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A-level으로 세계적으로
명성있는 대학의 문을 두드려보세요.

“

IAL은 여름은 5/6월과 1월로 연 2회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영국대학뿐만이 아니라 전세계 우수한 대학 지원이 모두 가능합니다. IAL를 통해 대학진학을 한
학생들의 후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명문대학 진학에 성공한 학생들의 메세지입니다.

“

University of Warwick 수학과

이러한 과정은 제가 대학진학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Irsa Nasir,

University of Toronto 의대 재학중

“

“

”

A-level 수학은 다양한 분야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었고
물리과목은 기본적으로 구조부터 이해하도록 해주어
어려운 개념들도 더 빨리 이해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Alvaro Carrillo,

University of Madrid 수학물리학과

희망전공에 관련된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Edexcel IAL은
꼼꼼하게 지식 전반을 배울 수 있도록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Nasim Mirzajani,

Yale University 화학공학과 재학중

“

”

“

”

Oxford University 수학과

Edexcel 교과정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명성있는 교과정이라
생각이 들고 영국에 대학진학을 하는데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

전문적인 지식을 배움으로 탑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IAL을 통해 많은 지식을 얻음으로 국제적인 다른 학생들과
겨루어 경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Taiyan Li,

공부하는 과목들의 열정과 이해도를 더욱 높이도록 해주었습니다.

“

Edexcel IAL은 학생들에게 책에 나오는 것을 암기하여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에 대한 이해에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Cheong Heung Hoe,

Imperial College London 도시공학재학중

세계 명문대에 진학하는 것은 저의 꿈이었습니다.
Peggy Ma,

”

“

University of Hong Kong 법학과

에덱셀 IAL은 저에게 확고하게 학업의 기초를
쌓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Fei Xue,

University College London 컴퓨터 과학재학중

Vigneesh Ravindra,

”

Xiufeng Li,

저는 다양한 방법으로 배우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으로
공부하고 싶었어요. 강의스타일과 스스로 공부하는 과정들이
잘 어우러져 좋았습니다.

폭넓은 학업적인 지식뿐아니라 시간관리 능력과
학업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Edexcel IAL은 제가 영국대학을 지원을 위해 준비하고
입학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학업의 과정은
대학공부를 위한 꼼꼼한 기초를 배울 수 있도록 해주었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보험통계학 재학중

“

세계교육의 최신경향에 잘 맞춰진 IAL로 공부하기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학업과정은 엄격하지만 스스로
좀 더 비평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

Edexcel IAL은 대학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어
장학금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Haiyin Lin,

University of Tasmania 수학과

Joseph Kah Seug

International Medical University 의대 재학중

”

World-class and world-renowned
Edexcel qualifications open the doors to the world’s most prestigious universities.
Demanding, rigorous and empowering, Edexcel International Advanced Levels are
developed to Pearson’s world-class standards and equip students to excel at degree level.

“

“

Edexcel IALs are universally accepted and prepared
me well for applying to UK universities. This course of
study also gave me a solid foundation for my university
studies as it covered lots of different subject areas.
Xiufeng Li, studying Mathematics, University of Warwick

I wanted to study a course that allowed me to
learn and think in different ways. I liked the mix of
lecture style teaching with interactive elements that
enabled me to test my skills in different areas. The
course was excellent preparation for university.

“

”

Irsa Nasir, studying Medicine, University of Toronto

“

I wanted to study subjects that were relevant to
a future career and that I enjoyed. Edexcel IALs
provide students with a firm knowledge base.

”

Nasim Mirzajani, studying Chemical Engineering, Yale University

“

I have developed a greater passion and understanding
of the subjects I studied. Edexcel qualifications are
the most established and popular qualifications in
the world and enabled me to progress to the UK
university of my choice.
Cheong Heng Hoe, studying Civil Engineering, Imperial College London

It’s been my dream to attend a world-renowned
university. Edexcel IALs have given me a solid
academic foundation for further studies.
Fei Xue, studying Computer Science, University College London

In addition to expanding my academic knowledge, I
also gained other skills such as time management
and decision making during my studies.

”

Vigneesh Ravindra, studying Actuarial Science,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

Mathematics A-Level provided me with knowledge
on a variety of topics that had not been covered in the
Spanish system, but were then taught at university.
The Physics course provided the appropriate mental
structure that allowed me to understand difficult
concepts quicker.

”

Alvaro Carrillo , studying Mathematics-Physics, University of Madrid

“

I chose IALs to gain specialist knowledge and entry
to a top university. IALs provided me with the
knowledge and techniques to have the same
chance as other candidates internationally.
Taiyan Li, studying Mathematics, Oxford University

“

”

Edexcel IAL qualifications place more emphasis on
the students’ understanding of what they
have learnt, not merely testing what they have
memorized from a textbook.

”

Peggy Ma, studying Law, University of Hong Kong

“

Edexcel IALs prepared me so much for university
and I was successful in getting offers and a
scholarship to the Australian university of
my choice.

”

Haiyin Lin, studying Mathematics, University of Tasmania

“

I would recommend Edexcel IALs as the
information is very up-to-date. The course was
rigorous and enabled me to think critically to
stretch myself further.

”

Joseph Kah Seng, studying Medicine,
International Medical University, Malaysia

