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엘츠 과정을 통해 목표로 
하는 시험 점수를 획득하세요

IELT 
아이엘츠 시험(IELTS)은 학생들의 영어 실력을 
평가하는 여러 시험 중 하나 입니다. 이 시험은 
전세계의 대부분의 대학, 정부, 기업에서 인정하며, 
영어 사용 환경에서 여행, 공부 또는 일을 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RICOS COURSE CODE: IELTS Preparation 093053F. Courses are delivered by Navitas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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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ces are limited, apply today!
english@navitas.com
navitasenglish.edu.au

아이엘츠 과정 관련하여
아이엘츠 과정은 아이엘츠 실제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집중 
대비반 입니다.

아이엘츠 과정은 대학 입학, 승진 및 이민 관련하여 사용되는 대표적 
시험 중 하나 입니다.

이 과정은 능숙한 언어 능력과 시험 전략을 향상시켜 학생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아이엘츠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기술 및 전략을 발달시켜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IELTS 점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 효율적인 노트 필기를 통한 특정 정보를 듣기

• 그래프, 도표 및 차트의 이해

• 작문에서 아이디어를 효과적이고 분명하게 표현하기

• 적합한 문장 구조를 이용하여 자신감 있게 말하기

아이엘츠 자격증 취득은 학생분들이 학문적 상황에서 영어를 사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삶과 학습목표에서 뛰어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 
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visit navitasenglish.edu.au to view 
our Course Dates Calendar or IELTS Preparation Pre-Tests.

Follow us

나비타스 잉글리쉬 과정 관련
• 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된 강사진

• 시험 연습 및 학습을 위한 공간 마련

• 매주 월요일 시작

과정 특성들
• 개개인의 피드백을 제공하고, 그룹 목표에 맞춘 집중적인 특별한 수업

• 매주 아이엘츠 연습시험

• 작문 기술 개발, 주 2회까지 작문 작성

• 과정 전체에 걸쳐 모든 과정 및 시험 자료 제공

• 선생님과 일대일 학업 상담

• 일일  마이스터디 선택 옵션

아이엘츠 과정 각 레벨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개발시킬 부분

고급반  
아이엘츠 5.5 - 7.5 / 

CEFR B2 - C1

잘 개발된 어휘를 사용하여 다양한 주제와 관련하여 토론하고 아이디어를 확장함으로써 대부분의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화

논술형식에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지지하고, 의견을 제시

학술지, 서적, 잡지, 및 신문 등 본문을 읽을 때 의견, 추론, 함축적 의미의 이해

중상급반 
아이엘츠  5.0 - 5.5 /  

CEFR B1 - B2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여 주어진 주제에 대해 말하고 논리적으로 아이디어를 정리

데이터 분석 및 비교, 의견 표현 및 정당화

발표 및 실제 대화를 읽고 들을 때 주요 아이디어, 사실 정보를 이해

중상급반 고급반

@navitasenglish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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