경제학 같은 가장 지루한 과목을 재밌게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선생님들의 시험

준비를 돕기 위해 투자한 헌신과 노력을 항상 기억

하겠습니다! 모의시험과 수업 이후 리뷰가 많은 도

움이 되었고 QE 수업 정말 즐거웠습니다!"

ECONOMICS (IGCSE): B -> A*

학부모 후기
김민준의 부모님

O V E R S E A S  F A M IL Y  S C H O O L

"저희 아들은 SAT 및 IA 화학 시험을 어려워 했습

니다. QE 튜터들은 수업 시간 이외에도 많은 개인

지도와 함께 연습 문제를 제공함으로써 크게 도움

을 주셨습니다. 특히 민준이는 마이크 선생님의 수

업을 즐겼습니다, 선생님은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

과 약한 주제를 집어주며 그것을 극복하도록 도와

주셨습니다. 마이크와 딕손 선생님은 화학과 SAT

수업에 과거 시험지 연습과 전략적인 연습 문제를

통해 약점을 잡아줬습니다. 많은 연습과 실습을 

통해 민준이는 1500 점수를 받았고, 화학 점수는

7을 얻었습니다. 전에 성적 SAT 1,350과 화학 5

점과 비교했을 때 많이 늘었습니다."

SAT: 1,350 -> 1,500점

김예준의 부모님
UN I TED  WORLD  COLLEGE (DOVER)

"QE 선생님들은 인내심이 좋았고 아이가 어려

워하는 과목을 헌신적으로 지도해주셨습니다.

특히 저희 아이는 혼자서 유학 중이라 제가 학

업 관리를 돌봐 줄 수 없었는데 학원에서 대신

많은 도움을 주니 다행입니다. 학원 시설은 넓

고, 편안하고, 공부하기 좋은 환경이어서 수업

끝난 이후도 종종 공부를 더 하다 갑니다. 선생

님들은 실력 향상을 위해 핵심 노트와 개인 지

도와 시간제한 연습문제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영어는 4점에서 7점대로 향상되었습니다!"

ENGLISH (IB): 4 -> 7점



모든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티칭과 개개인에 맞춘 최고의 교재를 통해 훌륭한 롤모델 역

할을 합니다. 매 학기에 앞서, 총 50명 이상의 IB 시험관과 IB 45(만점) 졸업생들로 구성된 강사진

은 다양한 예상 및 기출문제 제공, 고득점 공략법, 그리고 끝 없는 문제 은행을 바탕으로 한 수준 높

은 E3 커리큘럼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QE 강사들은 MYP/IB/IGCSE 전문가로서 한 주에 약 20시간 이상 최신 자료를 공유하고 연구하고

수정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효과적으로 압축된 강의 자료 전달에 노력을 기울입니다.

IB Diploma (44 또는 45)로 졸업한

대학생들입니다. 대부분 QE에서 수

업받은 학생들이며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튜터로 선정했습니다. IB

과정과 QE의 수업을 모두 직접 경험

한 이들은 친근함으로 학생의 등급

향상을 위해 노하우를 공유합니다.

타입별 강사소개

최소 5년의 국제학교 교직 경력과

명문 대학교에서 졸업한 졸업생, 전

현직 학교 교사들로 구성돼 있습니

다. 교직 생활을 경험해 티칭에 능숙

한 모든 시니어 튜터들은 QE의 철저

한 3단계 인터뷰 절차를 걸쳐 통과

한 수준 높은 튜터들입니다.

IB 시험 출제위원 또는 시험감독관에

게 직접 받는 수업. 과거 혹은 최근

IB 시험 채점 경험이 있으며, 핵심 개

념 총정리부터 고득점 문제 공략법

등을 전수합니다. 최상위 점수를 노

리는 학생들은 시험관 지도가 가장

적합합니다. 

1-1 수업:

$600-$720

그룹 수업: 

$480-$500

1-1 수업:

$720-$880

그룹 수업: 

$480-$500

1-1 수업:

$800-$950

그룹 수업: 

$480-$500

주 니 어

월별

시 니 어 시 험 관

월별

4                  1.5 시간

월별

수업 4                  1.5 시간수업 4                  1.5 시간수업

월별

4                 시간수업 1.75                

월별

4                 시간수업 1.75                

월별

4                 시간수업 1.75                



M I N D Y S E A N

IB/IGCSE 시험 출제위원

및 시험감독 경력

10년 이상 교육 경력

SMU 경제학 전공 

UWC, SJII, ACS(I), ISS,

OFS, SAS등 학생 가르침

투션후 학생들 거의 만점

E C O N OM I C S

IB/IGCSE 시험출제위원및

시험감독 

영국과 미국시카고 에서 

시험대비 논술 교육 전문

최소 2등급 이상 성적 상승

일류 대학 합격사례 다수 

    경영학과 영어 복수전공

L A N G � & � L I T

S A R V A R

B/IGCSE 영어 교육 전문

NTU 화학과 생체분자 엔지

니어링 전공

화학 올림피아드 다수 수상

2020 IB시험 -가르친 모든

학생 6, 7점 취득 

C H E M I S T R Y

D A V I D

M A T H E M A T I C S

E U G E N E

P H Y S I C S

S E A H

B I O L O G Y

NUS 치의학 전공

NUS 1학년 전과목 A학점

IGCSE, IB 4년 티칭 경험

UWC, SJII, ACS(I), ISS,

OFS, SAS등 학생 가르침

QE는 현재 50명이 넘는 강사진을 자랑하며, 모든 튜터들은 엄격한 3번의 절차를 통해 정식 튜터가

된 유능한 멘토들 입니다. 각 학교 커리큘럼과 학생의 수준별로 최적, 최고의 강사를 추천해 드립니다.

대표강사 프로필

NTU에서 Theoretical

Physics 전공, 수석 졸업

IGCSE/IB 10년이상 경력 

800명 이상 교육 경력

고급 학습 노트, 효율적인 공부

방법과 시험 기술을 가르침

    학생들 최소 2등급 이상 향상

NUS 순수 수학 전공

사고력 수학의 탁월한 티칭  

최근 IGCSE/IB 문제 연구

수학올림피아드 다수 수상 

학생들 최소 2등급 이상 향상

세심한 관심, 강한 책임감으로  

학생들 잠재력 이끌어  줌



평생의 성공을 위해 수 많은 QE 학생들은 멘토링을 가입해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법대, 의대, 공대

아이비리그 또는 옥스브리지에 합격했습니다. 대입제도의 이해와 입시전략을 위한 개인 멘토의 

지도 및 설명, 입시 자료집, 방대한 자료는 정확한 분석을 통해 4단계로 진행됩니다. 

4단계엔 헤드스타트 멘토링 (Ivy League & Oxbridge), 개인 포트폴리오 (영문 자소서), 

대학 입시 시험 (SAT, LNAT, TSA, ENGAA, ACT 등등), 면접 준비 트레이닝 등이 있습니다. 

대학 입시
멘토링

전문적인 입시관리, QE학원과
함께 원웨이로 완성하세요.

수업료 필요에 따라 선택 가능

 헤드스타트 멘토링1. 2.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3. 대학 입학시험 4. 인터뷰 준비

$6800*
이상

*선택하신 멘토에 따라 가격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생의 학습 진도에 따라 시간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12
레슨

$4800*
이상

12
레슨

$5800*
이상

15
레슨

$96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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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이 치열한 대학교로 입학하기 위해서는 한 발 앞서 준비해야 합니다. 13세에서 17세까지 학생

들은 이력서와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TOP 대학 입학을 위한 모든 강점을 얻

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QC의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엔 입학 프로세스 소개,

대학 입시 시험, 인터뷰, 포트폴리오 Olympiads, 국제시험 및 에세이 쓰기 지도가 포함됩니다.

대학 입시 멘토링

 헤드스타트 멘토링 (13-17세)1.

2.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17-18세)

3. 대학 입학시험 (17세 이상)

4. 인터뷰 준비 (17세 이상)

이 단계의 메인 목표는 성공적으로 입학 가능성이 있는 대학교를 택하고, 그 대학교를 위한 개인 포

트 폴리오 작성을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평균적으로 지원자는 5개 대학, 20개가 넘는 에세이를 작

성해야 합니다. (각 대학별로 1-5개 정도 필요). 학생이 학교 IB 또는 AP 시험 기간 중에 에세이 20

개를 준비하는 건 무척 버거운 일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자기소개서 쓰기 지도를 서포팅합니다. 

서류 등록 다음 단계에는, 각 대학교만의 자체 입시 시험이 있습니다. 주로 Oxbridge와 Ivy League

의 시험을 보기 위한 전문가 지도가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ACT, AP, SAT,

TOEFL 및 졸업생 인터뷰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선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자체 분석과 맞춤형 커

리큘럼으로 모든 관련 테스트를 철저히 준비하도록 멘티를 안전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대입의 최종 단계인 면접 준비입니다. Oxbridge와 Ivy League 대학교 인터뷰를 준비하기 위해 전

문가와 인터뷰 모의 연습을 하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에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는 실전 모의 면접

연습과 준비해야 하는 대화 주제, 모법답안 제공 등 총괄적인 면접 준비를 도와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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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이 황
U N I T E D  W O R L D  C O LL E G E  (D O V E R )

첫번째 입시 준비에 떨어지자 두번째 입시에 도움을 받기 위해 QE학원

에 등록했습니다. 군대를 하는 도중에 입시 준비하느라 입시 준비에 시간

을 많이 투자할 수 없었고 합격 성공률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배

우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고 저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성실함과 긍정적인 마인드가 합격에 큰 역할을 한것 같습

니다. LSE 철학, 정치, 경제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LONDON SCHOOL OF ECONOMICS 합격

권혜진
UN I TED  WORLD  COLLEGE (DOVER)

QE 선생님들은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적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는 상황

에서도 저와 함께 시험 문제를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모델 답변을 연습했

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저에게 맞는 진도를 설정하여 개념을 충분히 이

해하고 숙지하도록 했습니다. 선생님들과 대학 컨설턴트들의 전문적인

도움 덕분에 경제학에서 7 점을 획득하고 Cornell University에 입학하

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CORNELL UNIVERSITY 합격

다니엘 시토
A N D E R S O N  J U N IO R  C O L L E G E

제 생각엔 유연한 과정이 대입 준비하는데 큰 차이를 가져다 줬습니다.

제 약점에 기반으로, 매주 다른 TSA를 공부했고, 인터뷰 세션에서는 무

슨 주제를 커버할지 선택도 할 수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제가 경제학 연

습을 원하던지 아니면 관리를 더 원하던지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약점을 고칠 수 있었고 큰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ST CATHERINE'S COLLEGE | UNIVERSITY OF OXFORD 합격

제임스 임
A C S  IN D E P E N D E N T

[13:19, 7/27/2021] +65 9644 0777: QC Commonapps 컨설팅은 제

가 꿈꾸던 대학에 진학하는 데 도움이 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면서 (저는 7개 대학에 지원했습니다) 준비해야 할 SAT와 에세이

의 엄청난 양은 쉽지 않았습니다. Sean과 Dixon은 나의 SAT I 및 II 준비

에 매우 인내심을 가지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들은  나의 부족한  과목을

찾아내 주었고, 더욱 객관적으로 점수를 매기고 일반적인 실수를 피하는

방법에 대한 팁과 트릭을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시간 제한 연습은 실제

시험 조건을 연습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결국 선생님들의 도움

으로 1500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STANFORD UNIVERSITY

학생후기
95% QC학생들은 G5 영국대학교에 입학! 

99% QC학생들은 TOP30 미국대학에 입학! 



방문상담: 월~금, 10:30~7:00PM / 카카오상담 ID: QE9222

QE 대표상담: (+65) 6100 9338 / 한국어상담: +65 9892 9222

이메일 주소: enquiries@qeducation.sg

홈페이지: qeducation.sg/kr

학원주소: 545 Orchard Road #14-09 Singapore 238882

큐이학원

카카오 QR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